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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원삼국-한성백제기 대옹 연구

원삼국-한성백제기 연구에서 지역성은 한성백제의 성립과 성장을

보여주는 주요 근거로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성 연구는 주로

물질의 형태적 차이에만 주목하고, 지역차의 원인을 중앙-지방 관계로만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옹을

이용하여 형태의 지역차뿐 아니라 여러 하위체계의 지역성을 살펴보고

지역차를 중앙-지방 관계로만 설명하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기존 대옹 연구는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고 광역적으로 대옹의 변화상,

기능, 생산유통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광역의 논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실제로 대옹이 광역적으로 동일해서가 아니라 350년 이전에는

서울 이북 지역, 350년 이후에는 서울 이남지역의 대옹만이 논의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옹의 지역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는 지역 편중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지역 편중 문제는 대옹 편년안이 백제토기 편년안 논리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를 검토하기 위해 대옹의

지역적 분포가 350년을 기점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방사성탄소연대를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대옹의 시기적 분포는 지역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350년 이전

서울 이남 지역과 350년 이후 서울 이북 지역의 대옹을 살펴봄으로써

대옹의 지역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중부지역의 대옹 완형을 모두 수집하여 지역별로 대옹

형태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옹 형태는 총 4가지로,

A~D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각 형태의 출토 유적과

방사성탄소연대를 검토한 결과 각 형태의 유행 지역과 유행 시기가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 대옹 연구는 네 개 형태 중 일부

형태만을 가지고 중부지역 전역의 대옹 양상을 설명하려 했기에 지역적

다양성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상이한 형태의 대옹을 썼다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특정

지역의 사례로만 논의되었던 대옹의 기능 및 유통에 관한 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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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가 필요했다. 따라서, 각 대옹 형태의 출토맥락을 비교하여

지역마다 대옹의 기능이 상이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대옹

출토 주거지의 주거 면적, 공반유물 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기존에

논의되었던 대옹의 특수성은 A형 대옹을 사용한 지역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그 외 형태는 상이한 출토맥락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출토맥락의 차이는 곧 지역마다 대옹의 기능이나 가치가

달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대옹 사용 문화가 상이했다면, 사용과 밀접한 생산유통체계도

지역별로 상이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옹의 유통범위를 지역별로

추정함으로써 대옹 생산유통체계의 일면을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옹 가마 유적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경기북부의 경우 소수의 가마

유적이 한 곳에 모여있는 반면, 충청도, 경기남부의 경우 다수의 가마

유적이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경기북부의

경우 소수의 산지에서 다수의 소비지로 원거리 유통을 했다면 경기남부

및 충청도는 1:1에 가까운 생산-소비가 이뤄졌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위 가설을 재확인하기 위해 각 지역의 대옹의 형태적 variance를

검토하고 성분분석 기기인 pXRF를 이용하여 대옹 산지가 유적별로

얼만큼 변별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유통범위가 넓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북부는 유적 간 대옹의 형태적 차이가 적고, 성분분석

결과 유적 간 변별이 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유통범위가

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남부는 유적 간 형태적 차이가 크고 성분분석

결과 유적 간 변별이 잘 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가마로 추정한

유통범위와 부합하여 지역별로 대옹 생산유통방식이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위와 같이, 동일 기종인 대옹의 형태, 출토맥락, 유통범위가 지역별로

상이했음을 보인 것은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백제

연구는 국가의 성립에만 주목한 나머지 지역 내에 존재했을 여러

하위체계의 복잡다양성을 간과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대옹을 통해

지역성이 다양한 층위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았고, 이는 다른

물질문화를 통해서도 확인될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확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백제,대옹,지역성,방사성탄소연대,생산유통,pXRF

학 번 :2019-2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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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원삼국~한성백제기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 중 하나

는 지역성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이전>의 ‘마한 54국’이 대변하듯, 전환

기적 특성을 가진 원삼국기에는 여러 개의 단위사회들이 다양한 문화 양

상을 띠며 존재했을 것이며, 이러한 복합성은 국가 단계로의 이행에 원

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이에, 원삼국기 지역성에 대해서 주거, 분묘 형태

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박순발 1998; 송만영 1999; 김무

중 2005; 성정용 2005; 이남규 2005a; 권오영 2009). 하지만, 위 연구

들은 대체로 물질자료의 형태적 차이를 파악하는데 그치거나 그 차이의

원인을 한과 예라는 종족성과 연결 짓는데 그쳤다(박순발 2001; 권오영

2009; 박중국 2012; 서현주 2016).

한성백제기 연구는 백제의 성립 시기, 그리고 지배 영역의 확대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백제 중앙의 유구, 유물의 특성이

지방에 언제 조영되는지에 중점을 두었다(이남규 2005a; 권오영 2009;

박중국 2012). 간접지배 영역과 직접지배 영역의 기준을 마련하여, 충청

도, 경기남부 일부는 4세기 중반에 들어서야 직접지배 영역이 된다고 하

는 방식으로 중앙과 지방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차이를 강조했다

(김무중 2005; 성정용 2005; 이남규 2005 a, b ; 박중국 2014; 송만영

2016).

즉, 원삼국~한성백제기 지역성 연구는 오랜 기간 진행되었으나, 물질

의 형태적 차이에만 집중을 하였고, 그 차이의 원인을 한/예, 또는 중앙/

지방 관계로만 설명하였다. 종족의 차이를 본 것도 고대국가 성립 과정

에서 여러 문화들이 언제, 어떻게 국가로 통합되었는가를 보기 위함이었

기에, 결국 원삼국~한성백제기 지역성 연구는 고대 국가의 성립과 성장

을 연구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삼국시대는 한반도에 최초로 국

가가 성립된 시기이기에, 국가 형성의 발단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앙/지



2

방 간 관계에 주목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필요한 연구였다고 볼 수 있

다. 하지만, 중앙을 주체로 한 연구 방식으로 인해 지방 내에서도 이뤄

졌을 다양한 층위의 사회복합화, 그로 인해 나타난 유무형의 문화적 차

이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도외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형태적 차이에만 주목하고 그 차이의 원인을 중앙

과의 관계로만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용방식, 생산유통방식 등

지역 간 문화가 ‘어떻게’ 달랐는가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사회복

합화와 교환체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Gosden 1987; Cobb

1993; Hirth 1996; Costin 2001; Hayden 2001; Stark 2010; Kelly

2014), 생산유통체계를 검토한다면 국가형성 전후에 고조된 사회 복합

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필자는 중서부지역 취락 유적에서 출토되는 60cm이상의 대형 옹이

지역별 문화의 차이를 구체화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보통 대형토

기의 경우 소형토기보다 이동성이 낮아 지역 간 기술적, 양식적 공유가

좁은 범위에서 일어난다(Fry 1974). 따라서, 대옹은 소형토기보다 지역

성 파악에 용이할 것이다. 또한, 대형토기가 저장, 매장용뿐 아니라, 과

시용, 건축 자재, 빗물 받이 등으로 쓰여 그 가치나 사용 방식이 매우

다양했을 것이라는 연구는(Christakis 2004; Perkins 2020; 강아리

2009; 중앙문화재연구원 2020) 시루와 같이 용도가 한정된 것보다 대옹

이 지역간 다양성을 설명하는데 더 적합함을 의미할 것이다. 지역별 생

산유통방식 검토에 있어서도 대옹이 더욱 선명한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 대옹이 제작 및 유통이 어렵다는 점에서 소형토기보다 단순화

된 유통망 또는 교환체계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

옹이 사회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겠으나, 대옹을 통해 지역별 문화의 차

이를 유구 단위로 분석 할 수 있고, 생산유통 방식을 보다 선명하게 파

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원삼국~한성백제기 지역성 연구가 가진

한계를 탈피하는데 대옹은 적절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원삼국~한성백제기 많은 연구들이 지역성을 강조해왔음에도, 동시기

유행한 중서부지역의 대옹은 형태에 관해서도 지역적 차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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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단선적인 변화안만이 제시되었다(한지선 2003,

2005; 김성남 2004; 박순발 2006; 강아리 2009; 박중국 2011; 이용욱

2016). 본고에서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 지 살펴보고, 문제

해결방안으로 방사성탄소연대를 검토하여 동시기 존재했을 여러 형태의

대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기존 지역성 연구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대옹 출토 유구의 특성, 대옹의 유통체계에 대한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여 원삼국~한성백제기에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 체계가

존재했는지 그 일면을 대옹을 통해 살피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및 방법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1) 대옹 편년 연구

(1) 2010년 이전의 대옹 편년 연구

원삼국~한성백제기 대형 옹에 관한 연구는 중서부지역 및 영산강

유역 옹관을 중심으로 이른 시기부터 시작됐다(성낙준 1996; 이정호

1996). 하지만 초기에 연구된 대옹은 모두 분묘 출토품으로, 본고에서

다루려는 일상용 대옹과는 다르다. 일상용기로서의 대옹 연구는

몽촌토성(1988), 파주 주월리(1999), 풍납토성(2001), 포천

자작리(2004) 발굴 이후로, 비교적 최근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 네 개

유적으로 ‘4세기 중반을 기준으로 전반기 대옹은 견부가 발달하고

견부에 문양이 새겨지며, 저부에 굽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무문화, 경질화되고 저부 굽이 사라지며, 구연이 짧아지고

직립화된다.’는 대옹 변화안이 만들어진다(한지선 2003, 2005; 김성남

2004; 박순발 2006). 위 변화안은 중서부지역을 아우르는 광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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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안으로, 현재까지 크게 바뀌지 않은 채 쓰이고 있다(강아리 2009;

박중국 2011; 한지선 외 2011; 이용욱 2016).

최초의 대옹 변화안은 풍납토성 출토품을 근거로 제시되었다.

풍납토성(2001)에서는 하층에 속하는 가-2호, 나-1호 주거지에서

연질의 대옹 완형이 출토되고, 상층인 가지구 서쪽 흙막이 벽에서

40cm내외의 무문양 회청색 경질 옹들이 출토됐다[그림 1]. 이를

근거로 “대체로 상층의 것에서 … 무문화된 회청색 도질 대옹이

출토되고 있어 다른 토기류와 마찬가지로 토기 제작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옹류 또한 도질화, 무문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게 된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풍납토성I 주거지 대옹 가지구 서쪽 소옹

[그림 1] 풍납토성(2001) 대옹

위 인용문에서 ‘제작 기술의 발전’이 언급되는 이유는 몽촌토성(1988)

발굴 이후, 토기 편년에는 층위 관계와 더불어 제작 기술의 발전이

시간성을 반영한다는 전제가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박순발 1998).

위 전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박순발(1998)의 원삼국-삼국시대 토기

편년안에 의하면, 기원 전후 등장한 경질무문토기는 3세기 중반 심발형,

장란형의 타날문토기로 대체된다고 한다. 같은 자비용기가 제작기술의

발전에 따라 토기질이 더 좋은 것으로 대체된다고 본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가 성립 이후 등장한 직구단경호, 고배 등 연질의 한성1기

토기가 4세기 중반 ① 이후 고화도 소성되면서 회청색경질의 한성2기

① 박순발(1992)은 연질에서 경질토기로의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는 원주 법천리 2호분

을 통해 한성 2기 개시 연대를 4세기 중반으로 추정하였다. 연대의 근거는 법천리 2호

분에서 출토된 동진대 청자와 유사한 양형청자이다(박순발 2006; 권오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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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로 변화한다고 하는 것에도 ‘제작 기술의 발전’이라는 논리가

적용되었다. 이러한 박순발(1998)의 ‘경질무문토기->연질 타날문토기-

>회청색 경질토기’ 논리가 옹류에도 적용되어 도질의 대옹은 연질

대옹보다 늦게 출현한다고 본 것이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이를

바탕으로 풍납토성 상층 소옹들과 비슷하게 굽이 없고 무문, 도질인

몽촌토성 88-2호 유구 대옹은 늦은 시기의 형식으로 놓이게

된다(한지선 2003; 김성남 2004; 박순발 2006; 강아리 2009).

도질화 외에도 “저부 굽이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격자문을

타날하는 것에서 집선문을 타날하거나 문양을 지우는 것으로, 견부

문양이 없는 것에서 다양한 문양을 시문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대옹

형식편년안이 풍납토성 발굴 이후 마련된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545). 이후, 이 형식변화안에 풍납, 몽촌토성 출토품과 유사한 대옹들이

전, 후로 추가되었다(한지선 2003; 김성남 2004; 박순발 2006; 강아리

2009; 이용욱 2016).

예를 들어, 주월리(1999)에서는 96-7호 주거지에서 8개의 대옹

완형이 발견되었다[그림 2]. 주월리 대옹은 풍납토성 가, 나 주거지의

것과 유사지만 동체가 밋밋하고 저부 굽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형식학적으로 풍납토성보다 후행한다고 보았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한지선 2003).

주월리 96-7호 대옹

[그림 2] 주월리 96-7호 대옹(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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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이전의 대옹 양상에 대해서는 한지선(2003)이 처음

언급한다. 한지선(2003)은 3세기 초반으로 편년되는 미사리 ② 한 A-

13호 출토 옹[그림 3]을 풍납토성 대옹의 시원으로 놓았는데, 크기는

작지만 풍납토성(2001) 대옹과 같이 꺾인 구순, 긴 경부, 풍만한 동체,

격자 타날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지선(2003)은 미사리 소옹이

발전하여 견부가 발달하고 대형화된 풍납토성 대옹이 되었고 이후

주월리, 몽촌토성으로 가면서 경질화, 원통형화 된다고 하였다.

미사리 A-13호 소옹

[그림 3] 미사리 A-13호 소옹(1994)

이 때부터 ‘견부 발달’이 4세기 중반 이전 대옹과 이후 대옹을 나누는

속성들에 추가된다. 권오영(2001: 60)은 풍납토성 101호 유구 대옹이

196호 출토 서진도기와 유사하게 견부가 발달하고 거치문이 시문됐다는

점을 들어, 백제 대옹이 서진도기의 영향으로 출현했다고 한 바 있다.

한지선(2003)은 미사리 옹 및 이른 시기 거치문 토기의 출현을 근거로

백제 대옹 출현과 서진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수 없다고 봤지만, 견부

발달과 축소는 시간성을 반영하는 속성으로 보기 시작한다. 이후, 후대

연구에서도 견부발달은 중요한 속성으로 지목된다(강아리 2009;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이용욱 2016).

박순발(2006)은 미사리->풍납토성->주월리->몽촌토성 순의 대옹

변화안에 자작리 출토품을 추가한다. 자작리(2004) 2호 주거지에서는

② 미사리는 한 A-1호 주거지에서 방제경이 출토되어 AD 200년 전후에 점유된

것으로 보고 있다(박순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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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 타날이 선명한 연질 대옹과 몽촌토성 대옹과 유사한 무문양의 경질

대옹이 모두 출토됐다[그림 4].

자작리 2호 주거지 대옹

[그림 4] 자작리 2호 주거지 대옹(2004)

따라서, 박순발(2006: 179)은 자작리를 통해 연질 대옹이 도질

대옹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시점은 4세기

중반인데, 자작리에서 연질, 도질토기와 더불어 중국 청자가 발견되었고

이러한 양상은 원주 법천리와 유사하기 때문이다(박순발 2006). 이로써

박순발(2006)은 대옹 또한 여타 백제토기와 동일한 시기에 같은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보일 수 있게 되었다.

위 연구들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토대로 기초적인 변화안을 만들고

미사리, 주월리, 자작리를 앞 뒤에 추가하여 대옹 형식 변화안을

완성했다. 그 결과 ‘저부 굽, 견부 문양, 연질, 동체 타날, 견부 발달-

>굽과 견부 문양 소멸, 동체 타날 정면, 견부 축소, 도질화’라는

변화안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변화의 시점은 자작리를 근거로 4세기

중반이 된다.

(2) 2010년 이후의 대옹 편년 연구

2010년 이후부터는 대옹 출토량이 증가하며 기존에 다루지 않은

형태의 대옹들이 다뤄졌다. 박중국(2011)은 가평 대성리, 화성 발안리,

남양주 장현리 대옹을 추가하여 풍납토성 이전, 즉 원삼국기부터 대옹이

존재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대성리, 발안리 출토품은 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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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을 제외하고는 풍납토성과 닮은 점이 없다는 점에서 대옹 기형이

전보다 다양하게 다뤄지게 되었다.

이성주(2011b; 2014)는 대옹의 형태보단 제작기법의 연속성을 보고자

했다. 그는 소형토기들과 달리 대옹은 도치 후 저부 타날을 했으며,

저부 중앙에 조아내기 흔적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러한

제작기법은 원삼국 초기인 가평 대성리 37호 대옹부터 보이며, 대성리

8호 및 우두동 15호부터는 대옹에 굽이 추가된다고 하였다.

