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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인간은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돌, 뼈, 나무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도구를 제작,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간단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의 사용은 인간
뿐만 아니라 원숭이, 침팬지 등에서도 가끔 확인되기도 한다. 그러나 점토에 열을 가하면
단단해 진다는 고화성(固化性)을 활용한 토기를 제작하는 것은 인간만의 활동이며 인간의
역사와 함께하여 왔다.
토기는 저장, 운송, 그리고 액체를 끓이는 자비(煮沸) 등 일상생활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대와 환경에 따라 제사, 제의, 장식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토기
용도의 다양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삼국시대이며 이 시기에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죽음과 의례와 관련하여 대형 무덤에 많은 토기가 한꺼번에

부장되기도 한다. 고대국가의

성립과 함께 절대 권력의 탄생은 대형 무덤을 축조하고 많은 토기를 부장하는 결과로 이어
지는데, 토기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됨에 따라 토기제작도 전문 집단에 의해 체계적으로
생산, 공급이 이루어진다. 즉 토기생산에 있어 대량 생산을 위한 토기 제작 기술의 변화와
발전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삼국시대 토기가 지니는 특징과 대량 생산, 단기간에 걸친 빠른 생산을 위해
이루어지는 기술적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토기는 태토의 채취(採取)와 수비(水飛),
성형(成形), 정면(整面)과 시문(施文), 건조(乾燥), 소성(燒成)이라는 몇 단계의 공정을 거쳐
제작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이는 당시의 기술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토기의 의미
토기는 인간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도구로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하여왔다고 볼 수 있다. 흔히 사람의 됨됨이를 그릇에 비유하듯 물질과
도구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인 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
토기는 인간이 점토를 불에 구우면 굳어지는 고화성(固化性)이라는 화학적 변화를 이용한
최초의 도구로서 신석기시대부터 제작되었다. ‘토기’라는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1만 년 전으로 인류의 오랜 역사에 비하면 길지 않은 토기의 역사이다. 토기는
쉽게 깨지는 특성 때문에 이동생활에는 적합하지 않고 인류가 보다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정착생활을 시작할 때 즈음과 맞물려 나타나기 시작한다. 최초의 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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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주로 해안 지역이나 야생의 식량이 풍부한 지역, 혹은 농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한 곳
에서 발견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토기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점토와 불을 이용하여 비교적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사용 중에 깨지거나 손상이 있을 경우 재가공, 보수 등
재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토기를 제작하기 때문에 그 양이 풍부하고 시대적, 지역적으로
보편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토기는 인간의 생활 속에서 매우 깊숙이,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간과 관련된 사회적 정보량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토기는 저장, 운송, 자비(煮沸) 등의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제사나 제의, 장식용 등
특수한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부식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고고학적 학술조사에서
가장 흔하고 많이 출토되는 자료로서 당시 사회와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토기의 발명과 제작,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의 분화는 토기제작 기술의 발달과도 궤를
같이하면서 동시에 사용 목적의 차이, 사회 발전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III. 토기 제작 기술
1. 태토(胎土)
토기의 태토는 점토, 비가소성 첨가물, 수분으로 이루어진다. 점토는 토기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료로서 수분을 함유하면 점성과 빚는 대로 형태가 만들어지는 가소성(可塑性)을
가지는 고운 입자이다. 비가소성 첨가물은 도공이 원하는 형태로 쉽게 빚고 건조의 편의를
위하여 점토에 의도적으로 첨가하거나 자연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광물이나 유기물이다.
토기 원료인 점토는 퇴적물로서 암석으로부터 유래하며 모암(母巖), 특히 화성암의 화학적,
물리적 풍화를 통해 형성된다1). 점토는 모암으로부터 풍화된 그 자리에 퇴적되거나 물이나
바람에 의해 먼 거리로 운반되어 퇴적되기도 한다. 삼국시대 토기의 생산에서 태토는 작업장
주변의 풍화된 퇴적층이나 물에 의해 퇴적된 물가의 퇴적층에서 점토를 채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주 손곡동 유적, 대구 욱수동·경산 옥산동 토기 가마 유적 등에서 서로 중복
되어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구덩이들은 토기 제작에 필요한 흙을 채취한 채취장일 가능성이
높다.
토기 제작자가 자연에서 채취한 점토는 수비(水飛) 공정을 거치게 된다. 수비는 자연에서
채취한 점토에서 자갈, 돌, 유기물, 그리고 크고 작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고운 입자의 점토
만을 추출하는 과정이다. 즉 점토를 물에 풀어 휘저어서 흙물을 만든 후,
1) 칼라 시노풀리 저, 이성주 역, 2008, 『토기연구법』, 도서출판 考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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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부유물이나 유기물, 바닥에 가라앉은 무거운 돌과 굵은 모래 등을 제거하고 흙물을
일정한 시간동안 가라앉혀 고운 점토를 얻는 공정이다. 이러한 고도화된 수비공정은 주로
고운 태토를 필요로 하는 도자기 제작에 주로 이용되었으며 삼국시대 토기제작에서는 초보
적인 시설이 일부 확인된다.
작업장 주변 자연에서 채취한 점토는 굵은 돌이나 유기물 등이 섞여 있어 도공(陶工)이
토기를 빚는 과정에 손에 상처를 입거나 토기 외면이 긁히는 등 흠집이 일어날 수 있다.
때문에 자연 상태의 점토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점토를 말려서 가루가 되도록 빻아서
고운체로 사용하여 굵은 돌이나 유기물을 걸러내는 초보적인 수비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수비공정을 거친 고운 점토는 물과 반죽하여 도공이 원하는 형태로 빚어진다. 고운 점토
만을 반죽하여 사용할 경우 건조, 소성과정에 수분이 빠져나가 심하게 수축되어 심한 경우
찌그러지거나 균열이 발생하기도 한다. 도공이 계획하는 형태와 크기의 기물(器物)을 만들기
위해서 모래, 석영, 장석 등 비가소성 첨가물을 의도적으로 섞거나 이러한 물질들이 많이
함유된 점토를 선택하기도 한다. 실험자료2)에 의하면 사질토가 혼입된 태토로 만든 토기가
점토만으로 만든 토기보다 건조, 소성과정에서 다소 적게 수축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질토 등 첨가물이 너무 많이 혼입될 경우 성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소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기물이 형태를 유지하기 어려워 찌그러질 수 있다. 도공들은 가장 안전하고 완성도가
높은 기물을 생산하기 위해 오랜 경험(Know-how)을 바탕으로 첨가물의 종류와 양을 결정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성형(成形)과 보수(補修)
성형은 토기 제작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으로, 그릇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공정이다. 넓은
개념으로는 물레나 박자 자국 등 토기 표면의 거친 흔적을 정리하는 정면공정, 그리고 다양한
문양을 새겨 넣는 시문·장식공정 등이 포함된다.
<토기 성형법>
토기의 성형(成形)은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 손으로 빚는 방법과 회전판을 이용하는 방법,
고속으로 회전하는 물레성형법 등으로 나누어진다.
손으로 빚는 것은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덩어리의 점토를 손으로 주물러 형태를 만드는
제작기법으로 손빚기법[수날법手捺法] 이라고 하며 선사시대 소형토기의 제작에서 확인된다.
회전판을 이용하는 방법은 회전판이 돌아가는 속도에 따라 차이가 뚜렷하다. 선사시대 토기의
2) 토기가마복원연구회, 2009, 「양산 호계동 삼국시대 토기가마 복원과 실험」, 『갈등과 전쟁의 고고학』,
학국고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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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에는 아주 초보적인 회전판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회전력을 이용한 토기의 성형
이라기보다는 성형의 편의성을 위해 바닥판이 돌아가는 수준의 도구로 생각된다. 성형방법은
테쌓기[輪積法], 띠쌓기[捲上法] 등이 있는데 점토를 일정한 굵기의 띠로 만들어 고리 혹은
나선형으로 감아 올려 토기를 성형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기법의 흔적은 외면에서는 정면 등
으로 인하여 확인되지 않으나 내면에서는 점토띠의 흔적, 즉 일정 간격으로 요철대가 뚜렷하게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또 깨어졌을 때 점토띠의 형태로 깨어지거나 혹은 깨진 단면에서
점토띠가 확인된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물레를 이용한 토기제작은 회전판과 마찬가지로 테쌓기[輪積法], 띠쌓기
[捲上法], 뽑아올리기법 등이 있다. 뽑아올리기법은 회전운동에 의해서 생기는 원심력을 이용
해서 점토 덩어리로부터 그릇 형태를 일시에 뽑아 올리고 또 세부적인 토기형태는 만드는 기법
이다. 이 기법으로 만들어진 그릇은 내벽에 와선형(渦線形)의 요철 흔적이 남아 있다. 동체의
좌우 대칭성, 일정한 두께의 기벽 등은 토기 성형에 있어 점차 빠른 회전력과 기술의 발달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일 것이다. 이러한 제작기법은 6세기 이후 소형과 중형 토기의 제작에
사용된 이후 현재까지 토기, 도자기 제작에 활용되는 기법이다. 물레를 이용한 토기의 성형은
토기 제작시간의 단축과 다량 생산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삼국시대 전문적인 토기제작
집단의 출현과 대형 무덤에 많은 양의 토기가 부장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분할성형(分轄成形)>
삼국시대 토기 제작에서 보이는 하나의 특징은 분할 성형기법3)으로 주로 대형토기의 제작
에서 확인된다.
삼한·삼국시대 대형 항아리에는 저부 외면의 돌출현상과 내면의 쪼임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데 이는 항아리를 거꾸로 뒤집어 성형하는 과정에 생긴 현상으로 파악된다. 대형
토기의 성형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는 것으로, 성형과정은 정치된 상태에서 평저의
동체부를 성형한 후, 동체를 거꾸로 뒤집어 편평한 저부를 잘라내고 동체의 하부와 저부
일부를 성형하고 둥근 저부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때 마무리 단계로서 쪼임 조정이 이루
어져 내면에서 쪼임 흔적이 확인된다. 이렇게 동체와 저부를 완성한 후 토기를 바로 세워
구경부(口頸部)를 성형·접합함으로서 하나의 대형 항아리가 완성된다.
이러한 대형토기는 내부에서 서로 다른 방향 또는 문양의 타날흔, 뚜렷한 접합흔 등이 관찰
되며 이러한 흔적은 분할성형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분할성형은 주로 대형 항아리(大壺)의
제작에 적용되는 기법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경주 서봉총 재발굴4)에서 출토된 높이
3) 곽종철, 1987, 「韓國慶尙道地域出土の陶質大形甕の成形をめぐって-底部丸底化工程を中心に-」, 『東
アシアの考古と歷史』
홍진근, 2002, 「다호리 B1호묘 출토 대호의 검토」, 『동원학술논문집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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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cm 내외의 장경호 내면 바닥에서 쪼임 흔적이 확인되어 중형 토기의 제작에도 일부 적용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할 공정은 적어도 두 차례 이상 회전판에서 토기가 분리되어야 하며 공정 또한 매우 복잡
하다. 더구나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대형 토기를 뒤집거나 위치를 옮기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둥근 저부를 만들기 위한 거꾸로 성형[도치倒置], 그리고
동체와 구경부(口頸部)를 성형하기 위한 정치(正置)라는 제작방법을 장기간 지속해왔던 것은
낮은 토기성형 기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세기 이후 대형 항아리에서는 저부 내면의 쪼임 흔적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
된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 성형의 결과로 보이는데, 정치성형(正置成形)은 도치성형(倒置成
形)에 비해 제작공정이 매우 간단하고 회전판에서 거의 분리하지 않아도 그릇의 제작이
가능한 토기 제작 기술 발달의 결과이다. 이러한 기술력은 중소형 항아리의 제작에 있어 정치
성형 혹은 분할성형의 기술력이 점차 축적되어 대형 항아리의 성형기술로 확대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접합기술(接合技術)>
손잡이, 귀, 꼭지, 띠 등이 붙어 있는 토기는 한꺼번에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여 별도로
성형한 후 서로 접합하여 토기를 완성한다.
접합은 여러 가지 기법으로 이루어진다. 끼우기 기법은 그릇 본체(주로 항아리, 바리 등의
동체를 말함)와 손잡이, 귀 등을 별개로 만든 후 동체에 구멍을 뚫어 끼우고 내외면에 점토를
메워 보완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끼우기 기법은 삼한시대 두형토기(豆形土器)의 제작에서도
확인된다. 두형토기는 배신(杯身)과 대각(臺脚)을 따로 만든 후, 배신의 중앙부에 원형의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다리를 끼워 접합하는 방법이 적용되었다.
접합기법은 삼국시대 토기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앞서 살펴본 대형 항아리처럼
규모가 큰 토기는 바닥, 몸통, 구경부(口頸部)를 각각 따로 성형하여 접합하는데 접합면은
물손질 하였으나 내외면에서 일부 접합흔이 확인되기도 한다. 또 고배(高杯), 발형기대(鉢形
器臺), 대부완(臺附盌) 등의 몸통과 다리의 접합은 접합되는 면에 날카로운 도구로 침선을
새겨 보다 견고하게 접합되도록 하였다.
<성형공정 중 보수>
삼국시대 토기가 전문 공인에 의해 생산되었음을 감안할 때 성형 공정 중 불량품이 만들
어질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형 공정에서 토기의 손상은 정면 또는

문양을

4) 국립중앙박물관, 2020, 『慶州 瑞鳳冢II 재발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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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기는 과정 중에 태토에 혼입된 굵은 석립(石粒)이 빠져 나오거나 밀리면서 발생한다. 이때
토기의 벽면에는 구멍이 나거나 표면이 심하게 긁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고속 회전하는
물레를 이용하여 성형, 정면과정에 기벽이 매우 얇아 구멍이 뚫리는 경우도 확인된다. 성형
공정 중 심하게 손상되면 기물을 폐기하여 점토의 반죽부터 다시 진행될 것이다. 보수는 성형
중 발생하는 부분적인 손상에 대해 이루어지며 보수 후 정면과 시문 작업을 되풀이 하여 보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고배 뚜껑 등 작은 손상의 보수는 손상된 부분을 간단히
메운 후, 보수 부분에 대해 별도의 정면, 시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성형 공정 중에 이루어진 토기의 보수는 주로 기벽이 얇고 크기가 작은 고배 등 일부 토기
종류에서만 확인된다. 대형 항아리, 기대 등의 대형토기는 성형 및 정면과정에 태토에 혼입된
굵은 석립(石粒)이 빠져나가더라도 기벽이 두꺼워 구멍이 뚫리지 않는다. 그리고 삼국시대
토기는 수비과정을 거친 태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형토기에서 석립에 의해 표면이 손상
되거나 구멍이 뚫리는 현상은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수 방법은 내외면 중 한 면에 점토를 덧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내외면 양면 모두 점토를
덧붙이는 사례가 일부 확인된다. 성형 중 뚫려진 구멍은 점토를 덧대고 양 손가락으로 눌러
간단히 접착하며 일부는 보다 확실한 점토의 접착을 위하여 손으로 누른 후 시문구로서 눌러
보수하기도 한다.
성형 중의 보수는 작은 손상, 결함에 대한 응급처지 형식으로 간단히 이루어졌으며

기본

성형공정의 연속으로서 수정, 보완의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정면(整面)
정면공정은 그릇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성형공정의 한 부분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조정
(調整), 정면, 장식 작업으로 구분된다5).
<조정 調整>
조정 작업은 비회전과 회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비회전에 의한 조정은 주로 선사시대 토기 성형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릇을 받침 통,
받침 접시 등의 바닥판 위에서 원하는 형태의 그릇을 만들고 바닥판을 돌려가면서 조정하는
기법이다. 신석기시대 토기 제작시 사용되었던 받침판으로는 둥근 받침 돌, 토기판, 고래
척추 뼈 등이 확인된다.
회전에 의한 조정은 중심부에 축이 있는 둥근 회전판을 이용하며 이루어지는 기법으로,
삼한시대에는 초보적인 물레, 즉 회전판이 사용되었으며 점차 고속회전하는 물레로 발전하
5) 김재철, 2019, 「토기제작」, 『韓國考古學專門事典-生産遺蹟篇』, 국립문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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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작업은 작업자의 손 또는 가죽, 천 등으로 표면을 조정하기 때문에
수평상의 회전 물손질 흔적이 남게 된다. 그리고 토기의 전체적인 형태가 좌우 대칭을
이룬다.
조정공정의 하나로서 타날작업을 들 수 있다. 성형된 토기가 반건조 상태에서 토기의 전체
적인 형태를 조정하거나 기벽의 점토 조직을 치밀하게 하고 그 두께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타날법이 본격적으로 토기 조정과정에 나타나는 것은 삼한시대 승
석문 타날문 단경호의 제작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면(整面)>
정면 작업은 긁기, 마연(磨硏), 깎기, 물손질 등으로 선사시대 토기 제작에서부터 확인된다.
긁기와 마연은 토기 표면을 마무리하는 과정의 하나로서 문양의 효과도 있다. 깎기는 토기를
물레로부터 분리하여 바닥을 정리하거나 바닥의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표면 일부를
날카로운 도구로서 깎아 정리하는 과정으로서 넓은 의미에서 성형 공정의 하나이다.
장식 또는 시문과정은 성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이며, 붙이기, 새기기, 찍기,
뚫기, 채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면공정을 통해 토기의 표면에 나타나는
일련의 문양은 당시 도공의 토기제작 과정을 추정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4. 건조(乾燥)와 보수(補修)
건조는 성형이 마무리된 토기의 점토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는 과정으로, 온도와
바람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수분이 빠져나가면 건조된 그릇은 크기가 줄어들고 가소성을
잃어버린다. 입자가 미세한 점토가 사용된 토기는 많이 수축될 뿐만 아니라 건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사질성이 많이 포함된 점토일수록 수축이 적게 일어난다.
강한 바람과 직사광선으로 인한 급격한 수분 증발은 토기의 균열이나 비틀림을 초래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공방 부근의 그늘진 공간에서 건조작업이 이루어진다. 건조가
진행되는 초기 단계에는 그릇에서 수분이 균일하게 천천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조절해야
한다. 건조 중 토기는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방향을 돌려놓아 그릇의 전면이
비교적 균등하게 덥혀지고 건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건조과정은 온도, 습도, 바람
등 기후환경과 크기, 두께, 태토 등 그릇환경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20일 내외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천 산수리 토기가마 유적과 경주 손곡동 토기가마 유적 등에서 확인되는 건물지 중 소형
고상식 건물지는 토기 건조장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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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공정 중 보수>
토기는 건조과정에 빛과 바람 등 외적인 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강한 열이나 햇빛에
의해 균열6)이 일어나기도 한다. 삼국시대 도질토기는 건조공정 중에 많은 손상이 발생하며
이러한 손상에 대하여 간단한 보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국시대에는 부장을
위해 짧은 기간에 많은 토기를 생산해야 한다는 토기 제작의 특성상, 건조공정 중에 발생한
작은 손상에 대해 보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확인된 대부분의 토기 보수는
건조공정 중에 발생한 균열, 결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건조 공정 중 토기의 손상은 불균형적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균열, 태토에
혼입된 석립이 태토와 분리되면서 구멍이 뚫리는 경우, 그리고 이동 과정 중에 일어난 파손
등을 들 수 있다. 보수는 주로 기벽이 얇은 소형토기에서 확인되는데 균열이나 태토에
혼입된 굵은 석립이 빠져나와 구멍이 뚫린 경우이다.
소형토기의 보수는 건조과정에 벌어진 작은 틈, 뚫려진 구멍, 그리고 파손·결실된 부분에
대한 보강 등이 있다. 이 경우 접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수할 부분 주변에 수분을
주어 점토의 점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점토를 덧대어 접합하였다. 보수는주로 흔적이 드러
나지 않는 내면에서 이루어진다. 또 효과적인 접합을 위하여 손가락이나 시문구로 누른 후
외면을 거친 물손질로 마무리한 것이 대부분이다. 눌러 접합한 후 별도의 정면을 하지 않아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것도 일부 확인된다. 한편 매우 작은 균열은 벌어진 틈의 주변에
수분을 주어 점토의 점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별도의 점토를 덧대지 않고 시문구로 눌러
간단히 보수한 사례도 확인된다.
대형 항아리, 기대 등 대형 토기는 건조과정에 균열이 일어날 빈도가 소형 토기보다
높으며 균열은 대부분 구연부(口緣部) 또는 대각 등에서 발생한다. 제작공정 상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대형 토기는 균열과 같은 작은 손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수한 흔적이
확인된다. 보수 방법은 소형 토기와 마찬가지로 균열 부분의 주변에 수분을 주어 점토의
점성을 성형공정 단계로 유지한 상태에서 벌어진 틈에 점토를 덧대었다. 보수 작업 후, 건
조과정에서 보수된 점토는 수축이 일어난다면 이미 건조되어 있었던 기체(器體)와 분리되거나
또 다시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점토를 덧대어 보수한 후,
그 윗면에 굵은 포(布), 가죽으로 감싸고 점토로 문지른 것이 확인된다. 물론 토기의 표면
에는 점토와 함께 덧대었던 포(布), 가죽의 흔적만 남아 있다. 이와 같이 토기의 균열 부분에
점토와 포(布), 가죽을 덧대어 보수한 것은 창원 다호리 B1호분, 경산 북사리 고분, 고령
6) 삼국시대 도질토기는 태토에 함유된 첨가물의 양과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건조와 소성공정에서 약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중 건조과정에서 10% 내외로 수축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균열
이 발생돈다. 토기의 균열은 소형토기보다 대형토기가, 태토에 포함된 점토 비율이 높을수록 많은 수축이
일어나며 수축으로 인한 균열을 줄이기 위해 태토에 모래 등 여러 가지 첨가물을 섞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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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동32호, 일본 陶邑·大庭寺 遺蹟 등에서 출토된 토기에서 확인되어 삼국시대 대형 도질
토기 보수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양상임을 알 수 있다.

