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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시뮬레이션(Simulation)은 모의실험이라 하여 많은 정보나 통계를 바탕으로,
가능한 한 현실에 가까운 모델이나 환경을 만들고 그 중에서 지금부터 만들려고 하는
실물이 어떻게 변화, 반응하는가를 실험·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주거
내부에서 토기편이 출토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규명하는데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은 주거의 자연적 폐기(토사의 퇴적)에 따른 토기 파손, 주거의 바닥과 상부
구조물에 놓인 토기의 파손, 상부 구조물 낙하에 의한 토기의 파손 등을 조건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조건에 따라 토기 파손의 여러 형태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특히 파편의 위치와 분산범위 등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었다.
토사 매립에 따른 토기의 파손은 파편의 분산은 크지 않고 편들 간 인접하는 모습이다.
반면, 토기의 상부 낙하와 구조물 낙하에 따른 토기의 파손은 각 조건별로 차이는
있지만 분산의 범위와 파편들의 인접성이 넓게 나타나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실제 주거 등의 유구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토기 파편의 출토 모습과
매우 유사함을 비교할 수 있었다.
또한 토기 파편 출토 모습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주거 등 유구의 폐기 원인을 밝힘과
동시에 내부 구조물의 위치 및 형태 등을 복원해 볼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더불어
이 기법의 적용은 새로운 조사 및 연구 방법론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어 : 시뮬레이션, 토기 파손, 토기 파편, 주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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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주거지 내부에서 가장 많은 출토를 보이는 유물은 토기이다. 그러나 온전한 형태로 출
토되는 예는 많지 않다. 대부분 파편의 형태로 집중되거나 분산되어 출토된다. 물론 토기
파편의 소실없이 거의 완전하게 남은 완형도 이를 접합·복원할 경우 원래의 형태 그대
로 모두 맞추어지는 모습은 적다. 토기 접합상의 기술적 문제일 수 있으나, 주거 폐기 시
토기의 많은 부분이 후대 여러 원인에 의해 이미 사라져 버렸을 가능성이 높다. 주거의
폐기 시 인위적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실된 토기 파편의 존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
는 원인은 아직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토기의 훼손과 파손의 과
정, 나아가 파편으로 출토되는 원인을 밝히게 된다면 주거의 폐기 현상에 대한 접근은 조
금 더 수월해 질 수 있다.
유구 내부의 토기 훼손 및 파손 현상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연구
와 실험 과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방법론적으로 접근하기는 수월치 않다. 몇몇 실제 실험
을 통한 토기 훼손의 과정을 밝히려는 연구가 있었으나 소성을 통해 나타나는 토기 파편
의 형성 원인에 대한 것일 뿐(田崎博之 2005), 주거 내부에서의 토기 훼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실험을 통한 토기의 훼손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려
는 사례도 있었으나 한두 차례의 실험 과정을 통해 이를 밝혀내기는 당연 어렵다. 필자
또한 주거의 폐기 현상에 대한 접근을 실시하여 유물의 출토와 관련한 일련의 모습을 살
펴보았으나 토기 자체만을 대상으로 한 파손과 훼손, 출토모습에 대한 원인을 접근하지
는 못하였다.
토기의 파편 출토 모습을 통해 적어도 인위적 또는 자연적 원인 정도라도 밝히게 된다
면 주거 폐기의 원인을 접근할 수 있고, 토기 파손의 직접적 원인을 파악한다면 주거 내
구조물의 형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주거 및 토기의 복원을 실시하고 이를
대상으로 파손의 여러 모습을 실험함으로써 상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실시할 수 있겠지
만, 현재의 조사와 연구 여건상 실질적 접근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서 컴퓨
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기법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빅데이터식의 많은
양의 정보를 필요로 할 것이고 많은 변수와 조건의 설정에 대한 어려움은 상존하지만, 적
어도 그동안 접근하지 못한 상기 문제의 최소한의 방향은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시뮬레이션(Simulation)은 모의실험이라 하여 많은 정보나 통계를 바탕으로 가능한 한
현실에 가까운 모델(모형)이나 환경(조건)을 만들고 그 중에서 지금부터 만들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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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이 어떻게 변화, 반응하는가를 실험·분석하는 방법이다. 아직 고고학에서 이러한
기법의 적용과 이용사례는 활발하지 않다. 하지만 고고학의 인접 학문분야에서는 문화
재의 보존과 안전, 경관적 차원에서 그 활용이 일찍부터 시작되었고(오성훈 외 2004; 조
홍석 2012), 문화재의 가상 조립의 방법으로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사례도 있다(문승현
2011). 고고학에서는 그나마 유구 및 유적을 대상으로 하는 시뮬레이션의 연구사례가 알
려져 있다. 유적을 대상으로는 사비 도성의 홍수 범람 모습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보
고 나아가 고지형을 밝히고자 한 사례가 있다(이성호 2012: 83). 가장 많이 적용된 시뮬레
이션은 건축 및 토목학계에서 많이 이용되었던 조망권 분석이 있는데, 이의 방법은 이제
고고학계에서 보편화 되는 모습이다(김종일 2005; 이판섭 2008; 이홍종·허의행 2010). 유
구에서는 3차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무덤의 봉분 규모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등이 있다
(박대순·황성철 2008; 허의행 2017). 상기한 유적과 유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사례 등이
조금씩 알려져 있지만, 아직 유물 자체만을 대상으로 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이상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상실험과는 달리 실제 실험을 통한 고고학 자료의
해석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 주거의 복원과 폐기 실험은 그 대표 사례로서 조사 및
연구 방법의 새로운 시도이며(오규진·허의행 2006; 허의행·오규진 2008), 이후 여타의
실험 고고학 연구 성과의 증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유물을 대상으로는 토기의 제
작이라든가 소성 등의 여러 실험을 진행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인 연구가 많다. 특히 토
기의 실험적 연구는 제작과 생산의 모습의 연구로 충분한 성과를 보여 왔으나, 본고에서
접근하려는 폐기에 대한 연구는 논외의 대상으로 치부된 듯하다. 일부 연구 사례로서 수
변의례의 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토기 파편의 집중 현상을 밝히고자 한 실험 연구가 있다
(박태홍·강현선 2010). 토기 파편의 여러 출토 정황을 의례의 행위적 측면과 연결하고자
한 것인데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주거 내부의 토기 파편의 출토 모습을 실험을 통해 충
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주거 폐기와 관련한 여러
논의의 과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그러한 점에서 본고는 토기 파편의 생성 모습에 대한 접근을 목적으로 한다. 더구나
토기의 제작, 이를 바탕으로 한 파손 실험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의 대안으
로서 컴퓨터를 통한 토기의 제작을 실시하고, 이 토기에서 파편을 생성하는 과정을 시뮬
레이션 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실제 발굴조사 현장에서 관찰되는 사례와 비교함
으로써 주거 및 유구 내부에서 출토되는 토기 파편의 여러 모습에 대한 해석을 같이 할
것이다.

