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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부지역 출토 낙랑계토기 연구 
 

 

원삼국시대에 확인되는 물질 문화의 변동은 서북한 지역에 존재하였던 

낙랑의 영향으로 설명되어 왔다.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토기의 형성 및 변화 

과정 역시 낙랑군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는 실제 낙랑토기와의 비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다 선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낙랑군 지역으로부터의 기술 유입을 상정한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 낙랑토성 및 낙랑고분 출토 토기에 대한 소개 및 

제작 기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지역에서 

낙랑토기와 기형이나 제작기법 등에서 유사한 자료들이 낙랑계토기라는 

이름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연구자 간의 낙랑계토기의 

선정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며, 단순한 분포도 작성 수준의 연구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부지역 출토 낙랑토기 또는 낙랑계토기의 연구가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는 原形이 되는 낙랑토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아 

낙랑토성과 낙랑고분에서 출토된 토기의 기종, 제작기법 및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부지역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다양한 종류의 낙랑토기 중 화분형토기와 평저단경호, 평저장경호, 

원저단경호, 옹, 분형토기, 시루, 완, 통형토기, 고배라는 10가지의 기종을 

확인하였으며, 낙랑토기와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토기의 요소가 모두 

적용되어 제작된 원저장경호라는 기종을 새로이 설정할 수 있었다. 또한 

중부지역에서 출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자료가 낙랑계토기로 통칭되고 

있으나, 낙랑토기와 낙랑계토기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서북한 지역 토기와의 비교를 통하여 중부지역 출토 토기를 낙랑토기와 



 

 ii

낙랑계토기로 구분하였다.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의 기종 구성 양상으로 중부지역을 크게 (1) 

화분형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유적군과 (2) 평저장경호 및 원저단경호, 

분형토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유적군, (3) 분형토기와 시루 등과 같은 

일상용기만을 중심으로 하는 유적군, (4) 옹을 중심으로 하는 유적군, (5) 

분형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유적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반 유물이나 출토 

유구에 대한 검토 결과, 이들은 지리적 분포뿐만 아니라 시간적 위치 및 

세부적인 양상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각각의 토기를 낙랑토기 또는 낙랑계토기 A, B식으로 구분한 

결과와 공반 유물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각 유적권 별로 낙랑토기 또는 

낙랑계토기의 유입 과정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중부지역의 유적군들은 낙랑토기만 출토되는 유적과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가 모두 출토되는 유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에는 

화분형토기 및 옹, 분형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유적이, 후자에는 평저장경호 

및 원저단경호를 중심으로 하는 유적과 일상용기만을 중심으로 하는 유적이 

포함된다. 현재의 고고학적 자료로는 이러한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단순히 

주민의 이주 가능성만을 언급해 온 지금까지의 연구와 달리 지역이나 

시간적 위치에 따라 낙랑군 지역과의 매우 다양한 관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가장 다양하고 많은 수의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가 출토된 

북한강 유역, 영서지역, 임진∙한탄강유역, 한강하류역을 대상으로 이들의 

전개 양상 및 중부지역 토기와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 지역 

토기의 대부분은 수혈식 노지만이 설치된 출입구 단벽 돌출 오각형 

주거지에서 출토된다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가 

일정한 시간적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주거지 평면 

형태 및 노지 시설 등에서 이보다 시간적으로 늦는 것으로 보이는 

유적에서는 낙랑 관련 토기의 출토 예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가 출토된 유적 대부분의 점유가 

단절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와 공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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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무문토기는 기종 구성이나 제작 기법에서도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와의 공통점을 확인할 수 없어, 낙랑토기는 중부지역 

토기복합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단절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주요어 : 중부지역, 낙랑토기, 낙랑계토기,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토기, 기종 

별 분포 양상, 유입 과정, 전개 양상 

학  번 : 2007-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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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원삼국시대는 한반도의 역사발전 단계상 국가형성기에 해당하며, 많은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국가형성 과정에서 낙랑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낙랑으로 대표되는 漢의 발달된 철기문화가 본격적으로 

파급되면서 원삼국시대가 시작된다고 보거나(김원룡 1986), 원삼국시대를 

낙랑을 통한 漢代 文物의 본격적인 파급을 계기로 시작되는 남한지역에서의 

국가형성기(박순발 1998; 윤용구 2004; 이성시 2003)로 보는 제 견해들

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 하에서 1980년대에 들어 원삼국

시대의 고고학적 양상이 먼저 드러나기 시작한 영남지역에서는 점토대토기

와 다른 새로운 제작기법이나 기형을 가진 와질토기를 낙랑 토기로부터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것으로 보고, 이러한 토기 제작 기술상의 혁신의 배경

으로 낙랑 지역으로부터의 선진적인 제작 기술의 도입을 상정하였다(김길식 

2001; 신경철 1982; 최종규 1982). 

이러한 연구 경향은 이후 중부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원삼

국시대 토기의 형성이나 변화, 그리고 경질무문토기에서 심발형토기, 장란

형토기로의 변화나 한성백제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기종이나 제작기법의 출

현을 낙랑토기의 영향으로 보는 연구가 그것이다(권오영 2003; 김두권 

2003; 김성남∙우정연 2004; 박순발 2004; 한지선 2005b; 土田純子 

2006). 특히 중부지역의 원삼국시대 편년에서는 문헌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낙랑군의 정치적 변화 시점이 편년 분기의 기준이 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박순발 2006, 2009). 

그러나 원삼국시대의 문화 변동에 있어서 낙랑의 역할을 강조한 지금까

지의 연구들은 서북한 지역에서 출토된 1차 자료와의 비교 연구가 불가능

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히 보다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낙랑 지역으로부터 선진 기술이 도입되었을 것이라는 전제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낙랑을 한국 고고학의 일부로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

과 더불어(한국고고학회 2010), 낙랑토성 및 낙랑고분 출토 자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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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및 제작 기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낙랑토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이 가능해졌다(국립중앙박물관 2001a, 2001b, 2002; 정인성 2002, 

2003a, 2003b, 2003c, 2004, 2005; 谷豊信 1984, 1985, 1986, 2002). 

그 결과,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지역에서도 낙랑토기의 제작기법이 

반영되거나 낙랑토기의 기형과 유사한 자료들이 낙랑계토기라는 이름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기옥 2012; 김길식 2001, 2006; 김무중 2004a, 2004b, 

2006; 이재현 2005; 홍주희 2012; 황윤희 2012).  

이러한 토기에 대한 연구는 당시 중부지역과 낙랑 지역 간의 관계에 대

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낙랑토기 및 낙랑

계토기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유례를 찾기 힘든 기형의 토기를 낙랑계토기

로 분류하거나 원삼국시대 유적에서 확인되는 타날문토기 전체를 낙랑계토

기로 파악하는 수준으로, 낙랑계토기의 분포도 작성에 그치는 연구가 대부

분이다. 

중부지역 출토 낙랑토기 또는 낙랑계토기의 연구가 진전되지 못하는 이

유는 그 原形이 되는 낙랑토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문제의

식 하에, 본고에서는 낙랑토성과 낙랑고분 출토 토기 자료의 기종, 제작기

법 및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검토하여, 중부지역에서 확인되는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의 특징 및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부지역에서 

출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자료가 낙랑계토기로 통칭되고 있으나, 낙랑

토기와 낙랑계토기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북한 

지역 출토 토기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중부지역 출토 토기를 낙랑토기와 

낙랑계토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또한 공반 유물과 출토 유구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중부지역에서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 출토의 배경을 살펴보겠으며, 

이러한 토기가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토기 복합체 내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

해서도 생각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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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목적 및 방법 
 

 

1. 연구사 
 

 

 

1909년 세키노 타다시(關野貞), 도리이 류조(鳥居龍藏), 이마니시 류(今

西龍) 등의 일인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대동강 남면에 위치한 낙랑고분의 

발굴과 함께 시작된 낙랑의 고고학적 연구는 연구 시기와 연구 주체, 그리

고 연구 목적에 따라 樂浪郡 자체의 성격과 위치 비정, 시기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여왔다.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발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다량의 漢式 고분과 鐵器, 漆器 등과 같은 풍부한 漢式 유물은 낙랑군의 설

치로 인하여 대륙의 선진문화가 이입되었다는 식민사관의 근거가 되었으며(

오영찬 2006; 이남규 1993), 해방 후 북한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

에서는 단군릉의 발굴, 복원을 기점으로 漢의 郡縣인 樂浪郡의 在平壤設은 

부정되었고 서북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풍부한 고고학적 현상은 고조선의 

소국인 樂浪國에 의해 영유되었던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리지린 1963; 황

기덕 외 1971). 낙랑과 관련한 이러한 불균형적인 연구 경향은 해방 이후 

남한 학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일제 강점기의 식민사관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낙랑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

거나 다른 고대사의 분야들에 비해 연구 자체가 진척되지 못하는 등 한반도 

고대국가 형성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의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특징적인 낙랑 고분 및 부장 유물, 토성 출토품 등에 대한 지속

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서북한 

지역의 고고학적 문화가 漢四郡의 하나인 樂浪郡에 해당한다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졌다(오영찬 2006; 이영훈 1987; 정인성 2002; 谷豊

信 1984, 1985, 1986, 2002; 高久健二 1995; 田村晃一 1979, 1995, 

2001). 또한 1970년대 이후 중국에 분포하고 있는 漢代 분묘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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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양적∙질적으로 팽창하면서, 漢 문화가 그대로 이식된 결과로 설명되

었던 낙랑 고분에 대한 기존의 인식 대신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낙랑 고분은 중국의 漢代 고분과 묘제나 일부 부장품의 측면에서 공통

점을 가지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중원이나 중국 변방의 어느 지역과도 일치

하지 않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 묘제이며, 특히 이들 분묘에서 출토되는 세

형동검, 車馬具, 車輿具와 같은 청동기 및 일부 토기는 위만조선시기부터 

낙랑 설치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부장품으로 중원과는 구분

되는 낙랑 고유의 특징이라는 점이다(黃曉芬 2006). 이러한 고고학적 조사 

성과에 힘입어 고고학과 문헌사학 모두에서 낙랑군 주민의 구성과 낙랑고분 

피장자 연구 등과 같은 보다 다양하고 심화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권오

중 2005, 2009; 오영찬 2001, 2006; 田村晃一 1995, 2001; 郑君雷·赵永

赵 2005). 

낙랑군 자체에 대한 이러한 연구 외에도 남한 고고학계에서는 낙랑군이 

설치되었던 420년이라는 기간을 남한에서 고대국가가 형성되었던 시기로 

보고, 그 과정에서 낙랑으로 대표되는 漢郡縣의 역할에 주목하여 왔다. 연

구 대상 지역이나 대상 유물의 종류에 따라 시기 설정의 근거가 다르기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원삼국시대의 시작 시점을 낙랑군의 설치 시점인 기

원전 100년경으로 설정하고 있으며(박순발 1997, 2006, 2009; 이재현 

2003, 2004; 이희준 2004; 최병현 1998; 한국고고학회 2010), 토기나 철

기 제작에서의 기술 혁신과 같이 고대 국가 형성을 가늠하는 척도로서의 물

질문화의 변화가 낙랑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연구도 다

수 이루어져 왔다(권오영 2003; 김원용 1986, 2000; 박순발 1998, 2004, 

2006; 신경철 1982; 이남규 1999, 2002, 2005, 2008; 최영민 2010; 최

종규 1982). 

이러한 연구 경향은 원삼국시대 토기의 형성 및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특히 신제도기술의 대표적 기종인 타날문 단

경호의 기술적 계보에 대한 논의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원염 

소성된 타날문 단경호는 일제 강점기에 실시된 金海貝塚 조사에서 최초로 

남한의 원삼국시대 토기로 인식되었으며, 漢文化와 접촉한 결과 비로소 시

작된 金石竝用期의 증거로 사용되었다(梅原末治∙ 濱田耕作 1923). 해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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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풍납토성 및 성산패총, 웅천패총, 양평 대심리 유적 등에서 조사가 이루

어지면서 남한지역 원삼국시대 토기를 風納里無文土器와 粗質有文陶, 金海

土器 등으로 구분하는 등 그 양상이 보다 분명해졌다. 이 중에서도 무문토

기 시기까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던 환원염 소성의 타날문토기(金海式有

文土器)의 계보에 대한 관심의 집중은 당연한 현상이었으며, 營城子 및 高

麗寨, 尹家村 유적의 전국시대 토기를 근거로 이것의 계보를 요동지역의 戰

國系 灰陶로 파악하였다(김양옥 1976; 김원용 1967). 이후 이러한 전국계 

제도기술의 영향을 강조한 연구는 이성주(1991, 1999, 2000) 및 최병현

(1992, 1998) 등의 연구로 이어졌는데, 이들은 전국계 제도기술을 강조하

고는 있지만 남한 지역으로 유입된 시기를 낙랑군 설치 이후로 파악하고 있

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달리 1980년대 이후 원삼국시대 분묘에 대한 조

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원삼국시대토기의 형성 과

정에서 전국계 토기가 아닌 낙랑 토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강조한 의견이 제

기되어(신경철 1982; 최종규 1982), 이후 원삼국시대 토기의 계통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원삼국시대 토기의 계통에 대한 이들의 견해에

는 차이가 있지만, 낙랑군 설치 이후 유입되었으며 서북한 지역과 지리적으

로 가까운 중부지역을 통해 영남지역으로 유입되었다고 보는 공통점을 보인

다. 그러나 최근 정인성(2008)에 의해 낙랑군이 설치되기 이전에 이미 중

부지역이 아닌 낙동강 유역에 戰國系의 타날문 단경호가 유입되어 있었으며

, 와질토기의 형성 시점 또한 낙랑군 설치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다고 본 

견해 또한 제시되어 그 성립 시점 및 계보에 대한 논의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주로 원삼국시대 이른 시기의 자료가 다수 축적된 영

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중부지역에서는 영남지역과 달리 이

른 시기의 자료가 확인된 예가 거의 없어 타날문단경호의 계보와 관련한 문

제가 논의의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부상하지는 않았다.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토기의 연구는 박순발(1989)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는데, 한강유역의 원삼

국시대 토기를 경질무문토기 및 타날문토기, 회(흑)색무문양토기라는 세 가

지 기술체계로 분류한 후 이들의 계보를 서북한 지역 토기에서 찾고 그것의 

유입 시점 및 유입의 계기를 낙랑군의 설치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았다(박



 

 6

순발 1989, 1996a, 1996b, 2004, 2006, 2009).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위

만조선의 성립을 전후한 기원전 3세기 말~기원전 2세기 초 대동강 유역에

서 삼각형점토대토기에서 외반구연옹으로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후 낙랑

군 설치로 인한 위만조선 유이민들의 한강유역으로의 이주로 漢의 철기문화

와 더불어 외반구연의 경질무문토기가 한강유역으로 파급된 것으로 파악하

였다. 이후 가평 달전리 유적에서 출토된 타날문토기를 근거로 낙랑군의 정

치적 변환기인 王莽의 新 성립기에 다수의 군현민이 한반도 중부지역에 유

입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타날문토기 제작기법이 중부지역에 수용되었

으며, 桓靈之末의 혼란기에 일어난 군현민 이탈에 의해 낙랑토기가 지속적

으로 유입되면서 중부지역에서 승문타날 토기 제작이 지속된 것으로 보았다

. 이후 낙랑계토기가 출토된 화성 기안리 유적의 연대를 기원후 3세기 전~

중반경인 원삼국 Ⅲ-3期로 비정하고, 원삼국시대 말기에 등장한 것으로 보

이는 낙랑계토기의 영향으로 한강유역에서 승문타날이 적용된 장란형토기 

및 백제토기의 형성이 이루어졌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편년안

은 현재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용되고 있다(김성남 2004; 박경신 2011; 

한지선 2005a). 경질무문토기 단순기 및 타날문토기의 구체적인 유입 양상

에서 박순발과 의견을 달리하는 최병현(1998) 역시 중부지역 원삼국시대의 

세 가지 요소인 타날문토기와 경질무문토기, 터널식 노지의 중부지역으로의 

유입 시점을 낙랑군 설치 이후인 기원전후로 설정하고 있어 중부지역 원삼

국시대 토기 편년에 있어서 낙랑군을 둘러싼 정치적 변화 관계 및 그에 따

른 주민의 남하가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낙랑토기와 중부지역 토기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

의 이루어진 바 없으며,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토기를 구성하는 세 가지 기

술체계 중에서 낙랑토기의 영향으로 제작된 것은 회(흑)색무문양토기에 한

정된다고 본 것이(김원용 1971; 박순발 1989; 이성주 1991, 2000; 최병

현 1998) 낙랑토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 및 해방 후 북한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낙랑의 고고

학적 조사 결과의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 낙랑토기의 이해

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나 최근 일제강점기 조사분 중 미 보고된 

자료들에 대한 보고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낙랑 연구에 필요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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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축적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낙랑군 지역 

토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국립중앙박물관 2001a, 2001b, 2002; 

이현혜·정인성·오영찬·김병준·이명선2008; 정인성 2003a, 2003b, 

2003c; 有光敎一·藤井和夫 2003; 谷豊信 1984, 1985, 1986). 谷豊信

(1984, 1985, 1986, 2002)에 의한 낙랑토성 출토 자료의 분석과 소개는 

화분형토기와 타날문단경호 등과 같은 제한적인 기종만 부장되어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낙랑고분 출토 자료를 보완해 주었고, 이

를 통해 한반도 중부 이남지역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다양한 기종의 토기가 

소개되어 낙랑토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동시에 정인

성에 의해 이루어진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2002, 2003a, 2003b, 2003c)는 

낙랑토기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인성의 연구에 의해 승문 내박자흔과 목제 내박자흔, 회전물손

질, 사절흔, 정지깎기 등이 요동 지방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토기와 구분되

는 낙랑토기의 속성임이 밝혀지면서 최근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이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낙랑계토기’라는 이름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기옥 2012; 김길식 2001, 2006; 김무중 2004a, 2004b, 2006; 박경신

·이재현 2011; 이재현 2005; 홍주희 2012; 황윤희 2012). 

또한 어느 정도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지면서 낙랑 관련 유물의 집성이 

시도되기도 하였고(박경신∙이재현 2011), 북한강 유역과 임진강유역, 한강 

하류역 등으로 지역을 나누어 중부지역 각 지역에서 출토된 낙랑계토기를 

살펴보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김기옥 2012; 홍주희 2012; 황윤희 

2012). 그러나 아직까지 낙랑계토기의 정의나 특징에 대한 일치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낙랑계토기의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별로 출토된 자료의 소개는 일부 이루어졌지만 지

역 별 또는 유적 간 출토 양상의 차이나 그것의 시간적 위치, 유입의 원인 

검토 등과 같은 심화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유적 분포도 작성의 수준

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중부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낙랑계토기의 유입 시기 및 그 과정, 

원인에 등에 대해서는 고고학적 자료 자체에 대한 정치한 연구 대신 문헌 

기록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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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낙랑군 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에서는 기원 전부

터 2세기 중후반경까지 지속적으로 낙랑의 영향이 확인되는 영남지역과 달

리 중부지역에서는 기원후 2세기 대에 이르기까지 낙랑과 관련된 자료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지리적으

로 낙랑과 인접해 있으며 準王의 남하 이후 비교적 강력한 정치체를 형성하

고 있었던 마한지역 제 소국들에 대한 漢郡縣의 분열책이 시행된 결과라는 

해석(이남규 2005)과 韓 사회의 내부적 선택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재현 

2005)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반해 기원후 2세기 중∙후반 이후 특히 북한

강 유역이나 한강하류지역, 경기 서남부지역에서 낙랑 관련 유적, 유물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를 『三國志』魏志 東夷傳에서 확인할 수 있는 “桓
靈之末”의 시기에 군현민의 중부지역으로의 이주에 의한 결과로 보고 이러

한 양상이 한강하류지역에서 한성백제의 성립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보고 있

다(김무중 2006; 한지선 2009). 이와 더불어 최근 조사 예가 증가하고 있

는 북한강 상류지역의 낙랑계토기를 낙랑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던 靺鞨 

또는 嶺西濊의 세력으로 보거나(심재연 2006), 기원전 82~75년 사이에 이

루어진 한 군현의 정리 과정에서 낙랑군 남부도위의 영역에 포함된 지역이

라고 보는 견해(김일규 2009) 등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유적에서 확인되는 

낙랑 관련 유물의 해석에 문헌기록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

다. 이 외에도 급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낙랑계토기의 반입 단계를 나누어보

려는 시도가 있기는 하였지만 대략적인 가능성의 제시에 그쳤으며(김무중 

2006), 이러한 낙랑계토기의 유입 원인을 단순히 주민의 이주로 설명하려

는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김무중 2004a, 2004b; 박

순발 2004). 

이와 같이 기존의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토기와는 기술체계 및 계통이 다

른 것으로 보이는 낙랑계토기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진 후 많은 연구

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더 다양하고 심화된 연구가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낙랑토기라는 1차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현실

적인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최근 낙랑군 

지역에서 출토된 자료의 재보고 및 제작기법의 검토와 같은 세부적인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부지역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토기 자료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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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되어 토기 자료를 중심으로 낙랑군 지역과 중부지역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화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목적 및 방법 
 

 

본고의 목적은 서북한 지역 토기와의 비교를 통해 중부지역에서 출토되

는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의 특징을 분명히 밝히고 그것의 지역적 분포 양

상과 시간적 위치 등을 파악하여 중부지역 내에서 이들의 전개 양상 및 낙

랑토기와 중부지역 토기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원삼국시대는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의 전환기이자 많은 사회적, 정치

적 변동을 수반한 국가형성기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유사한 물질문화가 남

한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되었던 전 시기와 달리 원삼국시대에 들어서면 

주거지나 묘제, 토기 등에서 지역색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며(김장석 

2009; 이성주 2012), 물질 문화의 특징을 바탕으로 남한 지역을 크게 중

부지역과 서남부지역, 그리고 동남부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한국고고학회 

2010). 또한 이들 지역에서는 주거지나 묘제, 토기 등과 같은 기본적인 물

질 문화 외에 낙랑 관련 유물의 종류에서도 차이를 보여 각 지역 별로 문화

의 전개 양상 및 낙랑군 지역과의 관계에서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유적에서는 토기를 비롯하여 철경동촉, 철제 무구

류, 화폐(五銖錢) 등과 같은 낙랑 관련 유물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토기로, 이러한 유물의 종류에서 영

남 지역과의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유력집단에 의한 교역의 산물

로 볼 수 있는 漢鏡이나 貨幣, 馬具 및 車輿具 등이 주로 출토되어 낙랑군 

지역과의 교섭에 의한 재지 유력 집단의 재분배 시스템의 성립이나 낙랑 관

련 유물의 위세품화 양상(김길식 2001, 2006; 이재현 2005; 이청규 

2003; 이현혜 1998; 高久健二 2000b, 2012)을 상정할 수 있는 영남지역

과 달리 실생활 용기인 토기를 중심으로 낙랑의 영향이 확인된다는 것은 중

부지역의 양상이 단순한 교역의 결과가 아닌, 영남지역과는 또 다른 낙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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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낙랑 관련 유물이 

주로 고분 부장품으로 확인되는 영남지역과 달리 일부 분묘 자료를 제외한 

대부분이 주거지라는 생활유적에서만 확인된다는 점에서도 양 지역은 차이

를 보인다.  

