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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이 책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출토된 발굴유물 중 30점을 엄선하여 소개하였다. 

• 유물의 캡션은 유물 명칭, 출토지, 시대, 제원, 유물 소장기관, 자료 협조기관 순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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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빗살무늬토기 櫛文土器

북구 서변동 취락유적

신석기시대

높이 29.0cm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1998년, 북구 서변동 취락유적을 발굴하던 중 빗살무늬토기櫛文土器가 출토되었다.  

이것은 당시 대구지역에서 빗살무늬토기의 첫 발견이었다. 때문에 대구 역사의 기원

이 당초 청동기시대로 알려진 것에서 이제 신석기시대로 올라가게 됨으로써, 이 서

변동 취락유적은 세간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반적으로 빗살무늬토기는 점

토띠를 똬리모양으로 쌓아 올려 몸체를 만든 후, 표면에 무늬새기개施文具로 누르기· 

긁기·긋기 등의 방법으로 무늬를 새긴다. 서변동의 빗살무늬토기는 바닥이 뾰족한  

‘포탄형’의 몸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토기의 겉면에는 사선방향의 짧은 선들을 긁어

내듯 여러 개 그어 무늬를 베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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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별모양도끼 星型石斧

북구 서변동 취락유적

청동기시대

지름 14.6cm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별모양도끼星型石斧로 톱니날도끼多頭石斧라고도 불린다. 바깥쪽으로 뾰족뾰족하게 표

현된 돌기의 모양새로 인해 지어진 이름이다. 서변동 취락유적의 움집자리竪穴住居址 

에서 출토되었다. 별모양도끼는 청동기시대의 석기 중 아주 독특한 형태로 한반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출토된 예가 많으나 남한에서는 드물다. 별모양도끼와 함께 

달모양도끼環狀石斧가 출토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도끼에 날을 만들고 중앙에는 홈

을 만들어 나무자루를 끼우는데, 서변동 별모양도끼는 그 홈이 관통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때문에 도구나 무기 등 실생활에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지배자들

의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거나 또는 의례도구라는 의견도 있다. 

| 달모양도끼 (국립부여박물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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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도끼자루와 고무래

북구 서변동 취락유적 하도河道

청동기시대

도끼자루 길이 53.6cm
국립대구박물관

나무로 만든 도끼자루이다. 목제 농공구는 선사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생활도구였지

만, 우리나라의 산성토양 속에서는 썩어버리기 때문에 발굴된 사례가 많지 않다. 서

변동 유적의 하도 5호에서 도끼자루와 고무래가 출토되어 당시 북구의 청동기시대 

농경사회를 엿볼 수 있다. 손잡이부분은 적당히 나무를 깎아내고 매끄럽게 처리하여 

그립감이 아주 좋다. 중앙의 두 개의 돌기와 손잡이 끝부분은 두 손으로 손잡이를 잡

고 작업을 할 경우 손이 밀리지 않는 효과가 있다. 홈에는 돌로 만든 도끼날을 결합하

여 사용한다. 함께 출토된 고무래는 홈에 자루를 끼워서 사용하는 나무 날이다. 타원

형의 형태로 중앙에 홈을 파고 양측면은 날처럼 얇게 다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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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돌화살촉 磨製石鏃

북구 서변동 취락유적

청동기시대

가장 긴 화살촉 길이 5.3cm
국립대구박물관

청동기시대의 돌로 만든 화살촉이다. 한반도의 ‘청동기시대’는 간석기磨製石器가 비약

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이다. 특히 간돌화살촉磨製石鏃과 간돌검磨製石劍은 실용성과 예

술성을 두루 갖춘 한국 청동기시대 석기문화의 정수를 보여준다. 서변동유적에서 출

토된 이 화살촉들은 대구 북구에서도 청동기시대 석기문화가 발전했음을 알려준다. 