1)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28XXXXX01916(다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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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논의에 앞서 명확히 언급할 점은 본 연구가 아직 시험적 수준의 접근이라는 것이
다. 따라서 다양한 토기 파편의 출토 상황은 추후 수많은 실험과 결과분석, 관련된 연구
성과 등이 뒤따라야 한다. 단지 본고는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의 적용과 활용의 가
능성에 대한 연구 및 조사방법론 접근이 우선될 것이고, 실제 유구 조사를 통한 비교 해
석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Ⅱ. 시뮬레이션(simulation) 방법
실제 토기의 파손과 유구 내부에서 출토되는 모습의 파악을 위해서는 우선 실제 현장
에서 출토되는 토기 파편 사례를 선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차례의 실험을 거쳐 실
제와 가장 유사한 상태를 찾아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실험을 통한 유사한
모습을 찾기란 현장 여건상 쉽지 않다. 그러한 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은 많
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지 않고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의 모습을 살펴보기에 앞서 본 장에서는 시뮬레이션 방법의 절차와 과
정을 언급하고자 한다. 여러 변수와 다양한 환경을 수차례 진행함으로써 가장 적합한 과
정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주거 내 토기 출토 자료의 기록 상태가 이를 뒷받침할 정
도로 세밀하지 못해 절차적 방법과 해석의 오류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보고서 내 출
토된 상황을 참조하여 여러 변수를 시뮬레이션하였다. 하지만 수십 차례의 실험사례를
모두 도면화하여 언급하기는 지면의 한계가 있어 여기서는 적합한 과정을 도출한 내용만
을 언급하였다.
또한 토기파편이 나타나는 환경의 설정은 출토상태를 바탕으로 상식적인 이해의 선에
서 접근할 것이다. 주거 폐기에 따른 낙하의 환경이나 토압에 의한 토기 파손의 원인 등
의 접근이 그러한데, 이 또한 수십 차례의 시뮬레이션을 과정을 통해 가장 적합한 조건을
찾아낸 것이다. 아직 시험적 연구방법의 적용이고, 유물출토의 다양한 환경에 대한 연구
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본고의 과정과 절차의 언급은 다양한 변수를 모두 정확하게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논의에 앞서 다시금 명확히 하고자 한다.

