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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최근 전북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점토대토기문화 대규모 군집묘가 확인되는데,
원천권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군집묘가 출현하고 정착하게 된 이유와 과정,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전북 서부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 유적은 수로교통의 이점을 가진 입지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을 분류하면 총 7개의 거점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거점권역에서는 1개소의 유적 내에서 입지를 달리하거나 일정한 권역 내에 구릉을
달리하여 상위 유력자의 무덤이 확인되고 있다. 거점권역의 위계화 정도는 토광묘의
상대적 크기와 위신재의 비교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위신재 중에서도 동경의
여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동경이 확인된 원천권과 기양천권,
원평천권을 최고 위계의 거점권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최고 위계의 거점권역은
점토대토기가 등장하는 시기에는 원천권과 기양천권을 중심으로 거점권역이 형성되어
유지되었지만, 철기가 등장하면서 원천권을 중심으로 재편이 이루어지는 양상이
보인다. 원천권 대규모 군집 토광묘는 구릉을 달리하며 조성되었고, 각각의 군집
내에서는 상위 유력층의 분묘가 확인되고 있다. 상위 유력층 분묘의 위신재는 피장자의
성격을 나타내고 이를 통해 계층화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계층화는 기원전 4세기
이후의 고조선의 관료체계와 관련이 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거점권역 주변의
재지계 묘제 속에서 외래계 유물이 확인되는 분묘는 재지계 지방 세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듯 전북 서부지역의 대규모 군집 토광묘에서 보이는 사회분화 및
계층화는 이 지역 마한사회의 형성에 영향을 주어 지역적 특색을 가진 마한 소국들이
체제를 만들고, 발전해 가는 근본이 되었을 것이다.
주제어 : 전북 서부지역, 거점권역, 위계화, 사회분화, 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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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지금까지 점토대토기문화에 관한 연구는 한 유적에서 소수의 유구만 확인되는 자료의
한계에 부딪혀, 넓은 시공간적 범위에서 확인된 물질자료의 형식이나 패턴에만 주목한
채 편년과 전개과정의 연구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 그로 인해 한반도 내 유입 때문에
발생된(박순발 1993; 李建茂 1994) 점토대토기문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복합성이 결여된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 전북 서부지역의 완주, 전주, 익산, 김제 등에서는 점토대토기문화인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토광묘 유적이 다수 확인되었다. 특히 전북혁신도시 개발 사업에 앞서 완주지
역에 대한 대규모 발굴이 시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110여 기가 군
집하고 있는 양상이 확인되어, 이 지역이 당시 문화의 중심지로 추정, 주목받고 있다.
燕의 동진과 위만조선의 성립 등과 같은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로 인한 혼란을 피해 낯
선 한반도로 이주해 온 점토대토기문화인들은 존속기간은 짧았으나, 여러 지역에서 산발
적으로 정착한 양상을 보이고 전북 서부지역에서는 토광묘 군집이 보일 정도로 집단을
이루어 생활한 것으로 추정된다. 토광묘 군집양상은 1개소의 유적에서 나타나기도 하지
만, 일정한 범위 안에서 구릉을 달리하며 몇 개소의 유적이 군집하는 양상도 보인다. 또
한, 1개소의 유적 내에서 입지를 달리하거나, 일정한 권역 내에 구릉을 달리하는 등 묘역
의 차이를 두고 상위 유력자의 무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북 서부지역에서 보이는 토광묘 군집 간의 위계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군집별로 거점권역을 나누고 각 거점권역 별로 토광묘의 입지와 축조시기, 각 권역
별 상위 유력층 분묘의 인지와 권역 간 위계화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전북 서
부지역 내의 거점권역별 정착과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토광묘의 대규모 군집이 나타
나는 신풍유적을 중심으로 한 전북혁신도시 내 유적들에서 토광묘 군집 간에 입지와 계
층의 차이 등을 추정해 봄으로써 당시의 사회분화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Ⅱ. 전북 서부지역의 고대경관과 점토대토기문화 유적 분포
1. 전북 서부지역의 고대경관
전북 서부지역의 동부와 남부는 호남정맥의 산록, 북부는 금강, 서부는 서해와 면하는
동고서저의 지형을 가지고 있다. 호남평야의 젖줄인 만경강과 동진강은 서해로 흘러들고,
평야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해발 30m 내외의 낮은 구릉이 넓게 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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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대토기문화는 이 전북 서부지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점토대토기문화가 정
착하던 당시의 전북 서부지역의 환경은 현재와는 달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호남평야와
같은 비옥한 농토가 만들어진 시기는 1910년대 이후 만경강과 동진강 주변의 대규모 간
척과 개간이 이루어지면서부터이기 때문이다. 즉, 간척이 이루어지기 전 만경강유역과
동진강유역은 해발 7m 이하 지역은 조수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해, 해발 10m 내외인 지역
은 조수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하천수위와 지하수위가 상승하여 침수가 빈번하였던
1)

곳이다 . 이러한 주기적인 조수의 유입은 流水 量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수로교
통에는 최적의 환경을, 짠물의 유입과 침수로 인해 水稻作과 같은 농사에는 불리한 환경
을 제공하였다.
만경강 및 동진강유역 조수의 직·간접적 영향 범위는 <그림 1>과 같다. 전북 서부지역
점토대토기문화 유적은 만경강·동진강유역을 중심으로 조수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
는 지역을 경계로 분포하며 특히 가항수로의 종점, 즉 수로교통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갖
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1> 전북 서부지역 조수의 영향범위와 점토대토기문화 유적 분포(유적번호는 <표 1>의 번호)

1)  송종열(2015)의 만경강유역 고대경관을 참고하였으며, 동진강유역 또한 만경강과 같은 感潮河川으로 조수의 영향을 받는 조건은
같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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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토대토기문화 유적분포 및 거점권역
전북 서부지역에서 분묘유적은 37개소에서 확인된다(표 1, 그림 1). 분묘유적에서는 적
석석관묘와 적석목관묘, 순수토광묘, 토광목관묘, 옹관묘 등이 확인되었다. 그중 토광(목
관)묘가 군집형태로 확인된 유적은 모두 23개 유적으로, 최소 10기에서 최대 110여 기의
토광묘가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완주 신풍·갈동·덕동·원장동유적 등을 중심으로 가
장 밀집된 양상을 보인다.
토광묘 군집양상은 1개소의 유적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정한 범위에서 몇 개소의
분묘군이 구릉을 달리하며 군집하는 양상도 보인다. 전북 서부지역에서 토광묘의 군집은
7지점에서 확인되는데, 각기 다른 지점에서 확인되는 군집은 문화적 차이보다는 전북 서
부지역 내에서 보이는 토광묘 군집 규모로서의 단위로 추정된다. 군집 토광묘 주변으로
비슷한 시기의 토광묘가 1~3기 정도 확인되는 유적이 분포하므로, 이 군집을 하나의 거
점권역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거점권역은 모두 만경강과 동진강의 지류에 인접해
위치하므로 지류의 이름을 이용하여 거점권역을 명명하였다.
지역별 분포 및 군집현상을 살펴보면 동진강유역보다는 만경강유역에서 토광묘의 군
집양상이 훨씬 크고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전북 서부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중심지와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표 1> 전북 서부지역 점토대토기문화 분묘현황
번호

