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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백제의 확장과 주변부 취락 재조직

-방사성탄소연대와 GIS 공간 분석을 활용하여-

 백제의 확장 및 지방 지배 방식에 대한 연구는 위세품의 사여를 통한 간접

지배로 정리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백제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특정 표지유물·표지유구를 찾아 지배여부를 확인하고 영역을 설정함

으로써 재지 정치체의 조건과 대응 양상을 함께 고려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

라 다양하였을 백제의 확장 전략 또한 단일한 과정으로 설명하였다는 한계

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원삼국~삼국시대 인구 

및 취락 분포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백제 확장 이전 재지 정치체의 양상에 

따라 백제의 확장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할 만한 절대적인 시간축의 설정 

및 시기별 취락 규모의 추출을 기반으로 한 광역적인 공간 분석이 이루어져

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방사성탄소연대를 이용하여 시기별 취락 규모

를 추출하고 GIS를 이용하여 지역별 인구 및 취락 분포 양상을 확인하였다. 

비교의 공간적 기준은 백제의 시기별 도성의 위치 및 확장 과정을 고려하여 

경기·강원, 충청, 전라의 세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시간적으로는 고대국가

로서 백제의 성립 시점으로 여겨지는 AD 300년으로 삼았고, 충청 지역과 

전라 지역에 대해서는 백제의 웅진천도 시점인 AD 476년을 기점으로 한 번 

더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분묘 유적과의 비교를 통해 취락 유적의 샘플

링 바이어스를 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경기·강원, 충청, 전라 세 지역은 4세기 이전의 인구 분포뿐만 아

니라 4세기 이후의 인구 분포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경기·강원 지역은 4세

기 이전에 특출한 인구집중지의 형성 없이 넓게 퍼져있던 인구 분포를 보이

다가 4세기 이후에는 경기 남부 및 북한강유역을 중심으로 가장 높은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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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는 중심지가 형성된다. 반면 충청 지역에서는 4세기 이전에 홍성, 대

전, 논산, 천안 일대에 대규모 취락을 중심으로 한 인구밀집지가 형성되어 

있다가 4세기 이후가 되면 기존의 독보적인 중심지는 축소되고 충청 지역 

전역에 인구밀집지가 형성된다. 특히 분묘 유적으로 샘플링 바이어스를 보

완하였을 때 공주, 부여, 연기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구중심지가 형성되

었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중심지들은 새로운 중심지의 주변지로 재편된

다. 전라 지역의 경우는 4세기 이전에 익산·전주 일대와 영산강 유역,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인구밀집지가 4세기 이후에도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분묘 유적의 분석 또한 이러한 인구 및 취락 분포의 변화를 

뒷받침 한다. 

 본고에서는 지역별로 이렇게 다양한 양상이 확인되는 것을 백제와 지역 정

치체의 상호작용에 따른 확장 전략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즉, 

원삼국 단계에 각 지역 정치체들의 사회·정치적 복합화 수준에 따라 그들

의 대응 양상이 달라지고, 다시 그에 따라 백제가 그 지역으로 확장하고 지

배해나가기 위한 전략 또한 달라진 결과라고 생각된다. 경기·강원 지역은 

재지 정치체의 사회 복합도가 높지 않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

서는 인구를 집중시키고 취락을 재편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반면 충청 

지역이나 전라 지역은 기존 정치체의 사회 복합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기존 정치체를 유지하였을 때 발생하는 위험성과 이익, 그리고 이들을 재편

할 때 드는 안전성과 비용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전략이 달라진다. 충청 지역

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백제 중앙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치체를 약화시키고 재편하는 전략을 택했던 것으로 보인

다. 반면 전라 지역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 재편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

에 기존 정치체를 유지하면서 수장층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원삼국시대, 삼국시대, 백제, 취락, 확장 전략, 지방 지배, 방사성탄

소연대, GIS  

학번: 2014-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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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원삼국~삼국시대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주제는 고대국가의 성

립일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고고학에서 고대국가 성립의 지표를 무엇으로 

보고, 그 시점은 언제이며, 성장 동력은 무엇이었는지 등 원삼국 단계의 사

회가 고대국가 단계로 전환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

다. 특히 이 시기의 한반도 서남부 지역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변화가 백제

의 성립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전제하고 있는 사실인 만큼, 백제의 

초기 수도였던 서울 이외의 지역에 대한 연구는 원삼국 단계의 마한사회가 

백제의 영역 확장에 의해 백제화되는 과정으로 설명되고 있다(金承玉 2007, 
2014; 박중균 2015; 徐賢珠 2011; 이영철 2004; 한지선 2009). 그러나 변동요

인으로서 백제의 중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지금까지 백제의 지방 확장에 대한 

논의는 몇몇 유물에 초점을 맞추어 일방적이고 단일한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백제의 확장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백제 중앙으로부터의 위세

품 사여체제를 통한 수장층의 포섭 및 그들을 매개로 한 간접지배로 정리되

고 있다(權五榮 1988; 金成南 2006; 朴淳發 1989, 2001a, 2007; 成正鏞 2000, 
2006). 그러나 초기국가의 확장 과정에서 중앙이 지방으로 어떻게 그 영향

력을 확대해 가는가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mosaic of 

control’(Schreiber 1992)이라고 표현될 만큼 초기국가가 지방을 통제하고 

재편해가기 위해 각 지역에 다양한 전략들을 적용했음이 연구되고 있다

(Algaze 1993; Balkansky 1998; Bauer and Covey 2002; Caballo 2007; 

Chase-Dunn and Hall 1991, D’Altroy et al. 2000; Feinman et al. 1985; 

Feinman and Nicholas 1990; Jennings and Craig 2001; Schreiber 1992). 한 

예로 Bauer와 Covey(2002)의 잉카의 성장과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국

가의 확장이 획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정치체의 복

합화 수준, 잉카에 대한 우호적·적대적 태도, 자연 환경 등 각 지역에서 주

어진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혼인동맹이나 공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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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형성하여 기존 사회를 유지하면서 합병해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거

점 취락을 조성하여 자연스럽게 주변 지역을 합병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지역에는 군사적 정복을 통해 폭력적으로 정복하고 

주민들을 이주시키거나, 완충지대를 두고 합병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대치

하는 등의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에 따라 취락 분포 및 물질문화의 변

화도 역시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원삼국~삼국시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백제 중앙과 각 지역 정치체

의 관계는 일률적이지 않으며 각 지역의 정치적, 환경적 조건에 따라, 그리

고 백제의 시기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백제의 확장 과정과 지방지배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삼국 단계의 각 

정치체의 다양한 수준 및 조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백제의 다양한 전략이 발현되는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 고고학에서 고대국가의 확장 과정과 지방지배 방식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해왔고 물질자료에서 백제의 지방지배가 어떻게 관철되어 나가는지를 

추적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현재의 논의는 백제의 요소

로 볼 수 있는 각종 위세품과 묘제의 등장 시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각 지역

의 백제 소속 여부와 정치적 위상 변화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논의해온 경

향이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제 조건들이 백제의 확장전략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백제의 확장전략이 각 지역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

오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 방식의 제한이 위세품과 같은 특정 유물과 분묘 

유적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각 유물과 

묘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연구자들마다 약간씩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하

지만, 기본적으로 각 지역 지배층의 정치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유물과 

묘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정치적 포섭 여부라는 결과를 판단하는 것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되며 특정 유물의 사여를 매개로 한 단일한 확장 방식

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백제가 각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 그 지역민들을 어떻게 재편하였

는지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3 -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역별 취락 및 인구 재조직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각 

지역의 조건과 그에 따른 백제의 지방지배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백제와 지방의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들이 실제로 취락 분포의 

변화를 얼마나 타당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며, 만약 기존의 틀로 현재 자료의 변화 양상을 설명할 수 없다면 이를 

설명하기 위해 무엇을 더 고려해야 하는지 대안적 검토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연구사 검토를 통해 연구 목적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서술하였으며, Ⅲ장에서 본격적으로 취락 유적에 대한 공간 분

석을 실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묘 유적의 분포를 검토하였다. Ⅳ장

에서는 앞선 분석결과를 통해 지역별 백제의 확장전략과 그로 인한 주변 취

락재편 양상에 대해 고찰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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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목적 및 방법

1. 연구사

 백제의 성립과 지방 확대 과정은 백제의 성립 및 국가 발전 단계를 설명하

는 것과 맞물려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온 주제이다. 역사학계에서는 사료에 

근거하여 백제 지방통치체제의 변화 과정과 성격 정의, 그리고 그에 따른 

영역 변천에 대해서 논의해 왔다(金英心 1990; 盧重國 1988; 盧泰敦 1975; 
문안식 2002; 박현숙 2005; 李道學 1995; 李賢惠 1997). 그러나 고고학 자료

가 축적되면서 문헌상의 사건과 물질문화의 변화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들이 

확인되었고, 고대국가 성립시기의 정치적 양상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었음

이 밝혀졌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확인되는 백제의 위세품과 영산강 유역의 

옹관고분 등은 문헌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백제와 지방의 관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었다.  

 이렇게 각 지역의 구체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고고학 자료의 증가와 함께 

고고학에서는 백제의 지방 확장 과정과 지배 방식에 대해 물질자료를 근거

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여러 연구들에서 위세품 및 백제 중앙양

식 토기의 분포와 묘제의 변화, 성곽1) 등을 근거로 각 지역 수장층의 포섭

과정과 지배 양상 등을 파악하고 시기별 백제의 영역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權五榮 1988, 2007, 2009; 김낙중 2009; 金成南 2006; 문안식 2012; 朴淳發 
1989, 2001a. 2001b, 2007, 2013; 徐賢珠 2011, 2013; 成正鏞 2000, 2001; 이남

규 외 2004; 이한상 2009; 林永珍 1997, 2005; 土田純子 2015). 그 결과, 세부

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4세기 대에는 충청 지역까지 영역화가 

이루어졌으며, 전남 지역은 훨씬 후대인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중엽 사이에 

직접지배 하에 들어가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백제가 각 

지역 수장층과 맺었던 관계가 다양했고 지배력 행사의 정도에도 지역적·시

1) 성곽 또한 중요한 영역화의 지표로 언급되고 있으나 백제에 의해 초축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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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 차이가 있었음이 확인되며 문헌기록의 소략함을 보완하는 새로운 시각

들이 제시되어 왔다.

　백제 확장 과정과 중앙-지배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權五榮(1988)의 

논고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논고에서 한성기 중앙 및 지방에서 확인되는 東
晋靑磁에 초점을 맞추어 대중국 교역을 통한 동진청자의 입수주체인 馬韓主
를 백제로 보고, 이것을 중앙 귀족이나 지방 세력에게 재분배하며 지방세력

을 통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동진청자의 분포 범위를 백

제의 영역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삼았으며, 이러한 위세품의 사여를 통한 지

배방식을 백제의 지방제도가 완비되는 시점보다 낮은 지방지배 단계로 상정

하고 이 시기 백제 정치적 수준의 한계로 보았다. 이러한 접근은 당시 문헌

자료의 부족은 물론, 고고학 자료 또한 매우 소략한 상황에서 청자라는 유

물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통해 백제 중앙과 지방의 관계

에 접근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중요한 연구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후 대중국 교역을 주도했던 백제국의 성장과 백제 중앙-지방 관계

의 성립, 그리고 그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로서 대중국 교역을 통해 들어왔

을 것으로 생각되는 청자, 금속제 용기, 금속제 장신구 등의 사여체계 및 그

를 통한 거점지배는 한성백제시기의 지방지배를 논의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이는 동진청자뿐만 아니라 박순발(1997)에 의해 금동과대, 벼

루, 흑유병 등의 고급유물의 분포에 대한 검토와 이한상(2009)의 금속제 장

신구의 사여체제를 통한 지방지배에 관한 연구 등으로 더욱 구체화 된다. 

 권오영의 논고 이후 백제와 지방관계에 대한 중요한 논의는 박순발(1997, 

2001a, 2007)에 의해 이루어진다. 박순발(1997, 2001a, 2007)은 권오영의 위

세품 사여의 틀을 수용하면서도 한성양식 토기의 분포를 시기별 백제의 영

역으로 이해하고 시기별 변화를 추적하면서 영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세품뿐만 아니라 영역 내에서 확인되는 단독토

광묘 및 횡혈식석실분 등의 묘제 변화에 주목하여 이러한 묘제가 확인되는 

지역을 백제 중앙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지역 내지는 지배거점으로 설정하

고, 영역 내의 정치적 위상 변화에 대해 설명하였다(朴淳發 2007). 이는 한

성백제기 묘제의 편년과 사회적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기반하여 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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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단계의 정치체가 백제의 지방으로 편제되어 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유

형화했다는 점에서 백제의 성장 및 확장 과정과 함께 원삼국 단계의 정치체

의 변화를 맞물려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중요한 연구사적 진전이었

다. 위세품과 묘제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박순발의 논의 이후 영역 확

장의 방식이자 지방 지배 방식으로서 위세품 사여를 통한 거점지배와 토기

와 묘제의 변화를 통해 확인되는 점진적인 영역화 과정은 백제의 중앙과 지

방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틀로 자리 잡게 된다(朴淳發 2013).  
 이후 각 지역의 자료들이 축적되면서 지역 간 물질문화상의 세부적인 차이

가 확인되었고, 백제의 지방지배 방식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구분이 시도되

었다. 대표적인 연구가 成正鏞(1994, 2001, 2006), 金成南(2006) 등의 논의이

다. 이들의 논의는 공통적으로 백제의 영역을 나타내는 지표를 설정하여 그

것의 분포를 통해 영역의 범위를 확정하고, 위세품과 특정 묘제가 확인되는 

유적을 지배거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성정용(1994, 2001, 2006)은 박순발과 

달리 한성양식의 토기가 아닌 주구 없는 토광묘가 밀집된 고분군 형성 및 

중심묘역의 이동, 연미형 철모의 사용, 금속기 사용, 마구 보급 등의 변화를 

백제 지방지배의 지표로 보았으며, 각 지역의 분묘군의 양상을 통해 지배거

점을 설정하고 간접지배의 종류를 구분하였다. 김성남(2006) 역시 분묘군에

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양상, 즉 한성양식 토기, 대옹, 마구, 석곽묘, 석실묘 

등의 고고학적 자료를 간섭, 약한 간접지배, 강한 간접지배, 직접지배 등의 

지배력의 정도를 보여주는 단계적 지표로 설정하고, 시기별 영역 및 지배방

식을 설정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본 결과, 현재 논의의 중심은 백제의 영역이 어디

까지였는가를 확인하는 것과 그 영역화의 방식인 거점지배를 확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여기에 무엇을 구체적인 근거로 삼느냐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각 유적에서 백제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유물과 유구를 찾

아 어느 시점부터 특정 지역이 백제의 영역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

고, 위세품이나 백제 중앙과의 관련성이 높은 유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지배거점으로 삼는 것이 주된 접근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각 지역에서 확인되는 백제적 요소의 양적·질적 정도의 차이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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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직접지배 혹은 더 세분하여 느슨한 간접지배, 강한 간접지배 등의 용어

를 사용하여 백제 영향력의 정도 차이나 지배관계 성립의 시간차, 지방 재

편방식의 차이로 설명해왔다. 연구자에 따라 특정 유물을 통해 거점을 확인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 혹은 영역화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지배거점의 확인을 통한 영역의 설정이라는 점

에서 기본적으로 공통된 설명 틀에 기반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소략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각 유물과 유구가 가지는 사

회·정치적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통해 문헌기록만으로는 규명할 

수 없었던 백제의 시기별 영역 확대 과정, 지배 방식, 원삼국 단계 지방 수

장층의 정치적 위상 변화 등 백제의 성장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연

구사적 전환이었고, 백제가 각 지역 수장층과 맺었던 다양한 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의의가 있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자료

가 증가한 상태에서 보았을 때, 기존의 논의가 방법론적 측면과 해석의 측

면에서 재검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크게 1) 특정 표지유물·표

지유구를 통해 지배관계를 설정하는 방식과 2) 백제 지방지배의 차이를 가

져오는 재지의 상황과 지역별 차이에 대한 고려의 부족, 3) 특정 유물과 분

묘 위주의 연구 경향으로 인한 수장층 중심의 논의를 들 수 있다. 

 우선 특정 표지유물·표지유구를 통해 지배관계를 설정하는 연구 방법은 

특정 형식의 지배방식이나 영역화라는 개념을 어떤 고고학 자료로 설명할 

것인가에 따라 큰 견해차를 발생시킨다. 실제로 연구자들에 따라 같은 물질

자료를 다른 정치적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더라도 어떤 

유물과 유구가 백제의 지배여부를 나타내는지는 연구자들이 역사기록을 어

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에 따라 규정하기 나름인 경우가 많다(李賢惠 2013). 
예를 들어 영산강유역 옹관고총이나 전방후원분에 대해서 근초고왕의 남정

을 통해 지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는(盧重國 2011; 朱南職 2000) 
이 고분들의 축조를 백제의 지배 하에서 이루어진 현상으로 본다. 반면 같

은 자료를 오히려 6세기 대까지 이 지역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해

석하기도 하며(김낙중 2012; 林永珍 1990), 동일 지역의 취락 자료를 통해서

는 5세기 후반부터 백제의 영역화 증거가 나타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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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201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 수장묘에서 확인되는 백제 위세품이

나 묘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상충되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횡혈식석

실묘를 간접지배가 시작되는 단계의 근거로 해석하는 연구자도 있고(朴淳發 
2000), 그보다는 강한 정도의 지배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는 연구자도 있다

(金成南 2006; 成正鏞 2001). 백제의 영역을 설정할 때에도 한성양식 토기의 

분포로 확인하는가 하면(朴淳發 1997), 그럴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成正鏞 
2001), 위세품이 나타나는 지역은 일단 백제의 영역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한상 2009). 한편으로는 위세품을 중앙귀족화한 지방세력이 歸葬한 결과

로 보고 간접지배가 아닌 완전히 중앙관료화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한다(盧重國 2013).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고고학적 요소가 무엇을 나타내는

가는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고고학적 요소들의 등장이 영역화와 같

은 정치적 범위를 의미하지 않거나(이성주 1998), 정치적 변화와 함께 곧바

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成正鏞 2000, 2007). 심지어는 중앙과의 지

배관계가 이미 강하게 형성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 정치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효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중앙의 요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재지의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으며(Schreiber 1992), 지

역 수장층을 통해 지배하는 경우 일반 재지민들의 생활 차원에서는 더욱 정

치적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Grosboll 1993; Julien 1993). 따라서 

특정 표지유물·표지유구를 기준으로 백제의 영역화 여부 자체에 초점을 맞

추는 경우, 이는 밝히기 어려운 문제가 되거나 역사기록에 따라 비정하는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이러한 접근의 문제는 특정 단위의 고고학 자료와 

그것을 민족, 집단, 영역의 개념과 직접적으로 일치시키는 한국 고고학의 전

반에서 확인되는 문화사적 방법론의 한계(김종일 2008, 2011, 2016)와도 같

은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구체적인 편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접근은 

더 큰 견해 차이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백제의 국가성립과 관련하여 한성

백제 토기양식의 성립과 풍납토성의 축조, 가락동 2호분 등의 분묘 축조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3세기 중반(朴淳發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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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a, 2012), 후반(權五榮 2011), 4세기 이후(金一圭 2007, 2013; 이성주 

2011, 2015) 등의 견해가 제시되고 있어 연구자에 따라서 크게는 1세기 정

도의 차이를 보인다. 이 논의들은 출토유물의 시기 비정의 근거와 층위 해

석 등에서 좁히기 어려운 시각 차이를 가지고 있어 한동안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한성백제의 편년과 긴밀히 맞닿아있

는 원삼국시대 편년에 대해서도 그 논리와 방법론, 구체적인 시기 비정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장석 2009, 2010, 2012, 2014; 

김장석·김준규 2016).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는 특정 유물을 통해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접근은 기본적으로 한강유역의 토기변천 과정을 

지역차에 대한 고려 없이 타 지역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문제를 내포할 가능

성이 있으며, 어떤 편년안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백제 중앙과 지방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큰 차이를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현재의 백제의 지방지배에 관한 논의는 백제의 요소를 찾는 것에 집

중하면서 백제의 지방지배 방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재지의 상황과 지역적 

차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이미 확인된 

고고학 자료에서 지역 간 차이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방지배 

방식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 차이

에 대해 간접지배, 직접지배 등의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제 용

례를 보면 지방지배 방식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백제의 지배력의 

강도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백제 중앙의 물질문화와의 상사성에 

근거하여 그 강도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이러한 차이들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백제가 성장하면서 당면했던 재지 정치체의 상황과 조건

을 함께 고려하면서 백제가 각 상황에 맞게 취했던 전략과 그에 따라 나타

나는 물질문화의 양상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경향

은 유물의 유사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고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할 뿐 왜 그

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

다. 예외적으로 권오영(2009)이 최상위 위세품이 백제의 중앙과 가까운 지역

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에 대해 중앙 지배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지역에는 

위세품 사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지배력이 미쳤으며, 위세품이 사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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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백제의 중앙의 영향이 강력하기 미치지 못한 지역이라고 구분한 것

은 지배방식과 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물질문화 양상을 설명한 

시도라고 생각되나, 위세품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중남미 지역의 초기국가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각 지역집단의 특성, 즉 중앙으로부터의 거리, 종족적 차이, 문화적 차이, 

복합도, 지형적 조건 등과 지역 집단의 대응양상에 따라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이 지역별로 상이했고, 그에 따른 취락과 인구 분포의 변화도 매우 다

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Bauer and Covey 2002; Feinman et al. 1985; 

Feinman and Nicholas 1990; Jennings and Craig 2001; Schreiber 1992). 물론 

잉카와 백제는 지형적, 사회적, 정치적 조건이 매우 다른 비교 대상이다. 그

러나 잉카와 같이 제국의 성격을 띠는 강력한 세력이라 하더라도 초기 국가 

단계의 정치체가 주변으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방식은 주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적이다. 백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백제 중앙

과 지방의 상호작용에 따라 백제가 그 지역을 재편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물질문화의 변화도 다양하게 나타났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백제라는 요인뿐만 아니라 백제가 확장하면서 당

면해야 했던 각 지역의 상황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백제의 영

역확장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백제의 요소를 확인하는 식의 방법론이 적용

되는 한,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할 수 없게 되며, 각 상황에 따른 백제의 다

양한 확장 전략 또한 검토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의 한계는 지금까지의 논의가 위세품과 묘제의 변화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유물

과 유구보다 집단의 정체성을 보여주거나 외교적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위

세품과 묘제가 중앙과 지방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위세품과 분묘는 재지 수장층과 직결된 자료로

서 각 지역 집단의 정치적 부침이나 백제 중앙과의 접촉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이는 백제의 지방 확장 과정에서 그 지역에 발생한 

사회정치적 변화의 일부를 반영할 뿐이며, 백제가 그 지역을 어떤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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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통제, 활용하고자 하였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그 지역 거주민들을 어

떻게 재편했는지 등의 전반적인 변화를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위세

품 사여를 통한 재지 수장층의 포섭 및 그들을 매개로 한 간접지배 또한 다

양한 백제의 확장 전략 중 하나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장층의 변화에

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 외의 다양한 형태의 지배방식에 대한 검토를 막

을 수 있다. 따라서 백제의 지방지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분묘 유

적뿐만 아니라 취락 유적에서의 변화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고고학에서 백제의 영향 하에 발생한 취락 분포의 변

화에 대한 검토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지금

까지의 취락 연구에서는 분묘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방지배에 관한 

논의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원삼국~삼국시대 취락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취락 자료가 증가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지역별로 기본적인 주거지 편년에서부터 지역성, 전개과정 등이 

정리되었다(金承玉 2000, 2004, 2007; 박경신 2011, 2012; 朴重國 2011; 徐賢
珠 2011; 宋滿榮 1999, 2010; 신희권 2001; 吳世筵 1995; 李根旭 1993; 李東
熙 2007; 최종택 1994; 한지선 2013). 그 후 취락 연구도 기본적인 편년 작

업에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원삼국에서 백제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특히 원삼국 단계 취락의 백제화 과정과 백제의 등

장 이후 원삼국 단계의 취락이 어떠한 위계 속으로 재편되는지 등에 대해 

각 지역을 대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金承玉 2007; 徐賢珠 2012; 
宋滿榮 2010, 2013; 尹淨賢 2014; 이영철 2011; 한지선 2009). 그 결과, 당시

의 사회구조, 복합화 수준, 정치적 역학관계, 교류망, 건축 기술등 당시 사

회상에 대해 다양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정치적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러나 취락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역시 원삼국단계의 취락에 언제 

백제의 요소가 등장하는가에 따라 백제의 영역화 시점과 범위를 규정하고 

사회구조의 변화의 획기로 삼음으로써 결국 언제부터 백제의 영향력이 나타

나느냐 혹은 얼마나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는가의 문제로 귀결되거나, 특정 

요소를 기준으로 유적의 위계를 분류하는 데에 그친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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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중부지역의 취락을 대상으로 한 송만영의 연구(1999, 2010)는 육

각형주거지를 통해 한성백제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상정하고 육각형주

거지에 위계의 의미를 부여하여 평면형태에 따른 주거지의 조합을 기준으로 

취락의 위계 및 기능을 설정하였다. 한지선(2009) 또한 육각형주거지와 1자

형 부뚜막을 기준으로 한성백제의 지배관철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근거로 삼

아 지배단계를 설정하였다. 비록 한지선의 논의는 모든 육각형주거지를 백

제의 지표로 보고 주민의 직접이주를 상정했다는 점에서 송만영과 김성남에 

의해 비판받았지만(金成南 2009; 宋滿榮 2010), 두 접근 모두 기본적으로 육

각형 주거지라는 유구를 백제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삼고 그것의 분포

범위를 추적하고 있다. 