1. 작업 환경의 설정
토기 파편의 출토 모습을 접근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첫 단계는 실험 대상이 되는 토기
의 선정과 주거 내·외부의 환경을 복원하는 것이다.
토기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구분하고, 각 시대별로 대표 토기를 선정하여 실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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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모든 토기를 실험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각 시대별 대표 토기를
선정하지는 않았다. 토기의 재질도 실험에 중요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선사시대 토기
의 경우 대부분 연질계통이며, 역사시대 토기는 연질과 경질이 모두 존재한다. 하지만 출
토되는 파편을 보면 대체로 연질계통의 토기가 많고 여러 다양한 파편의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시뮬레이션 환경 적용과 결과를 보기에는 연질토기가 적합하다. 경질토기
는 주거 외부에서 작용하는 물리적 힘에 의해 파손의 결과가 더 뚜렷하다는 점에서 시뮬
레이션 환경 조건의 설정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사시대 토기는 형태별 모
습이 다양하여 토기 부위별 파편의 모습을 여러 방향에서 살펴볼 수 있어, 단순 형태의
선사시대 토기보다는 결과의 도출에 만족할 만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연질토기를 대상
으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연질토기 또한 가능한 원 상태를 많
이 유지하는 완형의 토기를 선택하는데 여러 부위의 주거 내 출토 위치와 파편의 분산 현
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상기 여러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 토기는 백
제시대 양이부 원저호 토기이다. 필자의 실험 실시를 위한 전제 조건과 대부분 일치하며
무엇보다 3차원 모델링을 위한 스캔 과정의 용이함 때문이었다.
이렇게 선정한 토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위해 실물모형의 제작을 실시하였다. 실
물모형은 1:1의 축척으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크기와 무게, 용량 등에 의해 파손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가능한 원상의 형태에서 파손의 모습을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뮬레이션 대상 토기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두 방법으로 제작을 진행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토기의 모형을 캐드와 3D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델링하는 것이다(허의행
2017). 하지만 실측도면을 통해 제작하든, 컴퓨터 모델링 과정을 통해 유사한 형태로 제
작하든 원래 상태 모습을 그대로 제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실험을 위한 제
작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컴퓨터 처리속도가 빨라 결과물을 신속히 제작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두 번째는 토기를 원상태 그대로 스캐닝하여 실제 모형을 모델링하는 것이다.
앞서의 모델링 제작과는 반대되는 장단점이 있지만 실물을 그대로 스캐닝하여 원상에 가
까운 크기와 무게를 얻어낼 수 있고 주거 내 시설물(기둥 등)과 대비한 상대적 파손 환경
을 같이 계산할 수 있어, 토기 파손 형상에 대한 실체적 접근에 더 가까울 수 있다. 따라
서 본고에서는 후자의 모델링 방법을 선택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그림 1>.
모델링 제작 후에는 토기 파손의 주변 환경을 설정한다. 주거 내 토기는 인위적 행위로
인해 파손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그대로 남겨진 상태에서 외기의 물리적 환경이 작용하여
자연 파손되기도 한다. 주거 폐기 후 그대로 남겨진 토기는 상부 시설물 등의 붕괴로 충돌
을 받아 파손되거나, 토사유입으로 인해 매몰되어 토압을 받아 파손되기도 하는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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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물모형 스캐닝 모델링

<그림 2> 토기 및 주변 시설물의 주거 내 배치

<그림 3> 화재폐기시 상부 구조물에 의해 파손된 토기
(필자 촬영)

<그림 4> 토사유입에 의한 토기의 매몰과 횡치된 모습
(필자 촬영)

요인이 복합하여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여러 상황을 전제로 외부
환경의 복원도 같이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모델링된 토기 자료를 다양한 구조물과 연계
시키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물론, 주거의 복원을 실시하여 토기의 정확한 위치를 지정하
고 주거를 한번에 폐기시키면서 토기의 파손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주
거의 폐기 또한 다양한 변수의 설정과 고려가 있어야 한다. 아직 관련한 연구 자료가 적
어 주거 복원을 통한 토기 파손 환경의 접근은 쉽지 않다.
다만 필자가 이전에 주거의 화재폐기와 인위폐기의 실험성과를 발표한 논문이 참고가
된다(허의행·오규진 2008, 허의행 2010). 물론 실험적 성과에 대해 다양한 변수의 고려를
충분히 실시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적어도 본고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시뮬레이션
연구결과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몇 가지 내용이 있다.
화재 폐기시 상부 기둥의 낙하로 인한 일부 토기의 훼손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 토기는 화재폐기 이후 자연 폐기되면서 외부에서 토사의 유입으로 인한 토기의
훼손, 파손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그림 3-4>.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토기의
훼손 과정은 토사의 퇴적에 의한 훼손과 상부구조물 낙하에 의한 훼손 등의 자연 폐기의
조건으로 구분하여 실험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여기에 더해 주거 내부 선반 시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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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를 통한 토기의 파손과정을 살피는 등 여러 상식적 이해의 선에서 조건을 같이 살펴
볼 필요도 있다.
2)

이상의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주거의 기초를 복원하였고, 내부에는 토기를 배치하여
파손의 여러 시뮬레이션 조건을 설정하였다<그림 2>.

2. 물리 환경의 설정
상기한 전제 조건의 설정 이후에는 파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 토기 자체와 주변
환경에 대한 물리적 속성을 적용하였다. 적용에 앞서 토기의 크기와 형태는 정확히 1:1
스케일로 맞추어야 한다. 토기의 크기를 바탕으로 주변 시설 구조물의 크기를 상대적으
로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토기는 크기 약 30㎝정도이고 용량은 조금
큰 편에 속한다<그림 5>. 실제 출토된 토기는 40여 조각 이상으로 파손된 상태였으며, 이
를 접합·복원하였고 다시 3D 모델링 작업하였다. 파손 실험을 위해서는 모델링 한 토기
를 다시 40여 조각으로 시뮬레이션 절단하고 파편을 생성하였다. 물론 생성된 토기 파편
은 실제 토기 파손면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 토기 파편
의 분산 모습과 위치를 파악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이상, 토기 파편을 생성한 후에는 실제 파손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리 조건을 설
정하였다. 물리 조건은 토기의 낙하 등에 따른 직접 파손의 모습과 그 외 유구 내부에 남
겨진 구조물에 의한 파손의 영향, 그리고 토기가 놓여진 바닥면 등의 단단함 조건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물리 속성의 입력과 조건의 설정, 그리고 시뮬레이션 작업은
여러 3D프로그램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3D MAX(2018)의 Mass Fx기능을 적용
하였다.