유적명

거점권역

유구

주요출토유물

1

군산 둔율

토광묘1

흑도장경호

2

익산 서두리1

토광묘1

동사(銅鉇)

3

익산 오룡리5

토광묘2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동검, 조문경, 석촉

4

익산 오룡리4

토광묘1

장경호

5

익산 오룡리3

토광묘1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동검, 석촉

6

익산 구평리Ⅱ

토광묘4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동검

7

익산 구평리Ⅳ

옹관묘1

호

8

익산 계문동

토광묘1

편, 검파두식, 철도자, 철촉

9

익산 송학리

토광묘1

석촉

10

익산 어양동

옹관묘1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11

익산 신동리

토광묘3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동검, 검파두식, 철부, 철사

12

익산 평장리

토광묘?

동검2, 동모, 동과, 전한경

13

완주 둔산리 서당

기양천권

토광묘25

소호, 장경호, 흑도장경호, 동검, 동사, 석촉

비고

석탑천권
14

완주 수계리

토광묘5

장경호, 방추차, 동검

15

전주 장동

토광묘

점토대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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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명

16

거점권역

유구

주요출토유물

완주 갈동

토광묘17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홍도, 거푸집, 정문경, 동검,
청동촉, 동모, 동부, 철부, 철겸, 철사, 환형유리, 유리옥

17

완주 갈산리

옹관묘2

점토대토기편, 무문토기

18

완주 원장동

토광묘5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정문경, 동검, 동과, 동사, 동부,
관옥, 석촉

19

완주 덕동

토광묘7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대부호, 동검, 조문경, 동사,
동부, 동착, 석촉

20

완주 신풍 가

토광묘57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대부호, 무문토기, 간두령,
동경, 동검, 동과, 동사, 동착, 철도자, 철부, 철착,
유리옥세트, 석촉 등

21

완주 신풍 나

토광묘24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동경, 동검, 동부, 동과 등

22

완주 중동C

옹관묘1

23

전주 여의동

적석석관묘1

흑도장경호, 동경, 동검, 동부, 동과 등

24

만성지구 9-4

적석목관묘1

흑도장경호, 동경, 동검, 동과 등

25

전주 만성동

토광묘1

흑도장경호, 동경, 동검, 동사, 동과, 유리관옥

26

전주 중화산동

토광묘15

점토대토기, 무문토기, 동검편

원천권
(전북
혁신도시)

삼천권

27

전주 효자4

적석목관묘1

28

전주 중인동 하봉

토광묘1

동부

29

전주 중인동

토광묘9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동검

30

김제 수록리A

토광묘7

소호, 동부

31

김제 산치리

토광묘1

발

비고

동경, 동검, 옥

독배천권

신평천권
32

김제 부거리ⅩⅡ

토광묘1

점토대토기

33

김제 부거리 다지구

토광묘1

토기편

34

김제 상동동Ⅰ

토광묘1

점토대토기

35

김제 장화동

토광묘1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36

김제 서정동

토광묘5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소호, 정문경, 동부, 동착, 동사

37

김제 서정동Ⅱ

토광묘6,
옹관묘4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소호, 대부호, 동검, 검파두식,
철부, 철겸, 철모, 석촉, 관옥

원평천권

2)

1) 거점권역의 유적분포와 입지
(1) 원천권

전북 서부지역의 여러 거점권역 가운데 중앙에 위치하며 주변으로 다른 거점권역들이
널리 분포한다. 만경강 본류에서 남쪽으로 직선거리 약 6㎞ 정도 떨어져 있으며, 서쪽에
2) 유적의 입지분석에 사용된 그림의 바탕사진은 구글어스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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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천이 동쪽에는 조촌천이 북쪽으로 흘러 만경강과 합류한다. 해발 35m 내외의 구릉
에 7개소의 유적이 있다. 유적이 위치한 구릉은 원천을 중심으로 남서쪽과 북서쪽으로 나
뉜다. 북쪽의 구릉은 갈동유적, 원장동유적, 덕동유적, 갈산리유적 등 4개의 유적이 곡간
지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위치한다. 남서쪽 구릉에 있는 신풍유적 가지구는 원천으로
인해 북서쪽 구릉의 토광묘들과 구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7개소의 유적에서 토광묘 110기, 옹관묘 3기가 확인되었고, 가장 큰 규모의 군집을 보
인다. 토광묘의 매장시설은 대부분 목관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갈동유적 1호 토광
묘의 매장시설이 목곽묘로 보고되어 주목된다. 옹관묘는 갈산리유적에서 2기, 중동C유적
에서 1기 등 3기가 확인되었는데, 토광묘와는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단독으로 자리잡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2> 원천권 유적분포와 입지

(2) 독배천권
전북 서부지역 남동쪽의 가장 내륙에 있으며, 만경강 본류에서 남으로 약 15㎞ 정도 떨
어져 있다. 동쪽으로 만경강의 지류인 삼천이 북쪽으로 흐르는데, 삼천은 만경강유역과
섬진강유역을 이어주는 교통로와 연결된다. 삼천의 지류인 독배천을 사이에 두고 중인동
유적과 중인동 하봉유적이 마주하고 있다.
2개소의 유적에서 총 10기의 토광묘가 조사되었다. 독배천을 경계로 중인동과 중인동
하봉유적이 마주하고 있으며, 중인동 하봉유적에서는 1기의 토광묘가, 중인동유적에서
는 9기의 토광묘가 사면부에 군집을 이루며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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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독배천권 유적분포와 입지

(3) 삼천권
전북 서부지역의 동쪽에 위치하며, 만경강 본류에서 남으로 약 9㎞ 정도 떨어져 있다.
서쪽으로 삼천, 동쪽으로 전주천이 북쪽으로 흘러 만경강과 합류한다. 전북 서부지역에
서 유일하게 단일유적에서 10기의 토광묘가 군집하는 양상이다.