 경기이남 지역의 취락 연구는 중부지역과 주거지의 형태 자체가 다르기 때

문에 소위 마한계 취락이 백제계 취락으로 대체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 집중

하는 경향이 있다. 금강 유역을 대상으로 한 김승옥(2007)은 마한계 주거지

와 백제계 주거지를 구분하고 각각의 편년을 통해 마한계 주거지가 백제 주

거지로 대체되어 가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윤정현(2014)은 호서지역 취락 자

료에 특정하여 입지 및 규모, 생산 및 저장, 분묘, 방어시설, 중국 자기 및 

기와 등 위세를 나타내는 유물을 검토하여 중심취락과 하위취락을 구분하고 

지역 내 중심취락의 변화를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지역의 백제화 이후 취락

의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특히 각 취락 내에서 확인되는 각 요소의 조합

을 통해 취락 변화의 유형을 나누어 지역별 양상을 파악한 점은 박순발

(2007)의 묘제 변화의 유형을 나눈 접근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영산강유역을 

중점적으로 다룬 이영철(2011) 또한 3~6세기대 영산강유역 취락분석을 통해 

5세기대 취락의 경관이 급변하는 유적을 백제취락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변

화의 요인으로 백제에 의한 거점취락의 조성을 통한 취락위계화로 설명하였

다.  

 취락 유적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대략적으로 살펴본 결과, 육각형 주거지, 

벽주건물, 새로운 취락경관 등 백제의 요소, 혹은 백제와의 물질문화의 상사

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재지의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요소를 찾아 변화의 

요인을 백제로 특정하고 그 시점을 백제의 영역화의 증거이자 시점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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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분묘 유적을 통해 중앙과 지방관계를 설정하고

자 했던 접근법과 대상만 다를 뿐 같은 접근 방식이다. 이러한 방법이 적용

되는 한 취락 자료를 통해 볼 수 있는 기존 지역 정치체의 양태, 백제의 확

장으로 인한 각 지역 정치체의 변화, 그들의 대응, 백제의 구체적인 재편 방

식, 혹은 제 3의 변화 요인 등 그 외의 중요한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살펴보

기 어렵게 된다. 

2. 연구 목적

 지금까지의 연구사를 검토해보았을 때, 현재 논의들은 백제가 영향력을 확

장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변화 양

상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채 언제 백제의 영역이 되었는지, 그 영향력은 

얼마나 강했는지 판단하는 것에 논의가 한정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

구 질문의 제한은 위세품 및 백제의 요소로 볼 수 있는 특정 유물과 분묘의 

출현을 확인하여 지배거점을 파악하거나, 문헌기록의 특정 사건에 근거하여 

영역을 추론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온 연구경향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백제와 지역 정치체의 관계 및 백제의 확장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유적 내에서 백제 확장의 지표를 찾는 방식에서 벗어나 

취락 및 인구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지역별 검토가 필요하다

고 본다. 백제의 지방 확대는 수장층의 포섭을 넘어 각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지민들을 상황에 맞게 재편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

이고 그 방향에 따라 취락 분포의 변화도 다르게 나타났을 것임은 초기국가

의 확장과정에 대한 연구들을 참고하였을 때 충분히 예상되는 바이다. 그러

나 국가 확장과 그에 따른 물질문화의 변화는 초기국가와 각 지역 정치체의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기 양식

이나 지배층과 관련된 유구만 본다면, 그 관계의 사회정치적 맥락을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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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Hirth and Villaseñor 1981). 따라서 백제가 각 지역에 적용하였던 지

배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취락 분포 양상의 변화에 대한 이해

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야 백제가 각 지역을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재편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리하면, 본고에

서는 취락 및 인구 분포의 재조직 양상에 대한 지역별 검토를 통해 백제의 

확장으로 인한 지방재편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원삼국~삼국시대 취락 분포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러 연구들에서 취락단위의 분류를 통해 취락구조와 이들의 분포정형에 대

해서 이론적 논의와 실제 고고학 자료에의 적용시도가 이루어져 왔다(權五
榮 1996; 金承玉 2014; 朴淳發 1997; 박중균 2013; 宋滿榮 2013; 이영철 

2004; 李熙濬 2000). 취락구조를 표현하는 용어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하였지

만, 특정 지역 내의 취락을 위계화된 각 단위에 배치시키고 범위를 추정하

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국의 모습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이러

한 연구는 원삼국~삼국시대 정치체의 사회정치적 성격을 살펴보는데 필수적

인 작업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각지의 국들이 각기 다른 성장-쇠퇴의 과정을 겪었음이 

고고학적으로 사료상으로나 분명한데,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단일한 분포 

정형으로 설명함으로써 다양한 국의 복합도, 규모, 소멸과정 등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또한 취락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비고정적인 실체로(Tringham 

1972), 취락을 고정적인 실체로 상정하고 유적의 유무만을 가지고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거나 취락 간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시기별 취락의 상대적인 

규모차와 그에 따른 취락이 지역 내에서 가지는 중요성 정도를 실제와 다르

게 파악할 위험이 있다(김장석 2007). 특히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기는 

고고학적으로 대규모 중심취락들이 전국적으로 등장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유적들은 상당한 인구 규모를 기반으로 각 지역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

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대규모 취락이 형성되는 과정은 소규모, 

대규모의 인구이동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규모 취락의 형성은 

개별 취락 내의 자연적인 인구 규모 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하며, 고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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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의 분포 정형은 역동적인 인구 및 취락 재조직의 과정을 살펴보기 어렵

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마한 54개국의 위치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林永珍 2010, 2013)도 있지만, 이는 제한된 자료로 원삼국시대 소국의 

위치를 비정하기 위한 전제였다고 생각되고, 전남 지역 마한 소국의 위치를 

추론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이지만 실제로는 중요 지역의 위치와 규모

가 지역마다 다양하게 변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방법론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문헌기록이나 외국 사례를 통해 선험적으로 규정된 모형 안

에 각 유적이 어떤 단위에 해당하는가를 비정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을 내

포한다는 한계도 있다(김범철 2007). 이는 사회발전단계와 각 단계의 특징을 

이미 상정하고 각 사회들을 그 단계에 배치하는 신진화론적 접근에 대해 동

어반복의 모순이라고 지적한 비판(Yoffee 2005; Smith 2003)과도 같은 맥락

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단순히 취락의 유무와 그것의 단위 구분에 기반을 둔 

취락 분포정형을 추출 및 적용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광역적인 차원의 취락 

및 인구 재조직이라는 관점에서 원삼국-삼국시대 취락 문제를 다루고자 한

다. 각 지역 내에서 인구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는 것을 통

해 각 지역 집단의 양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재편되는

가를 확인함으로써 이에 반영된 백제 중앙-지방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었는

지 설명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취락의 형성·폐기, 인구의 집중·분산은 백제의 확장

이라는 정치적 측면 외에도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Rouse(1972)는 취락 분

포에 대한 연구가 사람들의 생태적, 문화적, 사회적 구조를 재복원 하는 것

이라고 정의할 만큼 취락 및 인구의 분포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생태, 

문화, 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취락 입지 선택과 관련하여 환경 및 생계 변화와 관련된 

요인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의 삼국시대의 경우도 국가권력의 기반을 철제

농기구와 우경의 보급으로 인한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따른 읍락 공동체의 

해체에서 찾기도 하는 것처럼(전덕재 1995) 농경 및 생계경제와 관련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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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 취락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2~3세기대의 한랭화로 

인한 원삼국시대 패총 사용 및 한랭화 이후 내륙으로의 이동에 대한 가능성

도 연구된 바 있기 때문에(金承玉 2007; 徐賢珠 2000) 선사시대뿐만 아니라 

원삼국~삼국시대에도 환경 및 생계관련 요인들이 취락 분포에 변화를 야기

했을 가능성은 열려있다. 또한 군사적 상황도 국가형성 단계에 취락 변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 Spencer(1979)와 Balkansky(1998)는 

Early Palo Blanco 시기에 Zapotec의 군사적 확장이 불안정한 정치적 분위기

를 만들고 그것이 Tehuacan 계곡과 같은 주변지역의 취락 분포에 변화를 

초래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남한지역 원삼국~삼국시대의 정황상 군사적 긴

장으로 인한 취락 변화도 충분히 중요한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단순한 인구증가도 취락 분포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Late Aztec의 취

락 분포에 대한 연구(Gorenflo and Garraty 2016)에서는 인구증가로 인해 취

락 분포가 기존에 점유되지 않았던 지역까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요인 모두 원삼국~삼국시대의 취락 변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랜 기간 동안 각 지역의 역사 속에서 변화를 야기할 다

양한 요인들이 작용하였을 수 있으며, 백제라는 요소도 그 요인들 중 하나

이다. 그러나 지금의 자료로 보았을 때 원삼국~삼국시대의 취락 및 인구 분

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요인은 백제 국가의 성장이라고 생각된다. 현

재로서는 환경적 변화가 남한지역에서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만큼 다양하

게 나타났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우며, 또한 백제의 확장이라는 정치적 요인 

외에 한반도 남부에 이렇게 지역별로 다른 방향의 취락 변화를 야기할만한 

제 3의 요인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농경의 보급, 군사적 긴장, 인

구 증가 등의 요인들 또한 국가 성장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상

이기 때문에 백제의 확장이라는 상황과 별개의 요인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

라서 우선적으로 백제 확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취락 및 인구 재편 양

상을 검토한 후, 세부적인 요소들을 보완할 수 있다면 이러한 요인들은 부

수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취락 및 인

구의 시공간적 변동 양상에 대해 백제의 확장 전략이라는 요인에 초점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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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살펴본다. 

 단, 여기서 사용하는 전략이라는 용어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의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전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때 모든 변화를 야기하는 주체

가 백제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사용하는 전략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백제가 각 지방과 관계 맺는 방식

을 의미한다. 즉, 백제가 고대국가로 성장하고 확장하면서 각 지역에서 직면

하는 재지 집단들의 상황과 대응 양상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과 관계 

맺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는 전략이라는 말이 주는 어감처럼 백제의 주도적

인 정복 활동이나 정복지 주민에 대한 徙民 등의 활동이 될 수도 있지만, 

교통로, 관개시설의 개발, 외교적 활동 등 간접적인 활동도 포함할 수 있으

며, 더 넓게는 특정 행동을 취하였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

가의 문제도 포괄한다. 따라서 백제의 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백제 일변도의 

확장 과정이 아니라 백제와 각 지역집단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임을 밝힌다. 

3. 연구 방법

 

 백제의 지역별 확장 전략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표유물을 확인

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백제 확장 이전과 이후의 인구 분포 및 취락조직 양

상을 우선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원삼국 단계

와 삼국 단계의 인구 분포 및 취락조직을 백제의 영역이었던 것으로 간주되

는 경기·강원도2), 충청도, 전라도의 세 지역으로 나누어 확인함으로써 백

제 확장에 따른 각 지역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렇게 지역을 구분한 

이유는 현재 백제 중앙과 지방 관계에 대한 연구를 참고하면 백제가 도성인 

2) 강원도, 특히 영동지역은 원삼국시대 이후 신라의 물질문화가 확인되는 지역으로, 엄밀하
게 백제의 영역으로는 볼 수 없으나, 영동지역 원삼국시대의 물질문화는 경질무문토기나 
출입구가 달린 주거지 등 중부지역 내의 특징적인 양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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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부터 점차 남쪽으로 영향을 확대해가면서 각 지역으로의 확장 시점

과 영향력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백제 중앙의 위치 또한 

시기별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백제의 확장 과정을 고려하였을 때, 초

기 백제의 수도가 위치하였던 서울·경기지역과 한강을 따라 공통적인 문화

양상을 보이는 강원지역을 포괄하는 중부 지역, 물질문화상으로 중부지역과 

다른 특징을 보이며 백제의 후기 수도가 위치하는 충청 지역, 그리고 최후

까지 마한 세력이 잔존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충청 지역과는 또 다른 독특한 

분묘문화를 보이는 전라 지역은 백제가 영향을 미친 시점뿐만 아니라 백제 

중앙의 위치 및 고대국가로의 성숙 단계에 따라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배하

는 방식 또한 달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경기·강원, 충청, 전라의 세 지역으로 구분하

여 살펴보는 것은 백제의 지방지배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유효한 구분이라

고 생각된다. 다만 이렇게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구분이 백제의 천

도 과정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고 자연지리적 경계와 완전히 불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효한 구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수계나 산맥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애매한 지역이 몇 있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는 현재 행정구역

상으로는 충청도와 구분하고 있지만 금강을 사이에 두고 바로 인접하고 있

으며, 현재 많은 연구에서 노령산맥 이북지역에 대해서는 충청도와 함께 설

명하는 경향이 있다(金承玉 2007; 朴淳發 2001a). 그러나 본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분으로 사전 분석을 시행해본 결과 전북 지역은 충청 

지역보다 전남 지역과 같은 변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전북 지역과 전남 

지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기·강원, 충청, 전라의 세 지역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

다. 

 이러한 비교를 위해서는 지역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할 만한 절대적인 시간

축의 설정을 기반으로 한 광역적인 공간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토기의 형식분류에 기반하여 유적을 편년하는 것으로는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일단 지금까지 조사된 취락 유적을 보았을 때 하안충적

지에 입지한 취락의 경우는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내부 출토 유물도 완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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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구릉상에 입지한 대부분의 취락 유적들

은 심하게 훼손되어 주거지 형태조차 잘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출

토유물 또한 매우 빈약한 경우가 많다. 대규모 취락의 경우는 주거지간 중

복도 심하여 유물을 통해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또한 현재의 토기 편년안이 가지는 형식학적 방법론의 한계와 지역차를 충

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 특정 시점으로 편년되는 

유적이 확인되지 않는 공백현상이 나타난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바가 있

다(김장석 2009; 김장석 2012; 김장석·김준규 2016). 그 결과 한강유역에서

는 대략 1-2세기대로 편년되는 경질무문토기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호서지

역과 서부 호남지역은 원삼국시대의 이른 시점의 유적이 거의 부재하게 되

며(김장석 2009), 중부지역에서도 경질무문토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북한

강 상류에 이른 시기의 유적이 치중되는 현상이나(김장석 2012; 박경신 

2011) 경질무문토기가 늦게까지 지속되는 지역의 늦은 시기 유적이 사라지

는 문제가 나타났다(金武重 2006; 沈載淵 2006). 더 세부적으로는 금강유역

과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한 김승옥(2007)의 연구에서도 토기편년이나 주거

유형의 지역성에 따라 특정 시기의 취락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확인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탄소연대를 통한 편년안 검토에 따르

면 각 지역별로 확인되는 특정 시기의 유적 공백현상은 실제 인구의 지역별 

편차를 반영하기 보다는 편년안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김장

석 2012; 김장석·김준규 2016). 따라서 현재 편년안을 기반으로 유적의 시

기를 파악한다면 본고의 목적인 취락의 지역별 집중양상을 파악하는 것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난점을 피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탄소연대를 현재 편년안의 대안적 

수단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측정된 탄소연대의 시기별 빈도를 시기별 인구의 

대리지표로 활용하고,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인구의 공간적 분포를 확인하고자 한다. 최근 탄소연

대를 통한 인구증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Gamble et al. 

2005; Kuzmin and Keates 2005; Rick 1987; Shennan and Edinborough 2007). 

탄소연대 측정치의 밀도가 인구밀도를 반영한다는 위 연구들의 접근을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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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한 유적 내에서 확인되는 탄소연대의 시기별 비율은 각 취락의 시기별 

주거지 수, 즉 인구 규모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추출한 각 유적

의 시기별 인구 규모를 공간상에 투영하면 지역별로 인구가 어디에 분포하

고 어느 정도의 밀도로 분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의 시간에 따

른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각 지역 인구 분포의 재조직 방향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이 때 인구밀도를 절대적인 수치로 제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한 시기 내의 상대적인 인구밀도차이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현재로

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 때 후술할 커널 분석3)(kernel density 

estimates: KDEs)이라는 공간 분석 기법을 활용한다면 수월하게 상대적인 밀

도 차이를 추출해낼 수 있다. 또한 인구밀집도와 함께 기존 재지 사회의 변

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취락 조직의 양상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공

간 자기상관 분석과 유적 수 대비 주거지 수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통해 기존 취락 내의 인구가 어떻게 취락 간에 재배치 혹은 유지되는지, 취

락 간 결집도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고, 이로써 백제 확장 이후 

취락의 재편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백제의 성

립 이전과 이후의 인구 분포 변화를 확인한다면 기존의 백제 확장과정에 대

한 가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만약 기존의 가설로 설명되지 않는 양상이 

확인된다면 왜 이런 양상이 확인되는지 고찰하여 기존 설명을 보완할 수 있

을 것이다.

 백제의 영향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기 위한 시간적 기준은 AD 300년으로 

삼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백제 성립과 각 지역으로의 확장시점에 대해서

는 역사학계와 고고학계 내에서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견해차는 

『三國史記』 초기 기록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에서 비롯되는데. 『삼국사

기』 百濟本紀와 『三國志』 東夷傳, 『晉書』 등의 중국사서가 매우 다른 

내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학계 내에서는 백제가 고대국가

로 성장한 시점과 국가의 성격, 그를 지칭하는 명칭도 연구자들마다 다르지

3) 공간 분석과 관련된 용어의 번역은 이희연·심재헌 2011의 용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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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대체로 고이왕대, 즉 3세기 중후반을 국가단계로 발전한 시점으로(李丙
燾 1936; 李基白 1959; 盧重國 1988), 근초고왕대, 즉 4세기 중반경에 활발한 

영역확장을 이룬 것으로 보고 있다. 고고학계에서도 『삼국사기』 초기 기

록 긍정론(金元龍 1967)에도 불구하고, 국가 성립 단계를 역사학계의 연맹왕

국단계로 보고 백제가 국가단계에 들어선 시점에 관련하여 한성백제 토기양

식의 성립과 풍납토성의 축조, 가락동 2호분 등의 분묘 축조를 근거로 보고 

있다(朴淳發 2001a). 그러나 그 시점에 대해서는 3세기 중반(朴淳發 1989, 
2001a, 2012), 후반(權五榮 2011), 4세기 이후(金一圭 2007, 2013; 李盛周 
2011, 2015) 등의 견해가 제시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특정 유물을 가지고 시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편년안을 따름으로써 기존의 논쟁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

나 역사학계와 고고학계의 연구성과를 고려하였을 때, 3세기 중후반에서 4

세기 초의 시점이 백제의 국가 단계로의 성장과 주변지역으로의 확장에 중

요한 시점임은 분명함으로, AD 300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백제의 성장과 

원삼국단계 정치체의 변화과정을 비교하는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

각된다. 이에 더해 경기 이남지역에는 웅진 천도를 기점으로 취락 분포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청도·전라도에 대해서는 475년

을 기점으로 그 변화 양상을 한 번 더 나누어 살펴본다. 연속적으로 점유되

어 온 취락의 변화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더 세밀한 시간폭으로 점차적인 변

화양상을 살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현재까지 축적된 고고학자료의 

해상도로는 세밀한 변화과정을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공간 분석의 특성상 

무리한 시간의 세분은 샘플링 바이어스를 높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크게 두 

시기, 충청도와 전라도에서는 세 시기로 나누어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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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제 확장과 주변부 취락 재편 양상에 대한 가설 

 

① 기존 연구로부터 도출되는 가설 

 백제의 지방지배에 관한 논의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위세품 사여를 통한 수장층의 통제 및 간접지배로 

정리할 수 있다(權五榮 1988; 金成南 2006; 朴淳發 1989, 2001a, 2007; 成正
鏞 2000, 2006). 환언하면 각 지역의 주요 거점지역의 수장층을 매개로 한 

거점지배라고도 할 수 있다. 성정용(2006)은 여기에 더해 城村 단위로 자연

촌에 대한 직접지배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는 뚜렷한 분묘군이 확인되지 

않아 수장층의 존재를 상정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언급으로 볼 수 있고, 

결국 주요 거점지역에 대한 직접지배라는 점에서 거점지배인 것은 동일하

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거점이 확인되는 지역까지를 백제의 영역으로 보

고 있기 때문에, 거점지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결국 그 유적들이 확인되

는 지역을 경계로 그 내부는 전부 백제의 영역에 포함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틀을 따르면 각 지역 취락 분포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양상을 

예상할 수 있다. 우선 각 지역에 원삼국단계 지역 정치체들이 일정한 범위

의 영역을 가지고 분포하고 있음이 상정된다. 이 상태에서 백제의 확장은 

기존에 존재하던 지역 정치체의 수장층과 관계를 맺으면서 거점을 확보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존에 존재하던 지역 거점을 백제의 영향력 하

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취락 분포 자체에 변화는 크게 확인되지 않을 가능

성이 높다. 몇몇 중심지는 그 위상이 약화되는 경우나 거점이 확인되지 않

는 지역에는 새로운 거점취락이 형성되는 정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기

본적으로 기존의 중심지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지속된다. 또한 백제의 영

역 내에서는 같은 지배 방식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최소 4세기대 백제의 영

역으로 간주되는 금강 이북지역에서는 그 시점의 차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

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취락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

다. 이상의 취락변화에 대한 가설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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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취락변화에 대한 기존의 설명안

② 대안 가설

 그러나 위와 같은 거점확보 방식의 지방지배 과정에 대한 설명틀은 기존에 

존재하던 재지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

각된다. 재지의 상황에 따라 백제가 각 지역을 재편하는 방식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유물이나 유구, 유적 분포가 변화하는 양상에 큰 차

이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재지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각 지역과 백제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고 초기 국가의 확장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참고하여 

백제의 확장과정에 대한 기존 설명안의 대안적인 가설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자 한다. 

 초기국가가 주변 지역으로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초

기국가의 등장을 촉진하는 요인이자 초기국가에서 확인되는 공통적인 특징

이다. 외부로는 외부세력에 대항하는 데에 드는 인적·물적 자원을 충당해



- 24 -

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복잡해진 사회체계와 커진 인구 규모를 부양해야 하

며, 수장층은 자신의 위계를 강화하기 위해 잉여를 축적하고 위세품을 입수

해야하기 때문에 외부로의 확장과 안정적인 통합은 잉카, 마야, 와리, 메소

포타미아, 이집트 등의 초기국가들의 중요한 숙제였다(Algaze 1993; Marcus 

and Feinman 1998; Morris 1998; Sherman et al. 2010; Spencer 2010). 그런

데 이 초기국가의 확장 과정과 확장 지역에 대한 통합 과정을 살펴보면 각 

지역과의 관계에 따라 후원자-피후원자의 관계 결성, 동맹, 전쟁 등 매우 다

양한 전략들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백제 또한 마찬가지로 고대국가로 성장해가면서 본래의 중심지역을 넘어 

주변지역의 집단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게 된다. 이 

때 백제가 확장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집단과 맺는 관계, 즉 백제의 

확장전략은 주변지역의 환경적, 지리적, 문화적,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

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백제와 각 

지역집단의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 지역 기존 정치체의 

사회정치적 복합도라고 할 수 있다(Algaze 1993; Jennings and Craig 2001; 

Morris 1988; Schreiber 1987, 1992; Sherman et al. 2010). 각 지역의 복합도

에 따라 백제가 각 지역집단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달라지고 재지집단 또

한 백제의 확장에 대응하는 양상도 달라지며, 백제가 그 지역을 통제하며 

안정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적인 행정조직을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조치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제가 각 지역과 맺는 관계의 방식에는 기존 재지집단들이 어떤 수준의 사

회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지역 집단의 통합도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겠지만 크게 보았을 때, 사회

통합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과 상당한 수준의 통합도를 이룬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통합화가 덜 진행된 지역은 기본적으로 지역 정치체의 

저항이 강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용이하며,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방으로 편재해가기 위해 이들을 관리하기 적절하게 결속시키고 

재편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Hirth and Villaseñor 1981; Morris 1998; 

Ogburn 2001; Schreiber 1987, 1992). 기존의 집단 중 몇 집단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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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는 중심지로 키우거나, 기존에 산포되어 있던 취

락을 관리가 용이한 지역(생산, 운송에 유리한 지역)에 재배치하여 새로운 

중심지를 형성함으로써 백제의 관리 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합도가 높지 않은 모든 지역이 이러한 체계 안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인데, 기존의 지역이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투자 대비 얻어

낼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거나 문화적 이질성이나 적대적인 태도로 인해 이

들을 통합시켜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격적인 취락재편이나 행정

체계의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를 위한 거점적인 성격의 취락을 조성

하여 최소한의 감시만 하거나 아예 기존 인구를 해산시켜 다른 지역으로 재

편시키는 전략이 사용될 수도 있다. 