총 6점의 화살촉들은 아주 얇고 날카롭게 잘 갈았는데, 표면에는 여러 방향의 마연한 

흔적이 보인다. 화살대와 결합하는 부분도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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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짚신

북구 동천동유적 

삼국시대

길이 31.2cm
국립대구박물관

동천동유적에서 출토된 짚신이다. 삼국시대의 유물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짚신의 

모양새와 짚흔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의복과 같은 유기질은 잘 썩어서 발굴된 사례

가 극히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천동유적의 짚신은 뻘층에서 출토되었기 때문

에 당시 모습 그대로 출토되었다. 예로부터 벼는 쌀, 속겨, 왕겨, 줄기 등 모든 부분을 

다 활용할 수 있었다. 볏짚은 소나 말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용

기들과 새끼, 방석, 짚신, 그리고 초가집 지붕 등을 만들 수 있어서 쓸모가 아주 많았

다. 이처럼 짚신은 당시 동천동 일대의 농경사회를 엿볼 수 있는 유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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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뚜막 복원도 (복천박물관 제공)

06 

부뚜막토기

북구 동천동유적

삼국시대

높이 10.6cm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동천동유적에서 출토된 부뚜막토기이다. 부뚜막은 아궁이

에 불을 지펴 벽구를 따라 이어가는 연돌까지 우리나라 전

통 온돌시설의 일부이다. 이 부뚜막토기는 보통 죽은 사람

의 내세來世를 위해 무덤에 함께 묻기도 하는데, 동천동에

서 출토된 것은 취락에서 출토되어 실제로 사용한 것이다. 

흙으로 빚은 이동형 취사시설로 지금의 휴대용가스레인지

와 비슷하다. 하단 측면에는 불을 지피도록 아궁이를 마련

하고, 상단에는 취사용기를 걸도록 뚫려 있다. 부뚜막토기

가 출토된 근처에서 시루 3점이 함께 출토되어 실제로 사

용되었던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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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얼굴모양 토우 人物土偶

북구 동천동유적

삼국시대

높이 9.0cm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어른 손가락 크기만한 삼국시대 토우이다. 자세히 보면 볼

록하게 돋을새김한 부분을 중심으로 사람의 얼굴모양을 새

겼다. 마침 올해 11월, ‘신라의 미소’로 불리는 경주 얼굴무

늬 수막새人面文 圓瓦當가 보물 제 2010호로 지정되었다. 그

만큼 고대 사람의 얼굴을 형상화한 유물이 드물어 더욱 주

목된다. 이 얼굴모양 토우는 날카로운 도구로 눈과 콧구멍, 

‘一’자형 입을 표현하였는데 그 모습이 아주 익살스럽다. 

당시 삼국시대 북구에 살았던 사람들의 표정을 해학적으

로 표현한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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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동천동 출토 말모양 토우 (국립대구박물관 제공)

흙으로 만든 말모양 인형이다.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선 간단하게 

형상만 갖춘 것부터 표정과 장식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다양한 토

우가 확인된다. 흙으로 만든 다양한 인형이 현대인에게 많은 관심

과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당시의 사회의 사람과 동물 사이의 관계, 

다양한 도구의 사용 등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

일 것이다. 

동천동 유적과 사수동 유적에서 출토된 말모양 토우에서도 재갈

을 뾰족한 도구로 새겨 표현하거나 각종의 말갖춤을 점토를 덧붙

여 표현하였다. 이 중 동천동 유적에서 출토된 것은 점토판에 말

을 부조로 표현하여 출토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특이한 것이다. 

08

말모양 토우 馬形土偶

북구 사수동 563번지유적

삼국시대

뒤 높이 9.9cm
국립대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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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절구공이, 고무래, 도끼자루

북구 매천동유적 하도河道                    

청동기시대

절구공이 길이 170cm
국립대구박물관

영남문화재연구원

과거 매천동에 흘렀던 강바닥河道에서 출토된 목제품이다. 강의 바닥이었던 덕에 나

무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태가 잘 보존된 채로 발견되었다. 절굿공이는 당시의 

곡물가공, 조리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절구의 등장으로 갈판과 함

께 곡물을 탈곡·분쇄·제분하는 것이 쉬워졌으며, 시루 등의 다양한 조리기구의 발

달과 함께 이를 통해 조리의 종류와 방법이 다양해졌다. 손잡이 부분은 가운데가 오

목하고 양 끝으로 갈수록 두꺼워 사용할 때 손이 미끌리지 않도록 가공한 것으로 생

각된다. 