이러한 낙랑 관련 유물의 종류나 출토 맥락뿐만 아니라 낙랑과의 관련성

이 확인되는 시기에 있어서도 양 지역은 차이가 있다. 영남지역에서는 원삼

국시대의 이른 시기부터 낙랑군으로부터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며, 이

것이 토기 및 철기 제작 기술의 변화를 일으킨 주 요인으로 설명되어 왔다. 

이에 반해 중부지역에서는 낙랑과의 관련성을 추정해볼 수 있을 만한 유물

의 출토 예가 많지 않아 단편적인 연구만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현재 통

용되고 있는 한강유역 원삼국시대 편년안에서 원삼국시대의 마지막 단계인 

기원후 3세기 전~중엽에 들어서야 중부지역, 특히 한강하류역을 비롯한 경

기서남부지역에 낙랑계토기가 등장하여 한성백제토기의 형성에 일정한 영향

을 끼쳤을 것이라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김성남 2004; 김성남∙우정연 

2004; 박순발 2004; 한지선 2005a). 그러나 최근 북한강 유역 및 경기북

부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발굴 조사 결과, 중부지역에서도 보

다 많은 수의 소위 ‘낙랑계토기’ 출토 유적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낙랑군 지역과 중부지역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정도의 자료 

축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단순히 유례를 찾기 힘든 이질적인 토

기를 낙랑계토기로 분류하거나 연구자에 따라 선정한 낙랑계토기에서 차이

가 나는 등의 혼란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중부지역에서 출토되는 낙랑 

계토기의 종류나 지역에 따른 양상의 차이, 시간적 위치 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해의 부족

은 용어의 사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중부지역에서 확인되는 낙랑 

관련 토기의 대부분은 ‘樂浪系土器’라는 용어로 통칭되고 있다. 1 그러나 ‘樂

                                            
1 낙랑토기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토기를 일컫는 용어로 樂浪系土器와 漢式系土器

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낙랑토기는 漢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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浪土器’ 및 ‘樂浪系土器’라는 각각의 용어는 해당 토기의 생산 및 분배에 대

한 서로 다른 전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낙랑토기란 서북한 지역의 토

기와 기형, 제작기법, 태토, 소성도 등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서북한 지역에

서 제작된 후 유입되었거나 서북한 지역 주민에 의하여 중부지역 내에서 제

작된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교역 또는 주민의 이주에 의

한 유입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이에 반해 樂浪系土器란 기형 또는 

제작 기법의 일부 속성에서만 낙랑토기와의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

로 낙랑군 지역과 제작 환경이 다른 중부지역에서 이주민에 의해 제작된 경

우 또는 중부지역의 공인에 의하여 모방된 것, 낙랑군 지역의 이주민 또는 

중부지역 공인에 의해 양 지역의 요소가 결합되어 제작된 경우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낙랑토기에서 일정 정도 변형된 것이라는 공통점

은 있지만 전혀 다른 메커니즘에 의한 결과이다. 즉, 중부지역에서 출토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낙랑系토기’가 될 수는 없으며, 이들의 의미를 파악하

기 위해서는 토기 각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토기의 생산 및 분배의 과정 및 그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파

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기의 산지를 추정할 수 있는 성분 분석이 유용할 

것이다(김장석 외 2006; 조대연 2010; Orton, C., et al. 1993). 그러나 산

지분석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낙랑토기의 연구에서는 토기의 기형

이나 제작 기법, 시문 방법, 태토, 소성도에 대한 비교 검토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서북한 지역에서 출토된 토기와 기형 

및 제작기법, 시문방법, 태토, 소성도 등의 비교를 통하여 중부지역에서 출

토되는 낙랑 관련 토기를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로 구분하도록 한다. 낙랑

계토기는 매우 다양한 범주를 포괄하는데, 낙랑토기와 유사하지만 정형성이 

떨어지는 것과 제작 기법에서만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 제작기법이나 

태토 등은 전혀 다르며 일부 기형적 특징만 차용한 것, 그리고 낙랑토기와 

중부지역 토기의 요소를 함께 적용하여 제작한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기 그 자체가 아니며, 낙랑군이 존속하였던 기간 중에 서북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낙랑군의 독자적인 토기 문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樂浪系土器’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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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낙랑계토기에는 매우 다양한 변이가 존재하며, 

개별 토기를 대상으로 한 지나치게 세분화 된 분류는 오히려 낙랑계토기의 

해석에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낙랑토기에서 일정 부분 변형이 이

루어진 토기를 모두 낙랑계토기로 분류하며, 이 중에서 낙랑토기와 중부지

역 토기의 요소가 함께 적용된 토기만을 따로 구분하고자 한다. 양 지역의 

요소가 모두 적용된 토기는 비교적 구분이 쉬우며 이것의 존재는 중부지역 

내에서 낙랑계토기의 제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중부지역 낙랑계토기의 생산이나 분배와 관련한 모

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낙랑계토기’라는 하나의 

범주로 포괄되어 더 이상의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 힘든 현재의 낙랑계토기 

연구에 하나의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를 위해서는 원형이 되는 서북한 지역의 낙랑토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

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서북한 지역의 낙랑토기는 출토 맥락에 따라 고

분 출토품과 토성 출토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낙랑토기 일부 기

종의 특징 및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오영찬 2001; 정인

성 2002, 2003a, 2003b, 2003c; 谷豊信 1984, 1985, 1986), 고분 출토품

과 토성 출토품 각각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졌을 뿐 양자가 종합적으로 검토

된 적은 없다. 즉, 현재의 자료로 볼 때 출토지에 따른 토기 기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이러한 점이 분명하게 지적된 바 없으며, 층

위 양상이 불분명한 낙랑토성의 특성 상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에 대한 검

토가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고분에서 출토된 일부 

기종에 대한 간략한 검토가 이루어기는 하였지만(高久健二 1995) 이는 토

기 자체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고분 편년을 위한 하나의 속성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낙랑 토성 

및 낙랑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낙랑 토기에 대한 종

합적인 검토를 실시하고자 한다. 

낙랑 고분 출토 토기의 경우, 도면이나 사진으로 기형 및 세부 속성의 

파악이 가능한 68기의 출토품으로 한정하고(부록 1) 일부 국립 중앙 박물

관 소장품에 대한 필자의 실견 결과 및 보고서의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낙

랑 토성 출토 토기는 谷豊信(1984, 1985, 1986) 및 정인성(2002)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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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종을 분류하고 각 기종 별 세부 기종 및 

제작기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같은 낙랑토기와 중부지역에서 출토되는 낙랑계토기와의 비교를 위

해서는 낙랑토기의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뒤에

서 살펴보겠지만 중부지역 원삼국시대의 유적은 대부분 주거유적으로,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낙랑토기와의 비교가 필요하

다. 그러나 거의 유일한 생활유적인 낙랑토성에서 출토된 토기는 완형으로 

발견된 예가 드물고 층위에 입각한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편년 작업에는 

한계가 있다(정인성 2003a, 2003b). 따라서 비교적 연대 파악이 용이한 고

분 출토 토기를 중심으로 낙랑토기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토기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토기 자체의 속성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나, 낙랑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 중 세부 속성을 파악할 수 있

는 수량이 적어 의미 있는 형식 분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낙랑 고분의 편

년을 통하여 낙랑 고분 출토 토기의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강점기 및 해방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진 낙랑고분에 대한 발굴 조사 

결과, 토광묘에서 단장목곽묘, 합장목곽묘, 귀틀묘, 전실묘로의 시간에 따른 

묘제의 대략적인 변화 과정이 밝혀졌다(리순진 1989, 1996, 1997; 오영찬 

2006; 이영훈 1987; 홍보식 1993; 後藤直 1982; 田村晃一 1979, 1995, 

2001; 高久健二 1995, 2000a; 王培新 2007). 지금까지의 낙랑 고분 편년

은 대체로 묘제를 기준으로 형식을 분류한 후 개별 분묘에서 출토된 기년명 

자료 및 漢鏡의 鏡式을 근거로 묘제 각각의 상한 및 하한을 설정하는 과정

을 거친 것으로, 연구자에 따른 각 묘제의 등장 시기 및 존속기간은 큰 차

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즉, 낙랑군 설치 초기의 묘제인 

단장목곽묘 이후 기원전 1세기 중엽 경 이혈합장목곽묘, 기원 전후한 시기

에 귀틀묘, 기원후 2세기 중엽~후엽 경 전실묘의 축조가 시작된 것으로 판

단하고 있다.2 

                                            
2 이혈합장목곽묘의 상한은 持節四年(B.C. 66년)명 칠곽이 출토된 정백동 37호분,
 그리고 귀틀묘의 상한은 永始三年(B.C. 14년)명 일산대꼭지가 출토된 정백동 2호

분, 전실묘의 경우는 정오동 31호분에서 光和五年(A.D. 182년)명 기년명전이 출토



 

 14

 
<그림 1> 낙랑 고분 기존 편년안 비교 

 

이 중, 낙랑군 설치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고분의 형식 및 부장 유물

에 대한 종합적인 편년 연구로는 高久健二(1995)와 王培新(2007)의 연구

가 거의 유일하다(표 1). 이들은 기원후 3세기 중엽 이후의 단계를 추가시

킨 것을 제외하고는(王培新 2007) 대체로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3세기 중

반 이후부터 묘실의 축조에 塼과 割石을 혼용하고 벽면에 灰를 칠한 고분이 

                                                                                                                    

되어 2세기 후반에는 이미 전형적인 전실묘가 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세기 

중엽 경에 전실묘의 축조가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오영찬 2006; 이영훈 
1987; 홍보식 1993; 高久健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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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고 있어(홍보식 1993) 이 단계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으나,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고분에서 토기가 출토된 예가 확인되지 않아 高久健二

(1995)의 5단계 편년안을 따르고자 한다. 

 

<표 1> 낙랑 고분 편년안 비교 

 
 

다만 위의 편년안은 낙랑군 설치 초기의 묘제인 단장목곽묘의 상한을 낙

랑군 설치 이후로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학자들 간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오영찬 2006; 이영훈 1987)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단장목

곽묘의 상한에 대한 문제는 위만조선과 낙랑군의 관계 및 단장목곽묘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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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된 화분형토기, 평저단경호의 성격에 관한 해석에까지 직결되는 것으로, 

목곽묘 이전의 묘제로 인정되는 8기의 석관묘 및 토광묘와의 비교 및 단장

목곽묘 부장 유물 자체에 대한 검토,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주변 지역과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통하여 단장목곽묘의 성격 및 형성 시점에 대해서도 살

펴보고자 한다. 

이들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은 세형동검 및 동모, 동과 등의 청동기와 철

부, 철모, 철겸 등의 철기, 그리고 각종 車馬具로 구분할 수 있다. 세형동검

과 동모, 동과 등은 세부 속성에 의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남규 1987; 이청규 1982; 조진선 2005), 이를 통하여 고분의 세부적인 

편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의견이 있다(田村晃一 1979). 그러나 실제로 

단장목곽묘에서 출토된 세형동검의 세부 형식을 살펴본 결과, 토성동 486

호분의 예와 같이 다양한 형식의 동검이 공반하고 있어 이를 사용한 편년에

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형동검을 비롯한 각 기종의 출토 

유무만을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이들 분묘에서 출토되는 乙자형 동기, 입두형동기, 권총형동기, 원

통형동기를 고조선식 차마구로 분류한다. 최근 이들을 漢式 車馬具로 본 최

근의 연구가 있으나(孫 璐 2012), 일산살꼭지, 재갈, 재갈멈추개, 마면 등

의 車馬具는 廣州漢墓, 滿城漢墓 등 前漢 代부터 중국의 內郡의 여러 지역

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에 반해 이러한 형식의 차마구는 서북한 이외

의 지역에서는 확인된 예가 전혀 없어 고조선식 차마구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岡內三眞 1979). 이러한 유물의 각 속성을 이용하여 서북한 지역에

서 확인된 석관묘 및 토광묘, 단장목곽묘를 대상으로 순서 배열법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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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초기철기시대 고분 및 단장목곽묘 출토 유물 순서배열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원전 3세기 대에 해당하는 석관묘부터 단

장목곽묘에 이르기까지 세형동검 및 동모가 일정 시기까지 계속하여 부장되

천곡리 석관묘 석관묘 ●

정봉리 석곽묘 석곽묘 ● ●

고산리 움무덤 토광묘 ●

신송리 움무덤 토광묘

송산리 솔뫼골 적석목곽묘 ● ●

하세동리 움무덤 토광묘 ● ● ●

리화동 움무덤 토광묘 ● ● ●

석산리 움무덤 토광묘 ● ●

갈현리 하석동 단장목곽묘 ● ● ● ● ●

대동군 상리 단장목곽묘 ● ● ●

황주군 흑교리 단장목곽묘 ● ● ● ●

황주군 천주리 한밭골 단장목곽묘 ● ● ●

동대원리 허산 단장목곽묘 ● ● ●

황주군 금석리 단장목곽묘 ● ● ● ●

토성동 4호분 단장목곽묘 ● ● ● ●

정백동 92호분 단장목곽묘 ●

정백동 1호분 단장목곽묘 ● ● ● ● ●

운성리 9호분 단장목곽묘 ● ● ●

태성리 11호분 단장목곽묘 ● ●

정백동 81호분 단장목곽묘 ● ● ●

정백동 90호분 단장목곽묘 ●

운성리 3호분 단장목곽묘 ● ●

운성리 4호분 단장목곽묘 ● ●

태성리 8호분 단장목곽묘 ● ● ●

태성리 9호분 단장목곽묘 ● ● ●

태성리 15호분 단장목곽묘 ● ● ●

태성리 6호분 단장목곽묘 ● ● ●

갈성리 갑분 단장목곽묘 ● ●

운성리 가말믜 3호분 단장목곽묘

운성리 2호분 단장목곽묘

묘제
고조선식
車馬具

漢式

車馬具
유적명

세형
동검

동모 동과 동부 철단검 철모 철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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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서북한 지역 내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묘제 및 부장 유물의 성격

이 단절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銅器의 부장 양상과 더불어 乙자

형동기를 비롯한 고조선식 차마구가 이른 시기의 단장목곽묘에 부장된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세형동검과 동모, 고조선식 차마구의 부장 여부를 기준으

로 단장목곽묘를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각각 낙랑Ⅰ期와 

Ⅱ期로 대응시킬 수 있다. 

토기가 출토되지 않아 본고의 대상 유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동촉이 부

장되어 이른 시기의 단장목곽묘로 볼 수 있는 정백동 185호분의 예에서 단

장목곽묘의 상한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이 고분에서는 乙자형동기, 입두

형동기, 권총형동기, 통형동기의 조합과 세형동검, 동모, 동과가 출토되었는

데, 단장목곽묘 단계부터 소멸하기 시작하는 동과가 부장되어 있으며, 漢式 

車馬具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유물 조합 양상으로 

볼 때 단장목곽묘의 상한을 낙랑군이 설치되기 이전으로 소급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낙랑군 설치 직전인 B.C. 114년경 축조된 滿城漢墓

에서는 오영찬(2006: 140)의 마구 조합 2유형에 해당하는 재갈과 재갈멈

추개가 출토되고 있는데, 단장목곽묘인 황주군 흑교리와 토성동 4호분 등에

서는 이보다 앞선 1유형에 해당하는 마구가 출토되어 이 역시 단장목곽묘

의 상한이 낙랑군 설치 이전으로 소급 가능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高久健二의 낙랑 고분 편년안 및 단장목곽묘의 상한에 대한 위의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 대상 고분 68기의 단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기

초로 하여 다음 장에서 낙랑 토기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부록 1). 

이와 같은 낙랑토기의 기종 분류,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토대로 중부지

역에서 출토되는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의 선정, 특징의 파악이 가능할 것

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부지역 내에서 지역에 따른 기종 분포 양상 및 낙랑

토기와의 유사도 정도, 출토 유구 및 공반 유물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하여 

지역 별 분포 양상의 차이와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의 유입, 제작의 원인, 

그리고 시간에 따른 변화상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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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북한 지역 출토 낙랑토기 
 

 

 

이번 장에서는 중부지역에서 출토된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와의 비교를 

위하여 서북한 지역에서 출토된 낙랑토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낙랑토기의 특징 및 정의를 살펴본 뒤 이를 구성하고 있는 기종을 분류하고 

각 기종 별 특징을 검토하도록 한다.  

 

 

1.  특징 및 정의 
 

 

漢郡縣은 원칙적으로 황제 직할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지방행정기구이

지만 漢 武帝期에 중국의 주변지역에 신설된 樂浪을 비롯한 군현은 주변 종

족의 內屬을 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기존의 군현과 달리 군현의 

설치에 따른 주민의 재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의 국읍 질서가 유지되었

다는 특징을 지닌다(권오중 2005; 윤용구 1990). 즉, 낙랑군은 漢의 郡縣

인 동시에 군현 설치 이전의 기존의 질서를 어느 정도 유지하였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치∙사회적 상황은 토기를 비롯한 물질자

료에도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즉, 낙랑 연구의 초기에는 낙랑의 토

기가 곧 漢의 토기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중국 內郡에 분포하고 

있는 漢墓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낙랑군 지역과 중원지역의 양상이 

동일하지 않음이 밝혀지고 있으며(黃曉芬 2006), 동일 시기에 해당하는 요

동지역의 토기와도 제작기법(정인성 2002:134)을 비롯하여 기종 구성에서

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3  

                                            
3 기원 전후한 시기에 조영되어(정상석 2012) 낙랑 고분과 시기적으로 병행하는 것

으로 보이는 길림 유수현 노하심 유적 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의 주요 기종은 쌍이

호, 소형罐, 雙耳罐 등으로, 기종 및 기형 상에서 낙랑토기와 공통점이 거의 확인되

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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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일한 형태 및 동일한 기법으로 제작된 와당이나 토기가 낙랑군 

군현의 치소로 알려져 있는 낙랑토성 및 어을동토성, 지탑리토성 등 서북한 

지역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어(關野貞 外 1927: 288; 谷豊信 1986), 낙랑

군이 위치하였던 서북한 지역 고유의 토기 문화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북한 지역에서는 낙랑군이 설치되기 이전에 戰國時代 요동

지역 토기의 영향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 화분형토기나 타날문단경호, 

평저단경호 등의 기종이 낙랑군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작∙사용되고 

있었는데, 이처럼 낙랑토기란 전국계 제도기술의 바탕 위에 성립되었던 서

북한 지역 재지의 토기 전통과 漢代 토기의 일정 요소가 혼합하여 성립된 

서북한 지역의 독자적 토기문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낙랑토기를 정의하는 데에 있어서, 낙랑군과는 다른 역사적 실체

를 가지고 있었던 대방군에 대한 검토 또한 필수적이다. 예전부터 평양시 

다음으로 분묘, 특히 완성된 형태의 전실묘가 밀집 분포한 지역인 黃海道 

鳳山郡 일대를 帶方郡의 치소로 보는 견해가 많은 연구자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高久健二 1995; 오영찬 2003b, 2006). 그러나 이 지역에서 발

굴 조사된 분묘의 수가 10여기에 지나지 않으며, 일부(국립중앙박물관 

2001b)를 제외한 대부분의 출토 유물이 공개되지 않아 낙랑군과 대방군의 

고고학적 양상을 구분해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낙랑군과 대방군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이를 통칭하여 낙랑군의 범주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낙랑군 및 대방군의 치소가 존재하였던 서북한 지역

의 토성을 비롯한 생활유적 및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 전반을 낙랑토기라 정

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낙랑토기 분류 
 

 

낙랑 토기는 동시기 주변 지역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며, 

다양한 태토와 기형을 가진 토기들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까지 낙랑토기의 기종 분류에 대한 공통적인 안이 도출되지 않아 낙랑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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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 대한 이해의 심화뿐 만 아니라 중부이남 지역 출토 토기와의 비교 

연구에도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표 3). 

 

<표 3> 기존 낙랑토기 분류안(오영찬 2001: 표 1 수정) 

 
 

위의 기존 분류안을 살펴보면 연구 대상으로 삼은 유물에 따라 토기 분

류의 제 1 속성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정된 기종만이 확인되는 낙

랑고분 출토 토기를 대상으로 삼은 연구자는 기형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종

의 토기가 확인된 낙랑토성 출토품을 대상으로 삼은 연구자는 태토를 기준

으로 분류를 행하고 있다. 

원삼국시대에 들어서게 되면 낙랑군 지역뿐만 아니라 중부 이남지역에서

도 토기의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태토와 제작기법이 적용되는 양상이 정착

된다. 이러한 양상을 반영하여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토기의 분류는 태토와 

소성도, 시문법 등을 포함한 기술유형을 기준으로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

기, 회(흑)색무문양토기(박순발 1989) 또는 중도식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

최병현 1998)로 구분한 후 각 기술유형 내에서 세부 기종을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1차 자료에 접근하기 힘든 낙랑토기의 경우 소성도 및 

태토를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양 지역 토기의 비교 연구를 위해

谷豊信

(2002)
정인성
(2003b)

高久健二

(1995)
오영찬
(2001)

정찬영(1971)
조선유적유물도
감 편찬위원회

(1988)

활석혼입토
기

활석혼입계
토기

화분형토기 화분형토기 꽃단지형질그릇
화분형단지
(鉢形壺)

회색계토기
(연질, 경질)

니질계토기
광구단경호

(A, B)

원저단경호
평저단경호
평저장경호

배부른단지
회백색중간단지
회백색작은단지
작은흑회색단지

작은노끈무늬단지

배부른단지
(丸壺)

백색토기
석영혼입계

토기
옹 옹 크고 흰단지

배부른단지
(丸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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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기형을 중심으로 한 분류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낙랑토기의 각 기종은 ‘平底’나 ‘短頸’과 같이 각 토기의 기형적 특징을 

나타내거나 ‘鉢’, ‘甕’, ‘盆’, ‘甑’ 등과 같이 시기와 지역에 상관 없이 일정한 

기형을 가리키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어 연구자 간에 기종 분류의 양상이나 

용어의 선택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오영찬 2001; 정인성 2002, 

2003a, b; 谷豊信 1984, 1985, 1986). 따라서 본고에서도 기존의 기종 분

류 및 용어를 대체로 따르도록 한다. 정인성(2002)은 낙랑토성에서 출토된 

타날문토기를 구연부의 형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기형이나 크기에 상관 없

이 타날문 단경호로 설정한 후 세부 기종을 구분하였다(그림 2). 그러나 이

러한 분류는 저부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낙랑토성 출토 자료의 특성으로 인

한 것이며, 실제로 A류로 분류된 토기의 경우 낙랑고분에서 출토된 평저단

경호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平底’와 ‘圓底’는 제작 기술에서도 확연히 구분

되는 것으로 이를 따로 구분하여 평저단경호로 분류하고 나머지 B, C류는 

원저단경호로 구분하고자 한다. 