한성기부터는 중심지역과 중도문화권 주변지역을 따로 다뤘는데, 형태를

보면 경기북부(주월리, 자작리, 장현리), 영서(홍천 성산리, 원주 반곡동),

경기남부(발안리), 풍납토성이 뚜렷한 지역차를 보여준다고 했다. 이러한

지역차는 화성 청계리, 가재리 대옹 가마 유적의 존재로 보아 대옹이

국지적인 생산 및 유통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박경신(2019)은 풍납토성과 비슷한 것만 다룬 2000년대 대옹 연구나,

중도문화권 출토 대용량 옹은 모두 다루려 한 박중국(2011),

이성주(2011; 2014)와 다르게 ‘굽상저부대옹’이라 하여 저부굽이 있는

50cm이상의 저장용기만을 다뤘다. 지역차는 고려하지 않고 우두동 1-

15호 주거지 대옹을 시작으로 발안리->장현리->풍납토성->항사리 나-

17호 주거지 순으로 대옹이 변화한다고 하였다[그림 5]. 이 순서에

의하면 대옹은 구연부가 좁고 동체가 세장한 것에서 점차 구연부가

벌어지고 동체가 풍만해지는 형태로 변화한다고 한다(박경신 2019).

우두동

I-15호

발안리

21호

장현리

47호

풍납토성I

나-1

항사리

나-17호

[그림 5] 박경신(2019) 대옹 변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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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삼국~한성 1기 논의가 위와 같다면 4세기 중반 이후에는 대옹이

도질화될 뿐 아니라 경기남부와 충청도에서 다수 보이는

대형단경호(옹)로 변화 및 대체된다는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었다(박중국

2011; 이성주 2011b; 2014). 도질 대형단경호란, 명칭은 호이지만 옹도

포함하며 경부가 매우 축약되고, 환원 소성에 얇은 기벽을 가진

것이다(이성주 2011a)[그림 6]. 이렇게 2010년 이후에는 2000년대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대옹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대옹의 지역차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원삼국-한성1기-2기로 이어지는

단선적이고 광역적인 편년안이 유지되었다.

화성 석우리 24호 수혈 오산 내삼미동 87호 수혈

[그림 6] 이성주(2011)의 도질 대형단경호 예시

2) 대옹의 기능, 유통에 대한 논의

대옹의 광역적인 편년안으로 인해 대옹 기능과 유통에 대한 논의도

광역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먼저, 대옹의 기능은 광역적으로

국가의 재분배 수단 또는 위세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논의되었다.

박순발(2006)은 국가의 형성에 있어 잉여 생산물의 수취와 재분배가

중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마침 크기가 커 잉여 증가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대옹이 원삼국 늦은 단계부터 등장하며, 도성에서 높은 비율로

출토된다는 점에서 대옹이 재분배 기능의 확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4세기 중반 이후 등장했다고 보는 도질

대형단경호(옹)도 국가의 수취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박중국 2011; 이성주 2014). 대형단경호는 플라스크형 수혈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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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출토되는데, 플라스크형 수혈군은 국가 주도로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박중국 2011; 김왕국 2016).

이성주(2014)는 국가 주도로 플라스크형 수혈과 대형단경호를 이용한

가외 저장이 활성화 되면서 기존에 쓰이던 가내 저장용 대옹은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다고 보며 4세기 중반 이전 대옹의 감소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일각에서는 주월리, 자작리, 도성 출토품을 통해 대옹의 위세적

성격을 강조했다(강아리 2009; 이성주 2011a; 김왕국 2016; 이용욱

2016). 위 세 곳에서는 대옹 완형이 초대형 육각형 주거지에서만

출토되었다. 초대형의 육각형 주거지는 유력자의 주거지로

보기에(송만영 2010), 대옹 또한 단순히 저장용기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았다. 세 곳에서는 대옹의 공반유물 또한 특이한 양상을 보였다.

풍납토성 196호 경당 유구에서는 수많은 백제토기와 외래물품이 대옹과

공반되었다. 자작리에서도 중국 청자, 기대 등 일반 주거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유물들이 대옹과 공반됐다. 따라서, 대옹의 출토맥락으로 보아,

대옹은 광역적으로 위세적 성격을 가졌을 것으로 얘기되었다.

대옹 유통에 관해서는 대옹이 제작 및 유통이 어려운 점, 화성, 용인

등에서 대옹 가마가 여러 개 출토되는 점을 들어 대옹이 국지적으로

생산 및 유통됐을 것이라고 보았다 (강아리 2009; 이성주 2014). 위와

같이 대옹의 기능, 소멸, 유통에 관해서도 광역적인 논의만이 이뤄진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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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제기

연구사 검토결과 대옹 편년안, 기능, 유통범위의 관한 논의는

광역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역성이 보이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각 시기별로 특정 지역의 것을

전체에 적용하려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 대옹 연구에서 인용한 유적(음영 표시)

가평 항사리

이천설봉산성

연기 나성리

연기 대평리

공주 수촌리

화성 석우리

용인 청덕리

화천 원천리

한성

2기

몽촌토성

과도기 포천 자작리

용인 구갈리

연기 나성리

화성 청계리 가마

화성 가재리 가마

파주 주월리

한성

1기

풍납토성

춘천 우두동

홍천 성산리

원주 반곡동

남양주장현리

화성 발안리

가평 대성리

원삼국

하남 미사리

한지선

(2003)

(2005)

김성남

(2004)

조성숙

(2005)

박순발

(2006)

강아리

(2009)

박중국

(2011)

(2014)

이성주

(2014)

이용욱

(2016)

박경신

(2019)

시기 유적명

대옹 연구

[표 1]은 각 대옹 연구에서 시기별로 인용한 유적들을 표시한 것이다.

2000년대 연구는 원삼국~4세기 중후반까지를 다뤘는데 거의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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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을 인용했으며, 모두 서울과 경기북부에 위치한 유적이다. 2011년

이후 연구부터는 다양한 유적을 다뤘지만, 여전히 원삼국~4세기

중반까지는 서울, 경기북부, 북한강 지역이 차지했다. 화성, 연기 등

남부 유적이 일부 다뤄졌으나, 광역의 논의에 영향을 미치지않았다.

하지만, 4세기 중반부터는 남부 유적들이 대형단경호의 출현, 가외

저장으로의 전환이라는 논의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기존 대옹 연구에서 지역성이 다뤄지지 않은 것은 시기별로 인용된

지역이 상이하여 동시기 지역적 차이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긴 데에는 대옹의 출토 사례가 매우

적었던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대옹 편년안이 경질무문토기와

연질토기의 소멸을 전제로 하는 백제토기 편년안에 기반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기북부, 영서 지역에는 경질무문토기와 연질 대옹이 공반하는

사례가 많으나, 경기남부, 충청도에는 경질무문토기가 적고 도질 대옹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북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남부 지역보다

선행한다고 보게 되면서, 위의 표와 같은 지역 편중 문제를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중앙 중심 관점의 연구는 지역 편중 문제를 심화시켰을

것이다. 대옹 편년안은 백제 중앙의 것과 유사한 것이 전, 후에

추가되며 완성됐기에, 중앙의 것이 보이지 않는 경기남부, 충청도는

논외였을 것이다. 반면, 4세기 중반 이후 백제가 남쪽으로 영역 확장을

한다고 보기에(김무중 2005; 성정용 2005; 이남규 2005 a, b; 박중국

2014; 송만영 2016), 경기남부와 충청도로 시선이 이동하였고,

남쪽에서 주로 출토되는 대형단경호와 수혈이 중앙의 저장 통제, 백제

영역 확장을 설명하는 근거로 쓰이면서 4세기 중반부터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대옹은

원삼국기부터 전 지역에 출현하기에, 백제 중앙과의 관계로만 논의가

이뤄질 필요는 없다. 따라서, 편년안 재검토를 통해 지역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 중심 관점에서 벗어나서 지역적 다양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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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1) 기존 편년안 재검토

서론에서 밝혔듯, 본고에서는 지역 간 문화가 어떻게 달랐는가를

대옹을 통해 밝혀, 당대의 사회복합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기존 대옹 연구는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대옹의 지역성은 더욱

연구가 필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대옹의 지역성이 연구되지

않은 것은 실제로 시기별로 대옹 분포에 차이가 있었기에 불가피한

것이었을 수 있다. 따라서, 시기별로 대옹의 분포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자 한다.

기존 대옹 연구는 경질무문토기와 연질토기 소멸을 상정하였기에,

경기북부, 영서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이른 시기에 놓여 시기별로 공백

현상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런데, ‘경질무문토기 소멸-

>타날문자비용기로 대체, 연질 소멸->도질 등장’이라는 토기질과 시간성

간의 관계는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는 점에서, 최근 많은 연구들이

위 논리를 비판하고 있다(김장석 2014a; 2014b). 가령 방사성탄소연대

검토 결과 타날문자비용기와 경질무문토기의 등장 시점은 비슷했으며

경질무문토기는 5세기 중반까지도 지속됐기에, 경질무문토기-

>타날문자비용기 논리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김장석·김준규

2016; 김준규 2017). 연질->도질 논리 또한, 권오영(2011)은 경당유구

발굴 결과 연질토기가 도질토기보다 이른 시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며

늦은 시기까지 공존했기에, 한성 1기와 2기는 토기질이 아닌 기종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존 대옹 연구에서 보인 공백

문제는 실제 대옹 분포가 시기별로 상이했기 때문이 아니라, 위와 같은

백제토기 편년안 논리로 인해 생긴 것은 아닌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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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옹의 지역성 검토

기존 대옹 연구는 단선적인 변화안을 제시하였고, 대옹의 기능 및

유통방식이 중부지역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편년

재검토 결과 대옹이 전 시기에 광범위하게 분포했다면 기존에 다루지

않은 지역 및 시기에서 지역차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옹

형태, 기능, 생산유통에 대한 지역성 검토가 필요하다.

(1) 대옹 형태와 기능의 지역차 검토

먼저, 대옹 형태의 경우 광역의 변화안을 탈피하고 지역별 유행

형태와 각 형태의 존속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소수의

사례를 근거로 상정된 대옹의 특수성이 전역에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옹의 기본적인 기능은 저장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는 일상용기에 속하나, 대량 저장이 가능하고 제작이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 대옹은 국가 수취체계의 근거, 또는 위세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언급되었다. 게다가, 대옹이 도성 및 백제 중앙과 밀접한 관련을

맺은 것으로 보이는 경기북부 대형 주거지에서 발견되고 경기남부,

충청도 플라스크형 수혈에서 발견된 것은 대옹과 국가와의 높은

관련성을 뒷받침하였다.

하지만, 두 지역의 사례의 시기가 다르며, 경기북부의 대옹

출토맥락이 타 지역에도 동일하게 보이는지 검토된 바 없고, 경기남부,

충청도 수혈 내에서의 대옹 출토맥락 또한 마찬가지로 타 지역에

적용되는 지 검토된 바 없다. 최근 원삼국~한성백제기 전역에서

물질문화의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기에(박중국 2012; 박준영

2016; 서현주 2016; 송만영 2016), 대옹의 출토맥락 또한 지역별로

다양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옹의 출토맥락이 지역별로 어떠한지

검토하여 대옹의 의미나 가치가 지역별로 상이했을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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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유통의 지역차 검토

지역별로 대옹 사용문화가 상이했다면, 다른 사회문화적 체계도 달랐

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

스템 중 하나였을 생산유통체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생산

유통에 관한 논의는 고대의 사회정치적 구조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Schortman and Urban 2004; Smith 2004). 특히, 정치권력의

탄생 및 고대국가로의 전환 과정에서 생산유통체계는 매우 중요한 요인

이었을 것으로 보았다(Cobb 1993; d’Altroy and earle; 1997; Gosden

1989; Hirth 1997). 이에, 한국고고학에서도 엘리트, 국가의 성장과 중

앙-지방간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생산유통에 관한 논의를 중요하게

다뤘다(한신대학교 학술원 2008). 그런데, 유물이 생산되고 이동하는

데 있어서 엘리트, 국가의 역할만 있는 것은 아님에도 많은 연구들이

생산유통의 정치사회적 역할에만 경도된 측면이 있었다(Schortman and

Urban 2004). 예를 들어, 위세품, 철기는 중앙의 보급품/ 일상용기는

자체 생산품이라고 보는 단순화된 논리가 주를 이뤘다(김장석·권오영

2005). 물건 이동하는 데 있어서 재분배, 사여 등 중앙 및 엘리트의 개

입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호혜 교환, 시장 교환 등 평등한 개인, 집단

간 거래가 실제로는 더욱 많았을 것이다(Costin 2001; Schortmand and

Urban 2004). 따라서, 대옹의 생산유통 또한 국가, 엘리트에 의해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다양했을 가능성이 크기에, 당대의 사회

복합성을 살피는데 생산유통체계의 지역성을 검토하는 것은 필요한 것

이라고 생각된다. 검토 결과 대옹이 생산유통체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면, 그동안 가려졌던 지방의 다양성이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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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 범위와 방법론

1) 연구대상 범위 설정

연구 대상은 원삼국~한성백제기에 속하는 중서부지역의 대옹 출토

취락 유적으로, 대상 지역은 경기도, 충청도, 강원 영서 지역이다.

본고에서는 지역별 대옹 사용방식의 차이가 의미하는 바를 검토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분묘 출토품이 아닌 수혈,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대옹을 분석하고자 한다. 소옹과 대옹은 기고 60cm를

기준으로 했을 때 확연히 구분되나, 대호와 대옹의 분류는 분명히 하기

어려워, 다양한 분류 기준이 제시된 바 있다[표 2]. 본 연구에서 60cm

내외의 대형토기들을 모두 검토한 결과 대호의 경우 구형의 동체,

축약된 구연, 원저 또는 말각의 저부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동체고/동최대경은 0.9~1, 구경/동최대경은 0.5±0.05, 저부가 원저 또는

말각 평저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대호로 정의하고, 위 조건을

벗어나는 기고 60cm이상의 것은 대옹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 2] 연구자별 대옹 분류 기준

저부 굽 존재

박경신(2019)

*굽상저부대옹

기고 50cm 이상

저부 도치 후 성형, 조으기흔

이성주(2015) 경부축약도 1.5 이상

이용욱(2016) 기고 60cm 이상

박중국(2011) 용량 60L 이상

기고> (구경x1.5)

한지선 외(2011) 경부축약도 1.7이상

몽촌토성(1989) 구경 34cm 이상

문헌 대옹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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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범위는 4세기 중반 이전을 전반기, 4세기 중반 이후를

후반기로 설정하고자 한다. 대옹뿐 아니라 기종(권오영 2011), 기술

복합(김성남 2004)등에 있어서도 4세기 중반부터 큰 변화를 보인다고

하므로 이 때를 기점으로 하여 대옹 변화상을 살피는 것은 본고의 목적

상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고의 주된 목적인 지역차를 살피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세부 지역권을 설정하고자 한다. 세부지역권은 기존 원삼국~한성백제기

지역성 연구를 기반으로 설정하고자 하는데, 자연적, 문화적 차이를

기반으로 설정된 세부지역권은 대옹에도 유효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서부지역은 주거지, 분묘, 유물 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다.

주거지로는 나뉘는 지역권이 분묘로는 통합되는 경우가 있고, 문화

점이지대도 존재한다. 따라서, 세부 문화권은 연구자들마다 [표 3]과

같이 다양한 기준에 의해 다양하게 나뉘었다(성정용 2001; 2005;

김무중 2005; 송만영 2010; 권오영 2011; 박중국 2012; 서현주

2016).

[표 3] 세부지역 분류 예

서현주(2016) 마한토기 경기남부,호서북부/서울, 경기/호남

김무중(2005b) 유물상과 수계 임진강/한강중하류/북한강/남한강/영동/안성천(천안)

소 분묘 경기북부/서울/남한강/북한강/충청도

중 수계 북한강, 남한강, 경기북부, 경기남부

노지 영서, 영동

박중국(2012) 대 노시설 쪽구들 서울, 경기북부

4주식

주거지

충청도, 경기남부, 서울~충청 서해안

주거지 중도식

주거지

경기북부, 서울, 남한강, 경기남부,북부 서해안

분구묘 서울~충청 서해안

주구토광묘 충청,경기남부

권오영(2011) 분묘 적석총 임진강, 서울한강, 북한강

분류 기준 세부지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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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 연구들에서 공통적인 세부지역권을 추출해볼 수 있는데,

주거지와 분묘 형태로 서울, 경기북부/ 경기남부, 충청 북부/충청도가

나뉜다. 그리고, 수계를 하위 분류 기준으로 하여

한강중하류/북한강/임진강/남한강유역이 나뉜다. 이를 종합하여

본고에서는 경기북부/서울,인천/북한강/남한강/탄천, 오산천 일대의

경기남부/충청도로 세부지역권을 나누고자 한다. 위와 같이 분류한

세부지역권에서 대옹이 차이를 보인다면, 대옹 또한 타 물질문화와

유사하게 각 세부지역의 문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설정한 연구 범위를 따르면 기존 대옹 연구는 전반기에

경기북부, 서울, 북한강 유역, 후반기에 경기남부와 충청도의 사례를

전역에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각 시기에 인용되지 않은

지역은 다른 문화를 띠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반기에 인용된 지역을

북부, 후반기에 인용된 지역을 남부로 통합하여, 남/북 간의 차이 또한

살펴볼 것이다. 위에서 설정한 지역권을 토대로 주거지 내 대옹 출토

유적을 나타내면 [그림 7]과 같다 ③ . 대옹 출토 취락 유적 수는 북부

31개, 남부 45개로 총 76개이다.

