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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유개대부호는 중서부지역과 동남부지역의 무덤에서 출토하는 원삼국시대의 토기
중 하나로 반구형 또는 삿갓모양의 뚜껑을 가지는 나팔상의 대각이 달린 배나 호이다.
유개대부호의 형식은 동체부의 형태, 대각의 접합방법, 뚜껑의 형태를 가지고 분류
하였으며, 총 9가지의 형식이 도출되었다. 형식은 동체의 형태에 따라 A식과 B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각 접합방법과, 뚜껑의 형태를 가지고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A식은 주로 동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출토되었으며, B식은 주로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출토되어 지역별로 동체부 선호가 달리함을 확인하였다. 뚜껑에서도 동남부지역은
반구형의 형태가 주를 이루는 반면, 중서부지역은 삿갓형의 형태가 주를 이루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동남부지역과 중서부지역의 유개대부호가 동일한 변천과정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식분류한 내용을 토대로 공반유물을 검토하여 각 지역별 연대를 설정하였다. 그
결과 유개대부호는 동남부지역에서 1세기대에 제작된 후, 2세기대에 중서부지역으로
확산되며, 3세기가 되면 동남부지역과 중서부지역에서 거의 소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개대부호는 형태적으로 보았을 때,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의 직접적 전파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모티브만 공유하고 소지역별로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부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상은 동남부지역과 중서부지역에서 모두 확인된다. 또한
유개대부호가 동남부지역에서 중서부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결과는 교류적인 양상으로 보이며 특히 중서부지역에서 출토하는 유개대부호는
동남부지역에서 제작되어 수입된 것이 부장된 것이 아니라 모티브만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원삼국시대, 유개대부호, 변천과정,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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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유개대부호는 유개대부소호나 유개복합형토기, 버섯모양토기 등으로 일컬어지는 원삼
국시대 토기 기종 중 하나로 삿갓모양 또는 버섯모양의 뚜껑을 가지는 나팔상의 대각이
달린 토기이다.
동남부지역에서는 90년대에 대구 팔달동, 경산 임당동 등에서 유개대부호의 출토 예가
보고되었으나 출토유적과 수량이 적어 연구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한편, 중서부지역에서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 주로 2세기대 분묘에서 출토하므로 2세
기를 대표하는 토기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개대부호의 출토 유적과 수량
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2세기대 편년에서 중서부지역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대
되고 있다.
유개대부호에 대한 연구는 이춘선(2011)은 동남부지역에서 출토된 유개대부호를 중심
으로 최초로 형식분류하면서, 중서부지역의 유개대부호도 일부 포함시켜 논의를 진행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그가 분류한 토기 중에는 다호리에서 채집된 야요이
시대 토기를 유개대부호로 판단해 형식분류한 점과, 중서부지역에서 출토된 유개대부
호에 관한 내용이 많이 반영되지 않아서, 양 지역간의 교류와 문화 전파를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강지원(2012)은 원삼국시대 중서부지역의 토광묘를 검토하기 위하여 중서부지역에서
출토하는 유개대부호를 중심으로 형식분류를 실시하여 유개대부호의 형식변화를 살펴보
았다. 그 결과 2세기 중엽에 출현하여 2세기 후엽까지 토광묘에 부장되다가 3세기대가 되
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부장되지 않는다고 정리하였다. 중서부지역의 토광묘에
대한 연대를 설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중서부지역 유개대부호의 형식분류와 편년을 진행
하였을 뿐, 유개대부호의 전반적인 전개를 살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지민주(2013)는 중서부지역 2세기대의 분묘출토 토기를 검토하면서 유개대부호의 계통
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유개대부호가 동남부지역색(영남색)을 가지는 유물이지만 아산
용두리 진터유적이나 오산 궐동유적의 유개대부호를 보았을 때 동남부지역산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모티브를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생산한 토기라고 판단하였다. 그의 연구는
중서부지역에서 출토한 유개대부호가 동남부지역계통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아산
과 오산의 두 가지 사례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뿐 유개대부호의 전체적인 전개과정을
살피지 못한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유개대부호가 동남부지역에서 중서부지역으로의 유입이나 중서부
지역에서 동남부지역으로 유입이라는 관점에서 일방적인 전파라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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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지를 전개해왔다. 하지만 유개대부호라는 토기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유입되었는지
중서부지역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제작되고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편이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동남부지역과 중서부지역의 유개대부호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형식분류를 실시하여 편년을 진행하고 양지역 유개대부호의 전개가 어떻게 이루
어져왔는지에 대하여 지역별로 새로이 검토한 뒤 유개대부호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동남
부지역과 중서부지역의 유개대부호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에 대하여 확
인해 보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일방적인 전파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유개대부호의 전파가 교류에 의한 수입품인지, 지역별로 자체 제작
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유개대부호가 유입된 맥락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유개대부호 출토 유적
한반도 남부에서 유개대부호는 동남부지역과 중서부지역에서 출토된다.
동남부지역에서는 금호강유역과 낙동강유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
상은 원삼국시대 목관묘시기와 목곽묘시기의 유적분포와 동일한 양상이다. 현재까지 확
인된 유적은 대구 신서동유적, 팔달동유적, 화산리유적, 경산 임당동유적, 경주 황성동유
적, 밀양 제대리유적, 전사포리유적으로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금호강과 낙동강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유개대부호는 무덤에서만 출토하고 있으며, 묘제는 목관묘와 목곽묘이다. 부장위치는
목관(곽)내부, 목관(곽)상부, 함몰토 등에서 확인되고 있어 다양한 부장양상을 보인다. 서
기 1세기대 이른 시기부터 출현하였으나 유행한 기종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일정한 세
력권을 가지는 집단에서 공유하였던 토기로 보여 진다. 공반유물을 살펴보면 단경호, 외
반구연옹, 철기류가 공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장되는 유물의 수량이 많지 않은 편이며,
고식와질토기의 대표기종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와 주머니호와 공반하는 경우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중서부지역은 미호천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지역에서 출토되는데 주로 서기 2세기대
분묘가 출토하는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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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남부지역의 유개대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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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서부지역의 유개대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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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마두리유적, 오산 궐동유적, 아산 용두리 진터유적, 천안 대화리유적, 청주테크노
폴리스 조성부지 내 유적, 세종 정중리유적 등지에서 확인되었는데, 중서부지역도 동남
부지역과 마찬가지로 무덤에서만 출토된다. 묘제는 중서부지역의 주 묘제인 주구토광묘
에서도 출토되지만 수량이 많지 않고 주로 주구가 없는 단순토광묘에서 출토된다. 출토
위치는 거의 동단벽 바닥에서 출토한다. 중서부지역의 토광묘에서 토기류가 주로 동단벽
에 집중되어 부장된다는 점에서 중서부지역의 지역색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공반유
물로는 단경호와 외반구연옹, 관부돌출형철모, 철장검 등이 있는데 특히 단경호, 외반구
연옹과 공반되는 경우가 많다.