5. 소성(燒成)
소성은 토기 제작과정 중 가장 중요하고 토기제작 기술이 집약된 공정이며 전체 조업의
성공과 실패 여부가 결정되는 과정이다. 토기 소성은 소성 분위기에 따라 크게 산화염
소성과 환원염 소성으로 나눠진다. 전자는 주로 선사시대 노천요(露天窯)를 사용할 때 산소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구조로서, 토기는 주로 붉은색 혹은 흑색을 띤다. 후자는 삼한 이후
회색, 회청색을 띠는 토기를 소성하는 실요(室窯. 혹은 登窯라고 부른다) 구조로서, 소성 작업
마지막 단계에 아궁이를 폐쇄하여 산소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조성된다.
<소성 온도>
선사시대 토기는 대체로 600~1,000℃, 삼국시대 도질토기는 1,000~1,200℃ 내외에서 소성
된다. 도질토기는 3야 4일(三夜四日), 약 70~80여 시간 이상 소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7)
소성과정은 가마 내부의 변화와 온도에 따라 3단계8)로 구분된다.
1단계는 실온에서 약 400℃까지로, 소성 시작부터 약 40~50시간 내외이며 온도 변화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온도를 서서히 상승시키는 단계이다. 가마 구조물과 내부에 적재된 토기
에는 아직 다량의 수분이 남아 있으며 온도 상승으로 태토 내의 구조 수분이 증발하게 된다.
급격한 온도 상승은 구조 수분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토기가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1단계는 온도를 서서히 증가시켜 토기와 가마가 온도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단계
라고 할 수 있다.
2단계는 400℃ 이상부터 800℃ 전후로, 소성개시 후 40~60시간에 해당한다. 이 단계는
본격적인 소성에 도입하는 과정이다. 전 단계에 그을음으로 인해 암흑색에 가까웠던 가마
내부와 토기가 서서히 붉은 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분위기다. 이
단계는 토기 내에 있던 구조 수분이 증발하는데 표면의 흑색 그을음이 벗겨지는 것이 구조
수분의 증발과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단계는 800℃ 이후부터 1,200℃ 전후이며 60~80시간에 해당된다. 가마 내부는 완전히
선홍색으로 변하고 연도(煙道)에서도 화염이 관찰될 정도의 본격적인 소성 단계이다. 가마
내부의 토기는 모두 형광색의 액체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온도 상승과 유지를 위해서 땔감
투입 시간의 간격이 짧아지고 투입량도 많아진다. 이 단계는 가장 많은 양의 땔감을 투입
7) 金元龍, 1994, 『新羅土器』
8) 조성원·홍진근, 2010, 「燒成實驗을 통해 본 三國時代 소성기술 연구」, 『야외고고학』제9호, (사)한국
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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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세심한 온도 조절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삼국시대 도질토기의 환원염 소성방식은 가마 내부의 온도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다량의
땔감을 투입하고 화구부(火口部)와 연도부(煙道部)를 일시에 막아 산소의 유입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가마 폐쇄와 함께 산소의 유입이 차단되고 불이 순식간에 꺼지며 이에 따라 땔감
에서는 다량의 탄소가 발생한다. 탄소는 가마 내부의 잔존 산소와 결합하여 일산화탄소가
생성되는데 일산화탄소는 안정화되기 위해서 다시 산소와 결합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토기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산화철(Fe₂O₃와 결합하여 본격적인 환원소성이 이루어지고 토기 색상이
결정된다.
<토기 소성흔>
삼국시대 토기 소성에 있어 중요한 관건 중 하나는 고온의 열기가 기물 전체에 골고루
닿게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물끼리 혹은 기물과 가마 바닥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삼국시대에는 많은 양의 토기가 부장되는 고분이 축조되었으며

고분에 부장되는

토기, 즉 단기간에 많은 토기 생산을 위해 고배의 경우 5~6단 내외의 중첩 소성이 이루어
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기의 중첩 소성시 토기와 토기가 서로 엉겨 붙거나 토기가 가마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침(陶枕) 등 다양한 방안, 즉 이기재(離器材), 이상재
(離床材)9)가 사용되었다.
소성과 관련된 요도구(窯道具)-이기재, 이상재의 사용 목적은 토기를 가마 바닥에 안정적
으로 정치시키고 토기와 가마 바닥 혹은 토기끼리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토기가 엉겨 붙는
것을 막고 또한 고온의 열기가 토기 전면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요도구(窯道具) 중 이상재는 삼한의 밀폐요의 등장과 함께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천
삼룡리·산수리 유적의 가마 바닥에서 전용 토기받침과 함께 많은 토기편과 할석(割石)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경사진 가마 바닥에 토기를 안정적으로 정치(正置)하고 가마 바닥에
토기가 엉겨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이상재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유적에서는 초본흔(草本痕)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초본류는 이 시기에는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창녕 여초리 유적, 함안 우거리 유적, 함안 묘사리 유적 등 4세기 도질토기 생산 유적에서
토기 바닥에 엉겨 붙은 토기편, 초본흔 등이 확인되는데 이로 미루어 이상재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사용된 이상재는 초본류, 토기편, 돌(割石), 점토덩어리 등
으로 의도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사용되었다.
토기의 중첩은 함안 우거리 유적, 함안 묘사리 유적 등 4세기 고식도질토기(古式陶質土器)
9) 적재된 토기의 쓰러짐을 방지하여 종횡간 용착(鎔着)을 방지하고자 사용하는 요도구를 지지재(支持材)라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큰 범주에서 같은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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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토기가 엉겨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용 이기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기재의 활용은 대체로 고총고분의
등장과 관련지을 수 있다. 즉 대형고분을 축조하고 무덤에 많은 토기를 부장하기 위해 짧은
시간에 많은 토기 생산이 요구되었고, 이를 위해 토기를 4~5단 이상 중첩하여 소성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중첩 소성은 단기간에 적은 노동력을 투자하여 많은 토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었다.
중첩소성은 고배, 개배, 유개완(有蓋盌), 유개호(有蓋壺) 등 주로 소형토기에서 이루어진다.
고배의 경우, 창원 다호리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 표면의 소성 흔적을 통하여 중첩상태를
복원하면 고배 두 점을 포개고 그 위에 뚜껑을 뒤집어(倒置) 포갠 후 또다시 그 위에 기물을
올린 흔적인 확인되어 최소한 4단 이상으로 적재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첩소성의
과정에 토기와 가마 바닥의 사이, 토기와 토기 사이에는 초본류, 환형(環形, 고리형) 등 별
도의 이상재와 이기재가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토기 소성에 사용된 요도구(窯道具), 즉 이상재·와 이기재는 시기에 따라 변화한다.
초기의 이상재는 초본류, 돌(割石), 토기편, 점토덩어리 등 제작장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사용되었다. 이후 토기의 수요가 급증하는 단계에 이르면 고배, 개배, 완(盌) 등
소형 토기를 중심으로 3단 이상의 중첩 소성이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 이기재가 사용된다.
이 단계에서 이상재와 이기재는 이전 단계에 사용되던 초본류, 돌(割石), 토기편, 점토덩어리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작된 다양한 요도구(窯道具)가 사용된다. 쐐기형 토제품, 변형원통형
(왕관형) 토제품 등은 가마 바닥에 기물을 안정적으로 정치(正置)하고 엉겨 붙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이상재로서, 고리형(環形) 토제품, 장고형 토제품 등은 토기의 적재를 용이하게
하고 토기가 서로 엉겨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기재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전용 이상
재와 이기재를 사용하는 토기 소성은 토기제작에 있어 당시 최고의 기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이기재와 이상재를 사용하는 토기 생산은 소성 공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
으며 그 흔적은 토기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소성 도구의 흔적은 제작자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제작자의 일정한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로서, 선사시대 토기의 연소흔(黑斑)과 구분된다.
이상재와 이기재를 사용한 토기 제작 기술은 신라·가야지역 뿐만 아니라 백제지역에서도
나타나는 삼국시대 도질토기 제작의 공통 양상이며 이를 통하여 삼국시대 가마 내부의
복원에 한층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토기의 형식학적 편년뿐만 아니라 토기 제작기술에
따른 시간성의 변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소성 후 보수>
완성된 토기는 깨지면 원상태로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재질상의 특성 때문에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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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대한 보수의 흔적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삼국시대 도질토기의 중요한 생산
목적은 실생활용품 뿐만 아니라 무덤에 부장하기 위해 제작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성
중에 일어난 약간의 균열, 파손, 찌그러진 토기는 폐기하지 않고 무덤에 부장한 것이 확인
된다. 무덤에서 출토된 토기 중에는 구연부, 대각에 균열이 생긴 것, 기형이 찌그러진 것,
그릇끼리 엉겨 붙은 것 등 손상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즉 부장을 위하여 이루어진
단기간 대량생산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또 성주 성산동 39호 부곽 출토 臺附盌(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2006), 경산 임당 G59호 출토 有蓋高杯(영남문화재연구원 2002), 칠곡 심천리
유적 출토 器臺·長頸壺(경북문화재연구원 2004)10) 등 영남지방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 중
두 점 이상이 붙은 채 부장된 것이 확인된다. 이는 중첩 소성과정에 붙은 것으로, 약간의
손상과 불량은 무시한 채 부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백제토기는 영남지방의 도질토기와는 달리 일상생활의 용기로 사용되었으며 사용
중에 일어난 약간의 손상에 대한 보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서울 풍납토성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는 사용 중에 일어난 파손에 대해 보수가 이루어진 자료이다. 풍납토성은 생활
유적이며 토기의 보수 양상은 소성 공정 또는 사용 중에 일어난 균열 부분의 양측에 작은
구멍을 뚫어 끈으로 묶어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시기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으나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에 나타나는 보수의 양상과 매우 흡사하다.
보수가 이루어진 토기는 액체를 담거나 끓이는 용기로서 기능을 할 수 없어 완성된 토기에
대한 보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단순한 저장용기나 의례를 위한 특수용도 등
극히 일부에서 보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흑색마연토기 뚜껑의
보수는 단순한 재활용의 의미를 넘어 의례행위가 내포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완성품
토기의 보수는 재활용과 의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재활용의 측면에서
보수는 구멍을 뚫고 끈으로 묶어 그릇이 일그러지지 않는 정도, 즉 그릇의 형태만 유지하는
선에서 이루어졌고 액체의 저장, 운송 등 기능과 관련성이 적은 뚜껑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IV. 맺음말 - 연구방법의 대신하여
토기는 인간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도구로 물질적, 정신적 측면에서 많은 관계 속에 제작
되어 왔다. 토기 제작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점토로 기물을 빚고 열을 가하여
10) 칠곡 심천리 유적에서는 器臺·長頸壺가 붙은 채 부장된 것이 10건 이상 확인되어 무덤에 부장을 위하여
약간의 토기 손상은 무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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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공정으로, 시대와 지역에 관계없이 대체로 공통적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토기는 큰 범주에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나 형태, 문양 등 세부적인 요소에서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토기는 깨지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많이 제작되고 폐기된다. 저장, 운송,
음식을 끓이는 자비 등 실생활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제의(祭儀), 의례, 죽음을 위한 부장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남겨진 고고학 자료 중 가장 많다.
토기에 대한 연구는 용도, 형식과 편년, 소비와 정치 등의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삼국
시대는 토기가 대량생산되고 공급되는 시기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생산자, 즉 제작자의 측면
에서 제작 기술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삼국시대에는 다른 토기 제작방법에 있어 선사시대
와는 다은 기술의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진다. 고속 회전하는 물레의 도입, 고온의 환원염
소성이 가능한 실요(室窯)의 도입 등 외적인 요소-하드웨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성형, 소성
과정에서도 많은 변화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삼국시대 도질토기의 성형, 소성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변화를 통해 당시 공인의
기술력과 사회, 즉 소프트웨어의 복원이 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토기는 무덤의 부장품, 주거
지의 실생활용품 등 단순한 고고학 자료를 넘어 당시 사회를 복원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토기에는 많은 당시 역사와 사회,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참고문헌
곽종철, 1987, ｢韓國慶尙道地域出土の陶質大形甕の成形をめぐって-底部丸底化工程を中心に-」,
｢東アシアの考古と歷史」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ㆍ요적연구회, 2001, ｢한ㆍ일 고대요적연구 성과와 전망」, 국립경주문화
재연구소ㆍ요적연구회
金美蘭, 1995, ｢原三國時代의 土器硏究｣, ｢湖南考古學報」 2, 湖南考古學會.
김원룡, 1981, ｢신라토기」, 제3판, 서울: 열화당.
김은정 외, 2019, 「한반도 고대토기 생산기술의 복원연구」, 「야외고고학」, 제35호, 사)한국
문화유산협회

71

토기 제작의 이해와 실습

김재철, 2019, 「토기제작」, ｢韓國考古學專門事典-生産遺蹟篇」, 국립문화재연구소
김종만, 2019, 「백제토기의 생산유통과 국제성」, 서경문화사
김창억ㆍ김재철, ｢三國時代 土器가마 調査方法論｣, 「발굴사례연구논문집」 창간호.
류기정, 2007, ｢土器 生産遺蹟의 調査現況과 硏究方向｣, 「선사ㆍ고대 수공업 생산유적」, 제5
0회 전국역사학대회 고고부발표회.
이상준, 2003, ｢경주 손곡동ㆍ물천리 窯蹟을 통해서 본 신라토기 燒成技術｣, 「文化財」 第36號.
이성주, 2003, ｢신라ㆍ가야 및 통일신라의 토기｣, 「토기와 도자기」, 국립제주박물관.
李政根, 2006, ｢咸安地域 古式陶質土器의 生産과 流通｣, 영남대학교대학원 문화인류학과 고고
학전공 석사학위논문.
조성원·홍진근, 2010, 「燒成實驗을 통해 본 三國時代 소성기술 연구」, 「야외고고학」제9호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중국규산염학회편(오강원 역), 1995, 「중국고대도자사」, 서울: 백산자료원.
최병현, 2002, ｢토기 제작기술의 발전과 도기의 출현｣, 「강좌 한국고대사」 제6권.
칼라 시노폴리(이성주 역), 2008, 「토기연구법」, 진주: 도서출판 考古.
토기가마복원실험연구회, 2009, ｢양산 호계동 삼국시대 토기가마 복원과 소성실험｣, 「전쟁과
갈등의 고고학」, 한국고고학회.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편, 2007, 「土器燒成의 考古學」, 서울: 서경문화사.
홍보식, 2003, ｢土器 成形技術의 變化｣, 「기술의 발견」, 복천박물관.
홍진근, 2002, 「다호리 B1號墓 출토 大壺의 검토」, ｢동원학술논문집 5」
, 2003, ｢三國時代 陶質土器의 燒成痕 分析｣, 「삼한ㆍ삼국시대의 토기생산기술」, 복천
박물관.
, 2006, ｢陶質土器 補修 小考｣, 「考古學誌」, 제15집, 한국고고미술연구소.
, 2008, ｢토기 소성기술 관찰법｣, 「한국 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 5, 국립문화재연구소.
, 2010, ｢토기 제작기술의 실험적 연구｣, 「동원학술논문집」 제11집, 국립중앙박물관ㆍ
한국고고미술연구소.
佐々木幹雄, 2003, ｢還元焰土器の燒成技術-陶質土器の燒成實驗を通して｣, 「삼한ㆍ삼국시대의
토기생산기술」, 복천박물관.
佐々木幹雄ㆍ余語琢磨, 2004, ｢須惠器の色-實驗的技術復元と理化學的分析に関する考察-｣, 「古
代」第112號.

72

토기 관찰법

토기 제작의
이해와 실습

3

3
토기 관찰법
류기정 ❘ 금강문화유산연구원

I. 머리말

II. 토기의 관찰 목적과 개념

III. 토기의 제반 특성에 대한 관찰

IV. 토기 관찰 사항의 기술(記述)

Ⅴ. 맺음말

73

토기 관찰법

3

1. 머리말
토기는 ‘잿물을 올리지 않고 진흙으로 만들어 구운 그릇’으로서 ‘점토(粘土)를 재료로 하여
형태를 만들고 불로 구운 다공질(多孔質)의 용기(容器)’이다.
이러한 토기를 연구하는 목적은 그 어떠한 고고학적 자료보다도 가장 풍부한 물질자료이고
토기를 만드는 기술과 쓰임새, 당시의 유행에 따른 제반 양식의 변화가 민감하였기 때문에,
토기에 반영된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인자(≒속성)들을 추출하기가 용이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과거 역사를 복원하고 해석하기 위함에 있다.
특히 한국고고학에서는 신석기시대 이후의 전 시기에 걸쳐 토기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년명 유물이나 대외 교역을 통한 교차편년의 자료가 드문 실정
에서 어느 시대, 어떤 성격의 유적・유물을 조사・연구하더라도 토기의 편년이 안정되게
중심을 잡아야 유구 및 공반유물의 선후・상호 관계가 올바르고 명확하게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토기 연구의 중요성은 새삼 재론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지만, 최근 우리 학계
에서 토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의 수가 나날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토기
연구의 특성상 연구법 자체도 까다롭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자료를 분석해야 하다 보니 일단
그 양적 압박감에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좀 더 쉽고 단출한 고고학 자료들에
더 흥미를 느끼게 되고, 유물 자체에 대한 연구가 빈약한 상태에서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가설을 검증하는 이론 고고학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혹자는 우리 학계의 고고학적 편년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
으나, 일부 잔존된 물질자료의 샘플을 가지고 설정한 것이 현재의 편년일 뿐이므로 향후의
고고학적 조사가 지속되는 한 편년은 부단히 재조정되는 것이지 확정될 수 없는 것임을 명심
해야 한다.
또 하나 우려되는 현상으로는, 발굴보고서의 부실한 기술(記述)이다. 대학 졸업 후 국공립
기관 또는 발굴조사 전문법인에 진입한 젊은 연구자들이 체계적인 유물 연구, 특히 토기에
대한 연구방법을 완숙하게 체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야외조사 및 보고서 작성 실무에 투입
되다 보니 보고서의 토기 설명이 매우 짧고 형식화되어 있으며, 일부는 잘못된 해석을 제시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러한 부실화가 더욱 심해지는 또 하나의 요인은 야외조사 및 실내
작업에서의 분업화에 있다. 야외에서 토기를 조사하고 이를 실내에서 세척하고 복원하고
실측하고 촬영하고 기술하는 일련의 과정을 연구자 스스로가 완숙하고 일관되게 처리하지
못하다보니 토기에 대해 파악한 정보가 분절되고 연구의 심도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편적이고 왜곡된 보고는 궁극적으로 우리 학계의 수준 높은 연구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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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토기 연구법 중에서 토기의 관찰・기술 요령에 중점을 둔 글이다. 토기의 관찰・
기술법은 토기 연구의 기초이자 첫 걸음이다. 토기 연구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전되어 있고, 그 중 관찰법에 대한 글과 강의도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기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집적하여 토기의 무엇을 관찰하고 어떻게 기술하여야 하는가를 설명
하는데 주안을 두도록 하겠다.1)

2. 토기의 관찰 목적과 개념
2-1. 토기 관찰의 목적
토기 관찰의 목적은 토기의 고유한 성질을 파악하여 토기에 대한 고고학적 분석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이 말은 곧, 토기의 관찰 결과가 고고학적 분석자료로서
활용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2-2. 토기의 특성
토기는 보존성이 대단히 양호하며, 값싸고 구하기 쉬운 점토를 이용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어 양적으로 가장 풍부한 고고학적 자료이다. 토기에는 당시의 기술발달 과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다양한 사용방법과 기술적・양식적・계통적 맥락 등의 제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또한 토기의 생산체제와 생산수준, 교역과 분배의 제반 양상이 토기에
투영되어 있다.

2-3. 토기의 무엇을 관찰하는가?
토기가 가진 무엇(=어떤 속성)을 관찰하여 기록할 것인가의 문제는 토기 관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통해 어떤 결과를 얻을 지에 따라 달라진다.
즉, 토기에 대한 관찰은 토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적, 물리적, 화학적, 수치적 특성을
전반적으로 관찰하되, 이를 기록하는 것은 막연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
학적 분석을 할지, 통계적인 분석을 할지 등을 어느 정도 전제에 두고 기록의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된다. 따라서 토기의 관찰을 위해서는 토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 분석방법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수이다.
1) 본고의 작성 과정에서 아래 글을 기본서로 참고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전제한 부분이 있음을 밝혀 둔다.
박천수, 2008,「5-5. 토기」,『보고서 작성 및 평가 매뉴얼』,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칼라 시노폴리 지음・이성주 옮김, 2008,『토기연구법』, 도서출판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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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화재의 현상을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고 다수의 연구자들에게 학술연구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는 발굴보고서의 경우에, 토기의 1차 관찰자(보고자)는 현대
고고학에서 수행 가능한 다양한 분석 방법을 염두에 두되, 보편적인 분석방법을 전제로 하여
가능한 상세하게 토기의 제반 속성(질적, 양적)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기록하게 된다. 또한
토기의 분석을 위해 가장 유효하고 일반적인 변수부터 우선하여 관찰 기록하도록 한다.

2-4. 토기의 대표적인 분석법
1) 형식학(형식분류, Typology) : 직관적 형식분류, 형식-변이분류, 계량적 형식분류 등
2) 순서배열법(Seriation) : 유물의 어떤 형식이나 변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빈도가 변
해간다는 원칙을 응용한 것
3) 통계학적 분석 : 기술통계학, 추론통계학 등
4) 성분분석 : 전자현미경, X-선회절, 중성자방사화, 원자흡광, 암석학적 분석 등

2-5. 토기의 구분
일반적으로 토기는 재질과 용도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종과 기형
이라는 개념 하에서 분류되기도 한다.
1) 재질을 우선한 구분 : 토기(土器), 도기(陶器), 자기(磁器 또는 瓷器), 陶土와 瓷土의 차이
2) 용도를 우선한 구분 : 저장용기, 취사용기(=煮沸容器), 제의기 등
3) 용도와 형태를 조합한 구분 : 기종(器種)-호, 옹, 발, 완, 삼족기 등
4) 형태를 우선한 구분 : 기형(器形)-심발형, 발형, 천발형 등

2-6. 토기의 분석 및 관찰을 위한 기초 개념
앞서 설명한 일반적인 구분 개념 외에 토기의 분석 과정에서는 좀 더 엄정한 분류기준과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
1) 형(形, form type) : 단순히 어떤 모양을 의미하기도 하고, 亞型式에 한정하여 사용하
기도 함. 예) 발형토기 중 深鉢形, 淺鉢形 등
2) 식(式, sub type) : 세부기형을 의미함.
3) 형(型, stylistic type) : 개별 기종내 양식속성 및 기능을 미반영한 이차 형태속성 조
합. 예) a型, b型 등(연구자에 따라서는 器形을 의미하기도 함).
4) 형식(型式, type) : 기능을 반영하는 형태 및 기술 속성 조합. 예) 발, 완, 고배 등
5) 류(類, type group) : 공통 특성을 지니는(기능 범주를 공유하는) 개별 기종들의 집합.
예) 호류, 발류 등 器種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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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형(類型, assemblage) : 류, 양식 구성이 공통되는 기술유형 집합. 동일한 제작사용
집단에 의한 제작사용 행위의 산물. 예) 몽촌유형, 구의동유형 등.
7) 양식(樣式, style) : 여러 기종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형(型) 집합. 경우에 따라서는 신
라양식, 가야양식 등 유형의 개념과 유사하게 사용되기도 함.
8) 속성(屬性, attribute) : 유물 서로를 변별시켜 주는 최소 특징. 형태(적)속성, 양식(적)
속성, 기술(적)속성. 최소 분석 단위인 변수의 개념과 유사함.
9) 변수(變數, variable) : 측정 가능한 어떤 변이를 보여주거나 어떤 상태라고 표현될 수
있는 특성. 예) 질적변수(태토 등)와 양적변
수(구경 등), 비연속변수와 연속변수, 명목변
수(=질적변수 또는 조합변수), 서열변수(=질
적변수), 계측변수(양적변수), 기술적변수(성
분, 토기질) 등

3. 토기의 제반 특성에 대한 관찰
토기의 제반 특성은 크게 형태적속성, 기술적속
성, 계측적속성 등으로 구분되어 지므로 이를 관찰
기록하는 것이 토기 관찰법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표현이 아니더라도 庄田愼
矢2)나 정인성3)이 갈파한 바와 같이 쉽게 한 마디
로 표현하자면 “토기의 일생을 관찰・기록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토기가 만들어 지기 전 흙이었던 상태(태토)에서
부터 모양이 생기고(성형), 표면이 다듬어지고(정
면), 무늬가 베풀어지고(장식), 구워지고(소성), 쓰
이고(사용), 버려진(폐기) 토기의 일생 순서대로 관
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자 역시 가장 좋고 표준

<그림 1> 토기의 라이프 히스토리
(庄田愼矢 2006)

2) 庄田愼矢, 2006,「靑銅器時代 土器燒成技法의 實證的 硏究」,『湖南考古學』23, 湖南考古學會.
3) 정인성, 2009, 「와질토기의 관찰과 특징 - 고고자료로서의 토기」,『고고학 연구 공개강좌』제29회, (재)
영남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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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토기 관찰법이라고 생각한다(그림 1 참조).
위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한 점의 토기는 출생 순간부터 여러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 및 물리적 특성들과 결합하게 된다(그림 2).

<그림 2> 토기 생산, 분배 그리고 소비4)

토기에 내재된 제반 사회 문화적 특성 등은 토기의 연구법과 관련된 것이므로 본고에서
는 생략하고, 이하에서는 토기의 형태적 특성과 기술적 특성 등 1차적으로 토기의 관찰과
기록에 관련되는 부문들을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형태적 속성
1) 토기의 가장 큰 외형적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세부적인 기형을 관찰 : 예를
들어 전체적인 토기의 크기와 형태를 살펴 기종을 구분하고, 세부적으로는 토기의 상
부에서 저부 순으로 구연부의 높이와 외반정도, 구순의 형태와 처리수법, 경부의 형태
4) Tite,M.S.(1999). Pottery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 The Contribution of the Physical
Sciences, Journal of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Vol. 6, No. 3, p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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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어깨로의 연결 각도, 동체부의 둥근 정도, 저부와 동체부의 연결 모습, 저부의 모
양과 크기 등을 상세하게 관찰해 나간다. 다음으로 대각의 유무와 형태, 파수 및 투공
의 개수와 크기, 모양 등을 관찰한다.
2) 기종별 주안점을 중심으로 관찰 : 토기의 관찰 목적이 고고학적 연구와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기에 기종별로 주요한 특징을 반드시 관찰하여 그 특징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호나 옹의 경우 구경부의 형태와 동체부의 팽만
정도, 저부의 형태와 각도 등이 형식분류의 주안점이 되고, 고배의 경우 유개식인지
무개식인지 등이 주요한 구분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보다 정확히
판별하고 도해화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정확한 계측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기종 또는
기형의 구분이 모호한 잔편들의 경우에도 동일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및 제 유적 출
토품들과 상호 비교하여 가능한 정확하게 판정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토기의 형태에 대해 관찰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미 초보적인 토기 분류와 연
구가 시작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토기의 모양을 파악한 후에는 결손부위와 보수 및 사용흔적, 폐기 과정에서의 변이 등
을 파악한다.
4) 토기의 전반적인 형태에 대한 관찰 이후에 토기의 문양 또는 장식의 위치와 종류, 수
량, 시문기법, 부착기법 등을 관찰한다. 즉, 명목변수로서의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양
식속성들을 설명한다.

