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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인원
(명)

모집
공고

교육기간

주요 내용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60

7.8

7.30(1일)

발굴현장 안전 관련 주요 관계
법령의 이해를 통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등

조사원
∼보조원

60

7.22

8.14(1일)

현장운영과 관리, 관계법령의
이해를 통한 현장 안전관리 등

SHAPE파일
작성 실무

관련업무
담당자 등

360

5.20
8.19

6.9~6.12
9.8~11
(8일 8회)

QGIS 프로그램을 통한 SHAPE
파일의 작성 및 활용 실습

유물의 이해와
실측

조사원
∼보조원

80

6.10
8.5

7.1~7.3
(2박 3일)
8.24~27
(3박 4일)

유물의 특징과 편년의 이해에
기반한 실측 방법·절차의
심층적 이해 및 실습 등

유적확인조사
실무

책임조사원
∼보조원

40

9.21

10.14~16
(3일)

유적확인조사(지표, 표본, 시굴
등) 방법과 실무 실습 등

매장문화재
유적조사방법론

조사원
∼보조원

50

5.6

5.28∼29
(1박 2일)

유적 성격별 발굴조사 절차 및
방법, 유적 조사법 등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

관련업무
담당자 등

80

9.2
10.21

9.23~25
(1기/3일)
11.11~13
(2기/3일)

출토유물의 보관관리방법, 국가
귀속 절차의 이해 및 실습 등

토기 제작의
이해와 실습

조사원
∼보조원

40

10.7

10.28~30
(2박3일)

토기 관찰법, 제작 및 생산
프로세스의 이해

고고자료의
분석과 활용

책임조사원
∼보조원

40

11.4

11.25∼27
(2박 3일)

고고학 자료의 통계, 자연과학적
분석의 이해 및 실습

과정명

발굴현장의
운영과 안전관리

※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은 신청인원 및 교육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시

과목
교육등록 및 안내

시간
12:30~13:00
(30분)

강의자
-

8.24

신라, 가야토기의

13:00~15:00

박천수

(월)

특징과 편년

(2시간)

(경북대학교)

15:00~18:00

이헌종

(3시간)

(목포대학교)

구석기 판별법

토기류 실측의 이해
8.25
(화)

토기실측 실무

도면검토 및 종합토론

석기류 실측의 이해
8.26
(수)

석기실측 실무

도면검토 및 종합토론

자기류 실측의 이해

8.27

자기실측 실무

(목)
도면검토 및 종합토론

수료 및 설문조사

09:00~10:00
(1시간)

강사 : 권도희

10:00~17:00

(한강문화재연구원)

(6시간)

보조강사 : 육송희

17:00~18:00

(국토문화재연구원)

(1시간)
09:00~10:00
(1시간)
10:00~17:00
(6시간)
17:00~18:00

강사 : 이정철
(한양대학교박물관)
보조강사 : 윤병일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이정우(혜안문화재연구원)

(1시간)
09:00~10:00
(1시간)
10:00~14:00
(3시간)
14:00~15:00

강사 : 김태홍
(한국선사문화연구원)
보조강사 : 이정아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유재희(충북대학교)

(1시간)
15:00~15:30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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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수 • 경북대학교

구석기 판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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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신라․가야토기는 원삼국시대 와질토기에서 발전한 것으로 도차陶車를 사용하여 성형하며,
1200도 이상의 고온을 내는 등요登窯에서 환원염還元焰으로 구운 것으로 흙 속에 포함된
규산이 유리질화 되어 침수성이 없어진 회청색 경질토기를 말한다.
신라 가야토기는 3세기 중엽부터 6세기 중엽까지 낙동강 이동지역, 낙동강 이서지역에서
각각 출토되는 토기를 가리킨다. 신라 가야토기는 회청색 경질토기와 적색연질토기로 대표
되며, 적색연질토기는 이전시기 무문토기의 제작기술을 계승한 것으로 주로 생활유적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회청색경질토기는 분묘유적에서 주로 출토되고 생활용기와 더불어 부장품
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회청색 경질토기의 출현 시기는 가장 이른 시기의 토기인 김해시 대성동 29호묘와 양동리
235호묘 출토품으로 볼 때 3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회청색 경질토기의 기원은 기형, 자연유,
성형법 등으로 볼 때 후한後漢의 회유도灰釉陶에 둠이 적절할 듯하다. 3세기의 회청색경질
토기 기종은 소형원저단경호와 승석문타날단경호 2종으로 한정되며, 4세기대 이후 기종이
다양화되는 변화가 보인다. 그리고 경질토기 생산체계는 제작기술면에서 이전 시기 토기와는
상이점을 보이며 점토 선택이나 제작에 있어서 이전 시기의 와질토기와는 달리 전업적 생산
체계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신라토기와 가야토기는 같은 영남지방의 토기이며 같은 시기 다른 어떤 토기들보다 닮은
점이 많기 때문에 서로 떼어 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양자에 보이는 형태, 문양 등의
양식차이는 신라와 가야라는 정치 문화적 구분을 가능케 하였다.
신라 가야토기의 양식차이는 영남지역을 관류하는 낙동강이라는 자연지리적 경계와 일치
하여 주로 5세기 이후에 나타나며, 그 이동以東지역은 신라양식토기의 분포권으로, 그리고
그 이서以西지역은 가야양식토기의 분포권으로 설정된다. 그리고 신라 가야토기는 영남지방
에서 신라권과 가야권을 구분해주는 기준이 되며 또한 가야권 내에서도 여러 세력권을
나누는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즉 신라․가야양식토기는 각 권역 내에 지역차가 인정되어 소지역양식으로 세분된다. 5세기
신라양식 내에는 지역성이 뚜렷한 현풍, 성주, 의성양식이 확인되고, 가야양식의 경우, 4세기
에는 함안 아라가야양식, 김해 금관가야, 5세기에는 아라가야, 고령 대가야, 고성 소가야,
창녕 비화가야양식으로 분류된다. 이는 각각 금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대가야라는 정치
체에 대응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라 가야토기는 문헌자료로 살피기 어려운 신라 가야의 성장과정과 정치적 변화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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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의 이해와 실측(2기)

반영하고 있어 고고학연구의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신라, 가야양식 토기의 특징과 편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가야 토기
1. 아라가야양식
아라가야는『삼국사기』지리지 함안군조에 아시랑국阿尸良國 혹은 아라가야阿那加耶로
나오고, 『삼국유사』 5가야조에는 지금의 함안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는 변한12국 가운데 안야국安邪國으로 나온다. 안야국은 이미 이 시기
김해의 구야국과 함께 진왕으로부터 우호優號를 받는 유력한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광개토
왕비에는 안라安羅, 『일본서기』에는 안라국安羅國으로 표기되어 있다.
아라가야의 중심지인 함안은 낙동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곳의 남쪽에 위치하는데, 지리적으로
볼 때 서부경남의 중심지로 남강 및 낙동강을 통해서 영남 전역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이다.
아라가야의 대표적인 유적은 함안군 함안읍 말이산에서 남북으로 길게 뻗은 구릉의 정상
부를 따라 50여기의 고총이 5-6세기를 중심으로 조영된 말산리, 도항리고분군이다.
아라가야의 4세기대의 특징적인 토기는 공工자형고배, 노형기대, 양이부승석문타날호이다.
공자형고배는 이전 시기의 목제두木製豆를 모방‧제작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통형 대각의
끝 부분에서 넓게 벌어지고 배신은 매우 얕다. 대각에는 무늬가 없는 것도 있으나 삼각형
이나 직사각형, 쐐기형으로 문양을 찍거나 투공을 뚫어 장식한다.
승석문호는 횡치 소성에 의한 동부 측면의 함몰부 흔적, 이기재와 이상재의 흔적과 구연
부의 왜곡이 관찰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도부호陶符號가 동부 하단에 시문된 것이 특징이다.
횡침선을 돌리지 않은 승문호는 이와 함께 동체 상반부를 회전물손질로 지운 것이 특징이다.
승석문호는 양이를 가진 것에서 없는 것으로, 구연부가 직선적인 것에서 C자형으로 변한다.
대부호는 아직 노형기대와 같이 구연부가 S자상으로 외반하지 않았으나, 장각이고 전체적인
형태로 볼 때 아라가야양식 노형기대의 조형으로 파악되는 함안지역의 특징적인 기종이다.
대부직구호에 주로 공반되는 기하학적인 문양을 시문한 뚜껑도 이 지역의 특징적인 기종이다.
노형기대는 기하학적 문양이 시문된 뚜껑이 공반된 유개대부호에서 변화한 것으로 금관
가야양식과는 달리 손잡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배신에 비해 대각이 길고 나팔 모양으로
넓게 벌어지며 신부가 얕고 대각에는 삼각형이나 장방형의 투공을 뚫고 문양을 시문한다.
5세기대의 아라가야양식 토기의 특징적인 기종은 화염형투창고배, 발형기대이다.
화염형투창고배는 대형에서 소형으로, 대각에 화염형 투창이 뚫려 있는 것으로, 화염부가
횡타원형의 불꽃길이가 짧은 것에서 원형의 불꽃길이가 길어지는 것으로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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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형기대는 대각이 넓고 완만하게 벌어지는 것에서 점차 상부가 축약되고 벌어지는 폭도 좁아
들어 원통형으로 변화한다. 또 다른 지역과는 달리 늦은 시기까지 배신이 깊은 형태를 유지한다.
통형기대는 대각을 엎어놓은 바리 모양이고 그릇받침부는 깊은 접시 모양을 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기대에 비해 돌대가 강하게 돌출하며 몸통 부분에 사격자문이나 삼각거치문을
시문하기도 하였다. 6세기대의 그릇받침부가 호형이고 대각이 극도로 커진 아라가야양식의
통형기대는 송산리고분군, 능산리고분군 출토품과 같은 백제양식 기대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본다.

2. 금관가야양식
금관가야는 『삼국유사』기이紀異편 5가야조에 나온다. 『삼국사기』지리지에는 김해소경을
옛 금관국이라 하고 또는 가야국伽落國, 가야伽耶이었다고 한다. 가야라는 명칭이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 보이는 구야국狗耶國에서 유래되고,『삼국사기』 파사니사금婆裟尼師今
23년조에서 동해안변의 나라인 읍즐벌국音汁伐國과 실직곡국悉直谷國 사이에 벌어진 영토
분쟁에 신라가 금관국의 수로왕을 초빙하여 해결을 주선하였다는 일화는 가야 성립을 전후한
시기 김해세력의 위상을 짐작케 한다. 금관가야는 옛 김해만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부산․진영․
진해지역를 포괄하는 지역으로 가야 전기의 중심국이다.
금관가야의 왕묘를 중심으로 3세기 중엽부터 축조된 김해시 대성동고분군은 가야의 건국
설화가 깃든 구지봉과 봉황대의 중간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인접하여 수로왕릉이 있다. 이
고분군은 구릉 정상부에 독립된 묘역을 형성하였으며 대형의 목곽에 북방계 동복, 중국산
거울, 일본열도산 위신재 등을 부장한 왕묘가 구릉위에 조영되었다. 남쪽에 연접한 봉황대를 중심
으로 평지에 축조된 토성은 대성동고분군 조영집단의 거관인 금관가야의 왕성으로 추정된다.
금관가야 양식의 4세기대 특징적 기종으로는 노형기대와 외절구연고배, 격자타날호를 들 수
있다. 외절구연고배는 배신에서 한번 꺾이어 구연이 외반하는 형태를 하고 있으며, 대각은
대체로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변화하며 투창이 없는 것에서 뚫리는 것으로 변화한다.
노형기대는 전대의 와질토기에서 이어지는 기종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동체부에 파수가 부착
되는 것이 특징이다. 손잡이는 우각형에서 환형파수로 변화하는데 환형파수는 단면이 원형인
것에서 장방형인 것으로 다시 세장방형인 것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노형기대는 문양이 없는
것에서 기하하적 문양이 시문되는 것으로 변한다. 금관가야 양식을 대표하는 특징적인 기종
으로 노형토기와 외절구연고배를 들 수 있다.
5세기 금관가야토기는 독자적인 양식이 뚜렷하지 않으나 창녕양식의 영향에 의한 이단교
호투창고배, 일단투창고배, 단각고배, 통형기대, 발형기대와 신라양식의 영향에 의한 대부장
경호, 유대파수부완을 특징적인 기종으로 들 수 있다.
이단교호투창고배는 김해 죽곡리46호분 출토품과 같이 무개식이며 대각하단이 직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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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오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창녕양식의 영향을 받았으나 무개식인 점, 세부
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단투창고배는 김해 죽곡리46호분 출토품과 같이 투창이 넓은 점이 특징이다. 이는 창녕
양식의 영향으로 보인다.
단각고배는 예안리39호분 출토품과 같이 투창이 소형이며 대각이 짧은 점이 특징이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이 고분에서 공반된 창녕양식 토기와 형태가 유사한 점에서 창녕
양식 토기의 영향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본다.
통형기대는 대성동73호분 출토품과 같이 하부가 장고형인 것이 특징이며 창녕 계남리1호분
출토품과 같은 기대의 영향으로 본다.
발형기대는 대성동93, 73호분 출토품과 같이 대각부를 포함한 전면에 파상문를 시문하고
삼각형의 투창을 뚫은 것이 특징이다. 이 고분에서 공반된 창녕양식 토기와 형태가 유사한
점에서 창녕양식 토기의 영향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대부장경호는 김해 예안리36호분 출토품과 같이 신라양식과 유사한 무개식과 김해 예안리
36호분 출토품과 같이 창녕양식의 영향을 받은 유개식이 있다.
유대파수부완은 대성동73호분 출토품과 같이 신라양식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것이 특징이다.