 반면 사회통합화가 진행되고 이미 해당 지역 내의 중심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롭게 결속시키는 작업보다는 기존 세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기존 지역집단이 상당한 복합화를 이루고 있

는 경우라면 인적·물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절

대적인 공력은 적을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역집단이 백제의 확장에 대해 우

호적일 수도 있고 적대적인 태도로 저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지역집단을 

유지시킬 때의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기존 

정치체를 유지시킬 때의 위험성과 이익, 반대로 기존 정치체를 재편할 때의 

안전성과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대한 확장과정은 크

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하나는 기존의 중심지를 축소시킴

으로써 그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교역망, 위계관계 등을 약화시키고 

백제 중심으로 재조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해당 지역의 중심세력을 유지

하면서 그를 중심으로 형성된 교역망과 위계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

이다.  

 전자는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통제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방법이지만 

때로는 물리적 강제력이 투입되어야 할 수도 있으며, 기존 세력의 재편 후 

백제에 필요한 물자나 인력동원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과 관리가 

수반되어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Ogburn 2001). 그러나 후에 경쟁세력이 될 만한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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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게 제거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에 더 직접적으로 접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후자는 기존의 정치체들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인력을 투입하는 등 직접적인 비용이 

적다는 이점이 있으나(Morris 1998), 지방의 세력이 너무 강력해서 중앙에 

위험이 되는 경우에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남는다는 단점이 있고 지방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간접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 수장층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의존도를 높여가거나 그 주변세력을 통해 견제하는 등의 방법의 고안이 수

반되어야 한다. 

 만약 백제의 지방지배 전략에 대한 위와 같은 가설에 따른다면 예상되는 

취락변화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지역 정치체의 통합도는 인구 분포 양상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사회통합도나 사회복합도는 다양한 사회적 측면

에서 평가될 수 있고, 취락고고학에서의 복합도도 인구 규모의 증가, 취락 

내·취락 간의 위계의 증대, 특수한 기능을 가지는 유구의 확인 등의 몇 가

지 조건들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조건들을 검토하는 것은 

광역적인 분포를 다루는 본고의 접근 방법상 어렵고, 적어도 취락 수와 인

구 규모의 증가는 복합도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로 볼 수 있

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인구가 얼마나 통합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만큼의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사회통

합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렇게 사회통합도를 정의한다면, 재지 정치체의 통합도가 낮은 지역의 경

우에는 특출 난 중심지의 형성이 미미하고 인구 분포도 결집되기 보다는 상

대적으로 퍼져있는 양상을 보이며 중심지간 위계가 뚜렷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복합화된 정치체의 존재가 미미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정치

체들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반면 사회통합도가 진

전된 지역의 경우는 상당한 인구밀집도를 보이는 중심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중심지 및 취락 간 위계화가 확인될 것이 예상된다.

 이후 백제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백제가 지역 내의 복합화를 이루지 못한 

지역집단을 결속하는 방식으로 지역을 통합해간다면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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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았던 기존의 인구 분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취락 및 인구밀집지

간 상대적인 밀도 차이가 발생하는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인구가 집

중되면서 백제의 관할 하에 있는 취락 규모가 확대되는 현상이 수반될 수 

있다. 한편 지역집단을 적극적으로 결속시키기보다 감시차원의 관리만을 하

고자 하는 경우에도 거점취락이 형성되는 식으로 취락 분포에 반영될 것이

다. 반면 복합화된 정치체가 있는 지역에서 기존 지역 정치체가 해체, 재편

된다면 기존의 중심지의 규모 축소와 위계의 하락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며, 

백제 중앙의 필요에 적합한 새로운 중심지의 형성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정치체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기존의 중심지가 큰 변

동 없이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며, 지역에 따라 새로운 중심지가 

추가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취락변화에 대한 대안적 설명안

 위의 취락변화에 대한 기존의 가설과 대안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본고에서 

활용한 도구는 방사성탄소연대와 공간 분석으로, 구체적인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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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성탄소연대

① 방사성탄소연대를 통한 시기별 인구 규모의 산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수혈주거지에서 측정된 탄소연대를 이용하여 AD 300

년 이전과 이후에 해당하는 주거지의 밀도를 추출하고 그것을 인구의 대리

지표로 활용하여 인구의 시공간적 분포를 파악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에서 

방사성탄소연대는 편년을 검토하는 작업에만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김장석 

2012; 소상영 2013; 安承模 2012; 李昌熙 2008, 2011), 최근 방사성탄소연대

를 이용하여 인구변동 추세를 추적하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편년자료를 넘어 

인구의 시공간적 변동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적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Ahn and Hwang 2015; Gamble et al. 2005; Kuzmin and Keates 2005; 

Rick 1987; Shennan and Edingborough 2007)4). 방사성탄소연대의 분포를 통

해 인구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전제는 연대 측정치의 개수가 시료를 추출할

만한 유구의 빈도를 뜻하며 유구의 빈도는 곧 그것을 사용했던 인구 규모를 

반영한다는 것으로(Rick 1987), 방사성탄소연대 분포곡선의 증감을 통해 인

구의 증감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과 접근에 대해 

방법적·해석적 측면에서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Contreras and 

Meadows 2014; Crombé and Robinson 2014; Rhode et al. 2014)5), 이 외 마

4) 이 외에 각 대륙에서 탄소연대를 통한 인구변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는 Brown 2015의 Table 1 참고. 

5) 이러한 비판의 골자는 크게 방법론적 측면과 해석적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방법론적 문제
는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의 빈도 변화에 실제 인구변동이라는 요소 외에 시간에 따른 
시료의 보존문제, 즉 화석학적 문제와 지역별·조사기관별 경제력에 따른 조사 밀도의 차
이 및 시료측정 빈도의 차이, 시대별 관심정도에 따른 조사밀도의 차이,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 개수 자체, 그리고 보정곡선의 간섭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해석적 문제로
는 장기간의 인구변동을 확인하는 연구의 경우, 각 시기별 생계경제의 변동에 따른 이동
성의 변화, 유구의 축조 및 사용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확인되는 유적 수 자체가 변화
하기 때문에 방사성탄소연대를 측정할만한 시료생성 정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오히려 탄소연대 빈도의 증감이 인구변동보다 다른 문화적 차원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
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은 대체로 타당하고 검토할만한 것들이라고 생각되나 원삼국~
삼국시대라는 비교적 동일한 생계양상을 보이는 시대를 다루고 실질적인 인구의 증감 정
도보다 공간적인 분포상의 차이에 초점을 맞춘 본고의 내용상 시간에 따른 화석학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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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시뮬레이션 기법 등을 통해 다양한 변수

에 대한 오류의 영향력 정도를 측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Brown 2015; Downey et al. 2016; Johnson and Brook 2011; Surovell et al. 

2009; Williams 2012), 충분한 샘플 사이즈가 확보되고 적절한 검열 및 조정 

작업이 수반된다면 이러한 방법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많은 연

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접근법이 단순히 유적의 유무가 아닌 시기별 규모의 변

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본다. 즉, 위와 같은 논리로 한 

유적에서 측정된 탄소연대의 시기별 비율이 해당 취락 내의 주거지의 점유

비율, 즉 시기별 인구 규모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면, 탄소연대측정치 통

해 취락의 시기별 인구 규모를 추출해낼 수 있고, 단순히 대규모 취락의 유

무가 아닌 시기별 규모의 확대·축소양상을 고려하여 인구의 시공간적 분포

를 추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탄소연대측정치는 전국의 활발

한 국토개발과 편년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외국의 사례보다 훨씬 많은 

수가 확보되어 있고, 시료의 선정도 대부분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유구

에서 얻은 목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샘플링 바이어스는 낮되 시료의 신

뢰도도 높은 편이다. 그렇다면 탄소연대를 통한 인구의 시공간적 변동에 대

한 접근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유효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따

라서 본고에서는 탄소연대를 인구의 대리지표로 활용하는 논리를 유적단위

에 적용하여 지금까지 수혈주거지에서 측정된 탄소연대를 통해 AD 300년 

이전과 이후에 해당하는 주거지의 밀도를 추출하고 후술한 공간 분석의 변

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탄소연대는 확률치로서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

용 이전에 몇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선

행될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시료의 혼입이나 오염문제 등으

로 인해 실제와 매우 다른 연대가 측정되는 경우이다. 이는 현재 탄소연대

제나 문화적 차이에 의한 시료생성 정도의 차이 등의 상당수의 비판은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탄소연대의 오류가능성과 발굴 및 탄소연대 측정의 
빈도 등으로 인해 인구가 과대, 과소평가되는 경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려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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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이 축적되면서 원삼국~삼국시대의 맥락을 반영하는 연대가 대략 알려

져 있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연대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

다. 현재 원삼국~삼국시대 편년과 탄소연대 분포를 함께 고려했을 때 

2300-1400 BP를 벗어나는 연대는 유적의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

렵다(김장석 2012). 이에 더해 본고에서는 2100 BP보다 이른 연대의 경우 

다른 연대들에 비해 너무 동떨어진 연대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현상

을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제외하였다. 또한 오차범위가 너

무 큰 경우에도 연대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오차를 갖는 

사례들도 제외한다. 

 이렇게 조정 작업을 거친 후에 방사성탄소연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방

사성탄소연대가 가지고 있는 오차범위로 인해 주거지가 특정 시점의 이전에 

해당하는지, 이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측정치가 보정을 거치는 경우 이는 더 이상 정규분포가 아닌 수학적으

로 정의하기 어려운 곡선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Bowman 1990) 더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각 시기에 해당하는 주거지

의 비율을 산출해 비교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방

법론적으로 불가피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상치를 제외한 탄소연대 측정

치에 대해 Oxcal 4.2(Bronk Ramsey 2009)의 R-date 명령어를 사용하여 보정

한 후, AD/BC로 산출된 보정연대의 범위에서 중간값을 주거지의 시기를 나

타내는 대푯값으로 사용하여 AD 300년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방법을 사

용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 3>을 보면 1750±50의 연대를 보정해 얻은 중간

값이 AD 288년임으로 이 주거지는 4세기 이전에 속하는 주거지로 구분하였

으며, 1730±50의 연대를 보인 주거지의 경우는 보정연대의 중간값이 AD 

307년임으로 4세기 이후에 해당하는 주거지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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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탄소연대를 통한 주거지의 시기 구분 예시

 물론 방법론적으로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중간값을 활용하여 4세기 이전과 

이후에 해당하는 주거지를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방법이다. 확률밀도

분포 상으로 보았을 때 중간값을 기준으로 AD 300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한

다 하더라도 그 반대편의 면적이 더 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확률적인 의미에서 표본 수가 충분히 많다면 실제로 AD 300년 이후의 주거

지가 AD 300년 이전으로 잘못 판단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에 

해당하는 경우도 동일한 확률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충분한 표

본 규모를 가지고 있다면, 개별 주거지 시기가 잘못 판정되는 경우가 소수 

있다고 해도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상쇄된다고 볼 수 있으며, 정밀한 편년

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시간 폭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본고의 목적상 중간

값이라는 대푯값을 사용하여 크게 두 시기를 구분하는 데에는 큰 오류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본고의 연구대상인 백제의 영역

이었다고 여겨지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에서 조사된 원삼국~삼국

시대 유적 중 방사성탄소연대가 측정된 취락 유적만 따져도 300개 이상이고 

발굴보고서에 보고된 탄소연대를 수합한 결과 1800건에 다다른다. 그 중에

서 현재 한국고고학의 편년 상 절대 수용될 수 없는 이상치를 제거한 후 시

료의 맥락이 비교적 확실하고 거주인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수혈주거

지에서 측정된 연대를 취합하고 한 유구에서 복수로 측정된 연대치를 결합 

한 후에도 279개의 유적에 대해 1357개의 연대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정도 

자료의 양이라면 확률적인 형태로 제시되는 탄소연대의 특성을 고려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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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역별로 인구재편과정을 비교하기 위해 탄소연대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대 조정 결과 분석대상 취락 유적은 <그림 5>와 같

다.  

② 샘플링 바이어스의 보정

 이렇게 이상치를 제거하고 난 후에는 탄소연대가 인구 규모를 과대, 과소

평가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탄소연대가 인구를 과

대평가하는 경우는 한 유구에서 다수의 연대치가 측정되어 주거지가 중복 

반영될 때로,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유구별로 하나의 연대를 선택하

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때는 중간값(김장석 2012)이나 늦은 연대(安
承模 2012)가 선택될 수도 있지만 확률치라는 탄소연대의 특성상 Oxcal 

4.2(Bronk Ramsey 2009)에서 제공하는 R-combine이라는 확률적인 결합방법

을 사용하여 하나의 연대치를 산출하였다.6) 

 반면 탄소연대가 인구를 과소반영하는 경우는 전체 주거지에서 탄소연대가 

측정되지 않았을 때 탄소연대의 개수가 인구밀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발생한다. 특히 탄소연대가 측정된 주거지의 비율이 유적별로 

다르기 때문에 탄소연대의 인구를 반영하는 정도에서 유적 간 차이가 나게 

된다. 이와 같은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탄소연대측정치의 개

수 자체를 인구의 대리지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취락의 규모, 즉 주거지의 

개수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 유적 내에서 탄소연대의 시기별 

비율을 한 취락의 라이프 사이클을 반영하는 분포로 활용하여 그 분포에 따

른 시기별 취락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6) 만약 복수의 연대 중 다른 연대에 비해 차이가 크게 나는 측정치는 아웃라이어로 간주하
고 제외한 뒤 결합하고, 또 콤바인이 불가한 경우 다음으로 동떨어진 연대를 보이는 것을 
제외하였다. 측정치 두개가 콤바인 되지 않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연대가 유적 전체에서 
확실히 동떨어진 연대를 보인다면 제외하였으나(ex. 광주 세동 3호 주거지: 2020±40, 
1850±40, 그 외의 연대는 1730~1890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2020±40의 연대를 제외하였
다). 그 판단이 애매한 경우 두 연대 중 하나를 선택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두 연대를 
모두 제외했다(ex. 연천 강내리 30호 주거지: 1790±40, 19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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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시기별 탄소연대 측정치의 비율에 전체 

주거지 수를 곱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측정된 탄소연대를 

전체 주거지의 빈도분포와 100퍼센트 동일시 한다는 점에서 측정된 탄소연

대 샘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샘플링 바이어스를 그대로 적용할 위험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측정된 탄소연대가 얼마나 주거지의 분포를 잘 반영하

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는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주거지의 빈도분포가 

어떤 분포를 띌지는 유적의 존속기간이나 형성과정에 따라 각기 다를 것이

기 때문에 이론적 분포를 가정하기 어려우며 고고학 자료의 검토만으로 이

를 추론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부트스트랩 표본재추출(bootstrap resampling)이라는 방

법을 사용하여(Kim 2016)7) 유적 간 탄소연대 측정 비율의 편차에 관계없이 

주거지 개수를 고려한 인구 규모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부트스트랩은 통계

적 추론을 위한 표본재추출 방법으로, 분포가 알려지지 않은 모집단에 대해 

관찰된 표본의 복원 재추출을 통해 통계량을 추론하는 비모수적 방법이다

(Efron 1979).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분포

를 알 수 없는 많은 상황에 적용할 수 있으며, 오히려 무리한 확률분포를 

적용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전명식 외 

1997) 취락 자료와 같이 유적의 존속양상과 취락 규모의 변동과정을 추론하

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보고서나 논

7) 부트스트랩의 방법은 Kim 2016에서 제시된 바 있다. Kim(2016)은 한국 청동기시대 탄소연
대 분포에서 확인되는 인구감소가 샘플링 바이어스에 의한 문제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
해 부트스트랩과 분포적합(Distribution fitting)을 활용하여 샘플링 바이어스를 최소화한 후
에도 인구가 감소하는 곡선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포적합은 원 데이터의 분포
를 통해 그 분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분포를 찾아 연속적인 분포곡선을 만들어 주
는 방법으로, 중간에 데이터가 결손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다 가능성이 높은 분포를 찾아
준다는 점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표본 내에서 샘플링을 반복하여 기존 데이터의 분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트스트랩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반면 이 방법
은 분포를 찾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위 숫자를 발생시켰을 때 그 분포곡선의 폭에 따
라 이상치에 해당하는 수치가 포함될 확률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탄소연대측정치가 최
소 5개 이상 있어야 분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탄소연대 측정치가 5개 미만인 유
적들을 분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부트스트랩 방법만
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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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들에서 토기편년을 가지고 취락의 단계를 설정하기는 하지만 주거지 내 

남아있는 자료의 불확실성이나 편년의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취락의 시기

별 규모를 고고학 증거에 기반하여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개별 

유적의 성격에 따라 취락 규모의 변화가 상이하게 진행되었을 것이기 때문

에 특정 분포를 가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즉 고고학 자료만을 가지고 라

이프 사이클을 가정할 수 없는 취락 유적의 경우 측정된 탄소연대의 부트스

트랩을 통해 시기별로 존재하는 주거지의 분포를 추정하거나 통계량을 추정

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현재 발굴된 취락 자료 상의 인구 규모를 최대한 반영하는 

표본 수를 얻고자 한다.

 구체적인 적용안은 Kim(2016)이 제시한 방법을 따랐다. 부트스트랩의 경우 

우선 측정된 혹은 결합된 탄소연대의 중간값을 대상으로 표본재추출을 통해 

조사된 주거지만큼의 표본수를 만들고 이 과정을 10번 반복하여 얻어진 샘

플을 합쳐 분포를 구한 후, 100년 단위의 비율과 주거지 개수를 곱해 시기

별로 존재하는 주거지의 개수로 삼았다.8) 그리고 본고에서 비교 기준으로 

삼은 AD 300년 이전에 속하는 연대를 합쳐 4세기 이전의 인구 규모로 삼고 

AD 300년 이후의 연대를 합쳐 4세기 이후의 인구 규모로 삼아 후술한 공간 

분석의 기본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랩을 통해 얻은 연대의 분포와 

원자료를 비교하면 <그림 4>와 같다. 

  

8) 일반적으로 부트스트랩은 신뢰구간을 구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이나 바이어스, 분산, 가
설검증 등 폭넓은 통계적 문제에 적용될 수 있으며(Dixon 2006), 고고학에서도 신뢰구간이
나 오차범위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바가 있다(Baxter 2001, Carballo and Pluckhahn 
2007, Drennan and Peterson 2003). 그러나 시기별 취락의 규모를 추론하고자 하는 본고
의 목적상 취락 내 탄소연대측정치 분포의 평균, 표준편차, 신뢰구간 등 모집단의 통계량
을 구하는 것으로는 시기별 취락 규모를 비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통계량을 
추정하는 대신 표본 복원재추출을 통해 표본 수를 주거지의 수에 맞게 증가시켜 분포를 
보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랩을 위해서는 Resampling Stats for Excel이라는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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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보정연대의 중간값(左)과 부트스트랩 결과(右)에 대한 히스토그램

3) GIS를 이용한 공간 분석

 백제의 확장 이후 인구 분포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인구의 

공간적 밀도 분포를 시각화하여 비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를 통해 유적당 시기별 인구 규모를 구한 후, GIS의 공간 분석 기법

을 활용하여 인구의 공간적 분포 및 시간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백제 확장 

이후의 취락 분포의 변화는 크게 두 단계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데, 첫째

는 인구의 상대적인 분포밀도를 시기별로 시각화하여 각 지역의 인구 분포

가 어디에 밀집되어 있는지와 각 지역 인구밀집지의 형성 양상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취락의 공간적 분포관

계를 확인하여 지역 내 취락의 조직 및 취락 재편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구체적인 유적 수 대비 주거지 수와 취락 규모 분포 히스토그램

을 부수적으로 검토한다면, 백제 확장 이전과 이후의 인구 및 취락 재편 양

상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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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단계를 위해 사용된 방법은 커널 분석(kernel density estimates: 

KDEs)이다. 커널 분석은 입력된 점의 분포를 근사치로 부드럽게 표현하여 

점의 상대적인 분포밀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Conolly and Lake 2006), 입력

하는 점의 개수와 분포에 따라 그림이 다르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림 간에 

밀도나 점의 크기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밀도의 

공간적 변화를 시각화하기에 유용하다. 또한 밀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취락

의 유무만을 따지는 이분법의 한계를 완화시킬 수 있어 최근 고고학에서도 

유물과 유적의 시공간적 분포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Chaput et al. 2015; Grove 2011). 본고에서는 커널 분석을 통해 탄소연대측

정치로 추정한 시기별 주거지 밀도를 시각화함으로써 인구가 어느 곳에 밀

집하였으며 그것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

적으로는 현재 경기도·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의 행정구역 범위를 각 분석

의 범위로 지정하였고, 셀(cell) 크기의 조건은 Minimum of input으로 두었으

며 각 지역 셀의 크기는 경기·강원 489.64㎡, 충청 489.17㎡, 전라 518.26㎡

이다. 그 외의 항목은 기본 설정을 따랐다. 

 두 번째 단계로 구체적인 취락 분포양상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공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단계에서 이용할 공간 분석은 데이터가 

얼마나 군집 혹은 분산된 양상으로 분포하는지를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방법

으로, 이 결과를 통해 백제 확장 이전에 취락이 얼마나 군집되어 있었고 확

장 이후에는 기존의 분포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취

락의 군집양상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Ripley의 K 함수(Ripley’s K 

Function)를 활용하여 스케일을 늘려가며 군집 양상을 일차적으로 검토하였

다. 공간 분석에서 분석의 스케일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분석 결과에 큰 영

향을 미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Hodder and Orton 1976). 

Ripley의 K 함수는 점차 스케일을 늘려가며 주어진 지름 내 점들의 평균누

적빈도를 계산해 무작위로 추출된 점들과 비교하여 군집여부를 판단하기 때

문에(Winter-Livneh et al. 2010; Wright et al. 2014), 스케일에 따른 군집의 

전반적인 양상을 확인하기에 유용하다. 본 분석에서는 distance band를 60으

로 두고, 999번의 시행을 통해 confidence envelope을 산출하였으며, 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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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m씩 범위를 증가시키며 군집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확인된 Ripley의 K 함수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최근린 분석(Average nearest neighbor)과 Moran의 I 지수(Global 

Moran’s I) 두가지의 공간 분석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 최근린 분석은 

가장 가까운 점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무작위로 추출

한 점 간에 추출된 평균값과 비교하여 그 군집정도를 판단한다(Fletcher 

2008; Wong and Lee 2005). z-score가 0이상인 경우는 분산에 가까운 경향

을 보임을 의미하고, 0이하의 값은 군집도가 증가함을 의미하며, 0은 무작위 

분포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방법은 수치적으로 얼마나 취락들이 떨어져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평균거리를 제공하고 z-score를 통해 각기 다른 지

역의 군집도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직선거리의 평균치를 

측정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이상치의 존재나 대상 지역의 평면 형태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Conolly and Lake 2006, Hodder and 

Orton 1976). 

 따라서 최근린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간 자기상관 분석 기법인 

Moran의 I 분석도 함께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이 방법은 점이 아니라 래스

터 셀(raster cell)을 단위로 삼아 유사한 값들의 군집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는 최근접 점간의 직선거리의 평균을 측정하는 최근린 분석의 한계를 완

화하여 공간적인 군집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Wong and Lee 2005). I 

값은 –1에서 1 사이에서 구해지며,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자기 상관을 보이

며 군집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자기 상관성을 보이며 

분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z-score는 군집의 통계적 유의도를 보여주는 것

으로서, 높은 값일수록 유사한 값들끼리 몰려있음을 의미하고 낮은 값일수

록 다른 값들이 섞여있음을 의미한다. 분석에서는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

였으며 연구대상의 면적은 경기·강원 28,556㎢, 충청 16,327㎢, 전라 20,933

㎢이다. 래스터 셀을 분석 단위로 사용해야 하는 Moran의 I의 경우 Fishnet 

도구를 이용하여 2500*2500m의 그리드를 만들고 각 셀에 포함되는 점의 개

수를 연동시켜 유적의 개수를 변수로 Moran의 I 분석을 실시하였다(Fletcher 

2008). Conceptualization은 Inverse-distance를 사용하였으며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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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shold은 경기·강원 5591m, 충청 5591m, 전라 2500m로 기본 설정을 따

랐다. 

 물론 백제와 지방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적의 분포뿐만 아니라, 

유적 내에서 출토되는 구체적인 유물의 양상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유물에만 초점을 맞추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설정하는 경우 특정 유물의 출현을 확인하는 것에 치중하여 각 지역에서 나

타나는 전반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지방재편과 관

련해서는 특정 유물의 출현을 확인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각 지역에서 나

타나는 공간적 변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

다. 또한 광역적 차원의 공간 분포는 유적 내 유물과 유구 분석 못지않게 

해당 지역의 사회, 정치, 경제, 환경 등 거시적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분

석 단위로(Nelson and Hegmon 2001; Tringham 1979), 한국고고학계 내에서

도 연구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권학수 1994; 김범철 2014). 