<그림 5> 실험 대상 토기의 원상의 복원

<그림 6> 토기의 파편 생성과 물리환경의 설정
(토기 내부의 실금은 convex가 입혀진 모습)

2)  주거의 기둥과 상부 도, 보리 등의 상부 구조물에 대한 높이와 간격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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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속성 입력은 파편의 경우 Dynamic Rigid Body 의 액션값을 선택하였고 파손의
4)

범위와 낙하를 위한 중력값(Gravity) 을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토기의 파손이 진행되면
5)

서 파편이 분산되는 범위와 파편의 낙하지점을 살피기 위해 토기 자체에는 convex 를 설
6)

정하고 Substep의 값 을 점차 줄여 나아갔다<그림 6>.
토기는 파손이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액션의 대상물이지만, 다른 여타의 시설물들은 토
기에 충격이나 강도를 가함으로써 파손을 이루어지게 하는 매개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매개물은 토기와는 반대의 물리 조건을 설정하였다. 이의 조건 또한 주거의 바닥
과 상부시설구조물, 그리고 선반시설로 구분하여 물리 환경을 적용하였다. 주거의 바닥
7)

과 선반시설은 토기의 파손을 받는 매개물이므로 Kinematic Rigid Body 의 액션을 적용하
였고, 반면에 상부시설 구조물로서 기둥은 실제 낙하하면서 토기에 직접적인 파손을 가
하는 매개물이므로 토기와 같이 Dynamic Rigid Body와 중력값을 설정하였다. 단 낙하가
진행되면서 기둥의 파손이 진행될 수 있지만 토기만큼 파손의 행위가 크지 않으므로 여
기서는 별도의 값을 지정하지 않았다.

3. 파손 환경의 설정
이렇게 설정된 물리 환경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작업을 바로 실시할 수 있으나, 주거
내 토기의 출토 모습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파손 환경 모습을 함께 파악해야만 당시 토기
의 파손 원인이나 나아가 주거의 폐기 양상 등을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몇 가지의 파손
환경 조건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토기 파손 환경을 설정하였다<그림 7>. 자연적인 토기의 파손은 주
거 폐기 후 인위적 파손 행위가 전혀 없는 것을 말한다. 자연 파손은 크게 두 환경을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토기 이동에 따른 파손이며, 또 하나는 외부 물리적 요인에 의
8)

한 파손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전자는 주거 내부에 자연 재해현상이 발생하면서 파손
되는 경우로서 적어도 토기의 원상이나 파편 등이 원위치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토기 파편 간 인접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후자는 주거 내부에 토사의 유입이

3)  파손되거나 움직임이 일어나는 객체에 액션을 부여한다.
4)  중력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토기파편은 폭발하는 모습으로 분산되기 때문이다.
5)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물체의 형태를 네모나 원 등으로 인식하여 물리적 계산을 실행하는데, 토기는 곡선의 형태여서 사각이나 원
으로 인식할 경우 부정확한 시뮬레이션이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이 연산을 시행하게 되면 토기의 형태로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므로
시뮬레이션의 오차를 줄이는데 유용하다.
6)  값을 늘릴수록 토기는 폭파하면서 분산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7)  움직임 없이 고정된 객체를 만들어 준다.
8)  토사의 유입이나 홍수로 인한 이동, 혹은 지진에 의한 파손과 유물의 이동 등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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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또는 천천히 진행되면서 토기를 매몰시키고, 다시 그 위로 재퇴적이 이루어지면
서 토압에 의한 파손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적어도 토기 파편이 인접할 가능
성이 매우 높다. 주거 등 유구 내부에서 파편이 토기 완형상태를 거의 유지한 채 출토되
는 경우는 대부분 이러한 조건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토기는 직치와
횡치 상태 등의 조건을 설정하였고, 물리환경으로서 토압은 토기 외면의 상하좌우 모든
방향을 막으면서 파편의 이동을 최대한 줄여 나갔다<그림 7>. 물론 이러한 조건에서도 토
기 내부의 토사 채움 유무에 따라 파편의 분산과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조
건도 같이 설정하였다.
두 번째는 주거 내부의 선반시설을 추가하여 파손 모습을 살펴보았다<그림 8>. 주거 내
부의 토기 파편 출토의 실제 모습을 보면 동일한 토기 파편이 상하층 레벨차를 유지한 채
나타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물론 주거 내 선반 시설에 대한 존재의 구체적 연구 성
과가 미진한 편이지만, 적어도 당시 토기의 보관과 사용에 이러한 시설물의 존재는 충분
히 생각할 수 있다(취락연구회 2004: 69-76). 환경 조건의 설정은 선반 내 토기의 낙하
상황을 구현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선반의 가장 자리에 직치된 상태로 놓인 토기의 파손
조건을 설정하였다.