3-2. 기술적 속성
3-2-1. 태토, 토기질
1) 토기의 태토(胎土) : 토기의 태토는 소지(素地)라고도 하며, 단순한 의미의 점토와는
다른 개념이다. 토기 태토는 크게 점토와 완화제(첨가제),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점토 : 수분을 함유하여 점성과 가소성을 가지며 빚는 대로 형태가 만들어지는 고운
입자의 퇴적물이다. 2마이크론(2000분의 1밀리미터) 크기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1
차점토와 2차점토로 구분되는데, 백자를 제외한 모든 토기와 청자, 분청자는 2차 점토
를 사용한 것이다.
3) 완화제(Temper, 비짐) : 비가소성입자. 토기를 빚기 쉽게 하고 건조 및 소성이 잘 되
게 하도록 원료 점토에 고의로 첨가되거나 자연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광물이나 유기
물 입자를 말한다. 석영, 장석, 활석, 현무암, 운모 등 무기물부터 패각, 식물섬유, 곡
물 껍질, 재, 수액, 동물의 똥, 털 등의 유기물, 그로그(grog)라고 하는 토기조각 등을
첨가하기도 한다. 자연적인 완화제(자연상태의 점토 속에 함유된 석영, 운모, 유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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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와 인공적인 완화제(석립 또는 토기편을 빻아 넣는 등)로 구분되며, 토기 태토 속
의 식물종자 화석과 바구미 흔적 등을 통해 농경 여부와 형태를 파악하기도 한다.
4) 점토와 완화제의 비율에 따라 토기 제작시의 가소성과 피열저항력(被熱抵抗力) 등이
크게 달라진다.
5) 자연점토를 그대로 소지(素地)로 사용하였는지, 완화제를 첨가하였는지, 점토와 완화제
의 입자 균일성과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 점토의 정선 여부와 특징을 관찰하고 기
록하도록 한다.
6) 다만, 최근까지의 자연과학적 분석 결과들을 종합할 때 원료 점토에 인위적인 비짐의
첨가는 사실 필수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육안관찰로는 어느 쪽인지를 명확
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급한 판단은 지양하고, 자연과학적 분석
을 거쳐 정확하게 판별할 필요가 있다.
7) 비짐의 첨가는 수비공정의 후반부에 이루어지지만 수비의 원래 목적은 거친 사립과
유기물을 걸러내기 위한 공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시대 이전의 토기 생산지에 대
한 조사에서 점토 저장공은 다수 발견되었으나 이렇다 할 수비공이 확인되지 않는 것
은 당시의 수비질이 수비탕을 만드는 습식 공정이 아니라 주로 흙을 말려서 빻고 이
를 걸러서 잡물을 제거하는 건식 공정(질대림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옹기공방
에서도 수비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이것은 그리 오래지 않은 것이고, 근대 이후까지도
옹기 제작시에 질밭의 조대질 또는 조대흙을 퍼다가 그대로 옹기를 제작한 경우가 많
았던 것은 이러한 오랜 전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론적으로 토기 태토의
질을 결정하는 관건은 다양한 비짐재의 활용과 첨가 기술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 존재
하는 양질의 점토를 찾아내는 경험에 좌우된다고 하겠다.
8) 점토 반죽의 숙련도 : 입자의 균질성, 불순물의 흔적과 종류, 微細氣孔, 공극(空隙)의
존재 유무와 크기, 형태 등을 관찰한다.
9) 균열(완화제 또는 건조, 소성 등의 요인에 의해 형성)의 존재 유무와 크기, 형태 등도
관찰하고 기록한다.
3-2-2. 성형(1차 성형)
1) 크게 손빚기법(非陶車法)과 물레법(陶車法)으로 구분된다.
2) 손빚기 기술 :
ㄱ. 手捏法(pinching, 손빚기 또는 움내기)
ㄴ. 捲上法(coiling, 질재기를 이용한 타래쌓기)
ㄷ. 輪積法(질재기를 이용한 테쌓기 또는 똬리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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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粘土板(또는 粘土帶) 쌓기(slab-building, 판장질을 이용한 쳇바퀴 타램질)
ㅁ. 틀찍기(molding, 형뜨기 또는 틀뜨기-내형법, 외형법, 내외형법)
3) 물레 기술 : 물레의 발명은 토기 제작의 기술혁신을 가져 왔다. 원삼국시대 이후의 토
기 저부에 남은 물레축의 크기로 보아 이 시기부터 물레가 사용되었음은 분명하다.
전국시대에 타날문토기 제도기술이 도입될 때 등요와 함께 물레도 같이 들어온 것으
로 보아야 한다. 다만, 도입기의 물레는 좀 더 단순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물레의 사
용은 토기 제작시 구경부의 형태를 잡거나 정면과 문양 시문단계 등 필요한 공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다.
온전히 물레질로 뽑는 기술은 자기의 생산시기 이후에는 물론 가능하지만, 고려・조
선시대 도기나 자기도 타날성형 후 회전조정이 제도법의 기본이기 때문에 물레질 뽑
기에 의한 성형의 등장시기 문제는 아직은 미해결 과제이다.5)
3-2-3. 정면(2차 성형 또는 마무리 성형)
1) 타날기법
① 목제 타날구(外拍子 또는 수래)와 나무・돌・토제 받침모루(內拍子, 도개 또는 조막
이라 함)를 사용하여 성형 및 정면하는 토기 제작기법이다.
② 타날의 1차 목적은 기벽을 강화하고 신장시키며 굴곡을 다듬어 기형을 완성하는 것이다.
③ 타날 과정에서 승문, 평행타날문, 격자문, 사격자문, 횡침선 등 다양한 문양이 남겨
진다(기능성과 장식성, 문양의 복합).

<그림 3> 옹기 제작에 쓰이는 도구
(① 도개, ② 수래, ③ 방망이, ④ 밑가새칼, ⑤ 조가비, ⑥ 근개, ⑦ 물가죽6))
5) 정인성, 2009, 앞의 글.
6) 정양모・이훈석・정명호,1991,『옹기』, 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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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긁기 : 그릇 표면에 도구를 수직으로 대고 긁어내어 기벽을 얇게 하거나 조정하는 정
면기법이다. 목판을 이용하거나(≒木理調整), 패각・토기편, 나무로 만든 전용도구(안
근개, 바깥근개) 등의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그 재질과 접촉면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긁기 흔적이 토기 표면에 남겨졌다.
3) 깎기 : 주로 반건조 상태에서 예리한 도구(예새, 밑가새 등)로 그릇표면을 깎아 내어
기벽의 두께와 형태를 조정.
4) 문지르기 : 반건조 상태의 그릇 표면을 가볍게 문질러 매끄럽게 함.
5) 마연(磨硏) : 반건조 상태의 그릇 표면을 돌이나 토기파편 같은 단단한 도구로 문지르
듯 긁어 반들반들한 표면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마연한 흔적이 뚜렷이 남으며, 광택
은 일정치 않음).
6) 마광(磨光) : 마연흔이 보이지 않을 정도
로 표면을 매우 균일하고 반들반들하게
만들어 광택이 나는 것을 말하며, 마연
및 마광은 방수피막 형성 또는 미적효과
의 목적이 있다.
7) 회전물손질 : 헝겊이나 사슴가죽 등으로
만든 물가죽을 이용해 정면하는 방법.
이상의 정면이 끝난 후 최종적으로 문양
시문 단계로 넘어 간다.
3-2-4. 소성
1) 토기에 열을 가하여 태토에 화학적・물리
적 변화를 일으킴으로서 가소성을 잃어버
리고 내구성이 있는 그릇으로 완성하는
작업 단계이다.
2) 노천요(개방형 또는 덮개형, 얕은 수혈 또
는 지면), 수혈요(≒구조요), 실요(등요,
평요) 등의 다양한 형태의 가마에서 소성
이 이루어졌다.

<그림 4>. 기면에 남은 정면기법
(마연, 2목판긁기(늑도), 3깎기(낙랑토성)
(박천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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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6> (좌) 개방형 노천소성(금강문화유산연구원 실험 자료), (우) 덮개형 노천소성(崔仁建・庄田愼矢 2007)7)

3) 소성온도에 따른 그릇의 분류 : 테라코타, 토기, 석기, 자기.
4) 소성의 세가지 요인 :
① 최고 소성온도
② 소성 지속시간
③ 소성 분위기
5) 소성온도 : 태토 내부의 카올린 등 광물의 2차 변성에 영향을 미쳐서 경도와 강도 등
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
6) 소성 지속시간 : 짧게는 몇 십분에서 길게는 몇 일 동안 소성이 진행되었으며, 가마의
구조와 태토의 성질을 고려하여 소성 온도와 시간이 경험적으로 결정되었다.
7) 소성 분위기 : 태토 속심 단면의 색이 여러 층으로 변한 경우 소성 분위기의 변화 과
정을 알 수 있다.
① 산화소성 - 태토 중의 산화제일철(FeO)이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제이철(Fe2O3)로 변
화되면서 토기의 내외면 색조는 적갈색 계통을 띤다.
② 환원소성 - 위와 반대의 현상으로, 색깔은 회색, 회청색, 흑회색 등으로 변한다. 산
소가 소실되거나 부족한 상태이므로 흔히 불완전연소가 진행되어 태토 속의 탄소가
빠져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탄소가 흡수되어 색이 짙어진다. 탄소와 산소가 모두
부족한 고온의 상태에서는 토기의 색조가 밝은 회백색을 띤다.
8) 소성 토기의 표면 관찰 : 가마 내부의 재임방식과 형태, 위치에 따라 토기 표면에 흑
반(黑斑), 백반(白斑), 화색(火色), 막(膜), 윤(潤), 시회(柴灰), 폭한(爆汗), 소성파열흔
(燒成破裂痕) 등의 흔적이 남으며, 이를 통해 토기가 놓인 위치와 방향(向火部), 이기
재(離器材)와 이상재(離床材)의 사용 여부, 용착(鎔着), 자연유(自然釉) 등의 현상을 파
악할 수 있다.
7) 崔仁建・庄田愼矢,「土器燒成實驗 成果報告」,『土器燒成의 考古學』,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서경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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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흑반 - 야외 소성의 초기 단계(온도 상승 단계)에 연료에서 나온 그을음(탄소)이 토
기 표면에 흡착되어, 그 후에도 산화 소실되지 않고 남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흑
반의 생성원인과 현상에 따라 잔존 흑반, 짚 밀착 흑반, 땔나무 접촉 흑반, 숯 집적
흑반, 그을음 부착 흑반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8) 이러한 흑반은 토기가 다시 가
열되면 소실되며, 소성시 형성된 흑반이 자비(煮沸) 과정에서 사라지기도 한다.
② 백반 - 소성흔적의 한 가지로, 탄소가 완전히 없어진 연료와 접촉했던 부분에 생성
된 백색부분이다.9) 이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토기 표면에 접촉되거나 인접한
연료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아 완전연소 되고, 이로 인해 고화도 소성이 진행되었
을 때 이 부분의 토기 표면의 탄소는 모두 소실되며, 토기 태토 속의 산소까지 빠
져나와 부분적으로 환원이 발생한 결과로서 토기 표면이 밝은 회백색을 띤 것이 백
반이다.
③ 화색 - 벼과 식물의 규산체에 의하여 토기 소성시 산소가 공급된 상태에서 표면에
나타나는 오렌지색.
④ 막(膜) - 도질토기에서 태토가 화기를 받아 그 표면에 일종의 막이 형성되어진 상태
로 토기 표면과 속심의 색깔이 다르게 발현된다. 회청색, 청회색을 띠는 경우가 많
으며 반사되는 느낌은 없다.10)
⑤ 윤(潤) - 막보다는 고온의 상태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이며 유리질이 포함되어 있어
반사되는 느낌이나 釉의 상태에 이르지 못한 단계이다. 시회나 폭한에 의해 형성되
며 기물의 전반에 나타난다. 회청색, 칠흑색, 유흑색(黝黑色)을 띠며 유개고배의 도
지미 주변에서 잘 관찰된다.
⑥ 유(釉) - 윤보다는 두터운 층을 이루며 부분적으로 流釉도 보인다. 柴灰로 생성되며
주로 向火部에 존재한다.
⑦ 시회(柴灰) - 주로 향화부에 형성되며 녹색 내지는 암록색을 띠는 경향이 있다. 과
다하게 형성되었을 때는 얼룩이 지거나 流釉되거나 누룽지처럼 눌러(焦釉) 붙는다.
⑧ 폭한(爆汗) - 토기의 불특정 부위에 형성되며 태토 속의 규산성분이 표면으로 녹아
나와 검은 땀방울처럼 點狀으로 존재하는데 그 정점에는 氣孔이 있다.
⑨ 離床材와 離器材의 흔적 - 소성시 토기가 가마 바닥과 들러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離床材, 토기와 토기의 鎔着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離器材이다.

8) 小林正史, 2007,「形成 過程에 기초한 黑斑의 類型化」, 『土器 燒成의 考古學』, 한국고고환경연구소.
9)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07,「土器燒成 關聯 用語 解說」, 『土器 燒成의 考古學』.
10) 膜, 潤, 釉, 柴灰, 爆汗 등의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 최종규의 글을 참고하였다. 등요에서 제작된
삼국시대 토기의 소성기법과 가마 내의 변이에 따른 표면의 특징과 그 관찰법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
한 글이다. 崔鍾圭, 2001,「陶質土器의 表面觀察」,『昌寧桂城新羅古墳群』, 慶南考古學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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離床材로는 볏짚 등의 초본류와 모래, 토기
편, 소할석, 점토, 도지미 등이 사용되었으
며, 離器材로는 초본류와 점토, 토기편, 장
고형토기, 고배형 또는 원통형토제품 등이
사용되었다.11) 이러한 이상재와 이기재가
맞닿은 토기 표면에는 紅斑이나 黑斑 등으
로 변색된 흔적이 남게 되며, 그 형태와 크
기를 통해 어떤 종류의 토기 이격 도구를
사용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소성파열흔 - 태토 속에 포함된 구조 수분이

소성 온도가 500~600℃에 달하여 급격한
온도 상승에 의해 팽창 손실되면서 토기가
깨지거나 표면이 파손된 흔적을 말한다.13)

<그림 7> 풍납토성 출토
중도식무문토기에 보이는 흑반
(韓志仙 외 2007)12)

11) 홍진근, 2001,「離床材・離器材 試論」,『東垣學術論文集』, 韓國考古美術硏究所.
12) 韓志仙・小林正史, 2007,「中島式 無文土器의 燒成方法」,『土器燒成의 考古學』,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서경문화사.
13) 田崎博之, 2005,「燒成失敗品을 통해 본 無文土器의 生産形態」,『송국리문화를 통해 본 농경사회의 문
화체계』,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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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도질토기의 표면관찰 (崔鍾圭 2001)

<그림 9> 토기의 소성파열흔(田崎博之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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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사용

<그림 10> 그을음과 탄착흔의 형성과정 및 각종 흔적(정수옥 외 2009)

1) 완성된 토기는 실생활에서 사용되면서 다양한 사용 흔적을 남긴다. 그러나 특수한 예로
부장용 토기 중에는 구연부나 저부 등에서 마모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서 전혀 실생
활에서 사용되지 않은 토기들도 있다.
2) 단순한 배식기나 저장용기, 제의기 등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마모된 흔적이나 보수 흔적
외에 이렇다 할 사용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자비용기(煮沸容器)나 칠(漆)그
릇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사용 흔적이 토기 내외면에 남겨지게 된다.
3) 음식의 조리 과정시에는 토기의 외면에 연료에 의해 부착된 그을음, 가열에 의해 내용
물이 흘러 넘친 흔적, 강한 가열 때문에 기벽이 산화되어 적색화된 산화부(피열흔), 내
용물이 타서 토기 내면에 띠모양으로 부착된 탄착흔, 탄착흔 내에 곡물이 부착되었다가
박리된 흔적 등이 다양하게 남겨 진다(그림 10).14)

3-3. 계측적 속성
1) 구경(안지름, 바깥지름), 경부지름(안, 밖), 구연높이, 경부높이, 구경부높이, 구연각도,
경부각도, 동체부각도, 동체부지름, 동체부높이, 동체대경높이, 저경, 그릇높이(기고), 구
순두께, 경부두께, 동체부두께, 저부두께,

용량, 무게, 문양대의 넓이, 횡침선의 깊이와

너비, 파수의 길이, 토기의 색깔(먼셀차트 활용), 경도 등 거의 무한대의 범주가 계측
14) 쇼다신야, 2008,「土器 炊事痕의 觀察과 記錄方法 檢討」,『炊事의 考古學』, 식문화탐구회, 서경. 정수옥・
나카토모 토모코, 2009,「토기의 탄소부착흔을 통해 본 소성과 조리방법-늑도유적 사례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제65호, 韓國上古史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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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될 수 있다(그림 11 참조).
2) 토기의 형식 또는 2차 변수로의 치환을 위하여 동체고
/기고, 구경/동경 등의 2개 이상의 변수를 조합하여 기
술통계학적 분석과 군집분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 분석 대상 토기의 형식분류와 시간적 변이순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토기 속성을 우선하여 토기의 계측
값을 토기 관찰문(설명문)에 기록하도록 한다.

4. 토기 관찰 사항의 기술(記述)

<그림 11> 계측변수의 예
(칼라 시노폴리 2008)

우리가 발굴보고서에 유물에 대한 설명을 기재할 때 지면상의 제약으로 인해 전 부문을
망라하여 기재하기가 곤란한 것이 사실이지만, 앞서 살펴본 토기의 제반 관찰 사항 중에서
가능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토기의 속성과 최소한의 통계 처리를 위한 제원은 필수적
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필수적인 기술의 범위와 항목, 순서 등에 대해서는 연구자간에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지
만,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 무언의 약속처럼 정해진 보편적인 항목과 순서에 입각하여 필자
가 생각하는 표준적인 분류 및 토기 설명 순서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4-1. 보고서의 유물 분류 순서
1) 일반적으로 통일신라시대 이전 유적의 경우 토기-기와-철기-석기-기타의 순으로
2) 나말여초기 이후에는 자기가 가장 우선 됨(편년의 유용성이 결정)
3) 토기류 내부에서는
① 층위 : 바닥-상층, 내부-외부 순으로
② 토기질 및 제작기법의 발달순 : 무문토기류-타날문토기류
③ 기종 : 호-발-고배 등 편년 설정이 용이한 기종 순으로
④ 기형 : 동일 기종내 아기종, 세부기형의 변화순
⑤ 파손정도 : 완형-파편순
⑥ 부위별 : 구연-저부

4-2. 토기의 설명순서
1) 출토맥락 :
① 유물 출토 위치와 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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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변 유물과의 조합, 공반 여부
③ 출토 당시의 상황을 보여 주는 도면・사진번호 제시
2) 기종 및 세부 형태 묘사 :
① 전체적인 형상과 파손 및 결손 부위 설명
② 구연부부터 저부까지 일관된 순서로 설명
3) 유물의 재질, 제작기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① 태토(특징, 색조, 수비 여부, 비짐재 등)
② 성형방법
③ 정면방법
④ 문양 및 장식, 투공
⑤ 소성방법
⑥ 사용 및 보수흔적
⑦ 폐기과정에서의 행위 여부
⑧ 후퇴적 환경에서의 변화 여부
⑨ 기타 사항(유물의 독특한 특징과 주목할 점 등 - 도면과 사진에도 표현)
4) 유물의 제원 기재
① 기고, 구경, 동최대경, 저경 등 주요 부위의 제원 표기
② 필요시 무게, 용량 등 기재
③ 파수의 길이, 투공의 크기 등 세부 계측치 기재

<그림 12> 낙랑 분형토기의 제작흔 관찰15)
15) 鄭仁盛, 2004,「樂浪土城의 土器」,『韓國古代史硏究』34, 韓國古代史學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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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토기 관찰 기록시의 유의점
1) 개념, 용어, 계측단위 통일
2) 제작수법과 색조 등은 외면, 내면, 단면 순으로 일관된 순서로 기재
3) 가능한 타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표현
4) 정밀하고 표준적인 계측장비를 사용(예 : 토기 색조의 경우 색조표나 광학식 측정장비
사용)하고, 측정장비의 정밀도와 정확성 유지
5) 계측시 동일한 측정기준과 계량단위 설정
6) 일반적이고 반복되는 특징(속성)일 경우 설명을 건너뛰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상기한
순서를 지켜서 간략하게라도 기록해야 함
7) 차별화되고 독특한 특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
8) 관찰이 모호한 부분은 이유와 현상을 분명히 명시하고, 계측이 곤란할 경우 제외하거
나 추정치임을 표기
9) 추후의 연구분석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기해야 됨
10) 상세한 속성 계측 결과는 별도의 표로 집약 정리하여 보고하는 것이 좋음

5. 맺음말
어떻게 하면 토기 연구를 쉽고 수준 높게 할 수 있는가. 이 명제에 대한 가장 손쉬운 해
결방법은 먼저, 토기(또는 전통옹기) 만드는 곳을 많이 찾아가서 견학하고, 직접 만들어 보
고, 실험해 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토기를 조사하고, 출토상태를 기록하고, 세척하고, 복원
하고, 실측하고, 촬영하는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숙련도를 높이는데 힘 써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만큼 토기에 대한 크고 작은 온갖 정보들을
온몸으로 파악하게 될 것이다. 복잡한 이론적 연구방법의 섭렵은 그 이후에 해도 충분하며,
토기를 보는 눈이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풍부하고 정확할수록 이론적 연구는 그 만큼 오류
를 줄이고 수준 높게 진행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토기 연구 및 관찰에 도움이 되는 팁을 소개하자면, 맨눈으로만 토기를 관찰하지
말고 돋보기나 실체현미경 등으로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찰해보면 이제까지 알지 못
했거나 잘 못 이해했던 부분들에 대한 새롭고 풍부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타인의 연구물이나 보고문 등에 기재된 토기에 대한 설명문과 도면, 사진
을 상호 비교하면서 주의 깊게 관찰하는 훈련을 반복하다보면 실물로 보지 않더라도 그 정
보를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역으로 본인의 토기 관찰 기록의 문제점
도 교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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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내용이 기존의 연구를 집약한 것에 필자의 경험을 조금 첨언한 정도에 불과하고,
토기 연구의 제반 단계 중 기초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룬 것이지만, 토기에 대한 관찰
기록의 순서와 요령을 숙지하여 이를 좀 더 쉽게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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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토기 제작의 작업연쇄 접근
André Leroi-Gourhan 1964, Le Gest et la Parole. Technique et Language, Paris:
Albin Michel, p. 164.에서
“Techniques are at the same time gestures and tools, organized in sequence by
a true syntax which gives the operational series both their stability and their
flexibility”

* 프랑스식의 문화인류학적 관점, 물질문화에 대한 문화적 관념을 토대(마르셀 모스와 같
은 연구자), → 기술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R. Creswell 중심이 되어 Technique et
Culture에 발표된 연구
* 개념적인 논쟁들이 진행되고(Karlin et. al. 1986, Balfet 1991) 연구자에 따라 도구든
소비재든 그것을 제작하는 전 공정, 즉 원료에서 완성품까지 일련의 작업들을 가르키
는 개념, 일부 연구자들 제작의 한 부분 즉 공정을 몇몇 Chaîne opératoires로 나누어
진다고 생각.
* 고고학에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기술 인류학자와 민족지고고학자에 의해 도입:
Balfet 1981, Creswell 1983, 1996, Arnold 1985, Longacre 1991, Gallay 1992,
Gosslain 1992, Dietler and Herbich 1994, Lemonier 1992, 1993, Latour and
Lemmonier 1994, Sigaut 1994
* 작업연쇄의 접근: 고고학적 어셈블리지: 사회집단과 작업공정 연관되어 있음

Ⅰ. 작업연쇄의 사회적 측면
* Chaîne opératoire와 사회집단이 연결을 밝힘으로서 기술을 정체성의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됨: 실험적 심리학과 사회인류학의 분야에서는 학습과 전승의 과정에 대한 연
구로 이 문제를 다룸
* 여러 연구 성과를 통해 기술적 실천(technological practices)의 습득은 “biobehavioral”
and “anthropological” rules의 레벨에서 개인적 학습과정(learning process)과 집단적 전
승과정(the transmission process)에서 발생하는 유전의 과정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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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의 차원
* 개인적 수준에서의 학습: 교사와 모델이 있어야 함(Reed and Brill 1996. Brill 2002).
* 개인은 배워야 할 과업을 탐색하는데 교사의 행위방식(way of doing)에 의거한 모델
을 관찰함.
- 이때 교사의 역할: 학습자가 주목하도록 하고 그의 탐색활동은 모델과 의도된 결과
이끌어 줘야 함.
- 교사의 안내는 학습 과정을 쉽게 하고 업무의 재생으로 바로 이끌어 줌.
* 학습과정은 종국에 가서 학습된 스킬(솜씨)을 체화시키게 된다(Dobres 2000, Gosslain
2000, Ingold 2001).
(a) 학습자 : 점진적으로 교사가 물품을 만들면서 시범 보인 필요한 솜씨와 perceptual
-motor를 습득하게 됨.
(b) 학습자는 견습의 과정에서 물품제작의 방법에 관한 특정한 mental representation
을 구축하게 됨.
* 결국 학습자는 다른 방식으로 물품을 만들거나 무엇을 지각하는 방법 배우기 어렵다:
학습자는 문화적 모델을 답습하는 에이전트로서 행동함으로써 하나의 모델을 혁신하
는 것이 아니라 재생하게 됨. 이와 같은 Bio-behavioral 규칙성으로 인해 학습자는 다
른 방식으로 물품을 지각하거나 만들어내지 못함.
2. 집단적 차원
* 집단적 차원 : 전승(transmission)은 사회적 관계로 연결된 개인들이 모여 구성된 집단
안에서 발생.
* 이 연결 관계는 사회적 범위를 결정 → 사회적 범위 안에서 행위의 방식이 전승됨.
이 범위의 경계를 넘어서면 다른 행위방식의 다른 연결망이 나타남(Mahias 1993, Kra
mer 1997, Stark 1998, Bowser 2000, Livingston-Smuith 2000, Gosslain 2002, Degoy
2008).
* 솜씨의 전승 네트워크를 결정하는 인류학적 규칙“anthropological rule”은 집단의 결속
을 유지하고 그것의 재생산을 용이하게 해주는 규칙과 동일.
* 행위 방식이 전승되는 집단의 구조와 성격은 아주 다양함:
고고학적 의의:
(a) chaînes opératoires 유전되는 행위방식: 기술전통이 세대-간 전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b) 기술전통의 분포: 학습과 전승이 이루어지는 집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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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술전통의 변화는 문화 역사의 표현(Shennan, 2013)
(d) 기술전통은 시간-공간의 범주 안에 존재 문화편년의 표식으로 보지만 양식적 특성으
로서 의미가 크지 않음 (Roux et al., 2011; Ard, 2013);
(e) 기술 과정과 물품에 대한 통합된 연구를 통해 고고학적 어셈블리지에 대한 인류학적
이해가 가능.