 

 
<그림 2> 기존 타날문단경호 분류안(정인성 2007: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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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화분형토기라는 용어는 해방 이후 이루어진 단장목곽묘의 조

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북한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기형적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용어들에 비해 그 의미가 불분명

하다. 그러나 이는 낙랑군 지역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특징적인 기형의 토

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용례를 따

르고 있으므로(김양옥 1995; 오영찬 2001; 정인성 2002, 2003a, 2003b; 

高久健二 1995) 본고에서도 혼란을 막기 위하여 ‘화분형토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부뚜막과 시루, 완 등이 포함된 토제 명기를 하나의 기종으로 볼 경우 

낙랑토기는 총 22가지의 기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을 생활유적과 고

분유적이라는 출토 맥락에 따라 <표 4>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4> 낙랑 토성 및 낙랑 고분 출토 토기 기종 분류 

 
 

출토위치 낙랑토성 낙랑고분

화분형토기 화분형토기

평저단경호 평저단경호

원저단경호 원저단경호

옹 옹

평저장경호 평저장경호

盤 盤

심발형토기 평저합

鼎形토기 뚜껑

淺鉢形토기 耳杯

대옹 병

대호 토제명기

통형토기

고배

완

분형토기

시루

皿形토기

17 종류 11 종류

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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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생활 유적인 낙랑토성과 분묘 유적인 낙랑 고

분에서는 동일한 기종의 토기가 출토되기도 하지만 출토 맥락에 따라 확연

한 기종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화분형토기와 평저단경호, 원저단

경호, 옹은 취사, 저장 등과 같은 일상용기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부장용기

로 轉用되기도 하여 낙랑토성과 낙랑고분에서 모두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통형토기, 고배, 완, 시루 등과 같은 기종은 낙랑 토성과 같은 생활 유적에

서만 확인되는 일상용기로 볼 수 있으며, 평저장경호와 평저합과 같은 기종

의 토기의 대부분은 고분에서만 확인되고 있어 부장 전용토기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낙랑 토기는 중부지역을 비롯한 남한의 원삼국시대 토기와

는 기종에서부터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주요 기종 별 특징 
 

 

앞에서 살펴 본 낙랑토기의 다양한 기종 중, 중부지역에서 출토되는 토

기와의 비교가 가능한 화분형토기, 평저단경호, 평저장경호, 원저단경호, 옹, 

분형토기, 시루, 완, 통형토기, 고배의 10가지 기종에 한하여 제작기법 및 

기형적 특징,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분에서 주로 출토되는 화분형토기, 평저단경호, 평저장경호, 원저단경

호, 옹은 토기의 도면을 확인할 수 있는 68기의 고분 출토품을 대상으로 살

펴본다(부록 1). 가능한 경우 기종 별로 세부 기종을 분류하며, 기존의 연

구 및 필자의 실견 결과를 바탕으로 기종 별 제작기법을 살펴보고, 이와 동

시에 앞에서 살펴 본 낙랑 고분 편년안을 토대로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 외 고분에서 출토된 사례가 없는 분형토기와 시루, 완, 

통형토기, 고배는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기존

의 연구(정인성 2002, 2003b)에 의거하여 제작기법 및 기형적 특징에 대

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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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분형토기 
 

화분형토기는 초기 단장목곽묘 단계부터 낙랑 Ⅵ, Ⅴ期에 이르는 긴 시

간 동안 지속적으로 고분에 부장되는 기종이며 낙랑토성을 비롯한 생활 유

적에서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현재 도면으로 확인 가능한 낙랑 고분 출토

품은 총 48점이 있으며, 구연부 및 저부, 동체부 형태로 보아 크게 두 가지

의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3). 

화분형토기의 계보 및 상한에 대해서는 낙랑군 설치 이전의 위만조선의 

전통을 계승하였다는 입장(박순발 1995; 정인성 2003b; 최병현 1998)과 

낙랑군의 설치 이후 등장하였다는 입장(高久健二 1995)이 대립하고 있다. 

이는 서북한 지역 단장목곽묘의 계보 및 상한 문제, 낙랑군 설치가 가지는 

의미의 해석과도 직결되어 있는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단장목곽묘의 

상한은 낙랑군 설치 이전으로 소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3> 낙랑고분 출토 화분형토기 분류안 

 

화분형토기의 상한과는 별개로 화분형토기A가 화분형토기B에 비해 등장 

시점이 이른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형 상의 차

이에도 불구하고 태토와 제작기법에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즉, 화분형토기

는 활석혼입의 바탕흙에 활석 비짐재가 사용된 활석혼입계 태토 토기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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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되어 왔으며(정인성 2003a, 2003b; 谷豊信 1986, 2002), 열 내구성이 

좋은 태토의 특징을 비롯하여 토기의 외면에 그을음이, 내면에는 탄화된 유

기물이 부착된 것이 많아(정인성 2003a) 기본적인 제작 목적은 취사용기이

며 고분 부장용으로도 전용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제작기법을 살펴보면, 동체부는 原形에 포를 씌우고 활석이 혼입된 

점토를 부착한 다음 무문 타날을 가하여 완성하는 ‘형뜨기’ 기법에 의해, 구

연부는 점토대를 두른 후 회전물손질에 의해 완성하는 정형화된 기법에 의

한 제작이 지속된다(정인성 2003b). 

앞에서 살펴 본 낙랑고분 편년안에 따라 화분형토기의 변화 양상을 나타

내면 <그림 4>와 같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화분형토기A는 초기 단장목

곽묘 단계인 Ⅰ期부터 Ⅲ期(정백동 49호분 등)까지 지속되는데, Ⅰ期에는 

구연단부가 살짝 돌출되는 형태를 띠고 있으나 Ⅱ期에는 구연단부에 점토대

를 부착하여 단면 장방형을 띠는 전형적인 화분형토기A의 기형이 완성된다

. 이후 Ⅲ期에 이르면 점토대를 부착하던 전 시기와 달리 회전력을 이용하

여 구연부를 외반시키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화분형토기B는 낙랑Ⅱ期에 해당하는 정백동 53호분에서 화분형토기A와 

함께 공반하고 있어 이 시기부터 등장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저부에 굽

이 부착되고 동체부가 보다 곡선상을 띤다는 차이점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장방형의 구연부의 형태는 공반한 화분형토기A와 동일하다는 특징을 보인

다. Ⅲ期에 이르면 점토대를 부착하는 대신 회전 물손질에 의해 구연부를 

제작하게 되면서 전형적인 화분형토기B의 형태를 갖추게 되고, 이러한 기형

이 Ⅴ期까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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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낙랑 고분 출토 화분형토기 변화 모식도 

 

2)  평저단경호 
 

평저단경호 및 뒤에서 살펴 볼 평저장경호는 낙랑 고분에서 주로 출토되

는 기종으로, 낙랑토성 출토품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들에 대

한 검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단순히 짧게 외반하는 구연부의 

형태만을 기준으로 평저단경호를 원저단경호와 동일한 분류 체계 내로 포함

시켜 왔으나(정인성 2002), 이들은 기형이나 전체적인 크기, 제작기법 등

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므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화분형토기와 세트를 이루며 부장되는 평저단경호는 일정한 기형 상의 

변화를 거치며 낙랑Ⅴ期까지 확인된다. 낙랑Ⅱ期까지는 동최대경:기고의 비

율이 1:0.7 이하이며 기고가 낮고 동최대경에 비해 구경이 넓은 기형이 주

를 이루었으나 낙랑Ⅲ期 이후 기고가 높아지고 동최대경에 비해 구경 및 목

경이 좁아지는 기형으로 변화한다(그림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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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낙랑 고분 출토 평저단경호 기고/동최대경 상자도표(n=22, Ⅰ=3, 
Ⅱ=6, Ⅲ=4, Ⅳ=5, Ⅴ=4) 

 

 
<그림 6> 낙랑 고분 출토 평저단경호 기고 상자도표(n=22, Ⅰ=3, Ⅱ=6, Ⅲ
=4, Ⅳ=5, Ⅴ=4) 

 
<그림 7> 낙랑고분 출토 평저단경호 목경/동최대경 상자도표(n=22, Ⅰ=3, 
Ⅱ=6, Ⅲ=4, Ⅳ=5, 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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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낙랑Ⅱ期까지 주로 나타나는 동최대경:기고의 비율이 1:0.7 

이하이고 기고가 낮으며, 목경:동최대경의 비율이 1:0.7 이상인 것을 평저

단경호A식으로, 낙랑Ⅲ期 이후 출현하는 동최대경:기고의 비율이 1:0.7 이

상이고 기고가 높으며, 목경:동최대경의 비율이 1:0.7 이하인 것을 평저단

경호B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분 출토 자료로만 한정하여 볼 때, 낙랑 Ⅲ期경에 평저단경호A식에서 

평저단경호B로의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낙랑Ⅲ期의 

석암리 9호분에서 평저단경호A와 B가 공반하고 있어 평저단경호B식은 A

형식으로부터의 점진적인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완성된 형태로 

등장하였으며, 양자는 평저단경호라는 기종 내의 세부 기종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평저단경호B식은 직립하는 구연부와 꺾어지며 외반하는 구연부

를 가진 두 가지 형태로 분리되며, 각각을 평저단경호Ba, 평저단경호Bb식

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8). 

 
 

 
 

             <그림 8> 낙랑 고분 출토 평저단경호 분류안 

 

평저단경호A와 B는 모두 매우 정선된 니질계태토로 제작되며 회전판 위

에서 성형의 대부분이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성형법이나 시문법

, 색조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평저단경호A는 승문타날에 의해 원통형의 1

차 형태를 만든 후 회전력을 이용하여 구연부를 제작하고, 동체 및 구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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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형이 끝난 후 회전판에서 분리한 후 저부 조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 

때 胴下位와 底部 접합면을 깎기 조정한 예와 승문타날을 적용하여 조정한 

예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4 승문타날을 이용하여 저부를 조정한 토기는 거

의 예외 없이 동체 중상위는 회전물손질에 의한 凹凸面이, 동중하위 및 저

부에는 사선 방향의 승문타날흔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연하도 

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요동지역 전국시대 토기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 평저단경호A는 기본적으로 전국계 제도기술을 따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낙랑 Ⅱ期에 해당하는 갈성리 갑분 출토 평저단경호를 실견한 결과, 저

부 외면에 선명한 정지사절흔이 남아 있어 낙랑군이 설치된 직후의 이른 시

기부터 낙랑군 지역에서는 회전대를 이용한 평저의 제작방법이 도입되어 앞

에서 살펴 본 타날을 이용한 저부 정면법과 공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회색과 황색 등 다양한 색조의 토기가 확인되어 소성법이 정형화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제작 과정을 보이는 평저단경호A식과 달리 평저단경호B

식은 동체부 내∙외면 전면에 강한 회전력에 의한 요철면이 남아 있고 경부

에 돌대가 형성되기도 하며, 동체부와 저부 접합면은 예외 없이 정지 깎기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색조도 대부분이 흑색을 띠는 정형성을 보인다. 또한 

의도적으로 남겨 놓은 요철면 외에도 횡방향 또는 종방향의 암문을 시문하

거나 동체부 외면에 흑칠을 하여 장식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평저단경호A식은 생활유적인 낙랑 토성에서의 출토 예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다른 기종의 토기에 비하면 그 비율이 훨씬 낮고(정인성 2002; 谷

豊信 1985), 평저단경호B식은 생활 유적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

서 뒤에서 살펴 볼 평저장경호와 함께 고분 부장용 토기로 제작되었을 가능

성이 높다. 

낙랑 고분의 편년에 따르면, 낙랑Ⅱ期까지는 평저단경호A식만이 확인되

며, Ⅲ期부터 A와 B식 모두가 확인되기 시작한다. Ⅳ期부터는 낙랑 고분에

                                            
4 승문타날을 이용하여 저부를 조정한 것을 원저단경호에 포함시켜 구분한 연구가 

있지만(정인성 2002; 2004), 저부의 형태는 원저가 아닌 평저에 가까우며 전체적

인 형태나 크기, 제작기법에서 원저단경호와는 차이가 커 평저단경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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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더 이상 기고가 낮은 A식 평저단경호는 확인되지 않으며, 점차 장식

성이 극대화 된 B식 평저단경호만이 부장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

한 평저단경호의 변화 양상을 모식도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9>와 같다. 

 

 
 

<그림 9> 낙랑 고분 출토 평저단경호 변화 모식도 

 

3)  평저장경호 
 

평저장경호는 귀틀묘의 축조가 시작되는 낙랑Ⅲ期부터 본격적으로 등장

하여 Ⅴ期까지 지속적으로 부장되며, 생활유구인 낙랑토성이나 지탑리토성 

등에서의 출토 예가 거의 알려지지 않아 평저단경호B식과 마찬가지로 고분 

부장 전용 토기로 파악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평저단경호와는 계측 가능한 여러 속성 중,‘구연부높이/

기고’와 ‘목경/동최대경’ 값에 의해 구분 가능하며, 이들은 ‘목경/동최대경

=0.5’, ‘구연부높이/기고=0.18’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10).5 

                                            
5 물론 낙랑 고분 출토품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직관적으로 평저단경호와 평저장경

호의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뒷 장에서 낙랑계토기와의 원활한 비교를 위하

여 낙랑 고분에서 출토된 평저단경호와 평저장경호를 구분할 수 있는 수치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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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낙랑 고분 출토 평저단경호, 평저장경호 분류 산점도(n=37) 

 

세부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개체가 많지 않아 변화 양상을 정확히 파악

하기는 어렵지만, 직선상으로 외반하는 경부가 점차 곡선상으로 외반하며, 

낙랑 Ⅳ∙Ⅴ期부터는 직립하는 경부가 형성되고 구연단부가 급격하게 외반하

여 구연부 직각거리가 길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Ⅴ期로 갈수록 동 상

위에 둥근 어깨가 형성되어 동체 팽만도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그림 

11). 

또한 앞에서 살펴본 평저단경호B식과 마찬가지로 동체부 전면에 강한 회

전력에 의한 凹凸面을 남겨놓아 장식적 효과를 주고 있으며, 동체부와 저부 

접합면에는 정지깎기에 의한 조정면이 남아 있다. 그러나 평저단경호A식에

서 확인되는 동중위 이하에 승문타날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진 예는 관찰할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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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며, 암문을 시문하거나 토기 외면에 黑漆을 한 경우가 많아 낙랑Ⅳ, 

Ⅴ期 평저단경호B와 기본적인 제작기법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 낙랑고분 출토 평저장경호 변화 양상 

 

평저장경호는 앞에서 살펴본 평저단경호와 마찬가지로 회전판 위에서 성

형의 대부분이 이루어진다. 초기에는 회전판 위에서의 토기 성형은 토기의 

크기 자체가 작은 평저단경호나 완 등 제한된 기종에만 적용되어 왔으나, 

낙랑 후기에 들어서 높은 회전력을 이용한 토기제작의 발전과 더불어 기고

가 큰 평저장경호가 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낙랑 후기로 갈수록 회전력을 이용한 토기 제작 기술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평저호는 회전판 위에서 원형의 저판에 점토띠

를 쌓아 올린 후 회전물손질에 의한 성형이 이루어지며, 성형이 마무리된 

후 실을 이용하여 토기를 회전대에서 분리하게 된다. 낙랑 후기의 평저장경

호 제작에 물레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연구(오영찬 2001)가 있으나 낙

랑Ⅴ기에 속하는 봉산 양동리 3호분에서 출토된 평저장경호를 실견한 결과, 

동체부 및 경부 내∙외면에 횡방향의 凹凸面이 관찰되어 강한 회전력을 이용

한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원형의 저판 접합흔이 뚜렷하

게 남아 있어 여전히 원형 저판 위로 점토띠 쌓기에 의한 토기 제작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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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낙랑 후기에도 물레를 사용하여 점토괴를 한 

번에 뽑아 올리는 제작기법은 보편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대부분의 평저장경호는 고분 부장품으로 볼 수 있으나 최근 고분

이 아닌 낙랑토성 우물 내부에서 출토되었다는 토기의 소개가 이루어진 바 

있어 주목된다(정인성 2012b). 실물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여 정확한 판

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도면 상으로 볼 때 고분에서 출토된 평저장경호와는 

기형 및 제작 기법 상에서 많은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체적인 기

형은 낙랑Ⅳ期 고분 출토품과 유사하지만 저부 외면에 사절흔 대신 방형의 

물레축흔이 남아있고 동하위와 저부 접합면에는 정지깎기 조정이 이루어진 

흔적을 확인할 수 없으며, 회전력에 의한 요철면 대신 胴上位에 한정하여 

몇 조의 횡침선만을 시문하였고 기벽의 두께 뚜한 고분 출토품에 비해 두꺼

운 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부록 3의 16). 이러한 예가 단 한 점에 불

과하여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낙랑군 지역 내에서도 고분 부장

용 외의 평저장경호 또한 제작되었으며, 제작 기법 상의 여러 차이점으로 

볼 때 양자의 생산 체계는 분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4)  원저단경호 
 

원저단경호는 중부 이남지역 원삼국시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타날문토기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종으로, 지금까지 이것의 계보와 관련한 연구가 많

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이른 시기의 자료가 많이 확인된 영남지방을 중심

으로 환원염 소성과 회전판의 사용, 승문타날의 적용 등과 같은 새로운 토

기 제작 기술의 요소를 원삼국시대의 사회 발전을 가능하게 한 하나의 요소

로 파악하고 이것의 계보를 낙랑군 또는 낙랑군이 설치되기 이전의 전국계

토기로 보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신경철 1982; 박순발 1995; 이성주 

2005; 정인성 2006, 2007, 2008, 2010; 최병현 1998). 

특히 낙랑 고분에서 출토된 원저단경호가 보고된 예가 적어 이러한 혼란

은 계속되고 있다. 연구 대상 고분 중 총 11기에서 원저단경호의 출토 예가 

확인되었으나, 이 중에서도 도면으로 기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11점에 

불과하여 이들의 정확한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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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로 대략적인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 낙랑 고분 편년안에 근거하여 낙랑 원저단경호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북한 지역 초기의 원저단경호인 대동강면 상리 출토품의 경우, 전체적

인 기형이나 직립하는 구연부, 평저 기미의 저부, 동중상위의 요철면과 동

중하위의 사방향 승문타날이 남아 있는 점 등에서 하북성이나 요동 지역에

서 출토된 戰國 末의 타날문토기와 유사하다. 즉, 서북한 지역의 초기 원저

단경호는 전국시대 말의 요동지역 토기에서 그 계보를 구할 수 있으나, 戰

國 末~西漢 初에 해당하는 중국 지역 타날문토기의 대부분은 평저의 기형

을 유지하며, 漢代에 들어서게 되면 중원지역뿐 만 아니라 요동 지역 내에

서도 타날에 의한 제작 자체가 감소하므로 이후의 전개 양상은 낙랑군 지역 

내에서의 자체적인 변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평저의 기형을 가지는 초기형 이후 낙랑Ⅱ期에 해당하는 갈성리 갑분에

서 출토된 원저단경호는 胴 中位 이상 요철면, 胴 中位 이하 승문타날이라

는 이전 시기의 시문법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직립하며 짧게 외반하는 구연

부 형태와 원저의 기형을 갖추는 변화가 보인다. 이후 낙랑Ⅱ期 및 Ⅲ期에 

해당하는 오야리 20호분과 태성리 6호분, 정오동 1호분6에서는 동체부 전

면에 승문 타날이 시문되며 짧게 직립하며 외반하는 구연부와 편구형의 동

체, 그리고 저부의 원저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시기의 낙랑 원저단경호는 직립하며 외반하는 구연부의 형태 및 회전물

손질로 인한 구연부의 요철면 형성, 1차 승문타날흔 등의 특징을 볼 수 있

으며 이러한 형태의 토기가 求心式神獸鏡이 출토되어 낙랑Ⅳ期로 편년할 수 

있는 락랑동 14호분에서도 출토되고 있어 기원후 2세기 대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 A.D. 5년명 耳杯 및 방격규구경이 출토되어 기원후 1세기 대에 해당하는 낙랑Ⅲ

期로 분류할 수 있으며, 토기의 도면은 확인할 수 없으나 보고서의 기술로 볼 때 

동체부 전면에 승문타날이 된 원저단경호가 출토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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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낙랑 고분 출토 원저단경호 변화 양상 

 

그러나 낙랑Ⅲ期에 해당하는 정오동 5호분에서부터 동체부 승문타날 위

에 횡침선이 부가되는 원저단경호가 확인되며 점차 동체부의 승문타날 범위

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7 이후 정백리 8호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낙랑Ⅳ期에 들어서게 되면 직립하는 경부가 형성되고 구연단부가 급격히 외

반하며 동체부 전면이 무문양화되는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2). 

이와 같이 원저단경호는 기형이나 시문 기법 상에서 일정한 변화 양상을 보

이기는 하지만 낙랑Ⅴ期의 양동리 3호분 등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어 

                                            
7 묘제 형식(귀틀묘) 및 재갈, 재갈멈추개 등의 유물 조합상이 정백리 127호분과 

거의 동일하여 같은 시기인 낙랑Ⅲ期로 설정할 수 있으며, 토기의 도면이 제시되지

 않아 보고서 기술 상으로 대략적인 현황만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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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후한 시기부터 저부가 원저에서 평저로 변화하여 평저단경호로 이행

하였다는 기존의 견해(오영찬 2001; 이성주 1991)는 수정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낙랑 원저단경호는 이와 같은 기형상의 변화 과정을 보이지만, 기본적인 

제작기법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특히 원저단경호는 앞에서 살펴 본 평저

단경호와 뒤에서 살펴 볼 분형토기 등과 기본적인 제작기법을 공유하는데(

정인성 2003b, 2005), 우선 저부 원판에 점토띠를 쌓아 올린 후 1차 승문

타날(외면 종방향, 내면 횡방향)에 의해 원통형의 1차 형을 제작한다(정인

성 2002, 2003b, 2005). 그러나 평저의 저부를 가지는 평저단경호, 평저장

경호, 통형토기 등과 달리 원저단경호는 1차 성형이 끝난 후 회전판에서 분

리한 후 손에 들고 목제 내박자나 무문 내박자를 이용한 2차 타날의 과정

을 통해 동체를 부풀리거나 저부 원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1차 

형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의 승문타날흔과 2차 타날의 결과인 목제 내박자

흔은 지금까지의 자료로 보는 한 한반도 서북한 지역에서만 확인되고 있어 

낙랑토기 제작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한국고고학회 2010). 또한 

낙랑 토성 및 낙랑 고분에서 출토되는 원저단경호의 구연부는 일부 예를 제

외하고는 직립하거나 직선상으로 외반하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는 특징을 보

인다(정인성 2002, 2007). 