<그림 7> 자연적 토기훼손의 물리적 환경 설정

<그림 9> 상부 시설물 내 토기 거치와
낙하의 물리적 환경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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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주거지 선반시설내 거치와 자연적 토기 훼손의
물리적 환경 설정

<그림 10> 주거 바닥 거치와 상부 시설물 낙하의
물리적 환경 설정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상부에서의 낙하에 의한 파손 환경을 직접파손과 간접파손의 상태
로 설정하였다<표 1>.
<표 1> 상부낙하의 시뮬레이션 조정값
상부낙하의 조건

높이(m)

gravity9)

Acceleration10)

선반(직접 파손)

2

Directional

-9.8

상부구조물
(간접 파손)

2.5

Directional

-9.8

세 번째는 주거의 상부 구조물에 설치된 보관용 거치 선반시설을 가정하고 그곳에 놓인
토기의 직접 낙하 상태를 설정하였다<그림 9>. 여기서도 다양한 환경을 살펴볼 수 있다.
선반을 구성하는 구조물의 재질(나무 및 초본류 등)의 부식이나 파손에 의한 낙하인지,
선반 위에 놓인 다양한 시설물과 도구 등이 혼재하면서 같이 낙하하는 것인지, 토기는 직
치 또는 횡치된 상태로 낙하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는 선반시설 내 토기의 직
치 상태를 구현하였고, 여타의 구조물과 도구의 동시 낙하가 아닌 토기 자체만의 직접 낙
하를 설정하였다. 이 경우의 물리적 환경 변수 설정은 중력값에 의한 낙하의 속도를 우선
하였다. 시설물 높이에 따른 토기의 낙하로 인해 분산되는 파편의 범위 등을 파악하기 위
해서이다.
네 번째는 주거의 상부구조물 중 기둥의 낙하에 의한 토기의 간접 파손현상을 살펴보았
다<그림 10>. 주거의 폐기 과정에서 토압에 의한 토기 파손과 함께 빈번하게 일어날 현상
중의 하나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주거의 화재폐기 시에는 낙하하는 기둥에 의한 토기
의 파손 행위는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낙하하는 기둥의 위치와 바닥에
놓인 토기의 위치가 근접하거나 일치하지 않고서는 직접적인 파손현상은 쉽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파손 모습은 주거의 발굴조사 시 주목되는 현상의 하나
로 볼 수 있다. 앞서의 토기파손 과정에서 토압에 의한 파손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
나는 모습인데, 아마도 주거 폐기의 원인을 접근할 수 있는 근거의 하나로 판단된다.

9) 중력은 컴퓨터의 자동입력과 실험자의 직접입력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필자가 상부낙하의 값을 작은 값에서 높은 값으로 올리면
서 토기 파편의 분산도를 실제 발굴조사현장에서 확인되는 가장 유사한 값으로 조정하였다. 뒤이은 각주 10)의 가속도 값과 동일한
입력을 요구한다.
10)  낙하의 가속도를 의미한다. 값이 음의 값으로 커지면 기둥이 낙하한 후 주변으로 이동하는 값이 작아진다. 본 값은 발굴조사보고
서상에서 관찰되는 파편의 분산범위의 유사상태를 최대한 반영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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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토기 파손의 모습
1. 시뮬레이션 결과와 해석
앞서의 여러 다양한 조건을 설정한 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조사현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정도의 상식적인 선에서 토기 파편의 생성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토기의 자연 상태에서의 파손상태이다. 인위적 행위 없이 토기의 방치
가 이루어지고, 주거 내·외부로 폐기가 진행되면서 토사의 유입 및 매몰로 인해 토압이
작용하여 토기가 파손되는 모습이다. 직치된 상태와 횡치된 상태의 토기 모습, 토기 내부
자체에 남겨진 토양 및 유기물의 존재 유무에서 토기의 파손 모습은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직치된 상태의 토기는 위·아래가 압축되는 상태로 파손된다. 파편의 분산 범위는
넓지 않은 편이지만, 토기 내부의 토사 존재 유무에 따라 다른 모습이 관찰된다. 토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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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직치된 토기의 토압에 의한 훼손
(내부 토양 有)

<그림 12> 직치 토기의 토압에 의한 훼손
(내부 토양 無)

<그림 13> 횡치된 토기의 토압에 의한 파손
(내부 토양 有)

<그림 14> 횡치된 토기의 토압에 의한 파손
(내부 토양 無)