Ⅱ. chaînes opératoires의 관점에서 토기를 서술
1. 두 가지 수준에서 서술
첫째, 원료점토에서 완성품으로의 단계적 변형과정을 조직하는 주된 동작의 차원에서
서술: 즉 collecting and preparing the raw materials, fashioning, finishing,
surface treatment, decoration, and firing. 주어진 점토의 성질과 목적이 어떠하
건 이 동작들은 보편적.
둘째, 토기제작을 서술하는 두 번째 차원은 각각의 동작들 그 안에서의 the chaînes
opératoires를 서술하는 차원: 그 변이는 기능적,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
* 이를테면 원료점토를 가지고 태토를 준비하는 공정: drying, pounding, sorting,
hydrating, adding temper, and wedging(반죽): 이 각각의 동작들은 도공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 원하는 완성품을 만드는 것과 관련하여 원료점토가 지닌 고유의 성질,
완성품의 바람직한 성질을 얻기 위해 원료점토에 가하는 조정작업, 그리고 도공의 문
화적 전통 등에 의해 지배받음: 이 제작의 the chaînes opératoires는 기술, 방법, 몸
짓, 도구의 개념으로 설명.
2. 방법 Method:
* 원료점토로부터 시작해서 원하는 형태를 얻기 위해 베풀어지는 기능적 작업들의 순서
적 조합. 여기에는 phases, stages, and operations을 포함하며 각자는 서로 다른
techniques을 통해 달성됨. 세 가지 중요 성형 phase가 있다. 이를테면 윗부분과 아
랫부분과 같이 전체적 몸통을 만들어내는 성형, 목이나 입술과 같은 구연, 그리고 바
닥과 같은 세부 작업.
몸통의 fashioning은 다음 두 단계 즉 roughout와 Preforming이다.
* Roughout: 최종 용기의 기하학적 특성을 아직 갖지 못한 빈 통의 상태: A roug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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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obtained by thinning operations: 1차성형(Rey 1981)
* Preform: container 최종 기하학적 외형을 가진 용기의 상태: 그 표면이 정면 작업으
로 다듬어져야 함(다듬어지기 전이거나 뒤에 다듬어지지 않을 것).
A preform is obtained by shaping a roughout. (2차성형)
3. 기법 Techniques:

점토가 형태를 이루어 가게 되는 물질적 modality(양상). 이 양상

은 다음과 같은 parameter(척도)에 근거하여 기술된다.
(a) energy의 기원 (muscular energy vs. rotative kinetic energy);
(b) 점토덩이에 가해지는 힘 (homogeneous vs. heterogeneous);
(c) 힘의 형식 (pressure vs. percussion);
(d) 압력의 형식 (discontinuous vs. continuous);
(e) 준비된 원료점토의 습기 함유도 (humid vs. leather hard vs. dry)
* 에너지의 근원에 따라 두 가지 그룹의 성형기법으로 구분됨: (1) 회전력(RKE: rotative
kinetic energy)을 이용한 것 그리고 (2) 회전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
1) 회전력을 의존하지 않는 기법
- RKE에 의존하지 않는 1차성형 roughing-out 기법은 8가지로 구분됨: 이 기법들은
복합적 행위요소를 실행에 옮기는 기법[예컨대 pinching(오무려내기), crushing(밀어
내기), 그리고 끌어 올리기에 의한 윤적법(coiling)과 점토판 쌓기(slab building)]들
과 점토덩이에 그대로 가해지는 기법[이를테면 오무려내기, 끌어올리기, 두드려내기
(hammering) 그리고 형뜨기] 등으로 세분됨.
- REK를 활용하지 않는 제작의 performing 기법은 7가지 임:
젖은 점토에 가해지는 기법[긁기(scraching), 누르기(performing with continuous
pressure), 그리고 타날(beating)과 꾸들꾸들 마른(반건) 상태의 점토에 가해지는 기
법[깎아내기(shaving), 두드려내기(“repoussage”), 타날, 쳐내기(hammering)] 등으로
나뉜다.
2) REK를 응용한 방법
* REK를 응용한 roughing-out법은 물레 뽑기(wheel throwing)법이다.
* REK를 응용한 performing 기법은 4가지로 구분된다.
물레-뽑기(wheel

throwing),

molding), 물레 다듬기(tu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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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으로 보면 모두 9가지 roughing-out 기법과 11가지 performing기법으로 정리
된다. 이 모든 기법(technique)은 methods, gesture, tools에 의해 구현된다. 이를
통해 서술함으로써 성형 작업연쇄(fashioning chaîne opératoire)의 변이를 설명할
수 있다.
3) 마무리 기법 Finishing technique
* 마무리 기법은 performing 단계 이후에 베풀어진다.
* 젖은(wet: smooth) 상태 혹은 반건(leather hard)상태(brushing, smoothing on leather
hard clay)에서 진행된다.
* 정면공정(surface treatment)은 그릇의 표면 상태를 변화시키며, 그릇을 문지르는(rub
bing) 작업(softening, burnishing/polishing, shinning), 혹은 덧씌우는(coating) 작업(s
lips, glazes, organic materials, graphite, silica, carbon)을 포함한다.
* 장식기법(decorative technique)은 1차, 2차 혹은 3차원인가에 따라 세 가지 형식으로
나뉜다
- 낮은 양각 부조 혹은 일차원적 장식(채색 그림 painting)
- 음각 부조(negative relief) 혹은 窪文(recessed decor):
: 押印文(impressed - 굴려찍기(rolling), 단순찍기, 돌려찍기(pivoting), 부각 (embossed)
: 타날문(paddling)
: 線刻文(incised) - 단순 새김, 돌려새김, 긁기
: 조각문(carving)
: 截取文(excised) - 잘라내기(excised), 뚫기(pierced)
- 2차원 혹은 높은 부조장식 – 부착법(applied), 塑造法(modeling)
4) 소성단계
* 제작 공정의 마지막 단계
* 이 단계에서 그릇은 최종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도달하게 되므로 가장 중요한 단계
* 이 물리화학적 상태는 점토의 성질만이 아니라 여러 소성 변수들, 예컨대 온도, 가열
속도, 가열 지속시간, 소성 분위기 등에 의해 좌우됨
* 소성기술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그 범주에서 여러 변형이 있다.
- 그릇이 연료와 직접 접촉하는 방식(개방소성, 수혈소성)
- 그릇이 연료와 접촉하지 않는 방식(요, 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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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토기 chaînes opératoires의 파악
* 토기 태토 준비와 관련된 기술에 대한 이해
(a) 최종 준비된 태토의 암석학적 조성, (b) 채취한 최초 원료 점토의 암석학적 상으
로 파악된 구조적 상태
이 두 가지를 순서적으로 파악하고 원료점토를 가공하는 기술적 과정을 풀어내
야 함: pounding, hydrating, adding temper, wedging, forming, firing
* 주변의 고지형학적 자료와 지층의 지질학적상에 대한 정보, 그리고 원료의 물질적 성
질과 실험적 자료로부터 최초의 원료점토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함. 그래야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s of the clay paste를 설명할 수 있음.
* 토기를 제작 하는 동안 각각의 몸짓이 그릇의 어떤 양상들을 만들어 내겠지만 뒤에
한 몸짓에 의해 남은 어떤 양상이 먼저 만들어진 양상을 지워버리는 경우가 허다하
다: 그러므로 제작의 공정을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은 무척 어렵다.
표면의 어떤 양상들은 복합적이다(polysemic): 같은 표면 위에 나타나는 양상(feature)
들은 서로 다른 기법을 통해 형성되었을 수 있고 같은 기술이 서로 다른 표면 흔적
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 이러한 점을 보면 토기 제작의 chaine operatoire가 석기 제작기술보다 분석에 더 많
은 시간이 걸리는지 알 수 있다.
* 토기제작의 공정 연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 1990년대에는 민족지연구와 실험적 연구
자료의 요구가 많아지고 표면에서 관찰된 흔적뿐 아니라 태토의 미세조직에 대한 관
찰도 관심 있게 검토 : 해석의 원칙은 “controlled analogy”
* 특정한 기술을 가리키는 어떤 의미 있는 속성이란 그 생성이 설명될 수 있어야 하고
하나의 원인 기술에 의해 그 특성이 결정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실험적 방법, 재현 작업이 필요하며 이때

하나의 기법이 한 번에 나

타내는 변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어야 하고 해석은 그러한 정해진 원칙에 의거해야
한다.
* 이를 통해서 속성의 생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일이 가능하고
그 진단적 능력을 평가해 볼 수 있다.
* 흔히 속성은 복합적 배치 성격을 지니며, 그러한 상태로 주어진 속성들이라면, 맨눈
으로 보는 것부터 현미경에 의한 관찰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스케일로 관찰된 자
료를 모두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분석도구들, 예컨대
thin-section, x-ray 분석과 같은 방법도 동원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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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chaînes opératoires의 관점에서 토기 유물군을 분류
* 고고학적 유물군(유물복합체): 토기 전통(tradition)이 구성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있음.
- 토기 제작의 공정을 해명하는 일과 그 chaînes opératoires에 따라 토기유물군
(assemblage)를 분류해 보는 일이 중요함.
* 이 작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속적인 sorting을 포함하는 위계적 분류 절차가 됨.
(1) 첫 번째 분류는 기술군(technical group)을 나누는 것.
이 기술군은 ①태토 미세조성조직(microfabric)과 ②그릇(파편이건 완형이건)의 내
벽과 외벽에 나타난 표면 양상 이 두 가지를 통해 파악되는 제작과정으로 정의된다.
(2) 두 번째 분류는 암석학적기술군(technopetrographic groups)으로 나누는 것: 즉 각
기술군 안에서 암석학적기술군(technopetrographic groups)으로 세분됨: 일정 유적
에서 나타나는 암석학적 원료의 채취에서 태토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소성에 이
르는 과정을 특성화.
(3) 세 번째 분류는 형태-기술적(technomorphological), 양식군(stylistic group)이다. 기술암석군(technopetrographic) 안에서 형태적(morphologic), 그리고 양식적 형식을 나
눈 것이다. 분류된 각각의 기술-암석군에 따라 정의된 그릇을 기능적 범주가 특성
화 되는 것도 이 단계에 해당된다.
* 이와 같은 내재적 분류의 절차(these successive and embedded sortings)는 결국 하
나의 유물복합체(기술-암석군 technopetrographic) 안에서 서로 다른 chaînes opérato
ires로 분류해보자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분류군을 토기제작자의 의도(최종
완성된 그릇)와 연결시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류 절차의 결과는 그림 8.3과 같
은 수지형(dendrogram type)의 기술양식적 트리이다. 하나의 유물복합체 안에 존재
하는 서로 다른 chaînes opératoires 들, 즉 다시 말하면 완성된 각 종의 그릇을 만
들기 위해 베풀어진 각 chaînes opératoires 들의 관계를 요약해서 보여준다.
* 특정 기종, 즉 그릇의 기능에 따라 일정 chaînes opératoires가 정해진다면, chaînes
opératoires 의 기능적 변이를 정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문화적 카테고리가 된다. 예컨대 하나의 technopetrographic group이 토
기 한 단일한 형식(예컨대 조리용 호)과 연결된다면, 그리고 이러한 기능으로 그 그
릇의 chaînes opératoires와 다른 그릇들의 chaînes opératoires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 때 우리는 그 변이를 기능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변이는 결국 사회적 문화적 범주 혹은 경계로 설명되어야 한다.
* 주어진 유물복합체의 변이에 깔려 있는 사회학적 복잡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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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결국 기술-암석학적(technopetrographic) 균일성(homogeneity)과 혼합성(heter
ogeneity)(Roux and Courty 2007)
- 균일한 기술-암석학군(technopetrographic group)에 의해 그 성격이 규정된 균질한
유물군(homogeneous assemblage)은 사회문화적 변이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낮은 사회문화적 변이를 지닌 균일한 유물군(는 하나의 기술전통과 하나의
지역 점토산지를 사용하는 토기군이며 동질의 사회집단에 의해 점유된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군이라 할 수 있다. 동일한 (제작) 행위방식을 공유한(sharing the
same way of doing) 단 하나의 집단의 산물인 셈이다.
- 지역수준에서 말하면, 한 지역에 균일한 토기유물군들이 병존하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사회문화적 집단이 모자이크처럼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균일한 토기
유물군들 사이에 변이가 크다면 그 지역에는 몇몇의 기술전통이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의 점토 산지를 공유하거나 그 유적에서 가까운 이웃집단들이 각자 이용했던
몇몇 점토산지가 존재했다는 뜻이다. 제 유적들의 토기유물군에서 사회적 요인들
을 찾아서 연결해보면 결국 사회학적 해석도 토기군 자료의 암석학적, 수량적, 그
리고 맥락적 특성(도시유적, 항구, 식민지역, 경제적 착취지역)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다.
* 혼합 유물군(heterogeneous assemblage)은 혼합 암석학군(heterogeneous petrographi
c group)으로 파악되는 n가지 기술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되는 원료점토는 한
정된 한 지역인 경우 혼합 암석군의 변이는 낮지만 광역에 걸쳐 다른 원료가 사용될
경우 변이는 높게 나타날 것이다. 혼합 유물군(heterogeneous assemblage)은 광범한
지역의 소비집단이 상정된다. 일정 유적의 기능적 해석은 암석학적, 수량적, 그리고
유적의 맥락에 따라(서로 다른 지역, 혹은 서로 다른 시장에서 구입된 토기가 사용된
소비유적인가, 혹은 사람들이 모이는 유적, 순례나 의례를 위해 모여드는 유적인가?)
달라진다.

Ⅴ. chaînes opératoires에 대한 해석
* 일정 토기 유물군의 기능적, 혹은 사회적 변이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파악되면 각
각의 chaînes opératoires에 대해서 사회경제적, 역사적, 혹은 진화적 관점에서 해석
이 시도될 수 있다.
1. 공시적 현상의 해석
* 공시적으로 보면 해석은 그릇의 생산, 분배, 그리고 유통의 문제와 관련된다. 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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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한 유적의 수준에서 다루어질 수도 있지만, 광역(macro-regional)의 수준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광역의 수준에서는 여러 기술전통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해야 하는
과제가 생기며, 여러 유적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비교분석의 관점이 유효하다.
* (1) 한 제작소 생산물의 정규적 특성(the modality of production)은 균질한 토기 유
물군(하나의 생산 집단이든 아니면 복수의 생산 집단이든)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
(2) 그릇의 유통과 분배와 관련된 modality의 문제는 균일한 유물군과 혼합 유물군
모두에 해당된다(일정 소비집단에 의해 점유된 유적들).
* 분배(distribution: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는 하나의 사회적, 경제적 틀에서 그릇을
취하는 것과 관련된다.
* 유통(circulation)은 소비자가 그릇을 사용하는 가운데 그릇이 이동하게 되는 것과 관
련된다.
* 분배와 유통의 modality는 두 가지 기본 mechanism으로 이해될 수 있다.
(1) 도공이 전승된 하나의 행위방식에 따라 토기를 제작하고, 생산된 그릇은 그 도
공이 소속된 사회집단 전체 혹은 일부의 토기수요에 맞추어졌을 경우
(2) 일정한 제작기술 행위(way of doing), 일정한 생산량, 그리고 정해진 기종구성
(morpho-functional types)으로 특징지어지는 그릇들의 이동은 지역의 수준에서
어떤 문화적 조건(cultural components)에 달라지는 그릇의 공간적 분포를 만들
어 낸다(Gallay 2007).
- 이상과 같은 2가지 메카니즘은 세 가지 주요 지대, 즉 상호작용의 영역을 만들어
낸다: 중심지, 주변, 그리고 원격지(remote)
- 중심지: 특정 그릇 혹은 특정 기종이 생산되어 분배된 지대를 지칭함
- 주변 혹은 원격지 : 토기가 분배되었거나 소비자와 함께 유통된 지역 혹은 사회적
영역을 지칭함, 주변과 원격지는 이동된 그릇의 양, 그 그릇의 형식이나 형태, 시
간의 경과에 따라 반복적으로 다시 나타나는가의 정도에 따라 구분됨.
- 이를테면 외래 제작전통이나 다른 기술에 의한 토기가 일회적으로 분포하고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는 토기가 일시적으로 유통되었음을 가리킨다.
2. 통시적 현상의 해석
* 통시적 관점에서 chaînes opératoires의 현상에 대한 해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
술, 혹은 전통의 진화와 관련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그것은 어떤 사회집단
의 역사와 관련된 해석이 될 수 있고, 전승의 메카니즘이라는 개념을 통해 다른 시
기의 그릇들 사이의 인류학적 관계와 같은 해석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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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변동의 움직임(dynamics)이 chaînes opératoires와 완성된 그릇 이 둘에게 함
께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영향은 물론 일률적인 것이 있을 수 없고
생산의 성격이나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 생산자와 소비자, 이 둘의 관련성에서 진화의 내부적 혹은 외부적 현상을 이해하려면
역사적 변동의 서로 다른 움직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먼저 chaînes opératoires 에서의 문화적 계승
(cultural descent)의 패턴을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우리는

토기유물군

사이의 계통성(계승과 분지: filiation)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Haudricourt 1987,
Creswell 1996, Manem 2008).
- 만일 전통이 기술적 몸짓(technical gesture)의 유전으로 연결된다면, 그것은 역사
적 연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 반면 전통이 기술적 몸짓(technical gesture)의 유전에 의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때 사회 잡단 간에는 상호 연결고리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는
새로운 집단의 등장이나 확산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전 집단의 소멸에
관해서도 상정해 볼 수 있다(Roux 2013).
Roux, V. 2013, Spreading of innovative technical traits and cumulative technical
evolution: continuity or discontinuity?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25, pp.
312-330.
3. 역사의 변화을 추동하는 두 요인
* 세 번째 거론해야 할 문제는 역사적 움직임이다. 즉 신기술의 출현이라는 관련된 역
사의 움직임(historical dynamics)이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 이 문제에 접근할 때, 첫째로, 우리는 “기술혁신(innovation)”이란 아주 복잡한 과정
이므로 사실상 그에 작용하는 요인들을 순서적으로 고려하여 설명하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동적 접근법(dynamic approach)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본다.
* 둘째로, 이 문제에 접근할 때 그러한 역사적 움직임의 근저에서 작용하는 진화의 동력
(evolutionary force)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진화의 동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
* - 그중 하나는 기술 발전의 근저에 있는 동력이다. 즉 “기술적 경향(the technical
trend: Leroi-Gourhan이 말하는 la tendance)”과 관련하여 진화를 추동하는 힘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변동의 특정한 조건과 같은 것이다.
- 전자는 에네지 사용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어떤 일반적 경향과 같은 것처
럼 기술 진화의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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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자는 역사적 사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특수한 맥락과 같은 것이다.
* 이를테면 전자의 논리로 사회적 변형(social mutation: 사회적 돌연변이)은 기술적 도
약의 결정요인처럼 제시되기도 한다. 하지만 두 번째 논리에서 기술의 전파는 도공과
관련된 사회적 구조에 따라 좌우된다고 본다. 그것이 균일하든 혼합적이든 말이다.
* 따라서 두 가지 범주의 동력은 진화 고고학이 폭넓게 받아들인다.