<그림 4> 삼천권 유적분포와 입지

(4) 석탑천권
전북 서부지역의 동쪽에 있으며, 만경강 본류에서 북으로 약 3.5㎞ 정도 떨어져 있는 상
류 쪽에 위치한다. 서쪽으로 만경강의 지류인 석탑천이 남쪽으로 흘러 만경강과 합류한
다. 곡간지를 사이에 두고 둔산리 서당유적과 수계리유적이 마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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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소의 유적에서 총 30기의 토광묘가 확인되었다. 석탑천의 동쪽 구릉 사면부에 둔산
리 서당유적과 수계리 유적이 곡간지를 사이에 두고 있다. 서당유적은 다수의 토광묘가
비교적 조밀하게 군집하는 반면, 수계리 유적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위치하는 양상이다.

<그림 5> 석탑천권 유적분포와 입지

(5) 기양천권
전북 서부지역의 가장 북쪽에 있으며, 만경강 본류에서 북으로 약 16㎞ 정도 떨어져 있
고 금강 본류에서는 남으로 약 11㎞ 정도 떨어져 있다. 남쪽으로 만경강의 지류인 기양천
이 남쪽으로 흘러 만경강과 합류하고, 북쪽으로 금강의 지류인 죽청천이 북쪽으로 흘러
금강과 합류한다. 유적은 2개의 구릉에 위치하는데, 곡간지를 사이에 두고 남동쪽 구릉의
오룡리3·4·5 유적과 북서쪽 구릉의 구평리2·4유적이 마주하고 있다.

<그림 6> 기양천권 유적분포와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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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소의 유적에서 토광묘 8기와 옹관묘 1기가 확인되었다. 구평리2 유적에서 4기의 토
광묘가 확인되며, 마주 보는 구릉에 있는 오룡동 3·4·5 지점의 구릉 정상부에서 4기의
토광묘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포하는 양상이다.
(6) 신평천권
전북 서부지역의 서쪽에 있으며, 만경강 본류에서 북으로 약 6㎞ 정도 떨어져 있다. 북
쪽의 소하천이 북쪽으로 흘러 만경강과 합류하고, 남쪽의 신평천이 서류하여 동진강과
합류한다. 유적은 2개의 구릉에 위치하는데, 곡간지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4개소의 유적에서 총 10기의 토광묘가 확인되었다.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토광묘가 확
인되는데 산치리와 부거리12, 부거리 다지구에서는 토광묘 1기가 확인되는 것에 반해, 수
록리에서는 7기의 토광묘가 군집을 이루고 있다.

<그림 7> 신평천권 유적분포와 입지

(7) 원평천권
전북 서부지역의 서남쪽에 있으며, 동진강유역에 속한다. 동진강의 지류인 원평천이
남쪽에 위치하는데 유적의 서쪽에서 두월천과 합류한 후 서쪽으로 흘러 동진강과 합류한
다. 유적은 정상부와 사면부에 위치한다.
2개소의 유적에서 토광묘 11기와 옹관묘 4기가 확인되었다. 서정동유적에서는 4기의
토광묘가 확인되었으며, 서정동 2유적에서는 7기의 토광묘와 함께 옹관묘 4기도 조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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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원평천권 유적분포와 입지

Ⅲ. 전북 서부지역 토광묘 분석
1. 입지와 교통
유적 경관에 있어 입지는 과거 경관의 원형과 그 경관이 인간의 행위와 관련하여 변화
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분석의 중요한 기본 틀이다. 따라서 입지를 살펴볼 때
는 현재의 시점이 아닌 과거의 시선으로 경관을 추정·복원한 후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전북 서부지역에서 확인된 각 유적의 입지를 살펴보면 점토대토
기문화가 한반도에 출현·유입 된 요인을 추정·설명할 수 있다. 즉 점토대토기문화는
燕과 濟의 요서지출, 燕 문화의 동진과 위만조선의 성립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로 인한
혼란을 피해 이주하면서 그 대부분(혹은 일부)가 한반도로 유입되었으며(박진일 2013),
서해 해로를 통해 남한지역에 유입(朴淳發 2004)된 점토대토기문화는 교통의 이점이 있
는 강이나 해안가에 가까운 지역에 정착하여 그들의 물질문화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점
토대토기문화는 짧은 시기에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내륙 깊숙한 지역에
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집단이동에 있어 육로보다 신속, 안전, 편리함 등을 가진 해로
와 수로를 점토대토기집단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동했기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7개의 거점권역과 거점권역 외에도 전북 서부지역에서 확인된 유적들은 대부분 만경강
과 동진강 혹은 금강으로 연결되는 지류에 인접해 있는데, 이는 조수의 유입 시 직간접적
인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다. 이러한 입지조건은 생계경제와 관련된 농업이나 어업 등과
도 관련이 있지만 수로교통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입지선정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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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서부지역은 북으로는 금강, 남으로는 동진강이 감싸고 있으며, 중앙에는 만경강
이 동에서 서로 관통하고 있다. 또한, 이 3개 강의 수많은 지류는 전북 서부지역의 곳곳으
로 연결되어 있어 오늘날의 고속도로와 국도 같은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전북 서
부지역의 거미줄 같은 수로교통로는 거점권역간, 혹은 거점권역 외의 점토대토기집단들
사이에도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高地의 제의 공간들을
연결하는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형성(宋滿榮 2011: 47)과 사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남 서
부지역 점토대토기집단들의 교역망을 통한 생계방식(高은별 2012)은 이 시기 집단 간 교
역과 연결망의 형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수로교통은 초기 정착과정에서 정착지를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정착 이후
에도 기원지와 지속적인 교역을 가능하게 하였을 것이다. 전북 해안지역은 항로 상의 중
개지 역할뿐 아니라 만경강과 동진강을 통해 내륙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였다. 전북
서부지역은 수로를 통한 해안지방과의 연결이 원활한 곳으로, 바다를 통해 들어온 물품
들은 이 수로를 통해 내륙에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고, 반대로 내륙에서 생산한 물품
을 손쉽게 운반한 후 해로를 이용한 해상교역을 할 수 있었다. 즉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
운을 통한 교통의 이점은 전북 서부지역의 점토대토기 집단들이 기원지와의 교역을 원
활하게 했을 것이며, 그 결과 전북 서부지역에 다량의 청동기와 철기, 유리옥 등이 나타
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요동반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환황해 국제교역망이
거점 단위로 운영(정인성 2010·2015)된 것과 같이, 전북 서부지역의 소권역들 또한 이러
한 국제교역망의 거점 단위 중 하나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안전한 가항수로를 확
보할 수 있는 지역에 입지거점을 취하는 이러한 선택의 경향은 한반도 내 성공적인 정착
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었다(송종열 2015a).