Ⅲ. 형식분류와 연대검토
1. 형식분류
유개대부호는 형태적으로 동일한 것 보다 다양한 형태를 가지는 것이 많다. 그렇기에
이 다양한 속성을 모두 검토하는 것보다 최대한 단순화하여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구분하려고 하였다.
杯(A)

壺(B)

저면접합(a)

측면접합(b)

반구형(1)

버섯형(2)

器臺(C)

기형

접합
방법

삿갓형(3)

뚜껑
형태

<그림 3> 유개대부호의 기본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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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1식

Ba1식

Aa2식

Ba3식

Aa3식

Bb3식

Ab1식

Ca3식

Ab3식

<그림 4> 유개대부호의 형식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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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호는 크게 배신에 대각이 붙어 있는 형태와 호에 대각이 붙어 있는 형태, 기대 위에
호나 배신이 올라간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배의 형태를 A, 호의 형태를 B,
기대 위에 토기가 올려진 형태를 C로 구분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돌대의 유무, 문양의
유무 등이 추가되기는 하지만 기형(器形)으로 구분하였을 때 3형식(型式)으로 구분된다.
대각은 주로 나팔형이고 접합기법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동체저면에 접합되는 것을 a,
동체측면에 접합되는 것을 b로 구분한다.
유개대부호와 세트로 출토되는 뚜껑을 보면 반구형(1)과 버섯형(2), 삿갓형(3)으로 구분
할 수 있다. 1형과 3형이 많이 확인되는데 동체의 형태는 달라도 뚜껑의 형태는 거의 동
일한 양상이 많이 확인된다.
위에서 검토한 유개대부호의 속성을 조합하면 총 18가지 형식이 만들어 질 수 있다.
Aa1식은 대구 신서동유적, 화산리유적, 경주 황성동유적 등에서 확인된다. Aa2식은 밀양
전사포리유적에서만 확인되어 밀양에서만 사용된 형식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Aa3식은
밀양 전사포리유적과 청주 정중리유적, 천안 대화리유적, 아산 용두리 진터유적에서 확
인되는 형식이다. Ab1식은 밀양 제대리유적과 대구 화산리유적에서 확인되었다.
이상을 정리하여 보면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A의 속성, 배신을 가지는 것은 주로
동남부지역에서 확인되며, 청주, 천안에서 일부 확인된다. B의 속성, 호를 가지는 것은
주로 중서부지역에서 확인되며, 경산 임당동유적에서 일부 사례가 확인된다. 대각 접합 방
법은 소지역별로 선호하는 것이 있는 것이 확인되나 동남부지역과 중서부지역 내에서의
선택이지 전국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이 우세하게 보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뚜껑의 경우 동남부지역에서는 주로 반구형이 많이 쓰이는 편이며, 삿갓형은 동남부지역
에 없지는 않으나 주로 중서부지역에서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유대대부호의 형식별 출토현황
동남부지역
형식