제33호

채워진 상태의 토기는 원상을 거의 유지하면서 파손되고, 파편의 분산은 넓지 않다. 반면
에 내부에 토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의 토기는 위에서 아래로 주저 않는 형태로 파손되
면서 압축되는 모습이다. 파편은 원형의 형태이며 좁은 범위로 분산되어 나타난다.
상기한 두 형태의 토기 파손 모습은 토기 내부의 토사 존재유무에 따른 직치 상태의 파
손을 파악하는 근거가 된다. 특히 토사의 존재는 토기 내부에 유기물의 존재와 연관해 볼
수 있는데, 토양분석을 통한 유기물 존재여부와 물질의 상태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야 할 것이다<그림 11∼12>.
횡치된 상태의 토기 파손도 직치된 상태의 토기 파손과 큰 차이는 없다. 파편의 분산 모
습도 직치된 상태의 토기 분산 범위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토기 내부의 채
워짐 존재 유무에 따라 특이한 현상을 볼 수 있다. 토기 내부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파
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토기의 위아래 부분이 나뉘어지면서 파손되고, 이후 토압에 의
해 위아래 파편이 서로 압축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파편 상태는 대부분의 유구에서 유사
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반대로 토사 등의 물질이 채워진 토기는 위아래 압축 현상에 파
손 현상은 앞서의 파손모습과 유사하나, 측면에서 보면 위·아래 토기편이 일정한 높이
로 레벨차를 보이며 형성되는 모습이다. 유물에 대한 조사 시 위와 아래층의 토층 차이로
인식하거나, 중복된 상태의 유구로 오인하여 별개의 유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청동기시대 주거 내 유물의 뜸 현상과 관련하여 오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기 결과에
대한 정밀한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그림 13∼14>.
두 번째는 선반 등의 구조물에서 토기의 낙하에 의한 파손의 모습을 시뮬레이션하였다.
앞서의 토압에 의한 자연적 토기 파손과 큰 차이를 볼 수는 없다. 만일 선반 등의 구조물
위에서 토기 등이 남겨져 파손이 진행될 경우에는 토압에 의한 파손 결과와 거의 대동소
이하다. 하지만 선반 아래로 떨어지거나 파손 후 파편이 낙하할 경우 파편의 위치와 분산
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낙하로 인한 이차적 행위가 재차 진행되면서 파편 등은
위와 아래로 남겨지게 된다. 이때에는 선반 내 남겨진 파편과 바닥 내 낙하한 파편 간의

<그림 15~16> 선반시설물의 토기 낙하와 파손(좌: 측면, 우: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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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는 조금 이격되는 모습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선반 등의 구조물 높이에 따른 토기의
파손상태와 분산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유물의 출토사례를 보면 토기 파편 등이 비스듬한 상태로 출토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선반시설 내 토기가 놓인 상태로 파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추정하게 한다
<그림 15∼16>. 나아가 사선 방향의 파편 출토는 토구조물로 이루어진 선반 구조물 등과
함께 폐기가 같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주거 상부에 설치된 선반시설 내 놓인 토기의 낙하 시뮬레이션이다. 여러 조
건과 다양한 상황을 설정할 수 있으나 토기 자체만의 낙하 실험을 진행하였다. 시뮬레이
션 결과 직치된 상태로 낙하하는 토기는 앞서의 토압에 의한 토기 파손과 큰 차이를 구
별하기 어렵다. 단지 낙하 후 토기의 분산도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파손의
모습을 살펴보면 토기의 저부와 동체부 쪽은 분산이 크지 않고 파편간 서로 집중하는 모
습이다. 반면에 구연부와 경부의 파편은 대체로 원형의 형태로 분산되어 파손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로 유사한 낙하 모습을 토기의 횡치와 사치의 조건으로 다시 실시하여
보았다. 그 결과 횡치된 상태에서의 토기 낙하와 파손은 한쪽 방향으로 파편이 집중되는
모습이며 사치의 상태로 낙하한 파편은 한쪽으로 쏠리면서 집중하고 분산은 다소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7~18> 상부 시설물 내 거치된 토기의 낙하와 파손(좌: 측면, 우: 평면)

마지막으로 주거의 상면에서 떨어지는 구조물로 인한 토기의 파손을 살펴보았다.
상부 구조물은 기둥 및 선반시설 등의 목재시설물을 대표로 할 수 있다. 특히 기둥이 토
기 파손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낙하물이 될 것이다. 기둥의 낙하는 자연 부식에 의한
낙하와 화재로 인한 낙하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부식이나 화재로 인한 기둥은 자체
무게가 달라 낙하로 인한 토기의 파손 모습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화재로 인한 기둥은
중량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여기서는 부식에 의한
기둥 낙하로 계산하여 시뮬레이션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낙하물에 의한 토기의 파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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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충격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때의 낙하 조건도 기둥의 전체가 토
기의 중심을 타격하였을 때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실제 기둥 낙하로 인한 파손은 토기의
일부면이 파손되는 실험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그림 3>, 본고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
과와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낙하물에 의한 토기 파편은 충격의 강도에 따라 상당한 범위로 이
격되거나 분산된다는 것이다. 이는 구조물의 낙하로 인한 토기 파편의 분산과 이격이 상
당하다는 것을 알게 하며, 실제 주거 내 동일한 토기 파편이 인접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확인될 경우 상기 시뮬레이션 결과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살펴볼 것이 낙하된 기둥의 아래로 놓인 토기편의 모습이다. 첫째는 낙하하면서
토기의 파편은 상당히 잘게 부서지는 모습이며<그림 21> 두 번째는 기둥의 좌우측으로
토기가 분산하면서 기둥 아래로는 파편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그림 22>. 전자
는 중량감 있는 토기에서 많이 관찰되며 토기 파편의 수는 상당이 많은 모습이다. 후자는
다소 가벼운 토기에서 관찰되는 모습이며 파편의 수량은 많지 않다.