2. 토광묘의 분석
대상 지역 내에서 확인된 토광묘에 대한 분석을 해 보았다. 우선 크기와 너비를 알 수
있는 186개의 토광묘를 대상으로 세장도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그림 9>와 같이
크게 2개 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장도 4.3:1을 기준으로 장방형과 세장방형으로 분류
되며 이중 장방형의 토광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장도별 토광묘 크기와 너비를 비교
하면 <그림 9>의 상자도표와 같은데 장방형과 세장방형의 크기는 거의 비슷하고 너비에
서 차이가 크게 난다. 세장도별 크기와 너비 비교를 통해 토광묘의 세장도를 결정하는 것
은 크기보다는 너비와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다. 토광묘의 너비는 목관의 유무와 관련이
깊은 속성으로, 목관을 사용하면서 넓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세장방형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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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신풍유적이나 익산 구평리유적 등에서 확인된 토광묘에서는 목관과 관련된 토층이
나 목질 흔 등 어떠한 직접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세장방형의 토광묘
는 목관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9> 토광묘 세장도 분류 및 세장도별 크기(上)와 너비(下) 비교 상자도표

크기를 알 수 있는 186개의 토광묘를 대상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표 2>와 같이
크게 4개 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크기에 따라 각각 소형(100~155.6㎝), 중형(155.7~291.6
㎝), 대형(291.7~350㎝), 초대형(351㎝ 이상)으로 분류되며 이중 중형의 토광묘가 가장 많
은 빈도수를 보인다. 즉 중형은 점토대토기문화집단 토광묘의 일반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거점권별 토광묘 크기의 빈도를 살펴보면 모든 거점권에서 중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
며, 원천권에서는 모든 크기의 토광묘가 확인된다. 특히 대형과 초대형의 토광묘가 집중
되는 양상을 보인다. 대형과 초대형의 토광묘는 갈동과 신풍유적에서 나타나는데 철기와
토기가 다량 부장되는 양상을 보이며, 간두령을 비롯한 청동기류의 부장을 통해 볼 때 위
계상 상위 혹은 최상위의 것으로 보이는 토광묘가 확인된다.
토광묘 크기별 철기와 청동기 출토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철기와 청동기의 출토 점수
는 배제한 체 출토 여부만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았다. 그 결과 토광묘의 크기가 클수록
철기가 부장되는 양상(α=0.00에서 유의)이 확실히 보이지만 청동기와 토광묘의 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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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토광묘 크기 분류 및 지역권별 빈도

크기그룹
전체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원천권

12

91

5

2

110

독배천권

0

9

0

0

9

삼천권

3

8

0

0

11

석탑천권

1

18

0

0

19

기양천권

0

8

0

0

8

신평천권

0

8

0

0

8

원평천권

0

8

1

0

9

기타

2

10

0

0

12

18

160

6

2

186

지역권

전체

관련성(α=0.09)이 약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천권, 기양천권, 석탑천권, 독배천권, 신평천권 등 소권역내 토광묘 분포에서 비교적
위계가 높은 토광묘는 묘역(구릉)을 달리하며 위치하거나, 한 묘역 내에서도 군집하는 토
광묘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위치하는 차별성을 보인다. 예컨대 기양천권은 곡간지를 중심
으로 오룡동유적과 구평리유적으로나뉜다. 오룡동유적에서는 4기의 토광묘가 남-북방향
으로 길게 열상배치 되었지만 구평리유적은 오룡동유적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4기가 군
집을 이루고 있다. 출토유물을 살펴보면 오룡동 유적에서는 토기류와 함께 동검, 동경,
석촉 등 부장유물이 다양하고 풍부하지만, 구평리유적은 동검이 부장되었지만 종류와 양
에서 빈약함이 보인다. 또한 원평천권의 서정동Ⅱ유적은 토광묘 6기와 옹관묘 4기가 군
집하고 있는데, 서쪽하단부의 토광묘와 옹관묘는 이격거리가 짧은 반면, 1호 토광묘는 구
릉 정상부에 떨어져 단독으로 위치하고 있다. 부장유물 또한 1호 토광묘에서 동검, 철겸,
철모, 검파두식 등이 출토되어 다른 토광묘와 차이를 보이며, 이는 동일구릉 혹은 동일
집단 내 위계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렇듯 거점권역과 군집묘 내에서 묘역 혹
은 위치를 달리하며 상대적으로 위계가 높은 토광묘를 조성하는 행위는 토광묘를 조성하
고 묘역을 구획하는 단계에서 이미 위계상의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장자의 출신과 권위 또는 계층 등을 반영한 묘역의 설정을 통해 거점권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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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유력층 분묘가 존재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상위 유력층 분묘를 인지·
분리시킨 후 상호 비교 분석을 한다면, 거점권역 간 위계화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거점권역별 위계화 정도는 토광묘의 상대적 크기와 부장된 유물 중 포함된 위신재의
비교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기에 따른 사회 정세 변화도 주목해야 하지만, 지엽적으로
살펴보면 이 시기에는 지석묘와 거석기념물같이 많은 양의 노동력을 통해 위계화를 표현
하기보다는 청동기와 철기 등의 위신재를 피장자와 함께 부장함으로써 그의 권위와 신분
을 나타내었다.
거점권역별 위계화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거점권역별 토광묘 크기를 비교해보면(그림
10) 원천권과 신평천권의 토광묘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삼천권의 토광묘 크기가 가장 작
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거점권역의 토광묘 크기는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거점권역
별 토광묘의 크기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는 각 거점권역 내 상위 유력층을 완벽히 분리해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토광묘 크기와 철기는 서로 상관관
계를 보이지만 청동기와는 관련을 보이지 않는 분석과도 상통한다. 즉 철기의 부장이 권
위를 상징(한수영 2011: 11)하긴 하지만 청동기 중심의 위신재에 일부가 추가되는 양상을
보일 뿐 아직 철기 자체만으로는 위계화를 대변할 수 없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부장양상을 살펴보면, 각 거점권역별로 청동기류는 동경, 동검, 동부, 동착,
동과, 동사 등이 고루 확인되지만, 대신 동검편이나 동부편 등의 질과 양에서 차이를 보
인다. 특히 조문경과 정문경 등 동경은 원천권, 기양천권, 원평천권에서만 확인되고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희소성이 강한 청동기류인 의기류와 동령
류는 당시 집단 내 최상위 계층이 소유했던
위신재이며(李賢惠 2003; 李健茂 2004), 그중
동경은 지배자의 소지품으로서 최고 등급의
청동기류로 여겨지고 있다(李淸圭 1999: 2).
이러한 관점에서 동경이 나타나는 원천권과
기양천권, 원평천권이 최고 위계의 거점권역
으로 추정되는데, 다만 원평천에서는 조문경
이 확인되는 두 지역과 달리 철기를 중심으로
한 늦은 시기의 유물만 확인되고 있어 시기상
차이를 보인다. 동경을 포함한 의기류를 독점