3. 소가야양식
소가야는『삼국유사』 5가야조에 지금의 고성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있고, 『삼국사기』지리지
고성군조에 본래 고자국古資國으로 경덕왕 때 개명하였다는 기록으로 볼 때 소가야와 고자
국은 고성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 일대의 동일한 가야소국을 지칭하는 것이다. 또 『삼국
사기』 물계자勿稽子전에는 고사포국古史浦國, 『삼국지』위서 동이전 한조에는 변진고자미
동국弁辰古資彌凍國, 『일본서기』에는 고차국古嗟國 혹은 구차국久嗟國으로 나오는데 모두
음운표기상의 차이일 뿐 모두 고자국을 가리키는 것이다. 고자국을 소가야로 부른 것은
고령의 대가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가야란 의미로 쓰인 것으로 추측된다. 『삼국사기』
물계자전 등에 보이는 포상팔굴난浦上八國亂은 고자국을 중심으로 사천의 사물국, 보라국
등이 연합하여 유력국인 아라가야를 공격한 전쟁으로 당시 소가야의 위상을 알 수 있게 한다.
소가야권역은 5세기대 이 지역의 특징적인 토기인 삼각투창고배, 수평구연호, 기대의
분포로 볼 때 해상교통의 요지인 고성반도를 중심으로 남해에 면한 사천지역과, 산청, 진주를
비롯한 남강 중류역을 포괄하는 지역으로 파악된다. 5세기 전반 소가야양식 토기가 남강상‧
중류역과 황강상‧중류역을 따라 분포하고 있어 소가야가 북서쪽의 남강지류에 연한 곡간
통로를 통해 내륙지역과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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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야의 대표적인 유적은 5, 6세기대 고성군 고성읍 서북쪽 구릉의 정상부에 10여기의
고총으로 구성된 송학동고분군과 이곳에서 동쪽으로 약 15km 떨어진 동해면의 한려수도에
면한 60여기의 고총군으로 구성된 내산리고분군이다.
삼각투창고배와 대각 하단에 돌대가 돌려진 일단장방형 투창고배는 소가야양식 고배의
특징적인 기종이다. 삼각투창고배는 시간이 지나면서 뚜껑받이 턱의 돌출도가 약해지고
투창수가 줄어들며 소성도가 약해진다.
수평구연호는 소가야양식 토기의 대표적인 기종이며 구연부의 형태가 일정한 면을 가지고
수평을 이루는 기형적인 특징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기가 대형에서
소형으로, 구연부가 외경하는 형태에서 수평화 또는 외절하는 형태로, 경부가 곡선상에서
직선상으로, 저부가 원저에서 평저로 변화한다.
광구장경호은 소가야양식의 특징적인 기종이며, 경부의 외반도가 심해지고 동체에 비해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대부직구호는 아라가야양식과 소가야양식에 존재하는 기종이다. 양자는 구연부와 대각이
축소되는 변화양상을 보이는 것은 공통되나 전자는 말이산호분 출토품과 같이 상하일렬
투창이고, 후자는 상하교차투창인 차이점을 보인다.
발형기대는 초기의 것은 배신이 깊고 넓고 완만하게 외반하는 대각을 가진 것으로 다른 지역과
비슷한 양상을 띠나 점차 배신이 직선적으로 외반하고 구연이 수평으로 꺽이며 대각의 지름이
좁은 특징적인 형태로 변화한다. 특히 배신과 대각의 접합부위가 좁은 것이 특징이다.
통형기대는 직선적으로 벌어지는 대각과 오목한 접시모양의 그릇받침이 특징적이다. 신라의
것과 외형적으로 비슷한 점도 있으나 투창과 그릇받침의 모양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릇
받침에 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 투창 모양이 삼각형인 것과 장방형인 것에 따라 세분된다.
대체적으로 몸통과 대각의 구분이 명확한 것에서 그렇지 못한 것으로 퇴화한다.

4. 대가야양식
대가야는 「삼국사기」 지리지와 「삼국유사」 5가야조에 지금의 경상북도 고령에 있었던 것
으로 기록되어 있다. 중국의 「남제서南齊書」에는 479년 대가야의 국왕 하지荷知가 남제
에 통교하여 보국장군 본국왕이라는 책호를 받은 기사가 보인다. 이는 대가야가 가야를 대표
하여 동아시아 세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웅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증동국여
지승람」 고령현조에 인용된 최치원의 석이정전釋利貞傳과 석순응전釋順應傳에 가야 산신
정견묘주正見母主가 천신 이비가夷毗訶에 감응하어 대가야왕 뇌질주일惱窒朱日과 금관국왕
뇌질청예惱窒靑裔을 낳았다고 한다. 이는 가야후기의 중심국으로 등장한 대가야가 가야전기
의 중심국이었던 금관가야와의 형제관계를 자칭하며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 당대에 만들어진
신화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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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중심지는 고령 분지를 중심으로 북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대가천과 서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안림천, 그리고 두 하천이 만나서 낙동강으로 합류되는 회천변의 산간분지에 형성
되어 있다. 고령지역은 회천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쉽게 낙동강에 접근할 수 있고,
안림천 지류에 연한 곡간통로를 따라 서쪽으로 나아가면 황강 중류역에 접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에 위치하고 있다.
대가야의 대표적인 유적은 배후의 가야산을 배경으로 고령읍을 감싸는 주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높은 구릉의 정상부에 거대한 봉토분이 열을 지어 일대장관을 이루고 있는 지산
동고분군이다. 지산동고분군은 북쪽에서 흘러오는 대가천과 서쪽에서 흘러오는 안림천이 합류
하는 고령 분지의 배후 구릉 위 대가야의 도읍지였던 고령읍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지산동고분군의 북쪽 산 정상부에는 대가야의 거점 산성인 주산성이,
동쪽 구릉 기슭에는 대가야 왕궁지가 위치한다. 이 고분군은 5세기 초부터 6세기 후반까지
조영된 가야지역 최대 규모의 왕묘를 포함한 대가야의 중심 고분군이다.
4세기까지 대가야는 내륙의 소국에 불과했으나 고령 운수의 금광 개발, 이를 통한 금제
품의 생산 유통과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400년 고구려의 전쟁으로 인한 가야남부의 금관
가야의 쇠퇴를 계기로 가야북부의 세력을 영도하여 가야후기의 중심국으로 성장한다. 대가야
양식 토기는 고령 지산동 35호분 단계인 5세기초에 성립하여 고령을 중심으로 대가야권역
내에 들어간 합천, 거창, 함양, 남원, 장수, 진안, 구례지역에 6세기 중엽까지 분포권을
형성한 토기군을 지칭한다.
통형기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부터 정형화되었으며 그릇받침은 목항아리 모양이고
대각은 엎어놓은 바리 또는 종모양이다. 측면에 붙은 세로 장식 띠가 특징적이며 대각 및
몸통의 투창 모양, 세로 장식 띠를 통해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다. 대각은 완만한 바리모양
에서 종모양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바뀌며, 몸통의 투창은 방형에서 삼각형으로 변화한다.
세로 장식 띠의 끝부분 형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면 형태가 능형에서 사각형으로,
단면이 삼각형에서 장방형으로 변화한다.
발형기대는 배신이 깊은 것에서 얕고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변화하며 구연은 노형기대의
흔적인 굴곡이 남아 있는 것에서 굴곡이 없는 것으로 변화한다. 대각은 완만하게 벌어지는
것에서 곧게 뻗어 내리는 것으로 바뀐다. 발형기대는 아라가야와 소가야양식에 비해 굽다
리의 폭이 넓어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형태를 띠고 있고, 대각에는 출현기에 아치형
투창이, 그후 삼각형투창으로 바뀌어 쇠퇴기까지 장식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배신
에는 송엽문松葉文이 주로 시문되다가 쇠퇴기에는 무문화되고, 유문계는 대각에 비해 배신이
얕아지는데, 무문계는 대각에 비해 배신이 깊어지는 변화양상을 보인다.
고배는 아라가야와 소가야양식에 비해 대각의 폭이 넓어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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띤 뚜껑을 갖춘 고배가 출현한다. 뚜껑의 꼭지는 보주형, 단추형, 유두형이 있으며, 드림턱
이상의 부위가 불룩한 것에서 비스듬한 것을 거쳐 평평한 것으로 변화한다. 대각은 출현기
에는 세장방형의 2당일렬투창이, 그 후 1단투창으로 바뀌고, 종말기에는 원형투공으로 바뀐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굽다리가 낮아지고 통통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납작해진다. 뚜껑은
꼭지손잡이의 모양이 단추형인 것과 유두형의 것이 있다.
대가야양식의 장경호는 뚜껑을 갖춘 것이 아라가야와 소가야양식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장경호는 원저에서 평저로, 동체가 경부보다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뚜껑받이턱의 돌출도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변화한다.
파수부완은 대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2종류가 있으나 변화의 방향성은 일치한다. 즉 완의
형태는 곡선적인 것에서 직선화되고, 시문된 파상문은 파수波數가 줄어드는 변화를 보인다. 대
각을 갖춘 것은 동체보다 대각이 작아지고, 八자형에서 사다리꼴로 바뀌는 형태변화를 보인다.
파수부옹은 파수의 끝부분이 c자상으로 말린 것이 특징이다. 이 기종은 적색연질에서
회청색경질로, 파수의 끝부분이 c자상으로 말린 것에서 펴진 것으로, 동체가 길고 곡선적인
것에서 짧고 직선적인 것으로 변화한다.
유두형꼭지 또는 보주형꼭지가 달린 바닥이 넓고 납작한 개배도 고령양식의 특징적인 기종이다.

5. 비화가야양식
낙동강 중류역의 동안의 화왕산 서남쪽에 위치한 창녕은 불사국不斯國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서기」 신공기 49년조(369년) 가라 7국 가운데 비자발比自鉢은 창녕으로 보
고있다. 「삼국사기」권34 지리지 화왕군조에서 보면 “화왕군火旺郡은 본래 비자화군比自火郡
또는 비사벌比斯伐으로 진흥왕 16년(555)에 하주下州를 설치하고, 진흥왕 26년(565)에 주를
폐하였다가 경덕왕이 개명한 것인데, 창녕군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였다.
창녕지역은 낙동강 동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낙동강서안의 유력한 세력인 하천의 다라국
多羅國를 마주 하고 있으며 북서로는 고령 대가야, 남서로는 함안 아라가야와 접하고 또
청도 이서지역을 거치면 신라와 바로 이어지는 전략적 요충이다. 신라 진흥왕이 가야지역
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창녕을 복속시키고 진흥왕 척경비를 이곳에 세운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을 잘 반영한다.
창녕지방에는 남쪽에 계성고분군과 북쪽에 교동고분군이 입지하며 5세기 전반까지의 중
심지가 남쪽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북쪽이 중심지로 대두한다.
창녕지역은 동쪽으로는 동북쪽의 비슬산과 연한 화왕산, 관룡산, 영취산과 같이 높은
산지와 면해있으며 북쪽으로는 나지막한 산지를 경계로 현풍지역, 서북쪽으로는 낙동강과
합류하는 회천하구를 마주보면서 고령지역, 서쪽으로는 황강하구를 마주보면서 합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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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쪽으로는 남강하구를 마주보면서 의령지역, 남쪽으로는 낙동강을 경계로 함안지역과 접
하고 있는 분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산지를 경계로 하여 청도군과 접하고 있다.
창녕지역에서는 낙동강 수계를 따라 남하하면 고古 김해만, 남쪽으로는 낙동강을 건너 회랑
지대와 같이 형성된 창원 북면일대를 따라 내려가면 마산만, 남강 수계로 나아가 남하하면
사천만에 도달한다.
그런데 창녕지역의 지형은 신라와는 높고 험준한 산지를 경계로 하고 있으나 가야와는
낙동강을 마주 보고 열려 있는 점이 주목된다. 동쪽은 높고 험준한 비슬산맥이 남으로 뻗어
앞에서 언급한 화왕산(火旺山,757m), 관룡산(觀龍山,740m), 영축산(靈蹙山,682m) 등의 준
봉이 잇달아 솟아 있다. 한편 서쪽은 낙동강에 면한 넓은 하구를 가진 계성천과 토평천은
각각 계성고분군, 교동고분군 주변까지 만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신라에 일찍 복속된
포항, 영천, 경산, 대구, 울산지역의 지형과는 매우 다르다. 즉, 이 지역들은 경주지역과 낮은
산지 사이의 곡간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 신라가 공략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곳이지만,
창녕지역은 신라와의 경계인 동쪽에 험준한 산으로 병풍처럼 둘려져 있어 신라가 침공하기
어려운 지형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신라가 이 지역으로 침공하기 위해서는 영천, 경산,
대구를 거쳐 낙동강을 따라 내려오거나, 청도, 밀양을 거쳐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올 수밖에
없는 매우 불리한 곳이었다. 한편 이 지역은 서쪽이 낙동강으로 열려있는 지형이다.
창녕지역 4세기대 토기양식은 통형고배, 승석타날문 단경호, 양이부호 등 아라가야양식
토기와 유사한 여초리 토기가마 출토품으로 볼때 가야양식의 범주 내에 포함된다.
비화가야양식은 5세기 초를 전후하는 시기에 형성되며 기종은 유충문 개, 유개식 상하일렬
투창고배, 무개식 상하일렬투창고배, 직립구연 유개식장경호, 발형기대, 유충문이 시문된
소형의 유대파수부완 등이다.
비화가야양식 토기는 이와 같은 분지 내와 동쪽으로 산지를 넘어 청도 이서지역에 주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다.
개는 단추형 손잡이를 가진 개에는 점렬문이 시문된 것으로 그 형태가 유충문으로 불릴
정도로 폭이 넓은 것이다.
유개식고배는 뚜껑받이 턱이 U자형에 가깝게 깊게 파인 것과 기고에 비해 배신 지름의
비율이 넓은 것도 특징이다.
무개식고배는 창원시 (경)도계동1호분 출토품과 같이 대각의 형태는 유개식과 동일하나
그 가운데 상당수가 연질에 가까운 소성으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다투창고배는 창녕지역의 출토품 가운데 확인되고 마산시 현동22호분 출토품과 같은 형식
으로 이 지역 고배의 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유개식장경호는 구경부가 직선적인 점과 함께 대각이 달리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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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개식장경호는 창원시 (경)도계동37호분 출토품과 같이 경부에 점렬문이 시문되거나
대각의 투창이 횡장방형으로 넓은 것이 특징이다.
발형기대는 파상문을 주로 시문하며 투창은 삼각형에서 세장방형으로 변한다. 배신과
대각의 경계부에 유충문이 시문되는 것과 배신뿐만 아니라 대각에도 파상문이 시문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소형의 유대파수부완은 창녕 동리7호분에 보이며 신부에 유충문이 시문된 것이 특징이다.
같은 형식이 김해 대성동93호분에도 보인다.
이로 보아 비화가야양식의 성립을 종래 개의 통형 손잡이에 의거하여 5세기 중엽으로 보아왔으
나 그 이전 시기로 소급될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기종에서 특징이 확인된다. 5세기 전엽 개의
통형 손잡이는 중간에 1조의 돌대를 돌린 것으로 형태는 경주양식의 영향에 의한 것이나 시문된
유충문과 독특한 형태로 볼 때 이 지역에서 재지화한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상하교호투창을 가
진 사다리꼴 대각의 고배가 출현하며 이는 역시 경주양식 토기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5세기 후엽이 되면 창녕양식의 토기가 유개 고배와 같은 일부 기종에 국한되어 제작되는
가운데 각 기종에 신라 양식화가 진행된다. 이 단계의 교동 2호분에서는 뚜껑받이 턱이 없어
지고 격자문과 원문이 조합된 경주양식의 기하학문양이 시문된 유대파수부완有臺把手附碗과
같은 기하학문양이 시문된 장경호와 발형기대가 공반되고 있다. 그리고 2호분에서는 상부가
직선적으로 외반하고 굽다리가 직선적으로 넓어지는 경주양식의 통형기대가 출토되었다.
5세기 후엽에는 창녕양식 토기가 완전히 경주양식화 되는 가운데 뚜껑의 꼭지와 같은 한 기
종내 일부 요소가 유존한다. 와권渦卷상의 도차陶車에 의한 성형흔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경주지역의 토기 제작기술이 도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는 창녕양식의 전통적인
토기 제작 기술이 소멸되며 완전히 경주양식화 되는 단계이다.
창녕산 토기는 독특한 형태와 소성기법으로 인하여 용이하게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
지역산 토기는 영남지역 전역에서 출토가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합천군 옥전고분군과 부산시
가달 고분군 등 낙동강유역 각지에 일정기간 집중 이입되었다. 이는 비화가야세력이 지정
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낙동강 중, 하류역 집단과 활발한 교류를 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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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라 토기
1. 경주양식
신라는 사로국을 모태로 건국되었으며, 5세기 이후에는 좁은 경주분지를 벗어나 낙동강이동지
역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 신라의 성장과정을 반영하는 것이 경주양식 토기의 확산이다.
경주양식은 좁은 의미로는 경주분지 내에서 제작된 토기양식을 지칭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4세기 말 신라양식 출현기부터 경산, 영천, 울산, 부산 등의 주변지역에서 경주양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제작된 토기의 양식을 아울러 지칭한다.
고배의 경우 신라양식은 배신이 깊고 직선적인 사다리꼴 대각에 장방형의 투창이 상하
교호로 뚫려 있는데 반해, 가야양식은 배신이 상대적으로 얕고 하부가 넓게 벌어진 곡선적인
팔자형八字形의 대각에 좁고 긴 상하일렬투창이 뚫려 있다.
통형기대는 밑이 둥근 호壺를 받치는 용도로 제작된 기종이나 주로 상위신분의 분묘에서
출토되고, 화려한 문양이 장식되는 것으로 볼 때 실생활 용기보다는 매장의례의 장엄성을
높이는 祭器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양식의 기대는 전체적으로 직선적이고 비교적
단순한 형식으로 곡선적인 형태의 가야 양식의 것과 구분된다.
발형기대는 밑이 둥근 호를 받치는 용도로 제작된 기종이나 그 자체로도 영기容器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토기이다. 이 기종은 통형기대와 같이 주로 상위신분의 분묘에서 출토
되고, 화려한 문양이 장식되는 것으로 볼 때 매장의례의 장엄성을 높이는 제기祭器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양식의 발형기대는 화려한 기하학적 문양이 시문된 것이 특징이며,
대각의 폭이 넓어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형태를 띠고 있고, 대각에는 출현기부터 쇠퇴기
까지 지속적으로 세장방형투창이 장식된다. 그리고 경주양식 발형기대는 배신이 깊고 만곡
하는 형태의 것에서, 점점 얕아지면서 나팔모양으로 벌어지는 변화를 보인다. 또 대각은 팔八
자형에서 제형으로 바뀐다. 배신에는 파상문이 시문되다가, 사격자문과 원권문으로 바뀌고
쇠퇴기에는 집선문이 시문된다.
신라양식 장경호는 동체와 경부가 각을 이루며 대각이 부착되고, 파상문과 기하학문이
경부와 동체에 시문되며 토우가 부착되는 것이 가야양식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신라양식 장경호는 유개식과 무개식이 있으며 대각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변
하고, 대각의 투창은 1단에서 2단으로 바뀌게 된다. 경부는 짧은 것에서 긴 것으로, 무늬는
파상문에서 기하학문으로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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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풍양식
현풍지역은 대구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고 동쪽으로 유가면, 남으로 구지면과 접해있다.
자연 지리적으로도 동쪽으로는 비슬산괴로 둘러싸여져 있고, 북쪽으로는 논공의 위천리성지,
화원의 설화산성, 남으로는 창녕의 왕령산성, 화왕산성, 그리고 서쪽으로는 낙동강에 의해 뚜
렷한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유적으로는 양동산성 주변에 양리
고분군과 용리ㆍ부리ㆍ성하리 고분군, 낙동강과 접하는 곳에 석문성, 수문진성, 내리토성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창녕지역에 인접해 평촌리 고분군과 한정리 고분군이 입지하고 있다.
현풍은 신라의 화왕군에 속했고, 통일신라시대에는 지방 군사조직인 십정十停 중 하나가
설치될 정도로 교통과 정치ㆍ군사적 요충지였다. 현풍지역의 양리고분군은 대규모 고총군으로
그 입지가 가야고분과 유사하고, 더욱이 이 고분군에서 출토된 상형토기는 신라 가야토기
가운데 가장 조형미가 뛰어난 점에서 주목된다.
고배는 2단일렬투창 고배가 제작되다가 5세기 후반이 되면 2단교호투창 고배가 나타나는데
배신의 돌대와 형태에서 볼 때 앞시기의 2단일렬투창고배와 유사하나, 교호투창과 대각의
직선화는 경주양식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배는 이전시기의 다투창 유개식 고배와 대각의 형태가 유사하나 대각 하위에 단이 형성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 대각 하위의 단은 의성지역 양식의 토기에서도 확인되나, 개신
중간의 톱니모양 장식대와 고배 배신의 파상문과 같이 현풍지역 양식의 특징적인 요소이다.
5세기 후반이 되면 뚜껑에 시문되던 유충문이 사라지고 새로이 집선문이 시문되는 신라
양식화가 진행된다.
영배는 잔의 밑부분에 토제 구슬을 넣고 그 윗부분을

