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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고는 구암동고분군 출토 유물 중 토기를 중심으로 기발굴조사 된 고분의 편년을
실시하고, 이단투창고배를 중심으로 구암동양식의 설정과 토기 양식의 분포 등을 검토하
였다. 토기를 기준으로 구암동고분군의 편년은 ‘56호분 본분, 1-1호(5세기 후엽)→56호
분 북분, 1-3호(5세기 말엽)→64-1호(6세기 초·전엽)’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후 구암동 56호분 본분과 북분, 1-1호 출토 이단투창고배를 중심으로 대구, 경주,
경산지역 출토품과의 유사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구암동고분군 출토 이단투창고
배는 동시기 타지역과 구분되는 지역색을 가지고 있으며, ‘구암동양식’으로 설정이 가능하
였다.
더불어 구암동고분군을 중심으로 낙동강 중류역 및 금호강 하류역 일원의 화원 성산동
고분군, 달성 문산리, 죽곡리고분군 출토 토기는 상대적으로 유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
고, 이는 해당 지역들이 비슷한 수준의 토기 생산체계와 기술을 공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구암동양식 토기의 분포범위는 현재까지 구암동고분군
을 중심으로 금호강 이북(以北)의 반경 약 15∼20㎞ 범위 내외로 파악되는데, 이에 구암
동양식 토기는 팔거리현(八居里縣)으로 대표되는 읍락(邑落) 내에서 집중적으로 생산, 유
통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주제어 : 구암동고분군, 고분의 편년, 구암동양식 토기, 지역색, 주성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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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잘 알려져 있다시피 대구 구암동고분군은 1975년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56호분이
발굴조사되었고,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1호분[(재)영남문화재연구원 2018]과 56호분
에 대한 재조사 및 58호분[(재)대동문화재연구원 2019, 2020]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다수의 고분이 도굴 및 자연유실 등으로 인해 축조 당시의 모습이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상기의 조사를 통해 다량의 토기류를 비롯하여 금동 및 은제 장신구류, 철제 무구류 및
마구류 등이 출토되어 구암동고분군의 위계와 성격 등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본고는 구암동 56호분, 1호분, 58호분 등에서 출토된 유물 중 토기(이단투창고배)를 중
심으로 고분의 편년, 대구 및 경주지역 토기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
서 삼국시대 대구지역에 존재했던 달구화현에 비정되는 달성고분군, 설화현에 비정되
는 화원 성산동고분군, 다사지현에 비정되는 달성 문산리고분군 출토품과의 비교·검토
를 통해 팔거리현(八居里縣)을 대표하는 구암동고분군 출토 토기가 가지는 특징과 의의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구암동고분군과 경주지역 고분 출토품의 비교·검토를
통해서는 동시기 신라 중앙과 지방의 토기가 어느 정도의 유사도를 가지는지 또는 그렇
지 않은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현재까지 확인된 구암동
양식 토기의 분포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Ⅱ. 분석 대상 고분과 유물, 편년
1. 56호분
56호분은 1975년 영남대학교 박물관의 조사를 통해 매장주체부로서 ‘11’자형의 주·부
곽을 가진 본분과 북분이 확인되었고, 2019년 (재)대동문화재연구원의 재발굴조사를 통해
서는 기존의 본분과 북분 이외에 배장분(묘)로 판단되는 고분 4기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1) 본분
본분 주곽 내에서 금속유물로는 금동제과대와 철제대도, 도자, 재갈, 은제투조금구편
등이 출토되었고, 토기류로는 연질계 적갈색 소호, 유개고배(일단투창, 이단투창), 무개
고배, 기대, 대부주구호 등이 확인되었다. 부곽 내에서도 유개고배을 비롯하여 주구호,
시루, 단경호, 장경호, 대부장경호, 유개사이부호, 발형기대, 대호 등의 토기류와 철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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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행엽과 은제투조금구편 등의 금속유물이 출토되었다. 1978년의 발굴조사 보고서에는
출토된 유물의 총 수량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도굴의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비
교적 그 유물의 출토가 많아서 대체로 부장된 유물의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림 1> 구암동 56호분 본분 출토 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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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56호분 본분 내에서 출토된 토기는 ‘유개고배(일단, 이단)+대부완+대부장경호+단
경호(삼이부호)+기대+소호+주구호’의 기종구성을 보이고, 고배와 대부완, 단경호, 장경
호, 적갈색 소호 등이 기본적으로 부장되는 것은 영남지방 신라 고분에서 확인되는 양상
과 같다. 하지만 ‘주구호(그림 1의 9, 10)’가 추가적으로 부장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
며, 해당 기종은 대구지역은 물론 범신라권역에서도 드물게 확인되는 토기이다.
이외 56호분 본분에 부장된 토기들 중 가장 눈에 띠는 기종은 이단투창고배라 할 수 있
는데, 3단으로 구분되는 긴 대각과 대각의 중앙 단 부분에 시문된 파상문(그림 1의 4, 5)
등은 여타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특징이다. 또한 대각이 2단으로 구분되더라도, 대각 중
앙의 돌대 사이의 간격이 비교적 넓은 것도 특징적(그림 1의 3)이며, 이것은 구암동고분
군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칠곡지역 일대에서만 확인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56호분 본분의 시기는 ‘늘씬한 느낌을 주는 긴 대각’과 그에 파상문이 시문된 이
단투창고배, 개 외면에 시문된 점열문, 3단으로 구분되며 직립하는 경부를 가진 장경호
등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먼저 이단투창고배의 대각이 길어지는 것은 경주의 황남
대총 북분 단계의 영남지방 전역에서 확인되는 것이며, 고배에 장식적 요소(다양한 문양
시문 및 토우 부착 등)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도 해당 시기의 특징이다. 또한 대부장경호
의 경부가 3단으로 구분되며, 견부의 돌대가 더욱 뚜렷해지는 것도 경주 황남대총 북분,
월성로 가 11-1호분, 대구 달성 37호분, 성주 성산동 59호분 등으로 대표되는 5세기 후엽
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구암동 56호분 본분