그러나 광역적인 공간 분석을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를 요하기도 하고 그동

안의 연구가 특정 지역 내의 유물과 유구 단위의 분석 위주로 이루어져 왔

기 때문에 취락 분포의 변화, 인구재편 등의 광역적 차원의 분석은 거의 시

도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공간적 정보를 통해 기존 논의에서 본

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본고에서 다루는 자료는 전국에서 발굴된 취락 유적만을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편중성이 있는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데이터가 무

작위적으로 얻어졌다는 가정 하에 현재 취락의 분포양상이 어떤 것인지 확

인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고의 분석이 각 지역 내에서의 

시간적 변화를 중심으로 지역 간의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바이어

스가 있는 데이터이지만 각 지역 간의 공통점, 혹은 차이점을 통해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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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묘 유적과의 비교

 취락 유적과 분묘 유적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상적인 취락 고고학

의 접근일 것이다. 그러나 <그림 5>와 <그림 7>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취락 

유적과 분묘 유적의 분포는 현재 고고학적 자료로 보았을 때 완전히 일치한

다고 볼 수 없다. 호남지역의 경우 취락 유적의 범위 내에서 분묘 유적이 

확인되는 경우가 다수 있고, 그 외의 지역에서도 옹관묘가 취락 내에서 간

혹 확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주거시설 위주의 취락 유적과 분묘 유적

은 구역을 달리하여 확인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취락 유적과 해당 취락에

서 조영하였을 것 같은 분묘 유적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도 없진 않았지만(尹
淨賢 2014)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 종류의 유적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특

정 취락과 특정 분묘군을 연결시킬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

다. 

 이렇게 취락과 분묘의 분포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두 성격의 유적 모두 특정 이유에서 고고학적 가시성이 차이가 나

는 데에 비롯한다고 생각된다. 우선 무덤의 경우에는 장송의례의 차이에 따

라 무덤을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전통에 따라 무덤을 만드는 방식이 달

랐기 때문에 이것이 고고학 자료로서 가시적으로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權
五榮 2009). 이런 경우라면 무덤유적이 인간의 점유 양상을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경기 북부 및 강원도와 전남 동부 남

해안 지역의 경우 무덤자료로 보면 인구 공백지에 가까워진다. 또한 무덤은 

종류에 따라 만들기 쉽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매장시설을 만들기 위한 노동력과 부장품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정 계층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전반적인 사람들의 점유양

상을 보여주기 보다는 특정 계층의 정치적 변화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어 실

제 그 지역의 인구 규모와는 상관없이 분묘 유적의 대표성이 강조될 가능성

이 있다. 반면 무덤의 구조나 축조재료가 오랫동안 보존되기에 용이하거나 

지상에 거대한 표식을 남기는 경우에는 지하에 매장된 무덤이나 수혈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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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훨씬 많이 알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취락 유적의 경우는 대부분 수혈식의 유구가 많기 때문에 확실히 발굴조사

가 되지 않는 한 유적의 존재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지

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분묘 유적에 비

해 정보를 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만약 주거지가 지상화 되는 경우라면 

그 고고학적 가시성은 훨씬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두 종류의 유적 모두 다른 측면에서 샘플링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

고 과거 인간 점유 양상을 반영하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다면,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취락 유적에 가중치를 부여해 논의를 진행하

고자 한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무덤유적이 보여주는 사회상은 지배

층 일부에 해당하는 것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백제의 지방 재편 방식을 확

인하기 위해서는 취락 분포의 검토가 선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백제·마한 지역에서 확인되는 무덤유적에서는 유물 자체가 풍부한 편

이 아니기 때문에 유물의 정치한 편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도 어렵고 그 

중에서도 편년의 지표가 될 만한 유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기존 논의를 

반복하는 함정에 빠질 위험도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취락 분포에 우선하

여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분묘 유적에서 확인되는 양상을 부수적으로 검토

하고자 한다.  

 분묘 유적을 부수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두 유적의 성격 차이를 넘어 확

실히 취락 유적의 샘플링 바이어스가 확인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묘 유적

과의 비교를 통해 해석 시에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귀분석인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rares: OLS)을 활용한다. 회귀분석

이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통계

적 방법으로, 두 변수간의 관계를 직선의 회귀식으로 도출하여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상응하는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다(이희

연·심재헌 2011). 본고에서는 독립변수를 취락 유적으로 두고 종속변수를 

분묘 유적으로 두어 취락의 조성과 분묘의 조성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단, 이 방법을 통해 취락 유적에 따른 분묘 유적의 

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회귀식에서 벗어나는 잔차의 분포를 통해 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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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이 과소반영된 지역, 혹은 과대반영된 지역을 확인하는 데에 사용한다. 

만약 잔차가 양수로 크게 나온다면 이는 종속변수인 분묘 유적의 관측값이 

회귀식에 의해 예측된 값보다 크게 나온 것으로 회귀식에서 분묘 유적이 과

소추정되었음을 의미하고 취락 유적에 비해 분묘 유적이 많음을 암시한다, 

반대로 잔차가 음수로 작게 나온다면 이는 분묘 유적이 예측된 값보다 적게 

확인된 것으로 회귀식에서 분묘 유적이 과대추정되었음을 보여주고 취락 유

적에 비해 분묘 유적이 적게 확인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회귀분석에

서 취락 유적이 과소평가된 경우나 분묘 유적이 과소평가된 지역이 확인된

다면 샘플링 바이어스의 가능성과 그 요인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ArcGIS 10.2의 Fishnet 도구를 사용하여 남한지역을 

25*25km의 방격으로 나누고, 각 방격 안에 포함된 주거지 수와 분묘 수를 

변수로 삽입하여 각각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삼아 OLS 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렇게 산출된 회귀식에서 도출된 잔차의 분포는 그림으로 표현하여 종

속변수가 과소·과대평가된 지역을 공간적으로 확인하였다.   

 회귀분석은 기본적으로 두 변수 간에 몇가지 가정에 기반하는데 회귀식에

서 예측된 값과 실체 관측값 사이에 발생하는 오차의 정규성, 독립성, 등분

산성, 공간적 자기상관의 배제, 공선성 배제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이

희연·심재헌 2011). 만약 공간 데이터의 특성 상 변수들 간의 공간적 자기

상관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가변수그림(added-variable plot)을 통해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거나, 공간적 자기상관을 통제하는 공간회귀모델(spatial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거나, 독립변수가 종석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공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는 지리가중회귀모델(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odel)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이희연·심재현 

2011; Conolly and Lake 2006). 그러나 본고에서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모델링하고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취락 유적과 분묘 유적 

간에 발생하는 불균형을 확인하고 샘플링 바이어스가 있는 지역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취락과 분묘라는 두 변수의 관계가 위의 조건을 충

족시키는지 검토하거나 예측력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잔차의 분

포를 통해 취락 유적과 분묘 유적이 각각 과소 확인된 지역을 확인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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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한다. 

 그 다음으로 취락 분석에서도 활용한 커널 분석을 통해 묘제별 분포를 확

인하여 OLS에서 샘플링 바이어스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 지역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고, 해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묘제의 차이는 시간성을 나타내

거나 분묘를 축조한 집단의 성격 차이를 반영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경

우에는 취락에서 확인한 인구밀집지의 변화양상을 뒷받침하고 해석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취락과 분묘 유적 

분포의 기본적인 차이로 인해 모든 지역의 양상을 명쾌히 설명할 수는 없으

며, 본고의 중심 연구 대상이 분묘 유적이 아니고 전국의 유적을 다루다 보

니 세부적인 형식분류 등은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묘제의 

활용은 원삼국단계에 중심이 되는 재지묘제와 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석축

묘(석곽묘와 석실묘)를 나누는 정도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며, 4세기를 

전후하여 살펴본 취락 중심지의 변화가 묘제별 분포 차이에도 반영되어있는

지 검토하는 차원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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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분석 대상 취락 유적(유적 번호는 <부록 1>에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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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기별 분석 대상 취락 유적: (左) 4세기 이전, (右) 4세기 이후(유적 번호는 <부록 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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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분석 대상 분묘 유적(유적 번호는 <부록 2>에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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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공간 분석을 통해 본 지역별 취락 재편 양상

 

 본 장에서는 방법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몇 가지 공간 분석을 통하여 AD 

300년을 기준으로 원삼국~삼국시대 인구 및 취락 분포의 재편 양상을 확인

하고자 한다. 4세기는 적어도 백제가 성장하여 주변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

해나가는 시기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

점으로 취락 분포를 비교한다면 백제 확장으로 인한 인구 및 취락 분포가 

어떻게 재편되는지 대략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1절에서는 인구가 공간적으로 어디에 분포하며, 어느 정도의 밀도로 

분포하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탄소연대측정치의 

빈도를 기준으로 추출한 4세기 이전과 이후의 인구밀도를 커널 분석을 통해 

각각 시각화하여 지역별로 비교할 것이다. 이렇게 인구의 대략적인 분포 양

상이 확인된 다음에는 구체적인 취락단위의 양상을 함께 검토하여 실질적인 

인구 규모와 취락체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서는 구체적인 취락 수 대비 주거지 수를 비교하여 실질적인 인구증감 여부

와 취락의 규모변화를 파악하고, 취락 규모별 빈도를 나타낸 히스토그램과 

유적의 존속양상을 함께 확인하여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2절

에서는 몇 가지 공간 분석을 실시하여 취락의 공간적 분포는 어떻게 변하는

지 수치적으로 확인하여 취락 분포 양상의 변화를 복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분묘 유적과의 비교를 통해 샘플링 바이어스를 

보완한다.   

   

 

1. 커널 분석을 통해 본 지역별 인구 분포의 변동

1) 경기·강원 지역

 

 커널 분석은 점, 혹은 점이 가지는 값을 가중치로 두고, 그것의 밀도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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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화하는 방법으로, 진한 점일수록 높은 밀도를 나타내고 연한 색일수록 낮

은 밀도를 나타낸다. 본 분석에서는 주거지의 수가 변수이기 때문에 진한 

부분은 높은 주거지의 밀도를 나타내고, 연한 부분은 주거지의 밀도가 낮은 

지역을 뜻한다. 또한 각 그림은 주어진 데이터의 상대적인 밀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그림 간에 직접적인 인구 규모를 비교할 수는 없으나, 각 

그림 안에서 데이터의 상대적인 분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즉 

특정한 곳에 밀집된 양상을 보이는가, 아니면 산포되어 나타나는가 등의 밀

도 분포 양상을 비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강원지역의 인구밀도 분포를 나타낸 <그림 8>을 보면 

경기·강원도의 경우 4세기 이전에는 인구밀집지역이 넓은 지역에 퍼져 있

는 양상을 보인다. 서울 및 수원, 화성 등 경기 남부와 가평, 남양주, 연천, 

포천 등 경기 북부, 김포, 인천의 서해안, 춘천, 홍천 등의 북한강 유역, 원

주와 여주 등 남한강 유역, 강릉, 동해의 영동 등 경기도와 강원도 전지역에 

걸쳐 상대적으로 균일하고 넓게 퍼져있는 양상을 보이며, 확인되는 인구밀

집지역 간 밀도차이도 크게 나지 않는다. 또한 인구밀집지역 간의 공간이 

낮은 밀도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히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는 지

점 없이 유사한 수준의 인구 규모가 경기·강원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었

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유적 및 인구의 결집도가 높지 않은 상

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4세기 이후가 되면(그림 8의 下) 인구 밀집지역

의 분포 양상이 변화하는데, 기존 중심지의 분포에서 위치는 크게 변화하진 

않지만 특정 지점으로 인구 분포가 집중되고, 인구밀집지 간 격차가 크게 

발생한다. 우선 경기 남부의 오산천, 탄천 일대의 화성, 용인 지역과 영서의 

화천을 중심으로 가장 높은 인구밀집지가 확인된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 북

부와 영서, 서해안에서 경기 남부에 비해 조금 낮은 밀도의 인구밀집지가 

확인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김포, 연천, 포천, 남양주, 가평, 춘천, 홍천, 강릉 

일대가 이에 해당한다. 이 지역들은 이전시기부터 인구 점유가 있었던 곳들

이고 이전 시기부터 점유되던 유적들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나, 4세기 이

후에는 화성, 용인, 화천 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인구밀도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 한편 영서 남부의 원주, 평창이나 영동의 동해, 삼척 등지에는 인구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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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경기·강원 지역 4세기 전후 인구 분포 비교: (上) AD 300 

이전, (下) AD 3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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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지역이 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를 정리하면 이전 시기의 인구밀집지역이 상대적인 밀도 차이가 크게 나

지 않은 양상을 보인 반면, 4세기 이후에는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과, 

그보다 낮은 밀도를 보이는 지역, 그리고 이전에 있던 인구밀집이 사라지는 

지역으로 나뉘어 인구가 재편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러한 인구밀도의 차

이는 커널 분석의 수치를 비교해보았을 때 4세기 이전의 최고 수치에 비해 

4세기 이후의 최고 수치가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다음으로는 커널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실질적인 인구증

감 양상과 취락체계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시기

별 탄소연대, 유적, 주거지 개수의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각 지역 인구 규모

의 증감 여부와 취락 규모의 변화를 일차적으로 확인하였다(표 1). 커널 분

석에서 인구집중 양상을 보였던 경기 남부와 영서 북부의 수치부터 살펴보

면, 경기 남부에서는 유적 수의 증가와 주거지 수의 증가가 함께 나타난다. 

그런데 유적 수 증가폭에 비해 주거지 수의 증가 폭이 훨씬 커 유적 규모가 

평균적으로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영서 북부의 경우는 유

적 수는 감소하는 대신 주거지 수가 증가한다. 주거지 비율로 보았을 때 인

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적 수의 감소폭은 훨씬 큰

데, 이는 대규모 취락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4세기 이후 경

기 남부의 경우는 중소규모의 취락 다수가 결합된 형태로 형성된 인구집중

지이고 영서 북부는 대규모 취락에 의해 나타나는 인구집중지라고 할 수 있

다. 

 인구밀도의 감소양상을 보이는 지역 중 영서 남부와 영동 동해안의 경우는 

유적 수의 감소에 비해 주거지 수의 감소가 현저히 크다. 이는 상대적으로 

대규모인 취락이 축소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으며, 4세기 이후 확인되는 인

구밀도의 감소는 전체적으로 유적이 감소하는 것과 함께 유적의 소규모화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경기 북부에서는 취락 감소 비율과 

주거지 감소 비율이 유사하고 유적 당 주거지 수도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유적의 소규모화보다 취락의 소멸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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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탄소연대 측정치 

개수(%)
유적 수(%) 주거지 수(%)

4세기 이전 4세기 이후 4세기 이전 4세기 이후 4세기 이전  4세기 이후 

경기

강원

영서북부 46(57) 35(43) 12(63) 7(37) 146(49) 151(51)

영서남부 26(62) 16(38) 11(58) 8(42) 77(63) 46(37)

영동동해안 66(76) 21(24) 10(59) 7(41) 162(73) 59(27)

경기북부 73(61) 47(39) 16(59) 11(41) 244(58) 174(42)

경기남부 64(57) 49(43) 17(47) 19(53) 231(39) 354(61)

경기서해안 11(69) 5(31) 6(67) 3(33) 32(59) 22(41)

<표 1> 경기·강원 세부 지역의 시기별 탄소연대, 유적, 주거지 수 

있다. 

 취락 수와 주거지 수의 비교에서 확인된 취락 규모의 변화와 취락 소멸 양

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적 규모의 분포를 나타낸 히스토그램과 시기별 존

속 유적 개수를 이차적으로 확인하였다. 먼저 유적 규모 빈도를 나타낸 히

스토그램을 보면(그림 9), 4세기 이전에는 100기 이상의 유적이 없고 중소규

모의 유적 위주로 이루어진 데에 반해, 4세기 이후에는 100기 이상의 규모

를 보이는 유적들도 확인되고 있어, 역시 4세기 이후 특정 유적을 중심으로 

인구가 모이면서 이전보다 더 집약적인 방식으로 인구집중이 이루어지는 양

상이 확인되며, 10기 미만의 소규모 취락의 비중이 증가하여 인구밀도 감소 

지역의 유적 소규모화 현상을 뒷받침한다. 또한 <표 2>의 시기별 유적 존속 

양상을 살펴보면 탄소연대 상으로 4세기 이전의 연대만 보이고 이후에는 폐

기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취락의 수가 약 40퍼센트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 

대규모 취락으로의 집중 현상과 인구 감소 지역의 취락 폐기를 반영한다. 

 정리하면 경기·강원 지역에서는 4세기 이전에 현저한 인구밀집지의 형성

이 미약하고 넓게 퍼져있던 인구 분포가 경기 남부의 인구증가 및 영서 북

부에서 대규모 취락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으로 인해 높은 밀도의 인구

집중지가 나타나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취락 소멸 및 취락 규모 축소 현상

으로 인해 인구밀도가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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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세기 이전 4세기 이전~이후 4세기 이후

89 34(38.2%) 38(42.7%) 17(19.2%)

<표 2> 경기·강원 지역 시기별 유적 비율

<그림 9> 경기·강원 지역 취락 규모 분포 

 한편, 영동 동해안과 경기 서해안의 경우는 특히 표본 추출 및 표본 규모

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자료로서는 실질적으로 인구감소가 

있었는지, 유지되었는지 확신할 수는 없다. 영동 동해안의 경우 경질무문토

기가 매우 늦은 시기까지 지속되기는 하지만, 확실히 인화문토기와 같은 신

라토기가 확인되는 신라 주거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구자들의 관심에 따

라 원삼국시대의 呂·凸자형 주거지에 비해 연대측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

이 낮다. 경기 서해안지역의 경우는 일단 탄소연대의 개수 자체가 많지 않

다는 문제가 있고 조사된 주거지 개수 또한 많지 않다. 따라서 이 두 지역

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석을 삼가고 자료의 증가를 기다리기로 한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풍납토성의 샘플링 바이어스 문제가 남아있다. 풍납토성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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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확인된 주거지 수는 

실제 취락 규모에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실제로 풍납토성 내부의 거주 인

구가 얼마나 되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이지만 본 분석에서 풍납토성의 

규모는 매우 축소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충청 지역

 충청도의 커널 분석 결과, 4세기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를 보이면서도 경

기·강원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우선 4세기 이전의 그림을 보면(그림 

10), 홍성, 대전, 논산에서 상당히 높은 밀도의 인구밀집지가 확인되고 천안

에서 그보다 낮은 밀도의 인구중심지가 확인된다. 특히 홍성, 대전, 논산은 

단일 취락의 주거지의 수가 300기 이상 확인되는 초대규모 취락이 확인되는 

곳으로, 충청도의 4세기 이전의 중심지의 분포양상은 대규모 취락을 중심으

로 한 인구밀집지가 몇몇 특정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4세기 이후가 되면 기존의 최대 인구중심지는 축소되는 양상을 보

인다. 홍성지역은 급격히 축소되며, 대전·논산지역은 여전히 인구밀집지에 

해당하나 그 상대적인 규모의 현저함은 역시 감소한다. 이에 반해 기존에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밀도를 보이던 지역에 인구 밀집지역이 산포되어 나타

나는데, 기존의 차상위 인구밀집도를 보였던 천안과 함께 연기 등의 내륙지

역, 당진, 서산, 서천 등 서해안, 충북의 충주 일대 등 충청 전역에서 새로

운 인구밀집지역이 다수 분산되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연기

지역은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즉, 독보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기존 중심지의 축소와 함께 새로운 인구집중지들이 분산되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이 웅진천도와도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4세기 이후를 

47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한 번 더 커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그

림 11), 475년 이전부터 기존 중심지가 축소되고 새로운 중심지가 형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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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충청 지역 4세기 전후 인구 분포 비교: (上) AD 300 이

전, (下) AD 3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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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충청 지역 475년 기준 인구 분포 비교: (左) AD 
300-475년, (右) AD 47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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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이 확인되고 있다. 그림 상으로는 홍성 지역이 확실히 축소되는 양상인 

것에 반해 논산과 대전 지역이 여전히 큰 중심지인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

으로 커널 분석의 수치를 보았을 때 다른 지역과 밀도의 격차가 크게 감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다가 475년 이후에는 대전과 논산은 최대 인구

밀집지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고 서천과 연기에 높은 인구밀집지역이 나타나

는 것으로 보아 한성기부터 기존 중심지의 축소 양상이 있었고 웅진 천도 

이후에는 더 직접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충청 지역도 역시 인구증감 여부와 취락체계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세부 지역별 유적 수와 주거지 수를 일차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4세기 이

전의 인구집중지였던 대전, 논산, 홍성지역이 포함된 지역부터 살펴보면, 대

전, 논산이 포함된 충남 동남부에서는 유적 수는 증가하나 주거지 수는 크

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대규모 취락의 축소로 크게 인구가 감소

했으며 남은 인구는 소규모 취락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홍성

지역이 포함된 충남 서해안도 역시 유적 수는 증가하나 주거지 수는 감소하

는 것을 볼 수 있어 4세기 이전의 대규모 취락의 축소와 함께 새로운 중소

규모 취락의 형성을 뒷받침 한다. 커널 분석의 결과를 참고하면 내륙에 가

까운 홍성지역의 중심지는 축소된 반면 당진, 서산, 서천 등 해안에 가까운 

지역에 새로운 취락들이 나타난다. 

 반면 새로운 인구밀집지가 확인되는 지역은 모두 주거지 수의 증가를 보이

고 있다. 그러나 실제 증가분을 보면 연기를 포함한 충남 내륙과 충북에서

는 확실히 인구밀집도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천안·아산 및 청주·

청원 지역에서는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다. 일단 샘플 수가 크지 않아 동시

대 내에 충청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 자체가 높지 않고 그 증가분

도 미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청 지역의 중심지 변화의 경우 기존의 인

구집중지의 축소가 가장 큰 요소이며,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새로운 중심지

들이 드러나게 된 측면이 크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홍성 지역을 제외한 서

해안과 연기, 충북 북부에서는 비록 절대적인 증가분은 평가할 수 없으나 4

세기 이전에 비해 4세기 이후의 점유가 증가했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기에서는 유적 수의 증가에 비해 주거지 수가 크게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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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유적들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세기 이후의 대규모 취락의 축소와 중소규모의 새로운 취락의 형성 양상

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강원지역과 마찬가지로 히스토그램과 시기별 존

속 유적 수를 이차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12>의 유적 규모 분포를 나타

낸 히스토그램을 통해 취락 규모 분포 변화를 보면 4세기 이전에는 300기 

이상의 초대형 취락이 확인되나 4세기 이후에는 200기 이상의 취락이 확인

되지 않아 대규모 취락의 축소로 인해 취락 간 상대적인 편차가 줄어드는 

것을 뒷받침한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기존의 최대 인구밀집지를 형

성하던 곳의 최대규모 취락들의 변화인데, 대전에서 가장 큰 대형취락은 대

전 용계동으로 탄소연대분포에 따른 시기별 주거지의 개수는 385:58기이다. 

논산 내동의 경우는 190:40기이고 홍성 석택리는 230:0기이다. 물론 탄소연

대 측정치가 편중되었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는 있지

만, 커널 분석 결과와 유적 대비 주거지 수의 결과를 보았을 때 기존의 인

구밀집지의 위치는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나, 각 지역 내에서 가

장 중심적인 대규모 취락들의 규모는 1/4 이하로 급격히 감소해 4세기 이전

의 중심지에서 초대형 취락이 축소되고 중소규모의 유적으로 인구가 분산되

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뒤에 언급할 전라도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또한 <표 4>의 시기별 유적 존속 양상을 비교해 보면 4세기 이후의 연대만 

보이는 취락의 수치가 50퍼센트의 높은 수치를 보이며 기존 취락의 축소와 

새로운 취락의 조영이라는 취락 재편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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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탄소연대 측정치 

개수(%)
유적 수(%) 주거지 수(%)

4세기 이전 4세기 이후 4세기 이전 4세기 이후 4세기 이전 4세기 이후 

충청

천안아산 11(52) 10(48) 8(53) 7(47) 81(53) 71(47)

청주청원 3(27) 8(73) 2(25) 6(75) 6(39) 10(61)

연기 7(26) 20(74) 3(38) 5(63) 21(11) 165(89)

충남내륙 1(11) 8(89) 1(17) 5(83) 1(5) 20(95)

충남동남부 31(44) 39(56) 8(40) 12(60) 668(75) 220(25)

충남서해안 29(34) 56(66) 8(38) 13(62) 326(55) 266(45)

충북북부 7(22) 25(78) 4(31) 9(69) 12(16) 65(84)

<표 3> 충청 세부 지역의 시기별 탄소연대, 유적, 주거지 수

전체 4세기 이전 4세기 이전~이후 4세기 이후

68 11(16.2%) 23(33.8%) 34(50.0%)

<표 4> 충청 지역 시기별 유적 비율 

<그림 12> 충청 지역 취락 규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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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충청도의 경우에도 샘플링 바이어스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는

데, 백제의 후기 도성이었던 공주, 부여지역과 청주지역이다. 공주, 부여의 

경우에는 백제의 왕족과 귀족 및 그들을 부양하는 노비, 군사 등으로 인구 

규모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까지 확인된 유적 및 주거지 수

가 매우 적고 실제로 그들의 거주지로 볼 수 있는 관북리, 쌍북리 유적과 

같은 곳 또한 주거지에 대해 측정된 탄소연대가 없어 본 분석에서 제외되었

다. 따라서 공주, 부여의 인구 규모는 축소되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

다. 그러나 천도와 함께 실제 한성지역 거주민들이 공주, 부여일대로 얼마나 

이주했을 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청주지역은 최근 테크노폴리스 구역에서 

500기가 넘는 원삼국시대 취락이 확인되었으나 역시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

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약보고서를 통해 보았을 때 아마도 이 취락은 4세

기 이전에 집중적으로 점유되었던 유적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

한 샘플링 바이어스는 후술할 분묘 분석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3) 전라 지역 

 

 전라도의 경우는 경기·강원, 충청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 4세기 이전

의 인구 분포를 나타낸 <그림 13의 左>를 보면 담양, 광주, 함평, 나주 일대

의 영산강 유역과, 순천, 보성 등 남해안, 익산, 전주의 전북 북부 일대에서 

인구밀집지역이 확인되며 그 중에서도 영산강 유역에서 가장 높은 밀도의 

인구밀집지가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4세기 이후의 그림(그림 13의 右)을 보

면 충청도와 달리 기존에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던 지역이 4세기 이후에도 

가장 높은 인구밀집지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는 안정적인 지속양상을 보인다. 