봉하여 흔들면 소리가 나는 것으로

현풍지역 양식의 특징적인 기종이다. 이 기종은 굽다리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변화한다.

3. 의성양식
의성양식 토기는 의성지역을 관류하는 위천수계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토기군을
지칭하고, 의성 탑리고분군 출토품을 표지로 하며 5세기말까지 경주양식화 되지 않은 이
지역의 독특한 토기 양식을 가르키는 것이다.
고배는 무개식고배가 6세기대까지 존속하는 것은 의성지역 양식의 특징 중 하나이다.
고배와 단경호의 개蓋가 운두가 높고, 단추형이 주류인 점, 대각이 통형이고 끝부분에 단이
형성된 고배, 이부단경호耳附短頸壺가 주요 기종으로 사용되는 점 등이 특징이다.
의성양식의 토기는 탑리고분군을 비롯하여 의성 장림동고분군, 안동 조탑동고분군 등
비교적 넓은 범위에 유례가 확인되며, 최근 충청북도에서도 확인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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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주양식
성주지역은 대구지역과 낙동강을 경계로 서안에 위치하며 고령지역과 산지를 경계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성주양식은 성주읍의 남쪽에 위치하는 성산동 고분군 출토 토기를
표지로 하며, 성주분지를 비롯하여 왜관, 구미 등의 주변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성주양식은 가야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직구 유개 장경호, 운두가 높은 개蓋와 배신이 깊고
파상문이 시문된 고배를 특징으로 들 수 있으며, 5세기 후엽에 신라 양식화 된다.

Ⅳ. 편년

1. 논점論点
해방 이후 가야․신라고고학은 한국 역사시대 연구를 주도하여왔으며 많은 연구 성과가 축척
되었다. 그럼에도 현재 신라․가야고고학은 혼돈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는 아직도 부산시
복천동21․22호분과 경주시 황남대총남분과 같은 신라․가야고분의 역연대에 대해 100년 전후의
연대폭을 보이는 등 심각한 견해차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불안정한 연대관에
의거한 주관적인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시기별로 연구사를 통하여 가야
고고학의 연대론의 논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대 신라 가야고분의 역연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개시되었다. 먼저 이후 특히 가
야고분의 편년 연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예안리고분군의 연대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신경철은 김해시 예안리고분군의 목곽묘를 Ⅰ․Ⅱ단계로 구분하고 Ⅰ단계는 이 시기에 출토
되는 적갈색연질원저옹의 기형과 제작기법이 규슈九州의 야요이彌生종말기-고분전기 고식
하지키土師器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4세기 전반으로 설정하였다. Ⅱa단계는 출토된 하지키계
연질내만구연옹을 일본의 하지키土편년을 참조하여 4세기 중엽에서 후엽에 걸친 것으로
보았다. Ⅱb단계는 하지키 편년과 400년 전후의 고구려 남정을 근거로 4세기 후엽에서 5세기
전엽으로 비정하였다(申敬澈 1983).
그런데 이 연대관은 신경철의 논문에서 분명히 명기한 “일본 고분의 연대관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일본측 연구의 진전에 의하여 변경의 여지가 있다”(申敬澈 1983:21)고 한 바와 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 유동적인 것이었다.
그 후 신경철은 복천동10․11호분의 연대를 유사한 등자가 출토된 시가현滋賀縣 신가이新開고분,
오사카부大阪府 시치칸七觀고분의 연대관에 참고하여 5세기 중엽으로 설정하였다(신경철 1985).
이 연대관은 이 논문 내에서 “신가이新開, 시치칸七觀고분의 연대는 일본왕릉의 연대를

