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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고대 영산강유역 고분의 매장시설로 사용한 옹관은 초대형급의 크기로 인해 그
동안 제작기술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주목받아 왔다. 여러차례 제작실험을 통해 밝혀진
대형옹관의 제작과정은 성형과 소성으로 크게 분리하여 살펴볼 수 있다. 성형은 점토띠
를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외형을 잡고 표면을 다듬은 후 문양을 찍어 완성한다. 성형순
서는 저부를 뒤집어 먼저 제작하고 반건조 과정을 거친 후 바로 세워 동체부와 구연부
를 차례로 쌓아 올린다. 소성과정은 반지하식 가마를 축조한 후 내부에 옹관을 세워 넣
고 70시간 정도 불을 때고 최고온도 900~1,100℃ 정도에서 불막음하여 완성한다.
대형옹관 기면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흔적과 복원실험 결과를 통해 살펴본 제작기술
적 특징은 첫째, 대형기종에 적합한 제작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성형과정에서는
점토띠 쌓기, 저속 회전력, 반건조 방식 등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기형을 유지하고자 하
였다. 소성과정에서는 가마구조에 있어 높은 천장, 넓게 개방된 아궁이, 완만한 경사
도를 갖춰 가마 내에 안정적으로 옹관을 놓고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여 소성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둘째, 옹관의 형태와 크기가 정형화되고 상징적인 문양을 의도적으로 시문
하였다는 점이다. 옹관 외면에는 기본적으로 격자문과 거치문이 타날되어 있고 바닥면
중앙에 음각원문이 시문되어 있다. 이러한 문양의 기본구성은 영산강유역에서 대형옹
관이 유행한 300여 년간 지속된 전통으로 지역적 특성으로 해석된다.
대형옹관의 생산은 대형기물 제작의 고도화된 기술력을 갖춘 전문 생산집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를 운영한 지역 정치체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으며 동일한 제작
기술적 특징을 갖춘 옹관의 매장풍습이 영산강 중·하류역을 중심으로 공유되었던 것으
로 판단된다.
주제어 : 영산강유역, 대형옹관, 제작기술, 복원,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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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옹관은 일상용 항아리를 재이용한 것에서, 매장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으로 만든 경
우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전용옹관은 영산강유역에서 유행하였는데 다수의 옹관고분
과 옹관을 대량 생산한 가마터가 조사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산강 중·하류
역에 위치하는 고분에서 출토된 대형옹관은 1~2m에 달하는 초대형급의 크기 때문에 옹
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 외에도 제작기술적인 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되어 왔다. 대형옹관의 제작기술적 연구는 옹관편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태토, 소성온도,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조기정·김윤주 1986; 양삼열·조영배 1986; 강형태·안희균 1986),
옹관의 육안관찰을 통한 성형기법 연구(徐聲勳･成洛俊 1988), 옹관의 자연과학적 분석과
육안관찰을 종합한 제작기법 연구(양필승·박철원 2005), 옹관 가마구조와 소성과정, 운
영방법에 대한 종합검토(이정호 2007; 2009; 2012; 2013), 옹관 생산유적을 통한 생산체계
검토(이지영 2014)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2008년 이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추
진한 <대형옹관 제작 고대기술 복원 프로젝트>의 바탕이 되었고 연구소에서는 대형옹관
제작기술을 복원하기 위해 고고학적 자료 검토, 제작실험, 자연과학적 분석 등을 종합하
여 지속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2; 2017).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한 대형옹관 제작기술 복원연구는 오랜기간 다양한 실
험을 통해 실제 옹관과 좀 더 가깝게 복원해 나갈 수 있었으며, 대형기종의 토기 제작기술
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10여 년간
의 실험을 바탕으로 진행한 연구의 양이 방대하여, 연구성과의 핵심적인 부분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간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면서 대형
옹관의 제작기술적 특징에 주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인 연구대상은 영산강유역에서 전용옹관을 사용한 3세기 중·후반~6세기 전반
의 대형화된 옹관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대형옹관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였으며 주로 전
성기인 U자형 대형옹관의 제작기술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대형옹관
을 비롯한 토기 제작기술 복원실험 사례를 검토하고, 대형옹관 제작기술 복원실험을 통해
확인한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옹관, 실제 옹관가마와 비교하여 찾을 수 있는 대형옹
관의 제작기술적 특징을 검토한다. 아울러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간 대형옹관
에서 관찰되는 제작기술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옹관이 가진 대형의 크기에서 보여지는 제작기술적 의미와 옹관의 상징성을 담은
제작기술적 의미라는 두 부분으로 분리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대형옹관 제작기술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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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이 되었던 요인은 바로 옹관의 초대형급 크기에 대한 의문이었다. 이러한 대형기물의
제작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였는지, 대형급 토
기의 제작기술이 일반적인 토기의 제작기술과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옹관이 가진 상징성은 대옹이 일상생활의 저장용기로 사용되던 보편화된 기능에서 시
신을 묻는 관으로 사용되고 매장용기라는 특수성이 더해지면서 견고해진다. 이처럼 전용
화된 대형옹관의 상징성은 당시 토기 생산체계가 전문화되어 가는 사회적 요인과 결합하
여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형옹관의 제작기술적 특징을 바탕으
로 당시의 토기 제작기술과 사회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영산강유역 고대사회
특수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Ⅱ. 토기 제작기술 복원실험 사례
토기 제작기술 복원연구는 크게 이론적 연구와 실험적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토기
에서 관찰되는 속성과 흔적을 통한 성형 및 소성방법 연구, 토기가 소성되었던 가마 및 가
마 내부 토기 적재방식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민족지 자료를 통해 토기제작 및 소성의
과정을 유추하는 이론적 연구가 있으며, 제작실험을 통해 토기 성형 및 소성과정을 복원
한 실험적 연구가 있다. 이론적 연구는 토기에 남겨진 흔적을 통한 복원연구로 구체적인
제작기술을 복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반면, 실험을 동반한 복원연구는 고고자료만으
로 확인하기 어려운 토기성형에서 소성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증적인 토기 제작기술 복원연구에 있어서 필수불가결의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토기 제작기술 복원실험은 성형실험을 통한 단편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토기 소
성유구에 대한 발굴조사가 늘어나면서 소성시설의 복원을 통한 성형에서 소성까지의 전
반적인 실험이 가능하게 되었다. 실험을 통한 토기 제작기술 연구사례는 소성방법의 차
이를 기준으로 신석기･청동기시대와 원삼국･삼국시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개방식이
나 덮개식 야외소성 방법을 사용하는 신석기･청동기시대의 토기제작은 선사토기 제작방
법의 실험적 복원(김희찬 1996, 任鍾鍾･李政根 2006), 태토가 토기에 미치는 영향 규명(김
희찬 1996), 토기 소성과정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소성흔 분석(庄田愼矢 2006, 소상영 외
2007), 마연토기 제작방법 복원(신경숙·오민미 2010), 소성유구의 부석시설 소멸화 현상
에 대한 연구(조대연 외 2010) 등이 있다. 고정된 천장과 벽체를 가진 밀폐식의 토기가마
를 사용하는 원삼국･삼국시대 토기제작 연구로는 원삼국시대 토기의 태토 및 색상변화
규명(金美蘭 1995)을 비롯하여 영남지역 삼국시대 토기 소성기술 연구(토기가마복원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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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2009, 조성원･홍진근 2010, 홍진근 2011), 대형옹관 제작기술 복원연구(국립나주
문화재연구소 2010; 2011; 2012; 2017), 호남지역 삼국시대 경질토기 제작복원(강병선 외
2011), 한성백제 토기생산 기술연구(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등이 있다<표 1>.
이와 같이 토기의 성형과 소성이 동반된 실험은 연구자가 다양한 토기기종을 성형한 후
동시기 가마를 대상으로 비슷한 입지에 축조 복원하여, 재임과 소성의 과정을 전체적으
로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연구들을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대상이 되는 기종과 가
마의 모델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자연과학적 방법이나 민족지 조사 등을 통해 태토
의 적합성을 찾고 유물에서 관찰되는 제작기법을 도출해 토기를 성형하였다. 이후 복원된
가마에서 소성실험을 통해 토기에 나타나는 변화양상을 관찰하고 소성기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험은 단일 가마를 축조한 후 1~2회의 소성실험만 이루어져 다
양한 변수에 의해 달라지는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1). 따라서 10여 차례의 실험
을 통해 다양한 성형 및 소성기술을 적용한 대형옹관 제작기술 복원연구는 좀 더 객관적
인 입장에서 토기 제작기술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1) 일본 요적연구회에서는 효고(兵庫)현 미키(三木)시에 카와바타(川端)유적의 8세기대 반지하식 가마를 복원하여 2001년부터 8차례
에 걸친 스에키 소성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1,150℃ 정도까지는 안정적인 스에키 소성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藤原学
2013: 1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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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건조의 영향

유물에서
확인된
제작흔적을
통한 토기 복원

태토산지 추정
및 대형옹관
제작 기법 복원

토기 태토를
분석하여 토기
제작 기법 복원

김미란
(1995)

토기소성
실험연구회
(2009)
조성원  홍진근
(2010)

강병선 외
(2011)