제2장 토기 생산의 조직
생산의 조직이란?
* 토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람들이 조직: 토기 만드는 사람들의 관계, 도옹과 토기 사용자
와의 관계, 도공과 다른 사람과의 권력 관계
*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협동하는가? 물질, 사람,

공간적으로 배치된 자원, 생산물

등을 어떻게 조정하는가?
* 토기 생산의 사회적 제 측면과 물질적 제 측면의 관계.
* 고고학자들 민족지적 사례를 분석하여 미리 정의된 사회구조적 측면에 물질적 특성들
을 맞추어 조직을 파악함: 이러한 하향식 연구 방식보다 상향식 접근을 통해 미지의
생산 조직을 알아낼 필요.
* 최근 Predefined boxes of type/modes/parameters of production에서 벗어나고자 함.
* ceramic ecology와 typological 접근에서 벗어나 : material remain과 social structure의
이분법 극복한 생산조직으로 접근

Ⅰ. 토기 생산조직 연구의 변천
1. Ceramic Ecology
* Frederic Matson은 토기 생산을 다른 것과 떼어 놓고 생각하지 말라고 함.
* 토기 생산의 조직: 전체의 한 부분으로 도공, 사회적 정체성과 역할, 기술, 생산 수단,
물품, 그 기능과 의미, 분배의 방식,

소비자 그 어느 것과도 떼어 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Costin 2005)
* 토기 생산: 토기 연구의 핵심적 주제, 토기 생태학적 연구로 발전, 체계 이론과 결합되
기도 함.
“Holistic Ceramic ecology”(Kolb 1989): 토기생산체계 물리적,생물학적, 인간과 문화 환
경,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심리학적 하위 체계의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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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기생태학적 연구: 모든 하위 체계와 구성 부분들과 연관성 속에서 생각하는 연구 모
델고고계측학, 실험고고학, 토기 민족지고고학의 증거를 종합하여 환경적, 물질적, 사회
적, 그리고 경제적 요인을 이해하는 것 : 고고학자들에게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해줄 것
을 요구한 셈
* 토기생태학의 문제점: material, Objects, 그리고 human 도 수동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 인간행위는 환경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 적응하는 것으로 이해
* 기술적 선택과 같은 것을 좌우하는 것은 물질적 성질이나 원칙이고”the social”은 그 배
경을 남고 만다.
2. 형식학적 접근 Typological Approaches
* 1970~90년대 craft production을 분류하고 기술하기 위해 mode or type of Production
의 개념을 사용.
* Socio-economic context, political econom의 한 부분으로 이해(Sander Van der Leeuw
(1977), David Pecock(1982), Elizabeth Brumfiel and Timothy Earle(1987), Cathy Lyn
Costin(1991),

Christopher Pool(1992)

* Sander Van der Leeuw 1977 : Hierarchical Classification
- 동남아 지역에서 민족지 고고학: 생산조직을 분류
- Household production: 모든 가구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토기 생산, 비전문적 노동분
화: 성과 연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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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sehold industry: 한 가구에서 토기 제작하지만 소비의 범위는 마을 공동체 내
다른 가구들로, 토기제작 전문가는 자신의 가사일 중 하나로 토기 생산, 토기 제작이
1차 생계유지 벌이는 아님
- Workshop industry: 토기 제조가 전문가의 1차 생계 수단, 일년 내내 상당히 많은
양의 토기생산. 가정에서 떨어진 작업장에서 토기 생산, 집에서 작업하기도 함. 생산
에 한 핵가족이나 확대가족이 조업에 참여. 경우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조업에 참여. 공방에 구성원 사이에 전문화. 생산량은 공방에 따라 다르고 공방 작업
자가 종사하는 다른 일에 따라 노동시간이 다름
- Village Industry: 마을 소재한 공방과 여러 작업자의 참여를 전제로 함. 꽤 넓은 범
위의 공급처를 가정한 생산. 전문화된 여러 단계의 조업, 전문화된 작업, 마을 생산
자는 상인이나 교역자를 통해 마을 범위를 벗어나 팔려나감
- Factory Industry: 더 이상 가정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공장에서 여러 공인이 조업
3. E. Brumfiel and T, Earle(1987)의 한 쌍의 개념을 통한 분류 안
* 생산을 specialization과 Sociopolitical Complexity와 관련시켜 이해하려 함.
* 정치적 과정과 관련된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을 구분: Wealth goods/ Staple Prod
ucts: political economy 에서 서로 다른 역할
* 생산을 엘리트나 정치 제도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 전문가를 at
tached/independent 로 구분
* 전문 생산을 생산의 집중도에 따라 part-time/full-time: 생산 단위의 규모와 생산량과
관련될 것
* 1991년 C. L. Costin이 고려한 물품 생산 전문화의 패러미터들 중 Context, Concentrati
on, Scale, Intensity는 브럼필과 얼의 아이디어에 온 것
4. Typological approach의 근본 문제
* 변수들 사이의 보편적 관련성을 전제해 두고 있음
* 생산량, 생산의 강도, 생산물의 공급 범위, 제작소의 context, 제작소의 규모, 기술적 완
성도 등이 보편적 연관성을 갖는가? (Feinman 1999)
* 이러한 연관성이 민족지 고고학을 통해 주장되고 있지만 그들의 연결이 실제적으로 철
저히 검토된 적은 없음: 연구되었다기보다 가정된 것
* 실험고고학, 계측고고학, 민족지고고학: 보편적 원칙이 아니라 특정한 사실들에 관한 정보
* 생산조직의 형식학적 접근: 사회복합화, 국가형성과 관련된 해석과 연관됨: Social Pr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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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와 연결되는 것: specialization은 Social complexity와 Political Power의 요인 혹은
지표로 취급 ← 18세기의 정치경제학과 19세기의 진화주의가 결합된 사고
5. Cathy Costin(1991)과 Christopher Pool(1992)는 Parameter를 제안
* Costin은 4가지 Parameter를 강조: scale, concentration, intensity, context
* Pool은

7 가지의 Parameter를 고려: scale, intensity, efficiency, size of production u

nit, segregation of activities, location of production, variability of products
* 이 모든 parameter는 craft specialization을 평가하는 변수.
* 이 접근은 형식을 분류해 놓은 것보다 생산 조직의 다양성을 매우 폭 넓게 탐구해 볼
수 있음
* Cathy Costin의 1991년 논문
- 4 Parameters for study of Craft Production: Scale, Concentration, Intensity, Context
- 생산의 사회적, 공간적, 정치적 셋팅과 생산의 구조에 초점을 맞춤
- 생산의 파라미터는 연속적이고 독립적인 변수
- 제한된 형식의 세트보다 물품 생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기 위해 제안
- Scale: 생산 단위의 규모, 고용인의 수
- Concentration: 일정 경관 안에 생산 전문인의 공간적 분포: 다른 생산자 가상의 소
비자와의 상관성을 가지고 분포하는 방식
- Intensity : “amount of time producers spends on their craft” : full-time specializati
on / part-time specialization
- Context : Costin은 Relationship of productive activities and producers to Sociopoli
tical institution and/or patron
- 그러나 Costin은 이를 기준으로 8가지 생산 조직의 형식을 분류함
- 코스틴의 연구 토기생산체계(조직) 연구자들에게 가장 영향력인 연구 성과: 다양한
변수들이 생산조직에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다수의 변수는 절대적이기 보다 상
대적이며 생산 조직 각각의 형성에서 다르게 작동.

Ⅱ. 최근 생산조직연구의 이론적 배경 : 인간-사물의 관계적 전환
* 토기생산의 연구에 새로운 관점: 새로운 연구 전략을 위해.
그것은 이미 정의된 조직의 형태에 관한 물질적 흔적 찾기를 넘어서야 함.
* 기존의 정보와 개념을 손상시키지 않고 활용하면서 기술과 인간(human)-사물(thing)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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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관한 관계론적 접근이 필요
* 주어진 자료를 설명하기 위한 기-정의된 category가 아니라(explanans), 설명되어야 할
조직(organization)을 생각해야할 때(explanandum: Latour 2005). 우리는 주어진 데이터
를 면밀히 검토하는 상향식 분석를 채택해야 함.
* 특정한 맥락에서의 자료는 새로운 정보를 줌. 어떤 보편적 연결에 강조점을 둘 필요
없음.
* 그리고 총체론적 관점: 물질, 공간, 도공, 토기, 사용자, 기능, 그릇의 사용의 관계에 초
점: 폭넓게 고려 → 우리가 생산과 관련된 직접적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모든 사
회에 적용가능 한 전략
* 최근 기술생산조직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y
2) Cultural Technology
3) Behavioral Archaeology
4) Holistic Approache
5) Symmetrical Archaeology
6) Entaglements
1. 기술에 관한 사회적 구성이론(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y: SCOT)
* 사회 구성주의적 접근: 1980년대 이후 발전된 사회이론
- 기술적 실천의 변화는 기술 그 자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다. 효율성, 시장의
힘, 적응, 집 등의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Black boxk 결코 아님(Loney 2000)
- 과학, 기술, 사회(STS)연구, 혹은 사회 구성주의적 기술(SCOT)연구(Bijker 2010)에서
는 특정한 기술의 선택이 신념과 신앙, 사회구조, 다양한 인간집단의 역사적 선택과
관련되는가?에 초점
* 그래서 “기술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Bijker 2010)
- Dobres and Hoffman: “ the relation between technology and society can be
described as a ‘seamless web’ ..... that dialectically weaves together social
relations, politics, economics, belief systems, ideology, artifacts physics, skill, and
knowledge.”
- “Relevant social group”의 아이디어가 중요:
- 어떤 현실의 한 ‘유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수많은 형태가 있다고 보아야
함: 즉 하나의 유물, 하나의 기술은 heterogenous한 것: 서로 다른 집단은 하나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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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서로 다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 → 기술의 사회적 구성의 관점에서 연
구한다는 것은 ‘그들이 연구하는 기술과 연관된 다양한 사회집단과 그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파악하려는 노력’
* 사회적 구성주의 접근은 사물, 유물, 기술에 대한 인간의 특권을 인정: 그래서 물질과
기술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음(Killick 2004)
* 이 관점에서 토기에 접근한 연구: Jeffra 2011; Murphy and Poblome 2012)
2. Cultural Technology: 작업연쇄 접근
* 문화적 선택, 문화적 기술의 관점에서의 접근: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의 한 방식
(Lemonnier 1992, 1993: 2012: Pfaffenberger 1992: Dobres and Hoffman 1994:
Dobres 2000, 2010)
* 이 접근에서는 기술의 요소 대다수, 예컨대 원료의 선택, 물질을 변형시키는 에너지,
작업도구의 선택, 특정한 몸짓, 관련 지식과 솜씨 등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
(Lemonnier 1992 2012)
* 기술은 한 번도 실용적 감각으로만 물건을 만들어낸 적이 없음: 기술은 흔히 사회적,
정치적, 상징적 필요성에 부응함(Gosselain 2011).
* Analytical tool for this approaches: Chaîne Opératoire 즉 Operational Sequence, 기
술적 선택에서 사회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기 위한 접근법.
Lemonnier는 하나의 기술에서 문화적 선택을 이해하려면 그것과 병행하는 다른 기술,
즉 하나의 기술체계를 구성하는 다른 기술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토기 제작기술은 다른 물품제작 기술과 Pervasive beliefs, practice, gesture, 기술적 지
식, 자원(이를테면 연료)을 공유할 수 있음.
* 물품 제작들 사이의 관계는 어떤 물품제작에 이용되는 어떤 대상들이 다른 작업에도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Knappett et. al 2010): 같은 공간을 이용, 비슷한 소
비자집단, 일년중 어떤때는 도공이었다가 다른 때는 다른 물품을 만드는 경우 많음.
* 따라서 토기제작은 다른 물품 생산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음(Sinopoli 1998: Sillar
2000, Siiler and Tite 2000, Killick 2004, Brysbaert 2007: Demarrais 2013).
* 토기 고고학에서 Chaîne Opératoire가 유행하면서 도공의 사회적 정체성, 실천의 공동
체(Community of Practice, mobility and interaction of potters, Skill, apperenticeship,
learning strategy,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change와 같은 주제를 연구: 이는 생
산 조직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
* 그런데 실제로 Chaîne Opératoire 접근을 고고학 자료인 토기유물군에 대입하여 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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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작자 제작단계를 파악하는 어려움. 토기 생산의 조직은 토기 제작단걔에서 이루
어지는 결정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분배 및 사용관의 관련성도 생각해야
한다: 제작 이후 토기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다른 기술의 한 요소, 이를테면 저장, 음식
조리, 운반, 매장 등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그래서 토기는 사용자와 그들의 활동에
서 다시 기술적 선택의 한 요소가 된다.
* 모든 기술은 Chaîne Opératoire의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다. 그리고 토기의 전체
Life-cycle에 적용가능하다(Lemonnier 1993, 2012, Naji and Douny 2009 Knappett
2012).
3. 행위 고고학
* 사람과 사물의 상호 작용에 초점을 맞춘 접근.
* 1970년대 M. B. Schiffer와 그의 동료들이 창안: “사회적 과정(Social Process)”은 결코
직접 관찰할 수 없다. 그것은 이론적 구축물이다.
우리는 단지 행위를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행위는 사람-사물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
어 있고 그것은 흔적을 남긴다(Schiffer et. al.: Schiffer 2007, 2011: Skibo and Schiffer
2008; LaMotta 2012)
* 행위 고고학의 접근: 어떤 특정 기술을 몇가지 핵심적인 측면은 물론 아주 세부적인 양
상까지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cultural deposition processes and formational process와 같은 접근법으로 토기제작을
설명하려 함: 이러한 접근법은 고고학의 다른 접근법에서는 찾을 수 없음.
* Behavioral chain과 Life History 연구(Hollenback and Schiffer 2010)
* Activity and interaction: technical choice: Performance and compromise (Skibo and
Schiffer 2008, Hollenback and Schiffer 2010).
* 기술 혹은 유물의 완전한 생애사에 관한 통합적 연구: procurement, Production, use,
reuse, repaire, discard, deposition.
* 각각의 연결이 사람 사물 사이의 상호작용과 활동의 행위연쇄로 접근
* 행위-연쇄 분석은 이러한 상호작용의 모든 요소: 이를테면, location, frequency, other
artefacts, external influence, tchno[community 그리고 cadena.
* Concept of Cadena:행위-연쇄에서 유물과 상호작용하는 모든사회집단을 지칭하는 개념.
* Cadena는 homogenous일 수 있음: 모든 구성원이 어느 한 대상에 대해 동일한 수행적
특성을 요구.
* heterogeneous일 수도 있음: 많은 다른(혹은 상반된) 수행적 특성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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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연쇄에서 Cadena와 모든 활동은 모든 공인이 생산 도중 할 수 있는 기술적 선택
에 입력으로 제공, 공인은 다양한 수행적 특성과 수요에서 그의 선택의 결과가 얼마만
큼의 역할을 했는지 저울질해 보듯이.
* Cadena라는 개념은 SCOT접근에서 ‘relevant social group“비견된다. 그러나 이후의 논
문에서는 cadena는 사람일 수도 있고 objects와 materials를 포함하기도 한다. 사람과
사물을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혹은 대칭적으로 취급하는 것(I. Hodder의 Entanglement
와 Cadena는 비슷한 개념)
* Behavioral approach는 technical choice를 이렇게 말함: 그 토기의 사용이 일상적이든,
상징적이든, 의례적이든 그 사용에 근거하여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결정: 문
화적 기술 개념의 접근에서 기술적 선택이란 도공의 배경과 경험(즉 그의 사회적 정체
성, 혹은 community of practice, 그리고 learning pattern 등과 같은)에 근거한 하나의
실천의 채택임.
* Technical and technological choices는 물품을 제작하는 과정의 두 가지 상보적 측면이라
할 수 있음 : 이 두 가지 측면은 생산의 조직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공;
* Schiffer의 관점 cultural technology와 Behavioral archaeology의 개념들 사이의 차이점
과 유사점 : Behaviral chain vs. Chaîne opératoire, tchnical choices vs. technological
choice, techno-communities vs. communities of practice에 관해서는 Schiffer 2007
Skibo and Schiffer 2008에 나옴
* 토기생산의 조직을 연구할 때 행위 고고학이 지닌 장점 중 하나는 그 유물 일생의 모든
단계에서 그에 관여한 사람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줌: 이 모든 것이 생산, 생산의 결
정, 그리고 생산 중의 사회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이러한 과정을 연구하는 실질적 방
법론을 제공. 그리고 고고학, 민족지고고학, 실험고고학, 고고계측학을 통합적으로 다룸.
* 행위적 접근은 노골적으로 utilitarian, functional(Gosselain 1998) materially dterminist(H
odder 2012:229), 사람에 선행하는 사물에 강조하기도 함(Webmoor 2007).:
* 원칙적으로 utilitarian, functional, material-based의 입장에 선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접근법은 자주 그렇게 받아들여짐: 그 이유는 이 접근법이 우선적으로
Utilitarian performance characteristics를 먼저 파악(identify)하고 다음에 non-utilitarian
m을 파악하게 됨: 그래서 올센 등(2012; 186)은 행위 고고학자들이 사물의 관계적 성
질(relational property)을 사물 그 자체의 내재적 성질(intrinsic property)에 부차적인
것으로 파악한다고 비판함.
* 사물과 사람이 관계함(involvement)의 뿌리 깊은 역사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다고도 비판(Webmoor 2007). 그리고 도공을 하나의 engineer로 생각하고 시험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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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만 파악.
* 행위 고고학이 지닌 또 하나의 문제: 행위고고학은 사회적 과정과 물질적 흔적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보편적이라고 전제된, 혹은 단일한 원칙과 전제에 너무 의존하고 초점을
맞춘다는 것: 하지만 행위 고고학에서는 그러한 것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며 고고학
자료와 그에 대한 해석 사이의 간격에 다리를 놓아주는 필수적인 도구이다.
* 그러나 그것이 사람과 사물 사이의 실질적 연관에 관한 우리의 관점을 모호하게 만들
어 버릴 위험이 있음.
4. 물품 생산조직 연구의 총체적 접근법
* Ceramic ecology, behavioral archaeology, Chaîne Opératoire, Constructivist perspecti
ves를 통합한 Izumi Shimada의 holistic approaches의 관점(Shimada and Wagner 200
7, Shimada and Craig, 2013).
* 물품 제작 시스템의 물질-기술적 요소와 사회-이념적 성분들을 통합한 관점에서 물품
생산의 전 과정(원료 채취, 가공 제작, 재활용 등)을 들여다 보고자 함. 다만 근대적
선입견은 배제.
* 결국 이 접근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괄
(1) 물품 생산, 분배, 사용의 환경적,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regi
onal, multi-site, and diachronic scope
(2) 전체적 생산 공정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 생산 유적의 연구.
(3) 연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제 분야 전문가들 사이의 긴밀한 학제적 협동
(4) rachaeometry, experimentation, ethnoarchaeology의 통합연구(Shimada and Wagner 2007).
* 접근법은 생산과 관련된 직접적 증거를 유적으로부터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목표
* 시마다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최근 총체적 접근의 연구: Day et. al.(2006, 2010),
Duistermaat(2008), Gagné(2012), Green(2013): 총체적 접근 토기생산에 참여한 행위자
(actor)들 사이의 조직적 관계복잡성 미묘함을 파악하는데 성공적:
5. 존재론적 전환
* 사회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관계: 그 중 어느 하나를 연구함으로써 다른 것을 이해하
는 방법론 : 이는 고고학의 오래된 연구 주제: 고고학 문제의 전부?
* 사회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인간과 사물의 구분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믿었던 근대적 사유의 방식에 근거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됨.
* 이러한 관점은 STS에서 기원한 사회적 접근인 ANT의 사고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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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에서는 나의 주장을 포함하여 대칭적 고고학과 같은 접근의 관점이 ANT의 영향
을 받음. 대칭적 개념과 아이디어는 다시 행위 고고학에 영향을 줌
* 사회는 물질로부터 분리된, 혹은 물질세계 너머에 있는 커다란 맥락이나 틀이 아님.
‘Social’, 그리고 ‘Society’는 사물에 의해 기록된, 혹은 체화된 어떤 것이 아니고 사물은
그 구성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님.
* “the social”은 사람, 사물, 자연 동물 등등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나타나며 그 상호작
용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people, society, technology, 그리고 material culture 등은 끊임없이 서로 생산해 내다
고 보아야 함(continously producing each other): 그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어떤 것이
구성하는 컨텍스트나 틀 안에서 체화되어 간다는 전제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뜻.
* 우리가 ‘organizing’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보려면, 우리는 그러한 모든 활동자(actant)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조합의 재조립(reassembling)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때 우리는 사
람과 사물을 대칭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그 둘 사시에 분석적 차별을 둔다든가, 존재론
적 우위를 전제해서는 안된다.
*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the social과 the material 사이를 연결하여 간격을 없앨 수 있
다. “materials of past(and present) societies are not seen as an epiphenomenal
outcome of historical and social processes ...... but actually as constituent – even
explanatory – parts of these very processes” (Olsen 2010).
* 민족지학과는 달리, 정보의 살아 있는 제공자들이 없는 고고학이 물질적 잔존을 통한
the social의 연구에 한계를 가지고 있고 복잡하다고 할 수 없다.
* 고고학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대의 살아있는 사회의 생산조직의 연구에서도 물질과 기
술의 연구로 전환하고 있음: 직접적 관찰이나 도공과의 인터뷰가 없어도 말이다.
* Bruno Latour는 “reassembling the social”이란 말이 공인의 작업장(물품이 제작되는 바
로 그곳)에서, 실패와 파손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 기술의 역사를 조망하면서 기술
혁신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 기술, 권력, 조직에 관한 ANT적 접근은 토기 생산의 조직을 이해하는데 매우 적절한 방법

Ⅲ. 토기 생산조직을 연구하는 네 가지 전략
1. 얽힘의 추적
* 라투르는 “the social”(조직 실천과 같은)은 인간과 비인간 활동자 사이의 수많은 상호작용
을 경험적으로 따라서, 혹은 추적함으로써 “재조립(reassembling)”될 수 있다.
: 대칭적 고고학에서는 이를 “재형성(rearticulation)”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Olse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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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호더는 entanglement라고 한다.
: 그리고 그러한 활동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actor-networks(Law 1992: Latour 2005),
assemblage(Shanks 1998, Alberti et. al. 2013: Fowler 2013 entanglement를 형성해간다.
* Organization은 과정으로 이해되며 Entanglement를 통해 나타난다.
* 세상에는 “houshold production”이나 “attached production”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우리 밖 어디에 있어서 발견될 수 있고 고고학자료의 설명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생산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 heterogenous actant들, 사람, 물품(objects), 도구, 물질, 공간, 힘과 같은 것의 얽힌, 그
리고 짜인(enmeshed) 관계과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결과로서 나타나는 과정이다.
* 토기 생산의 경우 : actant는 다양함: 무기물질(점토, 물, 암석, 금속), 식물(연료, 유기질 첨
가제, 씨앗, 줄, 섬유, 나무), 사람(도공, 사용자, 권위, 아이들, 상인, 그들의 솜씨, 수요,
요구, 정체성), 동물(운반동물, 분뇨를 제공하는 소와 양, 뻐도구, 도구 혹은 첨가제로서
털), 기술(점토 채취, 태토 준비, 일차성형, 장식, 소성, 운반, 조리, 저장, 분배, 분묘축조),
건축물, 장소, 공간(경작지, 산지, 공방, 그 위치와 평면형, 길, 토기가 사용되는 장소), 개
념, 관심, 느낌, 그리고 의견(효율성, 미적 감각, 주술, 가치, 젠더, 규준), 힘, 에너지, 과
정, 반응(중력, 압력, 속도, 상화, 무게, 온도, 시간, 분해). : 이상과 같은 활동자(actants)들
은 다시 entanglement, 혹은 networks of relation으로 나타난다.
* 이를테면 “도공”은 사람들, 점토, 도구, 기술, 지식, 솜씨, 도공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
공동체 등등과 같은 수많은 다른 활동자와 조합되고 복잡한 상호작용의 meshwork를 형성
한다.
* recurrent interaction between all these may lead to stable state that presents itself in
daily life as a single entity, recognized as a “potter”.
: 여기서 우리가 연구 주제를 선택할 때 생각해야 할 것 가장 도전적인 질문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entanglement는 과연 어떤 것인가?
* 연구 주제가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top-down approach이다. 우리는 고고
학적 증거들을 이미 선험적으로 주어진 분석적 구분, 초서술적, 어떤 틀, 개념, 모델에 끼
워 맞추면 안 된다. 가령, 복합사회의 등장, 물품생산의 전문화, 생산의 양식 등에 따른 구
분에 끼워 맞추면 안 됨.
* 물론 이러한 관점이 보다 큰 규모의 문제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물품 생산의 조직에
영향을 주는 제반 변수들, 이를테면 작업의 분화, 전문화, 생산의 강도 등과 같은 것을 무
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개념적 구축물이 처음부터 논리를 지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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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우리가 추적해야 할 어떤 조합을 처음부터 설정해 버리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 우리는 bottom-up 접근법을 써야 한다.(Fahlander 2013, Mimisson and Magnusson 2014).
실천과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주어진 자료에서 체계적으로 empirical,

statistical,

metaphorical, narrative, conceptual, causal, 그리고, systematic association의 네트워크를
추적해야 한다(Olsen et. al. 2012: 176).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통상적인 전제를 넘어서
우리의 창의성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
* 이러한 관계적 접근은 우리가 어떤 규모에서도 organization과 complexity가 뚜렷이 드러
나서 그것을 우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며 보다 큰 스케일의 문제를 매우 미시적 수준에
서 상세하게 검토할 수 있게 해준다(Kohring 2011, 2012 Day et. al. 2006).
2. 토기생산의 조직을 연구하는 네 가지 전략
(1) 토기제작과 관련 있는 actants의 물질적 성질에 주목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들이 어떻게 (organizational) practice을 제한하거나 가능하게 해주거나 그것에 영향을 주
는지 등에 대해 살피는 것.
(2) chaîne opératoire 접근법을 이용하는 전략: 이 접근법을 통해 우리는 토기 생산과 그 조
직의 연쇄(sequence), 활동(activity), 그리고 entanglement의 맵을 그려낼 수 있고 아울러
관계된 모든 actants들을 파악하고(identify)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3)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들의 생애사 혹은 일생사를 chaîne opératoire 접근법으로 추적할
수 있다.
(4) 우리는 원료, 생산, 사용자, 그 사용 할동, 그리고 토기의 분배와 교환 등과 같은 것의
위치를 포함하여 이들의 Entanglement를 공간적 측면에서 추적할 수 있다.
* 이러한 네 가지 접근법은 관련 사회집단 혹은 Cadena와 연관시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 4가지 전략은 당연히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거기에 어떤 우선 순서나 앞뒤가 있는
것은 아님.
* 4 strategies 앗시리아 중기 돌대문발 시리아의 Sabi Abyad Tell 유적 사례를 중심으로
4 가지 전략의 연구를 소개 :

Duistermaat, Kim

2008, The pots and potters of

Assyria : technology and organization of production, ceramics sequence and vessel
function at Late Bronze Age Tell Sabi Abyad, Syria Leiden University Doctoral
Thesis
* 특정한 기형을 선택: 앗시리아의 국가가 통제한 대량생산에서 중앙집권화되고 표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iconic한 물품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 함.
* 토기 생산지에서 수습된 유물을 대상을 삼은 것이 아니라 텔유적에서 출토된 것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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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함으로써 생산의 직접적 자료의 부재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선택했음.
* 나의 관점을 분명히 제시하여 설명하기 위해 이안 호더가 말하는 tanglegrams을 그려서
도식화 하기로 함.