③ 편의 상 남부와 북부를 일직선상으로 나눴으나, 실제로는 지형과 수계를 따

라 복잡하게 나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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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대옹 출토 유적

[표 4] 대옹 출토 유적 목록

10 가평 대성리 O 21 인천 남촌동 O

9 가평 항사리 O 20 김포 양촌 O 31 시흥 은행동 O

8 남양주지금

동

O 19 하남 미사리 O 30 인천 구월동 O

7 포천 중리 O 18 서울 우면동 O 29 풍납토성 O

6 화천 원천리 O 17 양주 광석리 O 28 몽촌토성 O

5 홍천 성산리 O 16 연천 강내리 O 27 김포 양곡 X

4 홍천 태학리 O 15 양주 마전동 O 26 인천 불노동 O

3 홍천

하화계리

O 14 남양주 장현리 O 25 인천 중산동 O

2 춘천 중도 O 13 파주 주월리 O 24 인천 연희동 O

1 춘천 우두동 O 12 파주 와동리 O 23 시흥 매화동 O

북부 대옹 출토 유적

번호 유적명 방사성

탄소연대

유무

번호 유적명 방사성

탄소연대

유무

번호 유적명 방사성

탄소연대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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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양평

하자포리

O 30 대전 죽동 O 45 서천 봉선리 O

14 양평 양근리 O 29 대전 상대동 O 44 천안 삼룡동 O

13 여주 태평리 O 28 대전 복룡동 O 43 천안 용원리 O

12 여주 연양리 O 27 대전 용계동 O 42 서산 석림동 O

11 평택 세교동 X 26 공주 덕지리 O 41 홍성 석택리 O

10 오산 가수동 X 25 연기 대평리 O 40 당진 성산리 O

9 오산 탑동 O 24 연기 나성리 X 39 청주 송절동 O

8 화성 청계리 O 23 대전 덕암동 O 38 충주 탑평리 O

7 용인 구갈리 X 22 연기 석삼리 O 37 진천 송두리 O

6 오산

내삼미동

O 21 광주 장지동 O 36 충주 문성리 O

5 용인 수지 X 20 양평 운심리 O 35 청주 정중리 X

4 용인 마북동 O 19 원주 가현동 O 34 논산 원남리 O

3 화성 석우리 O 18 광주 역동 O 33 금산 창평리 O

2 용인 고림동 O 17 원주 반곡동 O 32 대전 덕암동 O

1 화성 발안리 O 16 광주 곤지암리 O 31 연기 응암리 O

남부 대옹 출토 유적

11 포천 자작리 O 22 인천 운남동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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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론

(1) 방사성탄소연대를 이용한 대옹의 시간성 검토

연구목적에서 지적했듯, 기존 대옹 연구는 전반기에는 북부에

해당하는 서울, 경기북부, 북한강 유역, 후반기에는 남부에 해당하는

경기남부, 충청도 지역을 주로 다뤘기에, 대옹의 지역성을 살피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백제토기

편년안 논리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백제토기 편년안과는

독립적인 방법인 방사성탄소연대를 활용하여 대옹이 전 시기에 남/북에

상관없이 전역에 분포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대옹 출토 유구는 절대연대가 부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옹 출토

유구뿐 아니라 대옹 출토 유적의 전체 주거지 편년 또한 검토하고자

한다. 대옹 연대는 공반유물이 부재한 경우, 유적 중심 연대로 추정됐을

것이기에 유적 전체의 절대연대 분포를 보는 것도 적절한 대안이라

생각된다. 방사성탄소연대 데이터는 두 단계를 거쳐 보정했다. 먼저,

방사성탄소연대 이상측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장석(2016;

2018)에서 쓰인 이상치 처리 방법을 참고하였다. 한 유적 및 유구에

2개의 방사성탄소연대만이 존재하는데, 둘의 격차가 큰 경우 해당

데이터는 모두 제외했다. 3개 이상의 방사성탄소연대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상측정치로 판단되는 데이터만을 제외했다. 이후, 하나의 주거지에

복수 연대가 존재할 경우 이를 한개의 측정치로 결합하기 위해서 Oxcal

ver4.4의 R-combine을 이용했다. 데이터 보정 후 취합한 측정치

현황은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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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 수와 유적 수

서울일대 10 45 15

북한강 6 86 12

경기북부 11 84 12

남한강 9 43 13

경기남부 7 36 13

충청도 23 247 55

방사성탄소연대 有

대옹 출토 유적 수

대옹 출토 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 수

대옹 출토 유구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 수

이렇게 취합한 방사성탄소연대치로 누적확률분포표(SPD)를 그려,

실제로 북부의 대옹 출토 유적 및 유구가 남부보다 이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SPD는 수륜연대보정을 거친 후 만들어진 개별 측정치의 확률

분포를 누적한 것이다. 따라서, 오차와 보정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BP값

히스토그램보다 높은 신뢰도를 제공할 것이다(김준규 2017).

(2) 지역별 대옹 형태 및 출토맥락 비교

방사성탄소연대 분석결과 대옹의 지역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먼저, 형태와 출토맥락을 지역별로 비교하고자 한다. 대옹의

형태적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분묘 외 유구에서 출토되는 대옹 완형을

모두 수집한 후, 지역성과 시간성을 설명할 수 있는 특징적인 기형들을

추출할 것이다. 그리고 각 형태의 유행 지역과 유행 시기를 검토할

것이다. 그 결과 지역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면, 기존에 다루지 않은

대옹의 지역적 다양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대옹의 형태가 지역별로 상이하다면, 대옹의 기능 또한

상이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상용품과 위세품의 차이는 물건 그 자체의

물리적 특성이나 희소성이 아닌, 사용자 및 생산유통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Helms 1992; Kim 2001; Flad and Hruby 2007). 따라서,

대옹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대옹의 출토맥락을 다각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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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 대옹 기능의 지역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묘의 경우 매장자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주거지의 경우 공반유물, 주거지

면적, 주거지 형태 등을 지표로 하여 거주자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파악해왔다. 예를 들어, 주거지 내에서 외형이 특이하고 희소성이 높은

유물이 출토된다면 유력자 또는 중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자가

거주했을 것이라 보았다(성정용 1994; 송만영 2010; 김낙중 2011;

김왕국 2016). 또한, 주거지 면적이 크고 중도식 주거지의 경우 육각형

평면을 보인다면, 그 곳의 거주자는 유력자라고 보았다(안재호 2000;

송만영 2010; 김승옥, 2014).

이러한 방법론은 대옹의 기능 검토에도 적용되었다. 대옹이 유적

내에서 면적이 가장 큰 육각형 주거지에서 백제, 중국토기와 공반된

것을 근거로 대옹이 위세적 성격을 가졌다고 본 것이 그 예이다(박순발

2006; 강아리 2009; 이성주 2011a; 이용욱 2016). 그런데,

연구목적에서 지적했듯 위와 같은 대옹 출토맥락은 도성과 경기북부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타 지역의 경우 대옹의 출토맥락은 어떠했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거지 위계 파악에 있어 주요

지표로 쓰이는 공반유물, 대옹 출토 주거지 면적을 대옹 형태별,

지역별로 비교하고자 한다. 이 두 지표에서 지역적 차이를 보인다면,

대옹의 기능 또한 상이했다고 볼 여지가 클 것이다.

대옹의 경우 한 번 들여놓으면 이동이 적었을 것이기에, 주거지

내에서 대옹 완형이 출토된다면, 해당 대옹은 그곳에 거주한 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이 소형토기에 비해 클 것이다. 따라서, 대옹

완형 출토 주거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옹 완형 출토 주거지가 비출토

주거지에 비해 공반유물, 주거 면적에서 특이점을 보이는 지 지역별로

검토하고자 한다. 완형만 검토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출토맥락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고, 모든 지역이

동일한 조건이었을 것이므로 완형만 검토했음에도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된다면 대옹의 사용 방식이 상이했다고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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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옹 유통범위 비교

대옹의 생산과 유통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지역별로 그 차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대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생산유통과정을 거쳤는가는 Equifinality 문제로 인해 밝히기

어렵다(Stark 2010). 대신, 산지 추정을 통해서 생산지와 소비지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생산유통체계의 일부를 밝히는 방법이 있다.   

산지를 추정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가마 분포와 규모를 근거로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한신대학교 학술원

2008; 최경환 2010; 이성주 2011). 취락 인근에 가마가 있다면, 그

곳에서 물건을 입수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그 예이다. 하지만, 가마

분포만으로 산지를 추정하는 것은 추정에 그칠 뿐이며, 가마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에 설득력이 낮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대옹의 형태적 변이 정도와 성분분석 결과를 지역별로 비교하여, 두

분석결과가 가마로 추정한 유통범위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할 것이다.

대옹 제작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공유되지 않는 이상 대옹

형태는 제작지마다 세부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대옹의 형태적 다양성을 검토한다면 유통범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유적마다 다른 산지에서 대옹을 입수했다면, 유적 간 대옹의

형태적 다양성은 클 것이다. 하지만, 공통 산지에서 여러 개의 유적이

대옹을 입수했다면, 유적 간 형태적 변이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토기 성분분석은 산지를 실증적으로 밝힐 수 있기에, 가마

유적만으로 산지를 추정했을 때 생기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유적마다 대옹 산지가 다르다면, 성분분석 결과 [그림 8]과 같이

유적별로 변별될 것이다. 하지만, 한 유적 내의 대옹 산지가 다양하거나,

여러 개의 취락이 동일 산지에서 대옹을 입수했다면, [그림 9]와 같이

유적 간 서로 변별되지 않는 모습을 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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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변별되지 않음. [그림 9] 변별됨.

위와 같이 토기 가마 분포를 통해 대옹의 유통범위를 대략적으로

추정한 후, 형태적 다양성 정도와 성분분석 결과를 통해 설득력을

높이고자 한다. 분석결과 지역별로 대옹 유통범위가 달랐다면, 대옹의

지역성이 다방면으로 나타났음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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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중부지역 대옹의 지역성 분석

1. 지역에 따른 대옹 사용시기 비교

기존 연구에 따르면 대옹은 AD350년 이전에 경기남부, 충청도 지역,

AD350년 이후 경기북부, 영서 지역에서 공백을 보인다. 이 공백이

실재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방사성탄소연대 SPD로 지도[그림

7]에서 분류한 북부와 남부의 대옹 사용 시기를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대옹 출토 유적의 모든 주거지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로 SPD를

산출했다[그림 10]. 그 결과 두 지역의 그래프 모두 250년에 정점에

이르고 400년까지 그 높이가 유지되어 두 지역이 비슷한 시간적 분포를

보이는 것이 확인된다.

[그림 10] 대옹 출토 유적 방사성탄소연대 SPD 북부(상)/ 남부(하)



27

대옹 출토 주거지만을 검토하여도, 선행 연구와 같이 350년 이전에

남부 지역이 공백을 보이거나, 350년 이후에 북부 지역이 공백을 보이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그림 11]. 오히려, 북부 대옹 출토 주거지의

경우 400년이 되어서야 정점에 이르기에, 기존 논의와는 상반되는

시간적 분포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1] 대옹 출토 유구 방사성탄소연대 SPD 북부(상)/ 남부(하)

방사성탄소연대 검토 결과 대옹 존속 시기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북부 지역이 400년대까지 높은

확률 분포를 보여, 북부 지역이 남부 지역보다 이르게 놓인 근거로

추정되는 ‘4세기 중반 이전 연질 대옹과 경질무문토기가 소멸된다.’는

백제토기 편년안 논리는 수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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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옹의 지역차 검토

1) 지역별 대옹 형태 검토

방사성탄소연대 검토 결과 350년 이전 남부, 350년 이후 북부에

대옹이 존재하였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이 지역을 다루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대옹 양상은 어떠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형태를 검토하기 위해 대옹 완형 중 지역성과 시간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특징적인 기형을 선정하고자 했다. 그 결과 총 네

개의 형태가 선정되었다[그림 12]. A, C, D형은 기존 대옹 연구에서

이미 다룬 형태로, C->A->D의 순서로 형태가 변화한다고

보았다(박중국 2011; 이성주 2011; 박경신 2019). 반면, B형은

본고에서 새로 제시하는 형태이다.

[그림 12] 대옹 형태 분류안

A형 B형 C형 D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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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형태의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A형 대옹은 경기북부, 서울,

북한강 지역에서만 출토된다[그림 13]. 최근 조사된 파주 축현리

가마에서 A형 대옹이 출토되어 해당 기형이 경기북부 내에서

생산됐음을 알 수 있다[그림 14](중부고고학연구소 2021). 저부 굽이

높은 확률로 있으며, 구경이 동체 중앙에 있는 동최대경과 비슷할

정도로 구연이 크게 외반한다. 경기북부의 경우 크기와 형태에서 타

지역보다 정형성을 보인다.

[그림 14] A형 대옹과 출토 유적

[표 6] A형 대옹 출토 유적

6 포천 중리 12호 14 풍납토성I 나-1호 22 화천 원천리 113호

5 연천 강내리 75호 13 풍납토성I 가-2호 21 시흥 은행동 B-8호

4 양주 마전동 5호 12 하남 미사리 A-13호 20 시흥 은행동 B-1호

3 파주 주월리 96-

7호

11 포천 자작리 2호 19 인천 남촌동 고래실골 28호

2 파주 와동리 15지점

8호

10 남양주 장현리 75호 18 인천 운남동 B-1호

1 파주 와동리 14지점 9 남양주 장현리 42호 17 인천 중산동(한강) 1호

번호 유구명(주거지) 번호 유구명(주거지) 번호 유구명(주거지)

[그림 13] 파주 축현지구 4호 요지 출토 대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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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B형 대옹은 경기북부, 서울을 제외하고 북한강~충청도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보이는 형태이다[그림 15]. 해당 기형은 첨저에

견부가 발달하여, 역삼각형의 동체를 가졌다. 충청도 대옹은 견부 돌기,

견부 문양, 저부 굽이 부가되는 등 장식성이 높다. B형은 남부에서 주로

출토되기에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350년 이전 남부 지역의 대옹

양상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5] B형 대옹과 출토 지역

[표 7] B형 대옹과 출토 유적

8 연천 초성리 2호 16 풍납토성III 삼화지구

3층 2호

7 가평 항사리

나-17호

15 풍납토성XI 197번지

가-4호

기타 인천 연희동 3-2지점 17호

구상유구

3 원주 반곡동 13호 8 용인 고림동 B-

9호

기타1 홍천 하화계리 폐기장

2 광주 곤지암리 20호 7 양평 하자포리

244-18 1호

12 청주 송절동 7-1지점

143호

1 홍천 성산리 41호 6 양평 양근리 3호 11 청주 송절동 7-1지점

35호

번호 유구명(주거지) 번호 유구명(주거지) 번호 유구명(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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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C형 대옹은 북한강 일대에서만 보인다. 동체가 세장하고

구연부는 좁다. 연질이며, 저부 굽, 견부 삼각 거치문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그림 16]. 박경신(2019)은 C형태가 점차 변화하여 A형이

되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C형은 북한강 유역에서만 보이고 A형과

다르게 축약된 구연부를 가졌다는 점에서, C형이 A형의 시원이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그림 16] C형 대옹과 출토 지역

[표 8] C형 대옹 출토 유적

5 원주 가현동 40호 10 대전 용계동

178호

기타3 서산 석림동 소성유구

4 양평 하자포리

245번지 백제주거지

9 화성 발안리 18호 기타2 연기 석삼리 17호

주구부건물지

4 홍천 태학리 2호

3 춘천 우두동 188호

2 춘천 중도 1982 주거지

1 춘천 우두동 I -15호

번호 유구명(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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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D형 대옹은, 이성주(2011a 2014), 박중국(2011) 등이

한성 2기에 유행했다고 보는 도질의 대형단경호(옹)이다[그림 17].

D형은 서울, 경기남부, 충청도에서만 출토된다. 무문양에 좁은 구연,

높은 소성도를 가졌으며, 기고가 60cm 내외로 위에서 다룬 다른

형태의 대옹들보다 크기가 작은 편이다. 경기남부, 충청도에서는 D형이

수혈에서 출토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림 17] D형 대옹과 출토지역

[표 9] D형 대옹 출토 유적

9 대전 복룡동 당산마을 4-19호

8 대전 복룡동 당산마을 4-1호

7 연기 대평리 3-1-C지점 13호 기타7 당진 성산리 산성 지표

6 당진 성산리 3-1지점 2호 기타6 천안 삼룡동 3-6호 수혈

5 용인 마북동 32호 기타5 청주 봉명동 저장수혈

4 인천 중산동 1호 기타4 오산 가수동 5-36호 수혈

3 서울 우면동 6호 기타3 오산 내삼미동 94호 수혈

2 풍납토성 미래마을 가-4호 기타2 오산 내삼미동 87호 수혈

1 풍납토성 미래마을 가-3호 기타1 화성 석우리 먹실 24호 수혈

번호 유구명(주거지) 번호 유구명(기타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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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형태의 특징과 유행 지역을 살펴보았으므로, 지역별로 각 형태의

유행 시기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가 존재하는 대옹을 1700BP를 기준으로 나눠서 보았다[그림 18,

19].