대구 달성 37호분

성주 성산동 59호분

경주 월성로
가 11-1호분

<그림 2> 구암동 56호분 본분 출토 이단투창고배 비교(*축척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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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분
56호분 북분은 도굴의 피해로 인해 주곽 내에서는 토기편과 금동관편, 철모편 등이 확
인되었고, 부곽 역시 도자편, 행엽편, 운주편, 이단투창고배 2점과 단경호 2점 등 소량의
유물만이 출토되었다.

<그림 3> 구암동 56호분 북분 출토 유물

도굴로 인해 유물 부장 당시의 정확한 모습은 알 수 없지만, 출토된 이단투창고배를 통
해 북분의 시기는 추정해 볼 수 있다. 북분 부곽 내에서 출토된 이단투창고배(그림 3의 1,
2)는 본분 출토품에 비해 대각의 길이가 줄어들고, 배신은 좀 더 둥글고 깊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개의 손잡이 역시 본분 출토품에 비해 높이가 낮아졌고, 개의 신부 외면에는 점
열문이 아닌 우상문(羽狀文:깃털 문양)이 시문되는 등 본분 보다 한 단계 정도 늦은 5세
기 말엽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3) 56-1호묘(분), 56-2호분, 56-3호묘(분), 56-4호묘
56-1∼4호묘(분)는 2019년 (재)대동문화재연구원의 56호분 재발굴조사를 통해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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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확인된 고분이다. 기존의 발굴조사를 통해 56호분의 본분과 북분이 확인되었고, 본분
주·부곽의 바로 동쪽에서 56-1호묘(분), 북분의 서쪽으로 연접하여 56-2호분, 56-2호분
의 남쪽으로 연접하여 56-3호묘(분), 서쪽으로 연접하여 56-4호묘가 축조되어 있음이 새
로이 확인된 것이다.
호석 배치와 연접방식, 유존 봉분의 토층양상을 통해 ‘56호분 본분→북분→56-2호분
→56-3호묘(분)·56-4호묘’와 ‘56호분 본분→북분→56-1호묘’의 고분 축조순서가 파악되
었다[(재)대동문화재연구원 2019].
여기서는 새롭게 확인된 4개의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유물을 중심으로 대략적인 성격
과 편년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먼저 56-1호묘(분) 내에서는 석곽의 북서단벽쪽에서 대부장경호와 유개대부직구호 등
의 토기류와 상면부석에서 철촉, 철부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이 중 대부장경호는 3
단으로 구분되는 경부와 상하 2조의 돌대에 의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견부, 장방형의 투
창이 뚫린 1단의 대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개대부직구호의 개는 대각도치형의 손잡이
와 점열문 계열의 문양을 외면에 시문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양상은 56호분 본분과 유사
하다.

56-1호묘(분)

56호분 본분

56-1호묘(분)

56호분 본분

<그림 4> 구암동 56호분 본분 및 56-1호묘(분) 출토 토기 비교(*축척부동)

다음 56-2호분의 주곽 내에서는 금동제 세환이식을 비롯하여 장경호, 연질옹을 얹은
·발형기대, 유개고배, 파수부배, 재갈, 운주, 철촉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부곽에서는
사이부호, 단경호 등이 출토되었다. 이 중 먼저 유개고배는 전체적인 형태는 물론 개 신
부 외면에 시문된 우상문(羽狀文:깃털 문양) 등이 56호분 북분 출토품과 거의 동일하다
는 것을 알 수 있고, 함께 출토된 대각이 짧은 대부완, 보주형 손잡이를 가진 개, 개와 고
배 신부 외면에 시문된 사격자문 등의 존재로 5세기 말엽으로 편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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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호분

56호분 북분

<그림 5> 구암동 56호분 북분 및 56-2호분 출토 토기 비교(*축척부동)

다음 56-3호묘(분)의 매장주체부인 횡구식 석실 내에서는 부가구연대부장경호와 대부
완 등의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짧은 대각이 부착된 대부완과 부가구연대부장경호의 존
재 등을 통해 6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로 편년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56-4호묘 내에서는 금동제 세환이식, 은장식 삼엽환두부 철도, 재갈, 철촉
등의 금속 유물과 함께 유개고배, 단경호, 부가구연대부장경호, 파수부 연질옹 등의 토
기가 출토되었다. 이 중 짧은 대각을 부착한 고배와 외면에 원점문과 삼각집선문을 시문
한 개, 부가구연대부장경호의 존재 등은 56-4호묘의 시기를 앞서 언급한 56-3호묘(분)과
동일한 시기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6> 구암동 56-4호묘 출토 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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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호분
1호분은 2015∼2016년 (재)영남문화재연구원의 조사를 통해 서로 다른 적석봉분 3기
(1-1호, 1-2호, 1-3호)와 매장주체부인 석곽묘 7기가 확인되었고, 매장주체부 내에서는
통해 고배, 개, 장경호, 단경호, 삼이부호, 연질옹 등의 토도류 238점과 철도, 도자, 철부,
철촉, 재갈, 등자, 은제 운주, 은제 칼집장식구, 은제 과대부속구, 은제 관모장식 등의 금
속류 119점이 출토되었다.