 

5)  옹 
 

낙랑토성에서 출토된 대형의 甕은 다양한 태토로 제작되고 있어(정인성 

2003b) 태토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백색토기 옹’(谷豊信 1986) 또는 석영

혼입계 옹(정인성 2002, 2003b), 활석혼입계 옹(정인성 2003b) 등으로 

구분되어 왔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 볼 중부지역에서 출토되는 낙랑토기 甕

은 흰색의 색조를 띠는 것에 한정되고 있어 옹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낙랑군 지역에서는 평저장경호와 마찬가지로 귀틀묘가 축조되는 낙랑Ⅲ

期부터 본격적으로 고분에 부장되기 시작하며, 부장 초기부터 직립구연과 

내만구연이 모두 확인된다. 이러한 옹은 크기를 기준으로 기고가 30cm 전

후인 중형의 옹과 기고가 40cm 전후인 대형의 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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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된 예가 많지 않아 세부 속성을 이용한 편년에는 한계가 있으나, 구연부

의 형태와 동체부, 저부 형태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그림 13). 

 

 
 

<그림 13> 옹 형식 분류안(정인성 2002 : 圖1) 

 

낙랑Ⅱ, Ⅲ期에는 A식의 구연부와 동중위에 최대경이 위치한 Ⅰ식의 동

체부, 평저의 저부인 중형의 AⅠa식과 BⅠb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오야리 20호분 출토품으로 볼 때 이 시기에는 대형의 옹 또한 중형과 마찬

가지로 평저로 제작되었으며, 동최대경이 동중위에 위치하고 있다. 낙랑Ⅳ

期에도 평저의 중형 옹이 계속하여 제작되었으나 전 시기에 비해 경부가 길

어진다. 대형 옹은 평저가 아닌 원저로 제작되기 시작하며, 동최대경이 동

하위에 위치하는 Ⅱ식으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대형 옹은 직립 구연

과 내만 구연 둘 다 제작되나, 직립 구연은 중형 옹과 다른 C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즉, 구연부 A식은 주로 중형의 옹과, 그리고 C식은 대형의 옹과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며, C식의 구연부는 낙랑Ⅳ期부터 출현한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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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양동리 5호분 및 석암동 고분, 오야리 19호분 출토품으로 볼 때 

낙랑Ⅴ期에는 CⅡb식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14). 

 

 
 

<그림 14> 낙랑고분 출토 옹 변화 양상 

 

이러한 옹은 대형토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니질계태토 토기와 마찬가

지로 회전대 위에서 저부 점토판 위로 점토띠를 쌓아 동체부를 형성하는 과

정을 거친다. 이후 외면은 승문 외박자, 내면은 원형의 무문 내박자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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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처음부터 곡면을 가진 완성된 형태를 만들게 되며, 실을 이용하여 회

전판에서 토기를 분리한 후 승문타날을 가하여 저부를 완성시킨다(정인성 

2003b). 그러나 정백리 8, 13호 출토품으로 볼 때 대형 원저옹의 경우에는 

원형의 무문 내박자와 승문 외박자를 이용하여 동체부를 성형한 후 저부를 

따로 붙이고 성형타날을 이용하여 완성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크기나 형태에 상관 없이 대부분의 옹은 타날에 의해 동체부 성형을 

완성한 후 회전물손질 과정을 거치며, 구연부 또한 점토띠를 따로 붙여 만

든 후 회전물손질을 적용하여 조정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6)  분형토기, 시루, 완, 통형토기, 고배 
 

이들은 앞에서 살펴 본 토기와 달리 모두 생활 유적인 낙랑토성에만 확

인되고 있어 개인 식기 또는 취사 등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 일상용 토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층위 양상을 확인할 수 없는 낙랑토성 출토품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세부 형태로의 분류나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정인성 2003b, 2005)를 토대로 이들 

토기의 태토나 제작기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고배를 제외한 나머지 기종은 매우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고 평저의 저부

를 가지는 비교적 소형의 토기라는 점에서 앞에서 살펴 본 평저단경호 A식

과 동일한 제작기법을 공유한다. 즉, 회전판에서 원형의 저판 위에 점토띠

를 쌓아 올리고 1차 승문 내∙외박자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기본형을 완성한 

후, 회전물손질을 하여 형태를 완성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듯 원통형의 

1차 형태를 만든다는 제작 과정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평저단경호나 원저단

경호와 마찬가지로 회전물손질 정면흔 아래로 1차 승문타날흔이 남는 특징

을 보인다(정인성 2003b, 2005). 또한 1차 승문타날 이후 회전력을 이용

한 동체부 조정이 이루어지므로 동중상위에 횡방향의 요철면이 남는 것이 

특징이다.  

동체부 및 구연부의 성형이 끝나면 실을 이용하여 회전판에서 토기를 분

리하게 되는데, 이후 저부의 조정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 가능하

다. 즉, 통형토기나 완, 일부 분형토기와 같이 평저의 저부가 그대로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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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종과 타날에 의해 저부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일부 분형토기와 시루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실을 이용하여 회전대에서 토기를 분리한 후 거꾸

로 들고 일정한 면을 형성하면서 동체부와 저부 접합면을 깎는 정지깎기를 

실시하며, 평저의 저부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저부 외면에 사절흔이 그

대로 잔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요동지역에서는 주로 회전깎기 조정이 사용

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러한 정지깎기는 낙랑토기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정인성 2004). 이에 반해 후자는 토기를 손에 들고 동체 하부와 저부에 승

문타날을 가하여 원형 또는 말각평저의 저부를 형성하는데, 완성된 토기를 

살펴보면 구연부 직하부터 胴 中位까지 고속회전에 의한 요철면이 형성되고 

동중위 이하에는 사방향의 승문타날흔이 남는다. 

분형토기에서는 두 가지의 저부 조정 방법이 모두 확인되므로 타날에 의

한 저부 조정을 A, 사절흔 및 정지깎기흔이 남은 평저를 B로 구분할 수 있

다(정인성 2006). 양자는 정면 방법뿐 만 아니라 소성도 및 제작기법에서

도 차이가 나는데, B식의 경우가 소성도가 더 높아 경질의 것이 많으며 동

체부 전면에 횡방향의 강한 물손질흔만 남아 1차 승문타날 등의 제작기법

은 확인할 수 없다. 특히 B식은 낙랑 Ⅳ, Ⅴ期에 해당하는 석암동 고분 및 

석암리 218호분 등에서만 확인되고 있어 낙랑 후기 분형토기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분형토기와 시루는 거의 직각에 가깝게 외반한 구연부를 가

진다는 점이 특징인데, 구연부와 동체부 연결면에도 1차 승문타날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구연부까지 원통형으로 기본형을 제작한 이후 강한 회전

력을 이용하여 직각으로 외반하는 구연부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정인

성 2003b). 

이 외에도 낙랑Ⅴ期에 해당하는 전실묘를 중심으로 평저합과 뚜껑 및 부

뚜막 명기 세트(부뚜막, 시루, 평저완 등)가 확인된다. 이들은 圓坐內行花文

鏡(岡村秀典 1993의 漢鏡 5기)이 출토되어 기원후 2세기 초 경으로 편년 

가능한 정백동 104호분, 토성동 59호분, 토성동 73호분 등과 같은 벽돌곽

무덤에서 출토되고 있어 대략 2세기 전반 경부터 부장되기 시작하여 이후 

전실묘 단계에서는 거의 모든 고분에서 부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실

묘라는 묘제뿐 만 아니라 이러한 토제 명기의 부장 자체도 漢의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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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이나, 토제 명기의 조합 양상 및 부뚜막의 형태, 제작기법 상에서 전

형적인 漢墓 출토품과 차이가 있어(오영찬 2008), 낙랑군 지역 내에서 자

체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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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부지역 출토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서북한 지역 낙랑토기의 기종 분류 및 기

종 별 특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중부지역에서 출토되는 낙랑토기 및 낙

랑계토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낙랑토기의 분류안을 기준으로 

중부지역에서 확인되는 낙랑계토기를 기종 별로 구분하고 실견 관찰 결과 

및 보고서 도면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각 기종 별로 기형 및 제작기법에 대

한 검토를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서북한 지역에서 출토된 낙랑토기와의 비

교를 통하여 기형이나 제작기법, 태토, 시문방법 등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 

중부지역에서 출토된 각각의 토기를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로 분류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중부지역 내에서 낙랑토

기 및 낙랑계토기의 지역적 분포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1.  기종 분류 및 분포 현황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토기는 크게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라는 두 가

지 기술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김성남 2004; 최병현 1998). 이들은 모두 

기종이나 제작기법에서 이전 시기의 무문토기와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각

각의 기원 및 성립 시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노혁진 2004; 

박순발 1996a; 유은식 2006; 이홍종 1991; 최병현 1998). 현재의 고고학

적 자료로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기는 어려우나 중부지역의 원삼국

시대 토기는 기술체계나 기종 구성에서 영남 지역을 비롯한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은 분명하다. 

연구자에 따라 세부적인 기종 분류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경질무문

토기는 내만구연옹과 외반구연옹, 발, 호, 완, 뚜껑, 시루, 소형토기 등의 기

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강세호 2009; 진수정 2009). 이에 반해 타날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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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대부분이 원저단경호의 기종에 한정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중부지역 토기와 달리 낙랑토기와 유사한 기형, 

제작기법을 보이는 토기의 보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에서 살펴 본 서북한 

지역의 낙랑토기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살펴보면 중부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기종의 낙랑 관련 토기가 출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을 앞에서 살펴 

본 낙랑토기의 기종 분류안에 따라 <표 5>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5> 낙랑군 지역, 중부지역 출토 토기 기종 비교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중부지역에서는 낙랑 고분 및 낙랑토

낙랑 고분 낙랑 토성

화분형토기 ● ● ●

평저단경호 ● ● ●
평저장경호 ● ●
원저단경호 ● ● ●

옹 ● ● ●
분형토기 ● ●

시루 ● ●
완 ● ●

고배 ● ●
통형토기 ● ●

盤 ● ●
皿形토기 ●

심발형토기 ●
淺鉢形토기 ●
鼎形토기 ●

대옹 ●
대호 ●

평저합 ●
뚜껑 ●
耳杯 ●
甁 ●

토제명기 ●
원저장경호 ●

낙랑군 지역
중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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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기종의 토기 중 10가지 기종의 출토 예를 확인할 

수 있다. 고분과 토성에서 모두 출토되는 화분형토기와 평저단경호, 원저단

경호, 옹과 토성에서의 출토 예만 확인되는 분형토기, 시루, 완 등이 출토되

고 있으며, 주로 낙랑 고분의 부장품으로만 확인되는 평저장경호가 출토되

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본고에서는 낙랑토기의 요소와 중부지

역 토기 제작의 요소가 모두 적용되어 중부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원저장경호라는 기종을 새로이 설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가 출토된 중부지역의 유적의 분포는 

<그림 15>와 같다. 

 

 
 

<그림 15> 중부지역 낙랑 관련 유물 출토 유적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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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분포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부 지역 내에서 낙랑토기 및 낙랑

계토기가 출토된 유적은 총 27곳이며, 철경동촉이나 환두소도, 小札, 漢鏡 

등과 같은 낙랑 관련 유물이 확인된 하남 미사리 유적, 철원 와수리 유적, 

춘천 천전리 유적을 포함하면 총 30곳에 달한다.8 그러나 이와 같은 유적은 

주로 서해안 지역과 한강하류역, 북한강유역, 임진∙한탄강 유역, 영동지역 

등에서만 확인되고 있으며, 분포의 하한계선은 경기서남부지역으로 충청권 

및 남한강 유역에는 분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동해 송정동 유적과 강릉 안인리∙교항리∙초당동 유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영동 지역의 원삼국시대 유적에서도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가 출토

되고 있으나(이상길 1992; 정인성 2012b;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09), 아직까지는 이 지역의 토기 편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영서 이서 지역과의 비교가 어려우며, 원삼국시대 이후에는 신라화의 과정

을 겪게되는 등 문화적 전개 양상이 달라(심재연 2006; 강선욱 2010) 본

고의 검토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2. 기종 별 특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부지역에서 다수의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

가 출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서북한 지역 토기와의 면밀한 비교∙검토가 

                                            
8 중부지역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한 형식의 철경동촉이 위원 용연동 유적에서도 확

인되어 낙랑군 설치 이전에 철경동촉이 한반도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정인성

 2011). 그러나 한반도 내에서 동 형식의 철경동촉이 가장 많이 출토된 유적은 낙

랑토성과 낙랑고분이며, 기원후 1세기경까지 낙랑 고분에 부장되다가 이후 철촉으

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낙랑군과 관련 있는 유물로 판단된다

(김무중 2006; 이남규 2006; 정인성 2011). 또한 환두소도는 이른 시기의 낙랑고

분에서 철장검과 공반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러한 철장검은 낙랑군의 설치와 함께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남규 2006). 따라서 이와 함께 부장되는 환두소도 역

시 낙랑군의 설치로 인하여 서북한 지역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어 중

부지역 이남에서 확인되는 환두소도는 낙랑군과의 관련성 속에서 정확한 이해가 가

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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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아 각각의 토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토기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외래의 토기는 그와 

관련된 메커니즘인 이주, 교역, 전파 등과 같은 다양한 고고학적 해석이 가

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해당 유물에 대한 정치한 검토를 통해 가

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이번 장에서는 중부지역에서 출토된 토기를 기종 

별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낙랑토기에 대한 검토 및 중부지역에서 출토된 자료에 

대한 필자의 실견 결과를 토대로 각 기종의 기형, 제작기법, 시간적 위치 

등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형 및 제작기법, 시문방법, 태토 등에 

있어서 낙랑토기와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 각각의 토기를 낙랑토기 또는 낙

랑계토기 A, B식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1)  화분형토기 
 

연구 대상 지역에서 확인된 화분형토기는 총 16점으로, 가평 달전리 유

적에서 3점, 가평 대성리 유적에서 12점, 포천 금주리 유적에서 1점이 각

각 출토되었다. 

가평 달전리 유적에서 출토된 3점의 화분형토기는 기형과 태토, 제작기

법 등에서 낙랑토기와 동일하여 낙랑토기로 분류할 수 있다. 1, 2호 토광묘

에서 출토된 화분형토기는 구연부의 형태가 명확한 장방형을 띠고 있어 낙

랑Ⅱ期 화분형토기에 대응되며, 3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화분형토기는 구연

부의 장방형이 정연하지 않아 화분형토기A식 초기형에 가까워 낙랑Ⅰ期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평 달전리 유적은 낙랑군이 설치되기 이전

인 낙랑Ⅰ期에서 낙랑Ⅱ期에 걸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대성리 유적에서 출토된 화분형토기 역시 제작 기법이나 동체부, 저부 

형태가 낙랑 화분형토기A와 매우 유사하여 낙랑토기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러나 구연단부에 얇은 점토띠를 덧대거나 단순 직립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

이 특징인데, 이러한 구연부의 형태는 단면 장방형의 구연부 형태가 성립하

기 전인 낙랑Ⅰ期 화분형토기A와 공통점을 보이는 것으로 가평 대성리 유

적의 화분형토기 역시 낙랑군이 설치되기 이전의 자료일 가능성이 큰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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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그림 16> 중부지역 출토 화분형토기 

 

이 외에도 포천 금주리 유적의 3호 주거지 내부에서 화분형토기A식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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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편 1점이 출토되었으며, 이것 역시 기형이나 제작 기법 면에서 낙랑 화분

형토기와의 유사성이 매우 높아 낙랑토기로 분류할 수 있다. 포천 금주리 

유적의 경우는 앞에서 살펴 본 가평 달전리 유적, 가평 대성리 유적과 달리 

경질무문토기 및 타날문토기 등과 공반하고 있어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

으나, 이 주거지의 경우 침식이 많이 이루어져 주거지 어깨선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물의 공반 관계가 확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포천 지역에서도 화분형토기가 출토되었다는 의미 이상의 해

석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중부지역에서 확인되는 화분형토기는 모두 낙랑토기 화분형토

기A식에 해당하며, 제작기법과 태토, 색조, 기형 면에서 낙랑토기와 유사성

이 매우 높은 점으로 보아 낙랑Ⅰ~Ⅱ期의 낙랑토기인 것으로 보인다. 

 

2)  평저단경호 
 

연구 대상 지역에서 확인된 평저단경호는 가평 달전리 유적에서 출토된 

2점의 예가 유일하다(그림 17).  

 

 
 

<그림 17> 중부지역 출토 평저단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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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형이나 태토, 제작기법의 면에서 대동군 상리를 비롯한 낙랑고

분에서 출토된 평저단경호A식과의 유사성이 매우 높아 낙랑토기로 분류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화분형토기와 공반하고 있으며, 낙랑군 지역에서

는 동일한 기형의 토기가 주로 낙랑Ⅱ期까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 역시 

낙랑Ⅰ~Ⅱ期와 시간적으로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3)  평저장경호 
 

평저호는 ‘平底’라는 특징적인 형태로 인하여 이른 시기부터 외래요소라

는 인식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져 왔으며, 낙랑토기의 관련 가능성이 계속하

여 제기되어 왔다(김원룡 1971; 박순발 1989). 그러나 이와 같이 초기에 

언급되었던 자료들은 기형이나 제작기법 상 낙랑토기와 관련성을 찾아보기 

힘들며, 최근 북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서북한 지역의 평저장경호와 보다 유

사한 자료들이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그 동안 낙랑토기와의 비교∙검토가 

이루어 바가 없어 평저호 또는 유견평저호 등과 같이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 왔으나 기형 및 시문기법의 특징으로 볼 때 앞에서 살펴 본 

낙랑토기 평저장경호와 유사하여 이들을 평저장경호로 분류하도록 한다. 

여러 가지 계측값을 이용하여 양 지역의 평저장경호를 비교한 결과, ‘구
연부높이/기고’ 및 ‘목지름/동최대경’ 값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중부지역에서 출토된 평저장경호 중에서 전체적인 계측 값을 

파악할 수 있는 15점의 ‘구연부높이/기고’의 값은 대체로 0.18 이상으로(평

균값 0.23) 낙랑토기 평저장경호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목지름/동최대

경’ 값이 0.5 이하인 낙랑토기 평저장경호와 달리 1~2점의 예외를 제외하

고 0.5~0.74(평균값 0.54)의 범위에 속해 있어 낙랑 평저장경호와 차이점

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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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낙랑토기, 낙랑계토기 평저장경호 산점도(n=32)  

 

즉, 낙랑토기의 평저단경호와 평저장경호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구연부높이/기고’ 값이 0.18 이상인 점으로 보아 중부지역에서 출토

된 평저호의 대부분은 ‘장경호’로 분류할 수 있으나, 낙랑 고분 출토 평저장

경호와는 전체적인 기형 상에서 일정한 차이점도 확인되어 이에 대한 상세

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중부지역에서는 11곳의 유적에서 총 49점의 평저장경호가 출

토되었으며(표 6), 9  대부분은 비교적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낙랑토기와 공통점을 보인다.  

 

                                            
9 평저장경호로 기종 추정이 가능한 편 및 평저호 저부까지 포함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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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유적 별 낙랑계 평저장경호 출토 현황10 

 
 

중부지역에서 출토된 평저장경호 중 대략적인 기형을 파악할 수 있는 것

은 <부록 4>와 같으며, 기형 및 제작기법, 시문방법, 태토를 기준으로 낙랑

토기 및 낙랑토기와 기형 및 일부 제작 기법에서만 공통점을 보이는 낙랑계

토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9의 3, 4>는 낙랑토기와 기형이나 제작 기법 등에서 유사성이 

높아 낙랑토기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19의 3>은 낙랑Ⅳ期의 고분에서 

출토된 낙랑토기와 매우 유사한 기형을 가지고 있다. 또한 肩部 및 胴中位

의 횡침선 및 저부 외면 방격 물레축흔 등으로 볼 때 제작기법 및 시문방법

에서 낙랑토성 우물 내부에서 출토된 평저장경호와 일치한다. <표 7>에서 

낙랑토기로 분류된 토기 11점 중, 뒤에서 살펴 볼 춘천 근화동 유적 A-11

호 주거지 출토 토기를 제외한 10점에서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어 이

를 중부지역에서 출토된 평저장경호의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외

에 춘천 근화동 유적 A-11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그림 19의 4>는 낙랑Ⅴ

期에 해당하는 양동리 3호분 및 석암리 218호분에서 출토된 평저장경호와 

기형이 동일하며, 양동리 3호분 출토 평저장경호에 대한 실견 결과 서로 태

토 및 소성도거 거의 동일하여 이 역시 낙랑토기로 분류할 수 있다. 

                                            
10 평저호 저부편 및 장경호 구연부편을 포함한 숫자임 

출토 유적
가평 대성리

유적

춘천 우두동

1유적

춘천 우두동

유적(롯데인

벤스)

춘천 율문리

유적

춘천 신매리

유적

춘천 근화동

유적

출토 수 16 6 2 1 1 7

출토 유적
홍천 철정리

유적

화천 거례리

유적

연천 강내리

유적

연천 학곡리

적석총
풍납토성

출토 수 4 1 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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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서북한 지역, 중부지역 출토 평저장경호 비교 및 분류 

 

이러한 낙랑토기 외에 일부 속성에서만 낙랑토기와의 공통점이 보이는 

낙랑계토기 A식과 서북한 지역 및 중부지역 토기 제작의 요소가 모두 적용

된 낙랑계토기 B식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춘천 우두동 Ⅰ유적 20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2점의 평저장경호는 태토

나 문양 시문방법 등은 앞에서 살펴 본 낙랑토기와 동일하지만 기형의 완성

도나 시문의 정연함이 떨어진 것이며(그림 19의 5), <그림 19의 6>과 같

이 경부 내, 외면에 1차 승문타날흔이 남아 낙랑토기의 제작기법이 적용되

기는 하였으나 완전히 변형된 기형을 가진 것, 그리고 ‘平底’와 ‘長頸’이라는 

요소에서만 평저장경호와의 공통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제작기법이나 시

문방법 등에서는 전혀 공통성을 확인할 수 없는 <그림 19의 7> 등을 낙랑

계토기 A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19의 8>은 전체적인 

기형은 낙랑토기 평저장경호와 유사하나 동체부 전면에 종방향의 승문을 타

날한 후 동중~상위에 횡침선을 시문한 기존의 중부지역 원저단경호의 시문

법이 적용되어 양 지역의 토기 제작 기법이 모두 반영된 낙랑계토기 B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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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할 수 있다. 