함께 출토된 고무래는 논이나 밭의 흙을 고르거나, 씨를 뿌린 뒤 흙을 덮을 때, 곡식

을 모으거나 펴는데 쓰는 연장이다. 반월형으로 목재를 다듬고 상단부에 자루를 끼

울 수 있도록 가운데에 홈을 만들었다. 하단부와 양끝으로 갈수록 얇아지게 만들어 

사용하기 용이하게 하였다. 

도끼자루는 자루의 중간 부분에 2줄로 볼록하게 다듬은 것이 특징적이다. 매천동의 

이 목제품들은 서변동 취락유적에서 출토된 목제품들과 함께 당시 북구 사람들의 목

제를 가공하는 수준과 농경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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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머리 모양 뿔잔 (복천박물관 제공)

10

뿔잔 角杯

북구 칠곡 생활유적 (동천동)             

길이 12.9cm  입구너비 5.9cm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흙으로 만든 뿔 모양 잔角杯이다. 원래 짐승의 뿔로 만드는 뿔잔은 스키타이를 비롯한 

유목민족이 쓰던 술잔이다. 뿔잔은 주로 금, 은, 청동, 흙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졌

다. 유목민이 쓰던 것이 그리스·로마로 전승되었으며 이것이 다시 실크로드를 통해 

한반도로 들어왔다고 추정된다. 특히 신라와 가야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여러가

지 문양으로 변용시켜 사용하였다. 

동천동에서는 뿔잔 하나만 출토되었는데, 주로 뿔잔과 함께 받침이 세트이거나 뿔잔 

밑에 받침대가 장식으로 달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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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뿔손잡이 항아리 (左)·굽다리 접시 (右) (국립대구박물관 제공)

11

주머니호 壺

북구 팔달동유적                   

원삼국시대

높이 13.0cm
국립대구박물관

주머니호壺는 쇠뿔손잡이항아리組合式牛角形把手附壺와 함께 초기철기시대에서 원삼국

시대 초기의 대표적인 그릇 중 하나이다. 

대구를 비롯한 영남지역에서는 초기철기시대가 되면 널무덤木棺墓이 확인되는 유적에

서 이전의 청동기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토기들이 확인된다. 청동기시대의 무

늬가 없으며 투박하고 단순했던 그 모양이 초기철기시대가 되면 형태도 날렵해지고 

장식성이 가미되는 등 변화가 나타난다. 이를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 

중의 하나가 바로 팔달동유적이다. 주머니호는 작은 항아리의 전체적인 형태가 주머

니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가리의 형태가 나팔처럼 벌어지

고 몸체가 날렵하게 각이 진다. 시기에 따라 형태변화가 확연히 드러나 이 시기를 연

구하는 학자들이 시기구분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삼는 기종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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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다리목항아리 (국립대구박물관 제공)

12

쇠뿔손잡이항아리 組合式牛角形把手附壺

대구 팔달동유적                    

원삼국시대

높이 27.2cm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와질토기瓦質土器의 특징이 확연한 쇠뿔손잡이항아리組合式牛角形把手附壺이다. 이 토기

는 청동기시대 민무늬토기가 제작되는 마지막 시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는데, 목

이 긴 흑색마연토기에 쇠뿔모양의 손잡이가 결합하면서 나타났다. 