1) 1-1, 1-2호

<그림 7> 구암동 1-1, 1-2호 출토 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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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호와 1-2호 내에서는 일단투창고배와 이단투창고배, 대부완, 연질옹, 단경호, 원저
장경호, 대부장경호, 컵형토기, 발형기대 등의 토기류와 철촉, 철겸, 철부, 따비형 철기,
도자, 재갈, 등자 등의 금속유물이 출토되었다.
먼저 1-1호와 1-2호에 부장된 토기의 기종구성은 앞서 소개한 56호분 본분과 유사한
‘유개고배(일단, 이단)+대부완+대부장경호+단경호(삼이부호)+기대+소호’이다. 더불어 3
단으로 구분되며 긴 대각을 가진 이단투창고배, 대각도치형의 높은 손잡이를 가진 개와
그 외면에 시문된 점열문, 집선문 계열의 문양, 3단으로 구분되는 직선적인 경부를 가진
경주양식 대부장경호(그림 7의 14)의 존재 등은 1-1호와 1-2호의 시기를 56호분 본분과
1)

동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

<그림 8> 구암동 1-1, 1-2호 출토 금속유물

1) 하지만

1-1호 출토 이단투창고배의 배신과 대각, 발형기대의 대각 등에 5세기 말엽에 유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격자문(X자 문양,
그림 7의 6, 7)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5세기 후엽 내에서 상대적인 순서는 ‘56호분 본분→1-1호, 1-2호’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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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호
1-3호 내에서는 대부장경호와 일단투창고배, 개, 컵형토기 등의 토기류와 유리옥, 꺽
쇠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류의 경우 1-1호, 1-2호 출토품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크기가
작아진 것을 알 수 있고, 개 손잡이에서 확인되는 원형의 투창(그림 9의 1), 4단으로 구분
되며 길어진 경부를 가진 대부장경호(그림 9의 5, 6)의 존재 등은 1-3호의 시기가 1-1호
및 1-2호 보다 한 단계 늦은 5세기 말엽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9> 구암동 1-3호 출토 토기

3. 58호분 및 64-1호
58호분은 56호분 북분에 연접하여 조성되었고, 동쪽으로는 후술할 64호분이 위치하고
있다. 2020년 (재)대동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 결과, ‘11’자형 주·부곽과 함께 5기의 배
장분(묘)가 확인되었다.
먼저 58호분의 주·부곽 내에서는 유개고배, 장경호, 발형기대, 적색연질옹 등의 토기
류와 은제환두 및 은장병부를 갖춘 대도, 금동제 세환이식, 철제등자, 금장제 행엽, 운
주, 교구 등의 금속류가 출토되었다. 부장된 토기류의 경우 ‘유개고배(일단, 이단)+대부
완+대부장경호+단경호(삼이부호)+기대+소호’의 기종구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
는 구암동 1호분, 56호분 등에서 확인되는 양상과 같다.
특징적인 점은 이단투창고배의 경우 경주양식에 해당하는 것과 구암동 특유의 재지양
식이 함께 확인되고, 5세기 후엽으로 편년할 수 있는 개, 고배와 5세기 말엽으로 편년할
수 있는 개, 고배, 대부장경호 등이 함께 부장되어 있는 것이다. 대각도치형의 높은 손잡
이를 부착한 개와 그 외면에 시문된 점열문과 삼각집선문, 구암동 재지의 지역색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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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3단 대각을 가진 고배 등은 황남대총 북분과 병행하는 5세기 후엽에 주로 유행하는
2)

것이며 , 사격자문이 시문된 개와 조금은 짧아진 대각을 가진 이단투창고배, 4단으로 구
분되는 긴 경부를 가진 대부장경호 등은 5세기 말엽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구
암동 58호분 주·부곽의 시기는 5세기 말엽의 이른 시기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

58호분 부곽 출토
경주양식 고배

58호분 부곽 출토
구암동양식 고배
<그림 10> 구암동 58호분 부곽 출토 토기

이외 58-1, 2, 3, 4, 5호 내에서도 유개고배, 장경호, 파배, 철도, 철겸, 철촉, 도자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토기류의 경우 58호분 주·부곽 출토품과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이
고, 시기적으로는 구암동 56호분 북분, 1-3호 등과 같은 5세기 말엽 내에서 늦은 시기로
판단할 수 있다.
64-1호는 구암동 56호분의 재발굴 당시 확인된 고분으로 64호분의 배장분(묘)로 추정된
다. 유물은 북단벽쪽에서 발형기대와 재갈, 남단벽쪽에서 대부장경호, 대부호, 단경호 등
의 토기류와 그 상부에서 등자, 운주 등의 마구류가 출토되었고, 석곽 내 중앙부에서 금
동제 이식과 철도 등의 착장유물이 출토되었다. 단각화가 이루어진 고배와 삼각집선문과
원점문이 함께 시문된 개, 원형에 가까운 동체와 2단의 대각을 가진 대부장경호 등을 통
해 64-1호의 시기는 구암동 56-3, 4호와 같은 6세기 초·전엽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편년
이상과 같이 구암동 56호분, 1호분, 58호분, 64-1호 등에서 출토된 유물 중 토기류를 중
심으로 고분의 편년을 실시해 보자면 아래 표 1과 같다. 봉분 또는 호석 등의 연접 양상,