Aa1

대구 신서동

대구 팔달동

대구 화산리

1

1

2

경산 임당동

밀양 제대리

밀양 전사포리

경주 황성동
1

Aa2

3

Aa3
Ab1

3

1

Ab3
Ba3

3

Bb1
Bb3
Ca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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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지역
형식

평택 마두리

오산 궐동

아산 용두리

천안 대화리

청주 외북동

청주 정중리

세종 용호리

추정

추정

Aa1
Aa2
Aa3
Ab1
Ab3

1

1

Ba1
Ba3

3

Bb1

5

2

1

Bb3

1

1

Ca3

추정

2. 연대검토
1) 동남부지역
동남부지역에서 유개대부호는 총 5가지 형식이 확인된다. 각 형식별로 출토시점을 공
반유물을 통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대구 신서동유적에서는 유개대부호 Aa1식이 1호 목곽묘에서 1점 출토되었다. 공반 유
물로 보았을 때, 시기를 정해줄 수 있는 거울이나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주머니호가 공
반되지 않았지만 철기로 추정해 볼 수 있다. 1호 목곽묘에는 철검과 장신형 철모, 소문단
경호, 외반구연옹이 유개대부호와 함께 출토되었다. 이 중 장신형 철모는 서기전 1세기
중엽에 출현하여 서기 1세기 중엽까지 사용되던 유물로 이단관식철모가 출현하기 이전
에 사용되던 철모이다. 그렇기에 1호 목곽묘는 경주 사라리 130호 보다는 이른 시기의 유
구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주변 유구를 검토하였을 때도 장신형의 철모와 외
반구연옹이 공반된 유구에서 출토된 주머니호의 형식이 경주 조양동 38호와 비슷하거나
늦은 형식이기 때문에 1호 목곽묘의 연대는 사라리 130호의 연대보다 이른 서기전후~서
기 1세기 중엽(이성주의 Ⅰ-3기~Ⅰ-4기)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대구 팔달동유적에서는 유개대부호 Aa1식이 50호와 117호에서 각 1점씩 출토하였다.
117호는 이단관식철모,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외반구연옹 등이 공반되었다. 조합식우각
형파수부호가 구연부편만 남아있는 관계로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단관
식철모가 공반하고 무덤의 묘광이 사라리 130호처럼 넓은 것으로 보아 경주 사라리 130
호와 비슷한 단계(이성주의 Ⅰ-5기)로 두어도 무방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50호는 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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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신동조의 철모 형식분류안과 형식별 존속기간(신동조, 2007)

원삼국시대 유개대부호의 편년과 변천

15

특정할 만한 공반유물이 없지만 외반구연옹의 형태와 유개대부호의 형태로 보아 117호와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되므로 117호와 비슷한 시점의 유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구 팔
달동유적 출토 유개대부호의 연대는 서기 1세기 후엽으로 볼 수 있다.
대구 화산리 유적에서는 유개대부호 Aa1식과 Ab1식이 출토되었다. 유개대부호와 공반
된 유물 중 주머니호나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구연부편 일부가 공반되며, 철기도 철단검
정도가 공반되고 있어 명확한 연대를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전체적인
유적의 연대를 살펴보면 출토된 주머니호나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의 형식이 이성주의
Ⅰ-6기~Ⅰ-7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구 화산리유적 유개대부호는 사라리 130호와 비
슷한 단계이거나 그 다음단계로 위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대는 서기 1세기 후
엽~2세기 전엽으로 볼 수 있다.
경주 황성동유적에서는 유개대부호 Aa1식이 59호 목곽묘에서 1점 출토되었다. 공반된
이단관식철모로 보았을 때 유개대부호가 출토된 13호 목곽묘와 동일한 시점으로 판단된
다. 연대는 서기 2세기 중엽으로 볼 수 있다. 유개대부호 Ca3식은 13호 목곽묘에서 1점 출
토되었다. 연대는 주머니호 최후반식이 공반되어 이성주의 Ⅰ-7기인 서기 2세기 중엽으
로 볼 수 있다.
유개대부호 Bb3식은 경산 임당동유적에서만 출토되었다. 공반된 유물이 외반구연옹과
철기뿐이어서 연대를 추정하기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묘제 등을 보았을 때 3세기대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서기 2세기 중엽~후엽으로 볼 수 있다.