원삼국시대에 들어서면서 토기의 제작기법과 굽는 방법 등의 변화로 토기의 질이 와

질瓦質로 바뀌고 손잡이와 몸체의 형태도 더 세련되고 날렵하게 변화한다. 한국고고

학에서는 와질토기, 즉 회도灰陶라 부르는 일련의 토기들의 등장이 한반도에서의 진

정한 토기 혁명으로 보고 있다. 질감이 흡수성이 있는 기와와 비슷하다 하여 이름이 

붙여진 와질토기는 신석기시대 이래 노천에서 구운 붉은 토기가 아니라 가마에서 구

워낸 회색 토기를 말한다. 가마에서 구워내기 때문에 이 토기를 생산하기 위한  전

문 제작자와 그 제작자를 후원하거나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특정 정치체가 있었을 것

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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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아리短頸壺는 와질토기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토기 중 하나이다. 와질토기란 

밀폐된 가마에서 구워져 청동기시대의 토기보다 더욱 견고해진 토기를 일컫는다. 녹

로를 사용하여 토기 형태를 다듬으며, 가마에서 구울 때 점토 내 공기가 고온에 부풀

어 토기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타날도구打捺道具를 사용한다. 이러한 특징들

이 청동기시대의 가내수공업을 통한 토기 생산 방식에서 이제 공인에 의해 보다 전문

적이고 전업적으로 토기가 생산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토기 생산에 큰 변혁이 일어

났다. 가마에서 구워 색이 회색빛이 돌고, 바닥과 몸체를 정교하게 두드려 둥굴게 만

들었으며, 몸체를 성형하기 위해 배풀었던 타날구의 노끈문양이 표면에 찍혀 마치 문

양을 새긴 것처럼 표현하는 등 예술성 또한 뛰어나다. 

13

항아리 短頸壺

북구 팔달동유적                    

원삼국시대

높이 25.2cm
국립대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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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구슬

북구 팔달동유적                    

원삼국시대

가장 큰 수정구슬 직경 2.1cm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다양한 재질의 구슬로 엮어진 목걸이다. 대구 북구를 비롯한 원삼국시대 진·변한의 

사람들이 금, 은보다 형형색색의 다양한 구슬을 좋아했다는 이야기는 삼국지 위서동

이전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영남지역에선 각양각색의 구슬을 이용한 장신구가 

다양한 유적에서 쏟아져 나와 그와 같은 기록들이 사실임을 증명한다. 팔달동유적에

서 출토된 구슬목걸이는 투명한 수정과 붉은색의 마노, 푸른색의 유리구슬을 함께 엮

어 색의 조화와 장식성을 높였다. 수정으로 만든 장신구는 중국, 일본, 한반도 등 각

지에서 출토되는데, 투명도가 높아 그 질과 장식성이 뛰어나 장신구로 많이 선호되었

다. 그중에서도 구슬로써 가장 발달 곳이 바로 영남지역이다. 최근 김해 양동리유적

에서 출토된 수정 목걸이(270호분)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을 위한 조사대상이 

되는 등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있다.

|  김해 양동리 출토 수정목걸이  

(국립김해박물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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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형동검細形銅劍은 검몸의 형태가 가늘고 길어 이름 붙여진 청동검이다. 우리나라 후

기 청동기문화를 대표하는 검이며, 한반도 내에서 주로 출토되기 때문에 한국식동검 

韓國式銅劍이라고도 불린다. 중국식 청동검과 다르게, 검몸과 손잡이를 따로 만들어 조

립하는 방식은 앞 시기 비파형동검을 계승한다. 이 청동검은 무기가 아닌 권력자의 

권위의 상징이나 의례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다. 그러나 만들어진 

후에도 계속해서 칼날을 갈아 사용하였던 흔적이 확인되므로 실전 무기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형동검의 끝부분이 인골에 박혀있는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만하다. 이

러한 사실들로 볼 때, 이 청동검은 한반도와 일본큐슈에 이르는 후기 고조선문화권에

서 주력으로 사용하던 실전전투용 무기였음이 분명하다.