또한 화순, 장흥 등 기존 중심지 외곽으로 새로운 인구밀집지가 더 추가되

어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475년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에도 담양

지역이 축소되는 것을 제외하면 마찬가지의 경향이다(그림 14). 

 역시 커널 분석 결과와 함께 실질적인 인구증감 여부 및 취락체계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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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전라 지역 4세기 전후 인구 분포 비교: (左) AD 300 이전, (右) AD 3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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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전라 지역 475년 기준 인구 분포 비교: (左) AD 
300-475년, (右) AD 47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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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 시기별 유적 및 주거지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우선 <표 5>를 

보면, 전라도는 전북 동부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4세기 이전에 비해 이후

에 약간 인구 규모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커널 분석에서 4세기 이전에 

높은 인구밀집도를 보였고 이후에도 높은 밀도를 보이고 있는 영산강 유역

과 남해안, 전북 북부를 먼저 살펴보면, 세 지역이 그림 상으로 높은 인구밀

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약간씩 인구 규모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세 지역은 유적 수의 감소폭에 비해 주거지 수의 

감소폭이 훨씬 크고 심지어 영산강 유역은 주거지 수 감소에 비해 유적 수

는 오히려 증가하기까지 해 대규모 취락의 규모 축소 및 중소규모 취락으로

의 인구분산을 보여준다. 즉, 인구밀도의 감소가 확인되는 지역들도 취락 폐

기에 의한 감소보다는 규모의 상대적인 축소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

다. 

 반면 유일하게 증가폭을 보인 전북 동부의 경우는 유적 수의 증가와 주거

지 수의 증가율이 비슷해 대규모 취락의 등장보다는 비슷한 규모를 가진 유

적의 증가로 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절대적인 증가량이나 지역 내

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 눈에 띄는 새로운 중심지의 

등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정리하면, 전라도의 커널 분석 결과는 각 

지역의 인구 규모의 상대적인 비율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대규모 인

구집중지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커널 분석의 수치가 낮아진 것으

로 볼 수 있다. 

 역시 취락 규모분포를 나타낸 히스토그램과 시기별 유적 존속 양상을 표로 

확인했을 때에도 이러한 양상이 뒷받침 된다. <그림 15>의 유적 규모 분포

를 함께 보면 4세기 이후에도 여전히 100기 이상의 대규모 취락들의 비중이 

높아 대규모 유적의 축소 현상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그 절대적인 규모는 여

전히 초대형 취락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중심

지에서 최대 규모를 보이는 취락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4세기 이전과 이후의 

주거지 수가 광주 하남동 206기:140기, 산정동 199기:111기, 선암동이 198

기:111기, 담양 태목리 460기:201기, 함평 중랑 113기:92기, 순천 덕암동 142

기:96기 등 충청도에서 초대형 취락들이 4세기 이후 1/4 이하의 규모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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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탄소연대 측정치 개수(%) 유적 수(%) 주거지 수(%)

4세기 이전 4세기 이후 4세기 이전 4세기 이후 4세기 이전 4세기 이후 

전라

전남남해안 120(58) 88(42) 32(54) 27(46) 877(62) 542(38)

전남동부 11(73) 4(27) 3(50) 3(50) 56(71) 23(29)

전남영산강 106(50) 107(50) 27(48) 29(52) 1525(54) 1325(46)

전북동부 9(36) 16(64) 3(33) 6(67) 29(33) 59(67)

전북북부 76(57) 57(43) 18(50) 18(50) 351(63) 209(37)

전북서남부 32(62) 20(38) 9(47) 10(53) 141(66) 72(34)

<표 5> 전라 세부 지역의 시기별 탄소연대, 유적, 주거지 수

락으로 축소된 것에 반해 여전히 각 지역에서 가장 대규모 취락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표 6>의 시기별 유적 존속 양상을 확인했을 때, 4세

기 이전의 연대만 보이는 취락이나 이후의 연대만 보이는 취락에 비해 두 

시기에 모두 존속하는 양상을 보이는 취락의 수가 50퍼센트에 가까운 것을 

통해서도 유적의 안정적인 존속 양상을 뒷받침 한다. 따라서 전라도의 경우 

대형 취락에 밀집되어 있던 인구가 분산되는 경향을 보이더라도 그 정도는 

크지 않았으며 기존의 중심취락의 상대적인 규모의 현격함은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체 4세기 이전 4세기 이전~이후 4세기 이후

122 28(23.0%) 64(52.5%) 30(24.6%)

<표 6> 전라 지역 시기별 유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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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전라 지역 취락 규모 분포

 지금까지 세 지역의 커널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강

원지역에서는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나타나던 인구 분포가 4세기 이후가 되

면 유적 규모의 확대 및 취락 수의 증가와 함께 특정 지역으로 밀집되는 양

상을 보였다. 반면 충청도에서는 기존의 인구밀집지의 대규모 취락이 축소

되면서 중소규모의 유적으로 분산되고 새로운 인구집중지들이 등장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전라도는 기존의 중심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기존의 

대규모 취락도 그 규모를 상당 수준 유지하며 지속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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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 분석을 통해 본 지역별 취락 분포의 변동

 인구밀도를 나타낸 그림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취락 간의 공간적 분포양상

을 확인하기 위해 공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스케일에 따른 

대략적인 군집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Ripley의 K 함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Ripley의 K 함수 분석 결과를 나타낸 그림에서 파란 선은 expected K선으로 

해당 스케일에서 무작위적으로 분포하는 점을 기준으로 계산된 함수 값을 

보여주고, 빨간 선은 해당 스케일에서 실제 데이터를 대상으로 계산된 함수 

값을 의미하며, 점선은 2-σ의 confidence envelope을 나타낸다. 따라서 파

란 선보다 빨간 선이 높은 값을 보일 때에는 무작위적인 데이터에 의해 예

측된 값보다 큰 값을 보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군집양상을 의미하고 반대

로 파란선보다 빨간 선이 아래에 있을 때에는 분산양상을 의미한다. 만약 

빨간선이 confidence envelope의 두 점선 중 위의 선보다 높게 위치하면 이

는 군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내고, 아래선보다 낮게 위치하면 분

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낸다. 

 이를 바탕으로 Ripley의 K 함수 결과를 보면(그림 16) 세 지역 모두 40km 

이하에서 군집 양상이 확인되다가 30~40km 사이의 지점에서 expected K선

과 교차하면서 무작위, 더 나아가 분산 양상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러나 구체적인 양상은 약간 다른데, 경기·강원과 전라 지역에서는 4세기 

이전과 이후에서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없지만 충청 지역에서는 4세기 이전

보다 4세기 이후에 더 큰 스케일에서까지 군집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

는 커널 분석에서 4세기 이전보다 이후에 취락의 군집이 넓은 지역에서 다

수 확인되는 결과와 상응하는 것이다. 

 최근린 분석과 Moran의 I 분석의 결과는 취락 분포 변화의 더 구체적인 양

상을 보여준다(표 7). 먼저 최근린 분석의 결과는 4세기 이후의 중부지역을 

제외하면 전 지역, 전 시기에서 기본적으로 군집 양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수치나 변화의 방향은 역시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

인다. 우선 경기·강원지역의 z-score는 4세기 이전에 비해 4세기 이후에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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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기 이전 4세기 이후

경

기

·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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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Ripley의 K 함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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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며, 유적 간 평균거리도 약 3000m가 증가하여 

이전시기에 비해 상당히 멀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충청의 경우에는 

z-score가 오히려 감소하여 더욱 군집화 되는 양상을 보이며, 평균 거리도 

2300m나 감소한다. 전라는 경기·강원과 마찬가지로 4세기 이후에 군집도

가 감소하나 평균거리는 700m가량 증가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Moran의 I의 결과 또한 4세기 이후의 충청 지역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군

집양상을 보이나, 최근린 분석과 비교해보았을 때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경

기·강원 지역의 경우, 4세기 이전보다 이후에 더 군집도가 높아지는 양상

을 보이면서 군집도가 낮아진다는 최근린 분석과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

다. 이와 반대로 충청 지역에서는 4세기 이전보다 이후에 더 군집도가 낮아

지는데, 이 역시 군집도가 높아지는 최근린 분석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전

라 지역의 경우에는 4세기 이전과 이후에 약간 군집도가 감소하나 역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아 취락 분포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강원과 충청 지역 취락 유적에 대한 최근린 분석과 Moran의 I 분석

이 상충되는 결과를 보인 이유는 두 방법이 군집을 측정하는 방식의 차이에

서 오는 것으로, 이는 그 방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해석될 필요

가 있는 것이지 모순되는 결과는 아니다. 방법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린 

분석은 최근접 점간의 평균거리를 재서 군집도를 측정하고 Moran의 I는 유

사한 값을 가진 셀들의 공간적 상관성을 통해 군집도를 측정한다. 따라서 

특정 구역에 군집도가 높아지나 그 군집들 간의 거리가 벌어지는 경우에는 

최근린 분석상의 평균거리가 높아져 군집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를 얻게 되고 

Moran의 I 분석에서는 유사한 값들이 특정 지점에 모여 있기 때문에 더 높

은 군집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경기·강원의 경우가 바로 그런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기·강원 지역 내에서도 4세기 이후의 측정치를 내는 취

락이 특정 지점에 군집해 있으나 그 군집들 간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석된

다. 반대로 취락들 간의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지나 그것들의 간격이 조금 

더 무작위적 내지는 규칙적으로 분포하는 경우에는 최근접 점간의 평균거리

가 줄어들어 최근린 분석의 결과는 더 군집되는 것으로 나오고 Moran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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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강원 충청 전라

4세기 

이전

4세기 

이후

4세기 

이전

4세기 

이후

4세기 

이전

4세기 

이후

최근린 

분석

분포 군집 무작위 군집 군집 군집 군집

평균거리 

(m)
6983.6 10140.4 8254.0 5967.5 4725.8 5426.7

Z-Score -5.17 -1.11 -2.44 -4.37 -6.47 -4.49

변화 군집도 감소 군집도 증가 군집도 감소

Moran

의 I

분포 군집 군집 군집 무작위 군집 군집

I 지수 0.022 0.025 0.043 0.018 0.056 0.052

Z-Score 4.85 6.28 3.34 1.40 4.82 4.50

변화 군집도 증가 군집도 감소 군집도 감소

<표 7> 최근린 분석과 Moran의 I 분석 결과의 비교

분석에서는 군집도가 더 낮아지게 된다. 충청 지역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

하며 4세기 이후에 인간 점유가 더 규칙적인 양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커널 분석에서 확인한 인구 분포 양상과도 상

응한다. 

 커널 분석의 결과와 공간 상관분석의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각 지역의 인

구 및 취락 분포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경기·강원 지역의 

경우 인구가 상대적으로 전 지역에 퍼져서 나타나다가, 4세기 이후에 특정 

지점으로 집중되며 인구밀집지 간의 간격이 멀어진다. 그러나 충청 지역의 

경우 특정 지점에 집중되어 있던 4세기 이전의 인구밀집지역이 4세기 이후

가 되면 축소되고 중소규모의 새로운 인구밀집지가 추가되면서 더 규칙적인 

간격으로 분포하게 된다. 한편 전라 지역은 새로운 중심지가 추가되면서 전

체적인 군집도가 약간 감소하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4세기 이전과 

이후의 인구밀집 양상이 상대적으로 일정한 양상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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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묘 유적과의 비교 검토를 통한 샘플링 바이어스의 검

토 및 보완

 1절과 2절에서는 주거지와 취락 유적의 공간 분석을 통해 각 지역의 인구 

분포와 그것의 변화양상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각 지역이 동일하지 않은 

변화 과정을 겪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분석결과를 해석하기 

이전에 취락 유적이 가지고 있는 샘플링 바이어스를 검토하고 해석에 반영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분묘 유적과의 대비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OLS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취락 유적과 

분묘 유적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취락 유적 혹은 분묘 유적의 샘플링 바이

어스가 확인되는 지역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무덤유적에 대

해 묘제별 커널 분석을 실시하여 묘제별 분포와 집중 양상이 취락 유적의 

분석결과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하고 해석 시에 보완하고자 한다. 

1) OLS 분석을 통해 본 샘플링 바이어스

 OLS 회귀분석 결과(표 8), 계수가 0.273619로 기본적으로 두 변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도를 평가하는 t검정 결과

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인 모델의 통계적 유의

도를 나타내는 Joint F-static과 Joint Wald statistic의 결과 또한 유의한 것으

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회귀모델의 적합도를 보여주는 R2의 결과가 

0.151902(조정 R2=0.143068)로 약 15%에 불과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어, 전 

지역 차원에서 보았을 때 취락 유적과 분묘 유적의 분포가 상당히 낮은 상

관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구

체적인 변수의 상관관계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표준화된 잔차의 공간적 분포를 그림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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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계수 표준오차 t 값 확률

intercept 44.736356 13.883124 3.222355 0.001742*

총 주거지 개수 0.273619 0.065986 4.146623 0.000076*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AICc): 1227.633894
Multiple R-Squared: 0.151902 
Adjusted R-Squared: 0.143068
Joint F-Statistic: 17.194485, Prob(>F), (1,96) degrees of freedom: 0.000073*
Joint Wald Statistic: 46.812899, Prob(>chi-squared), (1) degrees of freedom: 0.000000*
Koenker Statistic: 0.112109 Prob(>chi-squared), (1) degrees of freedom: 0.7377559)

Jarque-Bera Statistic: 1064.829372 Prob(>chi-squared), (2) degrees of freedom: 0.000000*

<표 8> OLS 회귀모델 추정 결과 및 진단 요약

OLS로 도출된 표준화된 잔차를 그림으로 나타내었을 때, 회귀식의 예측결과

가 예측력이 높고 취락 유적과 분묘 유적의 숫자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상

관관계를 보이는 경우에는 잔차가 0에 가까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다. 만

약 종속변수가 과대평가되어 잔차가 0이하로 작아지면 파란색으로 표시되

며, 이는 본 분석의 경우에는 취락 유적에 비해 분묘 유적이 적음을 나타낸

다, 반대로 종속변수가 과소평가되어 잔차가 커지는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이 경우에는 취락 유적에 비해 분묘 유적이 많음을 나타낸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 17>을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분묘 유적과 

취락 유적의 절대수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정한 정도

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역이다. 그러나 북한강을 따라 남양주, 가평, 춘천 

등 경기북부와 영서의 일부 지역, 강릉, 전남 동부 및 남해안에서 파란색으

로 표시된 부분이 나타나 이 지역들에서는 분묘 유적이 취락 유적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로 확인되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충청 지역에서는 빨간색

으로 표시된 부분이 많아 전반적으로 취락 유적에 비해 분묘 유적이 많이 

확인된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천안, 아산, 청원, 부여, 공주 등에서 취락 유

9) 오차의 이분산성을 검증하는 Koenker Statistic과 비정규성을 검증하는 Jarque-Bera 
Statistic의 결과는 회귀식의 적합도를 판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이 회귀식은 정규
성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잔차에 대한 Moran의 I 분석 결과도 군집하는 양상을 보
여(I=0.193263, Z=3.898500, P-value=0.000097) 본고의 회귀모델이 편중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본고의 목적이 정확한 예측이 아니기 때문에 모델의 편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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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OLS 분석 결과 표준화 잔차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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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 비해 분묘 유적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각기 특정한 요인으로 인해 취

락 유적 혹은 분묘 유적의 샘플링 바이어스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각 

지역에서 확인되는 특정 종류의 유적의 부재 현상은 방법론에서도 언급하였

듯이 단순히 아직 발굴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 무덤이나 주거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인해 유구가 가시적으로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 무덤의 경우는 장

사 문화가 매장하지 않는 것일 가능성 등의 요인으로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커널 분석과 함께 지역별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커널 분석을 통해 본 묘제별 분포 

① 경기·강원 지역

<그림 18> 경기·강원 묘제별 분묘 유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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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경기·강원 커널 분석 결과

 

 분묘 유적은 탄소연대 측정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탄소연대를 통한 시기별 

구분 없이 묘제별 구분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먼저 경기·강원 지역은 세부 

지역별로 다른 묘제가 특징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해안에서는 분구묘와 

주구토광묘, 토광묘가 확인되고 있고, 서울을 비롯한 경기 남부에 주구토광

묘, 분구묘, 토광묘, 옹관묘, 석곽묘, 석실묘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임진강, 북한강, 남한강을 따라 경기 북부와 영서에는 적석총이 분포하고 있

지만, 영동지역은 아예 신라 이전의 묘제가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18). 이렇게 경기·강원 지역에서는 서해안, 한강 이남의 경

기 남부, 경기 북부 및 강원 영서, 영동의 네 구역이 뚜렷한 묘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 북부와 영서 지역에서 확인되는 적석총을 백제의 

건국집단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까지도 여러 이견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고구려계 유이민(李賢惠 1997; 林永珍 2003; 崔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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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權표榮 1985), 예(朴淳發 1996), 한성백제의 지배층(金承玉 2000b), 한성

백제의 영향을 받은 재지 수창층(沈載淵 2010) 등의 무덤이라는 견해가 제

시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고구려 적석총 및 백제 적석총과의 형식적·시간

적 차이, 토기와 주거지 등 전반적인 물질문화의 차이, 그리고 역사기록 상

에 나타나는 종족명 등으로 인해 대체로 예의 분묘로 인식되는 경향이 크

다. 

 경기·강원의 경우 분묘 유적 자체가 많지 않아 커널 분석에서 묘제를 세

분하여 보는 것이 불가능하여 전체 분묘 유적을 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묘제를 대상으로 한 커널 분석의 결과를 보면(그림 19) 석촌동을 포함

한 오산, 화성, 수원, 용인, 안성 등의 경기 남부와 김포, 인천 일대의 서해

안에서 높은 분묘 밀도를 보이며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 원주 법천리에도 작

은 점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취락 분포 양상과 비교해보면 

묘제별 분포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시간성을 부여하지 않아 엄밀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묘 밀도는 4세기 이후에 중심지들이 축소되고 몇몇 특정 지

점을 중심으로 집중되며, 특히 서울을 포함한 경기 남부에 밀집되는 취락 

변화와 일치하는 분포이다. 특히 경기 남부에서는 4세기 이후에 오산천, 탄

천을 따라 화성 동부, 용인에 취락이 밀집되는 위치와 일치한다. 

 그러나 취락 유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기존의 

중심지가 지속되고 새로운 중심지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분묘에서는 경기 남

부와 이 지역들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포천 자작리, 화천 원천리 

유적과 같이 한성백제 이후의 유적이 분명하고 경기 남부의 취락과 유사한 

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부에서 확인되는 무덤들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샘플링 바이어스일 가능성은 낮고 정치사회적, 문화적 요

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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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충청 지역

<그림 20> 충청 묘제별 분묘 유적 분포

<그림 21> 충청 묘제별 커널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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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 지역은 많은 분묘 유적이 확인됨과 동시에 묘제에서 지역성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지역이다. 세부 지역별로 보면(그림 

20) 서해안을 따라 분구묘가 확인되며, 천안, 아산, 연기, 청주, 충주 등 충

청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주구토광묘가 집중 분포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특

히 청주와 충주 일대에서는 대규모의 주구가 없는 토광묘군이 확인된다. 또

한 다른 묘제에 비해 시기적으로 후행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석곽묘

와 석실묘가 충남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석곽묘와 석실묘는 

기본적으로 백제의 성장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묘제로, 중부

지역의 경우 석곽묘의 상한은 4세기 중후반, 횡혈식석실묘의 상한은 4세기 

후반 경까지 소급되며(朴淳發 2000), 웅진, 사비기에 중심묘제로 사용된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묘제의 특성을 고려해 주구토광묘, 분

구묘, 토광묘, 옹관묘, 석축묘(석곽묘와 석실묘를 포함)로 나누어 분석한 커

널 분석의 결과(그림 21), 우선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데로 묘제별로 지역

적인 분포가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포를 

취락 유적과 비교해보면 대체로 인구밀집지와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

나 크게 두 군데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청원·청주 지역으

로 높은 밀도의 주구토광묘와 토광묘군이 확인되는 것에 반해 취락 유적의 

분석에서는 인구밀집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경우는 최근 테크노폴리스 지

구 발굴결과로 취락 유적의 샘플링 바이어스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유적

의 발굴결과가 반영된다면 그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홍성, 대전, 논산과 함

께 청원·청주 지역에도 4세기 이전의 대규모 인구중심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공주·부여 지역이다. 커널 분석을 통해 

보면 공주·부여 일대를 중심으로 매우 높은 밀도의 석축묘가 확인되며 그 

주변의 연기, 서천, 논산 일대까지 넓게 분포한다. 여기에 후술할 전라 지역 

분묘 유적 분석을 참고하였을 때 부여 바로 아래의 전북 익산, 군산 지역까

지 석축묘의 주요 분포지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앞장에서 보았듯이 공주, 

부여 일대는 취락으로 보았을 때 인구밀집지라고 할 수 없는 지역이나 분묘 

유적을 통해 보았을 때에는 웅진, 사비기의 도성으로서의 위치를 그대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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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 있다. 공주, 부여 지역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탄소연대의 부재로 

인해 웅진·시비기 왕족 및 귀족의 거주지로 볼 수 있는 벽주건물지나 초석

건물지 등이 확인된 유적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가 있기는 있으나 그 

유적들을 포함한다 해도 그렇게 높은 밀도의 주거지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주거지 지상화라는 요인으로 웅진·사비기 수혈주거지가 많이 확

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金承玉 2007; 李建壹 2011).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취락 유적의 샘플링 바이어스로 보아야 한다. 이 지역이 언제부터 

높은 인구밀도를 보였는지, 그리고 한성 함락 이후 이 지역으로 이주해온 

인구가 얼마나 될지는 취락 자료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

할 수는 없지만 인구밀도가 급격히 증가하였을 시점은 웅진천도 이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축묘의 분포를 고려하여 공주, 부여 지역을 4세기 이후의 최대 중심지로 

본다면 이와 같은 분묘의 분포는 취락 분포에서 확인한 변화를 뒷받침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인구밀도상 4세기 이전의 독보적인 중심지였다가 이후에 

축소되는 대전, 논산 일대는 분묘 유적의 분포로 보았을 때에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한 중심지의 주변지역으로 재편 되는 양상을 보여, 지역 내 최상

위 중심지에서 최대 중심지의 배후에 위치한 2차적인 중심지로 축소되는 양

상을 반영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새롭게 인구집중지가 형성되는 연기, 서천, 

천안지역도 석축묘 분포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한 취

락재편에서 새로운 2차 중심지로 성장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서천을 제외한 서산, 당진 등 서남해안의 분구묘 분포 지역과 토광묘 

축조권인 충북 충주 지역에서는 4세기 이후로 편년되는 취락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석축묘의 밀도가 낮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요인

으로 기존 묘제가 오래 지속되었거나 석축묘의 확산이 제한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는 현재로서는 제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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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라 지역 

<그림 22> 전라 묘제별 분묘 유적 분포

      

<그림 23> 전라 묘제별 커널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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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의 경우는 목관과 옹관을 매장주체부로 사용한 독특한 분구묘가 아

주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그 외에 전방후원분과 백제계 석실

분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더해 단독 옹관묘와 토광묘도 혼재하여 확인되고 

있다(그림 22). 이 지역 묘제의 특징은 분구묘라는 전통 내에서 시간의 흐름

에 따라 매장시설이 목관, 옹관, 석실 순으로 변화하며 확인되는 것으로, 묘

제의 세분보다는 매장주체부의 변화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에는 석곽묘가 많지는 않지만 횡혈식석실묘의 도입 시

점과 계통, 그에 따른 조영주체에 대해 백제뿐만 아니라 왜와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도입 시점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으

로(김낙중 2009) 중부지역에 비해 약간 늦게 편년되고 있다. 따라서 커널 분

석은 옹관과 목관을 중심으로 한 분구묘(이하 옹관분구묘)와 석실을 설치한 

분구묘 및 단독으로 조사된 석실과 석곽을 합친 석축묘(이하 석축묘)로 나

누어 실시하였다. 단독으로 조사된 토광묘와 옹관묘도 있으나 그 분포가 산

발적이며, 분구묘군 안에서 확인되는 것은 매장주체부일 가능성도 있고 그 

수 또한 커널 분석의 결과에 영향을 줄 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분석 결과(그림 23) 기존의 연구에서도 알려져 있듯이, 옹관분구묘는 나주, 

광주, 담양, 영암, 화순의 영산강 유역과 전북의 고창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반면, 석축묘는 영산강유역뿐만 아니라 옹관분구묘 분포 외곽지역에서도 다

수 확인되며, 전북의 군산, 익산, 전주, 그리고 남해안의 고흥, 강진 및 신안 

지역까지 그 분포가 넓게 나타난다. 석축묘의 커널 밀도 수치를 보면 단위 

간 차이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한 지역에 대규모의 석축묘군이 형성되기 

보다는 넓은 지역에 소규모 군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취락 유적의 양상과 비교해보았을 때, 고창 지역에서 취락 유적의 샘

플링 바이어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104기의 주거지가 확인

된 고창 봉산리 황산이라는 대규모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주거지에서 측정

된 탄소연대측정치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분묘 

유적 분석 결과는 대체적으로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인구밀집지역이 유지되

고, 그 외곽지역으로 확산되는 취락 유적의 분석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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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상대적으로 석축묘가 시기적으로 후행한다는 기존 연구를 고려한

다면,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4세기 이전의 중심지에서 옹관

목관분구묘의 분포가 현저하게 높은 밀도로 나타나고, 4세기 이후에도 중심

지로서의 위치가 지속되는 양상이 석축묘의 분포가 중복되는 것에서 확인된

다. 또한 4세기 이후에 새롭게 인구중심지가 추가되는 양상이 석축묘의 분

포가 더 넓은 지역에서 확인되는 것에서 뒷받침된다. 