국립나주
문화재연구소
(2012,2017)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

석영

화강암
풍화토

옹기토

기와토

나주 동수동토

나주 오량동토

나주 왕곡면토

논산 산직리토

여주 흔암리토

석영

옹기토

청자토

광주 평동토

사질토

황토

창원 다호리토

창원 봉산리토

양산 호계동토

경주 안강토

비짐

청자토

옹기토

점토

태토

모래

조개껍질

소금

성형실험

실험
목적

참고
문헌

<표 1> 토기 제작기술 복원실험 사례

기종별
소성 변화 관찰

다양한 소성 조건에
따른 변화양상 관찰
및 소성 기술 연구

경질토기
소성변화 관찰

토기의 변화양상과
소성기술 추정

토기 색상 및
경도 차이
원인 연구

실험
목적

점토벽돌

오량동
′09-4호

광명 소하동
가마

점토

반지하식

약20일

-

반지하식

광주 비아유적
1호가마

약2개월

약2개월

4일

-

약6개월

9시간

-

축조기간

10일

점토벽돌

반지하식

반지하식

반지하식

반지하식

축조방법

자연건조
10일

-

약1개월

약2개월

약2개월

40시간

-

-

13일

-

건조기간

소성실험

나주 운곡동
Ⅲ-1호

오량동
′12-7호
점토

적벽돌

나주오량동
′08-1호

오량동
′09-4호

점토벽돌

점토덩이

점토

축조재료

광주 비아동
1호가마

양산 호계동
2호가마

해남 군곡리
가마

모델

가마 축조

24~30시간

600
~700℃

1,100℃

600℃

62시간
80시간

1,200℃

1,000
~1,100℃

900
~1,200℃

900
~1,200℃

53시간

74~77시간

52~68시간

50~92시간

900℃

1,350℃

64시간
약4일

-

1,170℃

64시간
-

1,200℃

1,000℃

최고온도

소성실험

78시간

18시간

소성기간

환원

환원

환원

환원 후 산화

산화,
환원 후 산화

환원, 산화

환원, 산화

환원

산화

환원

산화

환원

산화

소성조건

2

1

4

1

1

1

6

1

9

3

1

1

소성

실험횟수
축조

Ⅲ. 대형옹관 제작기술 복원실험
대형옹관 제작기술 복원실험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의 <대형옹관 제작 고대기술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성형에서 소성까지 전 과정의 실험이 총 10여
차례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30여 점의 복원 옹관이 제작되었다. 이번 장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대형옹관 제작실험을 성형실험과 소성실험으로 구분하여 제작과정을 중심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1. 대형옹관 성형실험
대형옹관의 성형실험은 형태 복원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태토 성
분 및 배합 비율, 오량동 생산유적 주변 점토의 적합성, 성형의 용이성, 다양한 기형의 옹
관 성형방법 등에 중점을 두었다<표 2>. 대형옹관의 성형과정은 태토조성→성형→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1) 태토조성
대형옹관의 제작특성과 원료의 재료학적 동질성을 파악하고자 나주 오량동 유적 주변
및 영산강유역의 U자형 옹관과 선행기 옹관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변의 지질
조사를 수행하여 태토의 산지해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2). 나주 오량동과 운곡동 유
적의 옹관시료에서 비짐으로 사용한 석립은 약 11.4%~19.8%의 함량을 보여 옹관 태토에
는 의도적인 비짐을 첨가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비짐의 성분은 분석결과 오량동 유적
의 구릉 상면에 노출된 화강암 풍화토와 일치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태토는 나주 왕곡면
에서 채취한 점토와 오량동 채취 비짐을 8:2의 비율로 혼입한 것이 가장 성형에 용이하였
다. 왕곡면 점토는 2014년에는 비짐 10%, 2015·2016년에는 비짐 20%를 혼입하여 사용하
였지만 비짐 함량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쉽게 성형할 수 있었다3).
태토의 배합작업은 나무망치, 나무삽, 깨끼4), 꽂메5) 등의 도구를 이용하였다. 작업 진행
은 깨끼질과 메질을 번갈아 가며 실시한다. 깨끼질은 점토 내에 섞인 돌이나 잡풀 등의 불

2) 대형옹관 제작 원료의 대부분은 생산지인 나주 오량동 요지 5㎞ 이내에서 채취하였을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 시료를 준비하였다.
3) 2014년에 제작한 나주 화정리 마산 3호분 대옹과 소옹을 모델로 한 복원옹관의 경우 대옹은 약 200㎏, 소옹은 80㎏ 정도의 점토가
사용되었다. 소성 완료된 복원옹관 대옹의 크기는 높이 188㎝, 구연부 직경 121㎝, 소옹의 크기는 높이 110㎝, 구연부 직경 65㎝
이다.
4) 전통옹기 공방에서 사용하는 도구로 형태는 장방형의 날 양쪽에 손잡이가 달렸으며 낫과 비슷하게 생겼다.
5) 떡메 모양과 비슷하게 생긴 큰 나무망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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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물을 걸러내고 제거하는 작업이다. 메질은 점토 덩어리의 위를 쳐서 펼쳤다가, 옆을 쳐
서 모아 주는 작업을 반복하는데, 이 과정은 비짐이 점토와 고루 섞이도록 하고 점토 내의
공기를 빼는 역할을 한다.

2) 성형
2008년 옹관의 첫 성형 이후 2009년에는 저부에서 구연까지 정치, 구연에서 저부까지 도
치, 구연･동체 정치 후 도치하여 저부성형, 저부 도치성형 후 동체･구연 정치 등 4가지의
방식으로 성형을 진행하여 실험의 적합성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성형과 건조, 운반
이 가장 안정적이고 용이한 방법은 저부 도치, 동체·구연 정치성형임이 밝혀졌다(조미순
2011b: 187-189). 이 방법으로 성형된 복원옹관은 외면의 타날흔, 내면의 정면흔적 등이
실제 옹관과 유사하여, 2010년 이후에는 저부 도치 후 정치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실
험을 진행하였다.
옹관 성형도구 역시 현재 옹기제작에 쓰이는 도구를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두드리는 도
구는 방망이, 수레(이하 타날구), 조막(이하 내박자)이 있으며 단단한 재질의 소나무로 만
들고, 다듬는 용도의 근개(이하 조정구)는 마찰에 강한 무른 재질의 감나무나 오리나무 등
으로 제작한다. 기타 목가새, 밑가새, 물가죽 등이 있다6)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75-85).
회전대는 소나무로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현재까지는 나주 오량동 요지에서 회전축
흔적이 확인된 바가 없어 회전대의 사용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회전대 없이 제작자가 대
형기물의 주위를 직접 돌면서 성형하는 민족지 사례7)가 있으나, 이 경우는 최대 크기가
제작자의 키를 넘지 않는다. 대형옹관의 크기를 2m라고 가정했을 때 제작자가 주위를 돌
며 성형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발판 설치 등을 고려해보면 회전대의 사용은 제작자의 안전
과 작업적 편의를 위한 조건으로 보인다.
대형옹관 성형순서는 ‘① 저부 도치성형 → ② 반건조 → ③, ④ 저부 정치 → ⑤ 동체부
성형 → ⑥ 구연부 성형’이다<그림 1>. 세부적으로 성형하는 방법은 ‘점토띠 쌓기 → 점토
띠 사이 접합하기 → 기면 다듬기 → 타날구로 형태 잡기 → 조정구로 손질 → 타날구로
문양찍기’ 순으로 이루어진다.
6) 가새는 가위를 뜻하는 방언으로 토기 성형 중에 불필요한 점토를 잘라내는 데 쓰인다. 목가새는 대나무로 가늘고 뾰족하게 제작하며
구연을 다듬을 때 사용하고, 밑가새는 소나무로 넓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으로 완성된 토기를 물레에서 떼어내기 전 바닥과 동체가
닿는 면을 회전깎기 하는데 사용한다. 물가죽은 물을 묻혀 기면을 조정하는 것으로 실제 가죽 조각을 쓰거나 단단하게 박음질된 헝겊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며 근래에는 스폰지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7) 태국 북부 토기제작마을(김은정 외 2009: 87), 일본 후쿠이(福井)현 에이젠야키(越前燒)(木立雅朗 2012: 94-95),베트남 동나이
(Dong Nai) 탄반(Tan van)마을(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33) 등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회전대를 사용하지 않고
성형대 주위를 제작자가 직접 돌면서 토기를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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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호

회전대

①

②

거치대

③

④

⑤

⑥

<그림 1> 대형옹관 성형순서 모식도

(1) 저부
저부는 도치성형 방식을 이용한다. 회전대 위에 도넛 형태의 나무판을 올린 뒤 5~7cm
두께의 점토띠를 쌓아 테쌓기 방식으로 바닥면을 향해 점차 좁아 들게 성형한다. 도치성
형한 저부의 높이는 30~40㎝ 정도가 적합한데 이는 뒤집는 작업이 수월하고 다시 정치하
여 성형하는 과정에서 거치대8)에 안정적으로 놓을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로 판단된다. 실
제 대형옹관의 저부에 남은 흔적이나 저부가 한 덩어리로 깨져 출토된 사례를 통해 이러
한 저부의 분할성형 흔적을 관찰할 수 있다.
옹관의 둥근 저부를 만드는 방법은 테쌓기로 형태를 만들어 가며 저부를 성형하는 것,
회전력을 이용하여 물가죽으로 점토를 늘려 저부를 성형하는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하였다.
점토를 늘려 저부를 성형하는 과정은 완성 후에 저부의 바닥이 얇아지므로, 건조 후 동체
성형 전에 저부 내면에 점토를 덧대어 보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테쌓기 방식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옹관의 바닥면은 중앙에 점토띠를 쌓아 낮은 굽을 형성하거나
손끝에 물을 묻혀 음각선문을 시문하여 완성한다. 성형이 마무리되면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곳으로 옮겨 하루 정도 표면을 반건조시킨다.

(2) 동체부
반건조된 저부 위에 거치대를 얹어 뒤집는다. 이를 다시 회전대 중앙에 올린 뒤 정치된
상태로 테쌓기하여 동체부를 성형한다. 점토띠를 3~4단 정도 쌓아 타날구로 두드리고 조
8) 옹관의 성형에서는 저부를 먼저 제작하고 동체부를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둥근 저부를 바르게 세워 고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실험과정
에서는 회전대에 올려 옹관을 성형하고 운반의 편의를 위한 보조도구로 거치대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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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로 회전물손질한 뒤 다시 타날하는 작업을 2회 정도 반복하여 일정시간 건조시킨다.
이로 인해 실제 대형옹관의 동체부에는 20~40㎝ 마다 분할성형흔이 남게 되고, 단면에
는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대형옹관은 기벽이 두꺼워 기형을 만들기 위한 타날을 약 3회 가
량 반복하는데 점토 내부의 기포 제거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후 최종적인 문양을 넣기 위
한 타날은 1회 실시하여 마무리한다.