15

세형동검 細形銅劍

북구 팔달동유적

원삼국시대

왼쪽 길이 27.8㎝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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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동유적에서 출토된 이 철검은 세형동검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철기이다. 이것 

으로 이제 청동의 시대에서 새로운 문명의 요소인 강철의 시대로 이행함을 알려주는 

지표이다. 철검은 위만조선衛滿朝鮮의 중심지로 일컬어지는 서북한 지역에서도 이른 

시기의 무덤에서 발견되므로 그 계보가 위만조선에 있는 대표적인 철기유물이다. 한

반도 남부지역 중에서는 대구, 특히 팔달동유적에서 가장 먼저 출현한다. 이는 초기

철기시대를 이끌었던 호서지역의 주조철기문화가 쇠퇴하고, 위만조선과의 관계 속

에서 철검과 그 검집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철기문화인 강철문화의 탄생을 알리는 것

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구 북구 사람들이 있었다.

16

철검

북구 팔달동유적

원삼국시대

왼쪽 길이 26.4cm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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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제 무기

북구 팔달동유적

원삼국시대

왼쪽 길이 14.7cm
국립대구박물관

영남문화재연구원

청동검靑銅劍, 청동꺾창靑銅戈, 청동투겁창靑銅矛, 이 세 종류의 무기는 우리나라 후기 청

동기문화를 대표하는 무기이다. 이것은 철기가 등장하면서 급격히 쇠퇴하거나 실용

성이 떨어져 의례용품으로 변모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영남지역은 철제 무기가 

사용됨과 동시에 청동제 무기는 더욱 정교한 개량과 발전을 보인다. 이 3세트의 청동

제 무기는 중국과는 다른 독특하고 독자적인 것이며, 고조선의 고지인 만주와 한반도

에서만 확인된다. 즉 중국에 인접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는 다른 청동제 무기

를 지닌 사람들이 바로 삼한인三韓人이었다. 그리고 이 청동제 무기를 사용했던 북구 

팔달동에 살았던 옛 사람들을 주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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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 무기

북구 팔달동 및 학정동유적

원삼국시대

왼쪽 길이 15.0cm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팔달동과 학정동을 비롯한 대구 북구는 당대 가장 많은 철제 무기가 출토된 지역이

다. 단연코 북구는 전기 원삼국시대 철제 무기 제작·유통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간 이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것

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 철제 무기는 이전시기부터 계속 사용되어 오던 청동제의 

검·꺾창·투겁창이 새롭고 선진적인 강철제작기술을 받아들여 철기로 전용轉用된 것

이다. 이른바 청동의 시대에서 서서히 강철의 시대로 나아가는 시작점에 북구의 삼

한인三韓人이 주역으로 있었다. 이후 철기생산의 개량을 거듭하면서 독자적이고 창의

적인 철기문화의 발전을 이룩한다. 그리하여 영남지역의 철기가 지역사회를 넘어 마

한·왜·낙랑·대방에 이르기까지 외부세계로 수출되는 상황에 이른다. 이러한 역량

의 초석에 대구 북구의 삼한인이 만든 다양한 철제 무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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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꺾창 鐵戈

북구 학정동485유적

원삼국시대길이 22.9cm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철꺾창鐵戈은 그 형태가 한국식 청동꺾창韓國式銅戈과 닮아있다. 그러므로 그 유래가 고

조선의 주력무기인 한국식 청동꺾창에 있으며, 재질만 철로 바뀐 것이다. 이로써 동

북아시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청동제 주력무기가 철제로 서서히 바뀌는 시점

에 와있음을 대변한다. 이것은 고조선 문화권에 속해있는 중국 만주, 영남지역, 일본 

큐슈에 이르는 지역에서만 발견되고 있으나, 중국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은 

이 철꺾창을 동북아시아에 확산시킨 주도세력이 고조선이었음을 알려준다. 이는 기

존에 알려진 것처럼 선진적인 철기문화가 중국에서 그 주변지역으로 파급된다고 하

는 학설에서 탈피하게 한다.

| 대구지역의 청동꺾창(左)과 철꺾창(右) (국립대구박물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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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손잡이 끝장식 劍把頭飾

북구 학정동485유적

원삼국시대

길이 6.9cm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검 손잡이 끝장식劍把頭飾이란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의 손잡이 끝에 조립되는 부속