<그림 19∼20> 상부 시설물 낙하에 의한 토기의 파손(좌: 측면, 우: 평면)

<그림 21∼22> 기둥구조물 아래 남겨진 토기편(좌: 파편 유, 우: 파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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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사례와 비교
시뮬레이션 결과는 단지 토기의 파손 원인을 살피는데 참고가 될 뿐이다. 실제 발굴조
사 현장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다양한 폐기의 모습을 보이므로 시뮬레이션 결과와 일치하
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토기의 분산과 파손의 모습은 큰 관점에서 경향성을 살펴
보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새로운 연구 및 조사방법론으로 기여가 가능하다. 여기서는 실
제 주거 내 출토되는 토기 파편의 실사례를 통해 토기 훼손과 파손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유물의 출토 모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자.
앞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대비될 수 있는 사례를 위해 본고에서는 자료의 취득이 용이한
대평리유적(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5) 주거지의 출토 토기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첫째 주거의 자연 폐기로 인해 나타나는 토기의 파손상태와 유사한 출토 모습의 비교이
다<그림 23∼25>. <그림 23>의 중앙의 토기와 <그림 24>의 토기는 직치된 상태에서 토기
가 파손된 상태를 보여준다. <그림 23>의 중앙에 위치한 토기파손 모습은 구연부와 함께
그 주위로 원형의 형태로 일그러진 동체부의 파손 모습을 볼 수 있다. 파편들의 분산 범
위는 넓지 않고 주변에 인접하였다. 토기 위에서 작용한 토압등의 물리적 압력으로 인한
파손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으며, 토기 내부는 빈 상태로 남겨진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그림 24>의 토기는 주거 내부에 그대로 남겨져 파손된 모습이며 토기 내부가 여타의 물
체에 의해 가득 채워진 상태였음을 알게 한다. 구연의 상부로는 할석을 이용하여 막음돌
로 밀봉한 모습이어서 이러한 추정은 확실하다. 파손의 모습은 크지 않고 구연과 동체의
일부만이 파손된 채로 출토되었다. 즉 토기 내부가 채워진 상태에서의 파손은 파편의 양
이 많지 않고 분산도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횡치의 모습으로 자연 폐기된 토기 또한 이와 비슷한 파손 모습을 보인다. <그림 23>의
좌우측에는 횡치된 상태의 토기가 외부 압력으로 인해 압축되어 파손된 모습을 볼 수 있
고, <그림 25>는 토기 내부가 채워진 상태로 쓰러지면서 그대로 토압에 의해 일그러진 모
습이다. 내부가 채워진 토기들 모두 파편의 분산범위는 넓지 않고 근처에서 확인되는 공
통점을 볼 수 있다.
선반 등의 시설물에서 낙하하여 파손된 토기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다. 선반 구조물의
복원 연구를 통한 검토의 여지는 있지만, 적어도 주거 내부에서 토기가 뜬 상태로 출토되
는 것은 토구조물로서 선반식의 시설물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26>은 동일 토기 편임에
도 불구하고 상하 단차를 두고 출토된 모습이다. 토기의 파손 상태를 보면 일차 파손 후
파편이 아래로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상하 모두 동일한 파편 개체라는 점에서 앞
서의 실험결과의 유효함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시설물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벽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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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직치와 횡치 토기의 파손
(토기 내부 공,대평리 C지점 KC-013호)

<그림 24> 직치 토기의 파손
(토기 내부 채움, 대평리 C지점 KC-010호)

<그림 25> 횡치 토기의 파손
(토기 내부 채움, 대평리 C지점 KC-018호)

<그림 26> 추정 선반시설 내 토기의 낙하
(대평리 C지점 KC-002호)

<그림 27> 낙하에 의한 토기 파손
(대평리 C지점 KC-016호)

<그림 28> 낙하물에 의한 토기 파손
(대평리 D지점 KC-007호)

에 놓인 토기는 벽체토의 상부에 놓인 상태였을 것이며 그 아래에서 확인된 토기는 벽체
11)

와 연결된 선반 시설의 가능성이 있다. 토기 파편의 상하 단차를 두고 출토되는 모습은
2단의 구조 시설물과 연관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해석을 진행할 경우 동일한 토기의 상하
11)  이와 유사한 구조물 사례로는 수혈의 벽면 근처로 단을 두는 붕상시설의 모습을 볼 수 있다(취락연구회 200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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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차의 출토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더 많은 출토사례와 함께 토층과의 연결성, 토
기편의 상하 접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적어도 파손의 현상으로 보면 선반
시설 내 토기 파편의 낙하 가능성은 매우 높다.
낙하로 인한 토기 파편 출토 중 주거 상부 시설물에서 직접 낙하한 토기와 바닥에 놓인
토기가 상부구조물의 낙하에 의해 파손되는 양상의 구별은 아직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
다. 토기 접합의 도면 기록화가 많아야 분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만 현재의 자료 한
계상 아직은 좀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고에서 시도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
해서 낙하에 의한 토기 파손의 상황을 출토된 실사례의 비교를 통해 대략적인 접근을 진
행할 수 있다.
주거의 바닥으로 직접 낙하한 토기 파손의 특징은 파편이 많고 분산된 범위가 넓으며
파편의 상하 중첩은 적은 편이다. <그림 27>의 토기는 파편이 많고 분산 범위가 넓게 확
인되는 모습인데, 파편 간 거리 또한 멀지 않고 단절되어 떨어진 듯한 모습도 적다는 점
에서 주거 상부에서의 직접적인 토기 낙하에 따른 파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에 <그
림 28>의 토기는 앞서의 토기 직접 낙하에 의한 파편의 위치와 분산 모습이 동일하다. 하
지만 파편의 분산도가 더 넓은 범위로 나타나며 파편 간 이격 및 단절의 모습(그림의 회
색선)은 명확하다. 이러한 모습은 구조물의 낙하에 의한 토기 파편의 출토로 판단할 수
있다. 앞서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기둥의 낙하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토기편 분산은
더 넓은 범위로 이루어지는 모습이며 기둥 구조물 아래로는 토기편이 남지 않는 모습에
서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다<그림 20>. 이는 구조물 낙하에 의한 토기 파편의 분산 현상이
12)