(3) 구연부
구연부는 원하는 높이보다 여유있게 쌓고, 안쪽으로는 점토를 덧대어 도톰하게 구순을
형성한다. 타날구와 내박자로 두드리며 구연의 두께를 맞춘 후 목가새로 원하는 높이만큼
점토를 잘라낸다. 분리된 점토를 제거한 후 회전 상태에서 물가죽으로 구연을 정면하여
마무리한다. 동체에서는 뚜렷하던 점토띠 접합흔적들이 구연부 단면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거나 일부 동그랗게 말린 것처럼 보이는데, 구순부의 마무리에 물가죽을 이용하여 수분
을 입히고 여러 차례 정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흔적으로 생각된다.
태토에 포함된 석립이 적고 정선된 점토를 사용한 경우는 고속 회전성형이 가능하지만
대형옹관의 경우 석립이 다량 섞여 있고 전체 무게가 상당하여 보조자가 돌리는 속도에
한계가 있어 저속 회전이 적합하다. 뿐만 아니라 옹관의 구연부는 크고 면적이 넓기 때문
에 물가죽이나 정면도구를 댄 채 회전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수분을 빼앗기고, 마찰
력으로 인해 구연이 찌그러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대형옹관의 성형에 필요한 회전
속도는 작업의 편리성과 간단한 물손질이 가능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연부까지 전체 기형의 성형이 완성되면 동체부와 구연부 경계지점에 거치문을 시문
한다. 시문방법은 타날구의 모서리 부분을 옹관에 대고 주먹으로 두드려 연속적으로 찍어
낸다. 출토되는 대형옹관의 거치문 안쪽에 문양이 새겨져 있는 사례를 통해 보면 별도의
시문구 없이 타날구를 사용하여 시문한 것으로 보인다. 완성된 옹관은 그늘에서 약 한 달
정도 완전 건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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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형옹관 성형실험
실험
연도

실험
목적

2008년

성형 가능성
검토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성형방법의
적합성 검토

태토의
적합성 검토

태토의
적합성 검토

태토의
적합성 검토

태도
점토

실험모델

비짐

옹기토
나주 동수동토

옹기토

U자형
옹관

U자형
옹관

영암 기와토

U자형
옹관

영암 기와토

U자형
옹관

나주
오량동
수혈토
(90%)
나주
오량동
곡간부토
(80%)
나주
오량동
수혈토
(80%)

화강암
풍화토
(10%)
화강암
풍화토
(20%)

U자형
옹관

나주 복암리 3호분 구연 정치 후 도치→
11호 대소옹
동체저부 도치
나주 대안리
방두고분
2호 대옹
나주 대안리
방두고분
2호 소옹
나주 대안리
방두고분
2호 대소옹
나주 대안리
방두고분
3호 소옹
나주 대안리
방두고분
3호 대옹
나주 대안리
방두고분
3호 소옹

영암 옥야리
방대형 고분
3호 대소옹

특이사항
분할 성형의 흔적 확인
점성 부족으로 성형 중 붕괴

저부→구연 정치

저부의 건조가 불가능해
상부로의 성형이 불가능

구연→저부 도치

구연 30㎝ 이상 쌓을 경우
뒤집기 어려움

구연동체 정치
→저부 도치

정치시키는 과정에서 파손
위험성 높음

저부 도치→
동체구연 정치

성형에 적합함

저부 도치→
동체  구연 정치

성형에 적합함

저부 도치→
동체구연 정치

성형에 적합함

저부 도치→
동체구연 정치

모래함량이 낮고 점성이
부족하여 성형 중 붕괴

성형은 가능하나 실패
빈도수 높음

화강암
풍화토
(20%)

나주
오량동
곡간부토
(100%)

성형방법

U자형
옹관

영암 옥야리
방대형 고분
3호 대소옹

U자형
옹관

나주 화정리 마산
3호분 대소옹

선행기
옹관

무안 고읍고분
대옹

2014년

다양한 형태의
옹관 복원

나주
왕곡면
점토9)
(80%)

화강암
풍화토
(20%)

2015년

다양한 형태의
옹관 복원

나주
왕곡면
점토
(80%)

화강암
풍화토
(20%)

선행기
옹관

2016년

다양한 형태의
옹관 복원

나주
왕곡면
점토
(80%)

화강암
풍화토
(20%)

선행기
옹관

함평 만가촌 고분
12-7호 대소옹
영암 옥야리 고분
14-1호 대소옹
나주 용호 고분
12-8호 대소옹
나주 용호 고분
18호 대옹

저부 도치→
동체구연 정치

저부 도치→
동체구연 정치

점력이 약해 접합면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여러 차례 무너진 후
완성할 수 있었음
점력은 강하나 무게를
지탱하는 힘이 부족하여
여러 차례 성형실패.
성형된 옹관은 건조기간 중
균열 발생함
태토 적합함
견부와 경부 표현의 어려움
경부에 횡방향으로
갈라짐 발생
저부 내면 갈라짐 발생

저부 도치→
동체구연 정치

구연부 성형 어려움
저부 내면 갈라짐 발생

저부 도치→
동체구연 정치

구연부 성형 어려움
양지에서 건조시킨 옹관
저부에 내면 갈라짐이 더
빠르게 발생

9) 나주시 왕곡면 일대에서 채취한 점토로 예로부터 옹기장들이 채취하여 쓰던 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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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형옹관 소성실험
대형옹관 소성실험은 가마 내부에 옹관을 운반하여 재임하는 방법, 태토조성에 따른 옹
관의 색상변화, 기물의 재임방법에 따른 흑반의 존재양상, 불 때는 시간과 불의 세기를 조
절하여 소성하는 과정, 최고온도에 도달한 후 가마를 밀폐하는 방법과 개방시간 조절 등
다양한 조건을 적용하여 소성한 후 옹관에 나타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하였다. 소
성과정은 가마축조 → 운반·재임 → 소성 → 가마밀폐 → 가마개방 순으로 진행하였다.

1) 가마축조
대형옹관을 생산하기 위한 옹관가마는 현재
나주 오량동 요지에서 확인된 가마가 유일하다10).
따라서 소성실험을 위한 가마는 오량동 요지에서
조사된 ′08-1호와 ′09-4호, ′12-7호 가마를
모델로 선정하여 복원하였다. 더불어 토기가마
중 가마 내부에서 선행기 대형옹관의 파편이
출토되어 옹관 소성의 가능성이 높은(전용호
2013b: 231-232; 이지영 2014: 12) 나주 운곡동
Ⅲ-1호 가마를 실험용 가마로 제작하였다11).
가마는 반지하식으로 기반층을 굴착하고

<그림 2> 가마 천장구조 복원 모식도

구조목을 세운 후 대나무와 띠풀로 아치형의
골격을 씌워 상부구조를 만들었으며, 그 위에 점토와 볏짚을 섞은 진흙을 여러 차례
덧발라 천장을 견고하게 하였다<그림 2>.
나주 오량동 가마는 U자형의 대형옹관을 소성하기 위해 바닥면의 경사도가 10° 이하로
완만하고, 옹관을 세워서 소성하기 위한 높은 천장이 필요하다. 실험용으로 축조한
옹관가마와 토기가마는 길이는 비슷하지만 가마 바닥면의 경사도는 옹관가마는 10°,
토기가마는 12~18° 정도로 옹관가마가 더 낮고 완만하며, 천장 높이는 옹관가마는 240㎝,
토기가마는 130㎝ 정도로 옹관가마의 높이가 2배 정도 높다. 즉 가마에서 어떤 기물을 주
대상으로 선정하여 소성하는지에 따라 구조적인 변화를 의도할 수 있다.

10) Ⅲ식에 해당하는 U자형 대형옹관을 생산한 현재 유일한 가마유적이다.
11) 현재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옹관제작공방에는 진흙으로 만든 옹관가마 2기와 토기가마 1기가 복원되어 있으며 제작실험 및 체험
학습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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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반 · 재임
건조된 대형옹관을 가마로 운반하는 일련의 과정은 제작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한 번에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옹관의 무게가 200㎏이 넘는 경우는 성인 6명 이상이
옹관을 운반하여야 하고 보조적인 인력도 필요하다. 운반하는 방법에 있어서 초창기
실험에서는 모래나 왕겨를 바닥에 깔고 굴리거나 끄는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옹관의
형태와 무게로 인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적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주로 사용한 방법은 옹관의 안전성을 위해 광목천이나 멍석을 옹관에 둘러
조금씩 들어 나르는 방법이다. 건조된 옹관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이 크다.
소성을 위해 대형옹관을 가마 안으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가마 입구의 넓은 공간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궁이에서 연소부 천장 일부를 뜯어내어 개방된 상태로
공간을 확보한 후 옹관을 넣고 옹관 재임이 완료된 이후에는 뜯어낸 천장을 다시 덮고,
아궁이를 좁혀 불때기에 적합한 구조로 만들었다. 이처럼 아궁이를 수시로 개폐할 수 있는
구조는 나주 오량동 가마에서 아궁이와 연소부 측벽 일부가 점토를 이용하여 축조된
상태로 확인된 바 있다.
가마에는 대형옹관 3점 정도를 재임하는 것이 내부의 공간적인 효율성 면에서 가장 적
당하였다. 대형옹관의 재임위치는 가마 소성부의 중앙부분 천장이 가장 높아 공간이 넓기
때문에 대옹을 중앙에 놓고 앞뒤로 소옹을 넣었다. 재임방법은 실제 옹관의 표면에 남아
있는 흑반의 흔적을 통해 추정하였다. 선행기 대형옹관은 동체와 견부, 저부에서 흑반이
관찰되는데, 특히 동체와 견부에서 확인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선행기 옹관은 주로 사
치하거나 횡치하여 소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U자형 대형옹관은 바닥
에서만 흑반이 관찰되기 때문에 정치하
였던 것을 알 수 있다(국립나주문화재
연구소 2015: 43). 이러한 재임방법은
당시 옹관을 소성했던 가마의 크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즉
선행기 대형옹관은 정치가 불가능한 상
태였다는 점을 통해 보면 천장이 낮은
토기가마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U자
(옹관가마)

(토기가마)

<그림 3> 복원가마 재임방법 모식도

형의 대형옹관은 정치하여 소성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가진 옹관가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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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재임시 옹관받침으로는 깨진 옹관편을 사용하였다. 나
주 오량동 요지의 가마 내부에서 옹관편이 벽에 기대어 있거나 바닥에 놓인 상태로 확인되
었는데 대형옹관의 둥근 바닥 주위에 둘러 거치하는 용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실제 실험
에서도 실험과정에서 건조하거나 소성과정에서 깨진 옹관편을 거치용으로 사용하였다.