14

신라 ․ 가야토기의 특징과 편년

1

기준으로 한 것”(신경철 1985)으로 언급하고 있듯이 논거가 불충분한 고분시대 왕릉의 위치
비정에 근거를 둔 오노야마 세츠小野山節의 견해(小野山節 1966)를 따른 것이다.
다음은 1980년 전반 이래 신경철의 가야 신라고분 연대관의 기반이 된 종래의 일본 고분의
연대관, 특히 고바야시 유키오小林行雄에 의해 설정된 고분의 출현연대에 대해 살펴보자.
고바야시 유키오는 고분의 출현연대를 280년 전후로 생각하였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형화된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인 나라현奈良縣 슈진릉崇神陵고분의 축조시기가『일본
서기日本書紀』와 『고사기古事記』에 전해지는 슈진崇神의 몰년沒年이 4세기 초인 점에서
전방후원분의 출현은 이보다 1단계 빠르다는 것이었다.
둘째 고바야시小林는 출현기 전방후원인 교토부京都府 츠바이오즈카야마椿井大塚山고분
출토 삼각연신수경三角緣神獸鏡의 고식 경鏡군 가운데에 늦은 형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왜의
여왕인 히미코卑彌呼가 239년 위魏에 입공入貢할 때 사여받은 경鏡은 일정기간 전세傳世된
후 3세기 말에서 4세기가 되어야 고분에 부장되었다는 것이다(都出比呂志 1998).
이와 같이 고바야시 유키오小林行雄와 오노야마 세츠小野山節의 연대관은 『고사기』․
『일본서기』의 기록에만 의존한 비과학적인 일본의 왕릉 비정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 후 일본의 고분 연대관은 연륜연대 측정에 따라 기나이畿內의 야요이彌生시대 후기의
개시 연대가 지금까지의 통설보다 100년 정도 소급되게 되었으며 그 뿐만 아니라 경鏡의
형식학적型式學的인 연구에 의해서 고바야시 유키오小林行雄이 확립한 280년대라는 고분의
출현연대가 3세기 중엽까지 소급되었다.
이상의 검토에서 볼 때 현재 일본고고학의 고분 연대관을 비판하고 있는 신경철의 연대
관의 논거가 실은 일본고고학계의 1960년대 고분의 연대관에 의거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1990년대 이희준은 신경철의 고분 편년의 근거로 제시한 장병長柄에서 단병短柄으로 변화
한다는 등자鐙子의 형식학적 변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황남대총 남분 출토 장병 등자가
415년에 몰歿한 북연北燕 풍소불묘馮素弗墓 출토 단병 등자와는 계통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
고 남분의 등자가 풍소불묘馮素弗墓 출토품에 선행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종래 5세기 전
엽으로 보아온 칠성산96호분 출토 장병등자를 4세기 후엽으로 편년하고 황남대총 남분 등자
를 이에 약간 후행하는 형식으로 설정하고 그 피장자를 402년 몰歿한 내물왕릉으로 판단하였
다(이희준 1995). 이후 황남대총과 관련된 장병 등자가 출토된 태왕릉을 391년 몰歿한 고국
양왕릉으로 보고 황남대총 남분을 내물왕릉으로 보는 자설自說을 보강하였다(이희준 2006).
그러나 황남대총 남분에 대한 피장자는 김용성이 논증한 바와 같이 눌지왕으로 본다
(김용성 1996). 또한 결과적으로 태왕릉 출토 등자야말로 황남대총 남분의 피장자가 내물왕이
아님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서술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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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희준은 황남대총 특별전에 즈음하여 태왕릉 등자와 황남대총 남분 등자의 연대
차를 지적하며 내물왕릉으로 볼 수 없다는 필자의 견해(박천수 2006)를 비판하며, 눌지왕릉
설에 따를 경우 신라토기 편년의 압축현상이 일어나고 영남지방의 고총이 5세기 후반 이후에
집중되는 왜곡된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이희준 2010).
그러나 황남대총 특별전에서 새삼 주목된 바와 같이 남분에는 신식의 신라양식 토기 즉
금관총, 식리총 단계의 토기 형식과 유사한 토기가 다수 존재함이 확인되어, 남분을 5세기
초로 편년할 경우 오히려 황남동109호분3․4곽과 사이에 그 사이에 적어도 3단계 이상의 토기
형식이 설정되어 신라토기 편년의 압축현상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황남대총 남분
등자는 태왕릉보다는 5세기 말로 편년되는 금관총 출토품에 흡사한 점에서 그 연대를 5세기
초로 볼 수 없다.
신경철은 오바데라大庭寺TG232요 출토 스에키須惠器의 역연대에 대해 그 출현 배경으로
광개토왕비문의 경자년(400년)조 고구려 남정에 의한 대성동세력의 동요에 의한 공인의
이주를 상정하고 오사카부大阪府 모치노키持ノ木고분- 오바데라大庭寺TG232요 - TK73요
순서로 편년하였다. 그리고 오바데라大庭寺 출토 스에키須惠器는 제1세대 이주 공인 혹은
제2세대 공인이 제작한 것으로 460년대로 비정된다고 하였다(신경철 1997).
그런데 신경철의 견해는 고구려 남정이라는 역사적인 정황 이외에는 논거를 찾기 어려우며,
또한 역사적 사건과 고고자료의 양자간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당시 첨단 기술자인 제도공인製陶工人이 마치 유민流民과
같이 일본열도에 이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가 주장하는 460년대 일본열도에 금관
가야계 이주민이 대량으로 이주한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필자는 오바데라大庭寺TG231, 232요 출토 스에키須惠器가 부산시 복천동21․22호분과
복천동10․11호분 출토 발형기대와 유사한 점에 주목하여 양자를 병행관계로 파악하고 부산시
복천동21․22호분의 역연대를 4세기 말로 보았다. 옥전M3호분의 연대에 대해서는 f자형경판
비와 검릉형행엽과 같은 마구가 사이타마현埼玉縣 이나리야마稻荷山고분 출토품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일본열도로의 마구 이입, 보유, 매납 기간을 고려하여 이나리야마稻荷山고분의
신해년辛亥年 철검명(471년)을 전후한 시기로 편년하였다(朴天秀 1998).
그 후 필자는 나라현奈良縣 헤이죠궁平城宮 하층SD6030유구에서 TG232형식에 1단계 후
행하는 TK73형식 또는 TK216형식으로 비정되는 스에키須惠器와 함께 출토된 미완성 목제
품의 연대가 412년(光谷拓實․次山淳 1999), 교토부京都府 우지시가이宇治市街 유로SD302유구
에서 초기 스에키須惠器와 공반된 목제품의 연대가 389년으로 확인(浜中邦弘․田中元浩
2006)되어 그 연대관이 증명된 것으로 보고, 황남대총 남분의 연대에 대해서는 태왕릉 출토
마구에 주목하여 그 피장자를 눌지왕으로 보았다(朴天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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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김두철은 510년대 『일본서기』의 게이타이繼體기에 보이는 기문己汶, 대사帶沙
기사에 주목하여, 이를 계기로 일본열도의 교섭 창구가 가야에서 백제로 변하게 된 것으로
보았다. 즉 이 사건을 계기로 6세기 1/4분기 후반부터 그 창구가 가야에서 백제로 전환되고
6세기 2/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백제계 문물이 일본열도에 이입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마
모토현熊本縣 에타후나야마江田船山고분의 가야계 마구의 연대를 6세기 제1/4분기로 설정
하고 이에 선행하는 옥전M3호분의 마구를 5세기 제4/4분기로 보았다(金斗喆 2001). 그런데
김두철의 연대관은 이나리야마稻荷山고분 출토 금상감명철검의 신해년辛亥年을 531년으로
보는 홍보식의 연대관(홍보식 1993)과 연계된 것으로 파악된다.
홍보식은 오사카부大阪府 다카이다야마高井田山고분에 대해 현실 평면이 정방형인 송산리
형석실이 무령왕릉의 영향을 받아 장방형화된 송산리Ⅲ식 석실을 그 조형으로 주장하였다.
또 다카이다야마高井田山고분의 연대를 출토된 울두熨斗를 무령왕릉 출토품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무령왕릉 축조 이후로 보았다. 그러므로 TK23형식의 스에키須惠器가 출토된 다카이다
야마高井田山고분에 후행하는 TK47형식의 스에키須惠器가 출토된 이나리야마稻荷山고분출토
철검명의 신해년은 당연히 471년으로 볼 수 없고 531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다카이다야마高井田山고분과 유사한 구조의 법천리2호분은 출토된 등자로 볼 때
분명히 5세기 중엽 이전으로 소급되고, 서울 몽촌토성에서도 475년 이전에 이입된 것으로
파악되는 TK23형식의 스에키須惠器가 출토되어 이 고분을 무령왕릉 이후인 6세기 중엽으로
보는 홍보식의 연대관은 성립하기 어렵다. 이는 TK47형식의 스에키須惠器를 6세기 제2/4분
기로 본다면 나라현奈良縣 아즈카사飛鳥寺 정지층整地層 출토품으로 볼 때 분명히 588년에
이전 출현한 TK43형식 사이 약 3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MT15, TK10, MT85형식의 스에키
須惠器가 들어가야 하는 것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김두철이 논거로 제시한 『일본서기』의 기문己汶, 대사帶沙 사건은 왜와의 교역에
서 백제가 결정적인 우위에 선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백제와 왜가 긴밀한 관계에 돌입하는
것은 이미 475년 한성 함락 직후인 479년 동성왕 귀국 기사에서 나타나듯이 웅진기 전반이다.
이를 웅변하는 것이 영산강유역의 전방후원분이며 대가야 문물이 일본열도에 이입되는 것은
5세기 중엽부터 개시되고 후엽에 집중 이입된다(박천수 2007).
하승철은 초기 스에키須惠器가 출토된 유적을 다음과 같은 순으로 편년하고 그 역연대를
부여하였다. 교토부京都府 우지시가이宇治市街유적(380-400년)- 모치노키持ノ木古墳(5세기제
1/4분기)- 오바데라大庭寺TG232窯(415-435년). 그리고 우지시가이宇治市街유적의 경우 유로
流路임에도 바닥의 동일한 공간에서 목제품이 공반되고 토기간의 형식차가 인정되지 않은
점에서 일괄성이 높은 자료로 보았으나, 헤이죠궁平城宮 하층SD6030유구의 경우 상층에서
출토되고 목제품과 토기의 출토지점이 다른 점에서 그 연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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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시가이宇治市街유적의 경우 389년 전후로 소급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헤이죠궁平城宮를
412년 전후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에 병행하는 TK73형식을 5세기 중엽까지
하향 조정하고 초기 스에키須惠器가 50년이상 지속된 것으로 편년하였다(하승철 2007).
이 연구에서는 지금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오바데라大庭寺TG232요와 복천동21․22호
분을 병행관계로 파악한 점은 평가되며, 헤이죠궁平城宮 하층SD6030유구의 연대에 대한 문제
제기 그 자체는 타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오바데라TG232요의 개시기의 연대를 고려
하면 3자는 같은 단계 내에서 시기차와 계통차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TK23형식의
역연대가 연륜연대와 몽촌토성 출토정황으로 볼 때 확실하게 460년 전후인 점에서 초기
스에키須惠器가 5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더구나 그가
제시한 5세기 전반의 역연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근거가 분명하지 않는 기존의
영남지역 고분 연대로 이를 편년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본다.
조영제는 발형기대와 2단일렬투창고배의 출현 시기를 가야토기의 형식난립기型式亂立期로
파악하고 이는 고구려 남정 이후 금관가야세력의 영남지역으로 이동에 동반한 혼란상을 반영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금관가야세력이 일본열도에 이주하는 것에 의해 5세기
전반 오바데라大庭寺TG232요가 출현한 것으로 보았다(조영제 2009).
그러나 금관가야의 멸망은 문헌사료에 의하면 532년이 분명하고 400년 이후 금관가야
세력이 집단적으로 영남내륙지역으로 이주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일본열도로의 이주도
확인하기 어렵다. 더구나 분명한 논거도 없이 오바데라大庭寺TG232요 출토 스에키須惠器와
유사한 경남서부지역 토기가 5세기 전반 또는 중엽으로 편년되므로 그 연대를 같은 시기로
보아야한다는 논리도 성립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5세기 전반대 경남서부지역 토기의 역연
대의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후 필자는 이제까지 논의가 되어온 신라 가야고분의 역연대에 대해 중국, 한국, 일본의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연대를 설정하였다(박천수 2010).
첫째 400년을 기점으로 전후로 논의되어온 경주시 황남동109호분3․4곽, 부산시 복천동21․
22호분, 합천군 옥전23호분, 오베데라大庭寺TG232요 출토품을 병행관계로 설정하고 4세기
말이라는 역연대를 부여하였다.
둘째 경주시 황남대총 남분을 내물왕릉으로 보는 견해를 비판하고, 이를 눌지왕릉으로 비정
하며 458년이라는 역연대를 부여하였다.
셋째 500년을 기점으로 전후로 논의되어온 합천군 옥전M3호분, 사이타마현埼玉縣 이나리
야마稻荷山고분을 병행관계로 설정하고 5세기 후엽이라는 역연대를 부여하였다.
한편, 홍보식은 앞에 제시한 필자의 연대관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행하였다. 먼저 그는
부산시 복천동21․22호분, 합천군 옥전23호분, 오사카부大阪府 오바데라大庭寺TG232窯출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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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보이는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필자가 병행관계로 파악해온 이 세 고분을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홍보식 2011).
그러나 필자는 각각 다른 지역 제작품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세세한 차이점보다는 발형
기대에 보이는 복합문양이라는 유사성이 오히려 병행관계 설정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홍보식이 합천군 옥전23호분보다 1단계 선행하는 것으로 본 복천동21․22호분에도
신식요소인 배신의 깊이가 얕은 점, 문양이 파상문 위주인 점 등에서 결코 옥전23호분에
선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복천동21․22호분과 오바데라大庭寺TG232요는 대다수의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이 인정한 바와 같이 병행관계로 파악된다. 또한 고령군 지산동32호분을
경주시 월성로가11호분에 병행하는 것으로 보고 황남대총 남분에 후행하는 5세기 후엽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양자는 후술하겠으나 병행관계로 볼 수 없으며 필자는 지산동32호분과
황남대총 남분은 병행관계로 설정한다.
더욱이 필자가 5세기 후엽과 말로 설정해온 합천군 옥전M3호분과 고령군 지산동44호분에
대해 지산동84호분 출토 신라후기양식 토기를 논거로 양자를 6세기 이후로 편년하였으나,
그가 논거로 든 지산동84호분 출토 신라후기양식 토기는 84호분 출토 대가야양식 토기와는
100년 정도 시기차가 나는 후대에 혼입된 토기인 점에서 전혀 타당성을 찾아 볼 수 없다.
필자는 신라․가야고분의 역연대는 고구려 태왕릉 출토 마구와 일본의 초기 스에키須惠器의
연륜연대에 의해 이미 결정되었다고 본다. 즉 태왕릉 출토 마구에 의해 황남대총남분이 내물
왕릉이 될 수 없다는 것과 우지시가이宇治市街유적 유로SD302유구 등 초기 스에키의 연륜
연대에 의해 이에 병행하는 복천동21․22호분의 연대가 4세기 말로 소급되는 것이 증명되었
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필자는 고구려 태왕릉 출토 마구, 일본의 초기 스에키와 공반된 연륜연대 등에
의거하여 가야ㆍ신라고분에 대한 역연대를 보완하여 설정한바 있다(박천수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황남대총남분이 내물왕릉으로 주장하는 극소수의 연구자와
복천동21․22호분을 5세기 이후 고구려 남정이후로 보는 연구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최병현은 황남대총남분을 눌지왕릉으로 본 필자의 견해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
하였으며, 황남대총남분을 내물왕릉 설정하고 5세기 신라 능원의 형성과정에 대해 논하였다
(최병현 2013, 2014a).
최병현은 신라 전기양식토기를 편년하고, 오바데라大庭寺TG231․232호요 출토품과 신라
고분과의 병행관계를 설정하고 역연대를 비정하였다(최병현 2013). 즉 최병현은 연륜연대
측정에 의해 역연대가 389년으로 판명된 교토부京都府 우지시가이宇治市街SD302유구 출토
초기 스에키須惠器를 오바데라大庭寺TG232형식과 병행하는 시기로 보고, 또한 TG232형식과
복천동21․22호분, 복천동10․11호분이 병행하는 것을 논거로 후자를 4세기 후엽으로 설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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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를 논거로 황남대총남분을 4세기 말-5세기 초로 편년하였다. 또한 필자가 복천동21․
22호분을 오바데라大庭寺TG231․232요와 병행하는 것으로 보고 4세기 4/4분기, 복천동10․11
호분을 TK73형식으로 보고 5세기 1/4분기로 편년하는 것에 대하여 가야고분의 연대를
올리고 신라고분의 연대를 내리기 위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최병현의 비판은 초기 스에키須惠器와 신라고분의 병행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필자는 복천동10․11호분이 우지시가이宇治市街유적 출토 초기 스에키와 병행하는
시기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바데라大庭寺TG231․232요는 복천동21․22호분단계에 개시하여
복천동10․11호분 단계까지 조업한 것으로, 즉 개시기는 우지시가이宇治市街SD302유구 출토
초기 스에키와 병행하나, 복천동10․11호분 단계는 이에 후행하는 TK73형식과 병행하는
시기로 편년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지시가이SD302유구의 초기 스에키須惠器는 오바데라大
庭寺TG231․232호요의 고단계 즉 부산시 복천동21․22호분과 병행하는 시기이나, 신단계는 복
천동10․11호분과 병행하는 시기 즉 TK73형식기로서 412년 전후로 편년되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나아가 최병현은 황남대총남분을 내물왕릉으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그 동쪽에 조영된 황
남동90호분과 황남동39호분의 피장자를 각각 내물왕의 부, 조부로 보았다. 또한 125호분을
눌지왕릉, 교동119호분을 내물왕릉, 천마총을 지증왕릉으로 비정하였다(최병현 2014a).
그러나 황남대총남분을 내물왕릉으로 보는 주장의 논거가 인정되지 않으며 황남동90호분과
황남동39호분의 피장자를 내물왕의 부, 조부로 보는 문헌 사료와 고고 자료의 논거가 제시
되지 않았다. 또한 125호분은 그 배총인 금관총, 금령총, 식리총의 연대가 5세기 말-6세기
초인 점으로 볼 때 눌지왕릉설은 성립하기 어렵다. 교동119호분을 실성왕릉으로 보고 있으나
정변으로 살해된 왕의 무덤으로 보기 어려운 초대형분인 점에서 타당성이 결여된다. 천마
총을 지증왕릉으로 비정하였으나 이 고분은 5세기 신라왕릉에 보이는 배총이 조영되지 않은
점에서 왕릉으로 볼 수 없다.
또, 최병현은 415년의 역연대를 가진 풍소불묘 등자를 기준으로 연대를 설정하는 소위
풍소불묘설을 비판하며 황남대총남분의 등자의 연대를 4세기대로 소급시키기 위해 평성
지경동1호분 출토 등자를 논거로 들고 있다(최병현 2014b).
황남대총남분의 등자에는 답수부에 미끄럼방지용 병鋲이 형성되어있다. 필자는 남분 출토
등자에 투조로 문양을 표현하였으나, 사신四神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시문하고 있는 태왕릉
등자와 달리 그 문양이 완전히 퇴화한 형식인 점과 태왕릉 등자에 보이지 않는 답수부에
미끄럼방지용 병鋲이 박혀있는 점에서 태왕릉 출토품보다 후행하는 형식으로 파악하였다
(박천수 2012). 왜냐하면 등자의 미끄럼방지용 병鋲은 고구려고분에서도 보이는 것이며 신라
에서도 그 영향에 의해 출현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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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현은 이에 대한 반론으로 평성 지경동1호분 출토 등자에 미끄럼방지용 병鋲이 박힌
것에 주목하였다. 즉 지경동1호분의 석실이 4세기대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출토 마구도
당연히 4세기대로 소급되며 고구려에 이시기 이미 미끄럼방지용 병鋲이 박힌 등자가 출현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황남대총남분의 등자도 4세기대로 소급된다는 논지이다.
그러나 필자는 먼저 지경동1호분 출토 마구가 관연 4세기대로 소급되는 형식인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등자의 경우 윤부가 역逆하트형인 삼연과 집안 태왕릉 출토 등자
와는 달리 타원형으로 4세기 등자와는 형태가 다르며, 5세기대 등자인 집안 만보정78호분
출토품과 유사하다고 본다. 또한 본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공반된 마구가 황남동110호분과
교동3호분 단계의 것인 점이 주목된다. 왜냐하면 최병현은 지경동1호분의 마구를 편년하는
기준으로 본인이 임의적으로 4세기대로 편년한 양 고분을 통하여 지경동1호분의 연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황남동110호분과 교동3호분의 연대도 과연 4세기대로 소급될
수 있는지 의문인데, 교동3호분에서는 5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는 TK208형식의 스에키須惠器와
병행하는 일본열도산 대금계형판갑이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과연 지경동1호분의 석실 구조가 4세기대로 볼 수 있는가도 문제이다. 최병
현이 지경동1호분과 같은 4세기대 고분으로 언급한 집안 통구12호분과 마선구1호분과는
구조가 현격하게 다른 점이 주목되는데, 지경동1호분은 감실이 퇴화하여 흔적만 남아있으나
퉁구1호분과 마선구1호분은 감실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유사한 구조의
석실은 위원 사장리고분이며, 이 고분은 분형이 계단식 적석총인 점에서 장군총과 근접하는
시기로 보인다. 나아가 전 동명왕릉고분에도 소형의 감이 설치되어 있는 점에서 지경동1호
분의 연대가 마구의 연대와 부합하는 5세기 중엽경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병현의 신라 능원 형성과정론은 황남대총남분을 내물왕릉으로 보는 논거가 전혀
인정되지 않으며, 능원의 형성과정에 대한 해석에도 필자는 견해를 달리한다. 나아가 황남
대총남분의 연대를 소급시키기 위해, 평성시 지경동1호분 출토 등자를 4세기로 올리고
황남대총남분의 연대를 그에 가까운 시기로 편년(최병현 2014b)하였으나, 이는 자설을 보완
하기 위한 무리한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홍보식은 가야․신라고분의 교차편년을 검토하는 가운데 재차필자의 연대관에 대한 비판을
가하였다(홍보식 2014). 필자와의 연대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옥전23호분의 연대에 대하여 필자는 복천동21․22호분, 오바데라大庭寺TG232호요 출
토품과 병행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홍보식은 옥전23호분이 양자보다 1단계이상 후행하는 것
으로 보았다.
둘째, 필자는 복천동10․11호분, 임당동7B호분을 병행관계로 보았으나, 홍보식은 임당동7B
호분과 황남동110호분은 복천동10․11호분에 후행하며 황남대총남분과 병행하는 시기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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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필자는 창녕양식 토기를 옥전68호분-옥전23호분-가달5호분-옥전31호분-교동3호분,
계남리1,4호분, 옥전M1, 2호분으로 편년하였으나, 홍보식은 옥전 31호분은 창녕 교동1, 3호분
보다 후행하는 것으로 보고, 창녕 계남리1, 4호분은 옥전M1호분보다 1단계 선행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즉, 계남리1,4호분-옥전M2, M1호분-창녕 교동1, 3호분-옥전31호분으로 편년하였다.