<그림 10> 거점권역별 토광묘 크기 상자도표

한 결과 원천권을 포함한 3개의 거점권역은 제의권을 장악함으로써 여타의 거점권역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권오영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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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점권역 편년과 전개양상
전북 서부지역의 토광묘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흑도장경호·조합식우각형파수부
호·대부호·소호·원통형토기 등의 토기류와 간두령·조문경·정문경·동검·동과·
동모·동착·동부·동사 등의 청동기류, 환두도자·철부·철사·철겸·철촉 등의 철기
류가 출토되었다.
출토유물로 시간성을 파악해보면 크게 점토대토기는 점토띠의 형태(원형 → 삼각형),
동체부의 장동화, 동최대경의 위치에 따른 시간성을 보인다. 또한, 점토대토기와 흑도장
경호가 주로 부장되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부호, 원통형토기, 흑도장경호, 소호 등 기종의
다양성이 나타난다.
청동기류 중 동경은 조문경에서 정문경으로 변화하며, 동부는 선형 → 장방형·주머니
형 → 유견동부의 형식으로 변화한다. 또한 이형동기의 등장 이후 동령류의 등장, 동경과
동검 일색의 부장, 철기의 등장 등 시간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철기의 등장은 위만조선의
성립과 함께하며 BC 2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다.
시간적인 속성의 변화를 토대로 전북 서부지역 토광묘의 연대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거점권역별 연대와 유물부장양상
유물부장양상
연대

시기

BC 4C

거점권역
토기류

청동기류

철기류

기타

초기

원천권,
독배천권, 삼천권,
기양천권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조문경, 동검

석촉

중기

원천권, 삼천권,
석탑천권,
기양천권, 신평천권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소호

정문경, 동검, 동부,
동모, 동과, 동사,
검파두식

관옥, 석촉

후기

원천권, 원평천권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대부호, 원통형토기

정문경, 동검, 동부,
동모, 동과, 검파두식

BC 3C

BC 2C

BC 1C

철도자, 철부,
철사, 철겸, 유리옥, 거푸집
철촉

전북 서부지역 권역별 연대를 살펴보면 먼저 원천권만 유일하게 처음 토광묘가 나타나
는 BC 4세기경부터 철기가 등장하는 BC 2세기 이후까지 지속해서 토광묘가 축조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초기에는 만경강과 금강의 수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북쪽의 기양천권 부터 내
륙 깊숙한 독배천권과 삼천권까지 넓은 범위에서 초기 유적들이 확인되는데 이는 점토대
토기문화의 한반도 내 비정상적인 확산 속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시기의 동경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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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된 상위유력자의 분묘는 원천권과 기양천권에서만 확인된다.
중기인 BC3 세기 중반에서 BC2세기 중반에는 전기의 거점권역 이외에 석탑천과 신평
천에서 거점권역이 나타나며, 그 밖의 만경강 지류에서 군집을 이루지 못한 소수의 토광
묘 유적들이 나타나는 등 점토대토기문화 유적들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 시
기에도 여전히 동경이 출토된 상위유력자의 분묘는 원천권과 기양천권에서만 나타난다.
BC 2세기 후반 이후에는 기존의 거점권역들 중에서 원천권만 유지되며, 동진강의 지류
인 원평천에서 새롭게 거점권역이 나타난다. 만경강 북쪽에는 신동리유적과 계문동유적
이 확인되지만, 유적의 규모로 보았을 때 거점권역의 기능을 하였을지는 고려해봐야 한
다. 따라서 후기에는 원천권을 중심으로 만경강 남쪽에서만 거점권역이 확인된다. 또한,
원천권을 중심으로 반경 13㎞ 내외의 일정한 거리 안에 북쪽으로는 신동리 유적이, 남서
쪽으로는 원평천권이 확인되는 등 원천권을 중심으로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후기에도
여전히 원천권에서 동경이 출토된 상위유력자의 분묘가 확인되며, 원평천권에도 새롭게
등장한다.
정리하면 전북 서부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유적은 초기에 북쪽의 기양천권에서 남쪽의
독배천권까지 산발적으로 퍼져 정착하고 수로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 특히 원천권과 기양천권에서 동경이 부장된 최고 유력자의 분묘가 확인되고
있어 초기에는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정착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기양천권에서
는 철기를 수용하지 못한 채 그 세력이 다했지만, 철기의 등장·수용과 함께 대규모 토광
묘군집을 보이는 원천권을 중심으로 전북 서부지역의 거점권역이 재편되는 양상이 보인
다. 원천권을 중심으로 한 거점권역의 재편은 재지세력과의 관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
착을 이룬 결과(송종열 2015a)로 보이며, 권력의 집중화와도 관련이 깊을 것이다. 원천권
권력의 집중화는 대규모 군집묘로 대변되며 이는 수장을 중심으로 한 同族지배집단이 형
성된 것(李熙濬 2011: 71)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Ⅳ. 원천권 대규모 군집묘의 이해
원천권에서는 다른 권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토광묘 110기와 옹관묘 3기가
대규모 군집을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원천권을 따로 분리하여 분
석을 하고 군집묘의 분포양상을 근거로 점토대토기문화단계에 전북 서부지역 내에서 원
천권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6개소의 유적은 남-북으로 뻗은 구릉의 가지능선에 위치하는데, 신풍유적 가지구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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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으로 인해 다른 유적과 분리된 양상이다. 각 유적간 거리는 500m 내외로 서로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되었다. 대규모의 토광묘가 확인된 것에 비해 생활유구는 갈산유적,
중동4유적, 정문동유적, 중동유적, 안심유적 등 5개소의 유적에서 주거지 10기, 수혈 31,
구 28기 등이 확인되었을 뿐으로 빈약한 편이다. 분묘 유적은 서쪽의 사면부에 분포하고
생활유적은 분묘유적의 동쪽 구릉의 정상부에 열상으로 위치하고 매장영역과 생활영역
이 분리된 양상이다(그림 11). 이러한 영역의 분리양상은 이 시기 최대 생활유적인 안성
반제리유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원천권 생활유적의 입지는 황방산 동쪽 삼천유역으로
넘어가는 동-서교통로와 원천과 조촌천 사이에 있어, 교통로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
다. 예컨대 생활유적의 동쪽에 있는 황방산은 전주의 서쪽경계로 서해안에서 육로를 통
해 삼천유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에 해당한다. 또한 황방산 동쪽의 삼천유역은 비교
적 큰 규모의 송국리문화 유적이 있어, 생활유적과 맞닿아 있는 동-서 교통로는 원천권
점토대토기문화집단과 재지집단과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그림 11> 원천권 점토대토기문화유적 분포도

