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유산 ● 제3편 역사

1. 청동기인의 등장
지금으로부터 약 8천년 전부터 3천년 전까지 5천년 동안 지속되었던 신석기시
대는 뒤이어 등장하는 청동기가 등장하면서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된다. 동검과 거
울로 상징되는 청동기들이 등장하고, 주거지 또한 신석기시대보다 훨씬 커진 세
장방형(細長方形)이나 원형(圓形)이 등장하고, 마제석기가 성행하며, 농경이 본
격적으로 유행하게 되고, 새롭게 무덤도 나타나게 된다. 실생활 용기로 각광받던
토기도 종래의 빗살무늬토기에서 아무런 무늬도 새기지 않은 무문토기(無文土
器)로 변화한다.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언제부터 일어났는
지, 다시 말해서 청동시기대의 시작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실정
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 되었든 대체로 지금부터 1천 2년 전 쯤부터 시작되었다
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결국 청동기시대의 시작은 대
체로 1천 2백년 전 쯤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청동기시대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비파형동검과 청동거울은
만주의 송화강(松花江)과 요하( 河)유역으로부터 한반도에 걸쳐 분포한다. 무문
토기도 이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보이고, 지석묘 또한 이 지역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이 시기의 무덤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국경과는 달리 만주에서 한반
도에 이르는 지역이 당시 청동기인들의 활동 무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청동기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시기에 이 지역에 등장하게 되었는
지, 그리고 앞선 시기의 신석기인들과는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
명한 점이 많다. 다만, 신석기문화와 청동기문화는 뚜렷한 차이가 있고, 신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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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반적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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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유적과 청동기시대 유적은 아무리 가깝게 근접해 있다 하더라도 뚜렷이 구
별되는 만큼 종족상으로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실제로 신석기인을 고
(古)아시아족, 그리고 청동기인을 알타이족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를 증명
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한편,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와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가 한 유적에서 섞
여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로써 볼 때 신석기문화에서 청동기문화로의 전환은
비교적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빗살무늬토기의 무늬가
비파형동검이나 초기 청동거울에 계승되는 것도 양자 사이의 평화로운 관계를
말해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청동기시대가 되
면 신석기시대 유적이 자취를 감추는 것을 보면 결국 청동기인이 새로운 사회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청동기인의 생활상
현재의 국경선과 달리 청동기시대의 문화권은 만주에서 한반도에 걸친 범위였
38

던 만큼 이 땅에서 살았던 청동기인들의 생활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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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걸쳐 출토되는 청동기시대 유물·유적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한편, 서기 전 300년 경부터는 청동기와 함께 철기가 출토되고 있어 청동기 후
기, 혹은 초기 철기시대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이 시기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다 같이 청동기시대 속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만주에서 한반도에 걸쳐 출토되는 청동기시대 유물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비
파형동검과 다뉴경(多?鏡)을 들 수 있다. 비파형동검은 동검의 형태가 말 그대로
비파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인데, 검신 하부의 폭이 점점 좁아져 세형동검으로 변
화한다. 다뉴경은 처음에 번개무늬로 시작해서 별무늬, 혹은 방사상무늬로 변하
한다. 이 시기 다뉴경은 세형동검과 함께 출토되는 세문경(細文鏡)과 달리 문양
선이 거친 조문경(粗紋鏡)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비파형동검과 다뉴조문경, 그리고 무문토기를 특징으로 하는 청동기인
들의 주거지는 주로 평야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자리한다. 이러한 입지
는 신석기인들이 강나나 바닷가에 자리하고 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
는 청동기인들이 구릉지대를 무대로 생활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청동기인들이 이렇게 구릉지대를 무대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농경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커진 때문이 아닌가 한다. 신석기시대 후기부터 농경이 출현하기
는 하지만 여전히 주된 식량 공급원은 강가나 바닷가였다. 그러나 이제는 농경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커지면 생활무대 자체가 구릉지대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
다. 실제로 이 시기 주거지에서는 조·수수·보리 등이 출토되고 있거니와 무엇
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벼농사가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여주 흔암
리(欣岩里)와 부여 송국리(松菊里) 등지에서는 탄화미가 발견되고 있어 이 시기에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벼농사의 성행은 청동기인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벼농사는 수확량
이 많고, 저장 기간이 길며, 맛도 좋아 다른 어떤 곡물보다도 중요한 곡물이 되었
다. 아울러, 이러한 농경의 성행과 더불어 곡물을 수확하는데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월형석도가 전국에서 발견되고 있다. 특히 삼각형석도는 한반도의 서
남부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송국리형의 원형주거지·홈자귀 등과 세트를 이루
고 있어 쌀농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벼농사를 비롯한 농경이 성행하면서 청동기인들은 구석기인들이나 신
석기인들과는 달리 물고기잡이나 사냥을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농경
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커져갔다. 물고기잡이나 사냥은 늘상 안정적인 분량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농경은 대체로 수확량과 수확 시기를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상대적으로 식량 확보에 안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청동기
인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농경에 힘을 쏟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이렇게 농경이 성행함에 따라 청동기인들은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
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아니 더 나아가 잉여생산물까지 발생했
던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잉여생산물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갖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오게 되었고, 그러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
상이 심화되어 갔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단과 집단 간에도 나타나, 더 많은 것을 갖는 집단이 나타난 반면에 적게 갖는
집단도 나타났다. 자연히 집단간에 우열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곧 집단간 갈
등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 불에 탄 주거지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집 안에
서 불을 사용하다 실수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집단간의 갈등의 결과 정
복한 집단과 정복당한 집단이 나오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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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집단간의 갈등은 청동무기의 출현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청동기의 사
용으로 청동 원료의 확보나 완제품의 거래를 위한 원거리 교역이 촉진되는 측면
도 있었지만 반대로 선진적인 청동무기를 소유한 집단에 의한 정복전쟁이 활발
히 전개되는 측면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복전쟁이 반복되면서 승리한 집단,
즉 지배집단과 패배한 집단, 즉 피지배집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농경의 성행과 더불어 이렇게 집단간의 갈등이 커져감에 따라 이제 청동기인
들은 마을 단위의 방어시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웃 집단에서 무력으로 공격
해 올 것을 대비해서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어시설이 필요해진
것이다. 마을 전체를 에워싸는 환호(環濠)나 목책(木柵), 토성(土城) 등이 그것이
다. 이제 청동기인들은 이러한 방어시설을 중심으로 더 큰 마을을 형성하면서 삶
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고대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
청동기의 사용과 빈번해진 정복전쟁은 집단간 교역을 촉진시키고, 문화를 전파
를 더 한층 가속화 시켰으며, 그에 따라 문화적으로 유사성을 띠는 사람들이 더
넓은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 일정 지역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과 구별되
는 특성을 점점 더 띠면서 마침내 종족을 형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종족들
이 모여 탄생시킨 고도로 발달된 조직체가 곧 국가다. 한민족(韓民族) 최초의 국
40