[그림 18] 1700BP 이전 [그림 19] 1700BP 이후 대옹 완형 모음

[표 10] 1700BP 이전 대옹 완형 목록 및 방사성탄소연대

4 A 파주 와동리 14지점 연질, 경질 선문1, 삼각문1 1710 60

3 A 포천 중리 12호 연질 격자 1740 50

2 A 연천 강내리 27호 격자 1750 40

1 A 파주 와동리 15-8호 연질 격자 능형문1 1810 60

번호 형태 유구명(주거지) 연/경질 동체

타날문

견부문양 BP(R-

combine)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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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A 풍납토성 경당 196호

유구

연경질,

경질

격자 능형1,이빨1 1770 40

18 B 청주 송절동 7-1지점

143호

경질 삼각문 1800 40

17 B 청주 송절동 7-1지점

35호

연질 평행선문 삼각문 1780 30

16 B 용인 고림동 B-9호 연질 격자 삼각문 1770 40

15 B 광주 곤지암리(고려)

20호

연질 격자 1730 30

14 B 양평 하자포리 244-18

1호

경질 선문1,

격자1

능형문 1760 24

13 B 양평 하자포리 245

백제

연경질 격자 1769 29

12 B 원주 반곡동 13호 연질 격자 1863 15

11 A 인천 운남동 B-1호 연질 격자 1750 50

10 A 풍납토성 나-1호 연질 격자 2030 60

9 A 풍납토성 가-2호 연질 격자 2190 50

8 B 화천 원천리 65호 연경질 격자 1700 20

7 B 홍천 성산리 41호 연질 격자 1840 40

6 C 춘천 우두동 188호 연질 격자 1875 20

5 C 홍천 태학리 2호 연질 격자 삼각문 1940 30

주거지 격자1

[표 11] 1700BP 이후 대옹 완형 목록 및 방사성탄소연대

기타1 B 서산 석림동 소성유구 연질 격자 삼각문 1640 40

11 D 충주 문성리 21호 경질 격자 1540 30

10 D 당진 성산리 3-1지점 2호 경질 집선문1,승문1 1544 32

9 D 당진 성산리 3-1지점 7호 경질 집선문 1615 29

8 B 양평 양근리 3호 연질 격자 1700 30

7 A,D 인천 중산동 1호 경질, 연질 격자 1550 40

6 D 풍납토성 미래마을 가-3호 연질 집선문 1686 39

5 A 인천 남촌동 고래실골

28호

연질, 경질2 격자 능형문1 1690 30

4 A 화천 원천리 109호 연질,

연경질2

격자 삼각문1 1690 20

3 A 남양주 장현리 75호 경질 격자 1670 50

2 A 양주 마전동 5호 연질 격자 1688 20

1 A 파주 주월리 96-7호 연질1,경질4 격자 능형문1 1695 45

번호 형태 유구명(주거지) 연/경질 동체 타날문 견부 문양 BP(R-

combine)

오차

*각 방사성탄소연대의 확률분포는 부록에 수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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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는 [그림 18, 19]를 토대로 각 형태의 지역별 개수를

1700BP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C유형은 1700BP 이전

영서지역에서만 출토된다. A유형은 전 기간 경기북부, 서울, 북한강

유역에서 출현한다. B유형은 북한강, 남한강, 경기남부, 충청도에서

출토되는데, 남한강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700BP 까지만 보인다.

D유형은 절대연대가 부재한 경기남부를 고려하면, 서울, 충청도,

경기남부에서 1700BP 이후 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2]의

경기북부, 북한강, 서울을 북부, 남한강, 경기남부, 충청도를 남부로

분류하면, A형은 북부, B형은 남부에서 전 시기에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13]. 반면, C형은 1700BP 이전까지 북부에서, D형은

1700BP 이후 서울 및 남부에서 사용됐다.

[표 12] 각 대옹 형태의 지역별, 시기별 개수

총 44점

합계 24 12 2 6

충청도 1 4

경기남부

남한강 2

서울 4 2

북한강 1

경기북부 7

1700BP 이후 A형 B형 C형 D형

충청도 2

경기남부 1

남한강 5

서울 5

북한강 1 1 2

경기북부 6

1700BP 이전 A형 B형 C형 D형

[표 13] 각 대옹 형태의 시기별 출토 수 (남/북으로 분류)

남부 3 4

북부 12 2

1700BP 이후 A형 B형 C형 D형

남부 8

북부 12 1 2

1700BP 이전 A형 B형 C형 D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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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는 위에서 검토한 것을 종합하여 지역별로 각 시기에 유행한

형태를 정리한 것이다. 본 장에서 검토한 대옹 표본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패턴이 분명히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백제 중앙의 경우 교류가 활발했을 것이기에 가장 다양한 문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 외로 북한강 유역에서 가장 다양한

형태의 대옹이 발견됐다. 남한강과 경기북부는 시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형태의 대옹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고, 경기남부, 충청도에서는 후반에

큰 변화를 보였다.

[표 14] 지역별 각 대옹 형태의 유행 시기

이렇게, 대옹 양상이 다양했음에도 기존 대옹 연구는 C->A-

>D형이라는 단선적인 변화안을 광역에 적용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본고에서 새로 제시한 B형에는 주목하지 않고 A형만 다루었다. 이에,

B형이 유행한 남부 지역이 전반기에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검토한 것을 토대로 기존 대옹 편년안을 수정하면 기존의 C-

>A는 북한강 유역에서만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A->D는 A형이 북부

지역에서 늦은 시기까지 보인다는 것과 A형과 D형 유행지역이 다른

것을 감안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경기남부, 충청도에서 B형이

사라지고, D형이 출현하므로 B->D가 설득력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D형이 플라스크형 수혈에서 보이는 곳은 경기남부, 충청도,

몽촌토성이라는 점에서, 350년 이전의 대옹이 저장수혈로 대체됐다는

충청도 B D

경기남부 B D

남한강 B B

서울 A A, D

북한강 C, A, B A

경기북부 A A

1700BP 이전 1700BP 이후

전반기 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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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이성주 2014)는 경기북부, 북한강, 남한강 유역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대옹 형태로 확인한 복합적인 지역성은

다른 물질문화를 통해서도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지역별 대옹 출토맥락 비교

앞 장에서 각 대옹 형태가 공유된 지역과 시기가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A형 대옹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나

본고에서 B형 대옹을 새롭게 제시한 만큼, 각 대옹이 형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상이한 문화적 속성을 지닌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옹 형태별로 출토맥락을 비교하여 사용방식이 상이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각 대옹 형태의 유행 지역과 시기가 다르기에, 형태별

출토맥락 검토는 곧 지역별, 시기별 대옹 사용방식 및 기능의 차이를

검토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대옹 출토맥락은 구체적으로 공반유물 및 주거지 면적에서 특이점을

보이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공반유물의 경우 취사용기를 제외한

유물들을 백제토기, 외래토기, 철기로 분류하였다. 백제토기는 백제

중앙에서 출현하는 기종을 말하며(김성남 2004), 백제토기의 공반여부를

통해 대옹 사용자와 중앙 간 관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철기는

농공구류와 무기류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유적의 생계경제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주거지 면적은 구성원 수뿐 아니라(Hassan

1981), 유적 내 위계(송만영 2010; 김승옥 2014), 가족체의 신분적

분화(안재호 2000), 유구의 기능적 분화(안재호, 2000; 김승옥, 2014)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속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대옹 출토

주거지의 전반적인 주거 면적이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분석에서는 대옹 출토 주거지의 면적 순위를 구하여 해당

주거지의 유적 내 상대적인 규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남부에서 유행하는

사주식과 북부에서 유행하는 중도식 주거지의 면적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면적 순위를 살펴보는 것은 지역 간 비교에도 용이할 것이다. 면적

순위는 유적 내 면적 산출이 가능한 주거지의 주거부 면적을



38

오름차순으로 나열하여 구하였다.

[표 15] A형 대옹 지역별 출토맥락

113 40 ●

109 6 ● ● ● ●(

동
령)

33 4 多

북한

강

화천 원

천리

65 2 11

7

● ● ● ●

인천 중

산동

백제(한
강)

1 1 ● ● ●

인천 남

촌동

28 1 47 多

인천 운

남동

B-1 1 6 多 ●

미래마
을 가-4

33 多

삼화3층

2호

알 수

없음
多

나-1 20 ● ●

가-7 15 ● ● ● ● ●

풍납토

성

가-2 8 82 ● ● ● ●

b-11 18 ●

b-1 9

b-8 4 ● ● ● ●

시흥 은

행동

b-3 1 19 多

서울 하남 미

사리

13 1 8 ● ●

27 73 ●

13 34 ●

75 11 ● ● ●

남양주

장현리

5 6 85 ● ● ●

포천 자

작리

2 1 29 ● ● ● ● ●

포천 중

리

12 3 12 多 ●

97년 15 7

97년 4 2 ●

파주 주

월리

96년 7 1 15 ● ● ●

15지점

8
多 ● ● ●

20지점
5

4 多 ●

파주 와

동리

14지점 1 18 多 ● ● ● ● ●(
동

검)

●

연천 강

내리

27 1 71 多

양주 마

전동

5 1 5 多 ● ● ●

경기

북부

가평 항

사리

나-17 12 40 多 ● ●

세부지

역권

유적명 주거

지명

면적

순위

전
체

주
거

지
수

주
거

지
내

대
옹

수

뚜
껑

직
구

단
경

호

배
류

기
대

삼
족

기

흑
색

마
연

시유
도기

낙랑
(계)

토
기

농공
구류

무
기

류

청동
기

옥

주거 면적

정보

백제토기 왜래(계)토

기

철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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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는 A형 대옹의 지역별 출토맥락이다. 경기북부, 서울, 북한강

지역 모두 A형 대옹 출토 주거지의 면적 순위가 1위인 경우가 많고,

주거지 내에서 대옹 완형이 여러 개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백제토기와 무기류가 주로 공반된다. 위와 같은 출토양상은 주월리,

자작리에서만 확인된 것인데 본 분석을 통해 A형 대옹이 출토되는 전

지역에 해당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A형 대옹은 전

지역적으로 매우 정형화된 형태를 보일뿐 아니라, 출토맥락 또한 매우

일관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B형 대옹 지역별 출토맥락

7-3지점

7

236 ●

7-5지점

14

216

7-1지점

35

202 ● ●

7-1지점

6

106 ●

7-1지점

143

87 ●

청주 송절동 7-1지점

140

74 513 ●

178 *

144 233

충청도 대전 용계동 54 22 443 ●

원주 반곡동 13 7 17 ●

40 24

원주 가현동 1 16 49

3 7

하자포리

244-18번지

1 1 8 多

양평 하자포리

245번지

백제주

거지

1 2

16 12 ● ●

광주 장지동 20 3 22 ● ● ●(직구

호)

● ● ●

20(고려) 8 多 ● ● ●

남한강 광주 곤지암리 23(서울) 28 129 多 ● ●(직구

호)

●

18 6

화성 발안리 21 5 53

경기

남부

용인 고림동 B-9 3 31 多 ● ● ● ● ●

세부지

역권

유적명 주거

지명

면

적

순

위

전체

주거

지 수

주거

지내

대옹

수

뚜

껑

직

구단

경호

고

배

류

흑색

마연

농공

구류

무

기

류

청

동

기

주거 면적

정보

백제토기 철기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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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2

북한강 홍천 성산리 36 9 46 ●

다음으로, [표 16]은 B형 대옹의 출토맥락이다. 용인, 광주,

양평에서는 대옹이 대형 주거지에서 출토되나, 타 지역에서는 면적과의

상관도가 낮다. 공반유물의 경우 광주, 용인에서는 대옹이 백제토기 및

무기류와 공반되며, 주거지 내 대옹 수도 다량이다. 하지만, 이외

지역에서는 취사용기 외에 공반유물이 빈약하다. 이를 통해 충청도,

북한강 유역, 원주/ 남한강 일부, 경기남부가 출토맥락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7] C형 대옹 출토맥락

홍천 태학리 2 1 58 多 ● ● ●

b4-4(862) 80 ●

b3-1(833) 10

춘천 중도 11 d4-20(563) 7 154 ● ●

15 *

6 *

187 12 ●

188 10 ●

93 3 ● ● ●

북한강 춘천 우두동 8 1 271 ●

8(겨레) 28 ● ● ● 치레걸이

4(경기) 25 ●

경기북부 가평 대성리 10(겨레) 2 54 ● ● ●

세부지역권 유적명 주거지명 면

적
순

위

전체

주거
지

수

대

옹
출

토
수

낙랑(계)

토기

농공구류 무기류

왜래(계)

토기
철기 기타

[표 17]은 C형 대옹의 출토맥락이다. 대체로 대형 주거지에서

출토되며, 낙랑(계)토기, 무기류 공반율이 높다. 대체로 일관된

출토맥락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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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D형 출토맥락

인천

중산동

백제주거
지(한강)

1 1 多 ● ● ●

미래마을
가-4

3
3

多 ● ● ● ● ● ● ● 복

골

미래마을

가-3

* ● ● ● ● ● ● 옥

풍납토

성

미래마을
나-10

2
7

8
2

● ● ● ● ● ● ●

서울 서울

우면동

가-6 * 1
1

● ●

충주

탑평리

2지점 12 9 2
4

多 ●

충주

문성리

1지점 21 7 2
9

● ● 교

구

청주

정중리

3지점 2 2 1

5

백제 16 6 ● ●

연기

대평리

백제 13 4 1

8
5

● ● ●

4지역 1 1
0

● ●

4지역 19 4

대전

복룡동

당산마

을

3지역 9 2 4

2

● ● ●

36 *

25 * ●

2 3

0

●

7 2
8

● ●

당진
성산리

32 2

5

4

2

충청

도

금산

창평리

28 5 6

5

●

4 * ●

화성

석우리

6 2 1
9

● ● ●(직
구호)

평택

세교

7지점 6 2
3

4
2

32 3

8

●

용인

마북동

9 2
6

4
7

多 ● ●

26 * 多

21 * ● ● 교

구

4 5 ●

경기

남부

오산내

삼미동

25 2 2
9

多 ● ●

세부

지역

권

유적

명

주거지

명

면

적

순

위

전

체

주

거

지

수

대

옹

출

토

수

뚜

껑

직

구

단

경

호

고

배

류

기

대

삼

족

기

병 광

구

장

경

호

흑

색

마

연

시유

도기

농공

구류

무

기

류

기

타

백제토기 철기

마지막으로, D형은 주거지 면적과 상관도가 낮다[표 18]. 대부분의

경우 백제토기가 공반되는데 타 형태의 대옹보다 공반되는 기종이

다양하다. 무기류는 적으며, 무기류가 공반될 경우 교구도 공반된다.

세부적으로 경기남부에서는 대옹 여러 개가 한 주거지에서 발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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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 공반되는 백제토기 기종 중에는 고배류가 많다. 충청도의

경우 주거지 당 대옹이 한 개씩만 출토되나, 한 유적 내 다수의

주거지에서 완형이 보인다. 충청도에서는 대옹이 기대 및 삼족기와

공반되어 경기남부와는 다른 기종 구성을 보인다.

[표 19] 대옹 공반유물 출토 주거지 수

[그림 20] 각 대옹 형태별 공반유물(출토 주거지 수/총 주거지 수)

[그림 20, 표 19]는 위에서 검토한 각 형태별 공반유물을 정리한

것이다. C형은 낙랑토기에서 우위를 보이는데, 이 지역의 낙랑(계)토기는

위세품보다는 일상용으로 쓰였다는 점에서(이나경, 2013), 공반유물에

있어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A형, D형은 백제토기

공반율이 높아 백제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A형 대옹의

경우 초대형 주거지에서만 출토되는 경우가 많고 백제토기 및 철기류가

다수 공반되기에, 대옹 사용자의 위계가 높았고 대옹이 이들의

전유물이었다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A형의 출토맥락이

일관된다는 점, 경기북부, 북한강 유역은 군사적 긴장도가 높고 대옹

완형 여러 개가 백제토기 및 무기류와 다수 공반된다는 점에서, 대옹이

중앙에서 보급한 전쟁물자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반면, B형은 공반유물이 매우 빈약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B형은 출토

주거지 면적, 주거지 내 완형 출토 수 등 A형 출토맥락의 여러 측면과

상반된다. 이렇게, B형 대옹은 특수한 출토맥락을 보이지 않기에 A형

대옹으로 논한 전쟁물자, 거주자의 높은 위계와 같은 설명이 적용될 수

D형 19 0 4 28

C 형 0 7 6 13

B 형 5 0 5 24

A형 18 4 14 32

백제토기

(주거지 수)

낙랑토기 무기류 총 주거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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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기존 연구에서는 A형 대옹만으로 대옹의 특수성을 논의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A형과는 배타적인 지역에서 유행한 B형을 새로

제시했고, B형의 출토맥락 검토 결과 A형과는 전혀 다른 출토맥락을

보인 것을 확인했다. 본 장에서는 대옹 완형만을 검토한 것이기에,

대표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A형이 상당히 일관된 출토맥락을

보였고 이는 B형과는 상반되는 것이었기에, 본 분석만으로도 각 형태별,

즉 지역별 대옹 사용양상의 차이가 충분히 드러났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이 대옹의 상이한 형태는 상이한 출토맥락과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역성은 여러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지역성 연구에서는 대체로 동일 기종이라면 동일한 기능, 가치를

가졌다고 봤기에(권오영, 2005; 남상원, 2013), 본 분석결과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지역별 대옹 유통범위 비교

대옹의 형태적 차이가 사용방식과 연관된다면, 대옹을 제작하고

입수하는 과정도 다양했을 가능성이 있다. 생산과 유통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어렵기에, 대안으로 산지 추정을 통해

유통범위가 지역별로 어떠했는가를 비교하고자 한다. 각 지역이

유통범위에서 차이를 보인다면, 구체적인 생산, 교환 방식은 더욱

다양했을 가능성이 높다.