3) 소성
소성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10회를 실시하였다<표 3>. 초창기 소성실험에서는
성형 후 건조된 복원옹관을 옹관가마를 이용하여 완전한 상태로 소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 실시된 실험에서는 옹관의 색상 및 물리적 특성에 대한 변화상을 관찰하고
실제 대형옹관에 나타난 흔적과 비교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성과정을
재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가마 소성과정은 피움불 → 작은불 → 중불 → 큰불로 불의 세기가 점차 커지는 방향으
로 진행된다. 피움불은 200℃ 이하의 낮은 열기로 가마 내부와 옹관의 습기를 제거하고 예
열하는 과정이다. 피움불 유지시간은 가마의 건조상태에 따라 다르게 하였다. 소성이 1~2
차례 이루어진 경우는 40시간 정도 유지시켰으며, 2~3차례의 경우는 20시간 정도를 유지
하였다. 작은불, 중불, 큰불의 구분은 소성온도를 300℃ 단위로 구분지어 그 변화상을 살
펴보기 위한 것으로 201~500℃, 501~800℃, 801℃~1,200℃로 분류하였다. 소성완료 후 일
주일 정도 지나고 가마 내부의 열기가 식으면 입구를 개방하고 가마에서 옹관을 꺼낸다.
소성온도는 2012년 2차와 2014년 1차 소성실험에서 1,200℃ 소성을 진행한 것을 제외하
면 모두 1,000~1,100℃의 최고온도를 기준으로 소성하였다. 소성에 이용한 화목은 주로 소
나무 장작을 이용하였으며, 1,200℃의 고온소성을 위해서는 장작과 함께 원목에서 각재를
가공한 후 나온 피죽을 이용하였다. 화목 사용량은 2015년 옹관가마의 경우는 1,843.2㎏,
2016년 토기가마는 955.8㎏으로 가마의 종류와 크기에 따른 화목량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토기가마는 옹관가마에 비해 가마의 내부 공간이 좁고, 바닥면의 경사도가 높은 구조적 차
이를 보이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연료를 사용하여 높은 온도를 올릴 수 있었다.
가마 내부가 계획한 온도에 도달하면 가마를 밀폐 또는 개방하게 된다. 가마의 밀폐와
개방방법에 따라 산소와 탄소 양의 차이를 보이면서 환원 또는 산화되고 기물에 영향을
준다. 환원은 아궁이와 굴뚝을 완전히 밀폐하여 산소가 가마 내부로 공급되지 않아 점차
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도록 하는 방법이며, 산화는 완전 밀폐하지 않고 산소가 유입되도
록 일부 또는 완전 개방하여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게 하는 방법이다. 옹관 색상은 마지막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밀폐 또는 개방, 밀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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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시간이 지난 후 산소를 주입시켜 발생하는 색상의 차이를 관찰하였다. 일반적인 환원
은 회색, 산화는 적색계열의 색상을 보이는 반면, 일정시간 밀폐 후 산소를 주입하였을 경
우는 황갈색 색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환원 후 다시 산화되는 온도와
시간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의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표 3> 대형옹관 소성실험
복원가마
실험
연도

실험
목적

모델

소성온도 유지 시간(시간)

피움불
재료 (~200
℃

작은불
(~500
℃)

중불
(~800
℃)

최고온도
큰불
총
(℃)
(~1,200
소요시간
℃)

소성조건

실험결과

2008년

가마 소성
나주 오량동
가능성
벽돌
‘08-1호
확인

41

8

1

1

51

900

환원

회색

2011년

태토에 나주 오량동
벽돌
따른 변화 ‘09-4호

2

18

17

3

50

900

환원

흑회색
전면탄착

2012년 소성온도에 나주 오량동
진흙
(1차) 따른 변화 ‘09-4호

20

39

16.5

3.5

79

900

산화

황갈색

회백색

2012년 소성온도에 나주 오량동
진흙
(2차) 따른 변화 ‘09-4호

41

25

20

6

92

1,200

환원

회청색

2012년 소성온도에 나주 오량동
진흙
(3차) 따른 변화 ‘09-4호

2

40

6

4

52

1,000

환원

흑회색
전면탄착

소성온도에 나주 오량동
진흙
따른 변화 ‘09-4호

20

28

5

15

68

1,012

환원

흑회색
전면탄착

불막음토기
2014년 재임하지 나주 오량동
진흙
(1차) 않은 경우 ‘09-4호
변화

20

21

21

6.5

68.5

1,207

산화

불막음토기
재임,
2014년 아궁이 나주 오량동
진흙
(2차)
전면개방 ‘12-7호
한 경우
변화

37.5

2013년

흑갈색

적갈색,
균열발생

23.5

10

3.5

74.5

1,045

산화

적갈색,
가마 내 큰
온도편차

흑회색

회색

2015년

토기
나주 오량동
진흙
색상변화 ‘12-7호

36.5

15

18

8

77.5

1,133

환원 후
산화
(3.5시간
후 일부
개방)

2016년

가마
나주 운곡동
차이에
Ⅲ-1호 진흙
따른 비교 (토기가마)

9

19

6

19

53

1,199

환원 후
황갈색,
산화
화목사용량
(2시간 후
감소,
일부 개방) 빠른 온도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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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형옹관의 제작기술적 특징과 의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10여 년에 걸쳐 진행한 <대형옹관 제작
고대 기술 복원 프로젝트>는 대형의 옹관을 만드는 재료 준비부터 성형방법, 소성방법 등
의 전체 제작과정을 다양한 실험으로 재현하면서 고대 기술을 복원해나갔다(국립나주문
화재연구소 2012; 2017). 이번 장에서는 복원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옹관, 실제 옹관가
마와 비교하면서 찾을 수 있는 대형옹관 제작의 기술적 특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아울
러 삼국시대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간 대형옹관 생산체계를 통해 제작기술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대형옹관의 제작기술적 특징
1) 옹관
옹관은 매장시설이라는 기능을 담은 명칭으로 형태적인 특징에 따르면 옹형토기로 분
류할 수 있다. 특히 영산강유역의 3~6세기대 옹관은 성인 시신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대
형화되는 단계이므로 대형옹관이라 불린다. 일반적으로 대옹은 일상생활의 저장용기로
사용되던 기종이지만 영산강유역에서는 매장시설로 사용되었고 나름의 형태변화를 거쳐
300여 년간 유행하였다. 특히 5세기대를 중심으로 이전의 일상용 대옹과 달리 U자형의 독
창적인 형태를 보이면서 매장시설 전용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이른다.
대형옹관에서 관찰되는 제작기술적 특징은 기본 재료인 태토, 성형과정에서 전반적인
형태 변화를 의도하는 기형과 크기, 기면에 남아 있는 성형흔적과 문양, 소성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색상과 경도 등 다양한 세부 속성을 통해 해석해 볼 수 있다.

(1) 태토
U자형 대형옹관의 태토는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선행기 옹관이나 일반 토기에 비해
굵은 석립(사립)의 함량이 높은 편이다. 대형옹관의 태토성분은 다량의 석영, 정장석 및
운모를 포함하고 있는데, 점성이 강한 하상퇴적 점토를 주재료로 하고 석영입자를 포함하
는 화강암풍화토가 비짐으로 섞여 있는 상태이다. 실체현미경으로 관찰되는 광물입자는
1㎜ 내외 크기의 석영, 정장석, 흑운모와 3㎜ 이상인 중조립질 석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토와 비짐을 이용한 태토조성 비율은 대형옹관의 비짐으로 포함된 석영이 11.4~19.8%
로 9:1 또는 8:2 정도에 해당한다(윤석태 외 2011: 86-102; 이찬희 외 2012: 61). 이러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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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구성은 기벽이 두꺼운 대형기종에서 관찰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비짐의 굵은 입자
로 인해 태토 사이의 공극이 커지면서 두께가 두꺼운 토기의 건조속도를 높여 안정적인
성형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굵은 입자가 포함된 태토는 기면에 석립이 돌출되어 고속 회
전에 의한 성형방법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건조속도를 높여야 하고 저속 회전력을
통해 안정적인 성형이 필요한 대형기종의 토기 성형에 적합한 태토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태토에 혼입된 석영 성분은 소성온도 증가에 따른 태토의 팽창을 억제하여 기물
이 안정적으로 소성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김규빈·정광용 2014: 380-381).
대형옹관의 태토는 영산강유역 일대의 광물에 포함된 일반적인 성분을 갖추고 있다. 특
히 영산강 중류에서 하류에 이르는 지역의 토양은 동질성이 높은 편이며 나주 오량동 요
지 출토 옹관의 태토는 근거리의 운곡동 고분, 복암리 고분 출토 옹관과 매우 유사하다(이
한형 외 2009: 116-117, 이찬희 2011: 98-103). 진천 삼룡리·산수리 요지(조대연 2008: 5584), 광주 행암동 요지(조대연 2011: 503-519), 영광 군동 요지(장성윤 외 2009: 102-113) 등
의 토기가마에서 생산된 토기는 인근 토양과 유사한 광물조성을 갖추고 있어 태토는 인접
지역에서 수급하여 생산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영산강유역의 선행기 옹관과 U자
형 옹관은 색상, 비짐의 크기, 소성온도, 광물구성 등에서 차이가 관찰되어 시기와 형태에
따른 제작기술의 차이를 보여준다12)<표 4>. 또한 미량원소 분석결과를 통해 보면 나주 송
월동과 나주 장등유적의 선행기 옹관은 각각 다른 지역들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해당 지역의 원료와 제작기술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U자형 옹관인 오량동, 운
곡동, 신촌리, 만수리, 연리 옹관은 육안 특징과 미량원소 함량 분포가 매우 유사하여(이
한형 외 2009: 117) 동일 생산지에서 유사한 원료와 제작기술로 생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호남 전역에 분포하였던 선행기(Ⅰ·Ⅱ식) 옹관이 U자형(Ⅲ식) 대형옹관으로 전환되
면서 분포권이 영산강 중·하류역에 집중되고 생산지 또는 제작기술이 통일되어 갔음을
의미한다.
<표 4> 대형옹관 형식별 태토 특성
특성
형식
ⅠⅡ식
(선행기)
Ⅲ식
(U자형)