대략적인 기형 및 제작 기법을 확인할 수 있는 중부지역에서 출토된 평

저장경호 25점을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중부지역 출토 평저장경호 분류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낙랑토기는 주로 가평 대성리 유적과 춘천 근

화동 유적, 연천 학곡리 적석총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그 외의 유적에서는 

대부분 낙랑계토기만이 출토되고 있다. 따라서 가평 대성리 유적, 춘천 근

낙랑토기 낙랑계토기 A 낙랑계토기 B

1 춘천 근화동 유적 B-3호 1 ●

2 춘천 근화동 유적 B-3호 2 ●
3 춘천 근화동 유적 B-3호 3 ●
4 춘천 근화동 유적 B-3호 4 ●
5 춘천 근화동 유적 A-11호 ●
6 가평 대성리 유적 겨례 8호 ●
7 가평 대성리 유적 겨례 10호 ●
8 가평 대성리 유적 29호 수혈 1 ●
9 가평 대성리 유적 29호 수혈 2 ●
10 풍납토성 197번지 다-6호 주거지 ● ●
11 홍천 철정리 Ⅱ A-8호 ●
12 홍천 철정리 Ⅱ A-1호 ●
13 가평 대성리 유적 25호 ●
14 가평 대성리 유적 10호 ●
15 가평 대성리 유적 5호 ●
16 춘천 신매리 54-4번지 유적 11호 ●
17 춘천 율문리 75-2번지 유적 1호 ●
18 춘천 우두동 롯데인벤스 1호 ●
19 춘천 우두동 롯데인벤스 1호 ●
20 춘천 우두동Ⅰ유적 25호 ●
21 춘천 우두동Ⅰ유적 20호 1 ●
22 춘천 우두동Ⅰ유적 20호 2 ●
23 춘천 우두동Ⅰ유적 19호 ●
24 연천 학곡리 적석총 3호곽 ●
25 연천 학곡리 적석총 1호곽 ●
26 연천 학곡리 적석총 적석부 북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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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동 유적을 낙랑토기 평저장경호의 중심 분포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이들 유적에서는 동일한 주거지 내(춘천 근화동 유적 B-3호 주거지)에

서 또는 동일한 유적 내에서 낙랑계토기 평저장경호가 함께 출토되고 있어 

중부지역으로 낙랑토기가 입수된 후 자체적인 제작 또한 이루어졌을 가능성

이 있다. 이 외에도 춘천 근화동 유적 B-2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경질무문

토기의 경우, 기형은 낙랑계 평저장경호와 거의 유사하나 경질무문토기 태

토로 제작되었으며, 직립하는 경부 및 외반하는 구연단부를 만들기 위한 손

으로 쓸어올린 흔적이나 지두흔 등이 남아 있어 낙랑토기의 제작기법을 인

지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재모방 또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그림 20). 

 

 
 

<그림 20> 평저장경호 모방 제작의 예 

 

4)  원저단경호 
 

원저단경호는 경질무문토기와 더불어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토기를 구성

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즉, 기존의 중부지역 토기와 확연한 기형의 차이를 

보이는 다른 기종과 달리 원저단경호는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와 기존의 

중부지역 토기와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정

인성(2002, 2003a, 2003b)의 낙랑토기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에 의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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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원저단경호와 구분되는 낙랑토기 원저단경호의 기형 및 제작기법의 

특징이 알려지게 되었으며,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특징만이 확인되는 

자료를 낙랑토기 또는 낙랑계토기 원저단경호로 분류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원저단경호는 7곳의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가평 대성리 유

적과 화성 기안리 유적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특징을 보인다(표 8).11 

 

<표 8> 유적 별 낙랑계 원저단경호 출토 현황  

 
 

원저단경호는 완형이 4점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구연부편만 출토된 것으

로 정확한 양상에 대해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서북한 

지역 토기와의 비교를 통하여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로 구분할 수 있다. 

서북한 지역의 원저단경호는 앞 장에서 살펴 본 제작기법이나 기형적 특징 

외에도 매우 정선된 태토로 제작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연천 강내리 유적 

54호 주거지 및 화천 거례리 유적 12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원저단경호 구

연부편은 직선적으로 외반하는 기형 및 매우 선명한 1차 승문타날흔, 정선

된 태토 등에서 서북한 지역 토기와 일치하여 낙랑토기로 분류할 수 있다. 

중부지역에서 출토되는 원저단경호의 대부분은 서북한 지역의 자료와 일치

하는 낙랑토기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외에 가평 대성리 유적 21호 주거지 

및 32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원저단경호의 경우 직립하는 구연부 형태나 1

차 승문타날흔에서는 낙랑토기와 일치하지만 사립이 많이 섞인 태토로 제작

되었으며, 낙랑토기에서는 예가 없는 격자타날이 동체부 전면에 시문되어 

있다는 점에서 낙랑토기와 중붑지역 토기 제작기술이 모두 적용된 낙랑계토

                                            
11 화성 기안리 유적에서 출토된 낙랑계 타날문 원저단경호는 현재 확인 가능한 도

면으로만 볼 때는 6점 가량이나, 더 많은 수의 타날문 원저단경호의 존재가 알려져

 있어 정확한 출토 점수를 기재하지 못하였다. 이후 정식 보고서가 간행된다면 더

욱 자세한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토 유적
가평 대성리

유적

춘천 율문리

유적

춘천 근화동

유적

포천 금주리

유적

연천 강내리

유적

화천 거례리

유적

화성 기안리

유적

출토 수 15 1 1 1 1 1 6(+)



 

 57

기 B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12 또한 춘천 율문리 75-2번지 유적 1호 주거

지와 춘천 근화동 유적 B-1호 주거지에서는 곡선상으로 외반하는 구연부

를 가져 기형에서는 낙랑토기와의 유사성이 낮지만 희미한 1차 승문타날흔

을 확인할 수 있는 원저단경호가 출토되어 낙랑계토기 A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화성 기안리 유적에서 출토된 원저단경호에 대한 실견 결과, 기

형이나 제작기법 상에서는 서북한 지역 원저단경호와 매우 높은 유사성을 

보이지만 태토에서만 차이를 보인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어 이 역시 낙랑

계토기 A식으로 구분한다(표 9). 

 

<표 9> 중부지역 출토 원저단경호 분류 

 
                                            
12 서북한 지역에서의 격자문타날은 토성동 45호분과 같은 일부 전실묘에서 출토된

 陶釉壺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일한 양상의 토기가 중국 장강 유역에서 출토

되는 점으로 보아(정인성 2007), 중국 지역에서 제작된 후 낙랑군 지역으로 유입된

 자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낙랑 고분 및 낙랑 토성에서 출토된 토

기에서 격자문타날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적으므로, 현재의 자료로 볼 때 격자문

타날은 남한 지역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낙랑토기 낙랑계토기 A 낙랑계토기 B

1 가평 대성리 유적 4호 ●

2 가평 대성리 유적 8호 ●
3 가평 대성리 유적 14호 1 ●
4 가평 대성리 유적 14호 2 ●
5 가평 대성리 유적 14호 3 ●
6 가평 대성리 유적 16호 ●
7 가평 대성리 유적 19호 ●
8 가평 대성리 유적 21호 1 ●
9 가평 대성리 유적 21호 2 ●
10 가평 대성리 유적 32호 ●
11 가평 대성리 유적 37호 ●
12 가평 대성리 유적 38호 ●
13 가평 대성리 유적 28호 수혈 ●
14 가평 대성리 유적 44호 수혈 ●
15 가평 대성리 유적 49호 수혈 ●
16 춘천 율문리 유적 75-2번지 1호 ●
17 춘천 근화동 유적 B-1호 ●
18 포천 금주리 유적 3호 ●
19 연천 강내리 유적 54호 ●
20 화천 거례리 유적 12호 ●
21 화성 기안리 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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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원저단경호는 공반 유물로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화분형토기 및 공부단면 장방형 주조철부, 소찰 등이 공반

하는 것으로 가평 대성리 유적 37, 38호 주거지, 44, 49호 수혈이 이에 해

당한다. 이들은 공반 유물로 볼 때 기원전 2~1세기 대로 추정할 수 있으며

, 두 번째는 경질무문토기 및 평저장경호 등과 공반되는 것으로 양자는 존

속 시기 상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옹 
 

연구 대상 지역에서는 가평 대성리 유적과 풍납토성(삼화지구), 파주 갈

현리 유적, 김포 양촌 유적, 김포 운양동 유적, 인천 운서동 는들, 인천 운

북동 유적에서 각각 1점씩 총 7점의 석영혼입계 옹이 출토되었다(그림 

21).  

가평 대성리 유적 25호 주거지에서는 동체부편만 출토되었고, 풍납토성 

삼화지구에서는 직립하는 형태의 구연부편이 확인되었으나 표토에서 출토되

어 공반 관계나 층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토대로 낙랑토기와의 관계를 살

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들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기형을 파악할 수 있는 

토기의 대부분은은 파주 갈현리 유적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에서 주로 확인

되는 특징을 보인다. 

가평 대성리 유적 25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석영혼입계 옹은 구연부의 형

태는 파악할 수 없으며, 앞에서 살펴 본 분류안에 따르면 (*)Ⅰb에 해당한

다. 풍납토성 출토품은 A식의 구연부의 형태만 파악할 수 있으며, 파주 갈

현리 유적, 김포 양촌, 운양동 유적, 인천 운서동 는들 유적에서 출토된 석

영혼입계 옹은 모두 직립하는 구연부와 짧은 목을 가지고 있으며 동최대경

이 동하단부에 위치하는 원저의 기형으로 CⅡb식에 해당한다. 이들 유적에 

대한 보고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양상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기형과 동일한 출토 맥락을 보여주고 있어 동 시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이들 토기는 기형이나 태토에 있어서 낙랑 고분에서 출토된 

석영혼입계 옹과 거의 일치하여 모두 낙랑토기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이

들은 낙랑Ⅴ期에 해당하는 양동리 5호분 출토품과 기형에서 거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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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이들의 시간적 위치에 대한 추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 중부지역 출토 옹 

 

인천 운북동 유적 1호 수혈에서는 비교적 정선된 태토로 제작된 B식 구

연부를 가진 옹이 출토되었는데, 전형적인 석영혼입계 태토가 아니라는 점

에서 낙랑계토기가 아닌, 非樂浪系 漢式系土器라고 보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정인성 2012a). 이와 유사한 예를 사천 늑도 C지구 패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양자 모두 삼각형점토대토기 및 철경동촉과 공반되고 있어 앞에

서 살펴 본 파주 갈현리 유적 출토품과는 그 유입 시기 및 유입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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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서북한 이외의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자료가 확인된 바가 없으며, 현재 알려진 서북한 자료도 전체 중의 극히 일

부에 지나지 않아 지나치게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와 공반한 유물 또한 낙랑 토기의 제작기법이 적용된 많은 수의 

분형토기와 철경동촉, 오수전, 小札, 환두소도 등으로 앞에서 살펴 본 화분

형토기가 출토된 가평 대성리 유적과 시기적으로 가까울 가능성이 크며, 낙

랑군 지역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환두소도의 존재로 볼 때 낙랑군 

설치를 전후한 시점으로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6)  분형토기, 시루, 완, 통형토기, 고배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유적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기종 이외에도 분형토

기, 시루, 완, 통형토기, 고배 등의 낙랑 관련 토기가 확인되고 있다. 이 중

에서 시루를 제외한 대부분은 기존의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토기복합체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기종이며, 시루 또한 평저로 제작된 기존의 경질무문토기 

시루와는 기형이나 태토, 제작기법 상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① 분형토기 
 

우선 분형토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재까지 연구 대상 지역에서 확인된 

분형토기는 70점 이상으로 매우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13 이러한 분형토

기는 북한강 유역 및 영서지역, 임진∙한탄강 유역, 경기서남부지역 등 다양

한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유적 별 출토 수를 살펴보면, 춘천 율

문리 유적이나 포천 금주리 유적, 화천 거례리 유적 등에서 1~2점의 분형

토기가 출토되기는 하였지만 가평 대성리 유적이나 화성 기안리 유적, 시흥 

오이도 유적, 인천 운북동 유적 등 특정 유적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양

상을 보인다(표 10). 

                                            
13 화성 기안리 유적에서 많은 수의 분형토기가 출토되었다고 알려져 있다.그러나 

현재 도면으로 확인 가능한 수는 11점에 불과하며, 이후 정식 보고서가 간행된다면

 좀 더 정확한 양상의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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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유적 별 낙랑계 분형토기 출토 현황 

 
 

이와 같은 분형토기 역시 기형과 제작기법 등으로 볼 때 낙랑토기와 낙

랑계토기로 구분할 수 있다(표 11). 낙랑 토성에서 출토된 분형토기는 대부

분 매우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며 동체부 내∙외면의 1차 승문타날흔 및 고속

회전에 의해 뚜렷한 요철면이 형성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표 11> 중부지역 출토 분형토기 분류 

 
 

가평 대성리
유적

춘천 율문리
유적

포천 금주리
유적

연천 강내리
유적

화천 거례리
유적

화성 당하리
유적

화성 기안리
유적

시흥 오이도
유적

인천 운북동
유적

출토 수 10 2 1 1 1 2 11(+) 10 33

낙랑토기 낙랑계토기 A 낙랑계토기 B

1 가평 대성리 유적 16호 ●

2 가평 대성리 유적 19호 1 ●
3 가평 대성리 유적 19호 2 ●
4 가평 대성리 유적 21호 ●
5 가평 대성리 유적 25호 1 ●
6 가평 대성리 유적 25호 2 ●
7 가평 대성리 유적 29호 수혈 ●
8 가평 대성리 유적 겨례 4호 1 ●
9 가평 대성리 유적 겨례 4호 2 ●  
10 가평 대성리 유적 겨례 11호 ●
11 춘천 율문리 75-2번지 유적 1호 1 ●
12 춘천 율문리 75-2번지 유적 1호 2 ●
13 포천 금주리 유적 2호 ●
14 연천 강내리 유적 54호 ●
15 화천 거례리 유적 2호 ●
16 화성 당하리 유적 ●
17 화성 기안리 유적 ●
18 시흥 오이도 유적 ●
19 인천 운북동 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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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낙랑토기 분형토기 외에 기형이나 제작기법은 대체로 낙랑토

기와 동일하지만 회전력의 부족으로 구연부의 꺾임 정도 등에서 차이를 보

이는 것과 盆形이라는 기형적 특징에서만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낙

랑계토기 A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화성 기안리 유적을 비롯한 경기

서남부지역에서 출토되는 분형토기는 앞에서 살펴 본 원저단경호와 마찬가

지로 구연부나 동체부의 형태와 제작기법은 낙랑토기와 일치하지만 사립이 

많이 비교적 많이 포함된 태토로 제작되었다는 차이점을 보이며, 이 역시 

낙랑계토기A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22> 낙랑토기, 낙랑계토기 분형토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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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루 
 

중부지역에서는 가평 대성리 유적 및 양평 양수리 상석정 마을유적, 화

성 기안리 유적에서 약 7점의 낙랑계토기 시루가 출토되었다.14 이들 시루

는 매우 정선된 태토로 제작되었으며 원저의 저부를 가지며, 동체부 내∙외

면의 1차 승문타날흔, 밖으로 급격히 꺾인 구연부 형태 등에서 낙랑토기 시

루와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도려내어 원형의 큰 증기공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낙랑 시루와 달리 뚫어서 작은 원형의 증기공을 만들고 파수를 부

착하였다는 점에서 경질무문토기 시루와의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3). 

이와 같이 낙랑토기와 경질무문토기 시루의 특성이 모두 나타나는 것을 

낙랑계토기 B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낙랑계토기 시루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그림 23의 4>와 같이 길게 째

진 증기공을 가진 예가 있는데, 증기공의 형태를 제외하고는 낙랑계토기 B

식과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형태의 증기공은 낙랑토기 시루에서는 확인된 

바 없으나 낙랑군 지역에서 출토된 청동 시루에서 동일한 형태의 증기공을 

확인할 수 있어 낙랑계토기 A식으로 분류한다(표 12). 

 

<표 12> 중부지역 출토 시루 분류 

 
 

                                            
14 시루 역시 화성 기안리 유적에서 다수 출토되었다. 현재 도면으로 파악할 수 있

는 것은 2점이지만, 정식 보고서가 간행된다면 더 많은 수의 시루를 확인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낙랑토기 낙랑계토기 A 낙랑계토기 B

1 가평 대성리 유적 12호 ●

2 가평 대성리 유적 14호 ●
3 가평 대성리 유적 19호 ●
4 가평 대성리 유적 겨례 2호 ●
5 양평 양수리 상석정 마을 유적 A-7호 ●
6 화성 기안리 유적 1 ●
7 화성 기안리 유적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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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낙랑시루 및 낙랑계 시루, 경질무문토기 시루 비교 

 

③ 완, 통형토기, 고배 
 

분형토기와 시루 이외의 기종으로는 완, 통형토기, 고배가 있다. 이들은 

낙랑계토기가 출토된 유적 중에서 가평 대성리 유적과 화성 기안리 유적에



 

 65

서만 출토되고 있으며, 특히 통형토기와 고배는 화성 기안리 유적에서만 확

인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들은 앞에서 살펴 본 다른 기종들에 비해 출토 

수가 적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들은 서북한 지역의 낙랑토기와 태토 및 

기형, 제작기법에서 매우 높은 유사성을 보여 모두 낙랑토기로 분류할 수 

있다(그림 24). 

 

 
 

<그림 24> 낙랑토기, 낙랑계토기 완, 통형토기, 고배 비교 

 

7)  원저장경호 
 

앞에서 살펴본 기종들은 모두 서북한 지역 낙랑토기에서 원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외에 낙랑토기의 요소와 재지의 타날문 원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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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소가 결합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圓底長頸壺라는 기종을 설정할 

수 있다(부록 5). 

이러한 기종의 토기는 서북한 지역에서 확인된 바 없으며, 구형의 동체 

및 원저, 그리고 종방향의 승문을 타날한 후 횡침선을 부가한 시문법 등에

서 중부지역 원저단경호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인 기형 및 세부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9점에 대해‘구연부 높이/기고’의 값을 살펴본 결

과, 모두 0.2 이상으로 장경호로 분류할 수 있다. 긴 경부를 제작하는 과정

에는 보다 발달된 회전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長頸이라는 요소가 보이는 것

은 낙랑토기가 유일하다. 또한 경부에서 1차 승문박자흔이나 고속회전에 의

한 요철면이 확인되기도 하며 의도적으로 경부에 횡침선을 그어 시문의 효

과를 준 예 등 낙랑토기 제작기법이 확인되는 예가 있어 이들을 낙랑계토기

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원저장경호가 출토된 유구에서는 거

의 예외 없이 낙랑계토기, 특히 낙랑계 평저장경호가 공반하고 있어 이러한 

토기가 낙랑토기의 영향을 받아 재지에서 제작된 기종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하겠다.  

또한 모두 낙랑계토기에 속하는 원저장경호도 기형이나 제작기법으로 볼 

때 보다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첫 번째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낙

랑토기의 ‘長頸’의 요소와 중부지역의 타날문 단경호의 요소가 함께 적용되

어 제작된 것이 있다(그림 25의 1~4). 다음으로는 춘천 근화동 유적 A-

11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평저장경호와 기형이 동일하지만, 직립하는 경부에 

의도적인 횡침선을 시문하고 동체부에는 격자타날을 한 뒤 횡침선을 시문하

고 저부에는 타날을 가하여 원저로 제작된 것(그림 25의 5, 6)15, 마지막으

로 장경이라는 요소만 차용한 완전히 변형된 것(그림 25의 7, 8)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앞의 두 가지는 낙랑토기와 중부지역 토기의 요소가 절충된 낙

랑계토기 B식, 마지막은 기형적 특징만 확인할 수 있는 낙랑계토기 A식으

로 분류할 수 있다. 

                                            
15 가평 대성리 유적 19호 주거지 및 춘천 근화동 유적 B-3호 주거지 출토 토기 

모두 현재 저부 부분이 남아있지 않지만 저부로 갈수록 기벽이 두꺼워지는 평저와 

달리 저부로 갈수록 기벽이 얇아지고 있어 타날에 의한 저부 원저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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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중부지역 출토 원저장경호 

 

이와 같은 원저장경호는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가 출토된 많은 유적에

서 고르게 출토되는 평저장경호와 달리 가평 대성리 유적, 춘천 우두동유적

Ⅰ, 춘천 근화동 유적, 양평 양수리 상석정 마을유적에서만 확인되고 있어 

보다 한정된 지역에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토기의 존재

는 중부지역 내에 낙랑토기 및 낙랑토기 제작기법이 유입된 후 다양한 형태

의 모방 제작 및 변형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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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종 조합에 따른 지역적 분포 양상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중부지역에서 출토되는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

기는 화분형토기와 평저단경호, 옹, 평저장경호, 원저단경호, 분형토기, 시루

, 완, 통형토기, 고배, 원저장경호의 11가지 기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번 

절에서는 앞에서 실시한 각 기종 별 검토 결과 및 출토 유구나 공반 유물에 

대한 검토를 종합하여 중부지역의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 출토 양상에 대

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유구 별로 출토된 낙랑계토기의 기종을 살펴보면, 지역적 분포나 

유구의 성격에 따라 출토 기종들 간의 분명한 상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가 출토되는 중부지역의 유적은 기종 조합 양상

에 따라 화분형토기를 중심으로 소수의 원저단경호(타날문토기)가 출토되는 

유적과 평저장경호와 원저단경호, 분형토기, 시루, 완, 원저장경호와 같은 

다양한 기종이 확인되는 유적군, 그리고 평저장경호나 원저장경호와 같은 

장경호류가 확인되지 않는 대신, 분형토기와 시루 등과 같은 일상 생활 용

기가 중심을 이루는 유적, 마지막으로 옹이나 분형토기만 확인되는 유적들

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그림 26>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분포 양

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이번 절에서는 공반유물이나 출토 유구에 대

한 검토를 통하여 이들의 분포 양상 및 시간적 위치를 포함한 특징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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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기종 분류에 따른 유적군 분류 

 

 

1)  화분형토기 중심 출토 유적 
 

화분형토기가 중심을 이루는 유적군은 가평 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다.16 이들은 목관묘와 목곽묘, 그리고 벽부노지가 설치된 초기철기시대의 

주거지 및 수혈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화분형토기와 공반된 낙랑토기 및 낙

랑계토기를 유구 별로 나타내면 <표 13>과 같다. 목관묘라는 묘제는 아직

까지 서북한 지역에서 그 실체가 확인된 바 없으나, 서북한 지역을 둘러싼 

요동지역 및 한반도 중부 이남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목곽묘가 확인되고 있어 
                                            
16 포천 금주리 유적 3호 주거지에서도 화분형토기가 출토된 바 있으나, 구연부편 

1점에 불과하며 출토 양상이 정확하지 않아 본고의 분석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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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 또한 목관묘가 분포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남규(1987)에 의해 

북한 학자들에 의해 토광묘로 보고된 자료 중 목관묘를 추출해내는 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어 서북한 지역에서도 목관묘는 단장목곽묘에 앞서는 묘제일 

가능성이 크다. 