2) 토기류

이외에도 소환연접입방체의 중간식을 가진 금동제 이식, 은제환두를 가진 대도, 편원어미형 행엽 등은 여타 공반유물이 없
다면 5세기 중∼후엽으로 편년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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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분 토층 상에서 보이는 선후관계를 통한 고분의 편년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표 1> 토기를 중심으로 한 구암동고분군 편년
지역

구암동고분군

시기

56호분 본분
56-1호

5세기 후엽

1-1, 1-2호

대구지역

경주지역

달성 37호분
불로동 91호분 3곽
문산리 3호분 4곽

황남대총 북분
월성로 가 11-1호

달성 50호분
화원 성산동 1호분 3곽

은령총
월성로 가 13-1호

화원 성산동 1호분 5곽

천마총
월성로 가 1호

58호분 주·부곽
5세기 말엽

56호분 북분, 56-2호
1-3호, 58-1,2,3,4,5호

6세기
초·전엽

56-3호, 56-4호
64-1호분

개

이단투창고배
재지양식
경주양식
(구암동식)

대부장경호

발형기대 등

56호분 본분

5C
후엽
56호분 본분

1-1호

56호분 본분
1-1호

1-1호

5C
말엽

56호분 북분

1-3호

58호분 부곽

56-2호

58호분 부곽
1-3호

6C
초전엽
56-4호

56-4호

64-1호
56-4호

64-1호

<그림 11> 출토 토기를 통한 구암동고분군 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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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출토 토기 유사도 분석
본 장에서는 구암동고분군 출토 토기와 대구 달
성고분군, 화원 성산동고분군, 달성 문산리고분
군, 복현동고분군, 경산 임당고분군, 경주 황남대
총 북분, 월성로고분군 출토 토기 등을 비교·검
토해보고자 한다.
대구지역 내에서 구암동고분군 출토 토기와 가
장 유사한 토기가 출토되는 곳은 어디인지, 주변
경산, 경주지역 등과는 어느 정도의 유사도를 가
지는지 등을 확인해보고, 구암동고분군 출토 토기
의 특징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그림 12> 이단투창고배 계측 지점

분석 대상 기종은 시간에 따른 변화 및 지역성
등을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는 이단투창고배이며, 시기는 구암동 56호분 본분과 1-1호가
속한 5세기 후엽과 56호분 북분, 58호분 등이 속한 5세기 말엽이다. 이단투창고배의 분석
에는 통계학적 방법의 하나인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고, 실
3)

제 주성분분석은 SPSS 통계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다. 이에 대한 개념과 기본 원리
는 필자의 지난 논고(남익희 2018)를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본고에서 주성분분석의 기
본이 되는 변랑은 이단투창고배의 각 부분 길이 측정 값(㎝)이 되는데, 그림 12와 같이 총
8곳을 측정하였다. A는 각저경, B는 기고, C는 구경, D는 뚜껑받이턱경(배신최대경), E
는 대각 상위경, F는 배신고, G는 대각고, H는 대각 중위경이다.

1. 5세기 후엽
구암동 56호분 본분과 1-1호 출토 이단투창고배 5점과 동시기로 판단되는 대구 달성
37호분, 불로동 91호분 3, 4곽, 달성 문산리 3호분 4곽, 화원 성산동 1호분, 경주 황남대
총 북분, 월성로 가-11-1호, 쪽샘 A9호 적석목곽묘 출토품 등 총 16점에 대해 분석을 실
시하였다.

3)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사회 과학 통계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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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암동 본분①

구암동 본분②

구암동 1-1호①

구암동 1-1호②

구암동 1-1호③

달성 37호분①

달성 37호분②

불로동 91호분 3곽

불로동 91호분 4곽

문산리 3호분 4곽①

문산리 3호분 4곽②

성산동 1호분①

성산동 1호분②

경주 황남대총 북분

경주 월성로 가-11-1호

경주 쪽샘 A9호 적목

<그림 13> 5세기 후엽 분석 대상 이단투창고배(*축척부동)