색상

석립 크기

가비중, 흡수율, 공극률
분포범위

적색계 > 회색계

1㎜ 내외

좁음

회색계 > 적색계

1㎜ 내외
+3㎜ 이상

넓음
(→높은 소성온도 경험)

광물구성
석영, 정장석, 운모
+사장석 검출
석영, 정장석, 운모
+사장석 미검출

12) 2009년 영산강유역의 41개 유적에서 출토된 190여점의 옹관시료에 대한 육안관찰과 미량원소 분석을 실시하였다(이한영 외
2009: 105). 또한 2009~2010년에 걸친 U자형 옹관의 성분분석과 함께 2011년에는 선행기 옹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대형
옹관의 태토 특성이 검토되었다(이찬희김란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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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형과 크기
대형옹관의 기형은 크게 Ⅰ·Ⅱ·Ⅲ식의 3가지 형식으로 구분된다(徐聲勳·成洛俊

1986: 107-110; 李正鎬 1996: 43-50; 徐賢珠 2006: 139-144; 김낙중 2007: 54-63; 吳東墠

2008: 103-104). 구연의 외반도가 크고 좁은 저부가 형성된 형태(Ⅰ식)에서 구연의
외반도가 줄어들고 저부가 점차 둥글게 변하는 중간 단계(Ⅱ식)를 거쳐, 전체적으로
U자에 가까운 기형(Ⅲ식)으로 변화된다. 점차 외형의 꺾임이 줄어들고 간소화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저장용기로 사용한 옹형토기의 형태에서 성인 시신 매장용으로
전용화되면서 굴곡진 형태 대신 안전성과 편리성을 택하는 과정으로 판단된다.
대형옹관의 크기는 U자형의 Ⅲ식으로 갈수록 길이가 길어지고 두께는 두꺼워지면서
대형화되어 간다<그림 4>. 현재까지 출토된 옹관 중 가장 크기가 큰 나주 화정리 마산
3호분 1호 옹관묘 대옹의 경우 전체길이 209cm이며, 이와 조합된 소옹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지만 전체길이 118㎝에 해당한다. Ⅲ식 옹관의 크기는 전체길이
100~209㎝ 범주가 60.8%, 구연부 직경 55~141㎝ 범주가 96.1%에 해당하며, 기벽이 가장
두꺼운 구순부 두께는 3~10cm 범주가 9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초대형급의
크기를 보여준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5: 178~181).

<그림 4> 대형옹관 형식별 크기 변화상13)

점토로 제작한 기물은 성형 후 건조, 소성과정을 거치면서 점토 속에 포함된 수분이
제거되고 점차 수축하여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성형 당시의 대형옹관은 최종 완성된
옹관에 비해 크다. 복원옹관을 통해 성형과 소성완료 후의 크기를 비교해 본 결과 전체
축소율은 3~31% 범주에 해당하며 구경과 전체길이는 3~19%, 두께와 무게는 7~31%로
13) 영산강유역 대형옹관 분류표준화 방안(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5)에서 제시한 대형옹관의 크기와 분류기준을 기반으로 재분석
하였다. 각 형식별로 백분율을 분석하였으며 해당 속성은 측정할 수 없는 경우는 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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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보다 질량의 축소율이 높은 양상을 보인다<그림 5>. 태토의 점성과 비짐
배합비율에 따른 축소율의 차이는 양산 호계동 토기가마를 대상으로 한 제작실험 사례를
통해 보면 토기 건조와 소성과정에서 크기는 7~12%, 9~19%, 무게는 21~30%, 27~40%의
축소율이 관찰되었는데 점토의 사질성이 높을수록 크기와 무게의 축소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홍진근 2011: 153-154). 따라서 대형옹관 태토에 혼입된
10~20%의 비짐은 낮은 축소율을 의도하는 역할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연번

<그림 5> 복원 대형옹관 축소율 분석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태토
영암
기와토
나주
오량동
도로유구
수혈토
나주
오량동
곡간부토
나주
왕곡면
옹기토
90%
나주
왕곡면
옹기토
80%

구경
7.7
3.5
4.3
4.4
5.0
4.8
10.9
10.0
3.2
3.2
2.6
10.3
15.6
4.7
4.9
7.1
2.6
15.5

축소율(%)
길이
두께
4.3
14.5
4.4
24.5
7.7
14.5
24.5
3.5
3.4
27.2
12.5
12.5
11.2
18.1
12.2
22.5
22.5
6.1
6.8
14.6
7.8
5.5
7.4
5.5
7.4
8.2
7.8
19.8
20.0
18.6
20.0
18.5
20.0

무게
27.8
7.2
10.4
12.6
9.4
22.5
15.2
14.5
19.4
28.6
30.6
31.2

(3) 성형흔적과 문양
대형옹관의 성형과정은 일차성형으로 점토띠를 쌓아 접합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기본
형태를 만들고, 타날구와 내박자, 조정구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기면을 다듬는 이차성형
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면에는 손누름 흔적, 타날구 흔적, 물손질 흔적, 점토
덧바름 흔적 등의 정면수법과 분할성형 흔적이 관찰된다<그림 6>.
대형옹관 복원에 사용한 점토띠의 두께는 5~7㎝ 정도이며 위에서 아래로 점토를 눌러
접합하는 과정에서 손누름 흔적이 남게 된다. 신안 학동유적 옹관의 저부 분리 단면에서
점토띠 손누름 흔적이 뚜렷하게 관찰된 바 있다. 이러한 뚜렷한 손누름 자국은 요철을 만
들어 다음 점토띠와의 접합을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이정호 2007: 26). 접합된 점토
띠는 타날구와 조정구를 이용하여 면을 다듬고 마지막으로 문양을 찍어 완성하는데, 옹
14) 2009~2016년 제작한 복원옹관을 대상으로 축소율을 분석하였으며, 일부 수치의 편차가 커서 오류로 판단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결과는 실험조건과 환경에 따라 수치의 변화 폭이 크므로 전반적인 양상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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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기형이 크기 때문에 점토띠를 쌓고 정면하여 문양찍는 과정이 동체부에서 여러차례
구간을 나누어 반복된다. 또한 구연부와 저부에서는 점토를 덧대 보강한 흔적이 관찰된
다. 옹관의 두께는 구연부 끝이 가장 두꺼운 편인데 구순부의 형태를 표면에 점토를 덧대
어 만든다. 또한 저부 바닥면을 마감한 후 내부의 빈 공간에 점토를 채워 보강한다. 옹관
은 기형 변화가 적기 때문에 많은 회전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구연부를 외반시키거나 구
순을 다듬는 과정에서는 회전물손질을 사용한 흔적이 남는다. 토기 성형에 있어서도 테
쌓기 방식을 통해 일차성형이 진행된 이후 타날, 정면 등을 이용한 이차성형 과정에서 회
전력이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특징을 보인다(조대연 2011: 512-513, 517).
또한 대형옹관은 20~40㎝ 단위마다 분할성형15) 흔적이 관찰된다. 대형옹관은 둥근 저
부를 먼저 만들고 일정시간 반건조 과정을 거친 후 다시 뒤집어 점토띠를 쌓아 올리는데,
이후 동체에서 구연부로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도 3~4번의 반건조 과정을 통한 분할성형
이 필요하다. 이러한 흔적은 옹관에서 관찰되는 수평 분리흔적과 내외면의 굴곡흔적, 타
날된 외면 문양의 차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그림 6>. 반건조를 통한 분할성형 과정
은 단시간에 쉽게 쌓아 제작하기 어려운 대형기종이나 굴곡이 많은 구연부와 견부의 성
형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반건조를 통해 기면이 일부 건조되면 상부로 쌓아 올
리는 점토의 무게를 지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조기정·김윤주 1986: 134-136; 최성락
1993: 165-167; 이정호 2007: 24-26).

(신안 압해도 학동유적
5호 옹관묘 대옹)

(나주 오량동 요지 출토
옹관 구연부편)

(나주 방두고분 3호 대옹, 소옹)

점토띠 손누름 흔적

점토 덧바름 흔적

분할성형 흔적

<그림 6> 대형옹관에서 관찰되는 성형흔적

15) 분할성형은 한 번에 성형하여 완성하지 않고 점토띠 쌓기와 반건조 과정을 반복하고 구간을 나누어 성형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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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옹관의 외면 문양은 일반적으로 저부에서 동체부 전면에 격자문16)이 타날되어 있
고 구연부와 동체부의 경계지점에 거치문, 바닥면 중앙에 음각원문이 확인된다<표 5>. 타
날문은 타날구를 이용하여 기벽의 두께를 일정하게 하고 점토에 포함된 기포를 제거하는
기능이 우선적이다. 여러차례 타날과정과 정면과정을 반복하여 문양이 나타나고 지워지
는 과정이 반복되므로, 정면 마지막 과정에서 문양을 다시 타날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의
도한다. 또한 거치문은 타날구 모서리를 이용하여 찍어 내는데 영산강유역의 대형옹관
에는 톱니무늬 모양의 거치문이 일반적이며 선행기인 Ⅰ·Ⅱ식 옹관에서는 삼각형, 사각
형, 능형 등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찍어 낸 문양이 일부 관찰된다. 거치문은 견부압날문이
라 불리며 한반도 서남부지역의 대옹, 호와 같은 일부 기종에서만 관찰되는 특징적인 문
양이다(趙成淑 2004: 7-8). 대형옹관 바닥면의 원문은 손가락 끝을 이용하여 음각으로 시
문한다. 음각원문은 U자형의 Ⅲ식 옹관과 일부 Ⅱ식 옹관에서 관찰되는 특징으로 Ⅰ·Ⅱ
식 옹관 바닥면에서 관찰되는 돌출된 원형의 굽을 대신하여 이후 시기에는 원형의 문양
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대형옹관에서 관찰되는 공통된 문
양요소는 제작자 또는 제작집단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옹관 제작기술의 특징 중 하나
로 볼 수 있다.
<표 5> 대형옹관 부위별 문양 및 시문방법
부위