1) 가마 분포 검토를 통한 유통범위 추정

먼저, 산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인 가마 유적을

검토하여, 각 생산지가 담당했을 유적의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

추정하고자 한다. [그림 21]은 중서부지역 원삼국~한성백제기 가마

유적들을 표시한 것이다. 경기남부에는 오산천 상류에 청계리, 농서리

그리고 화성 내륙에 가재리 가마 유적이 존재한다. 대옹 출토 유적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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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천과 화성에 집중 분포하기에, 위 가마 유적들이 각 유역에 위치한

취락들로 토기를 공급했을 가능성이 크다. 충청도의 경우 유적들이

산발적으로 위치하나, 가마 유적도 진천, 천안, 공주, 서천 등에

산발적으로 분포하여, 위 가마들이 인근에 위치한 취락들에 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기남부, 충청도

생산유적은 인근에 위치한 소수 취락에 대옹을 공급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림 21] 토기가마 현황(원의 크기는 가마 수에 비례함. 최대 19기)

반면, 경기북부의 경우 내륙에 대옹 출토 유적이 다수 있는데 가마

유적은 임진강 하류에 집중 분포한다. 따라서, 경기북부 내륙 유적의

경우 대옹을 공급받았을만한 생산유적을 인근에서 찾아볼 수 없다. 아직

가마가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전국의 토기 가마가 수계를

따라 분포하는 것을 보면 내륙에 가마가 존재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제작 및 운반 과정에서 수로가 중요하기에, 내륙에는 전문

생산지를 조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그 결과 파주에 가마가 집중

분포하는 현상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따라서 경기북부, 특히 내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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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들은 원거리에 있는 소수의 생산지에서 토기를 공급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경기남부, 충청도는 유통범위가 좁고, 경기북부는

유통범위가 비교적 넓었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20]과

같다. 다음 장에서는 가마로 추정한 유통범위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표 20] 가마 분포 검토에 따른 유통범위 추정

*판단 불가

충청도 산발적 많음 적음 좁음

경기남부 산발적 많음 적음 좁음

남한강 * 적음 * *

경기북부 파주 집중 적음 많음 넓음

서울 산발적 중간 * *

북한강 없음 없음 * *

가마 분포 가마 수 생산지당 소비지 수 유통범위

2) 대옹의 형태적 다양성 검토

가마 유적이 부재할 경우, 기형의 유사성으로 유통범위를 파악하기도

한다(김무중 2005). 따라서, 형태적 다양성의 정도를 지역별로 비교해

가마로 추정한 지역별 유통범위가 타당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대옹의 기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경/동최대경과 기고를

변수로 하여, 지역별로 대옹 형태의 편차가 어떠한지 살펴보겠다.

[그림 22, 23]은 구경/동최대경과 기고를 지역별로 상자도표로

나타낸 것이며, 구체적인 수치는 [표 21]과 같다. 본고에서 규정한

대형단경호는 기고가 60cm 내외이고 편차가 작아 대형단경호가

출현하는 서울, 경기남부, 충청도의 편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두 그래프에서 경기북부는 일관되게 작은 면적을 보인다.

반면, 충청도, 남한강은 구경/동최대경의 편차는 작으나, 기고의 편차가

크다. 경기남부, 서울, 북한강 지역은 두 그래프 모두 경기북부에 비해

상자면적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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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지역별 대옹 계측치 상자도표 사분위 값

3분위 값 58.9 63 63.1 72 61.45 64.6

중앙 값 84.8 76 79.5 81 65.1 72

1분위 값 90.4 83.7 103 87.7 84.6 87.7

기고 충청도(8) 경기남부(9) 남한강(7) 경기북부(23) 북한강(14) 서울(22)

3분위 값 70 61 81 77 64 64

중앙 값 83 80 87.4 91 78.5 78

1분위 값 92.5 92.6 94.8 97 92.5 92

구경/동최대경 충청도(27-

샘플 수)

경기남부(10) 남한강(14) 경기북부(27) 북한강(14) 서울(25)

[그림 22] 지역별 대옹 완형 구경/ 동최대경 [그림 23] 지역별 대옹 완형 기고

앞 장의 대옹 형태 분석에서 지역별로 유행한 형태가 상이한 것을

보았다. 그 중, 경기북부는 전 시기 동안 A형이 다수를 차지한 것을

보았는데, [그림 22, 23]을 통해 A형이 상당히 일관된 크기와 형태로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남부 지역의 경우 B형 대옹의

형태가 지역마다 다르고, 진천 송두리(2020)와 같이 독자적인 형태의

대옹을 만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형태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기북부에는 가마로 추정한, 소수의 산지를 여러

취락이 공유했을 것이라는 것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경기남부,

충청도는 형태적 변이가 크므로, 유적별로 각각 다른 산지에서 대옹을

공급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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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XRF를 이용한 대옹 유통범위 추정

경기북부는 소수의 산지가 다수의 취락을 담당하고, 경기남부는

하나의 산지가 소수의 취락을 담당했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도 확인하기

위해서 토기 성분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이를 검토하기 위한

분석방법을 먼저 제시한 후,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다.

A. 분석방법

유물의 성분분석에 이용되는 방법으로는 INAA(중성자활성화분석),

ICP-MS(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 XRF(X선 형광분석)등이 있다.

이들은 샘플이 지닌 원자의 종류와 원자량을 제공하는데, 원료를 어디서

채취했는가에 따라 원자량의 값이 다르기에 산지를 변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휴대 가능한 potable XRF(pXRF)를 이용했다.

pXRF는 타 기기에 비해 정확도와 정밀도가 낮다(Norman 1989;

Speakman 2011). 하지만, 분석 비용이 저렴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샘플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정확도,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Speakman 2013).

보통 성분분석을 통한 산지 변별은 혼입물이 비규칙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토기보다 정질의 흑요석 등을 대상으로 해야 정확도가 높다.

하지만, 많은 수의 샘플을 동원하고 표준화된 실험방법을 적용한다면

토기도 충분히 산지를 변별할 수 있다. 실제, 토기 산지 분석으로 기존

학설과 배치되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등장했다(Neff 2003; Glascock

2004; Backes 2012; Rodriguez 2013). 따라서, 대옹편으로도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유통범위 추정을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성분분석에서는 가마 분포와 형태적 다양성 검토 결과 가장 선명한

대비를 보인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유적들을 대상으로 성분분석을

시행하였다. 위 두 지역이 성분분석에서도 비교적 선명한 결과를

보인다면, 향후 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가마 분포만으로는 유통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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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이 어려웠던 서울, 남한강, 북한강 유역에 대한 유통범위 추정도

가능할 것이다. 측정 유적과 측정 토기편 수는 [표 22]와 같다.

[표 22] 유적별 분석 토기편 수

광주 곤지암리 11

용인 고림동 4

화성 발안리 8

파주 축현리 가마 8 용인 구갈리 7

포천 자작리 9 용인 수지 8

파주 주월리 9 화성 석우리 6

파주 와동리 6 화성 가재리 12

경기북부 토기편 수 경기남부 토기편 수

측정과 측정치 보정은 서울대 Archaeometry 실험실에서 정한

프로토콜을 따랐다. 먼저, 토기의 비균질성을 극복하고자 1개 토기편의

서로 다른 5개 지점을 30초씩 측정한 후, 원자량의 평균값을 산출했다.

이후, 결과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안정적인 원소들인

중원소들로(Fe, Ni, Cu, Zn, Rb, Sr, Y, Zr, Ba, Pb, Th)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한 판별분석을 시행했다. 판별분석은 그룹들이 반드시 차이가

있다고 상정한 후, 그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 조합과 변수들의

조합에 따른 예측도를 제공한다. 따라서, 판별분석 시행 후 제공되는

변수들로 산점도를 그려 유적들이 어느 원소에 의해 변별되는지 찾고,

변별이 안 될 경우 유적이 얼만큼 변별된다고 할 수 있는지 예측도로

판단하였다. 예측도는 [그림 24]와 같이 각주a에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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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판별분석 예측도

분석결과 유적 간 변별이 되지 않더라도, 토기들이 동일산지에서

제작되었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1) 유적 간 거리가

가까워 토기의 원료가 되는 흙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 2)

원료를 한 곳에서 가져왔을 가능성(Nikolas 2015) 3) 측정기기인 pxrf의

낮은 정밀도(Norman 1989; Speakman 2011)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한계가 있음에도 변별이 된다면, 이는 산지가 분명히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기남부가 경기북부보다 비교적

변별된다면, 가마 유통범위와 대옹의 형태적 다양성으로 판단한 지역별

대옹 유통범위에 대한 가설이 설득력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B. 분석결과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pXRF 분석 결과를 비교하기 앞서, pXRF의

해상도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 산지 출토품의 경우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25]는 파주 축현리 1, 4, 9호 가마

출토 타날문단경호 판별분석 결과이다. 경기북부 타 유적들에 비해

축현리 출토품의 경우 밀집도가 매우 높고, 타 유적들과 변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변별력이 높은 원소인 F-SR 산점도에서도 축현리 출토품은

밀집된 현상을 보인다[그림 26]. 이를 통해, 각 유적마다 전용 산지가

존재했다면 각 유적이 축현리만큼 밀집된 분포를 보이고 유적 간 변별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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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경기북부 타날문단경호 정준판별함수

[그림 26] 경기북부 타날문단경호 Fe/Sr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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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경기남부는 어떤 분포를 보이는 지 살펴보겠다. [그림

27], [표 23]은 7개 유적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와 예측도이다. 고림동,

곤지암리, 가재리, 발안리는 서로 변별되나, 수지, 구갈리, 석우리는

변별이 잘 되지 않는다. 먼저, 변별이 잘 되는 네 개 유적을 대상으로

변별력이 높은 원소인 Ba-Rb의 산점도를 그려보았다. 그 결과, 서로

다른 Ba/Rb 비율을 보이며 변별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28]. 따라서,

Rb/Ba를 하나의 변수로 놓고 산점도를 다시 그린 결과 각각의 유적이

밀집하여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그림 29]. 위 결과는 고림동,

곤지암리, 가재리, 발안리는 산지가 각각 달랐음을 의미할 것이다. 특히,

발안리는 생산유적인 가재리와 거리가 매우 가까운데도 잘

변별된다[그림 30]. 따라서, 위 네 개 유적의 경우 매우 세분화된 대옹

유통망을 가졌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림 27] 경기남부 7개 유적 판별분석 결과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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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경기남부 판별분석 예측도

고림동, 가재리, 발안리, 곤지암리 + 구갈리 93.4%

고림동, 가재리, 발안리, 곤지암리 + 석우리 82.4%

고림동, 가재리, 발안리, 곤지암리 + 수지 86.1%

고림동, 가재리, 발안리, 곤지암리 96.4%

유적 명 예측도

[그림 28] 고림동, 곤지암, 가재리, 발안리 성분분석 결과 산점도(Ba-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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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고림동, 곤지암, 가재리, 발안리 성분분석 결과 산점도(Sr-Rb/Ba)

[그림 30] 가재리와 발안리 산점도

반면, 석우리, 구갈리, 수지는 변별되지 않고, 낮은 예측도를

보인다[표 23]. 이 세 유적이 위치한 탄천, 오산천은 백제 중앙이

남부로 향하는 주요 교통로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구갈리, 수지는

유물 상으로 중앙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이남규 외 2004). 수지

유적은 규모가 매우 작지만 중앙이 보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철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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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 매납된 채 발견되었고(이남규 2005b), 토기 산지분석 결과 미사리,

몽촌토성과 변별되지 않았다(김장석, 권오영 2005). 석우리에서는 전체

주거지 중 67%에서 대옹이 출토되었고, 고배, 기대 등의 백제토기가

다수 공반되었다. 또한, 토기 구연부를 타결하여 매납한 수혈들도 다수

있다. 이 때문에 보고서(기전문화재연구원, 2007: 527)에서는 석우리를

제의 관련 유적으로 추정했다. 위에서 지적했듯, 산지의 변별이 안되는

이유는 기계의 낮은 정밀도, 산지 간의 낮은 변별력 등이 있다. 그런데

수지, 구갈리, 석우리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중앙과의 관계를

생각해본다면 앞서 분석한 경기남부의 네 개 유적보다 산지가 다양하여

변별이 안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특수한

유적들을 제외하면, 경기남부 유적들은 대체로 좁은 범위의 대옹

유통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경기북부 유적들을 살펴보겠다. 축현리 가마 출토 대옹은 타

유적과 변별되며 높은 밀집도를 보인다[그림 31~33]. 자작리 출토품

또한 비교적 높은 밀집도를 보이나, 세 취락 유적이 축현리 또는

경기남부 유적들과 같이 변별되는 양상은 찾아볼 수 없다[그림 34].

자작리는 경기북부 내륙에 위치한 유적이기에, 인근 유적이 확보된다면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주월리와 와동리는

분명히 변별되지 않는다. 경기남부의 발안리, 가재리, 생산지인 축현리가

변별되는 것과 달리 멀리 떨어진 주월리, 와동리가 변별되지 않는 것은

경기북부의 경우 유적끼리 대옹의 산지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마로 추정한 경기남부는 대옹 생산지와 소비지가 1:1로

이루어졌으나, 경기북부는 1:다수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산지 분석을 통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분석에서

경기북부에서는 A형 대옹이 상당히 일관된 형태로 제작되어

원삼국~한성백제기 전 기간 사용 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옹 여러

개가 초대형 주거지에서 백제토기 및 무기류와 공반되는 일관된

출토맥락을 보였다. 이렇게, 넓은 범위의 지역에서 일관된 대옹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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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은 어쩌면 본 장의 유통범위 분석결과와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북부의 가마 유적은 임진강 하류에 집중 분포되어있어, 이 곳에서

대옹 생산, 공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는데, pXRF 분석

결과에서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 유적이 변별되지 않아 다수의 유적이

같은 산지를 공유했을 가능성을 보았다. 이렇게 경기북부의 유적들은

동일 산지품을 광범위하게 공유했기에, 대옹 사용문화에서도 상당히

높은 일관성을 보이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경기남부의 대옹은 형태적 다양성이 높았다. 또한, 출토맥락에서

경기북부와 같은 특이점을 보이지 않고, 유적별로 출토맥락이

다양하였다. 백제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은 백제토기가 다수

공반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공반유물이 빈약한 곳에 대옹만 단독으로

출토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경기남부에는 경기북부의 경우처럼

일종의 광범위한 대옹 사용 관습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마 및 pXRF분석 결과에서 경기남부의 경우 유적별로 각자의 산지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았기에, 각 유적이 수요에 따라 대옹을 소규모

생산하여 사용했고, 이는 유적 간 높은 다양성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대옹의 형태, 출토맥락은 생산유통방식과도 밀접하게

연관될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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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경기북부 대옹 Y/Fe 산점도

[그림 32] 경기북부 대옹 Fe/Rb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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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경기북부 대옹 Rb/Ba 산점도

[그림 34] 와동리, 주월리, 자작리 성분분석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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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대옹 사용과 유통의 지역차의 의의

본고에서는 대옹의 지역성을 다방면으로 검토함으로써 기존 원삼국-

한성백제기 지역성 연구의 한계를 넘고자 하였다. 기존 대옹 연구는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고 광역의 편년안을 제시하였는데, 이 편년안은

350년 이전에는 서울 이북 지역, 350년 이후에는 서울 이남 지역을

토대로 성립된 것이기에 광역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대옹 편년안이 백제토기 편년안 논리에 기반하였고, 백제 중앙

관점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컸다. 따라서, 대옹 출토

주거지의 방사성탄소연대를 이용하여 기존 편년안을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 북부와 남부가 시기별 분포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에, 기존에

고려하지 않은 전반기 남부, 후반기 북부 대옹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대옹의 지역성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 보았다.