원천권은 전북 서부지역에 점토대토기문화가 등장하는 시기부터 철기의 등장 이후 각
거점집단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지속해서 토광묘가 조성된다. 토광묘의 조성은
계획적인 구획하에 생활영역과 매장영역을 분리하고, 분리된 매장영역 내에서도 혈계와
사회 계층에 따라 세분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천권의 구획된 토광묘는 전북 서부지
역 점토대토기문화 집단의 정치, 종교, 문화 등 전반적인 사회상을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군집묘 유적의 형성과정은 같은 집단이 累代에 걸쳐 특정 공간에 분묘를 축조하였을
경우와 여러 집단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별도로 설정된 분묘 축조공간을 공유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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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최우림 2014: 54). 원천권을 제외한 전북 서부지역의 군집묘는 대
부분 소규모이며 동일 집단의 군집묘로 볼 수 있다. 반면 원천권의 대규모 군집묘는 여러
집단의 군집묘가 모여 있는 지역공동체적 성격을 보인다. 이와 함께 사회분화의 일면도
나타나는데, 반경 1㎞ 내외의 대규모 묘역을 조성하고 각 집단의 묘역을 다르게 구획한
것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철기의 등장과 함께 전북 서부지역의 점토대토기집단이 원
천권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고, 사회분화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확인된 점토대토기유적 중 원천권에서 확인된 유적이 유구 밀집
도나 출토유물 등을 놓고 볼 때 집단의 크기나 위계화 정도가 다른 집단보다 발달한 것으
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달한 집단이 반경 1㎞의 좁은 면적 내에서 분
묘와 주거지 등을 조성함으로써 생성된 경관은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경
관의 인식은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 전체의 정체성에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였으며, 조상
에 대한 혈통적 계보의 재생산과 사회 계층화의 메커니즘으로 작용(고일홍 2010: 20)하였
기 때문이다.
원천권 토광묘 조성의 지속성과 묘역의 구획은 조성 시점의 차이에 의해서도 나타나지
만, 토광묘 조성의 주체 즉 피장자의 계층이나 출신의 차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군집 간 피장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유적별 상위유력층 분묘를 분류한
후 각 유적 간 위계화를 알아보고, 이러한 위계화가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유적 간 토광묘의 크기를 상자도표(그림 12)를 통해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볼 때
갈동과 덕동유적의 토광묘가 가장 크며, 신풍 가·나지구의 토광묘가 가장 작게 나타난
다. 이런 유적 간 상대적인 토광묘의 크기는 유적에 속한 토광묘 개별의 특성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즉 신풍유적 가지구는 54호(그림12 78)와 57호(그림12 81)가 다른 유적의 토
광묘 보다 월등히 크게 나타나는데 이를 반영하진 못한다. 또한 신풍유적 토광묘는 유적
내에서 크게 5개의 군집으로 나눌 수 있으며, 부장 유물을 볼 때도 군집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신풍유적 가지구의 군집별 토광의 크기를 분류하면 <그림 13>에서 보이듯 5군이
월등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았을 때 57기의 토광묘가 확인된 신풍유적 가지구는
실제 토광묘의 크기와 내부시설의 차이, 부장유물 등을 비교해보았을 때 5군에서 1군으
로 위계화 차이를 알 수 있다.
각 유적간의 위계화 정도는 토광묘의 상대적 크기와 부장유물을 통해 비교해볼 수 있
다. <그림 12>에서 토광묘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온 갈동, 덕동, 원장동 유적과 <그
림 13>신풍 가지구 5군을 일차적으로 유력자의 분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유적 간의 위
계화는 부장유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위계화 정도는 1. 부장유물 재질의 다양성 2.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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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유적별 토광묘 크기비교

<그림 13> 신풍유적 가지구 군집별 토광묘 크기비교

장유물 종류의 다양성 3. 부장유물의 풍부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 밖에도 다양한 유물
의 재질, 수와 종류는 같더라도 개별 유물의 중요도가 같을 수는 없는바, 그러한 측면에
서 보이는 변이도 설명되어야 한다(김범철 2012).
부장유물 재질과 종류의 다양성, 풍부도 등을 따져 봤을 때 덕동유적은 갈동과 원장동,
신풍 가-5군과 비교했을 때 상위 유력층의 분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원장동
유적은 종류와 풍부도에서는 갈동과 신풍 가-5군과 비슷하나 재질에서 철기와 유리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갈동과 신풍 가-5군을 비교해보면 현재까지는 부장유물의 재질·종류·풍부도·중요
도 등에서 신풍 가-5군이 갈동유적 보다는 상위계층의 분묘로 보인다. 하지만 갈동유적
이 아직 전면 발굴되지 않았으며(박수현 2009), 거푸집이 갖는 의미로 볼 때 신풍 가-5군
과 갈동유적간 위계는 부장유물만 가지고는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두 유적의 우열
을 가리기 위해서는 유적의 성격 또는 사회상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청동기류의 특징적인 기종의 부장은 피장자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유적을 대표하는 부장품인 거푸집과 간두령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간두
령은 종교적 제의의 수행자 즉 제사장의 최고 위세품이며, 거푸집은 청동기의 생산을 관
장 할 수 있는 권위를 상징할 수 있다. 앞으로 추가조사가 진행된다면 갈동 군집묘 집단
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장동 유적은 1호 토광묘에서 5점의 세
형동검이 확인되었으며, 동과와 동부, 석촉 등 주로 무기류가 확인된다. 또한, 5기의 토광
묘 중 4기에서 세형동검이 출토되는 높은 부장률을 보인다. 반면 신풍 유적은 단일유적
내에서 최대의 동경 부장이 확인되며, 세형동검이 부장되어도 마연을 하지 않거나 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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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원천권 토광묘 현황(번호는 표 1의 유적번호와 동일)
번호