구연부

동체부

저부

견부

바닥중앙

문양

무문

격자문

격자문

거치문

원문

방법

물손질

타날

타날

타날

돌기, 음각

도구

물가죽, 손

타날구

타날구

타날구, 시문구

손

(4) 색상과 경도
대형옹관은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하나의 옹관에서도 다양한 색상과 경도가 관찰된다.
이러한 변화요인은 가마소성의 마지막 단계에서 주로 좌우되는데 아궁이와 연통의 개폐
여부, 최종 연료 투입량과 연소상태, 최고 소성온도 등의 다양한 소성조건이 작용한다.
이와 함께 가마 내 옹관의 재임방법과 재임위치에 따라 부분적인 변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형옹관의 색상은 적색, 갈색, 황색 등의 적색계열과 백색, 회색, 회청색, 흑회색 등의
회색계열로 구분된다. 적색계열 색상은 아궁이나 연통을 일부 개방한 상태로 마감하여
산소의 유입이 많은 산화조건에서 발생하며, 회색계열 색상은 가마를 완전 밀폐하여 산
16) 대형옹관의 문양은 대부분 격자문을 기본으로 하지만 나주 복암리 3호분과 정촌고분의 일부 대형옹관에서 평행선문과 조족문이 조
합된 문양이 타날된 경우가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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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줄어들고 탄소의 유입이 많아지는 환원조건에서 나타난다. 완전 밀폐하는 과정에서
최종 투입한 연료를 가득 채워 막음하면 불완전 연소되어 표면에 흑색의 연(煙)이 입혀
지면서 탄착되고, 연료를 완전 연소시킨 상태의 고온에서 막음하면 연이 벗겨지고 회색
이 된다. 또한 환원상태에서 막음 후 환원이 고착화되기 전 일부 개방하여 산소를 주입하
면 환원에서 다시 산화반응이 일어나 황색의 색상으로 변하기도 한다. 또한 소성온도가
1,200℃에 가까워지면 산화조건에서는 암갈색, 환원조건에서는 회청색으로 변화되고 표
면 일부에 자연유가 발생한다<표 6>.
대형옹관의 표면에서 관찰되는 소성온도는 700~1,150℃ 정도로 다양하게 관찰된다(국
립문화재연구소 2015: 311-317) 복원옹관의 소성온도는 저부보다는 구연부가 높으며 가
마의 뒤쪽보다는 앞쪽 옹관이 높은 양상을 보여 가마 내 열기의 흐름과 세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마 내 온도차이는 옹관의 다양한 색상과 경도로 연결된다. 실제 옹관에
서도 구연부와 전면의 소성도가 높기 때문에 하나의 옹관에서 다양한 색상이 관찰되고
경질과 연질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복원실험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한 가마에서 옹관
의 소성온도 차이는 400℃ 정도로 700~1,150℃ 범위에 해당하는 실제 옹관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1,200℃ 이상의 소성온도에서는 옹관표면의 균열과 형태적인 변형이 발생
하는 것을 통해 불량품을 최소화한 소성조건이 마련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형
옹관 중 대부분은 연질이지만, Ⅲ식 옹관의 경우 경질이 전체 출토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
하고 있어(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5: 180) 경질토기 생산이 일반화되었던 단계에는 옹
관 생산에서도 고온 소성방식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 복원 대형옹관의 색상과 경도에 영향을 미치는 소성조건
색상

경도17)

적갈색

소성조건
연료 연소상태

불막음 방법

소성 분위기

연질

개방

산화

완전연소

최고 소성온도(℃)
900~1,000

암갈색

경질

개방

산화

완전연소

1,200

황색

연질

밀폐 후 개방

환원 후 산화18)

완전연소

1,100

회백색

연질

밀폐

환원

완전연소

900~1,000

흑회색

연질

밀폐

환원

불완전연소

900~1,000

회색

연질

밀폐

환원

완전연소

1,100

회청색

경질

밀폐

환원

완전연소

1,200

17)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해 운모가 확인되는 700~1,000℃ 의 소성온도는 연질, 운모가 사라지고 뮬라이트나 헤르시나이트가
검출되는 1,001~1,200℃의 소성온도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헤르시나이트는 뮬라이트에 비해 높은 온도에서 검출되는데
1,050~1,150℃를 생성 온도로 해석하며 회청색 옹관에서 검출되었다(이찬희김란희 2012).
18) 환원 후 산화소성의 경우는 최고온도 도달 후 연료공급을 중단하고 가마를 밀폐하여 환원한 상태에서 2~3시간이 지난 후
650℃ 정도까지 가마의 온도가 내려가면 가마 입구를 일부 개방하여 산화를 유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색상은 흑회색에서
회색, 황갈색으로 변화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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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 대형옹관의 표면에는 유기물과의 접촉에 의한 불완전 연소로 흑반이 형성되
는 경우가 있다. 흑반은 가마 바닥면에 남은 유기물과 옹관이 접촉한 부분에 발생하는 흔
적으로 가마 바닥에 유기물을 깔았거나 가마에 옹관을 넣는 과정에서 유기물로 만든 도
구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제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복원실험을 통해 가마 바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왕겨를 깔고 옹관을 거치하였을 때 흑반이 접지면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바닥면에 유기물을 깔지 않은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재임이 가
능하였기 때문에 대형기물의 운반을 위한 유기물로 만든 도구 사용의 가능성이 높을 것
으로 판단된다. 복원옹관 소성실험 과정에서 대형토기 운반용으로 사용한 멍석의 경우
운반용으로 사용하고 무게와 안정성 때문에 빼지 않고 남긴 상태로 소성하여 흑반을 남
길 수 있었다. 또한 일본 야마노카미(山ノ神)유적의 가마 내부에서 치미와 목재 운반도구
가 함께 출토된 사례가 있어 운반도구 사용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흑반은 대형옹관의 동체부 측면이나 저부 바닥면에서 관찰되는데 이러한 위치를 통해
가마에 옹관을 재임하는 방식을 짐작할 수 있다. 재임방법은 가마에 옹관을 눕혀 횡치하
거나 사치하는 방식과 가마에 바로 세워 정치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선행기 Ⅰ·Ⅱ식
옹관은 주로 측면, U자형의 Ⅲ식 옹관은 바닥면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시기에 따른 재임방법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는 Ⅰ·Ⅱ식 옹관이 소성되던 단계
의 가마와 Ⅲ식 옹관이 소성되던 단계의 가마구조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Ⅲ식 옹관의
크기가 대형화되면서 천장의 높이가 높은 가마를 축조하게 되고 옹관을 세워서 소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지영 2014: 28).

2) 옹관가마
영산강유역에는 매장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전용의 대형옹관이 있었던 것처럼 전용옹관
을 생산하기 위한 전용의 가마가 U자형의 Ⅲ식 옹관이 유행하던 특정시기에 존재하였다.
전용의 옹관가마는 나주 오량동 요지에서 다수가 밀집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현재까지
77기의 가마가 하나의 구릉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25기의 가마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옹관가마의 특징과 성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국립나주문화
재연구소 2017).
대형옹관을 소성한 가마는 토기가마에서 대옹을 함께 소성한 경우와 전용 옹관가마가
등장한 단계로 구분된다(이지영 2014: 27-29). 여기에서는 U자형의 Ⅲ식 옹관을 주로 소
성한 전용 옹관가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오량동 가마를 대상으로 구조
적인 특징을 검토하고 이와 함께 복원실험을 통해 제작한 복원가마의 소성실험에서 관찰
되는 소성조건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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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
현재까지 오량동 요지를 제외하고 Ⅲ식 옹관을 생산한 가마는 확인된 바가 없다. 또한
Ⅰ·Ⅱ식 옹관의 경우 호남지역의 토기가마에서는 토기와 공반되어 출토된 경우만 확인
되었지만, 경기도 지역에서는 Ⅰ식 옹관 형태의 대옹을 전문적으로 생산한 이른 시기의
가마군이 발견되어 주목된다(강아리 2009: 6-42). 대옹 생산가마는 전용 옹관가마와 비교
하면 장타원형의 평면형태와 단벽이 없는 구조는 유사하지만 소성부의 경사도와 규모 등
에는 차이를 보인다(이지영 2014: 16). 따라서 전용의 옹관가마는 초대형화된 옹관 생산
에 적합한 구조적 특징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전용 옹관가마의 구조적 특징은 안정적인 바닥면 경사도, 높은 천장, 개폐가 편
리한 연소부와 아궁이시설 등이 있다(이정호 2003: 70-71; 2009: 346-349; 이지영 2014:
19-21, 28). 가마 소성부 바닥면의 경사도는 10°를 전후하는데 일반적인 토기가마가 15°
정도이고 동시기의 토기가마는 20°를 넘은 경사도가 일반화된다는 점(이지영 2008: 7983)에서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천장까지의 높이는 2m 이상을 유
지하여야 대형옹관을 정치하여 재임할 수 있기 때문에 반지하식으로 1m 이상을 굴착하
여 벽체를 만들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19). 반지하식 축조방법은 전체 높이의 절반 이상
은 굴착하여 벽면을 만들고 나머지 절반 이하는 점토와 초본류를 혼입하여 천장 구조물
을 덮는 방식으로 고정된 상부구조를 만들었다. 실제 오량동 가마 내부의 함몰된 천장편
에는 점토와 섞인 볏짚이 확인되었으며, 가마 바닥면에는 상부 구조물을 세웠던 기둥구
멍의 흔적이 발견된 바 있다. 또한 가마에 대형옹관을 운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연
소부와 아궁이 연결 천장을 일부 개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통해
옹관을 넣은 후에 연소부 상부 천장을 재축조하여도 안정적인 소성이 가능함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개폐가 가능한 연소부 천장구조를 통해 대형옹관을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운
반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소성온도와 소성시간
전용 옹관가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10° 내외 저경사를 갖춘 소성부 바닥면의 구
조이다. 이는 가마 내 옹관의 안정적인 재임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소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판단된다. 복원가마의 소성온도 측정결과 최고온도에서 천장부(전면-CH2, 중
앙-CH5, 후면-CH8·9)의 온도편차는 복원 옹관가마는 200℃ 정도로 크지 않은 것을 알
19) 나주 오량동 요지 ‘12-7호 가마 잔존 벽체의 최대높이는 139㎝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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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반면 바닥면 경사도가 15° 정도인 복원 토기가마20)는 가마의 규모는 작지만 최
고온도에서의 온도편차가 400℃ 정도로 복원 옹관가마에 비해 큰 편차를 보였다<그림 7>.
즉 옹관가마의 구조적 특징은 토기가마에 비해 대형기종 소성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표 7>.