2) 중서부지역
중서부지역의 유개대부호는 총 7가지 형식이 확인된다. 이 중 가장 이른 시기로 보이는
유물은 평택 마두리유적 2호 출토품이다. 형식은 동체는 배의 형태에 대각이 측면 접합되
어 있고, 삿갓형의 뚜껑이 있는 Ab3식이다. 유개대부호와 함께 이단관식철모와 철단검이
공반되었는데, 동남부지역에서 이단관식철모의 연대는 신동조의 연대관으로 보았을 때
서기 1세기 중엽에서 서기 2세기 후엽으로 시간폭이 상당히 넓은 편이다. 그렇기에 평택
마두리유적 1호 출토 마형대구의 연대를 통해 1호의 연대를 대략적으로 추정해 보면 영
남지역 편년에서 1호 마형대구를 서기 2세기 전엽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개대부
호가 출토된 2호도 비슷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산 용두리 진터유적에서는 유개대부호 Ab3식, Ba3식, Bb1식, Bb3식이 확인된다. 단
순토광묘에서 주로 출토되며, 단경호, 외반구연옹, 철장검, 관부돌출형철모와 공반한다.
유개대부호가 부장되는 무덤의 연대는 외반구연옹과 관부돌출형철모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동남부지역에서 외반구연옹은 서기전 1세기에 출현하여 서기 2세기까지 사용되는

16

제31호

<그림 6> 중서부지역의 철기 변화단계(김새봄 2011)

원삼국시대 유개대부호의 편년과 변천

17

토기로서 이성주의 Ⅰ-7기로 볼 수 있으며, 관부돌출형철모는 신동조의 철모 분류안에서
Ⅰac식으로 서기 2세기 중엽~서기 4세기 전엽까지 사용되었던 철모이다. 두 유물로 통해
봤을 때 아산 용두리 진터유적 출토 유개대부호의 연대는 서기 2세기 중엽~후엽으로 볼
1)

수 있다 .
오산 궐동유적에서는 유개대부호 Ba3식, Bb1식이 확인된다. 궐동유적은 무덤의 양상이
나 공반유물의 양상에서 아산 용두리 진터유적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연대는 유개대
부호와 함께 출토된 외반구연옹과 관부돌출형철모로 보았을 때 서기 2세기 중엽~후엽으
로 볼 수 있다. 천안 대화리유적에서는 유개대부호 Bb3식만 확인된다. 외반구연옹과 단
경호와 함께 출토되었다. 오산이나 아산과 같이 관부돌출형철모는 공반되지 않았으나 외
반구연옹의 형태로 보아 두 유적과 동일한 시기로 판단된다.

Ⅳ. 유개대부호의 변천과 확산
1. 지역별 변천과정
위에서 연대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어떠한 전개과정을 보이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동남부지역
동남부지역에서 유개대부호의 출현은 대구 신서동유적 1호 목곽묘이라고 생각된다. 신
서동에서 출토되는 유개대부호는 반구형의 뚜껑을 가지며, 배신에 나팔상의 대각이 배신
저면에 부착되어 있는 형태이다. 외면에는 강한 회전물손질 흔적이 남아있어 장식적인
효과를 더하고 있다. 1호 목곽묘의 연대는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장신형철모의 연대
로 보아 서기전후~서기 1세기 중엽까지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서기 1세기대
에는 유개대부호가 출현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신서동에서 이어지는 유적은 대구 팔달동유적이다. 팔달동유적에서 출토된 유개대부호는
뚜껑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배신에 나팔상의 대각이 배신저면에 부착되어 있는 형태이다.
배신에 집선문으로 장식을 하였으며, 대각에 장방형의 투창이 뚫려있다. 시기는 공반
된 이단관식철모로 추정해 보았을 때 경주 사라리 130호와 비슷한 서기 1세기 후엽으로
추정된다.

1) 박순발과 지민주도 아산 용두리 진터유적의 연대를 동남부지역과의 교차편년으로 서기2세기 중엽~후엽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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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팔달동유적에서 이어지는 유적은 대구 화산리유적으로 반구형의 뚜껑을 가지고
배신에 나팔상의 대각이 접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Aa1식과 Ab1식이 확인된다. 시기는 공
반된 유물을 보았을 때 팔달동과 유사하거나 약간 늦은 시기로 볼 수 있으므로 서기 1세
기 후엽~2세기 전엽으로 추정된다.