제3장 교역과 토기 산지 추정
Ⅰ. 교환과 가치
우리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상인들은 그것을 판다. 요즘은 신용
카드를 더 많이 쓰지만 어차피 물건의 값은 화폐의 단위로 매겨져 있고 우리는 물건을 가
지려면 그만큼 지불해야 한다. 즉 생산자는 물건을 상품으로 내어놓고 상인은 이윤을 붙여
팔며 소비자는 화폐로 정해진 값을 지불하고 산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보면 이러한 상품
경제, 혹은 화폐경제는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제시스템이다. 그 이전 사회에서는 생
산과 교환의 형태도 달랐거니와 물품 그 자체에 대해 붙여지는 가치나 그에 대한 관념도
화폐경제시스템 안에서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일찍이 프랑스의 인류학자 마르셀 모스는 원시사회의 경제체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
한 선물교환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돈을 지불하면 바로 상품을 구매하는 화폐경제와는 달
리 선물교환체제에서는 선물을 받으면 그에 상당하는 물품을 즉각 되돌려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못한 행위가 된다. 선물을 주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에 대한 어떤 의무감을 가지게 되며 장래에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선물은 금전적인 대가, 혹은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의 모종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방법이다. 말하자면 선물은 물품을 교
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기 위해 주는 것이다.
선물의 교환과 관련하여 아주 좋은 예가 멜라네시아 도서지역에서 행해지는 쿨라(Kula)이
다. 말리노우스키가 Argonauts of the Western Pacific(1922)이란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쿨
라의 교환체계 안에서는 식량이나 일용품도 교환되지만 조개껍질로 만든 팔찌나 목걸이 귀
중품들을 연쇄적으로 교환함으로써 집단들 사이의 결속을 다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
럼 물품들을 교환함으로써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해나가기도 하지만 북미 태평양 연안의 원
주민들이 행했던 포틀래치(Potlatch)처럼 물품을 경쟁적으로 베품으로써 경쟁자들을 물리치
는 교환의 행태도 있다. 이 포틀래치는 자기 능력 이상으로 잔치를 벌이고 물품을 모아 과
시적으로 나누어줌으로써 권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교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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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칼 폴라니가 유형화한 교역의 세 가지 방식: 호혜, 재분배, 그리고 시장교환.

선물교환은 계급 혹은 신분의 차이가 없는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교환의 형태이
다. 사회의 복잡화 함께 경제적인 교환의 시스템도 복잡화 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헝가리
태생의 미국 경제학자인 칼 폴라니(K. Polanyi)는 교환의 방식을 호혜(reciprocity), 재분배
(redistribution), 시장교환(Market exchange) 세 가지로 나누었다. 호혜란 사회적 지위가 동
등한 개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선물교환과 같은 형태의 교환 방식을 말한다. 가까운 친족
집단들 사이에 베푼다는 의미로 이루어지는 교환의 방식으로 흔히 볼 수 있다. 둘째로 재
분배는 중앙집권적인 조직을 갖춘 사회에서 여러 지역들을 생산물을 중앙으로 거둬들이고
이를 적절히 재분배하는 교환 방식을 말한다. 여러 지역들의 생태적인 조건이나 자원분포
의 차이에서 오는 불균형을 중앙의 정치권력에 의해 운영되는 재분배 시스템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시장 교환은 어느 특정한 교역의 중심지 즉 시장이 형성된 사회
에서 이루어지는 교환형태를 말한다. 이 시장에서는 가격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화폐제도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복잡한 경제적 교환관계가 성립되는데 역사상 최초의 시장 교환은 고대
그리스와 중국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시장경제 하에서 물품의 가치는 시장에서 가격협상에 의해 화폐 단위로 매겨지게 된다.
오늘날 시장에 나온 물품들 중에도 아주 구하기 어려운 재료로 만들어졌거나 만드는데 품
이 많이 든 제품, 혹은 범상치 않게 정교한 솜씨로 제작된 것에는 높은 가격이 매겨지기
마련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문화지역에는 귀중하게 간주되는 물품이 있다. 이러한 물품의
공통적 특징을 들라면 그 물품의 실질적인 용도가 무엇인지, 왜 그러한 재료로 그렇게 정
교한 장식을 담아 만들었는지 잘 모른다는 점이다. 즉 먹고 사는 일과는 별로 관계없는 물

118

토기 생산시설의 이해

4

품들이 한 사회 안에서 선물로 교환되거나 지도자 혹은 수장들만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현
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물품을 미국의 경제인류학자 조지 달튼(G. Dalton)은 원시적 가
치재(primitive valuables)라고 불렀거니와 계급사회에서 상위 계급을 위해 제작되고 배타적
으로 교환 및 소유되는 물품으로 위세품(prestige goods)라는 용어로 더 많이 불리는 것을
본다.

Ⅱ. 이주-전파·교역 ·상호작용 모델
고고학의 연구 주제 중에 아주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지역-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
구이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역에 꼭 같은 유물, 혹은 비슷한 물질적 양상들이 비
슷한 시기에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우연히 꼭 같은 물질적인 양상, 혹은 유사한 유물
이나 유구가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나타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두 지역 사이에
는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관계 대해
이른 시기의 고고학자들은 인간집단의 이주나 문화요소의 전파를 생각해 왔다. 그런데 이
주나 전파에 의한 설명은 그러한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된다 하더라도 사실의 확인에서
그칠 뿐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즉 어느 한 지역으로 사람이 이주했기
때문에, 혹은 새로운 요소가 전파되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양상이 변하였다고 설명하고 나면
그 이상 왜라는 답이 필요 없게 된다.
서로 떨어져 있는 지역에 꼭 같은 유물이나 유사한 물질적인 양상을 확인하는 작업도 중
요하지만 그러한 양상을 가져온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러한 변화가 각자의 지역에서 어떠
한 사회문화적 변동을 가져왔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고고학적으로는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주나 전파론을 넘어 지역-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혹은 제 지역의 문화변동
을 설명하기 위한 틀로서 교환, 혹은 교역의 모델이 있다. 신고고학이 등장한 이후 복합사
회의 진화에 대한

체계이론적인 설명에서 교역, 특히 원거리교역은 사회진화의 중요한 동

인으로 주목받은 적이 있다. 거시적인 지역들 사이에 자원의 불균등한 분포는 지역-간 교역
의 필요성을 낳고 원거리교역망을 구축하고 그것을 유지 지원하기 위해 정치권력이 성장하
게 되며 원거리 교역의 혜택이 사회의 통합과 내부의 위계화가 심화되는데 기여하게 됨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교역의 모델에서도 어떤 유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디로 교역되었는가를 체
계적으로 밝히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이러한 사실 확인을 토대로 교역체계를
복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개별유물들이 교역된 증거들을 찾아서 당시의 교
환체계를 전반적으로 복원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전체적인 교역체계를 재구
성하려면 인류학적인 자료들과 문헌자료들에 근거하여 가설적인 모델을 만들어 보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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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교역의 모델이 일정 지역의 사회문화변동을 설명하는데
성공적으로 적용되려면 그것이 사회문화 변동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정교
한 이론적 모델로 구축되어야만 한다.
일정 사회집단과 집단의 관계, 혹은 그러한 관계에 기초한 상호간의 영향은 제 집단의
사회문화변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집단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물품의 교환은 고고
학적으로도 뚜렷한 증거를 남기며 사회집단들 사이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상호관계나 영향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닌 것이다. 집단들 사이의
관계는 물품을 매개로 한 교환도 있지만 혼인 등을 통한 혈연적인 관계, 정치적, 혹은 군사
적인 상호관계, 이념적 상징적인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
며 이러한 영향을 통해 사회문체계의 변동이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교역에 한정된 관점보
다는 상호작용이라는 용어를 써서 일정 지역 안이나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집단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진행되는 사회문화체계의 변동을 설명하게 되었다.
집단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공간적인 범위에 따라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보
인다. 첫째는 일정한 지리적 범위나 문화적 권역을 상정하고 그 안에 분포하는 사회적 단
위들 사이의 관계와 과정을 파악하려는 접근이 있다. 둘째는 지리적으로 멀리 이격되어 있
고 사회문화적인 양상도 차별화된 두 지역 사이의 관계와 과정을 설명하는 관점이 있다.
전자의 관점에서는 대개 균질한 사회단위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다루어지게 되고 후자의 관
점에서 접근하는 상호작용은 상호 차별화된 정치사회적 실체들 사이의 불균등한 관계에서
파악되는 것이 보통인 것 같다.
1. 상호작용의 권역
상호작용은 북미고고학에서 처음으로 활용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조셉 콜드웰은 상당
히 넓은 지리적 범위에 분포하는 여러 사회와 문화들을 포괄하여 '상호작용의 권역'이라고
이름 붙였다. 북미 동부에 확산된 광범위한 문화적 공통성을 종전까지 호프웰리안 문명이
나 문화라고 불렸지만 콜드웰은 '호프웰리안 상호작용의 권역(Hopewellian interaction
sphere)'이란 개념을 적용하여 그 안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회집단이나 문화들을 전제하고
그들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관계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다. 말하자면
특정한 同一文化要素들이 펴져있는 문화영역을 정의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 안의 구체적인
집단들 사이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설명해보려
고 이러한 개념을 제안한 것인데 흥미롭게도 콜드웰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상호작
용의 권역이란 개념은 세계 여러 지역에 적용될 수 있지만 문화의 변동이 문명으로 나아간
경우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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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적 상호작용의 체계
미국 남서부 고고학에서 통용되는 지역적 상호작용의 체계(regional interaction system)라
는 개념도 실은 문화권(cultural area)이란 개념을 대체하여 채용되었다. 전통적으로 미국
남서부지역의 고고학자들도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권역이라는 의미로 문화권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왔는데 이는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하는 문화의 구성원들이 동일한 규준을 따르기
때문에 문화적 동질성이 나타났다는 점을 미리 전제해 두고 있는 것이다. 과정주의 고고학
이 제안한 문화에 대한 체계이론적 관점이 널리 보급되면서 1979년 데이비드 윌콕스는 호
호캄 문화권을 '호호캄 지역체계(Hohokam regional system)'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 종
전까지 문화적 동질성, 혹은 동일요소가 광범한 영역에 분포하는 현상 그 자체만을 중시해
왔지만 윌콕스의 제안은 그 이면에 있는 상사성과 상이성을 간파하고 그것을 체계 성분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켰던 것이다. 일정지역의 문화적 양상과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수준의 지역단위, 혹은 사회단위들이 분포하는 지역체계를
상정하고 그들 사이의 종교․이념적, 정치사회적, 경제적 상호작용과 그 과정으로 설명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
1960년대와 70년대, 북미 고고학자들은 문화적 동질성을 보이는 일정 지역, 혹은 等質的
인 지역집단 혹은 사회단위들이 분포하는 일정 지역을 문화권, 문화의 영역으로 정의했던
규준적인 관점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 일정 지역 안에서 공간적, 혹은 사회적 단위를 발
견하여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문화적 양상과 그 변동을 설명하려 했고, 그래서 필요한
개념이 상호작용의 권역이나 지역적 상호작용의 체계와 같은 것이었다. 유럽 후기 선사시
대의 기간 동안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진행된 사회문화변동을 지역집단(local group)들과
지역전통(regional tradition)들의 중층적 상호작용으로 설명했던 연구가 있다(Kristiansen
1982). 이 연구에서는 어떤 특징적인 문화가 전승되어 온 일정 권역을 지역전통이라고 불
렀으며 만일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급되면 그 안의 지역집단들을 통해 빠르게 공유
된다고 보았다. 지역의 사회문화체계의 변동을 지역적인 다이내믹이라고 하면서 이를 지역
전통과 그 안의 지역집단들이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고자 지역체계(regional system)라는 용
어를 사용하였다. 특히 크리스찬센은 지역전통 안의 여러 엘리트들이 地域-間에 이루어지는
교환시스템을 통해 공통되는 위세품들이 분배하고 소유함으로서 지역체계가 유지될 수 있
다고 보았다.
3. 대등 정치체의 상호작용
유럽의 선사시대의 자료를 통해 처음 제안된 '對等 政治體의 相互作用(peer-polity
interaction)'(Renfrew 1986)도 북미 고고학 자료를 토대로 한 지역적 상호작용의 체계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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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관점에서 출발한 개념이 아닐까 한다. 다만 여기 대등 정치체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단위로서 상호 경계를 맞대고 밀집해서 분포하고 있으며, 동일한 문화적 전통, 특히 종족정
체성이라든가 신앙체계 등을 공유하고 있는 정치적 실체들을 말한다. 특히 이들이 일정지
역에 밀집되어 분포하는 정치, 지리적 환경이 이들로 하여금 경쟁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만
드는 것이다. 대등 정치체들은 물품과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고 이따금 전쟁도 벌이게 되
며 기술혁신이나 의례 등을 경쟁적으로 모방 수용하기고 하고, 상징체계나 예술이 개발되면
서로 받아들이면서 발전시킨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로 인해 대등 정치체들의 사회, 문화적
인 양상은 서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비슷한 사회변동의 궤적을 밟아가게 된다. 사실 렌프류
가 '대등 정치체'란 개념을 제안한 까닭도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거의 규모가 비슷
하고 신앙과 이념, 종족정체성과 같은 것을 공유한 정치체들이 공존하는 양상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리스 반도의 정치체들이 그러한 개념이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만 호호캄의 사회단위들이나 한국의 초기국가 이전의 신라, 가야 정치체들의 성장에
대한 설명에도 적용될 수 있었다.
4. 위세품의 교환
위세품(prestige goods)은 사회적으로 값어치가 인정되는 물품이다. 인류학과 고고학에서
는 위세품의 사용과 소유, 그리고 교환의 과정을 통해 정치적 리더들이 권력과 위신, 명성
을 확대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그에 주목한다. 그래서 그들은 위세품의 생산과 유통에 과정
에 개입하고 소유와 교환을 제한함으로써 위세품을 더욱 값어치 있게 한다. 위세품의 교환
에 관한 논의는 구조주의-마르크시스트들이 시작하였다. 원래 구조주의 마르크시스트들은
위세품이 정치엘리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에코름 같은 이는 친족집단의 연장
자들과 다른 개인들에게 유통되어 의례의 수행, 특히 통과의례에 사용됨으로서 경쟁적인 친
족들 사이의 서열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위세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론적인 모델로서 위세품 교환체계를 보면 정치지도자가 정치경제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교환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친족의 연장자가 아랫사람들의 노
동력을 이용하여 물품이나 식량을 생산하고 그것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출생이나
결혼과 같은 삶의 중요한 전환기에서 베풀어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는 것을 본다. 여기에서
우리는 경쟁적인 친족들 사이에 어떤 친족 지도자가 권력을 획득하여 정치엘리트로 나설
때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때 막 등장한 정치엘리트는 위세품의 생산과 교환을 통해 다
른 친족 지도자들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 교류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그들로부터 권력을
인정받으려 하게 될 것이다.
서부 아프리카의 민족지 자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주로 프랑스 마르크시스트 인류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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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친족 연장자의 권력 획득과 유지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했던 위세품 교환모델은
1970년대 후반 영국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수용되어 철기시대 중부 유럽의 사회변동에 대한
설명에 응용되었다(Frankenstein and Rowlands 1978). 할슈타트 D기의 독일 남서부지역
사회의 변동을 설명하려 했던 프랑켄슈타인과 로울랜즈는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발전은 거
시적인 사회적 재생산의 시간-공간적 단위로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보면 독일 서남부 철기시대 사회는 구조적인 전제조건으로 주어진 위세품 교환체계
안에서 지역 정치엘리트들이 노예나 자원 등을 교역 파트너에게 제공하고 위세품을 입수하
여 통합의 권력을 유지해 나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공간적, 경제적 틀은 강력한 국가
체제를 갖춘 사회의 주변에 분포하는 지역집단의 발전을 설명하는데 구조적인 전제가 된다
고 보았던 것이다.
한국에서도 진한제국의 성립과 그 주변에 놓인 한(韓) 사회의 변동을 설명하는데 낙랑-사
로국-진한의 거수(巨帥)로 이어지는 중층적인 위세품 교환체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4세
기 백제가 중국으로부터 자기와 같은 물품을 제공받아 주변 지역집단의 수장들에게 분배하
였다는 의견도 백제의 초기국가 형성을 방향을 제시한 의미 깊은 주장이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주장은 5-6세기 경 신라의 위세품 분배에 대해 “金工品은 한 有力集團-慶州-이
自己와 聯盟關係를 맺고 있는 他單位集團-東萊․昌寧-에게 聯盟의 標識로 분배한 것”이라고
했던 정의에서 찾을 수 있다. 신라의 초보적 중앙집권화는 5세기 초부터 논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금공품 제작의 기술적 차이를 지적되면서 물품의 직접 분배에 의한 사회적 빚
(social debt)에 의해서가 아닌 방식, 이를테면 상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통합과 위계의 구
조가 유지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도 있는 것이다.
5. 세계체계론: 중심지와 주변
위세품 교환체계의 모델을 유럽 선사시대 사회변동에 적용했던 설명에서는 사회적 재생
산의 공간적인 틀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특히 철기시대 중부유럽의 경우 어떤 국지적인 변
화의 양상을 설명하려할 때 그것을 지역-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주변사회는 중심지와의
관계를 통해 이해하고자 했던 사고의 원류는 왈러스틴이 제공한 세계체계론의 관점에서 찾
아야만 할 것이다.
왈러스틴이 근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 내놓은 세계체계론을 선사
시대의 교역관계의 설명에 처음 적용했던 이는 슈네이더이다. 그녀는 메소포타미아지역을
비롯한 문명 중심지와 그 주변 사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국적인 사치품들의 교역관계에
주목하고 그 관계망을 '선자본주의(pre-capitalist) 세계체계'라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
하였다. "중심지에서는 값어치 있는 금속류를 축적하는 한편 완제품을 수출하고, 이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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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회들은 (노예라든가) 금속원료를 내놓는 대신 완성된 제품을 수입하게 되는데 이러
한 관계에 대해 선자본주의 세계체계라고 가설적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후 세계체계론의 관점은 제 지역 고고학연구의 틀로 확산되어 서남아시와 그 주변, 미
국 남서부, 중남미지역 등의 자료에 적용되었으며 선자본주의의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이론
적인 모델로 응용되었다. 고대 세계와 근대 경제의 차이, 교통과 통신수단의 수준차가 지적
되면서도 세계체계론적인 관점이 고고학 자료의 해석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설명모델이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일정지역에
문명의 중심지가 형성되고 주변의 사회와는 발달의 수준차가 분명한 역사적 맥락에서 문명
과 주변의 地域-間 相互作用이 진행된다. 그리고 그것이 주변 사회의 변동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만 문명 중심지도 상호작용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평가해 보
는데 세계체계론은 아주 적절한 설명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 세계체계론
의 관점은 광역에 걸친 지역-간 상호작용의 모델을 축으로 기존의 사회변동의 이론들, 예컨
대 체계 이론이며, 교역 이론 등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구사할 수 있게 해준다.
왈러스틴의 세계체계론은 근대 세계경제의 형성을 다룬 것이고 고고학적 적용에서는 상
당한 변형이 따를 수밖에 없다. 세계체계라는 용어에 부담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중심지/주
변모델(core/ periphery model)'로 부르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물론 고고학에서 중심지/
주변의 모델을 적용하면서 왈러스틴의 여러 개념과 관점들을 참고 하겠지만 선자본주의 사
회의 상호작용이 지닌 특성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선자본주의 사회에
서는 상품이나 식량의 교역과 같은 것이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 역시 위세품과 같은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상호작용의 단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근대세
계의 사회적 실체들과는 달리 종족집단이나 문화지역과 같은 공간적인 단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李盛周 2007 참조).

Ⅲ. 산지추정이란?
* 산지 추정 연구Provenance Studies는 분석연구를 하는 고고과학자들에게 공통적 용어
임. 이것은 유물이 제작된 장소를 찾아내거나 물품제작에 사용된 원료의 산지를 알아
내는 연구를 말한다.
* 이러한 연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Harbotle(1976)에 따르면 Fouqué(1879)라는 연구자
가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산토리니에서 발견된 토기가 암석학적으로 보면 지역에서 제
작된 것인지 수입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산지 추
정 연구를 했다(Catling et. al. 1963, Shepard 1963 ..
* 그러나 개념은 모호: 정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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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한 공방, 혹은 서로 관련 있는 제작 집단의 생산품 중의 일부, 말하자면 주어진
어느 한 생산품으로 파악될 수 있는 토기를 이 장에서는 다루게 된다. 그 생산물은 서
로 다른 형식의 그릇들을 포함할 것이고 그 생산은 일정 기간 계속되었을 것이며 유사
한 점토질 물질, 혹은 토기 태토를 함께 원료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것을 말
함. 태토의 특성은 최종 생산품의 그것을 말하며 원료물질의 특성을 포함하여 도공의
공정에 의해 변화된 것과 이어 독자적으로 일어난 변질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 하나의 토기공방은 여러 가지 다른 생산품을 만들어 낼 것이다. 가령 기능적으로 다른
종류의 생산품 이를테면 식기라든가 조리용 그릇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원료점토를 이
용할 때 보다 주의 깊은 선택을 요구하는 기술적 제한을 둘 것이다. 유사한 지질-화학
적 광물학적 양상을 보이는 지질학적 형성이 비슷한 근원으로부터 채취한 원료를 사용
하고 동일한 제작기술전통에 따라 작업하는 몇몇 공방에서 만들어낸 생산품들을 미지
의 공방에 따라 구분해 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영역(area
of uncertainty)’의 범위는 상당한 거리에 걸쳐 나타날 수도 있다.
* 어느 한 유물의 제작 장소는 그 기원지(Origin)로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고고
학적으로 발견된 장소는 출토지(provenance)로 정의된다. 산지연구(provenance studie
s)란 여기서는, 광물학적 혹은 화학적 분석을 토대로 고고학 자료로서 토기를 기정의된
(predefined) 생산품과 연결함으로써, 그것의 기원지(origin)에 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연구절차와 논증을 말한다.
* 산지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제한 연구이다. 즉 하나의 주어진 생산품 안에서는
각 토기가 서로 유사한 형질들을 공유하며 다른 생산품에 속하는 토기들과는 구분된다
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연구이다. 생산품을 대표하는 표본의 화학적 혹은 광물학적 분
석을 통하여 우리는 분석적으로 조성그룹(compositional group)을 정의할 수 있게 되며
다른 조성그룹과 구분할 수도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하나의 동일한 불확실
성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기원이 알려지지 않은 토기의 분석결과를
기정의된 생산품과 비교해 보면

Ⅳ. 산지추정의 실제
1. 유적의 연구
* 유적 가운데 토기공방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그리고 그런 유적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형식학과 태토에 따라 일차적으로 분류된다. 유물정리실에 옮겨져 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생산물(productions)을 정의하기 위한 분류가 요청될 수
도 있다. 동일한 생산물에 속하는 토기 범주를 정의하거나 원료점토의 선택에 따라 토

125

토기 제작의 이해와 실습

기를 분류해 볼 수도 있다.
* 비교해 볼 만한 적절한 자료가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인접한 토기공방의
생산물과 관련된 문제, 유적에서 발견된 토기 중 수입된 토기의 소비에 관한 내용, 그
리고 교환 혹은 상업적 교역망 안에서 해당 제작소의 위치 등이 언급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토기를 그들의 기원지(origins)에 배속시킬 수 있는 참
조 그룹(reference group: stricto sensu),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유물을 기정의된 생
산물에 배속시킬 수 있는 비교 조성그룹(comparative compositional group)을 말한다.
토착 기원과 함께 수입된 물품의 존재는 해당 지역의 지질도에 제시된 지질학적 양상
과 암석학적 분석작업을 통해 추론될 수 있다. 하지만 일정 지역에 배속시킬 수 있는
근거는 해당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해 가
용 원료점토의 존재와 그것의 특성, 그리고 해당 지역 토기 생산의 증거 등을 찾아야
다음 단계의 작업이 가능하다.
2. 공방의 조사
* 토기 생산과 관련된 증거가 발견된다면 먼저 그에 상응하는 참조그룹(reference group)
이 정의되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토기의
범주나 형식이 ‘해당 지역의 식별목록(repertoire)’, ‘같은 지역 생산품’, ‘특정 원료를 함
께 선택한 그룹’인가?,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한 이유는 어떤 것인가(문화적? 기술적?)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원료점토의 채취, 혹은 점토 가공, 생산의 전문화 과
정 등의 단계적 변화에 대한 편년이 이루저져야 한다. 참조그룹이 정의되면 그것을 통
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그릇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원료점토의 채취와 가공에서
유사한 선택을 했는지의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
* 특정 공방에서 제작된 그릇이 얼마만큼 퍼져나갔는지 알아보려면 해당 지역 안의 소비
유적이나 또 다른 지역의 문제가 되는 유적의 토기편을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생산물
의 일부가 수출되었는가?하는 문제에 답할 수 있다. 이 공방의 생산물이 퍼져나간 범
위는 어디까지인가? 비슷한 그릇을 제작하는 다른 공방과 공존하고 있는 상태인가? 시
장에 나와 있는 그릇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이것은 진화하는가?
3. 토기 형식의 연구
* 산지연구에서 또 다른 접근법: 특정 토기 형식을 조사하는 것. 그 형식은 하나의 공방
이 아니라 몇몇 다른 공방에서도 제작하는가? 우리는 서로 다른 생산물을 구분할 수
있는가? 일부 어떤 공방이 시장을 지배하는가? 어느 한 유적에 토기를 공급한 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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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떤 토기를 어느 정도 공급했는가? 무언가 지리적 편년적 경향성이 있는가? 이 형
식의 토기는 전문화된 공방에서 제작되었는가? 혹은 다른 형식들을 제작하는 공방들도
역시 전문화되었는가?
* 산지연구의 다양한 접근들은 서로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시에 협
력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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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이 글은 삼국시대 영남지방의 토기생산시설 즉 토기요장의 모습을 이해하고 나아가 발굴
조사·연구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의 목적을 두었다. 삼국시대 영남지방에는 신라·가
야가 들어서 있었고 이 때는 소위 도질토기로 일컫는 1000℃ 이상 고화도로 환원염소성의
회청색 경질토기문화를 공유하였다. 그 이전인 원삼국시대 진·변한의 와질토기와는 극명하
게 구분되는 토기였다. 그러므로 그러한 토기의 계통과 제작기법, 용도, 생산과 유통(소비),
양식관계, 교류양상 등을 구명하는 것은 당시의 토기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수과제인 것이다.
그 중에서 토기의 생산이란 측면에서 토기를 제작(성형)한 공방시설과 소성시설인 가마의
구조와 내용 그리고 토기생산시설의 운영과 변천을 구명하는 것은 당시의 토기문화와 더불
어 생산체제 등 그 사회의 내부구조를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발굴조사된 사례를 중심으로 토기요장의 입지, 구성시설을 살펴보고, 사례가 없거나 드문
경우는