먼저 지역별로 유행한 대옹 형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존

연구에서 C->A->D형이라는 단선적인 변화안을 제시한 것에 비해

지역별로 유행한 대옹 형태와, 각 형태의 존속 시기가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B형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전반기 남부에서는 해당

형태가 널리 유행하였음을 보였다. 기존 연구에서 검토하지 않은 지역인

남부에서는 북부와는 상이한 형태의 대옹이 유행했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특정 지역의 사례로만 논의되었던 대옹 기능 및 유통에 관한 논의도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먼저 형태별 출토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대옹의 공반유물, 대옹 출토 주거지 면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전 시기 경기북부, 서울에서 유행한 A형 대옹, 후반기 경기남부,

충청도에서 유행한 D형 대옹은 중앙과의 밀접한 관계를 상정할 수

있었다. 특히, A형 대옹은 전 지역에서 출토맥락의 일관성을 보여, 대옹

사용방식에 있어 일종의 규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동시기 A형 대옹은 주거지, D형은 수혈에서 주로 보인다는 점에서

공반유물은 비슷하더라도 대옹의 이용 방식은 형태별로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B형 대옹의 출토맥락은 유적별로 차이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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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반유물 및 주거 면적에서 특이점을 보이지 않아 특수성을 논하기

힘들다고 보았다. 이러한 출토맥락의 지역적 차이는 대옹의 사용방식이

지역별로 달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형용기 사용방식, 기능의 지역성은 청동기~초기철기 지중해

인근에서 유행한 Pithoi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Pithoi는 크노소스 궁전

내 창고에서 다량 발견되어 주목받은 바 있다[그림 35](Christakis

2004; Vavouranakis,G 2014; Perkins 2020). 사람 크기만 한 대형

저장용기가 중앙의 창고에서 발견되었기에, 백제 대옹과 같이 Pithoi

또한 국가의 재분배 체계를 나타내는 것이라 보았다(Christakis 2004).

또한, 타 지역에서는 Pithoi가 전세품으로 이용되었기에 그 자체의

특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간주되었다(Christakis 2005; Galanaki et al

2015). 하지만, 궁전 주변부에서는 장식성이 약한 Pithoi들이 특수한

출토맥락을 보이지 않고 단순 저장용으로 쓰인 경우도 종종 보였으며

빗물받이, 오븐, 건축 자재, 이상재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 것이

확인되었다(Christakis 2005; Perkins 2020). 이렇게, 대형 저장용기가

지역별로 다르게 활용된 사례가 존재하기에, 원삼국~백제 대옹 또한

지역별로 다양한 기능 및 가치를 지녔을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림 35] 크노소스 궁전 창고(Magazine) 내 Pithoi(Christaki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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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대옹의 기능이 상이하다면, 대옹의 생산유통 또한 상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마 분포, 대옹의 형태적 다양성, pXRF 분석을

통해 지역별 유통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했다. 그 결과, 경기북부와

경기남부가 가장 선명한 대비를 보였는데, 경기북부의 경우 소수의

산지에서 다수의 소비지로 원거리 유통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경기남부는 1:1에 가까운 생산-소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위와 같이 동일 기형의 생산유통 방식이 지역별로 달랐을

것임을 다각도로 검토한 것은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통범위의 지역적 차이는 경기북부와 경기남부가 대옹 형태,

출토맥락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과도 연관될 수 있다. 가령 경기북부

대옹은 일관된 형태와 출토맥락을 보였는데, 이는 대옹 유통범위가 넓어

대옹 문화 또한 광범위하게 공유되어서 일관된 문화를 보인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본 연구를 통해 대옹 형태, 출토맥락, 생산유통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각 지역의 대옹 문화를 만들었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대옹 연구는 대옹을 국가 수취 체계의 증거로 봄으로써 대옹이

전국가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지녔으며 대옹의 생산유통 또한 국가에

의해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보았다(박순발 2006; 박중국

2011; 이성주 2014). 이러한 중앙 중심의 해석은 대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백제 중앙 물품이 지방에서 출토될 경우 이는 사여를 통한

간접지배 또는 물질문화 통제를 통한 직접지배의 증거로 해석해 온 것이

그 예이다(김무중 2005; 성정용 2005; 이남규 2005 a, b). 이렇게, 국가

중심의 단일화된 해석이 통용될 수 있는 것은 국가 단계가 이전

단계들과는 다르게 안정되고 고정된 틀 안에서, 강한 권력에 의해

강압적 통치가 이뤄지는 단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Yoffee,

2005). 대옹은 특히 초기국가 형성의 필수조건인 세금 수취체계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중심의 해석이 주가 되었을

것이다(Earle 1997; Smith 2004).

하지만, 지역사회를 비롯한 사회 내부의 하위체계들은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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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있기에, 다양성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Yoffee, 2005). 중앙집권이 강력했을 것으로 보이는 로마도

지배 지역과의 거리, 지역 주민들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수취 정책을

펼쳤다(Hopkins, 2002; Kreiner, 2020). 따라서, 혹여 잉여 및 대옹의

관리에 있어 국가의 전역적인 통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체계는 전

지역이 통일되지 않았을 것이다. 백제의 지방 재편 방식이 지역별로

달랐을 것이라는 연구(박지영 2017), 백제 중앙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이는 흑색마연토기와 유리의 제작, 입수 과정이 지역별로 달랐을

것이라는 연구(김장석·권오영 2005; 박준영 2016; 권오영 2017)는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대옹의 사용방식, 유통체계의

다양성은 국가확산시점에 존재했던 지역성을 실제로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최근 한성백제기 물질문화의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박중국 2012; 박준영 2016; 서현주 2016).

따라서, 대옹으로 나타난 지역성은 향후 다른 물질문화를 통해서도

확인될 것이며, 이를 통해 초기국가 단계에 존재한 고도의 복합다양성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고에서는 대옹의 지역성 검토를 주제로, 방사성절대연대를 통한

대옹 편년안 재검토, 지역별 대옹 형태, 출토양상, 유통망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대옹이 지역마다 ‘어떻게’ 다르게

소비되었는가를 볼 수 있었으며, 중앙 중심의 연구에서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져 볼 수 없었던 지방의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모습을 밝힐 수

있었다. 대옹이 지역사회를 대변할 수는 없겠으나, 대옹만으로도

나타나는 여러 방면에서의 지역성이 지금까지 국가 중심 서술에 의해

얼마나 도외시되어 왔는지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는

대옹을 통해 원삼국~한성백제기 지역성을 본 것이지만, 차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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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타 유물, 유구로도 지역성을 검토하여 국가단계에서

당연하게 존재했을 고도의 복합성이 지역별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구체화하고자 한다.

본고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첫 번째로, 한 시점에 점유된 주거지만을

분석해야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출토양상 분석 시 유적 내

주거지가 모두 동시기에 점유됐다고 가정하였다. 동시기 주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개발된다면, 대옹의 출토양상도 보다 정확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산지분석 샘플의 대표성을 확보해지 못했고, 경기북부

유적의 샘플 수가 남부에 비해 적은 문제가 있다. 가마 유적을 추가하여

한계를 보완하고자 했으나, 유적 수를 더 늘렸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특히, 자작리, 주월리는 공반유물로 보아 교류가 많은

지역으로 생각돼 석우리, 수지처럼 유통망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연천 강내리, 남양주 장현리와 같은 일반 유적은 어떠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향후 샘플이 더 많이 확보된다면, 경기북부가 정말

유통망이 넓었는지 재확인하고, 타 지역권의 유통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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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창평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4, ⌜금산 창평리 유적⌟

광주 장지동 경기문화재단, 2010, ⌜광주 장지동 취락 유적⌟, 한국문화재재단, 2018, ⌜광주 장지동

174-1 번지⌟

광주 역동 역사문화재연구원, 2020, ⌜광주 역동 216 - 31 번지 유적⌟

광주 곤지암리 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6, ⌜광주 곤지암리 I 유적⌟, 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6, ⌜광주

곤지암리 II 유적⌟, 고려문화재연구원, 2017, ⌜광주 곤지암리 유적⌟

공주 덕지리 백제문화재연구원, 2012, ⌜공주 덕지리 유적⌟

고양 멱절산 경기도박물관, 2005, ⌜고양 멱절산 유적⌟

가평 항사리 고려문화재연구원, 2010, ⌜가평 항사리 유적⌟

가평 대성리 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가평대성리유적⌟,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 ⌜가평대성리유적

II⌟

유적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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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봉명동 충북대학교박물관, 2002, ⌜청주 봉명동 I⌟

청주 문암동 한국문화재재단, 2018, ⌜청주 문암동 40번지 유적⌟

천안 용원리 충청문화재연구원, 2001, ⌜천안 용원리 유적 A지구⌟

천안 삼룡동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5, 천안 삼룡동 유적

진천 송두리 중앙문화재연구원, 2020, 진천 송두리 유적⌟

인천 중산동 중앙문화재연구원, 2010, ⌜인천 중산동 유적⌟, 한강문화재연구원, 2012, ⌜인천 중산동

유적⌟

인천 운남동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1, ⌜인천 운남리 패총⌟

인천 연희동 서경문화재연구원, 2013, ⌜인천 연희동 유적⌟

인천 불노동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 ⌜인천 불로동 유적⌟

인천 남촌동 백두문화재연구원, 2020, ⌜인천 남촌동 고래실골 ⌟

인천 구월동 한강문화재연구원, 2014, ⌜인천 구월동 유적⌟

원주 반곡동 한강문화재연구원, 2013, ⌜원주 반곡동 유적⌟

원주 가현동 강원문화재연구원, 2011, ⌜원주 가현동 유적⌟

용인 수지 한신대학교박물관, 1998, ⌜용인 수지 백제 주거지⌟

용인 마북동 경기문화재단, 2009, ⌜용인 마북동 취락 유적 ⌟

용인 농서리 기호문화재연구원, 2009, ⌜용인 농서리 유적⌟

용인 구갈리 경기문화재연구원, 2003, ⌜용인 구갈리 유적⌟

용인 고림동 한신대학교박물관, 2018, ⌜용인 고림동 735 번지 원삼국 백제 취락⌟

오산

탑동·두곡동

기호문화재연구원, 2013, ⌜오산 탑동, 두곡동 유적⌟

오산 내삼미동

유적

경기문화재연구원, 2011, ⌜오산 내삼미동 유적⌟

오산 가수동 경기문화재연구원, 2007, ⌜오산 가수동 유적⌟

연천 초성리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6, ⌜연천 청산-백의 간 도로확,포장 공사 구간 내

유적발굴조사⌟

연천 강내리 고려문화재연구원, 2012, ⌜연천 강내리 유적⌟

연기 응암리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2010, ⌜연기 응암리 가마골 A지구⌟

연기 석삼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4, ⌜연기 석삼리

대박골·봉기리·반속리유적(행정중심복합도시부지 내 4-1·2 생활권(2-3-A지점)⌟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2015, ⌜연기 석삼리 유적⌟

연기 대평리 백제문화재연구소, 2012, ⌜연기 대평리 유적⌟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소, 2012, ⌜연기

대평리 유적⌟,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2012, ⌜연기 대평리 유적⌟

연기 나성리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2015, ⌜연기 나성리 유적⌟ ,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2018, ⌜세종 나성리 유적⌟

여주 태평리 전남문화재연구원, 2020, ⌜여주 태평리 유적⌟

여주 연양리 국립중앙박물관, 1988, ⌜여주 연양리 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09, ⌜여주 연양리

유적⌟

양평 하자포리 한국문화재재단, 2017, ⌜양평 하자포리 337 번지⌟, 한국문화재재단, 2018, ⌜양평

하자포리 244-18 번지⌟, 한국문화재재단, 2018, ⌜양평 하자포리 245 번지⌟,

경기도자박물관, 2019, ⌜양평 하자포리 244-1 번지⌟

양평 운심리 한국문화재재단, 2018, ⌜양평 운심리 86-5 번지 유적 ⌟

양평 양근리 국토문화재연구소, 2019, ⌜양평 양근리 493-3 번지 유적⌟

양주 마전동 한성문화재연구원, 2018, ⌜양주 마전동 163-3 번지 유적⌟

양주 광석리 국방문화재연구원, 2012, ⌜양주 광석리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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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원천리 예맥문화재연구원, 2013, ⌜화천 원천리유적 ⌟

화성 청계리 한백문화재연구원, 2013, ⌜화성 청계리 유적⌟

화성 요리 국방문화재연구원, 2018, ⌜화성 요리 94번지 유적⌟

화성 석우리 경기문화재단, 2007, ⌜화성 석우리 먹실유적 ⌟

화성 발안리 경기문화재단, 2007, ⌜화성 발안리 마을 유적 ⌟

화성 당하리 서울대학교박물관, 2000, ⌜화성 당하리 유적 I⌟, 한신대학교박물관, 2004, ⌜화성 당하리

유적 II⌟

화성 가재리 한신대학교박물관, 2007, ⌜화성 가재리 원삼국 토기 요지⌟

홍천 하화계리 강원문화재연구원, 2005, ⌜홍천 하화계리∙철정리∙역내리유적⌟

홍천 태학리 한성문화재연구원 , 2020, ⌜홍천 태학리 유적⌟

홍천 성산리 강원문화재연구소, 2012, ⌜홍천 성산리유적⌟

홍성 석택리 한얼문화재연구원, 2015, ⌜홍성 석택리 유적(충남도청 내포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공사

구간)⌟

하남 미사리 한양대학교박물관, 1996, ⌜하남 미사리 유적⌟

풍납토성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풍납토성 I⌟,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풍납토성 XI⌟,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풍납토성 XIII⌟,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풍납토성 XIV⌟,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풍납토성 XV⌟

포천 중리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5, ⌜포천 중리 마산 유적⌟,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6 ⌜포천

중리 용수재울 I⌟

평택 세교동

모산골

가경고고학연구소, 2019, ⌜평택 세교동 모산골 유적⌟

평택 백봉리 기호문화재연구원, 2010, ⌜평택 백봉리 유적⌟

평택 가곡리 삼강문화재연구원, 2017, ⌜평택 가곡리 유적⌟

파주 축현지구 중부고고학연구소, 2021, ⌜파주 축현지구 산업유통형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파주 주월리 경기도박물관, 1999, ⌜파주 주월리 유적 ⌟

파주 자작리 경기도박물관, 2004, ⌜포천 자작리 유적 I ⌟ , 기호문화재연구원, 2015, ⌜포천

자작리유적 II⌟

파주 운정지구 경기문화재연구원, 2010, ⌜파주 와동리 유적 IV⌟, 경기문화재연구원, 2011, ⌜파주

와동리 유적 III⌟, 국방문화재연구원, 2012, ⌜파주 동패리: 파주 운정 (2) 지구 4차

문화재 발굴조사(10 지점)⌟ 한백문화재연구원, 2021, ⌜파주 동패동∙목동동유적 : 파주

운정 3 택지개발지구 A구역 내 문화재 시발굴조사보고서⌟

충주 탑평리 선사문화재연구원, 2013, ⌜충주 탑평리 탄금호 조정경기장 진입도로 부지 내 A지점⌟

충주 문성리 중원문화재연구소, 2014, ⌜충주 가신리∙ 문성리 유적⌟

춘천 중도 국립중앙박물관, 1988, ⌜춘천 중도 유적⌟ , 춘천 중도동유적 연합발굴조사단, 2020,

⌜춘천 중도동 유적⌟

춘천 우두동 강원문화재연구소, 2011, ⌜춘천 우두동 I⌟, 강원문화재연구소, 2012, ⌜춘천 우두동 II⌟,

강원문화재연구소, 2015, ⌜춘천 우두동 III⌟, 한강문화재연구소, 2017, ⌜춘천 우두동⌟

청주 정중리 중원문화재연구원, 2019, ⌜청주 상봉리, 정중리 유적⌟

청주 송절동 충북대학교박물관, 충청대학교박물관, 중원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한국선사문화연구원, 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8,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지역 내

청주 송절동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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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대옹 완형 도면

1)경기남부

2)충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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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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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남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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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북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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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기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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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성탄소연대 데이터

풍납토성XI 197 번지 가-1호 주거지 1700 50 서울

풍납토성XI
197 번지 가-3호

주거지①
1686 39 서울 o

풍납토성Ⅰ 가-3호 1980 50 서울 o

풍납토성Ⅰ 가-4호 1850 50 서울 o

인천연희동 3-1-1 지점 1830 30 서울 o

인천구월동 3주 1870 40 서울

인천 중산동 (중앙) 7 지역 3호 주거지 1690 40 서울

인천 중산동
인천 중산동 23지점 백제

1호 주거지
1550 40 서울

인천 운남동 패총 B지구 KC-001 1750 50 서울 o

인천 불노동 ICB4-1-1 1700 80 서울

인천 남촌동 46주 1780 30 서울

인천 남촌동 22주 1760 30 서울

인천 남촌동 10주 1750 20 서울 o

인천 남촌동 33주 1745 25 서울 o

인천 남촌동 44주 1740 30 서울 o

인천 남촌동 6주 1730 30 서울

인천 남촌동 43주 1720 30 서울

인천 남촌동 6주 1710 30 서울

인천 남촌동 45주 1690 30 서울

인천 남촌동 28주 1690 30 서울 o

인천 남촌동 5주 1680 30 서울 o

인천 남촌동 14주 1670 30 서울

인천 남촌동 12주 1660 30 서울

인천 남촌동 30주 1630 20 서울

서울 우면동 가지점 4호 주거지 1575 15 서울

서울 우면동
가지점 5호 주거지 노지
내부

1570 15 서울

김포 양촌 2-4(가) 2 호 주거지 1730 80 서울 o

김포 양촌 2-4(가) 13 호 주거지 1670 60 서울

김포 양촌 2-4(가) 11 호 주거지 1670 50 서울

유적명 주거지명 BP
R-combined

오차
세부

지역

유구 내
대옹

출토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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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중도 4c 주 7 1790 40 북한강