Aa1식

Aa2식

Ab1식

Ba3식

Ca3식

①

②

③

④

⑥

⑤

⑧

⑦

⑨

⑩

⑬

⑪

⑫
①대구 신서동유적, ②대구 팔달동유적, ③~⑤밀양 전사포리유적, ⑥대구 화산리유적, ⑦경주 황성동 575번지유적,
⑧⑨밀양 제대리유적, ⑩~⑫경산 임당동유적, ⑬경주 황성동 575번지유적

<그림 7> 동남부지역 유개대부호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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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2세기대가 되면 밀양지역과 경주지역, 경산지역에서 유개대부호가 출현한다. 밀
양지역은 밀양 제대리유적과 밀양 전사포리유적에서 유개대부호가 출토되었는데 밀양
제대리유적의 경우 전체적인 형태에서 차이가 있지만 대각 접합방법에 있어 대구 화산리
유적에서 보이는 대각 접합 방법이 확인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할 수 있다. 밀양 전사포리유적은 배신에 대각이 접합되는 형태이지만 뚜껑
은 반구형이 아닌 버섯형의 뚜껑을 사용한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독특
한 형태로 이 유적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시기는 목관묘에서 목곽묘로 전환하는 시점
인 서기 2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경주지역은 경주 황성동 575번지 유적에서 확인되는데 Aa1식과 Ca3식이 출토되었다.
13호 목곽묘의 유개대부호는 삿갓형의 뚜껑이 확인되는 것이 특징적이며, 기대의 형태를
가지는 동체를 보이고 있다. 시기는 공반된 주머니호 최후반식으로 보아 서기 2세기 중엽
으로 판단된다.
경산지역은 경산 임당동유적에서 출토되었다. 삿갓형의 뚜껑에 배가 아닌 호에 대각이
부착되어 있는 형태이다. Bb1식만이 확인된다. 시기는 시기를 특정할만한 유물이 확인되
지 않아 명확하지는 않지만 서기 2세기 중엽~2세기 후엽으로 추정된다. 경산 임당동유적
을 마지막으로 유개대부호라고 할 수 있는 토기는 동남부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2) 중서부지역
중서부지역에서의 전개과정은 청주 정중리유적과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부지 유적의
보고가 이루어지면 더 상세하게 보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가장 이른 유개대부호는 평택 마두리유적에서
출토된 유개대부호이다. 삿갓형의 뚜껑을 가지고, 배에 대각이 측면접합되는 형태로 Bb1
식에 해당한다. 연대는 유개대부호가 출토된 유구에서는 철단검과 이단관식철모가 공반
하고 있어 대략적인 연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세밀한 편년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
렇기에 인접 유구에서 출토된 마형대구로서 대략적인 연대를 살펴보면 마두리유적에서
출토된 마형대구의 형태는 경주 조양동 60호, 경주 덕천리 출토 마형대구와 거의 동일한
형태와 문양구성을 가지고 있다. 조양동 60호의 연대를 서기 2세기 전엽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았을 때 평택 마두리유적 유개대부호의 연대를 서기 2세기 전엽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형대구와 유개대부호의 시점이 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서기 1
세기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배재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서기 2세기대로 설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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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3식

Ba3식

Bb1식

Bb3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평택 마두리유적, ②~⑤,⑪아산 용두리 진터유적, ⑥,⑧,⑩오산 궐동유적, ⑦,⑨천안 대화리유적

<그림 8> 중서부지역 유개대부호의 변천

서기 2세기 중엽이 되면 아산 용두리 진터유적과 오산 궐동유적, 천안 대화리유적에서
유개대부호가 출현하며, 서기 2세기 후엽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산
용두리 진터유적과 오산 궐동유적, 천안 대화리 유적에서 보이는 유개대부호는 주로 삿
갓형의 뚜껑을 가지며 호에 대각이 부착되어 있는 형태이다.
동체외면에 돌대를 여러개 설치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유적별로 출토
하는 유개대부호의 동체형태나 대각형태, 돌대의 유무 등을 보았을 때 전체적인 모티브
만 공유하며 세부적인 속성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산 궐동유적에서 출토하는 유개대부호의 경우 돌대를 다수 부착하여 장식적이 효과
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천안 대화리유적에서 출토하는 유개대부
호는 크기가 작은 편이며, 외면에 돌대보다는 회전물손질로 돌대처럼 장식하며, 대각의
형태도 다른 유적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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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동남부지역

1세기
초~중엽

1세기
후엽

2세기
초엽

2세기
중엽

2세기
후엽

<그림 9> 유개대부호의 시기별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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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지역