 

<표 13> 화분형토기 중심 출토 유적 

 
 

 

우선 가평 달전리 유적을 살펴보면, 3기의 토광묘에서 각각 1점씩의 화

분형토기가 출토되었으며17, 공반 유물의 양상은 <표 14>와 같다. 

 

 

                                            
17 가평 달전리 유적에서는 총 5기의 토광묘가 확인되었으나 4, 5호 토광묘는 청동

기시대 주거지와 중복되었고 출토 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본고의 검토에서는 제외한

다. 또한 유적의 간략한 보고(박성희 2003)에 따르면 1, 2호 토광묘는 목관묘, 3호

 토광묘는 목곽묘일 가능성이 언급되었으나 정확한 유구의 도면이 제시된 바 없어 

본고에서는 토광묘로 통칭한다. 

평저장
경호

원저장
경호

원저단
경호

분형
토기

시루 완
통형
토기

고배 옹
화분형
토기

기타

대성리35 ●

대성리36 ●

대성리37 ●

대성리38 ●

대성리42 ●

대성리44(수) ● ●

대성리45(수) ●

대성리48(수) ●

대성리49(수) ● ● ●

달전리1 ● ●

달전리2 ● ●

달전리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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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가평 달전리 유적 유구 별 출토 유물 

 
 

1, 2호 토광묘는 출토 토기의 조합 양상 및 기형이 거의 동일하며, 장방

형을 띠는 화분형토기의 구연부 형태로 볼 때 낙랑Ⅱ期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2호 토광묘에서는 철극 및 철겸, 철부 등이 공반하였는데, 본고

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낙랑고분 출토 유물에 대한 검토 결과 철극을 비

롯하여 공부에서 인부까지의 길이가 짧아지고 인부가 약간의 선형을 띠고 

있는 형식의 철부는 낙랑Ⅱ期 이후의 고분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그림 27), 

화분형토기의 형태를 통해 파악한 연대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화분형토기는 구연부의 형태가 장방형이 아니라 끝부분

만 살짝 돌출된 형태로 낙랑Ⅰ期의 화분형토기와 잘 비교된다. 또한 이와 

공반한 2연식 재갈(오영찬 2006)은 낙랑군 설치 직전 설치된 것으로 보이

는 滿城漢墓 출토품과 같은 형식으로, 3호 토광묘의 설치 연대가 낙랑군 설

치 이전으로 소급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가평 대성리 유적에서는 3기의 주거지와 4기의 수혈에서 11점의 화분형

토기가 출토되었다.18 이 외에도 화분형토기는 출토되지 않았지만 철경동촉

과 공부 단면 장방형 주조철부, 小札 등과 같은 출토 유물에서 화분형토기

가 출토된 유구와 공통점을 보이는 7기의 주거지와 6기의 수혈의 존재가 

확인된다. 이들은 출토 유물상도 거의 동일하며, B지구 최남단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동일 시기에 점유되었던 유구로 

판단할 수 있다. 

앞 절에서 이 유적에서 출토된 화분형토기를 구연부의 형태를 근거로 낙
                                            
18 이는 동체부편까지 포함한 수치이다. 

토기 청동기 철기

1호 토광묘
화분형토기A,
평저단경호A

2호 토광묘
화분형토기A,
평저단경호A

쌍조두식 검파두식 철단검, 철극, 환두소도, 철부, 철겸

3호 토광묘 화분형토기A 세형동검 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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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군 설치 이전의 자료일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시기는 공반한 

주조철부에서도 뒷받침되는데(그림 27), 동일한 형식의 주조철부가 영남지

역의 팔달동 45, 49, 57, 77호, 울산 대대리 중대 1호 목관묘와 기원전 2세

기 대로 편년되는 장수 남양리, 당진 소소리, 완주 갈동, 부여 합송리 유적 

등에서 출토되었다. 팔달동 77호분은 기원전 1세기 전반경에 해당하는 Ⅰb

단계로 설정되어 있으나(영남문화재연구원 2000), 고배의 형식 및 저부의 

굽이 퇴화되지 않은 점토대토기 옹 등이 76호 목관묘 출토품과 동일하여 

Ⅰa 단계(기원전 2세기 후반)로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원

전후한 시기 이후의 낙랑고분에서는 有銎式의 단조 철부만 부장되었으며 주

조철부의 부장 사례가 없다는 점으로 볼 때, 낙랑군 설치 이후 서북한 지역

에서는 전국계 철기의 계보를 따르는 공부단면 장방형 주조철부가 소멸하였

을 가능성이 커(이남규 1999), 이러한 쌍합범제의 주조철부와 공반된 가평 

대성리 유적의 화분형토기의 시기를 기원전 2세기 말경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그림 27> 공부단면 장방형 주조철부 비교 

 

기존에 가평 달전리 유적의 유물 조합 양상을 낙랑Ⅱ期의 낙랑 고분과 

동일하다는 판단 하에 기원전 1세기 중엽~기원전후로, 가평 대성리 유적을 

주조철부 및 소찰의 형식을 근거로 기원전 1세기 전반~중엽으로 편년한 후 

각각을 문헌 기록과 결부시켜 전자를 남부도위 설치 이후의 대낙랑군과, 후

자를 한사군 설치 직후의 진번군에 대응시켜 살펴 본 연구가 있다(김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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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그러나 단편적인 고고학적 자료를 문헌 기록에 결부시키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가평 달전리, 대성리 유적 

모두 낙랑군 설치 전으로 소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와 같은 해

석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기원전 2세기 말이라는 시기는 문헌 기

록 상으로 서북한 지역에 낙랑군이 설치되기 이전에 해당하며, 이러한 자료

의 존재는 서북한 지역의 단장목곽묘 및 화분형토기 등의 상한이 낙랑군 설

치 이전으로 올라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2)  평저장경호, 원저단경호 중심 출토 유적 
 

이와 달리 평저장경호와 원저단경호 등을 중심으로 한 기종의 조합을 보

이는 유적군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유적은 영서지역 및 북한강유역, 임

진∙한탄강 유역, 한강하류역 등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총 24곳의 

연구 대상 유적 중 13곳이 여기에 해당하여 중부지역의 낙랑토기 및 낙랑

계토기의 출토 양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이나 유적, 유구에 따라 

기종 구성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평저장경호와 원저단경호가 

중심을 이루며, 연천 학곡리 적석총을 제외한 나머지 유적은 모두 주거 유

적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가평 대성리 유적 및 춘천 우두동 유적 등과 

같이 북한강 유역 및 춘천 분지를 중심으로 하는 영서지역에 집중적으로 유

적이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유적의 개별 유구에서 출토되는 토기의 기종을 살펴보면 <표 15>

와 같으며, 이를 각각의 유적으로 정리하면 <표 16>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이들에서 볼 수 있듯이 유적 별로 출토되는 토기의 기종과 출토 수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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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평저장경호 및 일상용토기 중심 출토 유적 

 

평저장
경호

원저장
경호

원저단
경호

분형
토기

시루 완
통형
토기

고배 옹
화분형
토기

기타

대성리4 ●

대성리5 ●

대성리10 ●

대성리12 ●

대성리14 ● ● ●

대성리16 ● ● ●

대성리18 (●)

대성리19 ● ● ● ● ●

대성리21 ● ● ●

대성리25 ● ● ● ● ●

대성리32 ●

대성리 겨레2 ●

대성리 겨레4 ●

대성리 겨레8 ●

대성리 겨레10 ● ●

대성리 겨레11 ●

대성리28(수) (●) ●

대성리29(수) ● ●

우두동Ⅰ19 ●

우두동Ⅰ20 ● ●

우두동Ⅰ25 ●

우두롯데1 ●

율문75-2 1 ● ● ●

신매54-4 11 ●

근화A-11 ●

근화B-1 ●

근화B-2 ●

근화B-3 ● ●

철정Ⅱ A-1 ●

철정Ⅱ A-3 (●)

철정Ⅱ A-8 (●)

거례리 2 ●

거례리 12 ● ●

금주리 2 ●

금주리 3 ● (●)

강내리 54 ● ● ●

학곡리 ●

양수리A-5 ●

양수리A-7 ●

풍납토성 197 다-6 ● ●

풍납토성 삼화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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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유적 별 낙랑계토기 출토 수 

 
 

 

이들 유적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기종은 평저장경호이다. 포천 금주리 

유적과 양평 양수리 상석정 마을 유적을 제외한 나머지 유적에서는 최소 1

점 이상의 평저장경호가 출토되고 있으며, 장경호의 영향으로 제작된 원저

장경호의 출토 여부까지 포함시킨다면 포천 금주리 유적을 제외한 모든 유

적에서 ‘長頸壺’류가 출토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확인되는 기종은 원

저단경호로, 이 역시 대다수의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와 같이 평저장

경호 및 원저단경호류 중심의 조합 양상을 보이는 유적군은 출토 기종의 종

류에 따라 1) 평저장경호, 원저장경호, 원저단경호와 함께 분형토기, 시루, 

완 등과 같은 일상용기류까지 확인되는 유적과 2) 평저장경호와 원저장경

호, 원저단경호의 전부, 또는 일부만 확인되는 유적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유적은 가평 대성리 유적으로, 이 유적에서는 가장 다

양한 기종과 많은 수의 낙랑계토기가 출토되었다. 특히 이 유적에서는 낙랑

계토기가 출토된 춘천 근화동, 신매리, 우두동 유적 등에서는 기존의 경질

무문토기 시루만 확인되는 것과 달리 낙랑계토기 시루가 주로 출토된다는 

특징을 보이며(그림 28), 다른 유적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분형토기 및 

완 등과 같은 일상생활용 토기의 기종이 다수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평저장경호(평저호,
장경호편 포함)

원저장경호 원저단경호 분형토기 시루 완 합계

가평 대성리 유적 16 5 15 10 4 2 51

춘천 우두동Ⅰ유적 6 1 0 0 0 0 9
춘천 우두동 유적(롯데인벤스) 2 0 0 0 0 0 2

춘천 율문리유적 1 0 1 2 0 0 4
춘천 신매리 유적 1 0 0 0 0 0 1
춘천 근화동 유적 7 1 1 0 0 0 10
홍천 철정리 유적 4 0 0 0 0 0 5
화천 거례리 유적 1 0 1 1 0 0 3
포천 금주리 유적 0 0 1 1 0 0 2
연천 강내리 유적 1 0 1 1 0 0 3

연천 학곡리 적석총 9 0 0 0 0 0 9
양평 양수리 상석정 유적 0 1 0 0 1 0 3

풍납토성 2 0 1 0 0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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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낙랑계토기 출토 유적 시루 비교 

 

이와 같은 양상은 낙랑 관련 토기가 출토된 주거지의 비율에서도 확연하

게 드러나는데, 전체 주거지 중 일부 주거지에서만 낙랑계토기가 출토되는 

다른 유적들과 달리 가평 대성리 유적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진 총 54기의 

주거지 중 44%에 해당하는 24기의 주거지에서19 고르게 낙랑계토기가 확

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에도 이 유적을 낙랑토기 또는 낙랑계토기의 중심

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그림 29).20 

                                            
19 주거지 외에 8기의 수혈에서도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가 출토되었다.  
20 물론 유적에 따라 주거지의 보존 양상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조사 지점에

 따라 주거지 밀집도의 편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유적의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대규모 수계의 자연제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정 범위 이상의 지표∙시

굴조사 및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 현재의 자료가 해당 유적의 주거지 밀집도의 대표

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77

 
 

<그림 29> 유적 별 낙랑계토기 출토 주거지 수 비교 

 

그 외 대다수의 유적은 평저장경호와 원저장경호, 원저단경호만이 확인

되며, 분형토기를 비롯한 일상용토기는 출토되지 않는 후자에 포함된다. 이

들 유적군에서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수가 확인된 기종은 평저장경호로, 이 

기종을 중심으로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의 유입과 제작이 이루어졌을 가능

성이 크다. 또한 평저장경호의 대부분은 북한강 유역 및 임진∙한탄강 유역

에서 출토되었으나 최근 풍납토성 197번지 다지구 6호 주거지에서의 출토 

예가 확인되어 분포 범위가 한강 하류역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지역에 따

라 출토 수에 있어서 차이가 보이며, 경기서남부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확인

된 사례가 없어 지역에 따라 분포 양상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저장경호가 낙랑군 지역에서 고분 부장 전용 토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

부지역에서 출토되는 낙랑계 평저장경호 또한 일상적인 의미를 지니는 기종

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춘천 근화동 유적 B-3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평저장경호의 동체 외면에 黑漆을 한 흔적이나, 분묘인 연천 학곡리 

적석총에 집중적으로 부장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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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상용기 중심 출토 유적 
 

앞의 유적군과 달리 평저장경호와 원저장경호의 기종은 확인되지 않는 

대신 원저단경호와 분형토기, 시루, 완 등과 같은 일상 생활용 토기만이 출

토되는 유적권을 설정할 수 있다. 경기서남부지역에 위치하는 화성 당하리

Ⅰ유적, 화성 기안리 유적, 시흥 오이도 유적이 이에 해당하며, 각각의 유적

에서 출토되는 토기의 기종은 <표 17>과 같다.21 

 

<표 17> 일상용 토기 중심 출토 유적 

 
 

이들 유적은 평저장경호를 중심으로 출토되는 앞의 유적군이 주거 유적

인 것과 달리 제철 유적(화성 기안리 유적) 및 토기 생산 유적(화성 당하리

Ⅰ유적), 패총(시흥 오이도 유적)으로 토기 기종 구성뿐만 아니라 유적의 

성격에서도 차이가 있다. 

세 유적에서 공통적으로 출토되는 것은 분형토기이며, 출토 수 또한 다

른 기종에 비해 훨씬 많다. 또한 화성 기안리 유적에서는 다른 유적에서는 

출토된 예가 없는 통형토기와 고배, 그리고 낙랑 기와의 제작기법이 적용된 

송풍관 등 다양한 기종의 일상용기가 출토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화

성 기안리 유적과 시흥 오이도 유적에서 출토된 분형토기는 기형 및 태토, 

제작기법에서 모두 일치하는 양상을 보여 양 지역이 동일 시기에 점유되었

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22의 7). 이들 유적은 경질무문토

                                            
21 이들 유적 중에서 출토 유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성 기안리 유적의 정

식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아 정확한 양상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시된 자료(김무중 2004)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특징

을 보인다는 판단 하에 본고에서는 대체적인 양상만을 살펴보도록 한다. 

평저장
경호

원저장
경호

원저단
경호

분형
토기

시루 완
통형
토기

고배 옹
화분형
토기

기타

기안리 ● ● ● ● ● ● ●

당하리Ⅰ ●

오이도 ●



 

 79

기의 출토 수가 적고 심발형토기나 장란형토기와 같은 타날문토기가 극소수 

확인되며, 한성백제양식토기가 출토되지 않아 현재의 한강유역 원삼국시대 

편년에서 원삼국시대 Ⅲ기인 3세기 전~중반으로 설정되고 있다(김무중 

2004; 김성남 2004; 박순발 2004, 2009; 한지선 2005a). 그러나 이들은 

대체적인 시간성을 반영해줄 수 있는 주거지나 묘제에서 출토된 것이 아니

라 층위 양상이 불분명한 유구 내에서 출토되는 경우가 많으며, 출토되는 

토기의 대부분이 다른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와의 비교 연구가 어려운 이질

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시간축의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최근 춘

천 근화동 유적 C-2호 주거지에서 시흥 오이도 유적에서 출토된 소위 ‘U
자형 토기’ 와 동일한 자료가 출토되어 이들 유적의 시간적 위치에 대한 실

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춘천 근화동 유적에서는 총 13기의 원삼국시대 주

거지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4기의 주거지(A-11호, B-1, 2, 3호 주거지)

에서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가 출토되었다. 그러나 U자형토기가 출토된 

C-2호 주거지는 낙랑계토기가 출토된 주거지들과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 

있으며 주거지의 장축 방향 또한 완전히 다르다. 또한 경질무문토기 내만구

연옹 및 구연단부만 살짝 외반한 외반구연옹이 주로 출토되는 낙랑계토기 

출토 주거지와 달리 외반도가 크며 동체 팽만도가 매우 큰 경질무문토기 외

반구연옹 및 상하복합시문된 타날문토기가 공반하고 있어 낙랑토기 및 낙랑

계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들에 비해 그 존속 시기가 늦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토기가 출토되는 시흥 오이도 유적을 비롯한 경기서남

부지역의 유적들 역시 북한강 지역의 낙랑계토기 출토 유적에 비해 중심 시

기가 늦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옹 중심 출토 유적 
 

다음으로는 낙랑토기 기종 중 옹만 확인되는 유적군을 설정할 수 있다(

표 18).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옹이 출토되는 유적은 아래의 유적 외에

도 풍납토성과 가평 대성리 유적이 있으나, 이들 유적에서 출토된 것은 정

확한 기형이나 층위 양상을 파악할 수 없어 본고의 검토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옹이 출토된 유적은 대체로 서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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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확인할 수 없는 인천 운서동 는들을 제외하고 모두 분구묘 또는 주

구묘의 매장 주체부 또는 주구 내에서 출토된 것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22 

또한 앞에서 살펴 본 북한강 유역 등과 출토 맥락이나 출토되는 낙랑토기의 

종류, 공반 유물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므로 이 지역을 서해안 지역권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8> 옹 중심 출토 유적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들은 모두 CⅡb식으로 3세기 전~중반에 해

당하는 낙랑Ⅴ期의 양동리 5호분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

어 시간적인 위치를 가늠해볼 수 있다. 또한 김포 운양동 유적과 영남지역 

출토 鐵矛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이 유적의 연대를 3세기 중∙후엽으로 본 

견해를 고려할 때(金새봄 2011),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낙랑 고분 출토 토

기를 근거로 한 시간성의 추출이 유의미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5)  분형토기 중심 출토 유적 
 

마지막으로 낙랑토기 기종 중 분형토기라는 기종에 한정하여 출토되는 

유적을 살펴보도록 한다(표 19). 

 

                                            
22 파주 갈현리 유적에서는 3호 溝에서 출토되었다고 보고되었으나, 옹의 바닥면에
서 장방형 굴광이 확인되었다는 점으로 볼 때 목관의 상부 매납품일 가능성이 있다
(김기옥 2012). 

평저장
경호

원저장
경호

원저단
경호

분형토
기

시루 완
통형
토기

고배
석영혼
입계옹

화분형
토기

기타

갈현리 ●

운양동 ●

김포 양촌 ●

인천 운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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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분형토기 중심 출토 유적 

 
 

 

인천 운북동 유적에서는 원삼국시대에 해당하는 2기의 주거지 및 8기의 

수혈 유구에서 다수의 분형토기가 기와, 옹, 철경동촉, 오수전 등과 함께 출

토되었다(한강문화재연구원 2012b). 유적의 위치와 출토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고조선 또는 낙랑과 한반도 남부지역과의 교역에 의해 형성된 취락으

로 보거나 항해와 관련된 제사시설로 보기도 하지만(서현주 2010; 이길성 

2010), 아직까지는 그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 또한 이 유적

에서 출토된 분형토기 및 옹의 태토가 전형적인 낙랑토기와 다르다 보고, 

이를 ‘非樂浪系 漢式系土器’라 보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지만(정인성 

2012a), 전술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천 운북동 유적에서 출토된 오수전의 형태나 삼각형점토대토기, 

철경동촉 등을 근거로 기원전 1세기 중반경에 해당할 것이라는 견해가 제

시된 바 있으나(정인성 2012a), 아직까지는 이 유적의 연대를 정확하게 판

단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 본 화

분형토기와 철경동촉이 출토된 가평 지역의 유적군과의 시기적 연관성에 대

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철경동촉이 출토되었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출토되는 낙랑토기의 기종이나 공반 유물, 출토 맥락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므로 양 지역의 상관 관계를 설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평저장
경호

원저장
경호

원저단
경호

분형
토기

시루 완
통형
토기

고배 옹
화분형
토기

기타

인천 운북동 ● ●

시흥 오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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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낙랑토기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중부지역에서 출토된 낙랑계토

기의 종류와 각 기종 별 특징, 그리고 지역에 따른 분포 양상에 대하여 살

펴보았다. 실제로는 기존 자료인 낙랑토기 자체에 접근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

다. 그러나 본고에서 실시한 낙랑계토기의 기종 분류 및 기종 별 특징의 검

토는 낙랑계토기의 출토 여부만을 확인하는 데 그쳤던 기존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낙랑계토기의 지역적 분포 양상, 시간적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각각의 토기를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 A, B식으로 구분

한 앞의 분류안을 토대로 각 유적에서 확인되는 낙랑계토기의 생산과 분배

의 과정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고찰해 봄으로써 토기를 통한 중부지역과 

낙랑군 지역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유적권 중에서 가

장 다양한 기종과 많은 수의 낙랑계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중부지역의 원삼

국~한성백제시대의 중심 지역인 임진∙한탄강유역 및 한강하류역, 북한강 유

역, 영서지역의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의 전개 양상 및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중부지역의 원삼국시대 토기 복합

체 형성 및 전개 과정에서 낙랑토기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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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중부지역 출토 낙랑계토기의 특징 및
전개 양상 

 

 

1.  중부지역 낙랑계토기의 유입 및 형성 과정 
 

 

앞에서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의 기종 조합 양상을 토대로 중부지역을 

크게 다섯 가지의 유적권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각각의 유적권은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의 조합 양상뿐만 아니라 존속 시기 등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으며, 외래의 문화 요소인 낙랑 토기 및 낙랑계토기의 유입이나 제작의 

원인 및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중부지역에서 확인되는 낙랑과 관련된 요소는 대체로 문헌기록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낙랑군 지역의 정치적 변동과 연계하여 이주민의 이

동에 의한 결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주나 전파가 과거 문화 

변동의 중요한 동인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이것만으로는 중부지역

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낙랑 관련 유물

이 위신재의 하나로 분묘에 부장되는 영남지역과 달리 중부지역에서는 주로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토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영남지역의 예와 같이 

특정 엘리트 집단의 사회적, 정치적 권력 재생산을 위한 획득, 재분배의 결

과와 같은 정치적 이유로 설명하기도 힘들다. 