분석결과 아래 그림 15와 같이 주성분 2의 누적 기여율이 95.920%에 이르는 분석 값을
얻었다. 누적 기여율이 95.920%라는 것은 8개의 변량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주성분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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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두 가지 각도로만 고찰하더라도 분석 대상의 본질이 약 95%까지 설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14에서와 같이 주성분 1과 2에서 개별 변량의 성분행렬 값이 .800 이
상의 플러스 상관으로 확인될 때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먼저 그림 14를 통해 그림 16의 세로축(y축)에
해당하는 주성분 1에는 8개의 변량 모두가 플러스
값을 보이고, 이 중 기고와 각상위경, 대각고, 각
중위경의 성분행렬 값이 .800 이상임을 알 수 있
다. 즉 주성분 1에는 이단투창고배의 전체적인 크
기(가로, 세로 길이)와 관련된 요소가 많이 반영되
어 있고, 산점도 상 세로축을 기준으로는 도면 위
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고배의 전체적인 크기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분석 대상 토기가 배열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가로축(x축)에 해당하
는 주성분 2에는 역시 8개의 변량 모두가 플러스
값을 보이지만, 특히 배신고의 값이 .905로서 가
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성분 2에는 이단
투창고배의 배신고와 관련된 요소가 가장 많이 반

<그림 14> 5세기 후엽 이단투창고배
성분행렬

영되어 있고, 산점도상 가로축을 기준으로는 도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고배의 배신고가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분석 대상 토기가 배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5> 5세기 후엽 이단투창고배 총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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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5세기 후엽 이단투창고배 산점도
4)

결론적으로 그림 16의 x, y축 0을 기준으로 도면을 네 개의 분면으로 나누었을 때 , A
분면에 해당하는 토기는 ‘고배의 전체 크기가 크고, 배신의 높이는 작은 것’, B분면에 해
당하는 토기는 ‘고배의 전체 크기가 크고, 배신의 높이도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한 C분면에 해당하는 토기는 ‘고배의 전체 크기가 작고, 배신의 높이는 큰 것’, D분면에
해당하는 토기는 ‘고배의 전체 크기가 작고, 배신의 높이도 작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이 시기 구암동 56호분 및 1-1호 출토 이단투창고배와 타지역 출토품을 비교할 때 가
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고배의 전체적인 크기’와 ‘배신의 높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A분면에는 경주 월성로 가-11-1호 출토 이단투창고배 1점이 분포하는데, 앞서 언
급한 ‘고배의 전체 크기가 크고, 배신고의 높이는 작은 것’에 해당한다. 산점도 상 여타
분석대상 토기와 상당히 떨어져 단독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주성분 1을 기준
으로 한다면 고배의 전체적인 크기 측면에서는 B분면에 위치한 구암동 56호분 본분, 1-1

4) 도면의

x, y축에 있는 0을 기준으로 도면을 네 개의 분면으로 나누는데, 도면 왼쪽 상단을 A분면으로 하며, 이를 기준으로 시계방
향으로 각각 B, C, D분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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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성분 2를 기준으로 배신의 높이가 낮다는 것에
서 분명히 B분면 내 칠곡, 대구지역 출토품과는 구분이 된다.
다음 B분면에는 구암동 56호분 본분 출토 이단투창고배 1점과 1-1호 출토품 2점, 달성
문산리 3호분 4곽, 화원 성산동 1호분 출토품이 각 1점씩 분포하고 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단투창고배들 중 ‘고배의 전체 크기가 크고, 배신의 높이도 큰 것’에 해당하고, 소
위 대형의 이단투창고배라 할 수 있다. 대각이 3단으로 구분되고, 중위에 해당하는 2단
에 파상문, 사격자문 등을 시문한 구암동 56호분 본분, 1-1호 출토 이단투창고배는 ‘구암
동 양식’을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한 모습을 보인다. 더불어 산점도 상 상대적 거리
는 존재하지만, 동일 분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달성 문산리, 화원 성산동 출토품
과도 어느 정도의 유사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크게는 낙동강 중류역과 금
5)

호강 하류역을 중심으로 칠곡, 달성, 화원지역에는 유사한 ‘토기 생산체계와 기술’ 이 존
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 17> 5세기 후엽 이단투창고배 비교(□: 구암동고분군 출토 토기)
5) 본고에서는

토기를 제작하는 공인의 숙련된 기술력과 행위, 토기를 구워내는 고온의 가마 등 토기 생산과 관련된 전반적 요소를 총
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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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분면에는 구암동 56호분 본분 출토품 1점과 달성 37호분, 화원 성산동 1호분, 불로동
91호분 3곽 출토품이 각 1점씩 분포하고 있다. ‘고배의 전체 크기가 작고, 배신의 높이는
큰’ 이단투창고배들에 속하며, B분면과 마찬가지로 모두 광역의 대구지역 출토품에 해당
한다. 즉, 주성분 2에 해당하는 배신의 높이가 경주양식(주로 경주産)과 지방양식을 구분
하는 주요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D분면에는 경주 황남대총 북분, 쪽샘 A9호 적석목곽 출토 이단투창고배를
비롯하여 구암동 1-1호, 달성 37호분, 불로동 91호분 4곽, 문산리 3호분 4곽 출토품이 분
포하고 있다. ‘고배의 전체 크기가 작고, 배신의 높이도 작은 것’에 해당하고, 그림 17에서
보듯이 전형적인 경주양식 또는 경주양식을 충실히 모방하여 제작된 이단투창고배임을
알 수 있다. 경주지역 출토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단투창고배들은 기본적으로 재지(대
구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암동 1-1호 출토품을 비롯하여 문산리 3호분 4
곽 출토품 등은 경주지역에서 제작되어 지역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5세기 말엽
구암동 56호분 북분 출토 이단투창고배 2점과 동시기로 판단되는 대구 달성 50호분, 화
원 성산동 서3호, 달성 죽곡리 석곽묘 3호, 복현동Ⅰ-8, Ⅰ-10호, 경주 월성로 가-13-1
호, 계림로 27호, 경산 임당 2호, G-44호 출토품 등 총 15점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아래 <그림 20>과 같이 주성분 2의 누적 기여울이 93.236%에 이르는 분석값