이렇듯 중서부지역 내에서도 지역별로 차이점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일정집단이 제작하여 분배한 것이 아니라 소지역별로 자체 제작하
여 모티브적인 부분은 공유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독자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판단
된다.
서기 3세기가 되면 무덤 내에 거의 부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청주 봉명동유적에서
단경호에 대각이 달린 토기가 있긴 하지만 사례가 많이 확인되지 않고, 기형적으로 차이
가 있기 때문에 3세기대가 되면 유개대부호는 무덤 부장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지역별 공통점과 차이점
동남부지역과 중서부지역에서 출토하는 유개대부호는 뚜껑이 있는 배나 호에 대각이
달린 토기이다. 현재까지 출토된 유물 중 가장 오래된 유물은 대구 신서동 목곽묘에서 출
토된 유개대부호이다. 대구 신서동유적 유개대부호는 형태로 보았을 때 초기철기시대 두
형토기에 뚜껑이 달린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두형토기와 연결하기에
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된다. 또 유사한 형태는 기대이다. 기대는 동남부지역에서 서기
전 1세기대 출현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토기이다. 대구 화산리유적이나 밀양 제대리
유적에서 확인되는 유개대부호의 대각접합 방식이나 대각 투창의 형태 등에서 유사점이
확인된다. 기대 또한 부분적으로 형식적 유사성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형식변화를 일으켜
유개대부호로 발전하였다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기능적 유사성에서 어느정도 영향으
로 받아 만들어진 토기로 현재는 판단하고자 한다. 이 두가지 토기는 기본적으로 실용기
적인 의미보다는 제의적 의미를 많이 나타내는 토기로 인식되고 있다. 두형토기나 기대
와 형식적 유사성이 높은 유개대부호도 두형토기나 기대와 같이 제의적 의미가 강한 토
기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출토된 동남부지역과 중서부지역의 유개대부호는 제의적 기능을 한 뚜껑이
있는 대각달린 토기라는 모티브를 제외하면 동일한 범주에 묶어 놓기에는 차이점이 많은
편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대부호 동체부이다. 동남부지역은 주로 배에 대각이 달리는 형
태이며, 중서부지역은 호에 대각이 달리는 형태이다. 뚜껑의 형태에 있어서도 동남부지
역은 주로 반구형을 선호하는 반면 중서부지역은 삿갓형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차이점
은 시기적인 차이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역마다 선호하는 형태에 차이가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
게다가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유적별로 동일한 형태를 보이는 유물은 확인되지 않
는다. 동일 유적 내에서는 유사한 형태와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유적간, 비교를
하였을 때 동일한 형식을 찾기에는 세부적인 속성이 너무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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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부지역과 중서부지역에서 모두 확인되는 공통적인 양상이다.
유적별로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모티브만 공유하고 유적별로 제작하여 사용하
여 그렇다고 판단된다. 동일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 여러 유적에서 뚜껑을 가지는 대각
달린 토기라는 점을 제외하면 동체의 형태, 대각의 형태, 투창의 유무, 투창의 형태, 투창
의 개수, 뚜껑의 문양 등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적별로 살펴보면
동일 유적내에서는 동일 속성이 확인되지만, 각 유적별로는 전체적인 모티브만 공유하
며, 동체의 형태에서 동일한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개대부호는 전체
적인 틀은 공유하지만 개별집단별로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부장하였던 토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유개대부호의 확산과 의미
1) 중서부지역 유개대부호의 출현
서기 1세기대 출현하여 동남부지역에서 부분적으로 부장되던 유개대부호는 서기 2세기
전엽에 평택 마두리유적에서 출토되기 시작하여 아산, 천안, 청주, 세종, 오산 일대로 확
2)

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중서부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유개대부호가 출토된 평택 마두리유적은 총 3기의 무덤이
확인되었는데, 묘제는 주구가 확인되지 않는 단순토광묘이다. 규모가 작은 편이긴 하지
만 유개대부호의 출토위치로 보아 충전토가 있는 목관묘로 추정된다. 유물은 1호에서 마
형대구와 단조철부, 철겸, 유리구슬이 출토되었고, 2호에서 유개대부호와 철단검, 이단관
식철모, 무경식철촉, 철겸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1호에서 출토된 마형대구와 2호에서 출
토된 철단검, 이단관식철모는 동남부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는 유물로 동남부지역의 색채
를 강하게 나타내는 유물이다.
현재까지의 연구를 보면 유개대부호가 동남부지역에서 출현하여 중서부지역으로 확산
되었다는 연구와 중서부지역에서 발생하여 동남부지역으로 확산되었다는 연구가 있다.
중서부지역에서 동남부지역으로 확산되었다는 연구는 중국 산동지역이나 한반도 서북부
지역(낙랑)을 통하여 문화가 전파되어 중서부지역에서 유개대부호가 발생하여 동남부지
역으로 확산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연구에서 출현기의 유물로 설정한 것이 아산 용두리
진터유적과 평택 마두리유적 출토 유개대부호이다. 그런데 평택 마두리유적의 무덤을 보
면 동남부지역의 유물이 대다수인 것이 확인된다. 유개대부호가 부장된 2호 토광묘의 경우