이후 시대의 토기·자기·기와 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이해를 구하였다. 그리고 기

왕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가마의 구조 변화, 요장의 운영과 확대 양상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

Ⅱ. 토기요장의 입지
토기 생산시설에는 토기의 성형과 관련된 시설과 토기의 소성과 관련된 시설로 크게 구
분할 수 있다. 이 밖에 소성한 토기를 보관하는 등의 창고시설, 일련의 작업공정을 수행하
는 공인들의 주거시설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전체를 포함하여 토기요장(窯場) 이라 일컫
는다.2) 특히 토기 제작(성형)시설과 토기 소성시설은 불과분의 관계여서 일정 범위내 같이
있을 때, 작업의 효율성이 가장 높게 된다.
토기의 성형에는 양질의 태토가 필요하고, 공정상에 일정량의 물도 필요하다. 소성에는
가마와 연료인 땔감이 필요하다. 가마는 구덩식 또는 터널식으로 길쭉하게 땅을 굴착하여
조성하므로, 대체로 굴착이 용이한 지반을 선호하고, 소성 시에는 사면향(풍향)도 고려된
듯하다. 그리고 풍부한 땔감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적이고, 생산량 증
대에 따른 안정적인 연료의 확보 여부는 곧 요장의 이동과 직결된다. 이 밖에 육로, 수로

1) 이 글은 필자의 졸고(김재철 2016·2018)를 강의의 내용에 맞게 수정, 재편집하였다.
2) 이하에서는 토기생산시설을 ‘토기요장’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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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운송로의 접근성 등이 고려되었다.
이처럼 토기요장의 입지 선정은 상기와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땔감의 확보로 판단된다.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 사옹원 소속
관요분원들이 연료를 따라 이동하면서 백자를 생산한 기록3) 등을 통해 당시의 정황을 유추
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1. 땔감
토기소성에 필요한 연료는 바로 땔감이다. 양산 호계가마4) 소성실험(조성원·홍진근
2010)에 따르면, 전체 소성시간은 78시간(약 3일 반) 이었으며, 최고 온도는 소성 시작후
62~78시간대로 1,200℃ 전후로 계측되었다. 이때 사용한 땔감의 양은 3.6톤이었다.5) 나무
종류는 소나무 90%, 참나무 10%였다.6) 가마 1기의 사용기한을 특정할 수 없으나, 30년(1
세대) 정도로 산정하고 토기소성에 양호한 계절(3~11월)에 월 1회 조업한다고 상정하면, 연
간 972톤(25톤 트럭 약 39대 분량)의 땔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원활한 토기
소성작업을 위해서는 풍부한 땔감과 이에 대한 원활한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토기가마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곳, 즉 땔감의 산지 또는 산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
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2. 태토
태토는 토기성형에 필요한 점토이다. 선사시대와 달리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고 입자가
치밀하다. 양산 호계가마 소성실험에는 창원 다호리, 창원 봉산리, 양산 호계동, 경주 안강
등지에서 채토한 점토를 사용하였다.7)
3)『承政院日記』 第8冊, 仁祖 3年 8月 3日條 “趙翼以司饔院言啓曰 分院之設 自前擇其樹木茂盛之地 移
來移去 而今則所設處 累年入樹取用 燔柴己盡 不得己他樹木茂盛處 擇地移設 乃能燔造矣 本院郞廳 爲先
發遣擇地 移設擧行條件 隨後磨鍊 啓下之意 敢稟······傳曰 依啓”(“분원의 설치는 과거부터 수
목이 무성한 곳을 택해 옮겨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였는데 지금 설치한 곳은 여러 해 나무를 베어 써서 땔
나무가 다 없어져 어쩔 수 없이 다른 수목 무성처를 택해 이설해야 번조할 수 있다······”)(강경
숙, 2004,『한국 도자사의 연구』, 시공아트, p.405 재인용).
4) 실험대상인 제2호 가마의 유존규모는 전장 9.4m, 너비 1.5m, 높이 0.9m(부위별 길이는 연소실 2.8m, 소성
실 5.4m, 연도부 1.4m)이다. 요상 경사도는 1차 8°, 2차 14°였다. 복원된 가마의 규모는 길이 10m, 너
비 1.5m, 높이 1.05m, 지상에 노출된 벽체와 천장의 두께는 0.3~0.4m였다.
5) 실험에 사용한 토기는 고배 32점, 단경호 7점, 장경호 11점, 기대 6점, 개배 8점, 컵형토기 13점, 기타 5
점 등의 삼국시대 토기 복원품 82점과 기타 109점 등 총 191점이다.
6) 토기가마에서 출토된 목탄 시료를 분석한 결과, 소나무, 참나무(상수리나무)가 주류이고 굴피나무 등도 있
었다(嶺南文化財硏究院, 2003, 大邱 旭水洞·慶山 玉山洞遺蹟 I』). 아마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
무를 땔감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7) 건조된 토기의 색조는 산지에 따라 명(황)갈색, 등색, 암갈색, 흑(회)색이었고, 소성 후에는 회색과 흑색계열
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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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

②

<그림 1> 채토장(1: 경산 옥산동유적 대형 채토장, 2: 경주 망성리 윗골들유적 채토장)

채토장은 토기의 원료인 점토 또는 가마를 구축·보수하기 위한 점토를 굴착하는 장소이
다. 경주 망성리 윗골들 생산유적에서는 길이 41.36m, 너비 29.68m, 깊이 0.5~1.9m의 대
형 채토장이 조사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 또는 타원형과 유사한 크고 작은 수혈이 불규칙
하게 연접하고, 그 구덩이들의 단면형태는 ‘U’자형 또는 상부가 좁고 하부가 넓은 소위 ‘플
라스크형’이다(영남문화재연구원 2017). 조사범위 내에서 가마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주변
에 망성리 토기·기와 가마터들이 분포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토기소성시설과 다소 원거리에 위치한 사례이다. 대구 욱수동·경산 옥산동유적에서 확인
된 대·소형의 채토 수혈은 토기가마가 밀집·분포하는 주변의 공지에 위치한다. 토기소성
시설과 가까운 지점에 위치한 사례이다.

3. 구축지반
토기가마는 대체로 황갈색 점토층이 두텁게 발달된 나지막하고 완만한 구릉지 사면에 조
성된다. 상부는 황갈색 점토층이고 하부는 풍화암반(연암 계통)으로 지반을 이룬 경우도 있
고, 마사토 지반에 조성된 것도 있다. (청석)암반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굴착이 쉽고, 굴착면
을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다. 그리고 굴착된 점토를 가마의 벽체나 천장의 재료 등으로 이
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사면향
토기가마는 나지막한 구릉 상에 등고선 진행방향과 직교되게 조성된다. 사면 아래쪽에서
부터 위쪽으로 아궁이-연소실-소성실-연도가 일직선상에 위치한다. 대체로 아궁이가 남·동
향으로 나 있으며, 일부는 아궁이가 북·서향으로 나 있는 경우도 있다. 축조의 효율성, 원
활한 배연 및 소성시기의 풍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와가마, 흑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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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른 가마도 이와 비슷하나 소위 피리형 탄요로 구분되는 백탄요의 경우는 등고선 진행
방향과 나란하거나 비슷한 경우가 대부부분이어서 차이가 있다.

5. 물
토기제작에는 두 가지 공정에서 물이 필요하다. 첫째, 채토한 점토를 수비하고 반죽하는
과정이다. 둘째, 토기를 성형하는 과정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마는 나지막한 구릉지 사
면에 조성되므로 그 주변에는 크고 작은 골짜기가 나 있어, 토기제작에 필요한 용수 확보
에 용이하다.

6. 운송
상품인 토기의 운송을 위해서는 토기요장 입구까지 연결되는 길 또는 도로, 즉 운송로가
있어야 한다. 대가야 토기생산유적인 창원 중동유적의 경우 제IV구역에서 확인된 도로유구가
토기의 운송 등에 관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산청 어서리유적처럼 강변에 위치하거나
또는 바다 가까이 위치한 토기생산유적의 경우는 배를 이용한 운송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Ⅲ. 토기요장의 구성과 배치
1. 제작(성형)시설
토기의 제작과 관련한 시설로는 수비장, 연토장, 성형장, 건조장 등이 있다. 일련의 공정
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정 범위(공간)에 유기적으로 배치된다.
대체로 토기가마인 소성시설을 제외한 이 시설들을 좁은 의미의 토기공방으로도 이해한다.
경주 화곡리 토기생산유적 I구역 주·수혈군 5·7호 일대는 길이 10m, 폭 6m 정도의 범
위에 수비시설 1기, 집수시설 1기, 연토장 1기, 태토저장혈 2기, 녹로혈 5기가 조합을 이룬
다(성림문화재연구원 2012).8) 경주 손곡동 토기생산유적 제3호 공방지는 가장자리에 평면
ㄱ’자형 배수구가 둘러져 있다. 배수구의 너비는 0.4m, 깊이는 0.3m 정도이다. 배수구의
안쪽 공간에는 배수구에 접해 주혈들이 평면ㄴ’자형과 유사하게 배치되었으며, (남)동편
가장자리에 녹로혈 7기가 확인되었다. 점토구덩이는 주혈군에서 남쪽으로 1m 정도 떨어져
1기가 위치한다. 배수구를 경계로 한 공방지의 내부규모는 길이 9.5m, 너비 5.9m 정도이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4).
이처럼 공방지 내에는 토기 제작관련 시설을 전부 갖추거나 녹로혈과 점토저장고 등 일
8) 동시성을 전제로 한 일정부분에 대한 표본적인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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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시설을 갖춘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방지의 구조는 바닥면에서 별다른 굴광의 흔적
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상식 구조로 추정되며, 수혈식 구조도 고려할 수 있겠다
(김정애 2012).

②

①
<그림 2> 공방지(1: 경주 손곡동A지구 3호 공방지, 2: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 주·수혈군 5·7호)

1) 수비장
채토한 점토를 물에 풀어 그 속의 불필요한 성분, 즉 잡물을 제거하는 시설인 수비공을
갖춘 곳이다.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 I구역의 주·수혈군 5호 내 80-1호 수혈이 대표적인 사
례이다. 이 수혈은 80호 수혈로 명명된 큰 구덩이 내 서편에 위치하고 동편에는 80-2호 수
혈이 위치한다. 80호 수혈의 규모는 길이 2.1m, 너비 1.06m, 유존 깊이는 0.6~0.9m이다.
80-1호 수혈의 내부에는 대호 또는 대옹으로 추정되는 항아리 동체부가 바르게 놓여 있었
다. 항아리 유존 규모는 높이 0.91m, 동최대경 1.06m이다. 그 내부에는 목탄 알갱이와 모
래가 포함된 회갈색·적갈색·명갈색 점토가 뒤섞인 채 바닥면까지 확인되어, 보고자는 수
비공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80-1호 수혈의 동편에 위치한 80-2호 수혈의 경우, 내부구조는 전자와 동일하고 항
아리 규모를 포함한 수혈의 규모는 다소 작다. 다만 그 내부에 모래가 포함된 부식된 암갈
색 점토가 단일층으로 채워져 있어, 보고자는 물을 저장하는 집수시설로 판단하였다(성림문
화재연구원 2012).
조선시대 중기 이후 백자가마터로 알려진 순천 후곡리유적, 순천 물길리유적, 청양 시전
리유적에서 확인된 수비공은 내면과 바닥에 점토로 미장하였다. 수비과정에서 이물질이 흡
착되거나 수분이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2~8기의 수비공이 인접하여 일
열 또는 이열의 병렬상으로 배치되었다. 이와 같이 삼국~통일신라시대 토기생산유적에서
수비시설이 보고된 예는 드물며, 백자가마터에서 확인된 수비시설과 구조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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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그림 3> 수비공과 집수공, 연토장(1: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 2: 청양 시전리 백자가마터 1호 공방지)

2) 연토장
태토의 수분을 고르게 하고 공기를 빼내기 위해 반죽하는 곳이다.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 II
구역의 주·수혈군 1호 내 5호 수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수혈의 규모는 현재 길이 11.8m,
너비 3.24m, 유존 깊이는 0.25m 이다. 수혈의 내부에는 부분적으로 연회색·회색·연올리브
색 점토가 갈색 계열의 모래성분이 있는 점토와 뒤섞여 지저분하게 보인다. 이 회색 계열의
점토가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고, 이 점토가 토층 단면에서 얇은 띠상으로 확인되며, 모래성분
이 있는 갈색 점토와 뒤섞여 있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점토를 이기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
로, 보고자는 이 수혈의 성격을 연토장으로 판단하였다. 화곡리유적에서는 이와 같은 연토장
이 조사구역 내 드문드문 분포하며 일부는 녹로혈, 수비공 주변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조선시대 백자가마터인 강진 월하리유적, 장흥 월송리유적 등에서 확인된 연토장은 점
토나 돌로 외곽을 구획하고, 바닥과 벽면에 점토로 다졌다. 작업과정에서 태토가 지면에서 쉽
게 떼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김정애 2012). 이와 같이 삼국~통일신라시대 토기생산유적에서
연토시설이 보고된 예는 드물며, 백자가마터에서 확인된 연토시설과 구조적 차이가 있다.

②
①
<그림 4> 점토저장혈(1: 경주 화곡리 제54호 수혈, 2: 고령 기산리유적 제5호 점토저장혈)
9) 한편, 조선 후기까지도 도기 및 옹기 제작소에서 수비공의 사용 예가 확인된 바 없고 그 이전에는 채굴한
점토를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옹기장들의 증언을 고려하여, 고대 토기 생산시설 내 수비공 또는 수비장의
존재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연구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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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토저장혈
토기의 원료인 점토, 즉 태토를 보관하는 구덩이다. 경주 손곡동유적, 경주 화곡리유적의
사례처럼 성형장의 주변에서 주로 확인된다. 평면형태는 원형, 방형, 부정형이고 규모는 다
양하다. 화곡리 I구역 제54호 수혈의 경우 규모는 장경 1.04m, 단경 0.79m, 깊이 0.27m이
다. 내부에 별다른 시설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주변의 흙과 전혀 다른 입자가 고운 회백색
점토(태토로 추정)가 두텁게 채워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령 기산리 분청사기 가마터 주변에서 확인된 점토저장혈의 규모는 장경 1.54m, 단경
1.44m, 깊이 0.92m로 상대적으로 크고 깊다. 내부에 회색·갈색·흑색점토가 혼재되어 채
워져 있어, 토기가마 관련 시설과 비교된다.
4) 성형장
녹로(轆轤·陶車·물레)를 이용해 토기를 만드는 공방의 핵심시설이다. 녹로(축)혈의 흔적은
삼국~통일신라시대 대규모 토기생산유적인 경주 손곡동·물천리유적,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녹로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단면은 상부가 넓고 내려오면서 좁혀지는
소위 벌어진 ‘U’자형과 상부가 벌어져 내려오다가 단을 이루며 폭이 좁고 돌출된 원통형이 결
합된 형태로 구분된다. 바닥에는 축을 박은 홈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상부와 내부
에는 소형의 돌과 함께 흙으로 채웠다. 목제 녹로를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손곡동유적 녹로혈의 규모는 상부 직경 30~60cm, 깊이 20~50cm이고 녹로축혈의 직경은
10cm 정도이다. 손곡동유적 공방지 4개소에서는 각기 4~7기로 녹로(혈)이 확인되었다. 그
리고 녹로 부속구로 추정되는 원형 토제품이 손곡동유적과 화곡리유적 등에서 출토되었다.
이와 같은 구조의 녹로혈은 조선시대 백자 공방지(성형장)에서도 확인되며, 주로 건조시
설 주변에 위치한다. 그리고 여기서 녹로(물레) 부속구인 봇긋과 갓모, 굽깎기통, 굽깎기칼
등도 함께 확인되어 당시 정황을 구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한편 영주 상줄동유적 조선시대 중·후기 옹기 공방지에서 확인된 녹로혈은 장경 0.72~1.51m,
단경 0.64~1.2m, 깊이 0.11~0.25m로, 이를 통한 녹로의 추정 규모는 직경이 0.4~0.8m이며 그 중
에서 직경 0.5~0.6m 의 크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대동문화재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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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그림 5> 녹로혈(1: 경주 손곡동A지구유적 1호 공방지, 2: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 수혈 39호)

②

5) 저수장
토기의 성형 등 제작에 필요한 물을 모아 둔 시설로 집수장과 같은 의미이다. 저수장은
내부 구조에 따라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다.
제1유형은 구덩이를 파고 그 내부에 항아리를 묻은 구조이다. 비교적 소규모에 해당하고
연토장 또는 성형장 주변에 위치한다. 화곡리유적 I구역의 주·수혈군 5호 내 80-2호 수혈
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항아리의 규모는 현재 높이 0.78m, 동최대경 0.9m 정도이다. 제2유
형은 평면 원형·방형에 가까운 비교적 큰 수혈을 마련한 다음, 벽면에는 할석으로 벽체를
마련하거나 수혈 벽면을 그대로 이용하고, 사면 아래쪽에 배수구를 갖춘 구조이다.
손곡동유적 석조유구가 전자에 해당하며 규모는 장경 4.7m, 단경 3.0m, 깊이 1.85m이
다. 이와 유사한 구조가 성주 유월리유적에서 확인되었다. 두 유적 모두 토기생산관련 유적
인 점에서 볼 때, 토기의 성형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저수조 또는 점토의 수비장으로 이
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부산 낙민동유적, 진해 남문동유적 등 기와생산관련 유
적에서도 확인되었다.

①
<그림 6> 저수장 또는 수비장(1: 성주 유월리유적 제4호 수혈, 2: 경주 손곡동A지구 석조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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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조장
성형한 토기를 건조하는 시설로 삼국~통일신라 토기생산유적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
례가 없다. 다만 손곡동유적, 화곡리유적의 사례처럼 녹로혈을 구비한 작업장 등 토기생산
시설 주변에 확인되는 고상식 건물지가 건조장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백자 공
방지 내 건조장은 일정규모의 작업장 내 온돌 또는 구들시설을 갖추거나 수혈식 노(爐)시설
을 갖춘 구조들이 일반적이다.

2. 소성시설
1) 가마
토기가마는 토기소성시설, 즉 토기를 굽는 시설을 일컫는다. 광의의 토기가마는 신석기~
초기철기시대에 사용된 산화염 소성의 노천가마 또는 소성유구와 (원)삼국시대 이래 항구식
천장을 구비하고 수시로 연료를 투입할 수 있는 아궁이를 포함하여 연소실과 소성실이 구
분된 환원염 소성의 구조가마를 모두 포괄한다. 협의의 토기가마는 주로 (원)삼국시대 이후
구조요(이상준 2008)를 지칭한다.
삼국시대 이래 토기가마는 주로 나지막한 구릉의 사면에 등고선 진행방향과 직교되게 조
성된다.

구조는 사면 아래서부터 아궁이, 연소실, 소성실, 연도가 일직선상에 위치한 단실

(單室)이다. 아궁이의 전방에는 바닥이 평탄하게 처리된 요전부(작업장)가 위치한다. 토기가
마는 한 기가 단독으로 조성된 경우도 있고, 2~3기 또는 그 이상이 나란하게 조성된 경우
도 있으며, 오랜 기간 조업을 통해 수십 기가 시차를 두고 조성된 경우도 있다.
① 요전부
요전부는 전정부로도 불리며, 아궁이의 전방에 위치한 작업공간이다. 대체로 사면 위쪽을
수혈상으로 구덩이를 파고 사면 아래쪽은 평탄하게 처리함으로써 종단면형태가 ‘ㄴ’자형이
다. 평면은 (타)원형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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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토기가마 구조 개념도(강경숙 2005, 부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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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토기가마 관련 용어(김창억·김재철 2004)
국내

구분
분류

가마
종류

가마
외부
가마
입구

국외

고고학

미술사

일본

중국

구조

토기요, 구조요
(登窯, 平窯)

통가마, 용가마,
대포가마, 登窯

窖窯, 平窯,

竪穴窯, 橫穴窯
圓窯, 龍窯

평면
형태

圓筒形(일자형), 巳豆形, 舟底刑
고구마형(卵형, 볼록렌즈형), 올챙이형 등

장어형, 舟形,
直線形, 曲線形

方窯, 饅頭窯,
馬蹄窯,
圓窯, 龍窯 등

폐기장

灰丘部(災層)

灰丘部(회현부)

灰原部

灰坑

요전부

窯前部, 작업장

작업장, 활동공간

前庭部

灰坑

아궁이

아궁이

熢熥, 부엌통

焚口, 火口

아궁이
적석

아궁이 적석시설

아궁이
수평연소식
수직연소식
연소실
(아궁이=연소실) (아궁이>연소실)
레벨차

가마
내부

재임
관련

·

窯口, 窯門

火口積石

·

·

·

연도밖

·

·

窯背部

·

연소실

燃燒室(部)

봉통(불통)

燃燒部(室)

火膛, 火室, 燃燒室

연소실
바닥
수혈

·

·

舟底形 Pit

·

연소실
소성실
경계
구분

段壁, 불턱

불턱, 턱받침

隔壁, 階

·

불창

·

불구멍, 불창
살창구멍

·

·

소성실

燒成室(部)

燔造室

燒成部(室)

窯(室)

바닥

바닥

굴판

床面

窯床

벽체

側壁, 壁體

접발(화문접발: 칸문이
있는쪽)
(간접발: 없는 쪽)

窯体

窯墻

천장

天障

굴등창

恒久天井(생토)
仮設天井(구축)

窯頂

연도부

煙道(部), 排煙(部)

굴뚝, 煙筒, 망덕

煙道部

排烟道, 烟囱

바닥
경사도

窯傾斜度

窯傾斜度, 窯床角度

窯底傾斜

소성실
바닥

無階段式, 階段式

無階段式, 階段式

·

수리

修理, 補修

修復

·

窯道具

窯具: 塾底窯具,
間隔具

도침

陶枕: 離床材, 離器材

陶枕(도지미), 비짐
고리형받침, 匣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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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량의 땔감을 적재, 가마에 토기를 재임하거나 소성완료된 토기를 꺼낼 때 대기장 등
주로 토기 소성작업과 관련한 공간이다. 요전부 바닥은 토기소성작업으로 인해 연소실에서
긁어낸 목탄, 재 등이 수평상으로 층을 형성하거나, 붉게 산화피열된 흔적이 관찰된다. 다
만 요전부는 가마의 내부공간이 아니므로 회청색으로 환원소결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경산 옥산동 제36호 지하가마의 요전부는 평면형태가 원형이고, 규모는 9~9.9m, 최대 깊이
2.0m 정도이다. 이 공간은 후축된 가마의 조업 시 폐기장으로 이용되었다. 한편 청양 관현
리 기와가마처럼 수혈상으로 마련된 요전부 바닥 중앙부와 가장자리에 주혈이 다수 확인된
사례도 있다. 요전부를 보호하는 지붕 및 벽체와 같은 상부구조를 상정할 수 있겠다.
② 아궁이
아궁이는 가마의 입구(窯口, 火口, 焚口)로, 땔감의 투입과 소성 전·후 토기의 입출이 이
루어지는 곳이다. 아궁이의 구조는 점토로 구축하거나 가장자리에 점토와 함께 대·소의
돌을 이용하여 구축한 구조(화구 적석식)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는 경산 옥산동 제38호
토기가마의 아궁이가 가장 온전하게 남은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겠다. 특이한 점은 아
궁이의 좌·우측으로 요전부를 향해 점토대가 길게 마련된 것이다. 아마도 소성 시 아궁이
폐쇄에도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후자의 경우는 경주 손곡동(경마장예정부지 A지구) 제
30호가 대표적이다. 예전에는 이러한 유형이 6세기 중후반 이후 축조되는 양상이어서 신라
권역의 대표적인 요형으로 알려졌었다.