구이다. 비파형동검에 쓰일 때는 가중기加重器로 기능하였으나 점차 세형동검으로 바

뀌면서 장식裝飾의 기능이 강조되었다. 학정동에서 출토된 이 검 손잡이 끝장식의 특

이한 점은 일반적인 한반도산과는 다르게 청동주물을 붓는 방식이 일본열도산日本列

島産, 특히 큐슈에서 출토된 것과 같다. 뿐 만 아니라 가운데 기둥立柱部 상부의 삿갓이 

두껍고, 이 기둥立柱의 길이도 비교적 길어서 형태학적 관점에서도 일본열도산과 유사

하다. 즉 학정동 무덤의 주인공은 일본열도산의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다가 무덤에 

부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무덤 주인공이 그의 국제성을 드러내 권세權勢를 

확보하려는 인물이었음을 말해준다.

|  창원 다호리유적 세형동검 칼집 복원도  

(복천박물관 제공)

44 45



44 45



| 북구 팔달동유적 출토 쇠도끼 (국립대구박물관 제공)

21

틀에 부어 만든 쇠도끼 鑄造鐵斧

북구 학정동485유적

원삼국시대

길이 16.3cm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틀에 부어 만든 쇠도끼鑄造鐵斧는 2매의 거푸집에 모두 대칭되게 모양을 새긴 후 이를 

합하여 주물을 붓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출현

하는 모양의 철기 중 하나이다. 생김새와 제작방법이 중국의 전국시대 연나라燕國의 

것과 닮아있기 때문에 중국의 계통으로 보는 유물이다. 그러나 후기고조선의 영역에

서 이 도끼들이 다수 출토되고 있으며, 더불어 학정동 및 팔달동 등 영남지역 다수의 

철기들에서 후기고조선과 관련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쇠도끼 역시 중

국의 영향이 아닌 후기고조선이 주도한 문화영역 속에서 나타난 철기 중 하나로 인

정해야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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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다리접시 高杯

북구 구암동고분군

삼국시대

왼쪽 가운데 높이 22.6㎝

국립대구박물관

영남문화재연구원

높은 굽이 달린 접시로 주로 신라나 가야지역 고분에서 

많이 출토되는 대표적인 그릇이다. 굽다리접시는 4세기

를 지나면서 신라양식을 완성하게 되는데, 굽다리의 투

창이 상하 교호되게 뚫리고 직선적인 형태로 정형화된다. 

하지만 신라 전역에 완전히 통일된 형태를 띠지 않고 지

역마다 약간씩 독특한 형태를 띤다. 칠곡 구암동고분군  

1호에서 출토된 굽다리접시는 이 지역에서 생산된 것과 다

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함께 섞여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사진 중 그 크기가 크고 굽다리를 삼단으로 구분하여 그 중

위와 접시 외면에 사격자문이나 파상문 등을 시문한 어두

운 색 계열이 이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며, 상대적으로 그 크

기가 작고 표면이 밝고 깨끗하게 제작된 것은 경주나 경산

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토기들은 대부분 5세기 중

반 또는 후반에 제작되어 부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 북구 구암동 1호분 발굴 모습 (영남문화재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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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다리목항아리 臺附長頸壺

북구 구암동고분군

삼국시대

왼쪽 높이 27.8㎝

국립대구박물관

영남문화재연구원

낮은 굽이 달린 목항아리로 주로 신라나 가야지역 고분에

서 많이 출토되는 대표적인 그릇이다. 구암동고분군 1호에

서 출토된 이 항아리의 굽은 1단 또는 2단으로 만들고 그 

사이에 네모난 구멍을 뚫었다. 항아리는 둥글게 성형한 후 

외면에 파상문나 기하학적 무늬를, 목부분도 여러 단으로 

구획한 후 각 단마다 화려한 무늬를 시문하여 장식성을 강

조하였다. 항아리 안에서는 꿩 뼈나 백합 등의 조개류 등이 

출토되는 것으로 볼 때, 제사에 사용하는 각종 진귀한 음식

을 담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술과 같은 특별한 음료를 담았

을 수도 있다. 대부분 무덤 내 주피장자의 머리맡에 두 점

씩 쌍으로 부장하는 사례가 많다. 구암동에서 출토된 이 항

아리들도 대부분 신라의 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이 지역에

서 생산한 토기로 추정된다. 