2)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로 보았을 때 가장 이른 유개대부호는 평택 마두리유적의 유개대부호이다. 청주 정중리유적의 보고가 이루어
진다면 명확한 선후관계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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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단검과 이단관식철모가 공반되었는데, 철단검은 동남부지역에서는 서기전 2세기대 출
현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중서부지역에 최초로 확인된 사례로 현재까지도
출토된 예가 더 이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단관식철모도 동남부지역에서 서기 1세기 중
후엽~3세기 전엽까지 부장되던 유물로 서북부지역에서도 기원을 찾기 어려운 동남부지
역만의 독특한 철기로 인식되어 있다. 또한 2호 토광묘와 가까이 위치하는 1호 토광묘에
서는 동남부지역에서 직접 제작되어 유입된 마형대구가 출토하고 있어 동남부지역과의
친연성이 높은 유구이며, 피장자가 동남부지역 사람일 가능성도 있는 무덤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유개대부호가 중서부지역에서 성립하여 동남부지역으로 확산
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동남부지역에서 평택 마두리유적이나 아산
용두리 진터유적보다 이른 시기의 유적이 다수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동남부지역에서 중
서부지역으로 확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중서부지역의 유개대부호는 평택 마두리유적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동남부지
역의 색체가 강한 유물만 부장되는 유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유개대부호의 경우 동남부
지역과는 다른 발전 양상을 보이며, 동남부지역 철모가 출토되긴 하지만 서북부지역 계
통 유물이나 중국 산동계통 유물, 부여계통 유물도 출토되고 있어 중서부지역만의 독자
적인 양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 중서부지역 유개대부호의 출현배경과 의미
동남부지역의 유개대부호가 서기 2세기대에 중서부지역에서 갑자기 출현하는 것은 어
떠한 맥락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서부지역에서 동남부지역 유물은 현재까지 와질토기를 비롯하여 철검, 철모, 마형대
구 등 다종다양하게 출토하고 있다.
중서부지역에서 출토되는 동남부지역 유물의 출현은 와질토기의 연대를 통하여 서기 1
세기대로 볼 수 있다.
중서부지역에서 출토된 와질토기는 동남부지역 와질토기 형식과 비교하여보면 이성주
의 편년안으로 Ⅰ-5단계와 Ⅰ-6단계에 속한다. 시기는 서기 1세기 후엽에서 2세기 전엽
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서기 1세기 후엽에는 동남부지역에서 중서부지역으로 와질토기
가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청주 테크노폴리스에서 출토된 조합식
우각형파수부호나 주머니호보다 이른 시기로 보이는 양이부호도 확인되고 있어 와질토
기가 중서부지역 내로 유입된 시점은 서기 1세기 후엽 이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기 1세기대에는 동남부지역으로부터 와질토기가 유입되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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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평택 마두리유적 토광묘 1호와 2호 유구와 유물

26

제31호

<그림 11> 서산 예천동 유적 18-1호 철기류 일괄(백제문화재연구원 2012)

중서부지역에서 전기와질토기는 진천과 청주일대에서만 확인되지만, 후기와질토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동남부지역 계통으로 볼 수 있는 유개대부호와 이단관식철모, 마
형대구가 서기 2세기 전엽에 등장하며, 2세기 중엽부터는 동남부지역 계통으로 보이는
유개대부호와 원저옹형토기와 함께 동남부지역에서 2세기 중엽부터 유행하는 관부돌출
형 철모가 다량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에서 서기 2세기대에도 계속적인 교류양상이 존재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교류양상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직접적 이주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시기를 Ⅰ단계
로 설정하고, 모방제작 및 재지화가 확인되는 시기를 Ⅱ단계로 설정하고자 한다. Ⅰ단계
의 연대는 와질토기가 유입되기 시작하는 서기 1세기대부터 와질토기가 더 이상 확인되
지 않으며, 이단관식철모가 확인되는 서기 2세기 중엽까지이며, Ⅱ단계의 연대는 유개대
부호가 모방제작되며, 관부돌출형철모가 출토되는 서기 2세기 중엽부터 동남부지역 유
물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서기 3세기 전엽까지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개대부호는 갑작스럽게 출현한 것이 아니라 서기 1세기대
부터 보이는 동남부지역과 중서부지역간의 교류과정에서 중서부지역에 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개대부호는 동남부지역에서 다른 유물과 함께 유입되기는 하였으나,
마형대구처럼 모방제작되어 재지화되는 과정을 거쳐 중서부지역에 수용되었다가 3세기
가 되면 사라지는 유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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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진천 송두리유적 출토 와질토기
(성정용 2007, 좌)와
청주 학소리유적 출토 와질토기(우)