넷째, 필자는 옥전M3호분과 지산동44호분을 5세기 후엽, 5세기 말로 각각 편년하였으나,
홍보식은 지산동84호석곽묘 토기가운데 신라토기와 병행관계가 설정가능한 대부직구호가
있는 것에 착안하여 이 고분을 6세기 이후로 편년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옥전23호분과 복천동21․22호분은 병행관계이며, 복천동10․11호분과 임당동
7B호분도 병행하는 것으로 보고, 황남대총남분은 이에 후행하는 것으로 편년한다. 또한
홍보식의 창녕지역 고분 상대 편년도 찬성하기 어렵고, 더욱이 옥전M3호분과 지산동44호분에
대한 연대를 설정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00년에 가까운 시간차를 보이며 논의되고 있는 경주시 황남동109호분
3․4곽, 부산시 복천동21․22호분 그리고 피장자에 대해 논쟁이 끊이지 않은 황남대총남분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홍보식이 제기한 합천 옥전23호분, 창녕 계남리1,
4호분, 합천 옥전M3호분과 고령 지산동44호분에 대한 연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필자는 황남동109호분3․4곽, 복천동21․22호분, 월성로가13호분은 4세기 말, 황남대총남분은
눌지왕릉으로 보는 점에서 최병현, 이희준, 김두철, 홍보식과 연대관을 달리한다. 다음은
쟁점이 되는 고분의 연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가야加耶와 신라新羅의 역연대曆年代 설정設定의 기준基準
여기에서는 먼저 필자의 가야, 신라고분 역연대의 기준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고구려高句麗 태왕릉太王陵
태왕릉의 묘주에 대한 논의는 100여년의 장구한 연구사가 있으며 2004년 발굴보고서(吉林
省文物考古硏究所․集安市博物館 2004)가 중국에서 출간되어 그 논의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태왕릉은 391년 몰한 고국양왕릉 또는 412년 몰한 광개토왕릉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다. 이
고분에서는 신묘년新卯年 호태왕好大王이라는 명문을 가진 동령銅鈴이 출토되어 신묘년은
광개토왕의 즉위 연대인 391년으로 비정되고 있다.
중국측에서는 고구려 왕릉에 수릉제가 실시된 것으로 보고 391년 광개토왕이 즉위하면서
동령을 만들었으며 그 후 자신의 장례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여 태왕릉을 광개토왕릉으로
비정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광개토왕이 선왕인 고국양왕의 장례용품으로 391년 만든 후
부장된 것으로 보고 고국양왕릉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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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설은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각각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다만 이 고분
출토 마구가 391년 또는 412년 직후에 부장된 것이 분명한 점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태왕릉 출토 마구는 동북아시아의 마구의 연대를 규정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태왕릉 출토 마구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투조透彫와 축조蹴刻로 사신四神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시문한 금동제 등자이다. 왜냐하면 이 등자는 답수부에 미끄럼 방지용 병鋲이
박히지 않은 것으로 문양과 답수부의 형태로 볼 때 같은 형식 계열의 경주시 황남대총 남분
출토 등자에 선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2) 신라新羅 황남대총남분皇南大塚南墳
필자는 황남대총남분 출토 등자를 통하여 그 편년적 위치에 대해 접근하였다. 남분 출토
등자는 투조로 문양을 표현하였으나, 사신四神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시문하고 있는 태왕릉
등자와 달리 그 문양이 완전히 퇴화한 형식인 점과 태왕릉 등자에 보이지 않는 답수부에
미끄럼 방지용 병鋲이 박혀있는 점에서 태왕릉 출토품보다 후행하는 형식으로 파악하였다
(박천수 2012). 왜냐하면 등자의 미끄럼 방지용 병鋲은 고구려고분에서도 보이며, 신라에서도
그 영향에 의해 출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라지역에서는 남분과는 1단계 이상, 즉 1세대
이상의 시간 폭을 가진 것이 분명한 임당동7B호분과 복천동10․11호분에서 답수부에 병鋲이
박힌 등자가 확인된다. 그래서 만일 남분의 축조연대를 402년으로 본다면 391년으로 추정
되는 태왕릉 출토 등자에 선행하여 신라에서 신식의 등자가 출현한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남분의 축조시기를 402년으로 볼 수 없게 된다(諌早直人 2009).
더욱이 남분 출토 등자가 미끄럼 방지용 병鋲과 함께 태왕릉 등자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옥충玉蟲 날개로 장식한 점이다. 옥충으로 마구를 장식하는 것은 고구려
마구와 구분되는 신라마구의 특징으로 태왕릉 출토 마구에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諌早
直人 2009). 그런데 황남대총남분 등자는 금관총 출토품과 매우 흡사한 점이 주목된다. 즉
옥충玉蟲 날개로 장식한 점, 미끄럼 방지용 병鋲이 있는 점, 문양이 퇴화하여 당초문화된
점과 함께 윤부 형태가 횡장방형인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래서 남분 등자는 태왕릉 출토
품에 비해 5세기 말로 편년되는 금관총 등자에 시기적으로 매우 근접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태왕릉을 고국양왕릉으로 보고 황남대총남분을 내물왕릉으로 보는 견해(이희준
2006, 2010)가 있으나, 만일 태왕릉이 광개토왕릉이라면 이 설은 당연히 성립할 수 없으며,
또한 고국양왕릉이라 가정하여도 그 시기차가 불과 11년에 지나지 않아 형식학적으로 볼 때
황남대총남분 등자의 연대가 402년이 될 수 없어 내물왕릉설은 성립하기 어렵다. 또한
이희준은 황남대총남분을 5세기 초로 소급시키기 위하여 복천동10․11호분을 같은 단계로 주장
하고 있으나 이는 토기, 마구, 금공품으로 볼 때 같은 단계로 볼 수 없다. 남분에는 선각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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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된 신식의 신라양식 유개고배가 부장되어 복천동10․11호분과 동일한 단계로 설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황남대총남분 출토 토기는 고배로 볼 때 황남동109호분3․4곽과 병행하는 월성로가13호분
에서 그 다음 시기인 황남동110호분 다음 단계임을 알 수 있으며 복천동10․11호분과 황남동
110호분은 토기와 마구로 볼 때 같은 단계이다. 황남대총남분의 고배가 월성로가13호분에서
천마총에 이르는 신라 고배의 형식변화에서 중간단계에 해당함을 적확하게 보여준다. 더욱이
남분의 고배 형식이 2단각인 점에서 3단각인 황남동110호분 보다는 북분 출토품에 가까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 복천동10․11호분 출토 금동관은 출出자형으로 정형화되기 이전 시기의
신라관으로 교동출토 금관과 같은 형식이며 황남대총남분 출토 금동관보다 분명하게 선행
하는 형식이다. 이는 교동68번지 출토 금관과 공반된 마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공
반된 편원어미형행엽은 경산시 임당동7B호분 출토품과 같은 시기로 편년되며 남분에 비해
1단계 이상 선행하는 형식이다.
더욱이 황남대총남분은 일본열도 고분과의 병행관계에서도 5세기 중엽으로 편년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당동7B호분보다 분명히 1단계 후행하는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
는데, 임당동7B호분은 용문투조 대장식구와 등자로 볼 때 시가현滋賀縣 신가이新開1호분․
오사카부大阪府 시치칸七觀고분과 같은 시기로 편년되며 3기의 고분은 412년 전후로 파악
되는 TK73형식型式의 스에키須惠器와 병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황남대총남분은 그 외 후쿠오카현福岡縣 츠키노오카月の岡고분, 오사카부大阪府 마루야마丸
山고분, 기후현岐阜縣 나카야하타中八幡고분 등 일본열도 출토 신라산 마구로 볼 때 TK208형
식과 병행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황남대총남분 피장자는 402년에 몰沒한 내물왕릉설은 성립
되기 어렵고 458년에 몰沒한 눌지왕릉설이 타당한 것으로 본다(朴天秀 2006, 2012, 2014).
다음으로 황남대총남분의 편년적 위치에 대하여 고구려와 일본열도 출토 마구를 통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황남대총남분 출토 금동제 투조장식안교와 비교자료는 삼연고분 출토품, 오사카부大阪府
마루야마丸山고분 출토품, 전 대구시 현풍출토품이 있다. 안교는 요녕성遼寧省 북표北票 라
마동喇麻洞ⅡM101호분 출토품에서 황남대총남분 출토품으로 가는 형식학적 변화가 보인다.
즉 라마동ⅡM101호분에서는 안교의 중앙부에 주빈洲浜금구가 없이 해海금구에서 돌출한
금구가 부착되어 있으나, 마루야마丸山고분 출토품에서는 기磯금구에 장방형의 주빈洲浜
금구가 출현하며, 현풍 양리고분군 출토품에는 세장방형으로 변하고, 황남대총남분에서는
사라진다. 이와 함께 투조용문도 퇴화되어간다. 황남대총남분 단계에 분리안에서 일체안이
완성되며 삼연에 기원을 둔 마구가 고구려에 이입되어 이후 신라에 전해져 비로소 신라식
마구가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삼연의 투조장식마구와 황남대총남분의 투조마구에는 2단계
이상의 시간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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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자를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조장식등자도 태왕릉 출토품에 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미끄럼방지용 병鋲 등으로 볼 때 2단계이상의 형식변화한 것이다.
그런데 황남대총남분에는 역逆Y자형 철대로 보강한 목심등자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이
형식의 등자는 복천동21․22호분 단계에 출현하여 창녕 동리5호분단계를 거쳐 황남대총남분
단계로 형식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황남대총남분 출토 역逆Y자형 철대로 보강한 목심등자와 같은 형식이 출토된 창녕
군 교동3호분, 합천군 옥전28호분에서는 일본열도산 대금계 판갑이 공반되어 주목된다. 전자에
서는 삼각판과 횡장판을 병용한 정결釘結판갑, 후자에서는 횡장판정결釘結판갑이 출토되었는데,
양자는 모두 TK208형식의 스에키須惠器와 병행하는 형식으로 5세기 중엽으로 편년된다.
따라서 황남대총남분은 일본열도 스에키須惠器 편년으로 볼 때 5세기 중엽 이전으로 소급
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일본열도의 스에키須惠器 연대관에 논거를 두면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모순적
이다. 즉 역연대의 논거를 TG232형식을 이용하여 설정하면서 그에 2단계 이상 후행하는
황남대총남분의 시기가 TK208형식과 병행하는 5세기 중엽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최병현은 필자의 연대관을 비판하면서 등자의 상대편년 기준으로 답수
부의 미끄럼 방지용 병鋲의 유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로 비판(최병현
2013)하고 있으나, 동아시아 등자는 병鋲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기능의 강화가 진행
되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91년 또는 413년이 분명한 태왕릉
출토 등자에는 병鋲이 보이지 않으며 더욱이 415년의 연대를 가진 풍소불묘 출토 등자의
답수부에도 병鋲이 없다. 필자는 풍소불묘 출토 등자가 동아시아 고분의 역연대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지 않지만, 현재 자료로 볼 때 풍소불묘 출토 등자가 단병이든 장병이든 관계없이
동아시아 등자의 답수부에 병鋲이 출현하는 것은 415년 이후임을 암시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최병현이 400년 이전으로 소급시킨 황남대총남분과 복천동10ㆍ11호분, 지경동1호분
등자이외의 4세기대 등자에는 모두 답수부에 병鋲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역시 양 등자의
제작연대가 415년 이후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3) 百濟(무녕왕릉武寧王陵, 풍납토성風納土城 출토出土 가야토기加耶土器, 몽촌토성夢村土城
출토出土 스에키須惠器, 백제지역百濟地域 출토出土 중국도자기中國陶磁器)
무령왕릉은 삼국시대 왕릉 가운데 유일하게 묘지가 출토되어 이 시기 역연대의 가장
중요한 기준자료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무령왕은 523년 몰歿한 후 525년 매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무령왕릉 출토품은 가야, 신라지역과 병행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부장품이
많지 않다. 그런데 무령왕릉 출토 동완은 합천군 옥전M3호분, 고령군 지산동44호분 출토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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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나 동완 그 자체가 성격상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워 병행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여기
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장품은 용봉문환두대도이다. 지산동 구39호분 출토 용봉문환두대도는
무령왕릉과 출토품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穴澤口禾光․馬目順一 1993). 이 환두대도가
무령왕릉 출토품과의 비교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병부의 문양이 이전시기의 용문에서
구갑문내 봉황을 시문한 것으로 변한 점이 주목된다. 즉 문양의 구성이 돌연히 변한 것으로
이는 무령왕릉 출토품과 같은 백제 환두대도의 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 몽촌토성3호저장공 출토 개배는 TK23형식의 스에키須惠器이다(酒井清治 1993, 木
下亘 2003). 이 스에키須惠器는 백제토기와 공반되고 당시의 고구려와 왜의 적대적인 관계로
볼 때 한성漢城 함락 이전에 반입된 것이 분명한 점에서 TK23형식의 출현 연대와 그 이입
시기는 확실히 475년 이전으로 상정된다.
서울시 풍납토성 출토 소가야양식 토기도 이 시기 역연대 설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왜냐하면 스에키須惠器와 같이 소가야양식 토기도 475년 이전 한성기에 이입된 것으로 판단
되기 때문이다(성정용 2007).
한편 홍보식은 몽촌토성3호저장공 출토 TK23형식의 스에키에 대하여 풍납토성 출토 소
가야양식 토기보다 형식학적으로 후행하는 토기와 이 형식의 스에키가 공반되는 것에서 이를
475년 이전으로 소급하여 편년할 수 없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몽촌토성3호저장공에는
고구려의 마구인 편자가 공반되기 때문에 이를 475년 이전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저장공에 고구려 토기가 공반되지 않은 점에서 편자가 고구려 마구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며, 설령 몽촌토성3호저장공이 475년 이후에 페기된 것이라 하여도 고구
려와 왜의 적대적인 관계로 볼 때 그 이후에 이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몽촌토성3
호저장공 출토 TK23형식 스에키가 풍납토성 출토 소가야양식 토기보다 형식학적으로 후행
하는 토기와 공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가 풍납토성 출토품과 같은 형식으로
본 마산시 무촌2구90호분 출토 소가야양식 토기는 구연부의 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같은 형식의 스에키가 출토된 명동2지구8-2호분 출토 소가야양식 토기와 유
사한 점에서 TK23형식이 475년 이전에 출현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종래 백제지역 출토 중국도자는 이입되어 장기간 전세된 것으로 파악되어 왔으나 형식 변화
한 다양한 기종이 시기별로 이입되어 1세대 이상 전세되지 않은 것이 분명해졌다(성정용 2006).
천안시 용원리9호분에서는 황남동109호분3․4곽, 복천동21․22호분에 부장된 철대로 윤부와
병부를 보강한 등자가 동진東晋제 계수호鷄首壺와 함께 출토되었다.
용원리9호분은 공반된 계수호가 항주시杭州市 노화산老和山 동진東晋 광저光宁2년묘(364년)
출토품과 유사한 점에서 4세기 후반에 제작되어 이입된 후 부장되는 시차를 고려하면 4세기
후엽을 전후한 시기로 편년된다.
공주시 수촌리Ⅱ-1호분에서는 윤상부만을 철판으로 보강하고 답수부에 병鋲이 박힌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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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각형목심등자가 동진제 사이부호四耳附壺와 함께 출토되었다. 수촌리Ⅱ-1호분은 사이부호가
동진東晋 영화永和7년(351년)에서 송宋 원가元嘉10년(433년) 사이에 들어가는 형식인 점과
등자가 용원리9호분 등자에 후행하는 형식인 점에서 5세기 초를 전후한 시기로 편년된다.
수촌리Ⅱ-4호분에서는 철판으로 윤 전체를 철판으로 보강하고 답수부에 병鋲이 박힌 단면
5각형목심등자가 동진제 계수호와 함께 출토되었다. 수촌리Ⅱ-4호분은 계수호가 동진東晋
의희義熙2년 사온묘謝溫墓(406년) 출토품을 전후한 시기의 형식인 점과 등자가 수촌리Ⅱ-1
호분 등자에 후행하는 형식인 점에서 5세기 전엽을 전후한 시기로 편년된다.
4) 왜倭(히미코묘卑弥呼墓, 신해년명철검辛亥年銘鐵劍, 게이타이릉繼體陵, 이와이묘磐井墓)
왜 여왕 히미코卑弥呼의 묘의 축조 시기는 『위서』동이전에 따르면 몰歿한 249년 이후
부터 다음 왕위 계승자가 위魏에 사절을 파견하는 266년 사이로 비정되고 있다. 나라현奈
良縣 하시하카箸墓고분은 일본 최고의 초대형 전방후원분으로 그 규모와 조영시기를 근거로
히미코卑弥呼의 묘로 비정되고 있다.
사이타마현埼玉縣 이나리야마稻荷山고분의 역곽礫槨에서는 신해연명辛亥年銘 철검과 함께
마구, 대장식금구가 출토되었다. 분구상에서는 TK47형식의 스에키須惠器가 출토되었다. 신해연
명 철검은 456년, 465년-479, 489년에 재위한 유라쿠雄略연간 즉 471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그런데 논의가 된 것은 역곽礫槨의 시기이다. 시라이시 타이치로白石太一郞
은 역곽礫槨이 후원부 중앙부에 조영되지 않고 영부행엽鈴附杏葉과 같은 마구가 부장된 점
에서 중심 매장주체부로 볼 수 없고 추가된 것으로 보고, MT15형식에 병행하는 시기로 보았
다(白石太一郞 1985). 최근 물리 탐사에 의해 중심부에서 새로운 매장주체부가 확인되었다.
한편, 와다 세이코和田晴吾는 중심 매장주체부가 중앙부에 조영되지 않는 예가 있고 영부
행엽이 TK23형식에 공반된 예가 있는 점에서 역곽礫槨를 TK47형식에 병행하는 것으로 보
았다(和田晴吾 2009). 이나리야마稻荷山고분에서는 합천군 옥전M3호분과 같은 형식의 마구가
출토되어 대가야고분과의 병행관계를 알 수 있다.
필자는 영부행엽鈴附杏葉 가운데 초기 형식의 경우 아직 출토품은 없으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등 여러 점이 국내에서 확인되고 일본열도에서 대가야산 문물과 공반되는 점에서
대가야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영부행엽이 검릉형행엽 등의
마구와 함께 같이 이입되었으므로 이를 검릉형행엽에 후행하는 형식으로 파악하고 이나리
냐마稻荷山고분을 늦추어 볼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오사카부大阪府 이마시로즈카今城塚고분은 게이타이릉繼體陵으로 후쿠오카현福岡縣 이와
토야마巖戶山고분은 이와야묘磐井墓로 파악되고 있다. 게이타이繼體는 527년 또는 531년,
이와이磐井는 528년 몰歿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자에서는 MT15형식과 TK10형식의 스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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須惠器가 출토되었다.(表2-1) 그래서 MT15형식과 TK10형식의 스에키의 연대는 6세기 초,
전엽으로 본다.
5) 왜倭(연륜연대年輪年代, Hr-FA강하연대降下年代)
수목은 기상이나 환경 등의 조건에 따라 연륜의 폭은 해마다 변동한다. 연륜연대법은
연륜폭의 변화로 부터 연대를 과학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한반도계 문물이 출토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1980년부터 연륜연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현재 일본열도의 일정한 지역 내의 노송나무(ヒノキ), 삼나무(スギ), 금송(コウヤマキ) 등의
침엽수의 연륜을 계측하여 1년 단위 역년표준曆年標準표가 3000년분이 작성되었다. 최근
연륜연대측정법은 연륜측정 대상 목재에 대한 AMS측정을 통하여 연대근거가 보강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라현奈良縣 헤죠궁平城宮 하층SD6030유구에서는 TK73형식
또는 TK216형식으로 비정되는 스에키須惠器와 함께 출토된 미완성 목제품은 수피樹皮형으로
벌채 또는 성장이 멈춘 연대가 412년으로 밝혀졌다. 교토부京都府 우지시가이宇治市街유적
유로流路SD302유구에서 초기 스에키須惠器와 공반된 목제품도 역시 수피樹皮형으로 벌채
또는 성장이 멈춘 연대가 389년으로 확인되었다. 이 시가이市街유적 출토 스에키須惠器는
삼각거치문이 시문된 발형기대, 점렬문이 시문된 개, 팔자형 대각의 고배 등의 형식으로 볼 때
TG232형식과 병행하는 시기로 파악된다.
나라현奈良縣 시모다히가시下田東2호분에서는 방형주구묘의 주구에서 금송제의 목관 저판
底板이 출토되었다. 목재는 변재邊材형으로 449+α년으로 측정되어 10년 전후의 연륜을 더
한다면 460년대에 해당하며 공반된 스에키須惠器는 TK23형식이다(和田晴吾 2009).
그런데 시가이市街유적 출토 스에키須惠器에 공반된 목제품의 연륜연대는 TK73형식 또는
TK216형식에 동반한 헤이죠궁平城宮 하층유구의 목제품보다 약 20년 정도 선행하는 점이 주
목된다. 이는 TG232형식과 TK73형식간의 형식차를 모순 없이 잘 반영하는 점에서, 그동안 의
문시되어온 헤이죠궁平城宮 하층SD6030유구의 연륜연대를 방증하고 TG232형식의 스에키須惠
器의 연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더욱이 2단계 후행하는 시모다히가시下田東2호
분 출토 스에키와 공반된 목제품이 460년대인 점은 형식차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일본열도
의 연륜연대는 기존의 스에키須惠器 연대관과 모순이 없는 점에서 그 신뢰성이 인정된다.
군마현群馬縣의 하루나산榛名山은 고분시대에 3번에 걸친 분화활동을 일으켰으며, 그 주변
의 유적에서는 화산재에 매몰된 유구가 발굴조사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루나시
부카와榛名渋川화산생성물(Hr-FA)에 의해 쓰러진 3본의 나무에 대한 AMS연대 측정에 의해 5
세기 말이라는 연대가 확인되었다. 또한 Hr-FA하의 여러 유적에서 MT15형식의 스에키가 출토
되어 이 형식 스에키의 출현 연대가 5세기 말로 소급되는 것이 확실시되었다(藤野一之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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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식은 일본의 연륜연대가 모순되는 점을 지적(洪潽植 2011)하고 있으나 이는 나라현奈
良縣 시모타히가시下田東2호분의 연륜연대를 550년으로 잘못 인식한 것에 기인한다.
이상으로 볼 때 스에키須惠器는 연륜연대로 볼 때 TG232형식(390년 전후)-TK73형식(410년
전후)-TK216형식-TK208형식-TK23형식(460년대 전후)으로 편년되며 그 역연대가 부여된다.
<표 1> 한일韓日 고분古墳의 병행관계竝行關係와 역년대曆年代
연 대