뚜렷하다는 결과를 보여 준다.

이상의 몇 사례는 주거 등의 유구에서 출토되는 토기 파편의 모습이 주거의 폐기, 내부
구조물의 복원과 연관해서 접근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물론 더 다양한 사례의 비교 검
토와 시뮬레이션 결과가 필요하겠지만 주거 내 유물의 출토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진행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일 것이다.

12)  물론 이와 함께 구조물 낙하의 원인으로 토기 파편의 출토 위치가 주거의 기둥자리와 근접한다는 점을 같이 살펴야 한다. 적어도
기둥 낙하에 의한 토기의 직접 파손은 파손 가해물의 인접성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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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주거 및 유구 내부에서 출토하는 토기의 파편에 대한 본고의 논의는 아직 시험적 수준
이다. 유물 폐기, 토기의 파손과 훼손에 대한 모습은 빅데이터식의 방대한 양의 자료를
필요로 하고, 다양한 변수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구
와 유물의 출토상황에 대한 많은 비교 검토, 나아가 실험고고학을 통한 검증 등 풀어야할
문제가 산적하다. 그런데도 본 논의를 실시한 목적은 유물의 파손과 폐기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시대별 문화의 복원에 대한 많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
하고 아직 유물의 출토 상황과 폐기에 대한 연구가 적은 이유는 정확한 유물의 위치와 파
편의 여러 모습에 대한 논의가 적기 때문이고, 발굴조사의 초기 단계부터 이에 대한 접근
이 미진한 것도 이유일 것이다.
유물 특히 토기 파편의 훼손 및 파손 원인에 대한 파악은 출토된 유물의 상태를 통해 주
거 등의 유구에 대한 구조나 폐기의 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하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보면 토기는 토압현상에 의한 훼손과 구조물의 낙하 등을 통해 훼손되는 모습을 볼 수 있
어, 주거 폐기의 자연·인위적 행위의 모습을 접근할 수 있었다. 또한 주거 바닥 및 상부
시설물의 모습 등에 대한 추정도 가능하였다. 무엇보다 실제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서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거의 유사하다는 점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제 고고학 물질자료에 대한 3차원 기록 과정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시뮬레
이션 기법 적용의 논의적 토대는 충분히 가능해졌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결과와 자료
의 축적을 바탕으로 토기 폐기의 여러 요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하며, 나아가 주거
의 폐기와 내부 구조물에 대한 논의로 연구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본고가 아직 시험적 성
격의 논문이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새로운 조사 및 연구방법론으로 적용이 가능하
였으면 한다. 연구자들의 비판적 견해가 많아지고 이와 함께 같은 주제를 생각하는 연구
자들 또한 증가하기를 기대한다.
▶논문접수일(2018.4.23) ▶심사완료일(2018.10.19) ▶게재확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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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 to excavation of earthenware
fragments using simulation technique
Ui-haeng Heo
(Korean Institute for Archaeology and Environment)
Simulation is a simulation based on a lot of information and statistics. It makes
models or environments that are as close to reality as possible. Experiments to see how
things change and react in the future. It is a method of analysis. This method was applied to
the identification of the excavated shape of the earthenware fragments.
The simulations were carried out using the parameters such as earthenware
damage caused by the natural disposal of the residence (soil deposition), destruction of
the earthenware placed on the floor and upper structure of the residence, and destruction
of the earthenware due to the falling of the upper structure. As a result, we could observe
various shapes and shapes of earthenware breakage, and we could observ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position and dispersion range of broken pieces according to each variable.
The destruction of the earthenware by the landfill was close to the position between the
fragments and the degree of dispersion was not large. On the other hand, it was observed
that the direct falling of the earthenware and the destruction of the earthenware due to the
falling of the structure are different in each condition, but the fracture location of the debris
is far and the range of dispersion is wide. The validity of these simulation results can be
verified by comparison with the earthenware fragments confirmed in the excavation survey
of actual residence.
Furthermore, the simulation results of the earthenware fragmentation phenomenon
can be used as a basis for restoring the location and form of the internal structure while
clarifying the cause of the disposal of the residues and so on. The application of this
technique may contribute to the new research and research methodology.
Key words :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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