4. 소결: 분석결과의 종합

 지금까지 취락과 분묘 유적의 공간 분석에 대한 결과를 살펴본 결과, 세 

지역에서 취락체계 및 분포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며 변화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고 분묘 유적의 분포 또한 각각의 양상을 보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강원 지역에서는 4세기 

이전에 넓게 산포하던 인구가 4세기 이후가 되면 경기 남부와 화천의 특정 

지점으로 밀집되는 것이 커널 분석과 공간 자기상관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

다. 이렇게 인구밀집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경기 남부지역에서는 중소규모 

취락의 결집이 원인이 되었고 화천 지역에서는 대규모 취락의 형성이 요인

임을 파악하였다. 특히 경기 남부의 인구집중지역은 분묘밀집지역과도 일치

하여 경기 북부 및 영서 지역의 인구밀집지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충청 지역에서는 기존 인구집중지가 약화되고 새로운 인구밀집지가 분산되

어 나타나며 비교적 규칙적인 분포로 변화하였다. 특히 기존 인구집중지에 

인구 규모가 상당 수준 유지되는 경우라도 기존의 대규모 취락이 급격히 축

소되고 중소규모의 취락으로 재편되는 급격한 취락체계의 변화가 나타났다. 

분묘 유적을 보았을 때에도 재지 묘제와 새롭게 등장하는 석축묘가 매우 다

른 분포를 보여 공주·부여 일대를 중심으로 한 취락 재편을 뒷받침 한다. 

 반면 전라 지역에서는 기존 중심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그 외곽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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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집중지가 추가되는 정도의 차이를 보여 기본적으로 큰 변화 없이 안정적

으로 지속되는 양상이다. 기존의 인구집중지에서 약간의 인구감소가 확인되

기는 하지만 충청 지역과 같은 재편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대규모 취

락이 유지된다. 분묘 유적을 보았을 때에도 기존 묘제가 분포하는 지역과 

새로운 묘제의 분포 지역이 상당히 겹치고 있어 충청도와 달리 기존 취락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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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취락 재편 양상을 통해 본 지역별 백제 확장 전

략

 경기·강원, 충청, 전라 세 지역의 취락 유적에 대한 공간 분석과 분묘 유

적의 보완을 통해 살펴본 결과, 백제의 확장 이후의 취락 및 인구 재편 양

상이 지역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물론 방법론에서도 언급

했듯이 본고의 데이터는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세 지역에서 보이는 차이는 분명하다. 경기·강원 지역에서는 넓게 산

포하던 인구가 특정 지역으로 밀집되었으며 충청 지역에서는 기존 중심지가 

약화되며 새로운 중심지가 분산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전라 지

역에서는 기존 중심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그 외곽으로 인구집중지가 추

가되는 정도의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각 지역에서 중심지의 변화는 기존의 

원삼국-삼국시대 취락 연구에서 각 유적단위 내 백제유물의 유·무라는 이

분법적인 구분을 통해 백제 영역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

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결과이다. 

 앞서 연구방법에서 지적했듯이 기존의 백제 중앙-지방 관계에 대한 기존의 

시각은 원삼국단계 소국 중심지의 수장층을 포섭하는 방식으로 거점지배·

간접지배를 관철시켜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백제라는 중심의 존재와 일정

한 규모를 갖춘 원삼국단계의 중심지의 일정한 분포가 상정된다. 또한 거점

을 중심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지배층의 재편은 있을 수 있으

나 백제 확장 이후의 근본적인 취락 분포의 변화는 예상되지 않으며 기존 

중심지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영역 내에 점차 지배력이 

강화되고 지방제도가 정립돼가면서 각 지역 중심지에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

관을 통한 직접지배가 이루어지고 행정처소가 들어서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을 통해 확인한 각 지역의 취락 분포는 기존 백제

의 지방지배에 대한 설명에서 도출된 취락 변화에 대한 가설로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별로 확인된 각기 다른 취락 분포의 변화는 각 지역이 다른 사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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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과정을 겪었음을 반영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고에서 확인된 인구중심

지의 재편양상을 통해 백제의 지방 확장 전략에 접근하면 기존의 논의의 일

률적인 설명보다 구체화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확인

된 양상에 의하면 앞서 제시한 두가지의 가설 중에 대안 가설의 상황과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재지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하면서 

각기 다른 취락 분포의 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대안 가설에 대입하여 각 지역의 상황에 따른 백제 전략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백제 확장 이전의 인구 분포와 재지 정치체의 복합도

 가설에서 제시하였듯이 백제의 지방재편 방식은 기본적으로 기존 정치체가 

어떤 수준의 통합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 정치체의 복합도에 

따라 그들을 지방으로 재편할 때 드는 공력도 다르고, 그들을 재편한 후에 

수취와 동원 등을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도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각 지역

의 통합도는 인구 분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인구집중도 및 취락체계를 

통해 복합도에 접근할 수 있음은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제시된 바 있고, 특

히 순위-규모 분석을 이용한 취락 연구에서 인구의 분포양상에 따른 사회구

조의 파악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김범철 2005; Drennan and Peterson 2004; 

Johnson 1980).

 본고의 공간 분석 결과, 경기·강원, 충청, 전라 세 지역은 원삼국단계에서 

서로 다른 인구 분포 양상을 보였다. 이는 각기 다른 수준의 복합도를 보이

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기·강원 지역은 인구중심지의 형성이 미약하

며, 인구 분포의 차등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존 정치체

의 통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순위-규모 분포를 통

해 나타냈을 때에도(그림 24의 左) 직선에 가까운 형태를 보여 인구 중심지

의 형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미약하고 상대적으로 분산된 형태로 인구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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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충청 지역과 전라 지역의 경우는 대규모 취락을 중심으로 뚜렷한 인

구중심지가 확인되고 있어 경기·강원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복합도를 

이루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순위-규모 분포를 확인하였을 때에도(그림 24

의 中, 右) 경기·강원 지역과 달리 확실한 종주분포(primate)의 경향을 보

여 거대중심지의 존재를 반영하고 하고 인구가 상당히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지방 세력의 계층화 정도는 분묘 유적 위주로 판단하거나 혹은 

취락 내에서 확인되는 계층화가 몇 단계인지, 그리고 이미 상정된 취락단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면, 원삼

국단계 중부 지역은 풍납토성의 환호취락의 형성으로 인해 사회복합도가 증

가된 것으로 보거나(宋滿榮 2013) 호남 지역에 대해서는 분묘의 가족장적인 

성격이나 거점취락 간, 취락 내 주거지 간 우열의 미미함 등으로 인해 집단 

내 위계화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5세기 대에 옹관고분이 축조되는 

단계에 가서야 계층화의 지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권오영 

2007; 이영철 2004, 2016; 문안식 2012). 또한 청동기시대에 대한 논의이지

만, 취락이 특정범위에 결집된 것을 고립되고 자족적이며 광역적 통합을 이

루지 못한 것으로 보고 광역적인 범위의 관계망을 보이는 분포를 지역적 네

트워크가 형성된 통합된 양상으로 보기도 한다(宋滿榮 2013). 
 취락체계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은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어떻게 보느

냐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그 중 어떠한 해석이 가장 적절한가

는 취락체계 분석을 위한 적절한 스케일의 선택과 그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더해졌을 때 가능해진다(Johnson 1980). 『삼국지』 동이전의 기록

과 중부 지역에서 확인된 고고학 자료를 통해 당시 원삼국시대의 역사적 상

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韓과 濊라는 서로 다른 종족이 공존하며 갈등관계에 

있으면서 중국 군현의 통제력이 미치는 중부 지역의 상황은 통합된 체계를 

이루기보다는 현저한 중심세력이 없고 비슷한 수준의 정치체가 공존하는 통

합도가 낮은 상태였다고 생각된다(朴淳發 2001a). 본고에서 확인한 인구 및 

취락의 분포 양상도 이와 같은 상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 84 -

 반면 충청 지역과 전라 지역은 집단 내부적인 계층화의 근거가 충분치 않

을지는 모르나 최대 중심지의 인구 규모로 보았을 때, 상당한 수준의 인구 

결집이 이루어졌고, 그 인구를 부양할만한 기반이 갖추어져 있거나 외부로

부터 인구를 유인할 만한 흡입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규모 취

락들은 이렇게 결집된 인구를 기반으로 각 지역 내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대규모 취락의 사례

를 검토하였을 때, 대전 용계동, 홍성 석택리, 전주 동산동, 순천 덕암동 등

에서 주거 구역을 감싸는 대규모의 환호가 확인되어 방어시설을 설치할 만

한 정치적, 군사적 중요성을 보여주고, 전남지역의 토기생산유구가 극소규모

의 전문생산 취락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로 중대형 이상의 취락

에서 확인되는 것(金承玉 2014)을 통해서도 대규모 취락의 경제적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어,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충청 지역과 전라 

지역은 취락 간 통합도 내지는 정치체의 복합도가 경기·강원 지역에 비해 

높았다고 생각된다. 

<그림 24> 지역별 순위-규모 분포 그래프: (左) 경기·강원, (中) 충청, 

(右)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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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제 확장 이후의 인구 분포와 백제의 확장 전략

 이와 같이 기존 정치체의 존재 양태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면, 백제의 확

장 이후 인구중심지의 변화도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경기·강원에

서는 기존 정치체가 높은 통합도를 보이지 않고 인구도 분산되어 있기 때문

에 이 지역을 백제의 관장 하에 두기 위해서는 재지민들을 통제하고 관할할 

수 있을 정도의 인구재편 및 그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는 특정 지역으로의 인구집중 과정이 수반되며 새로운 중

심지에 사람들을 지배하고 수취하기 위한 행정적 기구가 들어서게 된다. 경

기·강원 지역의 분석결과를 보면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화성, 

용인과 화천 일대에 새롭게 인구밀집지가 형성되고 경기북부에는 차상위 인

구밀집지가 유지된다. 이는 앞서 제시한 <그림 24>의 순위-규모 분포에서 4

세기 이전에 비해 종주분포의 경향으로 변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전 시기에 

비해 뚜렷한 중심적인 취락이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재지집단의 복합도가 높지 않은 지역에 초기국가가 영향력

을 확장해가는 경우, 급격한 기존 취락의 재편과 인구 집중, 취락 간 위계 

발생, 행정기구의 설치 등의 복합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수반되는 것을 다수

의 초기국가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와리의 Carahuarazo 

지역으로 확장 사례를 보면, 소규모 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괴경식물 재배

를 기반으로 하던 이 지역이 와리의 확장 이후 취락 규모가 증가한 것은 물

론, 옥수수 농사에 적합하게 취락이 재배치되고 행정 중심지가 설치되었으

며 도로를 놓는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Schreiber 1987), 테오티와칸

의 경우도 Amatzinac 지역으로의 확장이 이 지역 취락 규모의 증가와 농경

의 집약화, 행정 거점의 설치 등 사회 복합도를 증대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Hirth and Villaseñor 1981).   
 백제의 경우에도 역시 이러한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도로나 경작유

구 등은 확인된 사례가 많지 않아 현재로서는 논의하기 어렵지만, 기존 연

구에서 백제의 지방지배 및 수취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는 플라스크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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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이 주목된다. 백제 한성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는 플라스

크형 수혈유구의 분포를 보면 화성 석우리 먹실, 오산 내삼미동, 용인 구갈

리, 용인 고림동 등 오산천 일대와 용인 지역에 가장 높은 밀도로 확인되고 

있는데(김왕국 2016), 이는 본고의 취락분석에서 확인한 4세기 이후 경기 남

부 인구밀집지역과 일치하며, 백제 확장 이후 이 지역으로의 인구집중 및 

백제의 취락재편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취락들은 탄소

연대 상으로도 늦은 시기에 속하며, 원삼국 단계 취락과 달리 주거지의 형

태나 유물상에서 한성백제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

에 따르면, 육각형 주거지의 빈도를 통한 취락 간 위계가 적용된다고 여겨

지는 지역이기도 하다(宋滿榮 2010). 경기 남부와 함께 4세기 이후 인구중심

지로 확인된 화천 원천리 유적에서도 영서 지역에서는 드물게 1자형 부뚜막

과 장란형토기 조합이 나타나고, 백제 국가성립기의 유물로 여겨지는 승문

계 심발형토기나 흑색마연토기 직구광견호 등이 확인되어(朴淳發 2013b) 영
서지역의 취락 변화와 백제의 관련성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경기·강원 지역에서 분묘 유적의 분포와 마

찬가지로 플라스크형 수혈의 분포는 경기 남부에 한정되고 있다는 특징이 

다.10) 4세기 이후로 볼 수 있는 유적들이 경기 북부와 영서 지역에도 확인

되고 있지만 이들 유적에서 플라스크형 수혈이나 석곽, 석실묘가 분포하지 

않는 점은 4세기 이후에 확인되는 인구중심지의 성격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

한다.11) 화천 원천리와 같은 유적은 한성백제 중심지역의 유물과 유구가 명

백히 확인되는 유적이지만 그 주변에 경기 남부와 같은 무덤은 본격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포천 자작리와 같은 경기 북부에 위치한 유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반대로 원주 법천리에서는 중국 자기와 같은 많

은 위세품이 출토되고 원주 내에서 많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대규모 

취락군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서영일 2013). 물론 아직 유적이 확인되지 않

았을 가능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취락중심지의 형성과 분묘군 형성의 불일

10) 예외적으로 파주 능산리에서 확인된 바 있다(김왕국 2016).
11) 화천 거례리에서 석실분이 확인된 바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적은 수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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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플라스크형 수혈의 분포를 고려했을 때에도 각 중심지의 다른 성격을 

반영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경기·강원 지역 내에서 중심지 성격 차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도 언급된 바 있다. 특히 적석총 분포 지역과의 관계 및 백제의 동계와 관

련하여 북한강 유역 및 남한강 유역, 임진강 유역의 유적들이 예 지역을 향

한 전초기지 정도로 해석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박순발(2007)은 원주 법천

리를 말갈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적 취락으로 본 바 있고, 송만영

(2013)은 남한강 유역의 양평 및 제천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 간접지배를 추

진한 것으로 본 바 있다. 심재연(2013)은 화천 원천리 유적을 백제 동계를 

관리하기 위한 군사적 거점 취락으로 보았으며, 송만영(2013)은 파주 주월리 

유적을 임진강 유역의 한예 정치체의 거점취락이 한성백제기에도 유지된 것

으로 보았다. 가설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존 중심지의 통합도 수준이 높지 않

아 적정 수준의 인구재편과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 지역이 

문화적 차이나 환경적 조건 등으로 인해 통합시켜 관리하는 것이 어렵거나 

많은 물자를 투자하는 것에 비해 보상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는 본격적인 취락 재편보다는 관리적 차원의 거점을 형성하여 감시 차원의 

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아예 그 지역을 해체시켜 공백지로 두는 

경우도 있다. 만약 감시 차원의 거점을 설치한다면 새로운 취락을 조성하는 

것보다 기존의 취락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잉카의 Saraguro 지역으

로의 확장 사례에서 거점 취락의 조성에 기존 취락을 이용함으로써 거점 확

보의 비용을 낮추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저항적이었던 확장지역의 주

민을 통제가 용이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사

례를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다(Ogburn 2001). 테오티와칸의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Amatzinac 지역과 달리 Coatlan 지역에서는 환경적 조건이 농업생산

력 증대에 적합하지 않고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기존 

취락이 해체되고 인구가 분산되는 등 통합도가 더 낮아지는 사례를 볼 수 

있다(Hirth and Villaseñor 1981).  
 남한강 유역은 취락 유적이 많지 않아 구체적인 양상을 살필 수는 없지만 

같은 적석총 분포지역인 임진강 유역이나 북한강 유역을 보았을 때,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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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예 지역과의 경계라는 특성상 경기 남부와 같은 전반적인 취락 재편이

나 수취체계의 이식 등의 방식이 적용되기 어려웠고, 관리 차원의 유적들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원천리 유적의 경

우 재지의 주거지 평면에 일자형 부뚜막과 한성백제 양식의 토기가 도입된 

경우로 실제 주민의 이주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존의 취락을 이용

함으로써 변경 지역의 거점 확보의 비용을 낮췄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중부 지역의 경우는 예라는 종족적 문제나 주거지·토기 등 물질문화상

에서 확인되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했을 때 경기 남부와 그 외의 지역의 중

심지 간 성격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충청 지역과 전라 지역의 경우는 기존 중심지의 형성이 뚜렷하고 정치적

인 복합도 수준이 높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이 지역은 백제 확장 

이후 경기·강원 지역과는 다른 변화 과정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충

청 지역에서는 기존의 중심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그 규모가 축

소된다. 반면 전라 지역에서는 기존 중심지가 축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중

심지로서의 위치를 유지한다. 이는 475년을 기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최대 규모를 보이는 취락의 4세기 이후 규모 변화

를 보면, 충청 지역에서는 1/4 이하로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고 전라 지역에

서는 여전히 최대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똑같이 높은 수준의 

복합도를 보이는 정치체라도 각기 다른 방향의 취락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

이다. 

 가설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존 지역집단이 상당한 복합화 수준을 보이는 지

역이라면 자원을 확보하거나 지역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구조가 갖추어져 있

기 때문에 인적·물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백제가 직접 들여

야 하는 공력은 적을 수 있으나, 각 지역집단과의 관계에 따라 각 지역집단

을 유지시킬 때의 효율성과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취락의 조성과 행정 체계 등이 투입되어야 하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지방 세력을 둠으로써 생기는 안전상의 문제를 제거하고자하는 의도가 큰 

경우에는 기존 중심지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취락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중앙아메리카의 Monte Albàn의 경우, 강력한 세력이자 Monte Albàn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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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대적이었던 El Palenque 지역의 중심취락을 군사적 활동을 통해 폭력

적으로 해체시키며 재지민들을 감시에 용이한 지역으로 이주시킨 뒤, 새로

운 거점을 만들어 관리하는 사례가 확인된다(Sherman et al. 2010). 꼭 이렇

게 폭력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Wilka Wamàn 지역이나 Titicaca 지역의 사례

를 보면, 잉카가 확장하면서 지역 조직을 잉카의 행정체계로 재편하고 농경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취락을 재조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Janusek and Kolata 2004; Julien 1983; Stanish 1997). 또한 교통로의 신설이

나 관개시설의 장악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취락재편을 유도할 수도 있는데, 

Caballo and Pluckhahn(2007)은 Teotihuacan의 성장과 함께 최단비용이 드는 

교통로 주변에 높은 인구밀도와 위계를 보이는 새로운 중심지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사례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기존의 취락체계나 

정치체를 약화시키고 이를 재편하는 과정은 상당한 비용이 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기존 재지집단을 유지하면서 생기는 위험성에 비해 취락을 전면적으

로 재편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기존 정치체를 유지

시키면서 이용하는 전략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재지집단의 저항이

나 중앙으로부터의 거리 등의 문제로 재편 비용이 너무 커지거나, 기존 재

지집단과의 관계가 위험하지 않아 기존 중심지를 약화시킬 필요가 없거나, 

유지시킴으로써 얻는 것이 더 많을 때와 같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

는 경우를 포함할 것이다. 이렇게 초기국가가 확장하면서 기존 정치체를 어

떻게 대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잉카가 매우 좋은 사례이다. 먼저 상당한 복합

도를 이루었던 Chincha 지역으로의 확장 과정을 보면, 잉카는 이 지역 정치

체의 잘 세워진 권력구조를 유지하면서 이용하고자 하였는데, 선물과 여자

의 교환을 통해 상관관계를 높여 나갔으며, 기존의 건축물과 의례문화를 활

용하는 것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켜 나간 

것을 볼 수 있다(Morris 1998). 이 외에도 강력한 정치체가 주변에 있어 이

들을 직접적으로 제거하기는 어렵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유리할 때 

결혼 교환을 통해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충분히 그 집단을 제어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동맹관계를 유지하거나, 중간지대를 조성하여 직접적인 충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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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시키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Bauer and Covey 2002). 이와 같이 기

존 재지집단을 유지하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재편에 드는 비용은 감소

하나 재지집단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동맹, 선물과 같은 다른 부수적인 

전략들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방법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각 지역 집단과의 우호적 

혹은 적대적 관계, 그 지역의 중요성, 물리적 거리 등으로 인해 실제 투입되

어야 하는 비용 등의 요소에 따라 복합적으로 조정된다. 지역 집단과의 관

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만약 재지집단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비용을 감수해야할 필요가 있게 된다. 거리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중심과 가까운 지역은 지역집단의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새롭게 재

편하는 것에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만일의 경우에 직접적인 위

험이 될 가능성은 높다. 역으로 거리가 먼 경우에는 인력과 물력을 투입하

는 데에 훨씬 많은 비용이 드나, 중심부와의 거리가 멀어 반란과 같은 만일

의 경우에도 중앙에 직접적인 위협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

심과 가까운 주변부일수록 더 직접적인 점유 및 재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

고, 원격지일수록 교역로, 자원집중지의 주변, 강력한 재지집단이 위치한 지

역에 중앙과 관련된 취락이 형성되는 등 재지집단에 직접적인 변형을 가하

지 않는 형태의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한다면 충청 지역의 중심지는 상대적으로 한성백제시기의 도성과

도 가깝지만, 웅진 천도 이후에는 중심지 자체가 공주, 부여로 옮겨지게 되

면서 백제 중심지와 더욱 근접하게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세력을 약

화시키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위험을 감

소하고 안정적인 배후나 수취의 확보를 우선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충청 지역의 대전 용계동, 논산 내동, 홍성 석택리 등 기존 대규모 

취락들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과 동시에 아산 갈매리, 연기 대평리, 연기 월

산리, 공주 덕지리, 논산 정지리·원북리, 대전 자운동 등 기존의 일반 취락

과는 다른 다수의 수혈을 갖춘 유적들이 경기 남부와 함께 충청 북부, 금강 

중·하류역에서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연기 나성리를 중심으로 

한 대평리, 월산리 호산, 석삼리 유적의 경관은 백제 확장 이후 2차 중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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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일례라고 생각된다(李弘鍾·許義行 2014). 이를 통해 

기존 취락체계에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새로운 중심지를 형성하고 수

취체계를 안정화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분묘 유적의 분석 결과도 함께 고려해보았을 때, 충청 지역에서는 석축묘

라는 신묘제가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그 주위의 연기, 논산, 서천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즉, 공주, 부여라는 새로운 중심지와 그 배후의 2차 

중심지에 집중적으로 조영되고 그 주변지역으로의 확산은 제한적으로 나타

난다. 이는 충청 지역에서 석축묘의 축조가 백제 중앙의 주도로 활발히 이

용되고 보급되었음을 반영한다. 공주, 부여 일대의 취락 자료가 남아있지 않

아 이 지역과 백제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는 어려우나 지금까지 확

인된 취락과 분묘를 함께 고려한다면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이 2

차 중심지로 재편되는 양상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전라 지역, 특히 전남 지역은 충청도에 비해 백제 중심지와의 거리가 

멀다. 이 경우엔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

지만 직접적인 취락재편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이 경우에는 기존 세력을 유지시키면서 지역 수장층을 집중적으로 관리

하거나 주변 지역을 지원함으로서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방식이 채택된 것으

로 생각된다. 우선 전주 동산동, 담양 태목리, 광주 선암동, 하남동, 나주 도

민동, 함평 중랑, 순천 덕암동, 보성 도안리 석평 유적 등 원삼국 단계부터 

대규모 취락으로 형성되어 있던 취락이 4세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성장하는 양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전라 지역 내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인

구밀집지였던 나주, 광주 일대에 백제와의 관련성이 가장 많이 확인되며(徐
賢珠 2012), 광주 동림동과 같은 유적을 백제의 거점적 유적으로 볼 수 있