일 본

한 국

3世紀中葉

著墓古墳, AMS240-260(卑弥呼歿249年)

大成洞29號墳

4世紀末

市街遺蹟, TG232窯竝行 (年輪389年)

太王陵(故國壤王391年)

5世紀初

平城宮下層, TK73型式竝行 (年輪412年)

福泉洞10․11號墳

5世紀中葉

下田東2號墳, TK23型式竝行(年輪 449年+α)

皇南大塚 南墳(訥祗王458年)
漢城陷落 夢村土城 TK23 475年以前

5世紀後葉

稻荷山古墳, TK47型式竝行 (辛亥年471年)

玉田M3號墳

5世紀末

Hr-FA, MT15型式竝行 (490年以後)

池山洞44號墳

6世紀前葉

繼體陵, 磐井墓, MT15-TK10型式竝行 (530年前後)

武寧王陵 525年

3. 가야加耶와 신라新羅 유적遺蹟 유물遺物의 역연대曆年代
1) 김해 대성동29호분
신경철은 대성동29호분 출토 양이부원저단경호가 고월자의 영향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이를 3세기 말로 편년하였다(신경철 1992). 그런데 이는 『진서晋書』 동이전東夷傳
부여夫餘조의 태강太康6년(285년)기사에 의거하여 부여족이 남하함으로써 금관가야가 성립
되었다는 본인의 기마민족이주설을 주장하기 위한 연대관을 염두에 둔 편년으로 본다.
대성동29호분 출토 직구 와질타날문단경호와 유사한 형식의 호는 공주시 하봉리9호분에
서도 확인된다. 이와 같은 와질호는 하남시 미사동A-21호 주거지에서 중도식 경질무문토기와
공반되며, 같은 형식의 경질무문토기는 강릉시 안인리2호주거지에서도 확인된다. 2호주거지
에서는 낙랑토기가 확인되며, 이 낙랑토기는 다카쿠 겐지高久健二의 낙랑고분 편년의 5기인
3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형식이다(高久健二 1995:86-87). 또, 대성동29호분에서는 일본열도
고분과의 병행관계의 설정이 가능하다. 대성동29호분의 하지키土師器계 연질옹은 후쿠오카현
福岡縣 츠고쇼카케津古掛고분 출토 하지키와 유사하며, 또 여기에서는 29호분 출토품과
유사한 정각식定角式철촉과 판상철부가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츠고쇼카케고분은 쇼나이庄內
식과 후루布留 고식 하지키가 공반되어 3세기 중엽으로 편년된다.
오사카부大阪府 가미加美1호분구묘 출토 승석문호는 인접한 규호지久寶寺유적 SK303 출토
노형기대와 함께 쇼나이식庄內식 Ⅲ기에 병행하는 것으로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교차 편년
설정에 중요한 자료이다. 가미加美1호분구묘 출토 승석문호는 종래 회청색경질토기로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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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나 횡치소성에 의한 동부의 함몰흔과 구연부의 왜곡 등의 특징으로 볼 때 와질토기
에서 회청색경질토기로 가는 과도기의 함안지역산 토기로 파악된다.
쇼나이庄內식Ⅲ기는 일본 최고의 초대형 전방후원분으로 히미코卑弥呼의 묘로 비정되고
있는 나라현奈良縣 하시하카箸墓고분이 축조되는 시기이다. 하시하카箸墓고분의 연대는 249년
-266년 사이로 비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 Ⅲ기는 와질토기가 주류인 가운데 회청색경질토기가
출현하는 김해시 대성동29호분과 병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 시기의 역 연대 설정에
참고가 된다. 대성동29호분은 이상과 같은 낙랑고분과 일본열도 고분과의 병행관계로 볼 때
3세기 중엽으로 비정된다.
나아가 대성동29호분의 연대는 하한이 2세기 후엽으로 비정되고 있는 양동리162호분보다
2단계 후행하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대성동29호분은 김해시 양동리162호분의 다음 단계인
회청색경질토기가 출현하는 양동리235호분에 바로 후행하는 고분인 점에서 이를 3세기 중엽
이후로 늦추어 볼 수 없다.
이처럼 대성동29호분은 일본열도 고분과 원삼국시대 목곽묘의 편년으로 볼 때 3세기 중엽
으로 편년된다.

2) 김해 대성동88호, 91호분
최근 홍보식은 김해시 대성동88호, 91호분 출토 중원, 전연계 문물의 연대를 전연前燕
건국인 349년 이후로 보고, 부산시 복천동38호분을 같은 단계로 설정하며 3기 고분의 연대를
4세기 중엽으로 편년하였다. 더욱이 금동투조대장식구가 출토된 대성동88호분은 4세기 3/4
분기로 보았다(홍보식 2017).
그러나 전연前燕의 건국은 그가 주장하는 349년이 아니라 모용황慕容皝이 연왕燕王을 칭하
며 용성龍城에 도읍을 정하는 337년이다. 더욱이 전연의 시조인 모용외慕容廆가 293년 고구려
를 침공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이전 시기부터 모용씨는 요서遼西를 거점으로 활동하였다.
그래서 전연의 건국 시점을 오인한 것이며, 대성동88호묘 연대는 이 고분의 기년명을 알 수
있는 금동투조대장식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고분의 대장식구는 용문의 형태가 태령이년太寧二年의 즉 324년 명문전이 출토된
광동성廣東省 광주시廣州市 대도산진묘大刀山晋墓보다 선행하는 형식인 점에서 그 이전에
제작된 것이다(박천수 2018:471).
따라서 대성동88호분의 연대는 전연의 활동, 대장식구의 연대로 볼 때 4세기 전엽으로
편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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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주시 황남동109호분3․4곽, 부산시 복천동21․22호분, 합천군 옥전23호분, 大阪府 大庭
寺TG231․232號窯
필자는 오바데라大庭寺TG232호요의 기형을 파악할 수 있는 발형기대를 통하여 부산․김해지
역과의 병행관계를 설정하였다. 오바데라유적에서는 격자문, 거치문, 결승문을 복합한 문양구
성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새롭게 파상문이 시문된 기대가 출현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양 조합은 복천동21․22호분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발형기대 가운
데 복천동10․11호분 출토품과 같은 산山자형을 이루는 변형파상문을 가진 것도 소수 확인되어,
필자는 TG232호요에서는 이 기대들을 포함한 초기 스에키須惠器를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제작
된 것으로 보고 그 역연대를 4세기 말-5세기 초에 걸친 것으로 비정하였다(朴天秀 1998).
이후 나라현奈良縣 헤이죠궁平城宮 하층과 교토부京都府 우지시가이宇治市街유적에서 초기
스에키須惠器와 공반된 목제품의 연대가 각각 412년, 389년으로 확인되어 필자의 연대관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필자는 신경철이 제기한 오바데라TG232호요 출토 초기 스에키가 복천동10․11호분에
후행한다는 새로운 설(신경철 2010)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박천수 2012).
신경철은 복천동21․22호분 출토 기대는 오바데라大庭寺TG232호요보다 배신이 깊고 각부가
곡선적인 고식만이 부장된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은 주곽인 22호곽의 경우 배신이 얕고
각부가 직선적인 신식의 기대가 3점 부장된 것이 확인된다. 필자는 전자에는 후자에 선행하는
형식이 일부 보이는 것은 인정되나, 양자의 문양 조합이 일치하고 전자에도 신식이 포함된
점에서 양자는 병행관계로 본다.
또한 신경철은 TG232호요에서는 복천동10․11호분 기대와 유사한 형식이 있는 것을 유독
강조하고 있으나 실은 여기서 유사한 형식은 소수에 불과하고 TG232호요 출토 기종 가운데
특히 대호의 수가 다수인 점에서 조업의 시기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
유적의 일부 토기는 복천동10․11호분과 같은 시기에도 조업이 이루어진 것을 반영함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조업 개시기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TG232호요에서는 고식의 기대뿐만 아니라
복천동10․11호분에 주류를 이루는 신라양식 고배가 보이지 않는 점도 전자가 후자에 후행하지
않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신경철은 기대의 배신 깊이와 각부 형태를 기준으로 편년하고 있으나, 요지 출토품인
관계로 많은 자료가 도면 복원되어 제시된 TG232호요 출토품과의 정확한 비교는 사실 무리한
점이 많다. 그래서 필자는 기대의 문양구성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편년 요소로 보고, 여기
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하 3자의 문양구성에 대해 검토하였다(박천수 2012).
TG232호요에서 출토된 발형기대 가운데 배신의 문양이 확인되는 개체는 모두 29점이며
문양은 무문(1), 결승문(1), 격자문(2), 거치문(1), 격자문＋거치문＋파상문(3), 파상문＋거치문
(11), 파상문(10)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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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천동21․22호분의 기대는 모두 14점이며 문양은 점렬문(1), 거치문＋파상문＋반원문(1),
결승문＋격자문＋파상문(1), 격자문＋거치문(1), 격자문＋파상문(1), 반원문＋파상문(1), 거치문
＋파상문(3), 파상문(5)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천동10․11호분의 기대는 모두 11점이며 문양은 결승문(1), 결승문＋파상문(2), 격자문＋
파상문(1), 파상문(7)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 1> 오바데라大庭寺TG232요, 복천동21·22호분, 10·11호분 출토 발형기대의 문양구성 비교