| 북구 구암동 1호분 유구 배치도 (영남문화재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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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아리 短頸壺

북구 구암동고분군

삼국시대

오른쪽 맨앞 높이 21.2㎝

국립대구박물관

영남문화재연구원

무덤에 부장되는 토기 중 대다수는 음식을 담아 저장하고 제사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

다. 특히 이 사진에 보이는 구암동고분군 1호 출토 항아리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다

양한 크기의 항아리에 담아 의례에 바쳐지는 봉헌물로 볼 수 있다. 지금 현재, 1,500

년 전에 이 항아리에 어떤 음식을 저장하였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항아리의 크기

와 종류, 제작 방법 등을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항아리를 

제작하는 방법에 있어 성형하는 방식나 타날을 이용하여 정면하는 다양한 방식 등은 

고고학자들의 주요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구암동고분군에서 출토되는 항아리는 구

연 부분을 크게 벌려 별도의 뚜껑을 얹지 않도록 제작된 것이 있는가 하면 그 부분을 

곧바로 세워 뚜껑을 덮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항아리 어깨부분에 고리를 부착하였는

데, 이는 뚜껑이 쉽게 열리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끈을 맬 수 있도록 한 장치로 보인다. 

| 구암동고분군 1호 출토 항아리 실측도면 (영남문화재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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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받침 器臺과 목항아리長頸壺

북구 구암동고분군

삼국시대

오른쪽 그릇받침 높이 41.2cm
국립대구박물관

영남문화재연구원

2015년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는 칠곡 함지산의 서쪽 구릉과 사면에 축조된 구암동 1

호분을 발굴조사하였다. 이 구암동 1호분에서는 200여 점의 토기와 100여 점의 금속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출토 토기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릇받침과 목항아리이다. 

이 둘은 한쌍으로 출토되는 사례가 많은데, 술과 같은 제사에 사용되는 특별한 음료를 

담았던 밑이 둥근 항아리가 위에 놓이고 이 항아리가 넘어지지 않게 받치는 역할을 하

는 그릇받침을 아래에 놓아 무덤 주피장자의 머리맡이나 발치에 부장하는 제사용기

로 볼 수 있다. 구암동고분군에서 출토된 그릇받침과 목항아리는 그릇 외면에 다양한 

기하학적 문양을 시문하여 아주 화려하게 연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 구암동고분군 1호 출토 그릇받침 실측도면 (영남문화재연구원 제공)

54 55



54 55



26

부리토기 注口附土器

북구 구암동고분군

삼국시대

높이 14.1cm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구암동고분군에서 처음 발굴된 고분은 1975년 영남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조사된 구

암동 56호분이다. 발굴 당시 무덤의 구조가 기존 신라·가야 지역에서 조사된 것과는 

아주 다른 ‘석곽적석분’이라는 구조 때문에 학계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이 56호

분에서도 발굴 전 이미 도굴로 인해 많은 양의 유물이 출토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진

에서 보듯이 부리토기라는 아주 재미있는 토기가 출토된 바 있다. 이 토기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잔에 아래쪽에는 3단으로 구획한 굽다리를 붙이고 잔의 옆에 긴 막대형

의 부리를 붙였다. 아마 이 토기는 술과 같은 특별한 음료를 담아 부리를 통해 따라 마

시던 제사용 토기로 볼 수 있다. 마치 현대의 커피 핸드드립 주전자의 긴 부리와 비교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토기이다. 

| 구암동고분군 56호분 발굴 모습 (1975년, 영남대학교박물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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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최고 권력자들은 금, 금동, 은, 유리와 같은 아주 귀한 재료로 만든 관, 목걸이, 