다면(이영철 2011, 2016) 이렇게 새롭게 계획된 취락이 기존 인구중심지 내

부에 거점적으로 조성되는 것은 기존 재지집단이 지속하고 백제와 공존하면

서 양자의 관계가 형성된 상황을 뒷받침 한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특히 

전남 지역에 대해서 백제가 기존의 중심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시스

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하는 의도적인 중심지의 변화를 유도하기 보다는 

기존의 견해처럼 재지 중심지와의 관계에 집중하여 이 지역의 농업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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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해상교역로 등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재지 정치체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

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그에 따르는 위험이 있다. 전라 지역

의 분묘 유적은 이러한 양상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이 지역에서 석축묘라

는 신묘제의 분포는 분구묘라는 재지 묘제의 분포와도 겹치지만 그보다 더 

넓은 외곽지역에까지 나타난다. 특히 전남 지역에서 석축묘는 충청 지역고 

같이 특정 집단에 의한 주도적인 묘제의 도입으로 보기 힘들다. 영산강유역 

석실묘에 대한 연구(김낙중 2009)에 의하면 전남 지역에서 확인되는 석실묘

에서 다양한 계통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웅진계 석실로 볼 

수 있는 것은 고창 이남의 호남 서부 지역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이

른 시기의 석실은 백제뿐만 아니라 북부 구주의 영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어 

그 피장자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을 정도로 누군가에 의해 주

도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석실 도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

된다. 이는 충청도에서 석축묘의 분포 양상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이에 대

해 박순발(2000)은 백제의 힘이 전남 지역에 미치면서 반남 지역을 중심으

로 통합되어 있던 세력이 약화되고, 군소 수장들이 백제, 왜, 가야 등과 경

쟁적으로 연대를 도모하면서 야기된 정치적 독립현상으로 본 바 있다. 이 

무덤들의 피장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나, 다양한 계통

의 요소들이 혼재하는 상황은 이 지역이 백제와 맺고 있던 관계가 백제에 

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각 지역의 인구 및 취락변화 양상에 대안적 가설을 통해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양상이 백제의 지방 확대 과정을 전부 포괄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었던 수장층에 대해 위세품을 매개로 한 지방 

확대 전략과 함께 각 지역 중심지역에 대해 어떠한 전략을 취하고 각 지역

의 인구를 어떻게 재편해갔는지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다. 취락 및 인구 분

포의 재편 양상을 통해 백제의 지방 확대 및 지방 지배 방식, 지방제도의 

문제에 대해 더욱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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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논문은 원삼국~삼국시대 취락 분포의 변화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백제 

확장과 지방 재편 방식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4세기 이전의 각 지역

의 인구집중의 양상이 상이함과 4세기 이후의 변화 또한 상이함을 확인하였

다. 즉, 4세기 이전 원삼국 단계의 정치체들의 분포하는 양상과 통합 정도가 

각 지역별로 같이 않았으며, 그에 따라 인구중심지가 재편되는 방식도 차이

가 있었다. 경기·강원 지역에서는 넓게 퍼져있던 인구 분포가 4세기 이후

에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며, 특히 용인, 화성의 경기 남부와 

북한강 유역의 화천을 중심으로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이는 중심지가 형성되

고 그 외의 지역에 그보다 낮은 인구밀도의 중심지가 유지된다. 분묘 유적

의 분포는 4세기 이후 경기 남부로 인구가 집중되는 양상을 뒷받침하나, 그 

외의 지역에는 분묘 유적이 확인되지 않아 중심지의 성격이 달랐을 것을 암

시한다. 반면 충청 지역에서는 분묘 유적으로 샘플링 바이어스를 보완했을 

때 4세기 이후 기존에 홍성, 대전, 논산, 청주에 형성되어 있던 독보적인 중

심지는 축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와 함께 인구의 재편과정이 일어나는데, 

충청 지역 전역으로 중심지가 형성되고, 특히 공주, 부여, 연기지역을 중심

으로 새로운 인구중심지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존의 중심지들은 

새로운 중심지의 주변지로 재편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백제의 웅진 천도 

이후에 더욱 가속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라 지역의 경우는 4세기 이

후에도 기존의 중심지가 오랫동안 유지되며 그와 동시에 그 외곽지역으로도 

중심지가 형성되는 양상이다. 이는 묘제의 양상에서도 드러나는데 영산강유

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목관·옹관분구묘와 석축묘의 분포가 일치하

며 석축묘가 분구묘 분포 외곽으로 더 넓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영산강유

역에 독보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중심지의 외곽으로 새로운 중심지들이 추가

되는 양상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다양한 양상이 확인되는 것은 백제의 확장과 지역 정치체의 대응이

라는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원삼국 단계에 각 지역의 정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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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사회정치적 복합화 수준에 따라 그들의 백제에 대한 대응이 달라지고, 

다시 그에 따라 백제가 그들을 인식하는 방식과 백제의 지배체제 안으로 포

섭하여 안정적인 자원의 확보와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취할 수 있었던 전략 

또한 달라진 결과인 것이다. 각 상황에서 백제는 안정적인 지배를 통해 얻

을 수 있는 이익과 그를 위해 들여야 하는 비용이 있다. 그 사이에서 백제

는 특정한 전략을 선택하였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감수하거나 그를 보완할 

수 있는 부수적인 전략들을 활용하면서 각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해갔다. 

이것이 바로 각 지역에서 백제의 확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

소들을 함께 설명하고자 할 때, 백제의 확장과정과 지방의 상호작용에 대해

서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시도는 무덤과 위세품 위주로 다루어지던 주제에 대해 취락 분포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백제의 지방 확대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

지 않았던 각 지역 재지집단의 상황을 고려한 설명을 시도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또한 방사성탄소연대와 GIS 공간 분석을 활용함으로써 그 동안 

정적이고 고정적으로 이해되던 취락의 분포에서 벗어나 통시적인 변화 양상

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광역적인 지역 간 비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의

미가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단순히 유적의 유무가 아닌 시기별 주거지의 

개수를 탄소연대의 시기별 비율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일종의 축적률 연구(accumulation research)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각기 

다른 취락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취락의 라

이프 사이클을 이해하고 취락의 시기별 인구 규모, 성장·폐기 속도 등을 

추출할 수 있다면 그 동안 편년의 문제로 인해 제기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

제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적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Varien and 

Ortman 2005). 방사성탄소연대의 활용도 분명 한계가 있는 방법이다. 그러

나 이 방법을 통해 기존의 토기 편년으로는 제기하기 어려웠단 시기별 인구

의 공간적 분포 양상에 대해 검토하고 지역별 비교를 실시할 수 있었으며, 

백제의 지방 확장 과정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고에서 광역적인 인구 분포의 변화를 통해 확인한 백제의 확장과 

주변부 재편의 관계는 원삼국~삼국시대 취락 분포양상에 대한 시험적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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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가까운 것으로, 앞으로 이 분석 결과를 더 정교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고학적 자료의 분포와 비교검토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앞

으로의 자료 증가에 따라 수정될 여지도 있다. 특히 본고의 분석이 기존 연

구들에 비해 큰 스케일로 나누어서 보았기 때문에 이 패턴이 가지고 있는 

많은 함의를 더 정교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시공간적으로 더

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광역적인 분석을 통해 특정 지역만 보았을 때

와 달리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각 지역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미하다. 그러나 백제도 시간적으로 발전단계가 다르고, 그

에 따라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달라졌을 것이다. 공간적으로도 본

고에서는 분석의 단위를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 보았지만 더 작은 단위에

서 보면 각 지역에서 백제의 전략을 더 역동적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도 있

다. 

 또한 백제 확장 시기의 재지민들의 대응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고

에서 원삼국 단계의 취락 분포를 통해 각 지역집단의 복합도를 함께 검토하

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이 백제의 확장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는 적

극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앞서 언급했던 Janusek and Kolata(2004)는 국

가 주도적인 농경 경영 외에도 지역민들의 농업생산량 증대를 위한 자체적

인 활동 또한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다. 또한 Mississippi 유역의 Cahokia 

문화를 다룬 Pauketat(2003)은 이 시기 강안 충적지의 취락 폐기와 고지대로

의 재정착 현상에 대해 Cahokia라는 강력한 정치체가 농경생산량을 증가시

켜 식량을 충당하기 위해 강요한 전략이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건

축기법이나 기술의 다양성 등을 통해 보았을 때 Cahokia 문화의 성립에 주

변 농민들의 능동적인 협상과 협조가 있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재지집단들의 능동적인 대응 또한 취락변화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

다. 그러나 각 지방의 대응이 어떠하였는가를 구분해내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로, 이 부분은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재지민의 대응 이외에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환경적, 경제적 요인 등에 대

한 검토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취락은 사람들의 일상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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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되어 있기 정치적 변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계 방식, 

교역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취락 분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자료가 확보된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본고에서 시행한 분석의 스케일로 인해 유구와 유물의 세부적인 

변천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분포와 밀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표본 편중의 문제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물과 

유구의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유적 또한 분석의 단위가 될 수 있고, 

유적의 시기별 분포가 더 세밀한 스케일에서 감지하기 어려운 과거 사회의 

일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본고의 광역적 분서 결과

와 세밀한 유물 변화상을 함께 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초점이 백제이다 보니 경상도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는데 

삼한사회에서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

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취락 

유적 조사 사례가 타지역에 비해 매우 적어 최근 들어 주거지와 취락의 특

징이 정리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金羅英 2007) 현재로서는 취락 자료를 

함께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취락 유적이 많지 않은 이유는 

실제 고고학적 양상을 반영한다기보다는 분묘 유적에 연구가 집중된 까닭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자료증가와 함께 진변한지역과

의 비교도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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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안양 관양동 6 11 고려문화재연구원, 2012, 『안양 관양동유적』

60 양주 광석리 4 7 국방문화재연구원, 2012, 『양주 광석리유적』

61 여주 연양리 4 28
중앙문화재연구원, 2009, 『여주 연양리유적』
고려문화재연구원, 2012, 『여주 연양리유적』

62 연천 강내리 20 71 고려문화재연구원, 2012, 『연천 강내리유적』

63 연천 합수리 3 10 한울문화재연구원, 2012, 『연천 합수리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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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오산 내삼미동 4 31 경기문화재연구원, 2011, 『오산 내삼미동유적』

65 용인 마북동 2 71 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용인 마북동취락유적』

66 용인 보정리 소실 1 7 경기문화재연구원, 2005, 『용인 보정리소실유적』

67 용인 영덕동 2 4 기전문화재연구원, 2010, 『용인 영덕동유적』

68 인천 불노동 2 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 『인천 불노동유적』

69 인천 운남동 패총 2 6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1, 『인천 운남동패총』

70 인천 운북동 2 2 한강문화재연구원, 2012, 『인천 운북동 유적』

71 인천 중산동 1 1 한강문화재연구원, 2012, 『인천 중산동 유적』

72 파주 능산리 1 2 기호문화재연구원, 2010, 『파주 능산리 유적』

73 파주 운정(운정, 와동리) 7 18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2, 『파주 운정1지구』

경기문화재연구원, 2011, 『파주 와동리Ⅲ유적』, 2010, 『파주 
와동리Ⅳ유적』

74 평택 백봉리 1 1 기호문화재연구원, 2010, 『평택 백봉리유적』

75 포천 금주리 4 6 세종대학교박물관, 2005, 『포천 금주리』

76 포천 길명리 1 1
세종대학교박물관, 2003, 『포천 길명리-초기 삼국시대 집터 

발굴조사보고서』

77 파주 주월리 1 12 경기도박물관, 1999,『파주 주월리유적』

78 포천 자작리 유적 10 25 기호문화재연구원, 2010,『포천 자작리유적』

79 풍납토성 26 62
한신대학교박물관, 『풍납토성』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풍납토성Ⅰ』, 『풍납토성11』, 2012, 
『풍납토성13』, 2012, 『풍납토성14』

80 하남 망월동 구산 7 10 고려문화재연구원, 2008, 『하남 망월동 구산유적』

81 화성 감배산 5 66
경기대학교박물관, 2006, 『화성 감배산 유적』

서경문화사, 2009, 『경기지역 주거지 유적의 연구Ⅰ』 

82 화성 고금산 1 3 서울대학교박물관, 2002, 『화성 고금산 유적』

83 화성 발안리 13 59 기전문화재연구원, 2007, 『화성 발안리 마을유적』

84 화성 석우리 먹실 2 19 경기문화재연구원, 2007, 『화성 석우리먹실 유적』

85 화성 왕림리 노리재골 Ⅰ 1 3 중부고고학연구소, 2012, 『화성 왕림리 노리재골Ⅰ유적』

86 가평 항사리 13 44 고려문화재연구원, 2010, 『가평 항사리 유적』

87 화성 남양동 Ⅱ 3 12 한백문화재연구원, 2014, 『화성 남양동유적Ⅱ』

88 오산 탑동·두곡동 1 4 기호문화재연구원, 2010, 『오산 탑동·두곡동유적』

89 포천 사정리 모래내 5 29 중앙문화재연구원, 2014, 『포천 사정리 모래내유적』

90 계룡 입암리 9 23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8, 『계룡 입암리유적』

91 괴산 대덕리 1 1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1, 『괴산 대덕리 유적』

92 공주 신관동 78번지 외 1 2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3, 『공주 신관동 78번지외유적』

93 공주 안영리 1 7 공주대학교박물관, 2002, 『안영리유적』 

94 연기 대평리 16 164
백제문화재연구원, 2012, 『연기 대평리유적(3-1-A)』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12, 『연기 대평리유적(3-1-C)』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2, 『연기 대평리유적(3-1-B)』 

95
괴산 학생중앙군사학교 

부지 내
1 4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2, 『괴산 학생중앙군사학교부지내유적』

96 금산 수당리 1 7 충북대학교박물관, 2002, 『금산 수당리 유적』

97 논산 내동 11 230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1, 『논산 내동유적』

98 논산 14 67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2, 『논산 원남리·정지리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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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남리·원북리·정지리
중앙문화재연구원, 2001, 『논산 원북리유적』

백제문화재연구원, 2014, 『논산 원북리·정지리유적』

99 당진 가곡2리(1-5지점) 5 18 백제문화재연구원, 2013, 『당진 가곡2리 유적(1-5지점)』

100 당진 가곡리 7 25
백제문화재연구원, 2011, 『당진 가곡리유적』, 2013, 『당진 

가곡리유적Ⅱ』

101 당진 기지시리 1 2 충청문화재연구원, 2012, 『당진 기지시리 유적』

102 당진 삼화리 4 8 충청문화재연구원, 2012, 『당진 성산리·통정리·삼화리유적』

103 당진 성산리 3-1지점 13 42　 충청문화재연구원, 2013, 『당진 성산리유적 3-1지점』

104 당진 원당리 3 14 백제문화재연구원, 2009, 『당진 원당리 유적』

105 대전 복용동 당산마을 13 42 금강문화유산연구원, 2012, 『대전 복용동 당산마을 유적』

106
대전 

상대동(중동골.양촌)Ⅰ
1 14 백제문화재연구원, 2011, 『대전 상대동(중동골.양촌)유적Ⅰ』

107 대전 용계동 8 448 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대전 용계동 유적』

108 대전 죽동 5 47 중앙문화재연구원, 2014, 『대전 죽동유적』

109 대전 지족동 2 2
백제문화재연구원, 『서산 대죽리 패총·대전 지족동·서천 

비인7층석탑 유적』

110 대전 추동 1 1 중앙문화재연구원, 2005, 『대전 추동(하추 성뫼)유적』

111 대전 추목동 1 2 충청문화재연구원, 2004, 『대전 추목동 유적』

112 대전 대정동 2 7 중앙문화재연구원, 2005, 『대전 대정동 유적』

113 논산 마전리-A지구 1 3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02, 『마전리유적-A지구발굴조사보고서』

114
부여 나복리 

통실·석우리·원문리
1 1 충청문화재연구원, 2008, 『부여 나복리 통실·석우리·원문리 유적』

115 부여 석목리 나성 2 5 충청문화재연구원, 2009, 『부여 석목리 나성 유적』

116 부여 정동리 3 5 충청문화재연구원, 2005, 『부여 정동리 유적』

117 서산 언암리 낫머리 5 62 충청문화재연구원, 2010, 『서산 언암리 낫머리 유적』

118 서천 봉선리 4 49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5, 『서천 봉선리유적』

119 서천 석촌리 대월골 3 6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3, 『서천 석촌리 대월골』

120 서천 송내리 10 28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1,『서천 송내리유적』

121 서산 옥남리 원개들 2 8 충청문화재연구원, 2008, 『서산 옥남리 유적』

122 서천 지산리 4 74 공주대학교박물관, 2005, 『서천 지산리유적』

123 서천 추동리 I지역 3 11 충청문화재연구원, 2005, 『서천 추동리 유적: 1지역』

124 서천 추동리 II지역 14 22 충청문화재연구원, 2006, 『서산 추동리 유적2』

125 아산 갈매리(3지역) 1 1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07, 『아산 갈매리(Ⅲ지역)유적』

126 아산 갈매리(Ⅱ지역) 1 1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7, 『아산 갈매리(Ⅱ지역)유적』

127 아산 둔포리 1 1 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아산 둔포리 유적』

128 아산 밤줄길 1 1 충청문화재연구원, 2007, 『아산 밤줄길 유적』

129 아산 송촌리 2 6 금강문화유산연구원, 2012, 『아산 송촌리유적·소동리가마터』

130 연기 용호리 용산 4 9 중앙문화재연구원, 2014, 『연기 용호리용산·합강리유적』

131
연기 응암리 가마골 

(B지구)
2 7 충북대학교박물관, 2010, 『연기 응암리 가마골(B지구)』

132 연기 장재리 1 1 백제문화재연구원, 2013, 『연기 장재리유적』

133 연기 합강리 생줄 4 5 중앙문화재연구원, 2014, 『연기 용호리용산·합강리유적』

134 음성 양덕리 2 4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음성 양덕리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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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장태산 토성 I-1지점 1 2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3, 『충주 

장태산·장천리·잠병리·율능리유적』

136 제천 왕암동 3 7 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제천 왕암동유적』

137 증평 추성산성 4 5
중원문화재연구원, 2014, 『증평 추성산성-4차(북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138 진천 지암리 1 2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09, 『진천 지암리유적』

139 천안 두정동 3 15
고려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2001, 『천안 두정동유적 A지구 

발굴조사보고서』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1, 『천안 두정동유적: C·D지구』

140 천안 백석동 새신단월곡 1 1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8, 『천안 백석동 새신단월곡유적』

141 천안 불무골 2 2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3, 『천안 불무골 유적』

142 천안 용원리 A지구 2 118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1999, 『천안 용원리유적: A지구』

143 천안 장산리 2 8 충남대학교박물관, 1996, 『천안 장산리유적』

144 천안 장산리2 3 3 충남대학교박물관, 2013, 『천안 장산리유적2』

145 천안 청당동 진골 2 5 충청문화재연구원, 2011, 『천안 청당동진골유적』

146 청양 송방리 방축골 1 1 충청문화재연구원, 2011, 『청양 송방리 방축골 유적』

147 청원 쌍청리 1 1 중원문화재연구원, 2012 ,『청원 쌍청리유적』

148 청주 비하동1 1 1 중원문화재연구원, 2006, 『청원 비하동유적』

149 청주 송절동 근린생활시설 3 3
중원문화재연구원, 2007, 『청주 송절동유적: 근린생활시설 및 

농업창고부지내 발굴조사』

150 청주 송절동 산 90-7번지 2 2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4, 『청주 송절동 산90-7번지 유적』

151 청주 정북동토성Ⅱ 1 1 충북대학교, 2002, 『청주 정북동토성Ⅱ』

152 충주 가신리, 문성리 10 30 중원문화재연구원, 2014, 『충주 가신리·문성리유적』

153 충주 대화리 1 2 중원문화재연구원, 2012, 『충주 대화리 유적』

154 충주 탑평리(중원) 1 10
국립중원문화재연구원, 2013, 『충주 탑평리 유적(중원경 추정지) 

발굴조사보고서』

155 충주 탑평리(중앙) 7 10 중앙문화재연구원, 2013, 『충주 탑평리유적』

156 청원 풍정리 II 2 5 중원문화재연구원, 2012, 『청원 도원리·풍정리유적』

157 홍성 석택리 3 230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5, 『홍성 석택리 유적』

158 강진 양유동 9 14 전남문화재연구원, 2010, 『강진 양유동유적』

159 고창 석교리 7 13 호남문화재연구원, 2005, 『고창 석교리유적』

160 고창 신덕리 1 12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5, 『고창의 주거지Ⅰ』

161 고창 자룡리 4 9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3, 『고창 자룡리·석남리유적』

162 고흥 방사 3 58 호남문화재연구원, 2006, 『고흥 방사유적』

163 고흥 신양 4 85 호남문화재연구원, 2006, 『고흥 신양유적』

164 고흥 한동 2 36 호남문화재연구원, 2006, 『고흥 한동유적』

165 곡성 신리 3 3 전북문화재연구원, 2013, 『곡성 신리유적』

166 곡성 오지리 7 47 마한문화연구원, 2008, 『곡성 오지리유적』

167 광양 기두 1 3 순천대학교박물관, 2003, 『광양 용강리 기두유적』

168 광양 도월리1,2 10 76
전남문화재연구원, 2010, 『광양 도월리유적Ⅰ』, 『광양 

도월리유적Ⅱ』

169 광양 목성리 5 23 호남문화재연구원, 2014, 『광양 목성리유적』

170 광양 석정 4 5 마한문화연구원, 2009, 『광양 석정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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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광양 용강리 2 3 순천대학교박물관, 2002, 『광양 용강리유적』

172 광양 원적 5 8 마한문화연구원, 2011, 『광양 원적·점터유적』

173 광양 점터 4 14 마한문화연구원, 2011, 『광양 원적·점터유적』

174 광양 지원리 창촌 2 5 마한문화연구원, 2012, 『광양 지원리 창촌유적』

175 광양 칠성리 7 42 순천대학교박물관, 2007, 『광양 칠성리유적』

176 광주 금곡B 2 4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광주 용강·용곡·금곡유적』

177 광주 동림동 7 98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광주 동림동유적』

178 광주 만호 3 7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광주 만호유적』

179 광주 비아 1 4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광주 비아유적-장성 산정·영신유적-』

180 광주 산정C 2 36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광주 산정·기용유적』

181 광주 산정동 지실1, 2 6 97
호남문화재연구원, 2012, 『광주 산정동지실Ⅰ』, 2013, 『광주 

산정동지실Ⅱ』

182 광주 산정동 5 67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광주 산정동유적』

183 광주 선암동 11 310 호남문화재연구원, 2012, 『광주 선암동유적』

184 광주 세동 4 10 전남문화재연구원, 2006, 『광주 세동유적』

185 광주 신완 1 6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광주 성덕유적-장자·신완유적-』

186 광주 신창동 4 7 국립광주박물관, 2007, 『광주 신창동유적』

187 광주 용강 2 5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광주 용강·용곡·금곡유적』

188 광주 하남동 5 346 호남문화재연구원, 2012, 『광주 하남동유적』

189 구례 봉북리 5 29 남도문화재연구원, 2007,『구례 봉북리유적』

190 군산 관원리Ⅴ 1 2
원광대학교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7, 

『군장산업단지진입도로공사구간내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Ⅰ』

191 군산 옥봉리 5 9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3, 『군산 옥봉리유적』

192 군산 취동리 2 4
원광대학교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7, 

『군장산업단지진입도로공사구간내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Ⅰ』

193 김제 대목리 6 8 전북대학교박물관, 2003, 『김제 대목리·장산리·장산리유적』

194 김제 대청리B 1 2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김제 대청리·제상리·내남리유적』

195 김제 부거리·하정리 8 36
전북문화재연구원, 2014, 『김제 부거리·하정리유적적』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4, 『김제 부거리유적』

196 전주 동산동 16 137 호남문화재연구원, 2014, 『전주 동산동유적2』

197 나주 량동 5 22 전남문화재연구원, 2006, 『나주 량동유적』

198 나주 방축 2 32 호남문화재연구원, 2006, 『나주 방축·상잉유적』

199 나주 송월동-1구역 2 2 전남문화재연구원, 2008, 『나주 송월동유적-제1구역-』

200 나주 신도리 도민동1 19 188 마한문화연구원, 2014, 『나주 신도리 도민동Ⅰ,신평Ⅱ유적』

201 나주 신도리 신평 1, 2 8 10
대한문화재연구원, 2013, 『나주 신도리 신평유적Ⅰ지구』

마한문화연구원, 2014, 『나주 신도리 도민동Ⅰ·신평Ⅱ유적』

202 나주 운곡동 2, 4 19 75
마한문화연구원, 2009, 『나주 운곡동 유적 2』, 『나주 운곡동 유적 

4』

203 나주 장동리 2 6 전남문화재연구원, 2013, 『나주 장동리유적』

204 남원 대곡리 2 2 전북대학교박물관, 2003, 『남원 대곡리 유적』

205 담양 대치리 1 6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담양 대치리유적』

206 담양 오산 3 11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담양 오산유적』

207 담양 태목리 16 662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담양 태목리유적Ⅰ』, 2010, 『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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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목리유적Ⅱ(Ⅲ지역)』