TG232호요에서는 문양구성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새롭게 파상문이 시문된 기대가 출현
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양 조합은 복천동21․22호분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발형기대 가운데 복천동10․11호분 출토품과 같은 산山자형을 이루는 변형
파상문을 가진 것도 소수 확인되는 것에서 TG232호요가 복천동21․22호분 단계에 조업을 개시
하여 복천동10․11호분 단계까지 조업한 양상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홍보식은 복천동21․22호분, 옥전23호분, TG232호요 출토품 간에 보이는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옥전23호분은 전자에 후행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홍보식 2014).
그러나 필자는 각각 다른 지역 출토품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세세한 차이점 보다는 발형
기대에서 관찰되는 복합문양이라는 유사성이 오히려 병행관계 설정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합천군 옥전23호분보다 1단계 선행하는 것으로 본 복천동21․22호분에도
신식요소인 배신의 깊이가 얕은 점, 문양이 파상문 위주인 점 등에서 결코 옥전23호분에 선행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옥전23호분 출토 경주양식 2단교호투창고배는 복천동21․
22호분 출토품에 비해 배신이 약간 직선화된 점에서는 약간의 시기차가 인정되나 이를 다음
시기인 황남동110호 단계로 볼 수 없으므로 양자는 같은 단계의 신․고형식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주시 수촌리Ⅱ-1호분에서는 합천군 옥전35호분 출토품과 동일 형식인 등자가
4세기 후반에 제작된 중국제 사이부호와 함께 출토되어 5세기 초 전후로 편년되는 것도
참고가 된다. 왜냐하면 옥전35호분은 토기와 마구로 볼 때 옥전23호분에 1단계 후행하는
시기로 판단되고, 이는 TK73형식의 스에키須惠器가 출토된 교토부京都府 나구오카키타奈具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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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1호분에서 같은 형식의 창녕양식 토기가 공반되기 때문이다. 즉 옥전23호분이 TK73형식보다
1단계 선행하는 복천동21․22호분, 황남동109호분3․4곽과 병행하는 것을 방증하는 자료이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병현은 황남대총남분의 연대를 교토부京都府 우지시가
이宇治市街유적 유로SD302유구 출토 초기 스에키須惠器의 역연대가 389년이며 오바데라大
庭寺TG232형식과 병행하는 시기로 보고, 또한 TG232형식과 복천동21․22호분, 복천동10․11호
분이 병행하는 것으로 보고 후자를 4세기 후엽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논거로 황남대총남분을
5세기 초로 편년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복천동10․11호분이 우지시가이宇治市街유적 유로SD302유구 초기 스에키須
惠器와 병행하는 시기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바데라大庭寺TG231․232窯는 복천동21․22
호분단계에 개시하여 복천동10․11호분 단계까지 조업한 것으로, 즉 개시기는 우지시가이宇治
市街유적 유로SD302유구 초기 스에키와 병행하나, 복천동10․11호분 단계는 이에 후행하는 T
K73형식과 병행하는 시기인 것이다.
4) 부산시 복천동10·11호분, 경산시 임당동7B호분, 고령군 지산동30호분
신경철은 복천동10·11호분의 연대에 대해

유사한 형식의 등자가 출토된 시가현滋賀縣

신가이新開고분, 오사카부大阪府 시치칸七觀고분의 연대관에 근거하여 5세기 중엽으로 설정
하였다(신경철 1985).
그런데 두 고분은 종래 일본고분 편년에서는 5세기 중엽으로 비정되어왔다. 이는 신경철에
이어 김두철의 연대관에도 계승되어 그는 양 고분을 5세기 제2/4분기 말 또는 5세기 제3/4
분기로 편년하고 있다(김두철 2001). 그러나 양 고분은 전방후원분 집성 편년의 6기에 해당
하는 TK73형식의 스에키와 병행하는 시기이다. 시치칸七觀고분 출토 용문대장식구는 신라산
으로 황남대총 남분 출토품보다 형식학적으로 확실하게 1단계 이상 선행하는 것으로 경산시
임당동7B호분 출토품과 동일한 형식이다(박천수 2003). 임당동7B호분은 토기로 볼 때 황남동
109호분3․4곽보다 1단계 후행하는 경주시 월성로나13호분과 병행하고 458년에 몰한 눌지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황남대총 남분보다 1단계 이상 선행한다. 또 경산시 임당동7B호분과
합천군 옥전35호분에서는 동일한 형식의 신라산 편원어미형행엽이 부장되어 양자는 병행
관계로 파악된다. 그래서 복천동10․11호분의 연대는 역시 5세기 초로 파악된다.
TK73형식의 스에키가 공반된 교토부京都府 나구오카키타奈具岡北1호분의 창녕양식 토기는
부산시 가달5호분 출토품과 같은 형식이다. 또한 합천군 옥전35호분에서는 가달5호분과 같은
형식의 창녕지역산 토기와 함께 병부 단면 5각형 등자가 부장되었다. 이러한 대가야문물은
필자가 5세기 전엽으로 편년해 온 지산동30호분과 병행하는 시기의 것이다(박천수 2003).
이는 TK73형식 스에키의 역연대가 412년을 전후하는 것과 함께 단면 5각형의 동일 형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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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자가 출토되어 5세기 초 전후로 편년되는 공주시 수촌리Ⅱ-1호분의 연대와 부합한다.
지산동30호분은 35호분과 32호분의 사이에 조영된 고분이다. 지산동35호분과 32호분의
연대에 대해 김두철은 전자를 460년대, 후자를 480년대로 보고(김두철 2001)있으나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역연대를 도출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TK73형식 스에키가 출토된 나구오카키타1호분과 부산시
가달5호분, 합천군 옥전35호분, 옥전5호분은 공반된 창녕양식토기로 볼 때 병행관계로 파악
되며, 옥전35호분, 옥전5호분 출토 병부 단면 5각형 등자는 답수부에 미끄럼 방지용 병鋲이
박힌 것으로 지산동30호분 출토 등자와 같은 형식인 점에서 후자는 크게 보아 TK73형식
스에키와 공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수촌리Ⅱ-4호분에서 지산동30호분 출토품에 1단계
후행하는 형식의 철판으로 윤 전체를 철판으로 보강하고 답수부에 병이 박힌 5세기 전엽
전후로 편년되는 목심등자가 부장된 것도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 본다.
홍보식은 임당동7B호분과 황남동110호분은 복천동10․11호분에 후행하며 황남대총남분과
병행하는 시기로 주장하였다(홍보식 2014).
그런데 임당동7B호분과 병행하는 시기로 본 황남대총남분 부곽 출토 고배는 삼각거치문,
원문, 사격자문과 같은 기하학적 문양을 시문한 개를 동반하고 배신과 각부에도 같은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양은 금관총, 천마총, 금령총, 서봉총 출토 토기에 시문된다.
따라서 황남대총남분 출토 토기는 월성로가13호분, 황남동110호분, 임당동7B호분보다는 천
마총, 금관총, 금령총, 서봉총 출토품에 근사하다고 본다.
임당동7B호분과 황남대총은 토기, 대장식구, 마구로 볼 때 같은 시기로 볼 수 없고 전자가
1단계 이상 선행하는 것으로 본다. 임당동7B호분 토기는 고배가 3단각이며 개蓋의 문양이
파상문과 집선문인데 비해 황남대총남분은 2단각이며 고배에까지 기하학적 문양이 시문된
황남대총북분에 가까운 형식이 주류를 이룬다. 임당동7B호분 출토 용문투조대장식구는 황
남대총남분 출토품에 비해 용문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당초문화된 후자에 비해 선행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황남대총남분에서는 임당동7B호분에 보이지 않는 철제등자와 함께
심엽형행엽에 삼엽문이란 새로운 문양이 등장하고 편원어미형행엽도 신식이 출현한다. 그래서
토기, 장신구, 마구로 볼 때 임당동7B호분이 황남대총남분보다 1단계이상 선행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임당동7B호분 출토품과 동일한 형식의 신라산 용문투조대장식구가 출토된 오사카부
大阪府 시치칸七觀고분은 전방후원분집성前方後圓墳集成 편년의 6기에 해당하는 TK73형식의
스에키須惠器와 병행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복천동10․11호분, 임당동7B호분은 병행하는 시기로 볼 수 있으며 황남대총남분, 일본열
도의 초기 스에키須惠器, 수촌리고분 출토 중국도자의 연대로 볼 때 5세기 전엽으로 판단된다.