<그림 13> 청주 테크노폴리스 출토 와질토기(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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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마두리 1호

경주 덕천리 124호

아산 용두리 진터 23호

경주 조양동 60호

<그림 14> 중서부지역내 동남부계 마형대구와 비교자료

이를 통해 유개대부호는 중서부지역과 동남부지역의 교류관계를 나타내주는 표지적인
유물 중 하나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3세기대에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서
부지역의 주류토기로서 사용된 토기는 아니라 잠깐 유행하다가 사라지는 토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 중서부지역 동남부계통 유물의 단계별 특징
단계구분

특징

1단계

서기 1세기대~2세기 전엽
청주, 진천, 서산, 김포, 평택 등에서 주로 출토
전기와질토기, 이단관식철모, 철단검, 마형대구
주로 동남부지역에서 제작되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무덤구조나 부장양상을 통해 직접적 이주가능성 확인,
일부 수입에 의하여 유입된 유물도 확인
교류에 의해 유입된 유물은 주로 해안가와 가까운 지역에 위치

2단계

서기 2세기 중엽~2세기 후엽
김포, 아산, 오산, 천안 등에서 주로 출토
유개대부호, 관부돌출형철모 등이 주로 출토됨
동남부지역에서 제작되어 유입된 유물이 있을 수 있으나
주로 중서부지역에서 모방하여 자체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특히 유개대부호의 경우 자체제작의 가능성이 높은 편
마형대구도 모방 제작하는 것이 확인됨

Ⅴ. 맺음말
이제까지 동남부지역과 중서부지역에서 출토된 유개대부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서기
1세기에 동남부지역에서 무덤에 부장되기 시작한 유개대부호는 서기 2세기대까지 무덤
에 부장되다가 서기 3세기대에는 더 이상 무덤에 부장되지 않는 토기이다. 이러한 양상은
동남부지역과 중서부지역에서 같이 확인되는데, 중서부지역보다는 동남부지역이 먼저
출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양 지역은 모티브만 공유할 뿐 지역별, 집단별로 유개
대부호를 개별적으로 제작하여 부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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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개대부호는 선후관계를 알 수 있는 형식상의 심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지역별 세
부양상이 복잡해 편년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동남부지역과 중서부
지역에서 출토된 유개대부호의 검토를 통하여 초기의 모티브적인 요소는 공유하지만 서
로 독자적인 전개양상을 보이며, 세부적인 형식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유개대부호의 양 지역간 큰 차이점을 확인하였지만, 유개대부호가 중서부
지역에서 출현하는 과정에서 동남부지역과의 밀접한 교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문접수일(2017.8.29) ▶심사완료일(2018.1.31) ▶게재확정일(20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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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ronology and Changes of the Lidded Leg
Jars of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Jang-ho Park
(Sejong Research Institute of Cultureal Heritage)
The lidded leg jars are one of earthenwares that were excavated from the graves in
Midwest and Southeast regions. They have hemispherical or Satgat-shaped lids with hornshaped legs. The form of the lidded leg jars are classified into the shape of body portion,
the jointing method of leg, and the shape of lid. As a result, total 9 format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hape of body portion, the jars may be further distinguished with format
A and format B. Specific classification of the jars is possible with the jointing method of
leg and the shape of lid. Format A jars were often excavated around the Southeast region,
while format B jars were found around the Midwest region. Therefore, preference on the
shape of body portion varied by regional groups. Similarly, the Southeast region mainly had
hemispherical lids while the Midwest region had Satgat-shaped lids. This means that the
lidded leg jars have not gone through an identical changes over the time in the Southeast
and Midwest region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above, the writer examined artifacts and
substituted rationalistic chronology of grey pottery chronology of Lee Sung-ju and Iron
spearhead chronology of Shin Dong-jo. After, each region’s timeline for the chronology
of the lidded leg jars was developed. As a result, the lidded leg jars appeared in the first
century and expanded to the Midwest region during the second century. At the time of
the thrid century, the lidded leg jars became mostly extinct in the Southeast and Midwest
regions. The lidded leg jars were not spread from one specific to another. Instead, the study
concludes that small regions shared motif of the pottery to each other and manufactured
their own. The lidded leg jars’ expansion to the Southeast and Midwest regions seemed to
be due to the regional exchange. In the Southeast region, people manufactured those jars
buried in graves by themselves instead of importing them.
Key words :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the lidded leg jars, changes, ec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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