이와 같은 외래의 문화요소 또는 기술이 공간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원인

은 (1) 이주민의 이동과 함께 유입된 경우, (2) 교역 또는 교류에 의하여 

유입된 경우, (3) 토착민에 의해 모사된 경우, (4) 이주민이 자기의 요소와 

토착의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 제작한 경우, (5) 토착민이 다른 지역에 가서 

배워온 후 만든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Hegmon et al. 2000; 김장석 

2002 재인용). 물론 고고학적 자료만으로는 각각의 토기가 어떠한 과정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일 것이다. 그러

나 각각은 매우 다른 메커니즘에 의한 결과이며, 상이한 문화적 해석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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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Ⅳ장에서 살펴 본 기종 별 낙랑토기 및 낙랑

계토기의 구분 및 공반 유물, 출토 유구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이들 토기가 

중부지역으로 유입되는 과정의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출토되는 낙랑 관련 토기의 종류에 따라 중부지역의 유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서북한 지역의 토기와 동일한 낙랑토

기만 출토되는 유적군이다. 여기에는 화분형토기를 중심으로 한 유적 및 옹

, 분형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

기가 모두 출토되는 유적군으로 평저장경호와 원저단경호를 중심으로 하는 

유적과 분형토기와 같은 일상용기가 중심을 이루는 유적이 이에 해당한다. 

낙랑토기만이 출토된 경우는 서북한 지역에서 제작된 후 교역이나 주민

의 이주에 의하여 유입되었을 가능성과 중부지역으로 이주해 온 서북한 지

역의 공인에 의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자

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공반 유물 및 출토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공반 유물이 모두 서북한 지역과 관련 있는 경우와 중부지역 재지의 

유물복합체에 소수의 낙랑토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전

자에는 화분형토기가 주로 출토되는 가평 달전리, 대성리 유적과 분형토기

를 중심으로 확인되는 인천 운북동 유적이 포함되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

로 분포하고 있는 옹 출토 유적군은 후자에 해당한다. 

우선 화분형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유적군의 공반 유물 및 출토 유구의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평 달전리 유적 및 가평 대성리 유적에서 화

분형토기와 공반한 유물의 종류 및 출토 수는 <표 20>과 같다. 가평 대성

리 유적에서는 이 외에도 39, 40호 주거지에서 각각 2점, 1점의 경질무문토

기가 출토되었다고 보고되었으나(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이들 모두 기형

을 파악할 수 없는 片으로, 이를 중부지역 원삼국시대의 경질무문토기로 판

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반 유물은 모두 

중부지역이 아닌 서북한 지역의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초기 유물복합체에 

가깝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이들의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략 기원전 2~1세기경, 즉 낙랑군 설치를 전후

한 시기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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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화분형토기 공반 유물 종류 및 출토 수 

 
 

이와 같은 공반 유물의 성격이나 시기적 특징은 분형토기가 출토되는 인

천 운북동 유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원삼국시대에 해당하는 2기의 주거

지와 8기의 수혈에서는 철경동촉과 오수전, 환두소도, 찰갑, 철겸, 기와 등

이 출토되었으며, 1호 수혈에서 출토된 삼각형점토대토기 1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부지역의 유물 복합체와는 이질적인 양상을 보인다(표 21). 

 

<표 21> 분형토기 공반 유물 종류 및 출토 수(인천 운북동 유적) 

 
 

이 유적 역시 철경동촉이나 오수전과 같은 출토 유물로 볼 때 기원전 

2~1세기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가평 달전리 유적 및 가평 대성리 유적, 

출토 유물
종류

평저단경호 세형동검
쌍조두식
검파두식

철단검 철극 환두소도 철부 철겸 재갈

출토 수 2 1 1 1 1 1 1 1 1

출토 유물
종류

철경동촉 주조철부 소찰 타날문토기 통형토기 기와

출토 수 6 8 6 5 1 1

가평 달전리
유적

가평 대성리
유적

옹형토기 기와 철도자 철겸 오수전 철경동촉 환두소도 철제삽날 철부 찰갑 기타
1호 주거지 2 1 1 2 0 0 0 0 0 0 차축두편

2호 주거지 0 0 0 0 20 6 1 0 0 0
무경식석촉, 지석,

미상철기

1호 수혈 5 2 2 2 0 12 3 1 4 1
지석, 미상철기, 삼
각형점토대토기, 유

구석부, 시루

2호 수혈 0 2 0 0 0 0 0 0 0 0
3호 수혈 0 0 0 0 0 0 0 0 0 0
4호 수혈 0 0 0 0 0 0 0 0 0 0
5호 수혈 0 0 0 0 0 0 0 0 0 0
6호 수혈 0 1 0 0 0 0 0 0 0 0
7호 수혈 0 0 0 0 0 0 0 0 0 0
8호 수혈 0 1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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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운북동 유적은 점유 시기 및 출토 토기와 공반유물이 모두 낙랑군 지

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기존에는 서북한 지역과 동일한 묘제가 확인된 가평 달전리 유적을 낙랑

군 설치로 인한 고조선계 주민의 이주로 인한 결과로 파악하거나(박성희 

2003), 가평 대성리 유적의 존재를 근거로 이 지역을 한군현의 영역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김일규 2009). 또한 서해안의 해안가에 위치

하고 있는 인천 운북동 유적을 서해안의 교통로를 이용한 일련의 과정 속에

서 형성된 유적으로 보거나 항해와 관련된 제사시설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김길식 2001; 서현주 2010; 이길성 2010). 이들 유적에서 출토되는 토기 

외에 금속기류 역시 중부지역의 양상과 전혀 달라 이러한 토기들이 중부지

역의 제작자에 의해 모방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서북한 지역에

서 제작된 후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평 달전

리 유적의 경우 유구 및 유물 복합체가 모두 서북한 지역과 동일하다는 점

에서 기존의 견해와 같이 주민의 이주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당시 중부지역의 묘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묘제의 경우 의도적인 모방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의 자료로는 낙랑토

기만 출토되는 이들 유적의 형성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비교적 낙랑군 지역과 직접적인 관련 속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세 유적 각각은 출토되는 낙랑토기나 

공반 유물의 종류가 서로 다르며, 특히 공통적으로 화분형토기가 출토되는 

가평 달전리 유적과 가평 대성리 유적 역시 화분형토기의 세부적인 특징과 

공반유물의 종류에서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 서로 간의 관련성을 상

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출토 토기 및 공반 유물이 모두 낙랑군 지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앞

의 유적군과 달리 서해안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옹 출토 유적군에서는 

주구묘 또는 분구묘라는 중부지역 23 의 묘제에서 중부지역의 유물복합체와 

                                            
23 주구묘 및 분구묘는 중부지역 중에서도 각각 경기남부지역 및 충청 내륙 지역, 

그리고 아산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전라 서부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분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도 옹을 중심으로 한 낙랑토기가 출토되는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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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소수의 낙랑토기 옹이 출토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이들 유적에서

는 옹 이외에 다른 기종의 낙랑토기는 출토되지 않으며, 파주 갈현리 유적

에서는 경질무문토기 저부편이, 김포 양촌 유적에서는 격자타날문호 등이 

공반하고 있다. 즉, 유물∙유구 복합체가 서북한 지역의 양상과 동일한 앞의 

유적군과 달리 옹은 기존의 중부지역 유물복합체 내에서 산발적으로 확인되

는 특징을 보여 이주민의 유입 등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

인다. 

서해안 지역의 주구묘에서는 주구 내에 타날문 대옹을 부장하는 사례가 

많으며(서현주 2010), 김포 양촌 유적에서 출토된 옹 또한 주구에서 출토

된 것으로 기존의 중부지역 장례 습속이 그대로 유지된 채 타날문 대옹 대

신 몇몇 고분에서만 낙랑토기 옹으로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낙

랑토기 옹이 유입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낙랑토기 옹이 출

토된 김포 양촌 유적 1-11지점 25호 주구묘의 매장주체부 내에서 세형 동

검이 출토되었으며, 이 유적에서는 낙랑군 지역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청동제 檢格이 출토되어 이러한 물품과 함께 낙랑군 지역으로부터 유

입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24 

한정된 기종의 낙랑토기만 출토되는 앞의 유적군들과 달리 한강하류역 

및 북한강 유역, 임진∙한탄강 유역 등에 분포하고 있는 유적군과 경기서남

부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일상용기를 중심으로 하는 유적군에서는 다양한 기

종의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가 출토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서북한 지역

에서 출토된 낙랑토기와의 비교를 통하여 각 기종 별로 낙랑토기와 낙랑계

토기를 구분한 Ⅳ장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유적에서 출토되는 낙랑

토기 및 낙랑계토기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평저장경호 및 원저단경호를 중심으로 확인되는 한강하류역 및 북

한강 유역, 임진∙한탄강 유역에서 출토되는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의 양상

을 유적 별로 나타내면 <표 22>와 같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평 대

                                                                                                                    

서부의 해안지대와 인천 지역에서는 주구묘와 분구묘가 모두 확인되어 이 지역을 

두 묘제의 접경지역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권오영 2009: 40). 
24 아직까지 발굴 조사의 정식 보고가 이루어지기 전으로, 유적 전체의 양상을 파

악하기는 힘들다. 이후 조사 결과의 보고가 이루어진다면 낙랑토기 출토 유구의 성

격 및 특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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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 유적에서는 가장 다양하고 많은 수의 낙랑 관련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평저장경호를 중심으로 출토되는 다른 유적들과 달리 시루와 완, 분형토기

와 같은 일상용토기가 많이 출토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이러한 

일상토기에서도 서북한 지역의 토기와 기형이나 제작기법 등이 모두 동일한 

낙랑토기를 다수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일상토기의 존재를 주민 이

주의 증거로 보려는 기존의 논의들(김장석∙이상길∙권오영 외 2006; 박순발 

2006)을 고려할 때, 낙랑군 지역으로부터 주민의 이주가 있었는지의 여부

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낙랑군 지역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낙랑 관련 토기를 낙랑토기와 낙랑계토기 A, B식으로 구분한 <표 22>의 

결과를 볼 때 이 유적군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구분가능하다. 첫 번째는 

낙랑토기와 낙랑계토기 A, B식이 모두 확인되는 유적으로, 여기에는 가평 

대성리 유적과 춘천 근화동∙우두동∙율문리∙신매리 유적, 홍천 철정리 유적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낙랑토기의 제작기법과 중부지역의 토기 

제작기법이 모두 적용된 낙랑계토기 B식이 존재한다는 점인데, 이것의 존재

는 중부지역 내에서 낙랑계토기의 제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유적들 중에서도 가평 대성리 유적은 평저장경호나 원저장경호 외의 

일상용기에서도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가 함께 출토되고 있으며, 다른 유

적에 비해 압도적인 수량의 낙랑 관련 토기가 확인된다는 점으로 볼 때 이 

유적을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의 중심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로 볼 때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유적은 북한강 

유역과 영서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유적의 수 또한 

많다. 이에 비해 임진∙한탄강 유역, 북한강 상류역, 한강하류역에서는 각각 

연천 강내리 유적, 포천 금주리 유적, 화천 거례리 유적, 풍납토성이라는 하

나의 유적들만이 확인되고 있어 유적의 밀집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동일 유적 내에서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가 출토되는 주거

지의 수는 1~2기에 불과하며(그림 29), 출토되는 낙랑 관련 토기의 수량 

자체도 매우 적다는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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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평저장경호, 원저단경호 중심 출토 유적군의 낙랑 토기 구분25 

                                            
25 우두동은 춘천 우두동유적Ⅰ과 春川 牛頭洞 롯데인벤스 우두파크 신축부지 내 

유적의 조사 결과를 모두 포함한 결과이다. 

낙랑토기 낙랑계토기A 낙랑계토기B 합계

평저장경호 5 4 0 9

원저단경호 9 1 1 11
분형토기 4 6 0 10

완 1 1 0 2
시루 0 1 3 4

원저장경호 0 2 3 5
19 15 7 41

평저장경호 4 0 1 5

원저단경호 0 1 0 1
원저장경호 0 0 1 1

4 1 2 7

평저장경호 0 2 0 2

원저단경호 0 1 0 1
분형토기 2 0 0 2

2 3 0 5

평저장경호 1 5 0 6

원저장경호 0 0 1 1
1 5 1 7

신매리 평저장경호 0 1 0 1

철정리 평저장경호 1 1 2 4

학곡리 평저장경호 4 1 0 5

평저호 1 0 0 1

원저단경호 1 0 0 1
분형토기 1 0 0 1

3 0 0 3

원저단경호 1 0 0 1

분형토기 1 0 0 1
2 0 0 2

평저장경호 1 0 0 1

원저단경호 1 0 0 1
분형토기 1 0 0 1

3 0 0 3

시루 0 1 0 1

원저장경호 0 0 1 1

0 1 1 2

평저장경호 1 0 0 1

원저장경호 0 0 1 1
1 0 1 2

금주리

합계

거례리

합계

우두동

합계

강내리

합계

대성리

합계

근화동

합계

율문리

합계

양수리

합계

풍납토성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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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동일한 유적권으로 설정한 지역 내에서도 토기의 종류나 이들의 유입 

및 제작의 원인이 다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에는 이 지역에서 확

인되는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의 존재를 문헌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桓靈

之末 혼란기의 이주민의 이주에 의한 것이라고 파악하여 왔다(김무중 

2006). 그러나 개인 식기류나 취사용기로 볼 수 있는 완이나 분형토기에서 

낙랑토기가 확인되는 가평 대성리 유적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저장경호 및 

원저단경호류에 국한된 양상을 보여 이주민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은 낮으며

, 가평 대성리 유적 역시 현재의 자료로는 이 유적으로 낙랑토기가 유입된 

과정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표 23>과 같이 낙랑토기와 낙랑계토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성 기안리 유적에서 가장 다양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 일상용기 중심 출토 유적군의 낙랑 토기 구분 

 
 

앞에서 실시한 낙랑계토기의 검토에서 화성 기안리 유적, 화성 당하리Ⅰ

유적, 시흥 오이도 유적에서 출토된 분형토기를 기형이나 제작기법, 시문방

법에서 낙랑토기와 동일하나 태토에서의 차이점이 확인되어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진 낙랑계토기 A식으로 분류하였다. 화성 기안리 유적은 다른 유적

들과 달리 출토 유물의 대부분이 낙랑계토기에 해당하며 높은 수준의 철기 

제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낙랑군 지역으로부터 제철기술을 가진 공인집

낙랑토기 낙랑계토기A 낙랑계토기B 합계

원저단경호 0 6(+) 0 6(+)

분형토기 0 11(+) 0 11(+)
시루 0 0 2(+) 2(+)
완 0 2(+) 0 2(+)

통형토기 0 1(+) 0 1(+)
고배 0 2(+) 0 2(+)

0 22(+) 2(+) 24(+)

당하리Ⅰ 분형토기 0 2 0 2

오이도 분형토기 0 10 0 10

기안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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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유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김무중 2004; 

김성남∙우정연 2004). 이 유적의 토기에 대한 실견 결과, 분형토기나 옹형

토기, 원저단경호 등 기종에 상관 없이 현저한 내∙외면 1차 승문타날흔 및 

고속회전에 의한 요철면 등과 같은 낙랑토기 제작기법 및 시문방법이 일관

되게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낙랑 기와와 동일한 제작기법에 의해 제작된 

특징적인 형태의 송풍관이 출토되고 있어 다른 유적에 비해 낙랑군 지역과 

보다 직접적인 관련을 맺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즉, 많은 수의 토

기에서 높은 수준의 낙랑토기 제작 기법이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낙랑

군 지역으로부터 주민의 이주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낙랑군 지역의 기

술을 익힌 중부지역 공인에 의한 제작의 결과일 가능성 등 다양한 원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유적에서는 낙랑토기 기종 외에 소수이지만 

경질무문토기도 출토되고 있는데, 이 역시 이 유적에서 출토되는 낙랑계토

기와 동일한 태토로 제작되고 환원염소성이 이루어진 것을 실견 결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료는 낙랑계토기와 기존의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

기의 생산 체계가 분리된 양상을 보이는 앞의 유적군과는 달리 화성 기안리 

유적에서는 이들이 동일한 제작기법에 의하여 함께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

여준다. 

시흥 오이도 유적과 화성 당하리Ⅰ유적에서는 분형토기 기종에 한정하여 

낙랑계토기가 출토되고 있으며, 기형이나 1차 승문타날흔, 태토 등에서 화

성 기안리 유적 출토품과 거의 동일하여 이들 유적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출토 유물의 대다수가 낙랑계토기인 화

성 기안리 유적(김무중 2004)과 달리 화성 당하리Ⅰ유적은 공반 유물의 대

부분이 경질무문토기나 타날문 원저단경호,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대옹류 

등으로 중부지역의 유물복합체로 이루어져 있으며,26  시흥 오이도 유적 역

                                            
26 이 유적에서는 장란형토기와 심발형토기 등을 비롯하여 한성백제양식토기로 분

류되는 합 또는 고배류도 소수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화성 기안리 유적이나 시흥 

오이도 유적과는 존속 시기에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한강유

역 원삼국시대 토기 편년에서는 이들 유적을 모두 원삼국Ⅲ기라는 동일 단계로 설

정하고 있으며(김성남 2004; 박순발 2004; 한지선 2005a), 현재의 자료로는 이들

을 보다 세분화하여 편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단은 유사한 시기의 자료

로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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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체 유물 중에서 낙랑계토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낙랑계토기의 유

입 또는 제작의 원인이 유적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중부지역 낙랑계토기의 전개 양상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부지역에서는 다양한 양상의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가 확인되고 있다.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토기에 대한 기존의 연

구에서는 이들의 형성 및 변화의 원인을 낙랑군 지역으로부터 찾아 왔는데(

박순발 2004, 2009), 이러한 연구들은 실제 낙랑군 지역 토기와의 비교를 

통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 선진 지역이었던 낙랑군 지역으로부터의 영향 관

계를 선험적으로 전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중부지

역 내에서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의 전개 양상과 중부지역 토기와의 관계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부지역의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의 주 분포지역은 평저장경호와 원저

단경호, 원저장경호, 분형토기 등이 주요 기종을 구성하고 있는 임진∙한탄강

유역 및 한강하류역, 북한강 유역, 영서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기존의 한강

유역 원삼국시대 연구의 중심 지역이기도 하며, 비교적 많은 수의 낙랑 관

련 토기가 출토되어 이들의 분포 양상 및 시간에 따른 전개 과정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경기북부 및 북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취락 유적의 발굴 조

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새롭게 확인된 주거지 평면형태 및 노지형태를 

기준으로 새로운 상대 편년이 시도되고 있다(박중국 2011; 송만영 2010; 

이병훈 2011; 홍지윤 외 2008). 그 결과 동시기 내에 다양한 형식의 주거

지 평면형태 및 노지 시설이 공존하기는 하지만 각 형식 간의 대체적인 변

화 양상은 인정되고 있는데(그림 30), 많은 연구자들이 노지만 설치된 주거

지를 원삼국시대 전~중기, 노지에 ᄀ자형 쪽구들이 추가 설치된 주거지를 

원삼국시대 후기, 一자형 부뚜막이 출입구 반대벽 단벽에 설치된 주거지를 

한성백제 성립 이후의 형식으로 파악하고 있다(박중국 2011; 송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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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홍지윤 외 2008). 

 

 
 

<그림 30> 중부지역 원삼국~한성백제 주거지 변화 모식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지역에서 확인되는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

는 연천 학곡리 적석총을 제외하고 모두 주거지에서 출토된 것이다. 이들 

주거지는 지역에 상관 없이 일정한 공통성을 보이는데, 정확한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33기 중 30기의 주거지가 출입구 단벽이 돌출한 오각형의 평면

형태에 노지만 설치된 주거지라는 특징을 보인다.27  시간에 따른 대체적인 

변화 양상이 인정되는 주거지의 평면 형태나 노지 시설에서 강한 공통성이 

                                            
27 춘천 율문리 75-2번지 유적 1호 주거지 및 춘천 우두동유적Ⅰ 19호 주거지, 풍

납토성 197번지 다-6호 주거지의 3기만 각각 ㄱ자형 쪽구들이 설치된 출입구 단

벽 오각형 주거지, 부뚜막이 설치된 소형 방형의 주거지, 노지와 ㄱ자형 쪽구들이 

설치된 출입구 단벽 오각형 주거지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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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는 점은 낙랑계토기가 일정한 시간젹 범위에서만 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수의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가 출토된 가평 대성리 

유적의 철기나 야요이 고배의 교차편년,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 등으로 

볼 때 2세기 전반에서 3세기 전반에 걸쳐 존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김

일규 2006, 2007a, 2007b, 2009; 이성주 2010; 이창희 2009), 이러한 편

년 결과는 낙랑계토기 자체에 대한 검토와도 일치한다. 즉, 중부지역 낙랑

계토기 평저장경호의 대부분은 낙랑Ⅳ期의 평저장경호와 매우 유사한 기형

을 가진 것으로 2세기 대에 해당하며, 춘천 근화동 유적 A-11호 주거지에

서 출토된 평저장경호는 낙랑Ⅴ기에 해당하는 양동리 3호분, 석암리 218호

분 출토품과 매우 유사하여 대략 3세기 전반대로 편년할 수 있다. 또한 낙

랑토기 및 낙랑계토기가 출토된 유적들은 주거지 형태뿐만 아니라 경질무문

토기나 타날문토기와 같은 공반 유물의 양상도 유사하여 이러한 시간적 위

치를 낙랑계토기가 출토된 다른 유적에도 확대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임진∙한탄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는 연천 강내리 유적에서는 총 71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으며, 주거지 간 중복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앞에서 제시

한 주거지 평면 형태 및 노지 형태의 변화 양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수혈식 노지만 설치된 주거지는 총 

11기가 확인되었으며,28 이 중의 하나인 54호 주거지에서 낙랑토기 단경호 

구연부편과 분형토기, 평저호 저부편이 출토되었다. 즉, 임진∙한탄강 유역 

역시 낙랑계토기 출토 유구 및 유물의 조합 양상이 북한강 유역과 동일하여 

시기적으로 병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와 공반하는 유물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경질무문토기이다. 이들의 기종은 외반구연옹과 내만구연옹, 호, 발, 

완, 뚜껑, 시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점토띠를 쌓아 성형을 한 후 마연 

정면이라는 공통적인 제작 방법에 의해 제작된다(이성주 2010; 진수정 

2009). 이와 같은 경질무문토기의 기종 구성은 화분형토기와 평저단경호, 

평저장경호, 원저단경호, 옹, 분형토기 등으로 이루어진 중부지역의 낙랑토

기 및 낙랑계토기와 뚜렷이 구분되며, 제작 기법에서도 서로의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춘천 근화동 유적 B-2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평저장경호의 
                                            
28 4, 5, 11, 33, 49, 54, 55, 60, 65, 66, 68호 주거지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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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을 모방한 경질무문토기에서도 낙랑토기 제작기법이 아니라 지두압흔을 

비롯한 기존의 경질무문토기 제작기법만을 확인할 수 있어 낙랑토기 및 낙

랑계토기와 경질무문토기를 비롯한 기존의 중부지역 토기는 생산의 과정이 

분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노지만 설치된 출입구 단벽 돌출 오각형의 주거지가 주를 이루는 

유적의 대부분에서는 종류나 수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낙랑토기 및 낙랑

계토기가 출토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지 평면 형태나 노

지로 볼 때 이보다 늦은 시기로 편년할 수 있는 유적에서는 낙랑토기나 낙

랑계토기, 또는 이것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기종의 출현 예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서로 다른 형식의 주거지가 중복 관계를 보이며 연속적

으로 점유되는 연천 강내리 유적이나 풍납토성 유적을 제외한 나머지 유적

은 일정 시기 이후에는 유적의 점유가 단절되는 양상을 보인다. 대신 가평 

항사리 유적과 남양주 장현리 유적, 홍천 성산리 유적 등과 같이 지점을 달

리하여 원삼국시대 말부터 한성백제기까지 장기 지속되는 대규모의 취락 유

적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 즉, 이 지역의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는 기원

후 2세기 전반~3세기 전반경이라는 일정한 시간적 범위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의 중부지역 토기복합체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채 일정한 시

간이 지나면 단절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화분형토기나 

분형토기, 옹이 출토된 유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유

적의 수가 극히 적으며 이들 유적에서 출토된 낙랑토기가 중부지역 내에서 

지속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없어 중부지역 토기복합체와의 영향 관계를 설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외에 경기서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시흥 오이도 유적 및 화성 기

안리 유적 등은 한성백제의 중심지와 가깝다는 지리적인 위치 및 한성백제 

성립 직전이라는 시기적 특성으로 인하여 이들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는 토

기를 한성백제양식토기 형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는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김성남∙우정연 2004; 박순발 2004). 즉, 시흥 오이도 유적에서 출토

되고 있는 U자형토기를 낙랑계토기로 파악하고 이것의 영향으로 중부지역

의 승문타날 장란형토기가 형성되었다고 보았는데(박순발 2004), 시흥 오

이도 유적의 U자형토기와 같은 원저의 토기는 서북한 지역에서 확인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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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이를 낙랑계토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U자형토기는 

기형이나 태토, 소성방법, 시문방법, 크기, 기벽두께 등에서 장란형토기와 

큰 차이를 보이며, 이 유적에서 동체부 전면에 격자문이 타날된 장동옹이 

공반하고 있어 이미 양자가 서로 다른 제작체계를 갖춘 채 공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 유적에서 출토되는 낙랑계토기를 한성백제양식

토기의 성립 과정에 영향을 준 요소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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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원삼국시대에 서북한 지역에 존재하였던 낙랑군은 문화적, 기술적 선진

지역으로 인식되었으며, 일찍부터 토기나 철기 등과 같은 기술 상의 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토기의 형성 

및 변화 과정에서 낙랑의 역할을 강조한 제 연구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박순발 1989, 2004, 2006, 2009; 최병현 1998). 그러나 이들은 실제 낙랑 

토기와의 비교∙연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다 선진적인 기술을 보유

하고 있었던 낙랑군 지역으로부터의 기술 유입을 상정한 결과이며, 중부지

역 원삼국시대 토기 중에서 낙랑토기의 영향으로 제작된 것은 회(흑)색무문

양토기에 한정된다고 본 것이 낙랑토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인식이

라고 할 수 있다(김원용 1971; 박순발 1989; 이성주 1991, 2000; 최병현 

1998).  