가라 할 수 있는 고조선(古朝鮮)은 그렇게 해서 청동기시대에 탄생하였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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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청동기시대는 바야흐로 국가의 탄생을 준비하는 시기였던 셈이다.@

3. 청동기시대의 서천
이상과 같이 청동기시대는 인류 역사상 급변하는 전환기에 해당된다. 청동기
가 등장하고, 농경이 성행하며, 무덤이 만들어지고, 개인과 개인 사이는 물론이
고 집단과 집단 간에도 우열이 생기는 등 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대 소
용돌이 속에 휩싸이게 되었다. 농경을 통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하
게 되었다는 밝은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집단간 갈등이라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어두운 면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구석기시대 이래로 오랜 인류의 숙원이었던 식
량 문제를 해결한 대신 집단간 갈등 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불러온 것이다.
이 시기 서천지역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지금까지 조
사된 유적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서천지역에서는 서천읍 오석리(烏石里),( 南奭,d烏石里遺蹟e
, 공주
대학교 박물관, 1996.) 마서면(馬西面) 당정리(堂丁里),(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d堂丁里e
, 1998.) 마서면 한성리(漢城里),(국리부여박물관,d舒川 漢城里e
, 2000.)
마서면 도삼리(道三里)·기산면(騏山面) 월기리(月岐里),(조은지,^舒川 道三里·
月岐里 靑銅器時代 聚 遺蹟 發掘調査 成果_
,d제 47회 전국역사학대회 고고학부
발표자료집e
, 2004, 129∼137쪽.) 화양면(華陽面) 추동리(楸洞里),(전일용,^舒川
楸洞里遺蹟 發掘調査 槪報_
,d백제시대의 대외관계e
(제 9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
회), 2004, 99∼105쪽.) 시초면(時草面) 봉선리(鳳仙里)(충남역사문화원,^舒川 鳳
仙里遺蹟_
, 2005.) 등지에서 청동기시대의 주거지와 무덤이 발견되었다.
이 밖에 마서면 한성리에 사는 주민에 의해 마제석검 1점과 석촉 24점이 신고
된 바 있으며,(국립부여박물관, 앞의 보고서, 2000, 57쪽.) 비인면(庇仁面) 성북
리(城 里)의 성북리 지석묘를 비롯한 많은 지석묘가 관내 전역에 걸쳐 약 80기
정도의 지석묘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백제문화개발연구원,d忠南
地域의 文化遺蹟e10집(舒川郡 篇), 1996, 33∼69쪽.)
이렇게 청동기시대에 들어서면서 서천군 관내에는 거의 전역에 걸쳐 많은 수
의 유적·유물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금강과 서해바다를 끼
고 있고, 관내에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 자연환경이 청동기인들에게 매력적인