(옹관가마)

(토기가마)
<그림 7> 복원 가마 소성온도 변화 그래프

이러한 온도편차는 온도측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이외에도 가마 내부 벽체의 온도분
석, 가마에서 생산된 옹관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가마벽체의
성분분석은 주로 가마의 바닥면 중상위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가장 소성온도가 높
은 경우는 1,050~1,200℃, 나머지는 850~950℃에 해당한다. 전면이 후면에 비해 200℃ 정
도의 온도차이를 보이고 측벽과 천장으로 열기가 집중되는 양상이 관찰된다. 오량동 2호
가마 벽체의 성분분석을 통해 보면 가마는 중간을 기점으로 전면은 1,050~1,150℃, 후면
은 700~850℃의 소성온도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이찬희 외 2012: 112). 이는 가
마 내부 위치에 따른 열분포 특성의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소성실험을 통한 전체 소성시간은 53~79시간으로 2~41시간의 피움불을 통한 예열시간
을 제외하면 이후 불을 때는 시간은 총 37~59시간 정도가 필요하였다. 피움불은 가마 내
부의 습기를 제거하고 예열을 위한 목적으로 200℃ 이하의 온도로 길게 유지하며, 가마
건조상태와 기후, 습도 등의 외부환경에 따라 유동적인 조절이 가능하다. 이후 점차적

20) 복원 토기가마는 복원 옹관가마와 동시기 가마는 아니지만 ⅠⅡ식 옹관의 소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3~4세기대 토기가
마인 나주 운곡동 Ⅲ-1호 가마를 모델로 축조하였다. 소성실험을 통해 살펴 본 결과 바닥 경사도는 15° 정도이며 오량동 가마에
비해 경사도가 높아 빠른 온도 상승이 가능하였고 가마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소성온도 편차가 옹관가마에 비해 크게 나타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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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온도를 높여가는 과정이 이어지고 대게 500℃ 이하의 작은불과 800℃ 이하의 중불
유지시간이 2~3일 정도로 가장 길다. 큰불로 올린 이후 유지시간은 1일 이내로 짧게 진
행한다. 토기 복원실험 사례를 통해 관찰된 전체 소성시간은 18~80시간 정도이다<표 1>.
18시간의 짧은 소성을 통해서도 1,000℃의 최고온도 도달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또한 대
형옹관 복원실험에서도 가마 내부공간이 좁은 토기가마가 옹관가마에 비해 비교적 적은
소성시간을 필요로 한다<표 7>. 따라서 소성대상과 가마구조에 따라 소성시간을 조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막음 과정은 최고 목표온도를 달성한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연료공급이 중단되면 급
격하게 온도는 하락한다. 기물의 색상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불막음 이후 2~3시간이 지
나 가마를 일부 개방(반개방)하여 산소 주입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온도는 약간 상승
하다가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완전 환원화가 되기 이전에 산소를 주입
하여야 옹관의 색상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650℃ 이하 온도에서 가마를
개방하면 이미 완전 환원화가 되어 색상변화를 유도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소성기술의 특징은 실제 가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험을 통한
결과가 주된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일회성의 실험결과만을 통해 객관화된 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실험결과를 비교검토하여 해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
이 중요하겠다.
<표 7> 복원 옹관가마와 토기가마의 소성기술 특징 비교 21)
특징
바닥
경사도(°)

옹관
재임방법

소성시간(시간)

소성온도차(℃)
(전면-후면)

종류

연료량(kg)
피움불

작은불
~큰불

복원 옹관가마

10

정치

200

2~41

37~59

1,843

복원 토기가마

15

횡치, 사치

400

9

44

955

2. 대형옹관의 제작기술적 의미
지금까지 대형옹관 복원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작기술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대형옹관은 초대형의 크기로 인해 성형에서 소성까지의 제작실험 전 과정을 진행하는데

21) 2015년의 복원 옹관가마, 2016년 복원 토기가마를 이용한 소성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118

제35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다22). 과거 대형옹관을 제작한 공인의 입장에서도 일반 토
기를 제작하는 것보다는 크기가 크고 기벽이 두꺼운 외형적인 요인 때문에 쉽지 않은 과
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감수하면서도 대형옹관을 제작하고 사용하였
다는 것은 옹관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와 이를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가 컸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영산강유역의 풍부한 자원, 수운을 통한 효과적인 재료 구입과 생산품의 공급
은 대형옹관을 제작할 수 있는 고도화된 기술력의 밑바탕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대형
옹관이 가진 제작기술적 의미는 대형의 기물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 정형화된 크기와
형태, 문양이 가진 상징성, 대량생산이 가능한 전문집단의 운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대형 토기제작 기술력 보유
고대 영산강유역에서는 대형옹관이라는 초대형 기종을 제작하기 위한 기술력이 존재하
였다. 굵은 석립이 혼입된 태토의 사용, 점토띠와 저속 회전력을 이용한 성형, 반건조 과
정과 분할성형 등을 통한 대형옹관의 안정적인 성형과 함께 전용의 옹관가마를 제작하여
안정적인 소성이 가능하게 하였다.
대형옹관의 태토에는 점토와 함께 10~20%의 굵은 석립 비짐이 혼입되어 있다. 비짐의
주된 성분은 석영이며 특히 초대형화된 U자형의 Ⅲ식 옹관에는 3㎜ 이상의 굵은 입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굵은 석립은 옹관의 성형과정에서는 건조속도를 높이고, 건조과
정에서는 축소율을 낮추는 역할, 소성과정에서는 팽창을 억제하여 안정적인 제작환경을
만들어 준다. 원삼국시대 이후의 토기제작은 점토띠를 이용하여 테쌓기로 성형하는 방식
에 타날과 회전대를 이용한 정면기법 등의 새로운 기술이 더해지면서 발전해가는데 이러
한 제작기술의 특징은 크기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기종에서 관찰된다23). 대신 회전대를 이
용한 정면과정에서 회전속도를 조절하여 차이를 유도하는데 특히 토기 구연부의 형태변
화와 소형기종의 토기에서 관찰된다. 시기가 늦어질수록 토기 구순부의 홈이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소형기종의 외면 전체에 회전물손질 흔적이 관찰되는 것은 회전력의 증가
를 의미하는 부분이다24). 하지만 나주 오량동 요지에서 대형옹관과 공반 출토된 완이나

22) 대형옹관 제작실험에서는 3점 정도의 옹관을 성형하고, 건조 후 소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1년에 1회 또는 2회 정도 진행할 수 있
었다. 태토와 화목 등의 재료준비 기간을 제외하면, 성형실험은 5일 정도, 건조는 1개월 정도, 소성실험은 5일 정도의 기간이 소
요되었다.
23) 광주 행암동 가마유적은 5세기 중엽~6세기 중엽까지 운영된 곳으로 출토 토기편의 토기암석학 분석을 통해 토기는 대부분 테쌓
기 방식으로 1차 성형 이후 타날, 정면 등 다양한 기법이 채용된 것으로 판단하였다(조대연 2011: 503-518).
24) 도질토기 원저단경호의 제작과정에서는 1차 성형과 정면과정에서 빠른 회전력을 이용하였다(李盛周 2008: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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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배의 경우 구연부는 고속 회전력에 의한 성형흔적이 관찰되지만 저부의 마무리 단계에
서 저속 회전에 의한 깎기정면 흔적이 관찰되어 소형기종에서도 외면 전체에 빠른 회전
력은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대형옹관 성형과정에서 구연부 성형에 이
용한 고속 회전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최소한의 저속 회전력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오
량동 생산집단의 기술적 특징이 토기에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대형옹
관은 20~40㎝ 마다 분할성형 흔적이 관찰되는데 대형의 기물을 제작할 때 일반적으로 사
용하는 방식으로 구간을 나누어 성형하고 일정시간 반건조 과정을 통해 상부로 점토를
쌓아 올릴 수 있는 힘을 더해준다. 통일신라시대 이후 새로운 제도기술이 유입되면서 소
형기종에는 점토덩이를 뽑아 올려 기형을 만드는 물레 성형방식이 일반화되지만 대형기
종에서는 점토띠 성형방식이 여전히 사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대형기종은 태토의 입자와
기형의 안정성을 위해 고속 회전에 의한 성형이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점토띠나 점토
판을 이용한 분할성형 방식이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대형옹관 생산의 기술력은 성형뿐만 아니라 소성을 위한 가마의 구조적 특징에서도 관
찰된다. U자형의 Ⅲ식 옹관을 소성하기 위한 전용의 옹관가마가 등장하고 토기가마와 비
슷하면서도 다른 구조적 특징을 통해 대형옹관 소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다. 나주 오
량동 가마를 통해 살펴보면 10°를 전후한 안정적인 바닥면 경사도, 2m 이상의 높은 천장,
개폐가 편리한 연소부와 아궁이 구조는 토기가마에서 찾기 어려운 구조적 특징이다. 이
러한 옹관가마의 특징은 대형옹관을 안정적으로 가마 안으로 운반하여 재임하는데 큰 목
적을 가지며, 소성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대형옹관의 파손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당시에는 가마소성을 통한 소성환경 조절이 가능한 단계였기
때문에 Ⅲ식 옹관의 경우 주로 회색계의 색상을 의도하여 환원소성이 이루어졌다.