이러한 연구 경향과 달리 최근 낙랑토기에 대한 자료의 보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국립중앙박물관 2001a, 2001b; 정인성 2003a, 2003b, 

2003d; 谷豊信 1984, 1985, 1986, 2002), 중부지역에서 낙랑계토기의 조

사 예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에 대한 

연구자 간의 공통적인 인식이 부족하여 낙랑계토기의 선정에서 오류가 생기

거나 단순한 분포 지도 작성 수준의 연구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

는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고 중부지역 내에서의 

분포 양상. 그리고 그것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낙랑 고분 및 낙랑 토성에서 출토된 토기를 대상으로 기

종을 분류하고, 편년을 실시하기에는 그 수량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하여 낙랑 고분의 편년을 토대로 시간에 따른 기형이나 제작기법, 

기종 구성의 변화 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중부지역에서는 총 11가지 기

종의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가 출토되고 있으며, 기종에 따라 일정한 조합 

양상이 보이고 각각의 조합은 일정한 지역적 분포 범위 시간적 위치를 점한

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기형이나 제작기법, 시문방법, 태토, 소

성도 등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속성에 대한 낙랑토기와의 면밀한 비교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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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각각의 토기를 낙랑토기와 낙랑계토기(A, B식)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토

대로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의 중부지역으로의 유입 및 제작과 관련한 메

커니즘을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의 기종 구성 양상으로 볼 때 중부지역은 크게 

(1) 화분형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유적군과 (2) 평저장경호 및 원저단경호, 

분형토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유적군, (3) 분형토기와 시루 등과 같은 일상

용기만을 중심으로 하는 유적군, (4) 옹을 중심으로 하는 유적군, (5) 분형

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유적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공반 유물이나 

출토 유구에 대한 검토 결과, 이들은 지리적 분포뿐만 아니라 시간적 위치 

및 세부적인 양상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토기를 낙랑토기 또는 낙랑계토기 A, B식으로 구분한 결과와 공반 

유물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각 유적권 별로 낙랑토기 또는 낙랑계토기의 

유입 과정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앞에서 분류한 중부

지역의 유적군들은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의 출토 양상에서도 유의미한 구

분이 가능하다. 즉, 낙랑토기만 출토되는 유적과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가 

모두 출토되는 유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에는 화분형토기 및 옹, 분

형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유적이, 후자에는 평저장경호 및 원저단경호를 중

심으로 하는 유적과 일상용기만을 중심으로 하는 유적이 포함된다.  

현재의 고고학적 자료로는 이러한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메커니즘

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문헌 기록만을 바탕으로 단순히 주민의 이주 가능성을 언급하는 정

도의 연구만이 이루어져 왔으나, 중부지역 내에서도 지역이나 시간적 위치

에 따라 낙랑군 지역과의 매우 다양한 관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

인다.  

마지막으로 가장 다양하고 많은 수의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가 출토된 

북한강 유역, 영서지역, 임진∙한탄강유역, 한강하류역을 대상으로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의 전개 양상 및 중부지역 토기와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실시

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가 수혈식 노지만

이 설치된 출입구 단벽 돌출 오각형 주거지에서 출토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주거지 평면 형태 및 노지 시설의 형태적 특징은 시간적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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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로 밝혀지고 있으며, 특정 형태의 주거지에서

만 확인된다는 점은 이 지역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가 일정한 시간적 범위

를 가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시간적으

로 늦는 것으로 인정되는 주거지에서는 낙랑 관련 토기의 출토 예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연천 강내리 유적과 풍납토성을 제외한 모든 유적에서는 

낙랑토기가 확인되는 시기 이후에는 유적의 점유가 단절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와 공반하는 경질무문토기의 기종 구

성 및 제작 기법에 대한 검토 결과,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의 영향을 거의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낙랑토기는 중부지역 토기복합체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았으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단절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가 중부지역에 등장하는 원인에 대해

서는 살펴보지 못하였으나, 차후 영동지역 및 일본 구주 지역 등 보다 넓은 

지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경질무문토기의 하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

어지고 있어(이성주 2011) 기존에 원삼국시대로 분류되었던 유적의 편년을 

재검토 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북한강 유역 및 경

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세밀한 편년 작업을 통

하여 낙랑토기 및 낙랑계토기의 유입 및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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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대상 낙랑 고분 및 토기 출토 양상 

 

연번 유적명 묘제 시기 화분형토기 평저단경호 원저단경호 옹 평저장경호 평저합 뚜껑 기타 명기

1 갈현리 하석동 목곽묘(추정) Ⅰ期 ●

2 대동군 상리 단장목곽묘(추정) Ⅰ期 ● ●
3 동대원리 허산 목곽묘(추정) Ⅰ期 ●
4 황주군 금석리 목곽묘(추정) Ⅰ期 ● ●
5 토성동 4호분 단장목곽묘 Ⅰ期 ● ●
6 정백동 92호분 단장목곽묘 Ⅰ期 ● ●
7 황주군 천주리 한밭골 목곽묘(추정) Ⅰ期 ●
8 태성리 10호분 이혈합장목곽묘 Ⅰ期 ● ●
9 정백동 1호분 단장목곽묘 Ⅰ期 ● ●
10 운성리 9호분 단장목곽묘 Ⅰ期 ● ●
11 정백동 81호분 단장목곽묘 Ⅱ期 ● ●
12 정백동 90호분 단장목곽묘 Ⅱ期 ● ●
13 운성리 3호분 단장목곽묘 Ⅱ期 ● ●
14 운성리 2호분 단장목곽묘 Ⅱ期 ● ●
15 태성리 9호분 단장목곽묘 Ⅱ期 ● ●
16 태성리 15호분 단장목곽묘(추정) Ⅱ期 ● ●
17 태성리 8호분 단장목곽묘 Ⅱ期 ●
18 정백동 94호분 동혈합장목곽묘 Ⅱ期 ● ●
19 운성리 4호분 단장목곽묘 Ⅱ期 ● ●
20 정백동 37호분 이혈합장목곽묘 Ⅱ期 ● ●
21 오야리 20호분 귀틀묘 Ⅱ期 ● ●
22 정백동 53호분 이혈합장목곽묘 Ⅱ期 ● ●
23 정백동 58호분 이혈합장목곽묘 Ⅱ期 ● ●
24 정백동 62호분 이혈합장목곽묘 Ⅱ期 ● ● ●
25 정백동 2호분 귀틀묘 Ⅱ期 ● ● ●
26 운성리 5호분 이혈합장목곽묘 Ⅱ期 ● ● ●
27 태성리 6호분 단장목곽묘(추정) Ⅱ期 ● ● ● ●
28 갈성리 갑분 단장목곽묘 Ⅱ期 ● ● ●
29 석암리 219호분 귀틀묘 Ⅲ期 ● ● ● ●
30 순천리 상동 목곽묘(추정) Ⅲ期 ● ● ● ●
31 운성리 6호분 귀틀묘 Ⅲ期 ● ● ● ●
32 정백리 127호분 귀틀벽돌무덤 Ⅲ期 ● ● ● ●
33 정백동 36호분 단장목곽묘 Ⅲ期 ●
34 정백동 49호분 단장목곽묘 Ⅲ期 ● ● ●
35 운성리 가말믜 3호분 단장목곽묘 Ⅲ期

36 정백동 3호분 동혈합장목곽묘 Ⅲ期 ● ● ● ● ● 병

37 정오동 10호분 귀틀묘 Ⅲ期 ● ●
38 정오동 11호분 귀틀묘 Ⅲ期 ● ●

39 석암리 9호분 귀틀묘 Ⅲ期 ● ● ● 회백색단지, 청
회색단지

40 석암리 194호분 귀틀묘 Ⅲ期 ●
41 석암리 6호분 귀틀벽돌무덤 Ⅲ期 ● ●
42 석암리 201호분 귀틀묘 Ⅲ期 ● ● ● ●
43 정백동 67호분 귀틀묘 Ⅲ期 ● ● ● ●
44 정백리 2호분 귀틀벽돌무덤 Ⅲ期 ●
45 운성리 7호분 귀틀묘 Ⅲ~Ⅳ期 ● ● ● 삼족기
46 운성리 8호분 귀틀묘 Ⅲ~Ⅳ期 ●
47 석암동 고분 전실묘 Ⅳ期 ● ● 분 ●
48 석암리 120호분 전곽묘(이실) Ⅳ期 ●
49 태성리 5호분 전실묘(일실) Ⅳ期 ● ● 사족기
50 태성리 4호분 귀틀묘 Ⅳ期 ● ●
51 정백리 13호분 귀틀묘 Ⅳ期 ● ●
52 석암리 205호분 귀틀묘 Ⅳ期 ● ● ● ●
53 정오동 2호분 귀틀벽돌무덤 Ⅳ期 ● ● ● ●
54 정백동 46호분 귀틀벽돌무덤 Ⅳ期 ● ● ●
55 정백리 8호분 귀틀묘 Ⅳ期 ● ● ● ●
56 토성동 45호분 전실묘(이실) Ⅳ期 도호
57 오야리 25호분 전곽묘 Ⅴ期 ●
58 석암리 218호분 전곽묘(일실) Ⅴ期 ● 분, 시루
59 정백리 151호분 전실묘(일실) Ⅴ期 ●
60 양동리 3호분 전실묘(이실-측실1) Ⅴ期 ● ● ● 완
61 양동리 5호분 전실묘(이실-측실1) Ⅴ期 ● ●
62 정백리 24호분 전실묘(일실) Ⅴ期 ● ● ●
63 정백리 1호분 전실묘(이실-측실1) Ⅴ期 鼎, 완
64 남정리 116호분 목실묘 Ⅴ期 ● ● 와반 ●
65 오야리 19호분 귀틀벽돌무덤 Ⅴ期 ●
66 정백동 23호분 전실묘(이실) Ⅴ期 ● ●
67 석암리 99호분 전실묘(일실) Ⅴ期 ● ● ● ● ● 와반 ●
68 정백동 69호분 전실묘(이실) Ⅴ期 ● ● ●



 

 114

<부록 2> 낙랑 고분 출토 평저단경호 계측 속성 및 도면 

 
 

 

 

 

 

 

 

연번 유적명 시기 기고 구경 동최대경 목지름 저경 구연부높이

1 정백동 92호분 Ⅰ 11.65 15.55 19.53 14.95 10.35 1.23

2 정백동 81호분 Ⅱ 13.9 14.665 21.97 16.72 11.5 2.33

3 정백동 90호분 Ⅱ 10.35 14.42 17.2 13.65 9.2 1.6

4 갈성리 갑분 Ⅱ 12 12.78 17.72 11.5 10.5 2.34

5 정백동 53호분 Ⅱ 12.145 14.995 17.32 14.22 7.635 1.525

6 정백동 62호분 Ⅱ 11.85 12.88 16.815 12.02 8.51 1.63

7 정백동 94호분 Ⅱ 10.145 11.71 15.665 10.76 8.7 1.62

8 정백동 94호분 Ⅱ 9.06 9.825 12.255 9.13 7.545 1.14

9 석암리 219호분 Ⅲ 10.97 10.255 14.84 10.43 9.43 2.83

10 정백동 36호분 Ⅲ 20.7 11.475 21.84 9.7 12.485 2.81

11 정백동 49호분 Ⅲ 12.43 9.575 14.835 7.76 8.615 2.13

12 정백동 67호분 Ⅲ 10.67 11.035 14.3 10.38 8.085 1.355

13 석암리 9호분 Ⅲ 14.415 9.115 14.99 9.05 8.285 2.14

14 석암리 205호분 Ⅳ 19.725 11.695 21.46 9.6 12.23 2.945

15 석암리 205호분 Ⅳ 15.375 12.27 19.155 11.37 10.225 2.49

16 석암리 205호분(B) Ⅳ 19.67 11.38 21.63 9.48 11.96 2.835

17 정백동 46호분 Ⅳ 15.735 12.295 16.585 10.81 9.42 2.805

18 정오동 2호분 Ⅳ 8.34 6.095 8.52 5.585 4.985 1.62

19 남정리 116호분(B) Ⅴ 13.915 11.69 17.355 9.85 11.235 1.52

20 양동리 3호분 Ⅴ 13.63 8.565 16.435 8.2 9.705 2.08

21 석암동 고분(B) Ⅴ 19.67 14.12 24.425 12.535 13.99 1.81

22 석암리 99호분 Ⅴ 17.515 10.665 16.975 9.64 9.975 2.405

23 정백동 69호분 Ⅴ 10.9 11.695 14.875 10.32 7.6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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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낙랑 고분 출토 평저장경호 계측 속성 및 도면 

 
 

 

 

연번 유적명 시기 기고 구경 동최대경 목지름 저경 구연부높이

1 운성리 가말믜 3호분 Ⅲ 18.715 11.445 19.08 9.29 11.55 4.02

2 석암리 6호분 Ⅲ 18.585 10.275 17.66 7.52 10.355 3.46

3 석암리 9호분 Ⅲ 19.875 10.805 18.575 7.32 9.035 3.59

4 정백동 67호분 Ⅲ 21.72 12.325 24.165 10.115 9.22 2.715

5 정오동 2호분 Ⅳ 11.06 6.805 10.775 5.4 6.99 2.315

6 정오동 2호분 Ⅳ 14.42 8.535 14.765 7.33 9.56 3.395

7 정백리 8호분 Ⅳ 16.435 9.66 15.92 6.83 10.155 3.445

8 석암리 205호분 Ⅳ 20.04 9.705 19.5 8.655 11 4.28

9 석암리 205호분 Ⅳ 19.6 11.91 20.65 9.015 11.175 3.045

10 석암리 219호분 Ⅳ 15.48 11.77 18.785 8.86 8.78 3.665

11 정백리 151호분 Ⅴ 17.085 10.49 15.115 7.245 10.89 4.64

12 정백리 151호분 Ⅴ 21.53 11.13 19.66 7.025 12.2 4.49

13 석암리 218호분 Ⅴ 21.32 10.535 19.1 7.795 11.96 4.325

14 석암리 218호분 Ⅴ 13.735 8.715 13.49 6.36 8.98 4.06

15 양동리 3호분 Ⅴ 27.835 13.32 24.72 10.765 10.995 6.98

16 낙랑토성 우물 ? 22.8 12.4 20.8 9.6 12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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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중부지역 출토 평저장경호 계측 속성 및 도면 

 
 

 

 

 

 

 

 

 

 

 

 

 

연번 유적명 기고 구경 목지름 동최대경 저경 구연부높이

1 대성리(기전) 5호 ? 9.46 8.82 17.26 ? 2.82

2 대성리(기전) 10호 15.1 12.1 11.115 16.05 6.615 4.145

3 대성리(기전) 25호 18.505 7.025 6.44 17.96 9.63 2.85

4 대성리(겨레) 8호 13.845 8.38 6.97 13.405 8.73 3.79

5 대성리(겨레) 10호 ? 10.05 7.68 15.61 ? 3.53

6 철정리Ⅱ A-1호 20.285 9.32 8.7 16.78 12.82 4.175

7 근화동 B-3호 1 16.875 8.88 7.745 15.905 10.585 3.07

8 근화동 B-3호 2 18.49 10.77 8.985 17.8 10.1 4.615

9 근화동 B-3호 3 18.695 9.04 8.34 15.37 9.215 4.145

10 근화동 B-3호 4 (17.28) 9.79 8.7 17.52 (6.57) 3.94

11 근화동 A-11호 (24.79) 11.51 11.16 21.04 (11.25) 5.34

12 학곡리 1호곽 14.955 9.01 8.49 14.905 8.71 3.04

13 율문리 75-2 1호 16.49 10.14 9.995 16.73 12.465 4.94

14 우두동Ⅰ 19호 ? 10.36 9.31 14.76 ? 3.53

15 우두동Ⅰ 20호 ? ? (6.52) 14.905 11.69 ?

16 우두동Ⅰ 25호 15.275 8.84 7.85 15.28 10.715 4.705

17 우두롯데 1호 (12.05) 12.59 11.115 14.885 10.605 2.88

19 신매리 54-4 11호 18.745 11.555 10.225 15.135 9.24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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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중부지역 출토 원저장경호 계측 속성 및 도면 

 
 

 

 

연번 유적명 기고 구경 목지름 동최대경 구연부높이

1 대성리 14호 ? 13.11 11.73 ? 5.085

2 대성리 16호 24.335 11.35 9.91 22.27 4.905

3 대성리 19호 ? ? 8.23 (17.09) (6.57)

4 대성리 21호 24 14.26 12.26 24.605 5.015

5 대성리 겨레 10호 23.025 10.14 8.73 22.25 4.445

6 우두동Ⅰ 20호 23.97 10.76 10.085 25.17 5.52

8 근화동 B-3호 22.345 10.1 9.26 21.4 5.76

9 양수리 A-5호 25.855 13.17 12.35 25.81 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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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ing the material culture of Proto-Three Kingdoms period has 

been explained by the influence of the Nangnang. Pottery in the Central 

Korea also has been considered to be closely related to Nangnang. 

However, these results are based on assumptions that more advanced 

technology of Nangnang was flowed into the Central Korea not based 

on actual comparisons between pottery. However, pottery similar to 

Nangnang’s has been reported in Central Region in recent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and reserch of the Nangnang pottery were made. But 

the reserch is still stayed in the level of making distribution maps of 

pottery. 

The reason that the research cannot go further is considerably due 

to the lack of understading Nangnang pottery which is the origin of 

Nangnang-type pottery. So,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pottery’s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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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techniques and changing patterns using pottery excavated 

from Nangnang tomb and Nangnang earthen ramparts. Through the 

investigation 11 kinds of Nangnang or Nangnang-type pottery in 

Central Korea were identified.  

Based on composition patterns of Nangnang or Nangnang-type 

pottery, the central region can be divided into five regions. (1) the site 

that flowerpot-shaped pottery is mainly excavated, (2) the site that a 

flat-bottom and long-neck pottery(平底長頸壺) and a round bottom-

short neck pottery(圓底短頸壺) is mainly excavated, (3) the site that 

everyday pottery such as bowl-shaped pottery(盆形土器)and steamer 

is mainly excavated, (4) the site that jar(甕) is mainly excavated, (5) 

the site that bowl-shaped pottery(盆形土器) is mainly excavated.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not only in geographical distributions 

but in the time aspects and details.  

In addition, each of pottery can be divided into Nangnang pottery or 

Nangnang-type pottery. I classified Nangnang pottery (which is A) 

and Nangnang-type pottery (whichi is B) through the comparison of 

Nangnang pottery in the Northwestern Korea. And I detected various 

possible ways of Nangnang pottery and Nangnang-type pottery’s 

influx. It is difficult to reveal the specific mechanism using current 

archeological evidences. However, there may be strong and various 

connections with Nangnang area depending on the geographical 

position or temporal position, unlike the earlier studies which have only 

mentioned the possibility of migration of residents. 

Finally, this study examined Nangnang and Nangnang-type pottery 

regionally based on Bukhan River basin, Imjin · Hantan River basin and 

the lower reaches of Han River basin for its transforming aspects and 

relations with the pottery of central Korea. Most of the pottery was 

excavated from characteristic form of dwelling place and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is pottery has a certain time-boundaries. More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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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a certain time extent, the pottery has not been found any more. 

And this pottery has nothing in common with the pottery of central 

Korea in manufacturing technology or form. So, it is possible to 

determine that Nangnang pottery didn’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ottery of central Korea and ceased to exist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Keywords : central Korea, Nangnang pottery, Nangnang-type pottery, 

pottery of proto-three Kingdoms period in central Korea, 

distributional patterns, influx process, development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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