춘천 중도 4c 주 3 1730 40 북한강

춘천 중도 4c 주 2 1696 40 북한강

춘천 중도 4c 주 6 1690 40 북한강

춘천 중도 4b 주 8 1790 40 북한강

춘천 중도 4b 주 12 1790 40 북한강

춘천 중도 4b 주 11 1785 50 북한강

춘천 중도 4b 주 5 1775 40 북한강

춘천 중도 4b 주 10 1730 50 북한강

춘천 중도 4b 주 18 1660 50 북한강

춘천 중도 10 p.2380 철주 3호(노지 2) 1790 40 북한강

춘천 우두동 Ⅲ 철-주 1 1821 32 북한강

춘천 우두동 Ⅲ 철-주 3 1780 40 북한강

춘천 우두동 Ⅱ 철기 3호 1670 40 북한강

춘천 우두동 158 호 1843 20 북한강

춘천 우두동 2017 188 1875 20 북한강 o

춘천 우두동 주거지 7호-1 1785 29 북한강

하남 미사리 고려대 88-1 호 주거지 1780 40 서울

하남 미사리 고려대 10호 주거지 1750 40 서울

하남 미사리 A지구 1호 1730 50 서울 o

풍납토성XV 라-19 호 주거지 서벽④ 1890 40 서울 o

풍납토성XV 라-7호 주거지③ 1850 50 서울

풍납토성XV 라-8호 주거지 1-① 1819 50 서울

풍납토성XV 라-3호 주거지④ 1770 50 서울

풍납토성XIV
마-1 호 주거지 부뚜막

내부 ①
1827 40 서울 o

풍납토성XIV
다-5 호 주거지 바닥
목탄층

1820 50 서울 o

풍납토성XIV 다-3 호 주거지 동벽 1820 40 서울

풍납토성XIII 나-8 호 주거지 1960 50 서울

풍납토성XIII 나-7 호 주거지 1750 50 서울

풍납토성XIII 나-3 호 주거지 1700 50 서울

풍납토성XIII 나-12 호 주거지 1700 50 서울

풍납토성XIII 나-18 호 주거지 부뚜막 1690 40 서울

풍납토성XIII 나-6 호 주거지 1640 50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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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성산리 철기시대 32호 1710 40 북한강

홍천 성산리 철기시대 1호 1700 40 북한강

홍천 성산리 철기시대 14호 1700 50 북한강

홍천 성산리 철기시대 21호 1680 50 북한강

홍천 성산리 철기시대 29호 1650 40 북한강

홍천 성산리 철기시대 28호 1640 40 북한강

홍천 성산리 철기시대 7호 1620 40 북한강

홍천 성산리 39 1610 40 북한강

홍천 성산리 철기시대 39호 1610 40 북한강

홍천 성산리 철기시대 31호 1600 40 북한강

홍천 성산리 철기시대 30호 1540 40 북한강

춘천 중도 g3 주 2 1770 30 북한강

춘천 중도 g3 주 1 1650 30 북한강

춘천 중도 g3 주 3 1640 30 북한강

춘천 중도 g2 4 1810 40 북한강 o

춘천 중도 g2 주 2 1765 40 북한강

춘천 중도 g2 주 3 1760 40 북한강

춘천 중도 b5 주 1 1740 40 북한강

춘천 중도 b4 주 6 1790 40 북한강

춘천 중도 b4 주 4 1760 40 북한강 o

춘천 중도 b3 1 1870 40 북한강 o

춘천 중도 b3 주 2 1780 40 북한강

춘천 중도 a5 주 9(5) 1800 30 북한강

춘천 중도 a5 주 6(2) 1800 30 북한강

춘천 중도 a5 주 22(1) 1800 40 북한강

춘천 중도 a5 주 14(5) 1770 40 북한강

춘천 중도 a5 주 30 1760 40 북한강

춘천 중도 a5 주 2(1) 1760 40 북한강

춘천 중도 a5 주 18(4) 1750 40 북한강

춘천 중도 a4 주 7(4) 1800 40 북한강

춘천 중도 a4 주 16(1) 1800 30 북한강

춘천 중도 a4 주 2 1790 40 북한강

춘천 중도 a4 주 31(2) 1750 40 북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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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원천리 53호 1710 20 북한강

화천 원천리 34호 1710 20 북한강

화천 원천리 30호 1705 20 북한강

화천 원천리
96호(TRS12-B46 9 번
탄화목)

1702 8 북한강

화천 원천리 78호 1700 20 북한강

화천 원천리 65호 1700 20 북한강

화천 원천리 76호(TRS12-B43) 1698 11 북한강

화천 원천리 69호 1690 20 북한강

화천 원천리 109 호 1690 20 북한강 o

화천 원천리 72호 1685 20 북한강

화천 원천리 33호 1685 20 북한강 o

화천 원천리 24호 1685 20 북한강

화천 원천리 29호 1680 20 북한강 o

화천 원천리 22호 1650 20 북한강

홍천 하화계리 취락 철기 1호 주거지 1750 29 북한강

홍천 태학리 원 2주 1950 30 북한강 o

홍천 태학리 원 15주 1800 20 북한강

홍천 태학리 원 5주 1730 30 북한강

홍천 성산리 19 1930 50 북한강

홍천 성산리 44 1880 40 북한강

홍천 성산리 41 1840 40 북한강 o

홍천 성산리 45 1840 40 북한강

홍천 성산리 38 1830 40 북한강

홍천 성산리 27 1830 40 북한강

홍천 성산리 철기시대 26호 1800 40 북한강

홍천 성산리 철기시대 5호 1780 40 북한강

홍천 성산리 철기시대 24호 1750 50 북한강

홍천 성산리 철기시대 25호 1740 40 북한강

홍천 성산리 36 1730 50 북한강 o

홍천 성산리 철기시대 2호 1715 29 북한강 o

홍천 성산리 철기시대 43호 1710 40 북한강

홍천 성산리 철기시대 35호 1710 40 북한강

홍천 성산리 철기시대 33호 1710 40 북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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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장현리 남양주 장현 80호주거지 1600 50 경기북

포천 중리 용수재울 1 ? 1900 40 경기북

포천 중리 용수재울 1 ? 1810 30 경기북

포천 중리 용수재울 1 ? 1810 30 경기북

포천 중리 용수재울 1 ? 1780 30 경기북

포천 중리 용수재울 1 ? 1770 30 경기북

포천 중리 용수재울 1 ? 1760 30 경기북

포천 중리 용수재울 1 ? 1740 40 경기북

포천 중리 용수재울 1 ? 1720 30 경기북

포천 중리 용수재울 1 ? 1700 30 경기북

가평 항사리 나-21 호 1800 50 경기북

가평 항사리 나-16 호 1740 50 경기북

가평 항사리 나-9호 1720 50 경기북

가평 항사리 나-10 호 1720 50 경기북

가평 항사리 가-8호 1690 60 경기북

가평 항사리 가-9호 1620 60 경기북

가평 항사리 가-2호 1620 60 경기북

가평 항사리 가-4호 1600 60 경기북

가평 항사리 가-10 호 1600 60 경기북 o

가평 대성리 19 1930 20 경기북

가평 대성리 18 1890 25 경기북

가평 대성리 3 1875 15 경기북

가평 대성리 14 1871 16 경기북

가평 대성리 6 1865 20 경기북 o

가평 대성리 10 1859 17 경기북 o

가평 대성리 11 1855 25 경기북

가평 대성리 5 1855 25 경기북

가평 대성리 22 1845 20 경기북

가평 대성리 16 1840 20 경기북

가평 대성리 25 1825 20 경기북

화천 원천리 39호 1750 20 북한강

화천 원천리 21호 1725 20 북한강 o

화천 원천리 37호 1715 20 북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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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와동리Ⅲ 15지점 1호 주거지 1980 60 경기북 o

파주 와동리Ⅲ 15지점 8호 주거지 1810 60 경기북 o

파주 와동리Ⅲ 14지점 주거지 1710 50 경기북 o

연천 강내리 52호 주거지 1800 40 경기북

연천 강내리 37호 주거지 1756 36 경기북

연천 강내리 38호 주거지 1750 50 경기북

연천 강내리 34호 주거지 1750 29 경기북 o

연천 강내리 27호 주거지 1750 40 경기북 o

연천 강내리 60호 주거지 1746 32 경기북

연천 강내리 44호 주거지 1723 32 경기북

연천 강내리 43호 주거지 1720 40 경기북

연천 강내리 42호 주거지 1710 40 경기북

연천 강내리 32호 주거지 1710 40 경기북

연천 강내리 58호 주거지 1700 40 경기북

연천 강내리 41호 주거지 1700 40 경기북

연천 강내리 45호 주거지 1653 32 경기북

연천 강내리 17호 주거지 1645 29 경기북

연천 강내리 7호 주거지 1610 50 경기북

연천 강내리 26호 주거지 1610 40 경기북

연천 강내리 15호 주거지 1530 40 경기북

양주 마전동 5주 1688 2 경기북 o

남양주 지금동 4호 집터 1725 36 경기북

남양주 지금동 2호 집터 1701 47 경기북

남양주 장현리 남양주 장현 12호주거지 1770 50 경기북

남양주 장현리
남양주 장현지구

35호주거지
1760 50 경기북

남양주 장현리
남양주 장현지구
49호주거지

1750 50 경기북

남양주 장현리 남양주 장현 71호주거지 1740 50 경기북

남양주 장현리 남양주 장현 83호주거지 1730 50 경기북

남양주 장현리 남양주 장현 74호주거지 1720 50 경기북

남양주 장현리 남양주 장현 77호주거지 1700 50 경기북

남양주 장현리
남양주 장현지구
59호주거지

1680 50 경기북

남양주 장현리 남양주 장현 75호주거지 1670 50 경기북

남양주 장현리 남양주 장현 73호주거지 1650 50 경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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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고림동 b10 주 1780 40 경기남

용인 고림동 b9주 1770 40 경기남 o

용인 고림동 b8주 1770 40 경기남

용인 고림동 a2주 1705 40 경기남 o

용인 고림동 b7주 1690 40 경기남 o

용인 고림동 b1주 1680 40 경기남

용인 고림동 b6주 1665 40 경기남 o

오산 탑동·두곡동
14지점 삼국시대 3호
주거지

1800 40 경기남

오산 내삼미동 삼국 25호 주거지 1640 20 경기남 o

오산 내삼미동 삼국 19호 주거지 1605 20 경기남

오산 내삼미동 삼국 14호 주거지 1590 20 경기남

오산 내삼미동 삼국 16호 주거지 1585 20 경기남

포천 중리 마산 12 1740 50 경기북 o

포천 중리 마산 11 1690 40 경기북

포천 중리 마산 10 1750 40 경기북

포천 중리 마산 9 1720 40 경기북

포천 중리 마산 5 1625 50 경기북

포천 중리 마산 4 1740 40 경기북

포천 중리 마산 3 1700 40 경기북

포천 자작리 17호 주거지 1750 30 경기북

포천 자작리 14호 주거지 1750 30 경기북

포천 자작리 9호 주거지 1720 40 경기북

포천 자작리 13호 주거지 1720 30 경기북

포천 자작리 22호 주거지 1710 30 경기북

포천 자작리 15호 주거지 1680 30 경기북

포천 자작리 24호 주거지 1670 30 경기북

포천 자작리 6호 주거지 1660 30 경기북

포천 자작리 5호 주거지 1640 30 경기북

포천 자작리 1호 주거지 1600 30 경기북

파주 주월리 96-7 호 주거지 1695 45 경기북 o

파주 와동리Ⅳ 21지점 13호 주거지 1810 50 경기북

파주 와동리Ⅳ 21지점 12호 주거지 1750 50 경기북

파주 와동리Ⅳ 20지점-3호 주거지-1 1536 33 경기북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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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곤지암리 30호 1740 30 남한강

광주 곤지암리 3호 1730 30 남한강

광주 곤지암리 20호 1730 30 남한강 o

광주 곤지암리 31호 1720 30 남한강 o

광주 곤지암리 34호 1690 30 남한강

광주 곤지암리 29호 1690 30 남한강

화성 청계리
가지구 원삼국~백제 4호
주거지

1730 40 경기남 o

화성 청계리

화성 동탄 2 마지구

A지점 63호 주거지 바닥
수습 목탄

1700 30 경기남

화성 청계리

화성 동탄 2 마지구

A지점 28호 주거지 바닥
수습 목탄

1650 30 경기남

화성 청계리
화성 동탄 2 마지구
A지점 36호 주거지 바닥

수습 목탄

1630 30 경기남 o

화성 청계리
화성 동탄 2 마지구
A지점 26호 주거지 바닥

수습 목탄

1590 30 경기남 o

화성 석우리 먹실 6호 주거지 1759 31 경기남

화성 석우리 먹실 7호 주거지 1723 23 경기남

화성 발안리 마을 19호 주거지 부뚜막 2080 50 경기남

화성 발안리 마을 28호 주거지 1970 50 경기남

화성 발안리 마을 12호 주거지 노지 1950 50 경기남 o

화성 발안리 마을 24호 주거지 1890 50 경기남

화성 발안리 마을 27호 주거지 1850 50 경기남 o

화성 발안리 마을 21호 주거지 부뚜막 1840 60 경기남 o

화성 발안리 마을 5호 주거지 1840 60 경기남

화성 발안리 마을 1호 주거지 부뚜막주변 1810 50 경기남 o

화성 발안리 마을 51호 주거지 1800 50 경기남

화성 발안리 마을 38호 주거지 1780 50 경기남

화성 발안리 마을 30호 주거지 1780 50 경기남

화성 발안리 마을 3호 주거지 노지 1590 50 경기남

화성 발안리 마을 43호 주거지 1560 50 경기남

용인 마북동 취락 삼국시대 48호 주거지 1640 50 경기남

용인 마북동 취락 삼국시대 4호 주거지 ④ 1570 50 경기남

용인 고림동 b4주 1800 40 경기남 o

용인 고림동 b2주 1800 45 경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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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가현동 철 4호 1757 20 남한강

원주 가현동 철 16호 1735 20 남한강

원주 가현동 철 43호 1727 20 남한강

원주 가현동 철 24호 1720 20 남한강

원주 가현동 철 26호 1710 20 남한강

여주 연양리 6호 주거지 1760 50 남한강 o

여주 연양리 3지구 7호 주거지-1 1530 50 남한강 o

여주 연양리 3지구 10호 주거지-2 1450 50 남한강 o

양평 하자포리 245 번지 백주 1775 25 남한강

양평 하자포리 337 번지 백제 3주 1670 30 남한강

양평 하자포리 337 번지 백제 2주 1650 30 남한강

양평 하자포리 244-
1 번지

삼국 6주 1779 25 남한강

양평 하자포리 244-
1 번지

삼국 7주 1678 30 남한강

양평 하자포리 244-18 1 주 1760 23 남한강 o

양평 하자포리 244-18 3 주 1721 25 남한강 o

양평 운심리 2호 주거지 1756 26 남한강 o

양평 양근리 1주 1800 30 남한강

양평 양근리 5주 1760 30 남한강

양평 양근리 3주 1700 30 남한강 o

광주 장지동 취락 원~백 11호 주거지 1840 50 남한강 o

광주 장지동 취락 원~백 22호 주거지 1788 19 남한강

광주 장지동 취락 원~백 16호 주거지 1740 20 남한강 o

광주 장지동 취락 원~백 14호 주거지 1727 15 남한강

광주 장지동 취락 원~백 17호 주거지 1720 20 남한강

광주 장지동 취락 원~백 20호 주거지 1714 19 남한강 o

광주 장지동 취락 원~백 24호 주거지 1690 25 남한강

광주 장지동 취락 원~백 10호 주거지 1685 20 남한강

광주 장지동 취락 원~백 19호 주거지 1630 19 남한강

광주 장지동 4주 1508 23 남한강

광주 역동 3주 1740 30 남한강

광주 곤지암리 28호 1800 30 남한강

광주 곤지암리 23호 1790 30 남한강

광주 곤지암리 22호 1750 30 남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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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성산리 3-1 지점 34호 1754 29 충청

당진 성산리 3-1 지점 9호 1660 29 충청

당진 성산리 3-1 지점 20호 1630 40 충청

당진 성산리 3-1 지점 35호 1620 50 충청

당진 성산리 3-1 지점 7호 1615 29 충청 o

당진 성산리 3-1 지점 10호 1605 29 충청

당진 성산리 3-1 지점 16호 1600 50 충청

당진 성산리 3-1 지점 4호 1560 24 충청

당진 성산리 3-1 지점 원삼국 1호 주거지 1550 29 충청

당진 성산리 3-1 지점 1호 1547 24 충청

당진 성산리 3-1 지점 2호 1544 32 충청

당진 성산리 3-1 지점 38호 1520 29 충청

논산 원남리·정지리 II-3-B 7 호(부뚜막) 1780 40 충청

논산 원남리·정지리 II-3-B 5 호 1780 40 충청

논산 원남리·정지리 II-3-B 4 호 1766 29 충청

논산 원남리·정지리 II-3-B 2 호 1720 40 충청

논산 원남리·정지리 II-3-B 8 호(부뚜막) 1670 40 충청

논산 원남리·정지리 II-3-B 6 호(부뚜막) 1670 40 충청

금산 창평리 II-원삼국 51호 주거지 1790 30 충청

금산 창평리 II-원삼국 43호 주거지 1790 30 충청

금산 창평리 II-원삼국 41호 주거지 1760 40 충청

금산 창평리 II-원삼국 38호 주거지 1750 40 충청

금산 창평리 II-원삼국 32호 주거지 1744 25 충청

금산 창평리 II-원삼국 28호 주거지 1740 30 충청 o

금산 창평리 II-원삼국 34호 주거지 1730 29 충청 o

공주 덕지리 I-1 지점 백제 12호 1800 50 충청

공주 덕지리 II-1 지점 백제 3호 1795 50 충청

공주 덕지리 II-2 지점 백제 4호 1725 50 충청

공주 덕지리 I-1 지점 백제 14호 1710 50 충청 o

원주반곡동 13주 1863 15 남한강 o

원주반곡동 1주 1692 12 남한강

원주 가현동 철 13호 1790 20 남한강

원주 가현동 철 10호 1758 20 남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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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석림동 5지점 1주 1610 30 충청