2) 옹관의 상징성 부여
대형옹관은 비교적 정형화된 형태와 크기를 갖추고 상징적인 문양을 의도적으로 시문
하였다. 옹관이 가진 상징성은 대옹이 일상생활의 저장용기로 사용되던 보편화된 기능에
서 시신을 묻는 관으로 사용되고 매장용기라는 특수성이 더해지면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매장시설로 전환된 기능에 걸맞는 상징적인 요소들이 더해지게 된다.
대형옹관의 정형성은 성행기에 해당하는 U자형의 Ⅲ식 옹관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시
신 안치의 편리성에 따라 외형의 굴곡이 사라지면서 U자형으로 간소화되고, 전체길이는
1~2m 정도의 대형급 크기로 규격화된 양상을 보인다. 대형옹관 외면의 문양은 격자문 바
탕에 거치문과 음각원문을 의도적으로 시문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 문양구성은 대형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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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존속과 함께 300여 년간 이어지고 있어 특징적이다. 특히 거치문은 다른 기종의 토
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문양으로 정치적 권위의 상징(金承玉 1997: 101-126),
동일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적 상징(김낙중 2001: 383), 서남부지역의 범마한적 요소
(趙成淑 2004: 8) 등으로 해석된다. 또한 옹관의 거치문은 청동의기에서 햇살을 표현한 일
광문(李健茂 1984)의 형태와 유사하고 바닥면의 음각원문과 결합하면 태양을 떠올리게
되어, 합구된 옹관이 알의 모양을 닮았다는 점과 연결지어 재생이나 부활을 상징한 의미
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성낙준 2000: 114-116).

3) 전문화된 생산체계 성립
영산강 중하류역은 대형옹관 제작집단을 통한 전문화된 생산체계가 성립되었다. 전문
화된 토기생산체계는 숙련된 기술력을 가진 공인에 의해 표준화된 토기생산이 이루어진
전업적인 생산체계를 의미한다(李盛周 2014: 81-84). 나주 오량동 요지에서는 현재까지
77기의 가마가 확인되었으며 발굴조사된 25기의 가마에서 출토된 다량의 옹관편이 대부
분 가장 정형화된 형태를 갖춘 U자형의 Ⅲ식 옹관에 해당한다. 또한 옹관과 토기 바닥면
에는 대량생산 단계에서 관찰되는 각선부호25)가 확인되었다. 각선부호는 규격화된 형태
와 크기를 갖춘 토기의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명의 장인에 의한 공동작업 과정
에서 등장한 산물로 생산자와 생산처를 구분짓거나 생산량을 확인하기 위한 표식으로 판
단된다(이정근 2013: 43)26). 오량동 출토 옹관 바닥면의 음각원문은 각선부호의 형태에 따
라 5종류로 구분되며, 완형토기나 개배와 같은 소형기종의 토기 바닥면에서는 총 20종류
의 각선부호가 확인되었다27). 또한 소형기종의 토기 표면에서 초본을 겹쳐 포개구이한 선
상흔적이 관찰되고 완형토기 3점이 포개구이된 상태로 출토된 사례가 있어 토기는 중첩
소성을 통한 대량생산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대형옹관의 생산량은 복원가마의 소성실험을 통해 1회 소성에서 3점의 옹관 생산이 가
능하였고, 오량동 가마에서 3회 이상의 보수흔적이 관찰되는 점을 통해 1기의 옹관가마
에서 3회의 소성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최소 9점의 옹관생산이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오량동 요지에서 확인된 가마는 총 77기에 달하고 있어 위의 기준에 따르면
최소 700여 점의 대형옹관 생산량을 추산해 볼 수 있다. 대형옹관의 대량생산은 분할성형

25) 도부호, 선각부호, 표식 등의 명칭으로 불린다.
26) 일본 스에무라(陶邑) 요적의 TK312호 가마에서는 450여 점의 토기가 재임된 상태 그대로 출토되었는데 일정 블록마다 표식을
새긴 토기를 배치하여 구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7) 오량동 요지의 2그룹에서 16종류의 각선부호가 확인된 것을 기준으로 2대에 걸친 생산이 이루어졌을 때 총 8명의 옹관 제작장인
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이지영 201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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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반건조 과정을 통해 제작가능하며28), 오량동 유적에서 다수의 가마가 밀집 분포
하고 있는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오량동 생산집단의 전체 운영기간29) 동안 모든
가마가 동시에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며 5세기대를 중심으로 생산이 집중된 특정시기
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옹관의 대량생산은 재료의 구입과 유통망 형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가능한 부
분이다. 특히 주된 연료인 소나무는 오량동 인근에서 많은 양을 쉽게 구할 수 없고 오랜
기간 사용하기에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영산강 수운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공급체계가
마련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재료구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형옹관 생산체계는
전문생산집단을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지역 정치체의 존재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대형옹관 전문생산집단의 등장은 옹관의 수요가 증가하는 당시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
로 판단된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대형옹관 생산을 100여 년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세
력을 가진 운영주체가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이정호 2003: 75-76). 대형옹관이라는 매장
시설을 공유하는 정치체는 영산강 중하류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들은 개별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수평적 결속관계를 가진 소국연맹체로 해석된다(李賢惠 2000: 15-21).
따라서 대형옹관은 이들 지역 정치체의 결속력을 높여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U자형의 Ⅲ식 옹관의 경우 그 분포상이 영산강 중하류역의 20㎞ 범위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옹관을 대량 생산한 오량동 요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
다는 점은 일원화된 공급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이다. 또한 오량동 요지 출토 옹관의 음
각원문에서 확인된 표식이 20㎞ 분포권의 가장 외곽인 무안지역에서도 관찰되고 있어 일
정기간 옹관의 생산은 일원화되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이지영 2017: 172-173). 따라
서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300여 년간 유행한 대형옹관 생산체계는 각 지역에서 토기와
함께 생산하는 방식으로 시작되다, 4세기 후엽 어느 시점에는 중심 정치체의 등장과 발을
맞추어 오량동의 전문생산집단에 의해 옹관 생산이 일원화되고 주변으로 공급되는 체계
로 변화되었다. 특히 이처럼 전문화된 생산체계의 성립은 영산강 중·하류역을 중심으로
동일한 옹관 매장풍습을 공유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28) 숙련된 장인 1명이 소옹 하나를 제작하는 데에는 약 이틀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하루 동안 소옹의 저부를 3~4개를 만들고
반건조시킨 후 다음날 동체부를 쌓아 올리는 대량생산 시스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제작환경은 베트남의 탄반 마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수 점의 저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동체부를 일정 높이로 여러 번에 걸쳐 나눠 올리는 방식으로 성형하였다.
29) 나주 오량동 요지의 운영기간은 넓게는 4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까지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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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영산강유역에서는 3세기 중·후반~6세기 전반, 고분의 매장시설 기능으로 전용화된 대
형옹관이 등장하고 발전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영산강 중·하류역에 위치하는 고분
에서 출토된 대형옹관은 1~2m에 달하는 초대형급의 크기 때문에 옹관자체가 가지고 있
는 사회적 의미 외에도 제작기술적인 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
는 대형옹관 제작기술 복원실험을 통해 확인한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옹관, 실제 옹
관가마와 비교하여 찾을 수 있는 대형옹관의 제작기술적 특징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살펴
보았다.
대형옹관 기면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흔적과 복원실험 결과를 통해 살펴본 제작기술적
특징은 첫째, 대형기종에 적합한 제작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성형과정에서는 점토
띠 쌓기, 저속 회전력, 반건조 방식 등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기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소성과정에서는 가마구조에 있어 높은 천장, 넓게 개방된 아궁이, 완만한 경사도를 갖춰
가마 내에 안정적으로 옹관을 놓고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여 소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
째, 옹관의 형태와 크기가 정형화되고 상징적인 문양을 의도적으로 시문하였다는 점이
다. 옹관 외면에는 기본적으로 격자문과 거치문이 타날되어 있고 바닥면 중앙에 음각원
문이 시문되어 있다. 이러한 문양의 기본구성은 영산강유역에서 대형옹관이 유행한 300여
년간 지속된 전통으로 지역적 특성으로 해석된다.
대형옹관의 생산은 대형기물 제작의 고도화된 기술력을 갖춘 전문 생산집단에 의해 이
루어졌다. 따라서 이를 운영한 지역 정치체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으며 동일한 제작기술
적 특징을 갖춘 옹관의 매장풍습이 영산강 중·하류역을 중심으로 공유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대형옹관의 특징을 복원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 본 연구내용으로 제작기술
적인 면에 중점을 두었다. 향후 연구범위를 좀 더 넓히고 추가적인 연구자료를 확보하여
토기 제작기술의 지역성을 밝히고, 동일한 제작기술을 공유하는 문화권을 세분할 수 있
는 연구로 진전되도록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논문접수일(2019.4.29) ▶심사완료일(2019.6.3) ▶게재확정일(201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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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ning and features related to the
production skills of large-size jar coffins found
along the Yeongsangang River
Ji-young Lee, Mi-sook Choi, Hye-weon Lee,
You-jin Jeong, So-ra Kim

(Na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Various studies on the large-size jar coffins found in ancient tombs along the
Yeongsangang River have been conducted with the focus on the skills used to produce
them. The production process of jar coffins was divided into the stages of formation and
firing. The first stage included the work of laying successive strips of clay one over another
to form the overall shape of the jar coffin, trimming the surface, and then stamping patterns
on the surface. Generally, the bottom part of a coffin was made first, with the upside facing
downward. After semi-drying it, the main body part and the mouth were formed on the
bottom part, with the upside now facing upward. The firing process consisted in placing the
newly formed jar coffin inside a semi-underground kiln and firing it for about 70 hours at a
temperature of up to 1,100℃.
Judging by the diverse marks left on their surface and the characteristic production
techniques seen in the results of the restoration experiments, it is first evident that a
production method suited to large objects was adopted, with the effort focused on
maintaining a stable appearance throughout the laying of the clay strips, and including the
use of a slow pottery wheel and a semi-drying method. In the firing process, a kiln with
a high ceiling and a fireplace with a large opening, as well as a gentle slope on which to
place the objects stably and fire them at an equal temperature, was used. Second, symbolic
patterns were made on the surface of the objects. Basically, stamped lattice and saw-tooth
patterns were made on the surface of jar coffins, and circles were added to the center of the
bottom. It is thought that such patterns were used for about 300 years, when large-size jar
coffins were in use in areas along the Yeongsangang River.
The large-size jar coffins found in this area appear to have been made by a group of
highly skilled specialists in the production of large pottery objects. This suggests that there
was a local polity that controlled these people, and that the custom of using jar coffins to
bury the dead was adopted by the people who used to live along the Yeongsangang River.
Keywords : Yeongsangang River, Large-size jar coffins, Production, Technique, Restoration,
Experiment

128

제3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