16

18

19

20

유적명

완주
갈동

전주
원장동

완주
덕동

완주
신풍
가-5군

호수

규모(㎝)

출토유물

길이

너비

깊이

토기

청동기

철기

기타

1호

306

162

140

편

2호

278

135

123

저부,파수

철겸

환형유리1쌍

3호

258

107

109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2

철부,철겸

관옥

4호

323

129

86

점토대토기3,
파수부호,대부호

5호

259

82

52

장경호

6호

329

166

143

파수부호,편

7호

232

75

36

8호

249

90

36

9호

236

93

110

10호

210

75

67

점토대토기

11호

143

60

39

호

12호

270

151

177

13호

271

154

132

14호

246

108

121

15호

204

81

31

16호

162

54

27

17호

231

88

62

1호

262

115

142

2호

256

80

62

호

동검

3호

246

93

93

흑도장경호

동검,검파두식

4호

217

66

63

점토대토기

5호

227

88

117

흑도장경호

동검,동사

점토대토기2,호,
편구호

동검,정문경,동사

석촉3

동부,동착,동사

지석

동과,검파두식

석촉10

비고

거푸집1쌍

동촉3

철부2
정문경
철부2,철사
정문경

호,편

동모
동부,동사

철부2
관옥2

봉부편
발,편
동검

동검5,정문경2,
동부,동과,동사

D-1호

254

106

87

D-2호

215

68

79

대부호

D-3호

165

59

22

점토대토기,
파수부호
흑도장경호

검파두식3,
옥30
석촉10

F-1호

205

68

27

F-2호

265

75

42

G-1호

254

79

78

G-2호

247

91

43

52호

282

143

125

53호

282

143

125

점토대토기2,
흑도장경호3,발,
파수부호

동검,동과,
검파두식

54호

381

131

31

흑도장경호4,호

간두령1쌍,동사

55호

254

105

99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파수부호2

정문경,동관

56호

271

132

161

흑도장경호,
대부발

철부,
철도자

57호

370

243

186

흑도장경호,편

철촉3

흑도장경호

동검,동부
동검,조문경

석촉,관옥2
철부,
철도자

칠기흔

석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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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식이 착장되지 않은 상태로 부장되었다. 석촉 또한 충전토에서 착장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신풍유적에서 출토된 무기류는 원장동 유적과 다르게 실용기가 아
닌 상징적 의미로 부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무기류가 다량 출토된
원장동 유적은 ‘武’와 관련된 계층의 군집묘로 판단된다.
유적별 상위 유력층 분묘의 성격을 살펴보면, 신풍유적은 의례와 관련된 계층, 원장동
유적은 武와 관련된 계층, 갈동유적이 생산과 관련된 계층의 분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
다. 국가 구조는 사회 성격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윤내현 2016)로 이러한 원
천권 대군집묘 내에서 나타나는 묘역별 계층화는 기원전 4세기 이후의 고조선의 관료체
제와도 관련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4세기경 고조선에는 박사·대부, 후기에는 상·대신·
장군·비왕 등 중국 관직과 명칭은 동일하나 독자적 행정조직이 보인다. 기원전 4세기 후
반경 고조선에는 왕과 박사·대부 등의 관료체계와 그에 따른 일정한 통치체제가 갖추어
져 있었다고 보인다. 고조선의 관직체제는 중국과 달리 분화가 덜 되었다. 문관직의 경우
전부 상이라 부르고 무관직은 장군이라 부르는 등 조선 독자의 관직체계를 갖추었으며,
가장 큰 특징이 재지기반을 가진 족장세력들을 중앙 관료직으로 편입하는 중층적 구조를
갖는 것이었다(송호정 2002). 중앙의 단군은 종교와 정치를 모두 장악했으나 지방의 거수
국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종교는 천군이, 정치는 거수가 관장했던 듯하다. 또한
고조선에는 통치를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치 조직 속에 혈연 조직의 요소
도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거수를 단군의 아들이나 근친들로 봉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고
조선의 관직 체계와 관직명은 중국과는 매우 달랐으며,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관료 체계
를 가지고 있었다(윤내현 2016).
지방의 재지기반인 족장세력을 편입하는 구조적 관점에서 원천권 주변의 전주 여의
동·만성지구 9-4·효자4 유적의 성격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의동유적에서 확인된 적석석관묘는 외광과 내광, 묘광의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
며, 개석은 내광과 묘광 상면에 시설하였다. 바닥에는 소형 할석을 깔았으며, 벽면은 할
석을 벽에 붙여 조성하였다. 유물은 흑도장경호, 조문경 2점과 동부, 동착이 출토되었다.
만성지구 9-4지구에서 확인된 적석목관묘는 2단 구조로 묘광내부의 적석은 2단의 상면
과유물이 확인된 단벽쪽에서만 일부 확인된다. 유물은 흑도장경호, 동검, 동사, 동착, 동경
편, 관옥 등이 출토되었는데 동착을 제외한 청동기류는 파쇄하여 부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흑도장경호는 홍도의 기형을 띠고 있다. 만성지구 9-4지구의 적석목관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유구의 규모(상:440×388×148㎝, 하:258×150×246㎝)에 비해 빈약한 편인데, 이는
주변의 토광묘나 기존에 조사된 적석목관묘에서 출토된 다량의 청동기와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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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4유적의 적석목관묘에서는 정문경과, 동검, 옥 등이 출토되었으며, 파괴가 심
하여 불분명하지만 석관묘 계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구조상 재지세력의 전통 안에서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북 서부지역에서 확인된 적석이 보이는 3개의 분묘는 입지와 구조, 부장유물 등에서
호서지역에서 이미 조사된 적석목관묘와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를 기존의 적석목
관묘의 범주 속에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의동 유적과 만성동 9-4유적의 적석목관(석관)묘는 원천권 대규모 토광묘군의 북동쪽
에 약 1㎞ 떨어져 위치하는데, 두 유적 주변으로는 송국리문화 유적이 다수 확인되는 반면
군집토광묘가 보이는 원천권 점토대토기문화 중심지 내부에는 송국리문화 유적이 1개소
도 보이지 않아 대별된다(그림 14). 효자 4유적의 적석목관묘 주변으로 송국리문화 주거지
와 분묘가 다수 확인되어 송국리문화 유적 속에 적석석관묘가 들어가 있는 양상이다.