서산 석림동 5지점 2주 1560 40 충청

대전복용동 새터말 백 40 1874 32 충청 o

대전복용동 새터말 백 8 1796 29 충청

대전복용동 새터말 백 7 1770 32 충청

대전복용동 새터말 백 42 1742 27 충청 o

대전복용동 새터말 백 50 1723 25 충청

대전복용동 새터말 백 26 1720 22 충청

대전복용동 새터말 백 57 1710 24 충청 o

대전복용동 새터말 백 28 1710 24 충청

대전복용동 새터말 백 53 1707 35 충청

대전복용동 새터말 백 43 1696 25 충청

대전복용동 새터말 백 56 1682 23 충청

대전 용계동 48 1900 50 충청 o

대전 용계동
원삼국시대 주거지
116 호

1800 40 충청

대전 용계동 원삼국시대 주거지 67호 1720 40 충청

대전 상대동 Ⅲ BJC-DS7 원삼국 3호 1740 40 충청

대전 복룡동 당산마을 4지역 17호 주거지 1750 50 충청

대전 복룡동 당산마을 4지역 27호 주거지 1720 50 충청

대전 복룡동 당산마을 4지역 23호 주거지 1720 40 충청

대전 복룡동 당산마을 4지역 20호 주거지 1700 50 충청 o

대전 복룡동 당산마을 3지역 5호 1690 50 충청

대전 복룡동 당산마을 4지역 18호 주거지 1660 40 충청

대전 복룡동 당산마을 4지역 14호 주거지 1650 50 충청

대전 복룡동 당산마을 3지역 7호 주거지 1650 50 충청

대전 복룡동 당산마을 4지역 6호 주거지 2 1630 50 충청

대전 복룡동 당산마을 4지역 13호 주거지 1630 50 충청

대전 복룡동 당산마을 4지역 12호 주거지 1590 50 충청

대전 복룡동 당산마을 4지역 6호 주거지 1 1580 50 충청

대전 복룡동 당산마을 4지역 1호 주거지 1570 50 충청 o

대전 복룡동 당산마을 4지역 9호 주거지 1480 50 충청 o

대전죽동 I 지점 27호 1800 40 충청

대전죽동 I 지점 14호 1720 40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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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절동 7-2 지점 117 주 1730 30 충청 o

송절동 7-2 지점 6주 아궁이 1730 30 충청

송절동 7-2 지점 108 주 1700 30 충청

송절동 7-1 지점 8권 5 1830 30 충청 o

송절동 7-1 지점 56 1860 30 충청 o

송절동 7-1 지점 114 1850 30 충청

송절동 7-1 지점 123 1840 30 충청

송절동 7-1 지점 119 1830 30 충청

송절동 7-1 지점 140 1820 30 충청 o

송절동 7-1 지점 116 1810 30 충청

송절동 7-1 지점 143 1800 40 충청 o

송절동 7-1 지점 126 1790 30 충청 o

송절동 7-1 지점 98 1780 40 충청 o

송절동 7-1 지점 35 1780 30 충청 o

송절동 7-1 지점 34 1770 40 충청

송절동 7-1 지점 16 1760 30 충청 o

송절동 7-1 지점 25 1750 30 충청 o

송절동 7-1 지점 118 1740 40 충청

송절동 7-1 지점 41 1740 30 충청 o

송절동 7-1 지점 7 1740 30 충청

송절동 7-1 지점 144 주 1695 40 충청 o

서천 봉선리 3-1 지역 1호 1780 80 충청

서천 봉선리 백제 10주 1700 40 충청 o

서천 봉선리 3-1 지역 6호 1640 120 충청

서천 봉선리 3-1 지역 2호 1630 30 충청

서천 봉선리 3주 1610 30 충청

서천 봉선리 3-1 지역 7호 1550 40 충청

서천 봉선리 백제 4주 1540 30 충청 o

서천 봉선리 3-1 지역 20호 1540 70 충청

서산 석림동 1지점 2주 1720 40 충청 o

서산 석림동 5지점 3주 1710 30 충청

서산 석림동 1지점 3주 1680 40 충청 o

서산 석림동 1지점 1주 1640 40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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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절동 7-3 지점 82 1770 40 충청

송절동 7-3 지점 41 1770 40 충청

송절동 7-3 지점 23 1770 40 충청 o

송절동 7-3 지점 13 1770 40 충청

송절동 7-3 지점 85 1760 40 충청

송절동 7-3 지점 98 1750 40 충청

송절동 7-3 지점 90 1740 40 충청

송절동 7-3 지점 53주 1730 40 충청

송절동 7-3 지점 11주 1730 40 충청

송절동 7-3 지점 169 주 1720 40 충청

송절동 7-3 지점 81주 1720 40 충청

송절동 7-3 지점 36주 1720 30 충청 o

송절동 7-3 지점 56주 1710 40 충청 o

송절동 7-3 지점 50주 1710 40 충청

송절동 7-3 지점 22주 1710 40 충청

송절동 7-3 지점 133 주 1700 40 충청 o

송절동 7-3 지점 94주 1700 40 충청

송절동 7-3 지점 63주 1700 40 충청 o

송절동 7-3 지점 138 주 1690 30 충청

송절동 7-3 지점 83주 1680 35 충청

송절동 7-3 지점 96주 1660 40 충청

송절동 7-3 지점 126 주 1650 30 충청 o

송절동 7-2 지점 9권 4 1870 80 충청

송절동 7-2 지점 66 1880 30 충청 o

송절동 7-2 지점 24 1840 30 충청

송절동 7-2 지점 89 1830 30 충청

송절동 7-2 지점 98 1800 30 충청

송절동 7-2 지점 107 1790 30 충청

송절동 7-2 지점 7 1780 30 충청

송절동 7-2 지점 119 1760 30 충청

송절동 7-2 지점 80 1760 30 충청 o

송절동 7-2 지점 101 1750 30 충청

송절동 7-2 지점 55 1740 30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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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절동 7-4 지점 4 1944 23 충청

송절동 7-4 지점 5 1885 33 충청 o

송절동 7-4 지점 7 1840 25 충청 o

송절동 7-4 지점 3 1819 29 충청 o

송절동 1지구 44 1820 30 충청

송절동 1지구 32 1780 30 충청

송절동 1지구 26 1760 30 충청

송절동 1지구 22 1760 30 충청

송절동 1지구 36주 1720 30 충청 o

송절동 1지구 28주 1680 30 충청 o

송절동 1지구 20주 1680 30 충청

송절동 1지구 16주 1680 30 충청

송절동 1지구 35주 1675 30 충청

송절동 7-3 지점 10권 80 1830 40 충청

송절동 7-3 지점 111 1840 40 충청

송절동 7-3 지점 14 1840 40 충청

송절동 7-3 지점 10 1840 40 충청

송절동 7-3 지점 80 1830 40 충청

송절동 7-3 지점 57 1830 40 충청

송절동 7-3 지점 95 1820 40 충청

송절동 7-3 지점 93 1820 40 충청 o

송절동 7-3 지점 153 1810 30 충청 o

송절동 7-3 지점 125 1810 40 충청

송절동 7-3 지점 119 1800 40 충청

송절동 7-3 지점 43 1800 40 충청

송절동 7-3 지점 156 1790 40 충청 o

송절동 7-3 지점 142 1790 40 충청 o

송절동 7-3 지점 117 1790 30 충청

송절동 7-3 지점 77 1790 30 충청

송절동 7-3 지점 163 1780 40 충청 o

송절동 7-3 지점 110 1780 40 충청 o

송절동 7-3 지점 164 1770 40 충청

송절동 7-3 지점 143 1770 40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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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송두리 7-2 15 주 1770 30 충청 o

진천송두리 4-1 31 주 1760 30 충청

진천송두리 4-1 4 주 1750 30 충청 o

진천송두리 7-2 32 주 1740 30 충청

진천송두리 6-3 7 주 1740 30 충청

진천송두리 4-3 31 주 1740 30 충청

진천송두리 4-3 18 주 1740 30 충청

진천송두리 7-2 59 주 1730 30 충청

진천송두리 5-2 1 주 1730 30 충청

진천송두리 3-2 4 주 1730 30 충청

진천송두리 4-3 30 주 1720 30 충청

진천송두리 3-4 1 주 1710 30 충청

진천송두리 7-2 25 주 1700 30 충청

진천송두리 5-2 5 주 1680 30 충청

진천송두리 7-1 3 주 1660 30 충청

진천송두리 6-2 4 주 1650 30 충청

진천송두리 1-2 1 주 1540 30 충청

연기 석삼리 KC-002(C 지구 II 구역) 1580 40 충청

연기 대평리 KC-071 1730 40 충청

연기 대평리 KC-033 1730 40 충청

연기 대평리 A지점 원삼국 17호 1730 50 충청

연기 대평리 A지점 원삼국 15호 1730 40 충청 o

연기 대평리 A지점 원삼국 39호 1670 50 충청

연기 대평리 A지점 원삼국 16호 1670 40 충청

연기 대평리
3-1,2-C 지점 백제주거지
철자형 1호

1660 50 충청

연기 대평리 A지점 원삼국 25호 1620 50 충청

연기 대평리
3-1,2-C 지점 백제주거지
30호

1570 50 충청

연기 대평리
3-1,2-C 지점 백제주거지
25호

1520 40 충청

연기 대평리
3-1,2-C 지점 백제주거지

11호
1520 50 충청

연기 대평리
3-1,2-C 지점 백제주거지
철자형 4호

1500 50 충청

송절동 7-5 지점 11 1785 32 충청 o

송절동 7-5 지점 3주 1731 31 충청

송절동 7-4 지점 11권 1 1936 31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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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문성리
문성리 큰길골 1지점
8호

1540 30 충청 o

충주 문성리
문성리 큰길골 1지점
21호

1540 30 충청 o

충주 문성리
문성리 큰길골 1지점

2호
1510 30 충청 o

충주 문성리
문성리 큰길골 1지점
1호

1470 30 충청

청주 오송 1지점 원 2주 1790 30 충청

청주 오송 1지점 원 1주 1790 35 충청

청주 문암동 하부주거지 2009 30 충청

청주 문암동 상부 2호 1859 30 충청

청주 문암동 상부 1호 1802 30 충청

천안 용원리 A지구 1-1 호 1780 80 충청

천안 용원리 A지구 2-14 호 1720 80 충청

천안 삼룡동 II-백제시대 주거지 1호 1710 30 충청

천안 삼룡동 II-백제시대 주거지 12호 1710 30 충청

천안 삼룡동 II-백제시대 주거지 9호 1670 30 충청

천안 삼룡동 II-백제시대 주거지 11호 1660 30 충청

진천송두리 7-2 91 주 1900 30 충청

진천송두리 6-3 2 주 1890 30 충청

진천송두리 7-2 66 주 1880 30 충청

진천송두리 7-2 76 주 1850 30 충청

진천송두리 7-2 86 주 1840 30 충청

진천송두리 7-2 29 주 1820 30 충청

진천송두리 6-2 12 주 1820 30 충청

진천송두리 4-3 26 주 1820 30 충청

진천송두리 7-2 38 주 1810 30 충청

진천송두리 7-1 4 주 1800 30 충청

진천송두리 4-1 8 주 1800 30 충청

진천송두리 7-2 89 주 1790 30 충청

진천송두리 4-1 44 주 1790 30 충청

진천송두리 5-1 5 주 1780 30 충청

진천송두리 5-1 4 주 1780 30 충청

진천송두리 4-3 5 주 1780 30 충청

진천송두리 4-1 19 주 1780 30 충청 o

진천송두리 7-2 34 주 1770 30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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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석택리 A-2지구 2지점 44호 1790 40 충청

홍성 석택리 A-2지구 1지점 11호 1750 40 충청

대전 덕암동 원 3 1950 30 충청

대전 덕암동 원 4 1940 40 충청

대전 덕암동 원 6 1910 40 충청

대전 덕암동 원 1 1840 40 충청

충주 탑평리 1지구 2호 1630 60 충청

충주 탑평리 1지구 1호 1620 90 충청

충주 탑평리 2지구 8호 1610 50 충청

충주 탑평리 1지구 1호 1560 40 충청

충주 탑평리 2지구 1호 1550 50 충청

충주 탑평리 2지구 14호 1490 50 충청

충주 문성리
문성리 큰길골 1지점
5호

1710 40 충청

충주 문성리
문성리 큰길골 1지점

19호
1690 30 충청

충주 문성리
문성리 큰길골 1지점
10호

1660 30 충청

충주 문성리
문성리 큰길골 1지점
7호

1640 30 충청

충주 문성리
문성리 큰길골 1지점

6호
1620 30 충청

충주 문성리
문성리 큰길골 1지점

18호
1620 30 충청

충주 문성리
문성리 큰길골 1지점
15호

1620 30 충청 o

충주 문성리
문성리 큰길골 1지점
16호

1570 40 충청

3. 대옹 완형 방사성탄소연대 확률분포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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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arge Storage

Jars of the Proto-Three Kingdoms

and Hanseong Baekje Periods
Jihye Lee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study of the Proto-Three Kingdoms and Hanseong Baekje

Periods, the locality is treated as a major basis for the

establishment and growth of Baekje. However, locality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morphological differences, and observed regional

differences tend to be explained only in the context of relations

between the political center and its hinterlands. This study

examines large storage jars, also known as daeong, to investigate

the locality of various sub-systems as well as the regionality of

forms.

Conventional daeong studies discuss variation, function, and

production distribution of daeong over a wide area without

considering local variation. The reason why such discussions were

possible was not because daeong were the same throughout

Baekje’s territories, but because daeong have only been studied in

the north of Seoul before AD 350 and south of Seoul after AD 350.

Therefore, to examine the locality of daeong, it is necessary to

overcome regional biases observed in previous studies.

This interpretational issue likely emerged because the chronology



99

of daeong is based on the chronology of Baekje pottery. Therefore,

I intend to examine whether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daeong

differed from AD 350 using radiocarbon date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temporal distribution of daeong does not vary by region.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verify the locality of daeong by

examining areas south of Seoul before AD 350 and the areas north

of Seoul after AD 350, which was not studied previously.

To do this, I collected data on all types of daeong and examined

each type of daeong by region. This study identified four distinct

types of daeong, which can be classified as A through D. By

reviewing sites and radiocarbon dates, I found that each type was

used more predominately in different areas and that the timing of

these trends differed temporally.

Since it was confirmed that different types of daeong were used

in different regions, discussions on the locality of function and

distribution of daeong also needed to be reviewed. Therefore, I

compared the excavated context of each type of daeong to verify

that the function of daeong indeed varied from region to region. To

this end, the size of dwellings and associated artifacts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 that previous

interpretations of daeong can only be applied to type A and that

other forms appear in different contexts, which implies that the

function and/or value of daeong varied from region to region.

If the culture that used daeong was different, it is possible that

the production-distribution system would also have varied by

region. Therefore, I attempted to estimate the distribution range of

daeong by region. The distribution of daeong kilns confirms that a

small number of kilns were clustered in one part of the northern

Gyeonggi Province, while many kilns were dispers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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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cheong Province and southern Gyeonggi Province. This

suggests that the northern Gyeonggi Province had a wide

distribution range while the southern Gyeonggi Province and

Chungcheong Province had a relatively narrow range of distribution.

Furthermore, the morphological variability of daeong in each

region was reviewed and pXRF was used to determine the diversity

of production area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at the

northern Gyeonggi Province, which was found to have a wide

distribution range, showed little morphological differences among

sites, and the results of pXRF analysis suggest that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the sites. On the other hand, southern Gyeonggi

Province, which was found to have a narrow distribution range,

shows marked morphological differences among sites and can been

well distinguished using pXRF. The abov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distribution range estimat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kilns, implying that there were clear differences i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methods of daeong by region.

This study represents a new attempt to demonstrate that the

morphology, excavated context, and distribution range of daeong

varied by region. Existing Baekje studies only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overlooking the complexity of the

various sub-systems that existed in the rest of the region. However,

this study showed that locality can be explained in various layers

through daeong, which may also reflect differences in other material

culture recovered in the region.

Keywords : Baekje, Large Jar, locality, Radio-carbon dates, pottery

production and distribution, pXRF

Student Number : 2019-2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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