①
<그림 8> 아궁이(1: 대구 신당동 2호 적석부, 2: 상주 헌신동 기와가마의 폐쇄된 모습)

②

돌과 점토를 이용해 아궁이를 구축한 경우, 돌의 표면에 대한 점토 미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 표면의 산화 또는 환원소결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환원소결 면까
지가 가마의 내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아궁이의 폐쇄와 관련한 흔적이 확인된 자료가 거
의 없다. 일부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아궁이가 유실되었기 때문이다. 기와가마
의 경우 점토와 돌, 기와 등을 이용해 폐쇄한 자료들이 일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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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소실
연소실은 땔감으로 고온을 발생시키는 공간으로 가마 내부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공간이
다. 이러한 점은 연소실의 벽면이 유리질화될 정도로 소결된 반면, 소성실 후반부나 연도부
로 갈수록 그러한 현상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궁이의 바닥과 연소실의 바닥이 연결되는 구조는 소위 수평식(횡혈식)과 수혈식(경사
직·수직식)으로 구분되며, 수평식 구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수혈식 구조의 토기가
마들은 백제권역 내 진천 산수리·삼룡리유적을 위시한 금강유역권에 주로 분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성실 바닥과 연결되는 지점에 있는 일정 높이의 불턱[段] 유무에 따라 무단식·유단식
구조로 구분한다. 무단식 구조에서는 바닥에 깔린 재·목탄의 범위를 통해 연소실의 범위
를 판단하므로, 바닥에서 그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토기가마에서 확인된 불턱은 대체로
0.2m 미만으로 낮다. 소결상태 또는 점토 미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불턱으
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정도로 적합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신라권역에서 확인된 와
도겸업 가마의 경우 불턱이 없거나 얕은 단이 있는 정도에서 고려시대로 가면서 높아지는
데, 기와가마의 불턱이 0.5~1.0m인 것이 주류를 이룬다. 조선시대에는 울산 연암동, 김해
대청 기와가마의 경우 불턱 높이가 2m 정도에 달하는 것도 있다. 기벽이 두꺼운 기와를
소성하는 점에서 구조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④ 소성실
소성실은 토기가마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핵심 부위이다. 바닥에 마련한 계단
상 시설의 유무에 따라 계단식·무계단식으로 구분된다. 대체로 무계단식이 주류이다.

①

②

<그림 9> 소성실 바닥 도침(1: 경산 옥산동 4호) 및 토기재임상태(2: 강진 삼흥리E지구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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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식 구조의 대표적인 사례는 경주 경마장 C-I지구 2구역 제3호 토기가마이다. 바닥에
3개의

계단시설을

마련하였으며,

규모는

길이

0.45~1.0m,

너비

1.46~1.62m,

높이

0.3~0.4m이다. 계단은 점토로 마련하였고 아궁이를 바라보는 계부(階部)는 고온에 의해 유
리질화되었다. 경산 옥산동 제40호 토기가마는 연도와 이어지는 소성실 후반부에 5단의 계
단식 시설을 마련하였다. 나주 당가유적에서는 6기 토기가마가 모두 계단식 구조(박철원
2002)를 갖추었다. 특히 계단식 구조 상면에서 배, 고배 등 소형토기들이 출토됨으로써 소
형토기를 소성하기 위한 시설임이 밝혀졌다.

①

②

<그림 10> 바닥 소결면(1․2: 경산 옥산동 31·6호 토기가마)

재임기법과 관련하여, 옥산동 제6·31호 토기가마 소성실 바닥에는 고배 대각 용착흔 또
는 접지흔이 다수 확인된다. 이 흔적을 통해 소성실 전면에 한 벌 깔 수 있는 고배의 수를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옥산동 제31호 가마에서는 단경호를 정치하기 위한 평면 원형의 수
혈과 그 내부에서 도침형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수혈의 바닥은 환원소결되었고, 토기편의
단면 역시 환원소결되어 토기소성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업시기가 11세기
후반~12세기 중반으로 편년되는 강진 삼흥리E지구 제3호 가마의 경우 소성실에서 각종 토
기류가 소성 당시 모습 그대로 출토되어, 가마 내부 토기 재임 등을 연구하는 데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요상각도는 중앙부와 연도로 이어지는 후반부의 경사가 차이가 있다. 대체로 후반부의
경사가 더 급하다. 따라서 구분하여 계측하는 것이 구조를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
⑤ 연도
연도는 유실되어 잘 남아 있지 않아 구조를 파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대체로 소
성실 후벽에서 직립한 구조, 후벽 중상위에서 밖으로 돌출된 구조이다. 이와 같은 구조의
배연방식은 평염 또는 횡염식으로 이해된다. 후벽 바닥에서 터널식으로 뚫어 연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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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도염식 구조는 기와가마에서 보인다. 후벽 바닥에서부터 대소형의 돌을 쌓고 그 표면
을 미장한 사례도 있다. 연도 가장자리에는 토제 또는 목제 원통을 꽂을 수도 있으나 구체
적인 사례가 없다.
⑥ 배수로
소성실 바닥 중앙부 또는 가장자리를 따라 아궁이를 거쳐 요전부로 이어지는 암거상의
배수로를 마련한 경우가 있다. 산청 어서리 토기가마, 상주 구잠리 토기가마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호편 같은 토기편 또는 기와편, 돌 등을 이용해 마련하였다. 휴업 시 가마 내
부로 스며 나오는 물이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마련한 시설로 판단된다.
2) 외부의 가마 보호 시설
가마를 보호하는 지붕과 같은 별도의 시설을 고려할 수 있으나 확인된 예는 없다. 경주
손곡동유적, 대구 신당동유적, 달성 서재리유적 등 일부에서 사면 위쪽으로 가마를 감싸는
배수구를 마련된 예가 있다.

①

②

③

④

<그림 11> 지하식·반지하식·지상식 가마
(1:경산 옥산동 38호, 2:옥산동 7호, 3:옥산동 22호), 회구부(4:대구 신당동 1·2호 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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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시설
1) 보관창고
소성한 토기를 보관하는 시설이다. 용도에 따라 성형한 토기의 건조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토기생산시설 주변에서 확인되는 고상식 건물지가 토기저장시설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땔감보관처, 불씨저장 구덩이 등이 있을 것이다.
2) 폐기장
소성된 토기 중에서 불량품을 버려서 생긴 곳이다. 토기가마가 위치한 사면의 아래쪽 또
는 좌·우측 공지에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작업의 효율성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면 아래에 위치한, 먼저 폐기된 가마 전체를 덮는 넓은 규모의 폐기장이 형성되기도 한
다. 가마 소성 후 생긴 재와 함께 버려져 회구부(灰丘部)로 부르기도 한다. 불량품이 많은
것은 소성기술이 안정되지 않았거나 온도조절의 실패에 요인이 있기도 하지만, 수급처에 따
른 상품의 질적 차이에 기인한 것도 있을 것이다.
3) 주거시설
토기생산에 종사하는 공인들의 주거와 관련한 것으로, 공방시설 주변에 위치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구조는 당시 일반적인 수혈식이다. 내부에서 내박자 등 토기제작과 관련한 도구
들이 출토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작업장은 태토의 보관, 연토, 성형, 건조 등 토기제작과
관련한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시설들이 조합을 이루지만 주거시설
은 그렇지 않은 점이 큰 차이다. 손곡동유적의 경우 시기적인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토기
가마가 남동 사면에 밀집 분포하고, 구릉의 정상부 평탄지에는 공방지 및 주거지, 그 아래
사면에는 창고로 추정되는 고상식 건물지가 분포하는 배치구도를
보인다. 한편 토기가마가 밀집 분포한 사면의 아래쪽에서 확인된 초석건물지는 토기·기
와생산을 관장하는 관리가 거주하는 시설로 해석되고 있다.
4) 기타
토기요장의 주변에는 요업집단 또는 공인집단의 무덤이 확인되기도 한다. 경주 손곡동유
적 B지구의 경우 구릉 남사면에 토기가마가 위치하고, 그 위쪽 능선상에 주거지, 공방지,
제사유구 등이 위치하며, 구릉 최정상부에 고분군이 입지한다. 이 고분들 중에서 6세기대로
편년되는 제2호 적석목곽묘 내부에서 요벽체편이 출토(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2002)
된 것은 이 무덤의 주인공이 토기생산에 관여한 것을 보여주는 가장 적극적인 자료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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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기요장의 시설 배치
경주 손곡동(경마장 A지구) 토기요장의 경우 발굴면적이 21,741평에 달하는 대규모이다.
구릉의 남동쪽 사면 일대에는 3열 배치상으로 소성시설인 토기가마가 47기 분포한다. 가마
가 위치한 사면 위쪽의 구릉 정부에는 토기 제작 공방이 4개소 나란하게 분포하고 그 주변
에 작업장 또는 채토장으로 추정되는 수혈군이 밀집 분포한다. 구릉 정부에서 내려오는 중
앙부 사면에 창고군으로 추정되는 고상식 건물지군이 밀집 분포한다. 구릉 정부의 북서쪽
일대에는 주거지와 작업장으로 추정되는 수혈군들이 분포하고 거기서 북서쪽으로 창고군,
주거시설이 분포한다. 이 전체를 관장하는 수장급 인물이 거처하는 초석건물지 2동은 별도
로 구릉 남편 하단의 평탄지에 분포한다.
소성시설군, 공방시설군(성형장, 채토장, 작업장), 주거시설군, 관리건물이 일정한 공간 내
에 적정한 거리를 두고 분포한다. 이러한 분포상이 다른 요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입지와 요업시설의 규모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Ⅳ.토기가마의 구조와 변천
1. 토기가마의 구조와 계통
1) 소성유구와 구조요
광의의 토기가마는 신석기~초기철기시대에 사용된 산화염 소성의 한뎃가마(露天窯) 또는
소성유구(燒成遺構)와 (원)삼국시대 이래 항구식 천장을 구비하고 수시로 연료를 투입할 수
있는 아궁이를 포함하여 연소실과 소성실이 구분된 환원염 소성의 구조요(構造窯) 또는 실
요(室窯)를 모두 포괄한다. 협의의 토기가마는 주로 (원)삼국시대 이후 구조요를 지칭한다.

①

②

<그림 12> 신석기~청동기시대 토기가마
(1: 김천 송죽리 제1호, 2: 진주 대평 옥방1지구 620호, 3: 달성 성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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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요와 등요
가마는 평요에서 등요로 발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삼국시대 가마가
등요이므로 원삼국시대 가마는 평요라는 추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밝혀진 바가 없다.
중국의 고대 토기가마 연구성과를 보면, 소위 평요와 같은 구조에서도 1,200℃ 이상의 고온
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劉振群 2014), 영남지방 원삼국시대 토기 중에서 본래
와질토기 기형이지만, 도질상태로 소성된 것이 있고 그 대부분은 기형이 일그러진 사례들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구분에 따른 추론은 가마의 발전방향을 파악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한편 요상각도 10°를 기준으로 등요와 평요로 구분(김미란 1995)하기도 하나, 이 구분이 어
떠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3) 토기가마의 계통
토기가마의 계통에 대해서는 중국 월주요설(越州窯說)(신경철 2010), 중국 위진대 용요설
(龍窯說)(최종규 1994)로 설명되는 외래설과 중국 전국시대 원요(圓窯)에 영향을 받은 원삼
국 토기가마에서 발전설(최병현 2006; 이성주 2014), 낙랑 성립 후 중국에서 도입된 반도염
기술이 적용된 가마가 재지화되면서 원삼국시대 후기에 토기의 대량생산과 그로 인한 장시
간 가열에 의해 우연의 도질토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설(고유정 2016), 초기철기시대~원
삼국시대 초기 토기가마에서 원삼국시대를 거쳐 삼국시대 토기가마로 발전한 것으로 설명
되는 자체발전설(김재철 2011) 등이 제시되어 있다.

2. 토기가마의 구조 변천
삼국시대 토기가마의 구조요소는 규모, 평면형태, 소성실의 구축 위치, 아궁이와 연소실
바닥 연결상태 또는 연료투입방식, 불턱의 유무, 소성실 경사도, 연도의 구조, 아궁이 적석
유무 등이다. 이 중에서 시기성을 반영하는 요소로는 연소실 너비의 축소, 연도의 극대화가
반영된 평면형태의 변화를 들 수 있으며, 점진적이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한다. 그리고 소
성실 바닥의 계단상 처리, 화구부적석(火口部積石) 등은 후행적인 요소들로 이해된다.
가마의 규모는 토기 생산량과 연동되므로, 규모가 큰 것은 작은 것보다 발달된 구조로
인식된다. 가마의 대체적인 규모는 소형 6m 이하, 중형 6~8m, 대형 8~10m이고, 그 이상은
초대형으로 구분된다. 조업시기가 4세기 중반으로 편년되는 창녕 여초리 A지구 토기가마의
경우, 그 유존 길이가 13m 정도인 초대형인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대량생산을 고려한
가마의 축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로 판단되는 함안 우거리 토기가마군의 경
우 가마 3기가 일정간격을 두고 나란하게 조성되어 있어 동시조업을 통한 토기의 대량 생
산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148

토기 생산시설의 이해

5

평면형태는 장방형 계통과 타원형 계통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폭이 일정하면서 좁
고 길쭉한 세장형(細長形)이 이른 형식이고, 연소실 폭이 상대적으로 좁혀지면서 돌출된 연
도부의 규모가 대형화되는 것이 늦은 형식에 해당한다. 한편 평면형태가 (장)타원형인 계통
은 경기·호서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며, 6세기 이후에는 영남지역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소
성실 구축 위치는 지하식, 반지하식, 지상식으로 구분되며 반지하식 구조가 대부분을 차지
한다. 지상식 구조는 경산 옥산동 제10·22호 토기가마로 보아 5세기 말~6세기 전반에 등
장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시기적으로 가장 후행하는 구조이다. 지하식과 반지하식의 선후관
계는 아직 밝혀진 바 없으며, 영암 구림리 東11區 가마처럼 나말여초대에도 지하식 구조가
확인된다.
아궁이와 연소실의 바닥연결구조(또는 연료투입방식)는 수평식과 수직식(또는 경사식)으로
구분되며, 진천 산수리·삼룡리 토기가마들은 대부분 수직식 구조인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
징이다. 연소실과 소성실의 구분은 불턱 또는 계부(階部)의 유무에 따라 유단식·무단식으
로 구분된다. 호남·호서지역의 토기가마는 이른 시기부터 얕은 불턱을 갖춘 것이 많은 반
면, 영남지역의 토기가마는 불턱을 갖춘 예가 잘 보이지 않는다.
소성실의 경사도는 13~22°에 해당하는 것이 많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다양하며 연도부로
갈수록 좀 더 급해지는 경향이다. 삼국시대 대형 옹관을 소성한 나주 오량동 토기가마는
소성실 경사도가 6~15° 정도로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소성실의 경사도는 가마 자체의 구조
와 소성기물의 종류 정도를 이해하는 속성으로 볼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으
로 이해된다.
소성실 바닥은 완만한 경사식 구조가 대부분이나, 계단상 시설을 마련한 경우도 있다. 나
주 신기리 당가 가마군은 조사된 6기 토기가마 모두 소성실 바닥에 계단상 시설이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그 기능에 대해서는 소형 토기를 안정적으로 재임하는 공간 또는 작업자의
출입 및 소성 후 토기의 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연도는 소성실 후벽에서 직립식, 경사식, 돌출식 등으로 구분되며, 돌출식이 후행하는 구
조 요소로 판단된다. 그리고 김천 대성리 토기가마, 서산 무장리 토기가마 등에서 알 수 있
듯이 10세기 중반 이후 돌출식의 극대화된 연도로 변화하는 양상이 토기가마의 구조 변화
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한편 소성실의 너비에 비해 연소실 폭이 좁혀진 평면형태에 아궁이의 가장자리에 할석
등을 이용해 보강한 소위 ‘화구적석요(火口積石窯)’가 6세기 전반 이후 경주를 중심한 신라
권역에서 유행하였으며, 이를 신라의 전형적인 요형(窯形)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다만 아궁
이에 할석을 보강한 예는 4세기 후반~말로 편년되는 대구 신당동 제2호 토기가마에서 확인
되므로, 가마의 평면형태와 아궁이에 할석으로 보강한 양상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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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토기요장의 운영과 확대
토기요장의 규모는 소성시설인 가마의 수에 따라 소규모(1~2기), 중규모(3~5기), 중·대규
모(6~10기), 대규모(20기 내외)로 구분할 수 있겠다. 이 구분은 동시기에 운영된 토기가마
수를 의미하며, 시기차가 있으나 동지점에 지속적으로 토기가마가 조성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생산량을 고려한 가마의 운영 규모에 따라 단위취락 공급형, 복수취락 공급형, 소
지역(지구) 거점형, 지역중심형 토기요장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1. 4세기대 토기생산 요장의 형성과 변천
4세기대 영남지방 토기요장의 출현과정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고식도질토기의
제작기술(소성기술 포함)이 토기문화와 함께 외부로부터 유입되었다고 보는 견해(신경철
2000; 최종규 1994), 둘째, 외부로부터 유입된 와질토기의 제작기술(소성기술을 포함)로부터
자체발전한 것으로 보는 견해(최병현 2006; 이성주 2014)이다. 셋째, 와질토기를 소성한 토
기가마의 시원을 사천 봉계리(완만한 구릉 사면)·김해 대성동(평지)에서 확인된 영남지방
초기철기시대 산화염 토기가마(피복요)에서 구하고, 구체적인 발전과정을 알 수 없으나 내
부적인 기술발전을 통해 환원염의 실요구조인 와질토기 소성가마가 만들어지며 그것이 발
전하여 삼국시대 고식도질토기를 소성한 환원염 밀폐식 가마의 구조로 발전한 것(김재철
2007)으로 본 견해 등이다.
한편, 4세기대 영남지방 토기요장은 Ⅰ형(단위취락 공급형)에서 4세기 중반으로 가면서
Ⅱ형(복수취락 공급형)으로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다. 토기요장 Ⅲ형(소지역 거점형)은 자
료의 부족으로 보이지 않으나 토기요장 Ⅳ형(지역중심형)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가능성은
충분하다. 토기요장은 Ⅰ형→Ⅳ형으로 규모가 확대되면서 발전하는 것으로 보이나 토기요장
이 계기적으로 연결되는 양상은 잘 보이지 않는다.
토기요장의 입지는 취락 내 → 주거중심 취락에서 분리된 내륙·강안형으로 변화한다.
토기가마의 구조는 4세기 중반 이후에는 수평연소식 구조에 평면형태가 가장 세장한 창녕
여초리A지구 가마가 새롭게 등장하고, 동일한 구조이나 상대적으로 덜 세장한 함안 우거리
2호 가마, 김해 구산동 가마와 같은 구조도 보인다. 그래서 그 이전단계인 3세기 후반~4세
기 전반의 초현기 토기가마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으나, 이후 시기의 가마와 같은 구조일
가능성이 있다. 이 유형은 4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달성 성하리, 경산 옥산동, 양산 산막 토
기요장에서도 나타난다. 한편, 토기요장의 내부구조에 대해서는 토기제작관련 시설이 잘 보
이지 않아 연구에 한계가 있다.
4세기대 영남지방의 고식도질토기문화는 지역성을 보이는 부분도 있으나 공통적인 경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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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다. 그런 배경에서 토기요장도 지역별로 형성되었다. 이 때 재지의 원삼국(삼한) 토기요
장이 자연스럽게 도질토기 생산요장으로 변화하는 것과 새로운 지점에 도질토기 생산요장이
조성되는 것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후자의 모습만 보일뿐이다.
한편, 창녕 여초리·퇴천리 일대는 여초리A지구 가마와 같은 초대형 가마가 여러 지점에
단독으로 조성되는 점(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9)과 함안 법수면 우거리를 포함한 지름
3km 내 토기가마터가 16개소(김지연 2019)나 분포하는 것은 영남지방 4세기대 가야권역의
가장 특징적인 토기요장의 모습이다.

2. 5~6세기 신라 ․ 가야양식토기 생산요장의 형성과 변천
5세기대 영남지방의 토기요장의 출현과정도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4세기대
어느 시점의 토기요장과 계기적으로 연결되는 것과 특정 지점에 새롭게 조성되는 것이다.
신라권역인 경주 화산리A(중앙문연) 토기요장과 대구 신당동 토기요장에서 전자의 양상이
부분적으로 보인다. 가야권역에서는 후자의 양상이 주류이다.
영남지방 5~6세기 토기요장은 단위취락 공급형(Ⅰ형: 취락내 소비 중심, 가마 1~2기), 복
수취락형(Ⅱ형:복수 취락·취락군에 공급, 가마 3~5기), 소지역 거점형(Ⅲ형:가마 6~10기),
지역중심형(Ⅳ형:가마 20기 내외, 토기생산중심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토기요장은 Ⅰ~Ⅲ형
이 지역의 지점별로 형성·폐기되고, Ⅱ형에서 계기적으로 Ⅲ·Ⅳ형으로 발전하는 토기요장
이 등장한다.
이 시기는 토기가마가 취락내 분포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취락을 벗어난 완만한 구
릉상에 조성된다. 지리적 위치에 따라 내륙과 강변에 조성되는 것으로 세분된다.
5~6세기대 영남지방 토기요장은 지역별로 Ⅱ형(복수취락 공급형)이 주류이다. 토기가마의
구조는 평면 장방형계에 반지하식구조이면서 수평연소식구조가 주류이다. 토기가마의 형식
은 4세기대의 구조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지속되지만, 5세기 중반에 들어서면 소성
실에 비해 연소실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혀지는 평면형인 경산 옥산동 2·24호 가마 구조가
많다. 6세기대에는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화구부에 적석하여 보강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
를 신라의 대표 요형으로 본 연구(이상준 2003)도 있다.
한편, 김해 송현리, 김해 능동 토기가마처럼 지하식·반지하식구조이면서 수직연소식구조
를 갖춘 것도 있으며 평면형이 타원형계를 갖춘 것도 있다. 이러한 구조는 4세기대 진천지
역 산수리·삼룡리 토기가마의 독특한 구조10)이지만, 이 때는 그러한 지역성이 사라진 것
으로 보인다.

10) 최근에는 3~5세기에 수직연소식 구조를 갖춘 토기가마가 주로 금강유역을 따라 분포하는 특징을 밝혀낸
연구가 제시되었다.(양수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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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기 중후반에 가면서 신라권역과 가야권역의 토기요장의 규모면에서 큰 차이가 보인
다. 즉 신라권역에서는 경주 손곡동, 경산 옥산동 등 특정지점을 중심으로 토기요장이 지속
적으로 축조·운영되고, 거기에 토기의 제작·보관과 관련한 시설, 공인들의 주거시설들이
종합적으로 조성되면서 지역중심형 토기생산요장으로 발전하였다. 이 토기생산요장은 중앙
에서 파견한 관리에 의해 운영되는 관요로 보아야 하겠다.
이에 반해 가야권역에서는 이러한 변화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 4세기대 함안 법수면 일
대에 광역의 범위에 걸쳐 조성되었던 토기생산요장이 손곡동·옥산동과 같은 토기생산요장
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터인데, 아마도 당시 지역정치체(집단)의
주변지역에 대한 통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도 그 이유중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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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영남지방 4~6세기 토기생산요장(지역중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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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향후 과제
지금까지 삼국시대 영남지방의 토기생산시설 즉 토기요장의 입지적 특징, 구성시설과 구
조 그리고 형성과 변천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토기 소성기술의 발전과 함께 취락 내
자체 소비를 목적으로 조성된 토기요장에서 현대의 지방·국가 산업단지처럼 대규모 토기
생산 전문공장에 견줄순 없으나 그에 준하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대규모의 토기요장이
조성·운영된 것은 삼한 소국 단계에서 신라·가야로 성장과 발전하는 여러 정황들과 연계
된 설명이 요구된다. 동시기 마한·백제권역의 토기요장과도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자료가 발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이 뚜렷하지 않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내용
들도 역시 적지않아서 토기요장의 모습을 제대로 구명하고 복원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
와중에 최근에 거의 온전한 상태로 발굴된 최대 규모의 창녕 퇴천리 토기가마를 보면서,
그 가마와 요장이 내포한 의미와 상징성을 올바로 그려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한편, 이렇게 생산한 토기의 소비처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알 수 없으나 유통이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내용들도 앞으로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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