<그림 14> 적석목관(석관)묘와 주변유적 현황(바탕사진 구글어스)

즉 3개 유적의 적석목관(석관)묘는 재지계(송국리문화)와 외래계(점토대토기문화) 요소
가 혼합된 분묘가 재지계 문화권 내에 나타나는 것으로, 피장자는 재지세력의 유력자로
추정된다. 이러한 분묘의 성격은 고조선 관직체계의 핵심이 지방에 기반을 둔 족장세력을
중앙 관료체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였던 사실 속에서 보았을 때 원천권의 점토대토기문화
체제 하에 있었던 재지계 지방세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원천권의 점토대
토기문화 정착과정에서의 착취형태의 생계경제(송종열 2015a)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전북 서부지역에 이주한 점토대토기문화 집단은 초기에는 여러 지역에 거점권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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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하며 널리 분포하고 있었으나, 철기의 등장과 함께 원천권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
상을 보인다. 원천권에는 점토대토기문화 집단의 힘이 집중되면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
고, 대규모 군집묘 속에 묘역을 달리한 소규모 군집묘들은 당시 사회가 분화되고 성장한
일면을 보여준다.

Ⅴ. 맺음말
이 글은 점토대토기문화가 한반도, 특히 만경강을 중심으로 한 금강과 동진강유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음이 최근의 발굴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었고, 그 중 특히 전북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군집묘를 조성하였는데, 이러한 점토대토기 사회의 대규모 군집
묘가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출현하고 정착하게 된 이유와 과정, 그 의미가 무엇인지
추론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고대에 있어 바다, 강, 하천은 당시 중요한 고속 교통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전북 서
부지역의 고대경관을 복원했을 때, 만경강과 동진강, 금강 등을 비롯한 각 지류는 당시
중요한 수로교통로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점토대토기문화와 관련된 유적은 이러한 수
로교통의 이점을 가진 입지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을 분류하면 총 7개의 거점권역으
로 구분 할 수 있다. 각각의 거점권역에서는 1개소의 유적 내에서 입지를 달리하거나 일
정한 권역 내에 구릉을 달리하여 상위 유력자의 무덤이 확인되고 있다. 거점권역의 위계
화정도는 토광묘의 상대적 크기와 위신재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위신재 중에서도
동경의 여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동경이 확인된 원천권과 기양천권, 원평
천권을 최고 위계의 거점권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최고 위계의 거점권역은 점토
대토기가 등장하는 시기에는 원천권과 기양천권을 중심으로 거점권역이 형성되어 유지
되었지만, 철기가 등장하면서 원천권을 중심으로 재편이 이루어지는 양상이 보인다. 원
천권에는 전북 서부지역에 점토대토기문화가 등장하고 소멸하는 시기까지의 토광묘가
모두 확인되는데, 특히 반경 1㎞ 내에 110여기 이상의 토광묘가 대규모 군집을 이루고 있
어 특징적이다. 대규모 군집은 구릉을 달리하며 조성되었고, 각각의 군집 내에서는 상위
유력층의 분묘가 확인되고 있다. 상위 유력층 분묘는 위신재를 통해 피장자의 성격을 추
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계층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층화는 기원전 4세
기 이후의 고조선의 관료체계와 관련이 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거점권역 주변의 재
지계 묘제속에서 외래계 유물이 확인되는 분묘는 재지계 지방세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듯 전북 서부지역의 대규모 군집 토광묘에서 보이는 사회분화 및 계층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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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 마한사회의 형성에 영향을 주어 지역적 특색을 가진 마한 소국들이 체제를 만들
고, 발전해 가는 근본을 이루게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고조선 사회체제의 변화-기
자조선에서 위만조선으로-와 이로 인한 준왕의 한으로의 남천으로 인해 전북 서부지역
으로 점토대토기 문화와 주민이 이어지고, 마한사회가 형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이 글은 현재까지의 발굴 성과를 기준으로 가장 대규모로 점토대토기 유적이 확인된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점토대토기 사회의 일면을 추정한 글이다. 하지만 아직 발
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북의 많은 하천과 구릉 유역에는 우리가 알아내야 할 유적
과 유물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져 이러한
본인의 가설이 더욱더 활발히 비판되고 논의되길 기대한다.
▶논문접수일(2016.4.30) ▶심사완료일(2016.6.15) ▶게재확정일(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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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ment Process and Social Differentiation
of the Attached-rim Pottery Culture
- Focusing on Pit Burials in the Western Jeonbuk Region Jong-Yeol Song
(Honam Cultural Property Research Center)

Large-scale clustered burials of the Attached-rim pottery culture are being
discovered in the western Jeonbuk region, mainly around the Won Stream sphere. This
paper traces the reasons, processes, and meaning of the burials’ appearance and adjustment
in the region.
Attached-rim pottery culture sites in the western Jeonbuk region are distributed
along the landscapes with beneficial waterway transportation and can be divided into seven
main districts. Each district yields high-rank members’ burials which exist at distinctive
localities or different hills within a site. The degree of a district’s social stratification can
be inferred from comparing the pit burial sizes and prestige goods, and the most noticeable
differences are in the existence of bronze mirrors. Therefore, the Won Stream, Kiyang
Stream, and Wonpyoung Stream spheres can be established as the highest hierarchical
districts, where bronze mirrors are found. During the initial appearance of the Attachedrim pottery, the Won Stream and Kiyang Stream spheres were central for those highest
hierarchical districts, but a reorganization centering the Won Stream sphere occurred when
iron implements originated. Large-scale clustered pit burials in the Won Stream sphere are
formed along the different hills for different clusters and high-rank members’ burials are
being found within each cluster. Prestige goods from a high-rank member burial exhibit
the member’s nature and social stratification can be inferred from such interpretation. Such
social stratification may be deeply related with Gojoseon’s bureaucracy system after the 4C
BCE. Local-type burials with foreign-type offerings, distributed around the main districts,
may be the local origin forces. The social differentiation and stratification observed from
large-scale clustered pit burials in the western Jeonbuk region seems to influenced the
Mahan society formation in the area, grounding the foundation for local-characterized
Mahan small polities to generate and develop their organizations.
Key words : Western Jeonbuk region, Main district, Social stratification, Social differentiation,
Ma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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