지는 대부분이 원형 주거지인데, 이러한 원형 주거지는 청동기시대의 일반적인
주거지와는 달리 대체로 충남, 전남·북 등지에만 발견되고 있어 이른바‘송국리
형 주거지’
로 불리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송국리형 주거지가 벼농사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송국리형 주거지가 처음으로 확인된 부여의 송국리유적에서

<사진 1> 봉선리의 청동기시대 주거지

<사진 2> 봉선리 출토 청동기시대 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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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미(炭火米)가 출토된 사실은 이
주거지를 남긴 사람들이 벼농사에
관심이 많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서천군 관내에서 발
견되는 많은 수의 송국리형 주거지는
청동기시대에 서천지역에 살던 청동
기인들이 벼농사에 종사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러한 벼농사는 청동기인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는데 상당히 기여했

<사진 3> 서천 성북리 지석묘

을 것이며, 그에 따라 인구도 비약적
으로 증가했을 것이다. 한성리에서 발견된 주거지의 평균 면적이 37㎡로, 지금까
지 발견된 송국리형 주거지의 유적별 평균면적에 비해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한다는
사실은(국립부여박물관, 앞의 보고서, 2000, 61쪽.) 청동기시대에 서천지역이 얼
마나 각광받던 지역이었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자료로 이해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벼농사의 성행과 문명활동에 적합한 자연환경
42

은 주변의 다른 많은 청동기인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면서,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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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단간 갈등도 불거졌던 것이 아닌가 한다. 최근에 조사된 최근에 조사된 마서
면의 도삼리유적과 기산면의 월기리 유적에서 방어시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도삼리유적은 해발 41∼42m 정도에 이르는 비교적 나지막한 구릉의 정상부
에 자리하고 있는 청동기시대 주거
지유적이다.( 弘鍾 외,d道三里遺
蹟e
, 고려대 고고환경연구소, 2005.)
유적이 위치한 곳의 해발 고도는 그
다지 높지 않지만 주변지역이 평야
지로 되어 있어 유적지는 평야 한가
운데 솟아 있는 구릉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방어시설이 들어서기에 적합
한 지역에 해당된다.
평야지 한가운데에 우뚝 솟은 구
릉이지만 유적의 정상부는 평탄지형

<사진 4> 도삼리유적 전경

<사진 5> 도삼리 유적 주거지(왼쪽)와 출토유물(오른쪽)

을 이루고 있으며, 반대로 북동쪽 경사면은
45。
정도의 급경사면을 이루고 있어 지형 자체
가 방어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곳에 주거지를 만든 것부
터가 방어를 염두에 둔 입지선정, 다시 말해서
‘고지성취락(高地性聚 )’
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러한 빼어난 입지 선정만으로는
부족했던지 이 유적의 정상부로부터 경사면

遺構)가 배치되어 있다. 특히 그 중 일부에서
는 구(溝) 내부에서 주공열이 확인되기도 하
였고, 다시 유구의 바깥쪽에서도 구상유구와
<그림 5> 도삼리유적 유구 배치도

동일한 방향의 주공열이 발견되었다. 결국 주
공열과 구상유구는 동일한 목적하에, 동일 시
기에 조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공열은 목책
으로 추정된다. 구상유구 또한 환호(環濠)와
같은 성격의 방어시설이라고 해도 크게 잘못
된 설명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월기리유적에서도 발견되
었다.( 弘鍾 외,d 寺里·月岐里遺蹟e
,고
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2005.) 다시 말해

<그림 6> 월기리 유적 유구 배치도

서 월기리유적의 남서 사면과 북동 사면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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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부에서 유적 전체를 에워싸는 형태의 환호가 확인된 것이다. 이 환호는 등고선
과 평행한 형태로 축조된 것인데, 단면 형태는 역제형(逆梯形)을 이루고 있다. 마
을 전체를 에워싸는 형태로 환호가 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서쪽 환호에서 출입구 시설 2개소가 확인되고, 북동쪽 환호에서도 1개
소의 출입시설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이 환호가 단순한 구상유구가 아니라 실
제로 방어시설로 기능하던 것임을 분명해 해 주는 것이다. 출입시설을 특별히 따
로 만들지 않고, 환호를 굴착하던 작업을 중단하여 안팎을 다리처럼 연결하는
‘육교’
형태로 만들었다는 사실도 이 환호가 그 안에 있던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관련이 있는 것임을 시사(示唆)해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청동기시대에 들어서서, 한편으로는 농경 이라는 새로운 식량 획득 방
법을 발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간 갈등을 겪으면서 서천지역의 청동기인
들은 마한(馬韓)으로 발전해 갔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사된 옥북리(玉 里)의
토기가마터는 서천지역에서의 청동기문화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全鎰溶,d서천 옥북리유적e
, 충청문화재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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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서천 옥북리 토기가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