귀걸이, 허리띠, 칼 등 화려한 위세품을 소유하였다. 이러한 위세품은 경주 신라 왕실

에서 지방의 최고 지배들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소유한 지배자들은 

신라 왕실의 든든한 후원을 받고 있음을 드러냄으로서 지역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

위를 확보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칠곡 구암동고분군에서도 금동제 귀걸이나 은제 

관모장식, 은제 허리띠, 은제 칼집장식 등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 최고 지배

자들도 이러한 다양한 위세품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사망 후 주검과 함께 무덤에 부장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7

장식품 각종

북구 구암동고분군

삼국시대

가운데 은제관모장식 길이 18.8㎝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 구암동고분군 1호 출토 장식품 각종 실측도면 (영남문화재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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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제 박자 실측도면 (대동문화재연구원 제공)

28

목제 박자 拍子

북구 구암동 486-1유적 

삼국시대

길이 25.6㎝

국립대구박물관

대동문화재연구원

2006년 북구 구암동 486-1번지 유적(현 함지고등학교) 내 수혈 32호에서 출토된 목제 

박자이다. 이 발굴을 통해 많은 수의 의례관련시설이나 폐기장, 점토채취장 등이 확

인되어 고대 이 지역 사람들의 취락과 경관을 복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져왔다. 특히 

32호 수혈은 유적 내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수혈로써 의례관련시설이나 토기 폐기장

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으로 소개한 이 목제 유물은 박자拍子라고 하는

데, 토기의 내·외면을 두들겨가며 성형하거나 정면할 때에 사용하는 도구이다. 그 과

정에서 이 나무의 결이나 조각된 문양이 토기에 찍히기도 한다. 이 유물에 대한 수종

분석 결과 소나무로 밝혀졌는데, 소나무는 재질이 연하고 부드러우며 강인하고 무늬

가 아름다워 건축재, 선박재, 가구재, 조각재 등으로 많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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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제 다리미 熨斗

북구 읍내동 491유적

고려시대

구경 16.2cm, 높이 5.8cm
국립대구박물관

대구 읍내동 491유적(현 칠곡 대림 e편한세상)은 칠곡지역에서 처음 조사(2006년

~2007년)된 대규모 관청유적으로 문헌자료를 비교·검토하여 확인한 대표적인 사례

이다. 이 유적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주거지를 비롯하여 고려·조선시대의 관청건물로 

추정되는 대형 건물지와 주거지, 석축렬 등 다양한 생활유적들이 확인되어 칠곡지역 

공해의 시대별 변화양상을 잘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사진에 소개된 이 청동제 다리

미가 출토된 곳은 폐기장으로 이 외에도 청자접시, 토기완, 기와편 등이 함께 출토되

었다. 다리미를 한자어로는 ‘울두(熨斗)’ 또는 ‘화두(火斗)’라고 하며 불붙은 숯을 넣

고 옷감을 펴는 것이다. 청동제로 만들었으며 밑이 반반하고 자루가 달려 있는데 자

루에는 하트(♡)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다. 

| 청동제 다리미 출토 모습 (대동문화재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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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소호와 민물고둥(다슬기)

북구 읍내동 491유적

고려시대

높이 7.4cm
국립대구박물관

앞서 소개한 대구 읍내동 491유적 내 제Ⅲ구역의 제2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청자소호

와 민물고둥(다슬기)이다. 평면 형태가 원형인 반파된 주거지의 남동쪽 모서리에서 

청자소호가 1점 출토되었는데, 구연부는 파손된 후 갈아서 재활용하였다. 이 호의 내

부에서 민물고둥 113개가 한가득 들어 있었는데, 아마 가까운 팔거천에서 다슬기를 

채취한 후 임시로 보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민물고둥은 작은 우렁처럼 생겼으며 

흔히 강이나 맑은 냇물의 돌 밑에 붙어사는데, 껍데기는 나사처럼 말려 있다. 고둥의 

살은 삶아서 먹을 수 있으므로 당시 이 고둥을 식재료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청자소호 출토 모습 (대동문화재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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