구암동 56호분 북분①

구암동 56호분 북분②

달성 50호분①

달성 50호분②

달성 50호분③

성산동 서3호①

성산동 서3호②

죽곡리 석곽 3호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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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곡리 석곽 3호②

복현동Ⅰ-8호

복현동Ⅰ-10호

경주 계림로 27호

경산 임당 2호

경산 임당G-44호

경주 월성로 가-13-1호

<그림 18> 5세기 말엽 분석 대상 이단투창고배(*축척부동)

을 얻었다. 누적 기여울이 93.236%라는 것은 8개의 변량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주성분
1과 2의 두 가지 각도로만 고찰하더라도 분석 대상의 본질이 약 93%까지 설명되는 것이
라 볼 수 있다. 역시 그림 19에서와 같이 주성분 1
과 2에서 개별 변량의 성분행렬 값이 .800 이상의
플러스 상관으로 확인될 때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먼저 그림 19를 통해 그림 21의 세로축(y축)에
해당하는 주성분 1에는 8개의 변량 모두가 플러스
값을 보이고, 이 중 구경과 뚜껑받이턱경, 배신고
의 성분행렬 값이 .800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즉 주
성분 1에는 이단투창고배의 전체적인 크기를 나
타내지만, 그 중에서도 배신의 크기(가로, 세로 길
이)에 관련된 요소에 좀 더 가중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산점도 상 세로축을 기준으로는 도
면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배신의 크기가 큰 것
에서 작은 것으로 분석 대상 토기가 배열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가로축(x축)에 해당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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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5세기 말엽 이단투창고배
성분행렬

성분 2에는 역시 8개의 변량 모두가 플러스 값을 보이지만, 특히 대각고의 값이 .921로서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성분 2에는 이단투창고배의 대각 높이와 관련된 요소
가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고, 산점도상 가로축을 기준으로는 도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고배의 대각이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분석 대상 토기가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0> 5세기 말엽 이단투창고배 총 분산

결론적으로 그림 21의 x, y축 0을 기준으로 도면을 네 개의 분면으로 나누었을 때, A분
면에 해당하는 토기는 ‘고배의 배신이 크고, 대각의 길이는 짧은 것’, B분면에 해당하는
토기는 ‘고배의 배신이 크고, 대각의 길이도 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C분면에 해
당하는 토기는 ‘고배의 배신이 작고, 대각의 길이는 긴 것’, D분면에 해당하는 토기는 ‘고
배의 배신이 작고, 대각의 길이도 짧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이 시기 구암동 56호
분 북분 출토 이단투창고배와 타지역 출토품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고배 배신의 크기이고, 그 다음이 대각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A분면에는 달성 죽곡리 석곽묘 3호, 복현동 Ⅰ-10호, 경산 임당 G-44호 출토 이
단투창고배가 분포하는데, 앞서 언급한 ‘고배의 배신이 크고, 대각의 길이는 짧은 것’에
해당한다. 경산 임당 G-44호 출토품의 경우 소위 ‘경산양식’에 속하는데, 달성 죽곡리 석
곽묘 3호 출토품과 산점도 상의 거리나 전반적인 형태 등에서 매우 유사도가 높다. 이에
A분면에 분포한 달성 죽곡리 석곽묘 3호 출토 이단투창고배는 경산지역에서 제작되어
달성 죽곡리 고분군에 부장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 B분면 내에는 구암동 56호분 북분 출토품 2점과 화원 성산동 서3호 출토품, 달성
죽곡리 석곽묘 3호 출토품이 분포하고 있다. ‘고배의 배신이 크고, 대각의 길이도 긴’ 이
단투창고배로서 특히 구암동 56호분 북분 출토품은 분석대상으로 한 동시기의 것들 중
에 가장 대형에 속한다. A분면과 마찬가지로 B분면에 속한 이단투창고배들은 역시 모두
경주지역 이외의 지방産임을 알 수 있고, 구암동 56호분 북분 출토품은 5세기 후엽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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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달성 죽곡리, 화원 성산동 출토품과 어느 정도의 유사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시 낙동강 중류역과 금호강 하류역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토기 생산체계
와 기술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림 21> 5세기 말엽 이단투창고배 산점도