208 무안 두곡·둔전 5 6 전남문화재연구원, 2012, 『무안 두곡·둔전유적』

209 무안 평산리 평림 4 15 전남대학교박물관, 2007, 『무안 평산리평림유적』

210 보성 금평패총 1 2 전남대학교박물관, 1998, 『보성 금평유적』

211 보성 도안리 석평1 16 137 마한문화연구원, 2011, 『보성 도안리 석평유적Ⅰ』

212 보성 조성리 금장 5 21 대한문화재연구원, 2013, 『보성 조성리 금장유적』

213 보성 조성리 월평 1 8 순천대학교박물관, 2009, 『보성 조성리월평』

214 보성 조성리 3 33 순천대학교박물관, 2003, 『보성 조성리유적』

215 보성 춘정 1 11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1, 『보성 활천·춘정유적』

216 부안 백산성2 4 18 전북문화재연구원, 2011, 『부안 백산성Ⅱ』

217 부안 장동리 10 33 전북대학교박물관, 2003, 『부안 장동리유적』

218 순창 가남리 1 1 호남문화재연구원, 2012, 『순창 교성리·가남리유적』

219 순창 교성리 7 11 호남문화재연구원, 2012, 『순창 교성리·가남리유적』

220 순창 내월 4 6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순창 내월』

221 순창 노동리 1 3 전북대학교박물관, 2006, 『순창 노동리유적』

222 순창 대가리 향가 5 26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4, 『순창 대가리향가유적』

223 순천 가곡동 7 32 마한문화연구원, 2009, 『순천 가곡동』

224 순창 건곡리 1 1
전북문화재연구원, 2012, 『순천 창신·건곡·외리리유적·남원 

평촌리유적』

225 순천 덕암동1. 2 10 238 마한문화연구원, 2010, 『순천 덕암동유적Ⅱ』

226 순천 성산리 대법 5 43 마한문화연구원, 2007, 『순천 성산리 대법유적』

227 순천 송산2 5 26 전남문화재연구원, 2011, 『순천 좌야·송산유적(Ⅱ)』

228 순천 요곡리 선산 3 22 대한문화재연구원, 2013, 『순천 요곡리선산유적』

229 순천 월평 1 3 조선대학교박물관, 2004, 『순천 월평유적(1998년1차발굴)』

230 순천 좌야 3 3 전남문화재연구원, 2011, 『순천 좌야·송산유적(Ⅱ)』

231 여수 봉수, 둔전 14 47 전남문화재연구원, 2013, 『여수 봉수·둔전유적』

232 여수 웅천동 모전, 웅동 3 6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3, 『여수 웅천동 

웅서·웅동·모전·송현유적』

233 여수 월산리 호산 4 45 대한문화재연구원, 2012, 『여수 월산리호산·월림유적』

234 여수 화동 5 12 마한문화연구원, 2009, 『여수 마산·화동유적』

235 여수 화장동2 6 54 순천대학교박물관, 2002, 『여수 화장동유적2』

236 영광 군동 1 1 조선대학교박물관, 2003, 『영광 마전·군동·원당·수동유적』

237 영광 마전 2 9 조선대학교박물관, 2003, 『영광 마전·군동·원당·수동유적』

238 영암 선황리 7 35 목포대학교박물관, 2004, 『영암 선황리유적』

239 완주 갈산리2 2 6 호남문화재연구원, 2014, 『완주 갈산리유적Ⅱ』

240 완주 상운리 8 14 전북대학교박물관, 2010, 『상운리』

241 완주 신풍 4 18 호남문화재연구원, 2014, 『완주 신풍유적』

242 완주 용흥리 6 14 전북문화재연구원, 2008, 『완주 용흥리유적』

243 익산 구평리Ⅳ 3 12
전북문화재연구원, 2013, 『익산 일반산업단지조성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Ⅱ지구구평리Ⅰ-Ⅱ,Ⅳ,연동리Ⅰ,용기리Ⅰ-Ⅱ유적』

244 익산 사덕 8 105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익산 사덕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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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익산 삼담리 2 2 호남문화재연구원, 2012, 『익산 삼담리유적』

246 익산 신동리1 2 4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5, 『익산 신동리1』

247
익산 

신동문화유적-보건소신축
부지

1 4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2, 

『익산신동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보건소신축부지』

248 익산 오룡리 1 8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익산 오룡리유적』

249 익산 웅포리 1 7 전북문화재연구원, 2008, 『익산 웅포리유적』

250 임실 망월촌 5 39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임실 망월촌유적』

251 장성 산정 2 8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광주 비아유적-장성 산정·영신유적-』

252 장성 상림리 1 2 호남문화재연구원, 『장성 상림리유적』

253 장성 월산리 1 4 전남문화재연구원, 2010, 『장성 월산리유적』

254 장성 장산리1 4 64 호남문화재연구원, 2013, 『장성 장산리Ⅰ유적』

255 장성 환교1 4 65 호남문화재연구원, 2010, 『장성 환교유적Ⅰ』

256 장흥 갈두2 3 11 호남문화재연구원, 2006, 『장흥 갈두유적Ⅱ』

257 장흥 상방촌A 23 107 목포대학교박물관, 2008, 『장흥 상방촌A유적 Ⅰ』

258 장흥 안골 4 13 호남문화재연구원, 2013, 『장흥 안골유적』

259 장흥 지천리유적 5 43 목포대학교박물관, 2000, 『장흥 지천리유적』

260 전주 대정 1 1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전주 대정유적』

261 전주 마전(3구역) 7 19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전주 마전유적(3구역)』

262 전주 송천동 31 66 전북대학교박물관, 2004, 『전주 송천동유적』

263 전주 원장동 6 15 전북문화재연구원, 2013, 『전주 원장동유적』

264 전주 장동3 11 67 전북문화재연구원, 2009, 『전주 장동유적3』

265 정읍 관청리 4 6 호남문화재연구원, 2006, 『정읍 관청리유적』

266 정읍 남산 3 41 호남문화재연구원, 2013, 『정읍 남산유적』

267 정읍 망담 2 2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3, 『정읍 정토·망담·이문유적』

268 정읍 신면 3 33 호남문화재연구원, 2011, 『정읍 신면유적』

269 정읍 오정2 2 3 호남문화재연구원, 2013, 『정읍 오정2유적』

270 정읍 오정 9 20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2, 『정읍 외장·오정유적』

271 정읍 이문 1 3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3, 『정읍 정토·망담·이문유적』

272 정읍 장수동 2 19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정읍 장수동·신용리유적』

273 함평 반암 3 27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함평 반암유적』

274 함평 성천리 와촌 7 55 전남대학교박물관, 2007, 『함평 성천리 와촌유적』

275 함평 소명 8 183 전남대학교박물관, 2003, 『함평 소명 주거지』

276 함평 중랑 20 205 목포대학교박물관, 2003, 『함평 중랑유적』

277 해남 신금 10 72 호남문화재연구원, 2005, 『해남 신금유적』

278 해남 황산리 분토2 11 57 전남문화재연구원, 2009, 『해남 황산리 분토유적Ⅱ』

279 화순 용강리 14 160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1, 『화순 용강리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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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번호
유적 보고서

1 가평 달전리 한림대박물관, 2007, 『가평 달전리유적』

2 군포 부곡동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군포 부곡동 유적』

3 김포 구래동 국방문화재연구원, 2013, 『김포 구래동유적』

4 김포 양곡 경기문화재연구원, 2012, 『김포 양곡유적』

5 김포 양촌 고려문화재연구원, 2013, 『김포 양촌 유적』

6 김포 운양동 한강문화재연구원, 2013, 『김포 운양동 유적』

7 김포 학운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9, 『김포 학운리유적』

8 서울 몽촌토성

몽촌토성발굴조사단, 1984, 『정비·복원을위한 몽촌토성 발굴조사보고서』, 1985, 

『몽촌토성 발굴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박물관, 1987, 『몽촌토성-동북지구발굴보고』 

9 서울 석촌동 서울특별시 石村洞 古墳群 發掘調査團 1987. 『석촌동고분군발굴조사보고서』

10 서울 암사동 국립중앙박물관, 1994, 『암사동』

11 서울 우면동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0, 『서울서초우면2지구국민임대주택부지내 

유적문화재발굴(시굴)조사 5차지도위원회자료』

중앙문화재연구원편, 2014, 『마한·백제의 분묘문화Ⅰ』

12 서울 풍납토성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풍납토성Ⅴ』

13 성남 상평동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 『성남판교지구 문화유적 2차발굴조사-5차  

지도위원회의자료』, 2008, 『성남판교지구 문화유적 2차발굴조사-6차  

지도위원회의자료』

중앙문화재연구원편, 2014, 『마한·백제의 분묘문화Ⅰ』

14 수원 꽃뫼 수원대학교박물관, 1997, 『꽃뫼 발굴조사보고서』

15 시흥 능곡동 경기문화재연구원, 2010, 『시흥 능곡동유적』

16 안산 신길동 고려문화재연구원, 2009, 『안산 신길동 유적』

17 안성 도기동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안성 도기동유적』

18 안성 신두리 중앙문화재연구원, 2010, 『안성 신두리유적』

19 양평 문호리
문화재관리국, 1974, 『팔당·주양댐수몰지구유적발굴종합조사보고』

중앙문화재연구원편, 2014, 『마한·백제의 분묘문화Ⅰ』

20 양평 양수리
심재연, 2010, 「한성백제기 한강 중·상류 지역의 적석총에 대한 연구」, 

『서울학연구소』

21 연천 동이리 경기도박물관, 2008, 『연천 동이리유적』

22 연천 삼거리 경기도박물관, 2002, 『연천 삼거리유적』

23 연천 삼곶리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硏究所, 1994, 『연천 삼곶리 백제적석총 발굴조사보고서』

24 연천 우정리 경기도박물관, 2002, 『연천 삼거리유적』

25 연천 전곡리
연천문화원, 1995, 『향토사학집』

유태용·박영재, 2006, 「百濟 積石塚의 分布와 性格에 대한 一考」, 『백산학보』 75

26 연천 학곡리 경기문화재연구원, 2004, 『연천 학곡리 적석총』

27 연천 횡산리 국방문화재연구원, 2010, 『연천 군남홍수조절지내 횡산리적석총 발굴조사약보고서』

28 오산 궐동 중앙문화재연구원, 2013, 『오산 궐동유적』

29 오산 수청동
기전문화재연구원, 2006, 『오산 수청동유적』, 경기문화재연구원, 2012, 『오산 

수청동 백제 분묘군』

30 용인 구갈리 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용인 구갈리 유적』

31 용인 두창리 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용인 두창리유적-용인 근삼리·백봉리유적』

32 용인 마북동 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용인 마북동 취락유적』

33 용인 마북리 기전문화재연구원, 2005, 『용인 마북리 백제 토광묘』

34 용인 상갈동 고려문화재연구원, 2008, 『용인 상갈동 유적』

35 용인 신갈동 경기문화재연구원, 2010, 『용인 신갈동 주구토광묘』

<부록 2> 대상 분묘 유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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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번호
유적 보고서

36 용인 죽전 대덕골
한신대학교, 1999, 『용인시 죽전지구 문화유적 및 민속 조사보고서』

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대덕골 유적』

37 원주 법천리
국립중앙박물관, 2000, 『법천리Ⅰ』, 2002, 『법천리Ⅱ』

국립중앙박물관·국립춘천박물관, 2009, 『법천리Ⅲ』

38 인천 구월동 한강문화재연구원, 2012, 『인천 구월동 유적』

39 인천 동양동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 『인천 동양동유적』

40 인천 연희동 서경문화재연구원, 2013, 『인천 연희동 유적』

41 인천 영종도 는들 서울대학교, 1999, 『영종도 는들 신석기유적』

42 인천 운남동패총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1, 『인천 운남동 패총』

43 인천 운서동 중앙문화재연구원, 2010, 『인천 운서동유적Ⅰ』

44 인천 중산동 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인천 중산동유적』

45 정선 덕천리 소동 강릉대학교박물관, 1996, 『정선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46 정선 덕천리 소사 강릉대학교박물관, 1996, 『정선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47 정선 덕천리 제장 강릉대학교박물관, 1996, 『정선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48 정선 아우라지 강원문화재연구소, 2011, 『정선 아우라지 유적』

49 춘천 신매리 한림대학교박물관, 1997, 『춘천의 역사와 문화유적』

50 춘천 중도 중도선사유적발굴조사단, 1982, 『중도발굴조사보고서』

51 파주 갈현리
상명대학교박물관, 2007, 『파주시 갈현리 산 22-11번지 공장신축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52 평창 응암리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평창 용항리유적』

53 평택 동창리 삼강문화재연구원, 2011, 『평택 동창리유적』

54 평택 마두리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08, 『평택 서탄면 마두리 194-9번지 공장신축부지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55 평택 방축리 세종대학교박물관 2003, 『평택 방축리유적-시굴조사 보고서』

56 평택 현화리 충북대학교 선사문화연구소, 1996, 『평택 현화리 유적』

57 하남 광암동 숭실대학교, 2006, 『하남 광암동 유적』

58 하남 덕풍동 수리골 기전문화재연구원, 2005, 『하남 덕풍리 수리골 유적』

59 하남 미사리 고려대학교발굴조사단, 1994, 『미사리』

60 화성 마하리
호암미술관, 1998, 『화성 마하리고분군』

숭실대학교박물관·서울대학교박물관, 2004, 『마하리 고분군』

61 화성 발안리 기전문화재연구원, 2007, 『화성 발안리 마을유적』

62 화성 백곡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화성 백곡리고분』

63 화성 석우리 먹실 기전문화재연구원, 2007, 『화성 석우리 먹실유적』

64
화성 왕림리 

노리재골2
한신대학교박물관, 2011, 『화성 왕림리 노리재골Ⅱ 백제유적』

65 화성 요리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4, 『화성 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H지점) 문화유적 발굴조사 

제3차 학술자문회의자료』

66 화성 천천리 한신대학교박물관, 2006, 『화성 천천리 청동기시대 취락』

67 화성 화산 한신대학교, 2002, 『화산고분군』

68 화성 화산동 경기문화재연구원, 2010, 『화성 화산동 유적』

69 화천 위라리 강원대학교박물관, 1996, 『화천의 역사와 문화유적』

70 공주 교촌리 공주대학교박물관, 1995, 『백제고분자료집』

71 공주 금성동 정지산 국립공주박물관, 1999, 『정지산』

72 공주 금학동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0, 『공주 금학동 고분군』

73 공주 금학동 남산록
국립공주박물관, 2012, 『송산리 고분군 기초자료집』

중앙문화재연구원편, 2014, 『마한·백제의분묘문화Ⅲ-충남Ⅳ』

74 공주 금학동 능치 중앙문화재연구원편, 2014, 『마한·백제의분묘문화Ⅲ-충남Ⅳ』

75 공주 남산리 국립공주박물관, 2001, 『공주 남산리 분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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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번호
유적 보고서

76 공주 내촌리
백제문화재연구원, 2010, 『공주 중동 유적·공주  월성산 유적·공주 내촌리 

유적·부여 내리 유적』

77 공주 단지리 충청문화재연구원, 2006, 『공주 단지리 유적』

78 공주 덕지리 백제문화재연구원, 2012, 『공주 덕지리유적』

79 공주 산의리 공주대학교박물관, 1999, 『산의리백제고분』, 2002, 『산의리백제고분』

80 공주 상서리 한남대학교중앙박물관, 2004, 『공주 상서리 유적』

81 공주 상왕동 공주대학교박물관, 1998, 『상왕동·능치 유적조사』

82 공주 소학동 보통골 공주대학교박물관, 1992, 『공주 보통골 백제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83 공주 송산리 국립공주박물관, 2012, 『송산리 고분군 기초자료집』

84 공주 송학리
백제문화개발연구원, 공주대학교박물관, 1990, 『공주  남산리·송학리 백제고분 

발굴조사보고서-1987년도발굴조사』

85 공주 수촌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공주 수촌리유적』

86 공주 신관동 중앙문화재연구원편, 2014, 『마한·백제의분묘문화Ⅲ-충남Ⅳ』

87 공주 신기동 중앙문화재연구원편, 2014, 『마한·백제의분묘문화Ⅲ-충남Ⅳ』

88 공주 안영리 공주대학교박물관, 2002, 『안영리유적』

89 공주 안영리 새터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3, 『공주 안영리 새터·신매유적』

90 공주 안영리 신매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3, 『공주 안영리 새터·신매유적』

91 공주 여드니 충청문화재연구원, 2005, 『공주 신영리』

92 공주 오곡리 공주대학교박물관, 1995, 『백제고분자료집』

93 공주 웅진동 공주대학교박물관, 2007, 『공주 웅진동유적』

94 공주 웅진동 박산소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8, 『충남지역의 문화유적-제 2집 공주군편』

95 공주 이인리
공주대학교박물관, 1988, 『각지시굴조사보고』

중앙문화재연구원편, 2014, 『마한·백제의분묘문화Ⅲ-충남Ⅳ』

96 공주 장원리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1, 『공주 장원리 유적』

97 공주 제천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공주 제천리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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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당진 가곡 2리 백제문화재연구원, 2013, 『당진 가곡2리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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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부여 염창리 군석 강인구, 1976, 「부여 염창리 군석 부락의 호관묘」, 『미술자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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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서천 당정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8, 『당정리-주거지 및 주구묘 발굴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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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아산 신남리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09, 『아산 신남리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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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연기 석삼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4, 『연기 석삼리대박골·풍기리·반곡리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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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연기 용호리 공주대학교박물관, 2008, 『연기 용호리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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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청양 장승리 충청문화재연구원, 2004, 『청양 장승리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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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청주 미평동 195-1 중원문화재연구원, 2010, 『청주 미평동 195-1번지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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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청주 산남동 42-6 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충주 봉명동유적(Ⅱ)-Ⅳ지구 조사보고』

204
청주 산남동 

분묘유적(원흥리1)
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청주 산남동 42-6번지 유적』

205
청주 산남동 

아래탑골2
중원문화재연구원, 2006, 『청주 분평동 분묘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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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청주 송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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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적석총 발굴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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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보고서-1993년도 발굴조사 B지구』

208 청주 신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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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청주 신봉동 백제고분군 발굴조사보고-1990년도 조사』, 1995, 『청주 신봉동 

고분군』, 1996, 『청주 신봉동 고분군-1995년도 조사』, 2002, 『청주 신봉동 

백제고분군-2000년도 발굴 조사보고서』, 2005, 『청주 신봉동 백제고분군-2003년도 

조사』

209 충주 금릉동 충북대학교박물관, 2007, 『충주 금릉동 유적』

210 충주 문성리 중원문화재연구원, 2012, 『충주 화석리·문성리유적』

211 충주 신효리 중원문화재연구원, 2007, 『충주 신효리 유적』

212 태안 달산리 가경문화재연구소, 2012, 『태안 달산리 유적』

213 홍성 남장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8, 『홍성 남장리 유적』

214 홍성 동성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4, 『홍성 동성리유적』

215 홍성 봉신리·대동리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2, 『홍성 봉신리·대동리유적』

216 홍성 석택리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4, 『홍성 석택리 유적』

217 홍성 성호리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1, 『홍성 성호리 백제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1989년도 

발굴조사』

218 홍성 신경리·자경동 백제문화재연구원, 2012, 『홍성 신경리 자경동 유적』

219 강진 신전면 수양리 전남문화재연구원, 2007, 『강진 수양리유적』

220 강진 영파리 최성락, 2014, 「강진지역 고대문화의 고고학적검토」, 『선사와 고대』39,

221 고창 광대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5, 『고창의 주구묘』

222 고창 괴치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5,  『文化遺蹟分布地圖-高敞郡』

223 고창 궁산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5,  『文化遺蹟分布地圖-高敞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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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고창 덕림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5, 『고창의 분구묘』

227 고창 도곡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5, 『文化遺蹟分布地圖-高敞郡』

228 고창 도산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5, 『文化遺蹟分布地圖-高敞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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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고창 상등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 2005, 『文化遺蹟分布地圖-高敞郡』

235 고창 석교리1,2
호남문화재연구원, 2005, 『고창 석교리유적』

전북문화재연구원, 2011, 『고창 석교리유적Ⅱ』

236 고창 석남리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3, 『고창 자룡리·석남리유적』

237 고창 석남리 고분군 원광대학교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5, 『고창의 분구묘』

238 고창 선동 호남문화재연구원, 2013, 『고창 선동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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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광주 동림동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광주 동림동유적』

263 광주 명화동 전남대박물관, 2000, 『전남지역 고분측량보고서』

264 광주 산정동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광주 산정동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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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박물관, 2004, 『文化遺蹟分布地圖-光州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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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나주 대안리 고분군
국립광주박물관, 1988, 『나주 반남고분군』,  전남대박물관, 2000, 『전남지역 고분 

측량 보고서』

292 나주 대인리 방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09, 『나주 화정리 마산고분군·대안리 방두고분』

293 나주 덕산리 고분군
국립광주박물관, 1988, 『나주 반남고분군』

전남대박물관, 2002, 『나주 덕산리고분군』

294 나주 도민동 전남문화재연구원, 2010, 『나주 도민동·상야유적』

295 나주 동곡리 횡산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09, 『나주 동곡리 황산고분』

296 나주 마산리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09, 『나주시 문화유산 종합학술조사보고서』

297 나주 복암리 다시들 동신대박물관, 2011, 『나주월명·다시들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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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복암리(1~6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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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나주 복암리 3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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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나주 송제리 목포대학교박물관, 2000, 「나주 송제리 석실분 실측조사」, 『紫微山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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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investigating the processes of Baekje’s expansion and 

strategies of regional control has traditionally focused on distributions of 

prestige goods. It has often been assumed that by controlling the allocation 

of these elite goods, Baekje was able to indirectly dominate peripheral 

polities. However, these studies rely on the assumption that certain kinds 

of artifacts or features can be regarded as direct indices of Baekje’s 

influence, and therefore can be used to determine whether certain areas 

were subsumed into Baekje’s territory at particular times. This approach 

leads to an oversimplified view of Baekje as uniformly expanding its 

borders over time, and as a result, considerations of the diverse conditions 

of peripheral polities and their various reactions to Baekje’s expansio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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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as the various expansionist strategies employed by Baekje have been 

largely absent. 

 In this paper, spatio-temporal changes of settlements in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and the Three Kingdoms Period are investigated. Because 

Baekje’s expansionist strategies would likely vary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each regional polity, a comparison of population and 

settlement distributions before and after the expansion of Baekje will allow 

for an examination of how Baekje’s strategies varied in diverse contexts. 

 Radiocarbon dates are used for interregional comparisons and to 

determine settlement size in each time period, and GIS spatial analyses are 

employed to examine the spatial distribution of populations and settlements. 

For the spatial analyses, the southwestern Korean Peninsula was divided 

into three subregions for comparison: the Gyounggi·Gangwon, 

Chungcheong, and Jeolla provinces. Changes in population concentrations 

and site distribution patterns in the three subregions are compared both 

before and after AD 300, when Baekje is thought to have become a state. 

In the Chungcheong and Jeolla provinces, site distribution patterns are also 

compared before and after AD 475, when Baekje moved its capital to 

Wongjin. 

 The results of the analyses reveal that each of the three subregions 

showed different settlement patterns before the 4th century and after the 

4th century. Before the 4th century, populations in the 

Gyounggi·Gangwon provinces were distributed evenly throughout the 

subregion, and after the 4th century, populations became concentrated in 

the southern Gyounggi Province and Hwacheon in the Bukhan River basin. 

In the Chungcheong provinces, there were large population concentrations 

in Hongseong, Daejeon, Nonsan, and Cheonan before the 4th century, and 

after the 4th century, these population centers dwindled as new population 

clusters appeared throughout the Chuncheong provinces. The distribu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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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ial sites in this area suggests that populations became densely 

concentrated in Gongju, Buyeo, and Yeongi, as previous population centers 

were reorganized as secondary centers in the peripheries of these new 

centers. An additional comparison of population before and after 475 AD 

reveals that these changes became even more pronounced after the 

relocation of Baekje’s capital to the Chungcheong area. In the Jeolla 

provinces, before the 4th century, population centers were located in 

Iksan,·Jeonju, the Youngsan River basin, and the southern coast of the 

Southern Jeolla Province, and after the 4th century, existing population 

centers were maintained. Analysis of burial site distributions also supports 

these patterns. 

 It is suggested that the various patterns observed in this study resulted 

from different expansionist strategies employed by Baekje according to the 

diverse interactions between Baekje and its peripheral polities. In other 

words, the differential social complexity of each regional polity prompted 

different reactions to the expansion of Baekje, and in turn, the strategies 

of Baekje to control each regional polity also varied. The 

Gyounggi·Gangwon provinces showed relatively low complexity, so Baekje 

needed to reorganize populations and settlements in order to control 

polities in the area. The Chungcheong and Jeolla provinces showed higher 

complexity, so concrete strategies were dependent on considerations of 

benefit and risk, which arose from the maintenance of existing polities, 

and cost and safety, which were associated with the reorganization of 

existing polities. The Chungcheong provinces were relatively close to the 

core area of Baekje, so in spite of the cost, Baekje needed to reduce and 

reorganize the previously existing polities. On the other hand, the Jeolla 

provinces were relatively far from Baekje’s core area, which greatly 

increased the cost of reorganization, so Baekje adopted a strategy of 

maintaining close relationships with regional elites without having to in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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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reorganization of existing po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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