C분면 내에는 달성 50호분과 화원 성산동 서3호, 경주 계림로 27호 출토품이 분포하고,
‘고배의 배신이 작고, 대각의 길이는 긴’ 이단투창고배에 해당한다. 주성분 1을 기준으로
배신의 크기가 작다는 것에서 C, D분면에 위치한 이단투창고배들은 A, B분면에 속한 것
과 구분되고, 양식적으로는 경주양식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C분면에 속한
달성 50호분, 화원 성산동 서3호 출토품 등은 경주양식 이단투창고배를 충실히 모방하여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후자의 배신에 시문된 사격자문 등은 이 시기 전형적인 경주
양식 이단투창고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달성 50호분 출토품(달성50호 1곽①)
은 외형은 전형적인 경주양식과 거리가 있지만, C분면 내 여타 이단투창고배와 동일한
형식에 속하며, 결국은 경주양식 이단투창고배를 모티브로 지역에서 제작되었다고 추정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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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D분면 내에는 달성 50호분과 복현동Ⅰ-8호, 경주 월성로 가-13-1호, 경산
임당 2호 출토품이 분포하는데, 분석대상 중 ‘고배의 배신이 작고, 대각의 길이도 짧은’
소형의 이단투창고배에 해당한다. 경주 월성로 가-13-1호 출토품을 제외하고는 각 지역
에서 경주양식을 모방하여 제작한 된 것으로 판단되고, 전반적인 양상은 C분면과 비슷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2> 5세기 말엽 이단투창고배 비교(□: 구암동고분군 출토 토기)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한 소결을 내리자면 다음과 같다. 5세기 후, 말엽 구암동
고분군 내에는 다량의 유물이 부장되는데, 특히 토기류의 부장량이 많다. 먼저 5세기 후
엽으로 판단되는 구암동 56호분, 1-1호 등에는 ‘구암동양식’이라 불릴 수 있는 ‘고배의 전
체 크기가 크고, 배신의 높이도 큰’ 대형의 이단투창고배가 부장된다. 해당 이단투창고
배는 대각이 3단으로 구분되고, 대각의 중위에 해당하는 2단에는 파상문, 사격자문 등의
문양이 시문되는 경우도 있으며, 한 눈에 타지역 토기와 구분이 가능할 정도의 지역색을
보인다. 또한 이들은 달성 문산리, 화원 성산동 출토품과도 어느 정도의 유사도를 보이
고 있어, 크게는 낙동강 중류역과 금호강 하류역을 중심으로 칠곡, 달성, 화원지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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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토기 생산체계와 기술’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다음 5세기 말엽으로 판단되는 구암동 56호분 북분 내에도 지역 특유의 특징이 보이는
‘고배의 배신이 크고, 대각의 길이도 긴’ 대형의 이단투창고배가 확인된다. 이 시기는 영
남지방 각 지역에서 점차 지역색이 사라지고,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토기양식의 일원화
6)

가 진행되는데, 구암동고분군 내에는 여전히 지역적 색채 를 가진 토기가 제작, 부장되
는 것이다. 하지만 구암동 56호분 북분을 제외한 동시기의 여타 고분(구암동 1-3호, 58호
분 등)을 보자면, 점차 경주양식을 따르는 토기의 비중이 높아지고, 지역색이 옅어지는
양상 역시 확인할 수 있다.

Ⅳ. 구암동양식 고배의 분포양상
Ⅲ장의 분석을 통해 ‘동일 시기 및 지역의 고배와 비교하였을 때 전체 크기가 크고, 배
신의 높이도 큰 대형의 이단투창고배’를 ‘구암동양식’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형태(외형) 측면에서 5세기 후엽의 구암동양식 고배는 대각이 삼단 분할되며, 가운데 단
에 투창이 뚫리거나 문양이 시문되고, 5세기 말엽의 구암동양식 고배 역시 동 시기의 주
변 지역 고배와 비교하였을 때 배신이 크고, 대각의 길이가 긴 비교적 대형의 것이 특징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형의 고배는 대략 5세기 중·후엽을 중심으로 6세기를 전후한 시기까지 제
작,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뚜렷한 지역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3> 구암동양식 고배(1: 56호분 북분, 2·3: 56호분 본분, 4: 1-1호)
6) 동시기 타지역 고분 출토품과 비교하였을 때 고배 등에서 확인되는 큰 사이즈의 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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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구암동양식’의 분포 범위는 어느 정도 일까. 현재까지 발굴조사
가 이루어진 유적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추정해 보자면 다음 <표 2>, <그림 24>와 같다.
<표 2> 구암동양식 토기 출토 유적
유적명

구암동양식 확인 시기

현재 행정구역
(구암동고분군에서 직선거리)

구암동고분군

5세기 후∼말엽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산74번지 일원

금호동고분군

5세기 후∼말엽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452-2번지 일원(약 5.3㎞)

사수동 563유적

5세기 후∼말엽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동 563번지 일원 (약 6㎞)

문산리고분군

5세기 후엽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문산리 산29번지 일원(약 15㎞)

다부동고분군

5세기 후엽 전후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일원(약 14.5㎞)

심천리유적

5세기 후엽 전후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심천리 일원(약 7㎞)

*일본 소장품

5세기 후엽

日本 東京学芸大学 考古學硏究室

현재까지 ‘구암동양식’이 확인된 유적은 구암동고분군을 중심으로 북쪽의 다부동고분
군, 심천리유적, 남쪽의 금호동고분군, 사수동 563유적, 문산리고분군 등이다. 물론 본고
에서 검토하지 못한 이외의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대략 구암동고분군
을 중심으로 직선거리 반경 15∼20㎞ 이내임을 알 수 있고, 대부분 금호강 이북(以北)에

<그림 24> 구암동양식 토기 분포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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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암동양식’이 주로 확인되는 시기는 5세기 중엽에서 6세
기 초·전엽 전후까지로 추정되고, 이 시기 구암동 일대의 생산지에서 제작된 ‘구암동양
식’의 토기가 각 고분군으로 유입, 부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7)

이에 당시 소국(小國) 의 단위를 넘나드는 정도의 장거리 유통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암동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읍락(邑落) 내에서 집중적으로 생산, 유통된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당시 대구지역 내에는 크게 5개의 읍락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李熙濬 2000: 108-115), 이 중 ‘八居里縣’이 구암동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읍락과
대응된다. 따라서 구암동양식 토기는 ‘八居里縣’ 내에서 주로 생산, 유통되었으며, 지역
수장급 피장자의 무덤은 물론 중·하위 단위의 고분군에도 널리 부장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삼국시대 대구지역 읍락 및 대형고분군
연번

대구지역 내 읍락

읍락 대응 고분군

현재 행정구역

1

達句火縣(國邑)

달성고분군

대구광역시 서구

2

喟火郡

대명동고분군

대구광역시 남구

3

八居里縣

구암동고분군

대구광역시 북구

4

舌火縣

성산동고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5

多斯只縣

문산리고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한편, 일본 도쿄학예대학 고고연구실(東京学芸大学 考古硏究室) 소장 이단투창고배 1

점이 소개된 바 있는데(佐藤 渉 2014), 해당 토기는 「경주고분출토토기 소화11년 4월」이

라 명시되어 있고, 해당 연구실에 1936년에 기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논문에서
는 성주 성산동 38호분 등과 유사성을 지적하였지만, 대각이 3단으로 구분되며, 중앙의
단이 분명하게 형성된 점 등에서 ‘구암동양식’에 해당하고, 구암동 1-1호 출토 고배와 상
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현지의 유적에서 발굴된 출토품이 아니라 개인이 수집하여 일본으로 건너간 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고고학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두는 것도 작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7) 집단의 단위(크기)는 ‘국(國) > 읍락(邑落) > 촌락(村落)’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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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학예대학 고고연구실 소장 이단투창고배

구암동 1-1호 출토 고배

<그림 25> 일본 도쿄학예대학 고고연구실 소장 구암동양식 고배

Ⅴ. 맺음말
본고는 구암동고분군 출토 유물 중 토기를 중심으로 고분의 편년을 실시하였으며, 이
단투창고배를 중심으로 구암동양식의 설정과 토기 양식의 분포 등을 검토해보았다. 토
기를 기준으로 구암동고분군의 편년은 경주 황남대총 남분의 연대를 5세기 중엽으로 보
는 입장에서 ‘56호분 본분, 1-1호(5세기 후엽)→56호분 북분, 1-3호(5세기 말엽)→64-1호
(6세기 초·전엽)’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후 구암동 56호분 본분과 북분, 1-1호 출토 이단투창고배를 중심으로 대구, 경주, 경
산지역 출토품과의 유사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구암동고분군 출토 이단투창고
배는 동시기 타지역과 구분되는 지역색을 가지고 있으며, 경주양식의 비중이 높아지는 6
세기를 전후한 시기까지도 이러한 전통적 색체가 잔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구암동고분군을 중심으로 낙동강 중류역 및 금호강 하류역 일원의 화원 성산동
고분군, 달성 문산리, 죽곡리고분군 출토 토기는 상대적으로 유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
되고, 이는 해당 지역들이 비슷한 수준의 토기 생산체계와 기술을 공유하고 있었을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구암동양식 토기의 분포범위는 현재까지 구암동고
분군을 중심으로 금호강 이북(以北)의 반경 약 15∼20㎞ 범위 내외로 파악되는데, 이는
차후 자료의 증가와 더불어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
▶논문접수일(2021.12.27.) ▶심사완료일(2022.2.11.) ▶게재확정일(20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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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ronology and distribution of pottery styles
in the Ancient Tombs of Guam-dong, Daegu.
Ik hee, Nam

(Sejong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is study aims to conduct the chronology of tombs through pottery excavated from
Ancient Tomb of Guam-dong, and reviewed the setting of the Guam-dong style and the
distribution of Guam-dong styles pottery. Based on the pottery, the chronology of Ancient
Tombs of Guam-dong can be summarized as “No. 56 main tombs, No. 1-1(late 5th century)
→ No. 56 northern tombs, No. 1-3(end 5th century), → No. 64-1(early 6th century).”
After that,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mounted cups
excavated in Daegu, Gyeongju, and Gyeongsan areas, through the No. 56 main tomb,
northern tomb, and No. 1-1 tomb in Guam-dong. As a result, the mounted cups excavated
from Ancient Tombs of Guam-dong has a regional color that is distinguished from other
areas at the same time, and can be set as Guam-dong styl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pottery excavated from the Ancient tombs
of Seongsan-dong, Dalseong Munsan-ri, and Jukgok-ri in the middle of the Nakdong
River and Ancient Tomb of Guam-dong were relatively similar. And this could be seen as
highly likely that the areas were sharing similar levels of pottery production systems and
technologies.
Finally, the distribution range of Guam-dong style pottery is estimated to be within
the range of about 15-20km north of the Geumho River, centering on Ancient Tombs of
Guam-dong. Therefore, it can be judged that Guam-dong style pottery was intensively
produced and distributed in Palgeori Prefecture.
Keywords : Ancient Tombs of Guam-dong, Chronology of tombs, Guam-dong style pottery,
Regional color,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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