34

신라 ․ 가야토기의 특징과 편년

1

5) 창녕군 계남리1, 4호분, 합천군 옥전M1, M2호분, 31호분
필자는 비화가야양식 토기를 옥전68호분-옥전23호분-가달5호분-옥전31호분-교동3호분,
계남리1,4호분, 옥전M1, 2호분으로 편년하였다(박천수 2010).
그런데 홍보식은 옥전 31호분은 창녕 교동1, 3호분보다 후행하는 것으로 보고, 창녕
계남리1, 4호분은 옥전M1호분보다 1단계 선행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즉, 계남리1,4호분옥전M2, M1호분-창녕 교동1, 3호분-옥전31호분으로 편년하였다(홍보식 2014).
이전부터 필자는 옥전68호분, 옥전23호분, 가달5호분 출토 상하일렬투창고배를 통하여
비화가야양식이 존재함을 주장하여 왔다. 그리고 비화가야양식 토기의 주 분포권은 창녕
지역을 중심으로 인접한 청도군 이서지역 일대에 걸쳐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 후 청도군 성곡리고분군에서 이러한 형식의 고배가 다수 출토되어 낙동강하류역 일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이 형식의 고배가 창녕산 또는 창녕계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비화가야양식 토기를 이해하지 못한 경남지역 연구자들의 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최근 창녕군 동리고분군에서 필자가 주장해온 비화가야양식의 상하일렬투창고배가
다수 출토되어 주목된다. 동리고분군 출토 토기는 필자가 기존 편년한 바와 같이 상하일렬
투창고배에서 과도기를 거쳐 상하교호투창고배로 변하는 과정이 잘 확인된다.
동리고분군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비화가야양식 토기는 상하일렬투창고배와 단추형
손잡이를 가진 개가 공반되는 것에서 상하교호투창고배와 신식의 대각도치형 손잡이를 가진
개가 공반되는 것으로 변화한다.
필자는 옥전31호분과 교동3호분의 선후관계는 유물 조합상에서 볼 때 전자가 선행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전자에는 고식의 상하일렬투창고배 뿐만 아니라 단추형
손잡이를 가진 개가 공반되나, 후자에는 상하일렬투창고배와 단추형손잡이가 사라지고 상하
교호투창고배와 신식의 대각도치형 손잡이를 가진 개가 부장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옥전31호분에는 교동3호분 출토품에 선행하는 형식의 파배가 부장되었다. 즉 옥전
31호분 출토품은 교동3호분 파배에 비해 배신이 직선적이고 통형에 가까운데, 이는 2단계
선행하는 옥전23호분 출토품의 형태적인 요소가 잔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교동3호분
출토품은 돌대가 다수 형성된 점, 즉 장식이 부가된 점에서도 후행하는 형식으로 판단된다.
이는 유대파수부완의 경우도 전자에는 유개식에 단면 원형의 파수를 가진 것이, 후자에는
신라의 영향에 의해 새롭게 출현한 무개식의 단면 세장방형 파수를 가진 것이 공반되는 것
에서도 방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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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천군 옥전M3호분, 사이타마현埼玉縣 이나리야마稻荷山고분, 고령군 지산동44호분
필자는 옥전M3호분과 지산동44호분을 5세기 후엽과 5세기 말로 편년한다(박천수 2006).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두철은 『일본서기』의 510년대에 보이는 기문己汶,대사帶沙
사건을 계기로 일본열도에 이입된 문물이 대가야에서 백제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하고, 구마
모토현熊本縣 에타후나야마江田船山고분의 가야계 마구를 6세기 제1/4분기, 이보다 형식학적
으로 선행하는 사이타마현 이나리야마고분 출토 철검의 신해년을 531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두철 2001).
그런데 에타후나야마고분에서는 TK23형식과 TK47형식의 스에키가 출토되었으며, 전자는
대가야산 문물에 공반된 것으로, 후자는 백제산 문물에 공반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후자에는
웅진기에 제작된 것으로 파악되는 백제산 개배가 공반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이 고분의 대
가야산 문물은 5세기 제3/4분기, 백제산 문물은 5세기 제4/4분기에서 6세기 초에 이입된
것으로 보았다. 이는 기문, 대사 기사에 의거한 김두철의 연대관이 성립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 이 고분의 연대에 근거하여 옥전M3호분을 5세기 제4/4분기로 편년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열도에서 대가야양식 마구는 시즈오카현靜岡縣 다타오즈카多田大塚 등에서 TK208형식
토기와 공반하여 출현하고 주로 TK23형식과 TK47형식의 스에키가 공반되는 점에서도 성립
기의 대가야양식 마구가 부장된 옥전M3호분의 연대를 5세기 말로 늦추어 볼 수 없다.
M3호분과 같은 형식의 마구가 출토된 f자형경판비와 검릉형행엽 등은 일본고분 편년과
병행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 M3호분의 f자형경판비의 경판은 전체를
강하게 굴곡시킨 점과 인수에 사슬과 별도로 제작한 인수호를 연결시킨 구조, 연금의 못의
수 등의 점에서 이나리야마고분 역곽 출토품과 유사하다(千賀久 1994).
이나리야마고분은 출토 대장식구의 반육조 용문이 옥전M3호분 출토 용문환두대도의 병두
금구의 도상과 같은 점에서도 병행관계로 설정된다.
옥전M3호분의 역연대는 이나리야마고분 역곽은 TK47형식에 병행하는 점에서 일본열도로의
마구의 이입, 보유, 매납 기간을 고려하여 이보다 한 단계 이른 시기인 철검명(471년) 의
전후한 시기에 위치시킬 수 있다.
더욱이 이나리야마고분에서는 군마현群馬縣 시부카와하루나잔榛名渋川 화산재(Hr-FA)가
스에키가 출토된 주구의 상층에 퇴적된 것이 확인되고, 그 분화가 MT15형식과 병행하는
것에서 신해년을 531년으로 볼 수 없음과 그 이전에 폐기된 TK47형식의 스에키가 6세기 초
이전으로 소급되는 것이 밝혀졌다(酒井清治 2004). 더욱이 Hr-FA의 강하연대가 군마현群馬縣
하루나잔후타쯔타케榛名山二つ岳동쪽 산복에서 화산재에 피복된 채로 발견된 3본本의 수목에
대한 AMS 측정치가 5세기 말로 판명되어 MT15형식의 출현이 6세기 이전으로 소급되는 것이
증명되었다(藤野一之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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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산동(영)1-5호분과 합천군 봉계리20호분에서는 TK23형식의 스에키인 유공광구
소호와 고배가 각각 출토되어 일본 고분시대 편년과 병행관계의 파악이 가능한 점에서 주목
되었으나, 양 고분의 편년적 위치가 모호하여 그다지 활용되지 못하였다. 옥전M3호분의
연대와 관련하여 그 편년적 위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산동(영)1-5호분은 경부가 곡선화된 장경호와 외면을 3구로 구획하고 그 중간에 1열로
점렬문을 시문한 개가 출토되어 동일한 형식의 개가 공반된 지산동(영)1-12호분, 1-18호분과
병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합천군 봉계리20호분은 투창의 길이가 길어진 대가야양식의 1
단투창고배가 출토되어 동일한 형식의 고배가 공반된 지산동(영)1-97호분과 동일한 시기로
본다. 이는 지산동(영)1-97호분에서는 지산동(영)5호분 출토품과 같은 형식의 개가 공반된
점에서 지산동(영)1-5호분과 합천군 봉계리20호분은 병행관계로 파악된다. 양자는 지산동
(영)1-97호분에서 합천군 옥전M3호분과 동일한 형식의 대가야양식 발형기대가 공반되어,
5세기 제3/4분기로 비정되는 옥전M3호분과 병행하는 것으로 본다.
더욱이 서울시 몽촌토성3호저장공에서 출토된 개배 1점이 TK23형식의 스에키는 백제토기와
공반되고 있고 당시의 고구려와 왜의 적대적인 관계로 볼 때 한성 함락 이전에 반입된 것이
분명한 점에서 TK23형식의 출현 연대와 그 이입 시기는 확실히 475년 이전으로 상정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 풍납토성 출토 소가야양식 토기도 이 시기 역연대 설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
다. 왜냐하면 스에키와 같이 소가야양식 토기도 475년 이전에 이입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
다. 이는 475년 풍납토성이 폐성되는 것에서 더욱 그러하다. 풍납토성 출토 소가야양식의 개 2
점은 구연부 내면에 홈이 형성되고 외반하는 것으로 종래 6세기 이후로 편년하던 형식이다.
이 소가야양식 토기는 진주시 무촌리3구82호분, 3구145호분 출토 개와 유사한 것에서
이러한 형식의 토기가 475년을 전후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에 1단계 선행하는
형식의 소가야양식 토기와 대가야양식 토기가 출토된 남원시 월산리M1A호분은 5세기 중엽
으로 편년된다.
옥전M3호분, 이나리야마고분의 연대는 이나리야마고분 출토 신해년철검명, Hr-FA의 강하
연대, 몽촌토성 출토 스에키, 풍납토성 출토 소가야양식으로 볼 때 5세기 후엽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홍보식은 옥전M3호분과 지산동44호분의 연대에 대하여 지산동
84호석곽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접근하였다(홍보식 2012). 지산동84호석곽묘 토기가운데
신라토기와 병행관계가 설정가능한 대부직구호가 있는 것에 착안하여 이 기종이 신라지역
에서 6세기 이후에 주로 부장되는 것을 근거로 이 고분을 6세기 초로 편년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산동84호석곽묘와 옥전M3호분, 지산동44호분 출토품의 비교를 통하여 전자가
후자에 선행하는 지산동32호분 단계로 보고, 지산동44호석곽묘와 옥전M3호분은 6세기 전반
으로 편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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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연 지산동84호석곽묘에 신라양식의 직구대부호가 공반된 것인가에 대한 상식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같이 출토된 대가야양식 토기와 반원문이 시문된 대부직구호는
100년 이상의 시간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즉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대부직구호는 6세기
후반 신라토기의 특징적인 형식이다. 필자는 지산동84호석곽묘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대
부직구호가 석곽내에서 출토된 것을 근거로 두고 있으나, 필자는 Ⅲ-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곽의 개석이 유실된 점, 72호석곽묘와 조선시대 분묘가 중복된 점으로 볼 때 이 대부직
구호는 당연히 후대에 혼입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옥전M3호분과 지산동44호분을 6세기
이후로 내리기 위한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닌가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필자는 옥전M3호분과 지산동44호분의 연대에 대해 이미 상술한 바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재언하지는 않는데, 지산동고분군의 왕묘 축조 과정으로 볼 때 지산동44호분 이외 왕릉급
고분이 능선 정상부에 5기 이상 축조된 것에 주목한다. 562년 대가야 멸망을 생각한다면
홍보식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520년대 이후 왕릉급 고분이 5기 이상 축조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의문이다. 이는 옥전M3호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고분의 축조 후에도 5기
이상의 다라국의 왕릉급고분이 조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자는 5세기 후엽 가라국과 다라국의 전성기의 왕묘로서, 6세기 이후로 내려 볼 수 없다.
7) 고령군 지산동45호분, 고성군 송학동1호분B호석곽
지산동 구39호분은 출토 용문환두대도가 무령왕릉과 출토품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穴澤口禾光․馬目順一 1993). 구39호분은 발형기대가 무문계로 지산동45호분과 같은 2
유형인 점, 또 사다모리 히데오定森秀夫가 지적(定森秀夫 1987)하였듯이 양 고분 출토 토기의
조합이 일치하는 점에서도 양자는 병행관계로 본다. 근래 지산동45호분과 같은 시기의
의령군 천곡리25호분에서는 MT15형식의 제병提甁이 출토되었다.
산청군 생초9호분에는 대가야양식의 토기와 함께 MT15형식과 TK10형식의 스에키須惠器인
고배, 개배 등이 출토되었다. 생초9호분의 대가야양식 토기는 지산동45호분에서 다음 단계의
합천군 삼가1호분A호석곽으로 가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생초9호분의 저평통형
기대는 각부가 직선화된 것으로 지산동45호분과 환형기대가 출토된 삼가1호분A호석곽 사이로
편년된다. 장경호는 동부가 경부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지산동45호분 출토품에 후행하는
형식으로 삼가1호분A호석곽 출토품과 동일한 형식이다.
고성군 송학동1호분B호석실에서도 MT15형식과 TK10형식인 유공광구소호가 출토되었다. 이
고분에서는 지산동45호분 출토품과 같은 형식의 장경호, 천정부가 만곡한 개와 함께 삼가
1호분A호석곽 출토품과 유사한 형식의 천정부가 납작한 개, 사이부호가 확인되었다. 전자는
MT15형식과 후자는 TK10형식과 공반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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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동45호분은 MT15형식과 병행하고 그 다음 단계는 TK10형식에 병행하는 것으로 파악
된다. 45호분은 MT15형식의 스에키須惠器가 5세기 말부터 출현하고, 525년 축조된 무령왕릉,
531년 몰歿한 게이타이릉繼體陵인 오사카부大阪府 이마시로즈카今城塚고분에서 TK10형식,
528년 몰歿한 이와이묘磐井墓인 후쿠오카현福岡縣 이와토야마巖戶山고분에서 MT15형식과
TK10형식의 스에키須惠器가 출토되는 점에서 510년대를 전후한 시기의 연대가 설정된다.
지산동45호분, 송학동1호분B호의 연대는 무령왕릉과 MT15형식, TK10형식의 스에키須惠
器의 연대로 볼 때 6세기 초, 전엽으로 각각 편년된다.

Ⅵ. 맺음말

신라 가야토기는 양 지역의 문화적 차이 뿐만 아니라 신라 가야의 성장과정과 정치적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신라양식 토기는 4세기 전반에는 경주지역 주변에만

분포하였

으나, 4세기 후반이후 각 지역양식 토기에 경주양식화가 시작되고, 5세기 후엽이면 낙동강
이동의 全지역이 신라양식화되는 현상이 보인다. 이는 경주분지 일대를 영역으로 한 소국에
불과하였던 사로국 세력이, 낙동강 이동지역과 동해북부 지역의 소국을 정복하면서 신라로
성장하는 과정에 따른 소국의 정복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야양식 토기로 살펴볼 때

4세기대 뚜렷한 양식적인 특징과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 금관가야와 아라가야인 것은 가야 전기의 중심국이 兩國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한편,
4세기 후엽이 되면 금관가야와 아라가야 토기의 양식이 소멸되고 그 분포권을 축소되는
현상은 兩 세력의 몰락과 쇠퇴를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소가야양식 토기는 4세기 말, 5세기 전엽 이전시기의 아라가야양식 토기를 교체하
듯이 남해안과 황강유역, 남강중, 상류역까지 그 분포권을 확대하게되는데, 이는 아라가야를
대신하여 소가야가 이 시기 가야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4세기대에는 독자적인 토기양식의 존재가 미미하였던 대가야양식 토기는 5세기중엽이래
황강류역의 합천, 거창, 남강 중, 상류역의 함양, 남원과 섬진강수계의 남원분지와 구례일대에
분포하게 된다. 이는 아라가야와 소가야가 활동하였던 前시기 황강, 남강 중, 상류역과 섬
진강수계의 관계망을 대가야가 대신하여 장악함으로써, 4세기까지 내륙의 소국에 불과했던
대가야가 가야후기의 중심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6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가야지역에는 급격하게 신라 후기양식 토기가 나타나게된다. 이는
562년 대가야 멸망을 전후하여 신라가 가야지역을 영역화하는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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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까지 한국 역사고고학이 정립되지 못한 것은 명확한 편년이 결여된 상태로 해석이 행
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신라․가야고고학은 다시 혼란기에 접어든 것 같은 인상이 지우기 어렵다.
필자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연대관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연대관 위에 행해지는 주관적인 해석이다.
각 연구자의 편년이 시한부적인 것임을 주지하는 바이다. 편년을 포함한 연구자의 학설은 새
로운 자료와 방법론에 의해 바뀌는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자신의 연대관이 영속적인 것으
로 착각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역사적 사건과 결부시켜 고고자료의 역연대를 도출하는 경
우에는 반드시 양자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양자를
잘못 결부시킨 경우, 그 역연대와 이에 따른 해석은 사상누각砂上樓閣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중국, 일본과의 교차편년과 국내에서의 연륜연대 측정법과 같은 과학적인 연대
측정법의 활용에 의한 삼국시대 역연대의 축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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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준비단계
1. 실측판과 실측도면 준비
1) 실측판의 종류

실
측
판
턴테이블

4구획 + 동심원

4구획 + 5의 배수

수직자(수평계) (부피가 적어 이동시
수월하며 비교적 저렴함)

실측대
(무거워 이동이 어렵고 고가임)

2) 실측대 종류

실
측
대
방안삼각자
(구입이 쉽고 저렴함)

실측대 좌우이동

실측대 고정

3) 실측대 설치 시 주의점

실측대를 기준선과 맞닿게 맞추면 표시한 측점이 뾰족자에
가려 안보일 수 있다.

기준선에서 뾰족자의 두께만큼
뒤에 실측대를 세워야 측점이 보인다.

- 수직자를 이용한 실측대의 경우 실측판의 좌우중심선위에서 수평상태만 유지하면 된다.
4) 도면 준비

도
면
준
비

- 실측대 위에서 계측한 측점들을 옮길 도면준비
- 바닥선 표시 후 너비와 높이에 5의 배수만 간략하게 표시

91

유물의 이해와 실측(2기)

Ⅱ. 토기편의 실측 방법

1. 구연부 및 저부 정치 및 도치
1) 4구획+동심원이 그려져 있는 실측판 이용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되도록 위치시킴

동심원이 그려진 실측판에
구연부와 저부를 직접 대고 직경 확인

구경을 직접 실측판에 그린 후 곡률에
맞게 위치이동 후 기준선 긋기

제일 많이 남아 있는 토기면이 기준선에 위치하며
기준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되게 위치시킴

2) 구연부 또는 저부의 원주를 이용하여 반지름을 구한 후 복원

구연부 직경의 일부분을 바디를 이용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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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반지름 구하기 방법 01 (컴퍼스 이용)

- 호선상(검정색) 위에 컴퍼스의 중심점을 위치하고 반지름을 돌렸을 때 호선상을 벗어나지 않는
원주(초록색 실선)를 그려 준다
- 호선상과 컴퍼스가 겹치는 점을 중심으로 각각의 원주(초록색 점선)를 그려준다

- 원주(초록색 실선과 초록색 점선)가 겹쳐지는 곳에 2개의 점이 형성되고 2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만들어 준다

② 반지름 구하기 방법 02 (방안직각자 이용)

호선 안을 지나가는 직선 긋기

호안의 직선을 1/2로 나눔

점이 위치한 곳에 수직선 긋기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직선 긋기

호안의 직선을 1/2로 나눔

점이 위치한 곳에 수직선 긋기

두 개의 직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호선상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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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기편 횡치
- 실측판에서 유물의 기울기만 정확하게 잡아 위치시키면 임시측점보다 방안지의 수치를
너비로 이용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하다.
- 단, 세웠을 때 기울기가 너무 급격한 면은 측점을 오차가 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 동체부편 01 (횡침선, 점토점합흔, 회전물손질 등을 이용)
- 횡침선이 균일하게 잘 남아있는 동체부의 경우 횡침선을 기준으로 기울기를 잡을 수 있으나
횡침선의 형태가 균일하지 않거나 문양이 없을 때는 내면의 회전물손질이나 점토접합흔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횡침선의 직선이 방안지의 눈금과 수평을 유지하게
기울기 조정한 후 고정시킨다

가장 높은 위치가 기준선을 긋는다.
그래야 기준선을 중심으로 양측이 대칭을
이룬다

방안선을 기준으로 토기에 측점을 표시하
면 너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각 측점의
높이만 계측한 후 도면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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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체부편 02
- 횡침선에 수직으로 기준선을 정해 단면은 뜬 후 기울기를 나중에 구하는 방법이다.
- 측점 2개의 반지름을 이용하여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다.
- 단, 측점 2점의 간격이 넓고 각 측점의 호선(너비)이 길어야 오차가 적다.

횡침선의 좌우가 대칭되도록 중심선 긋기

각 횡침선의 반지름 구하기
ex) 반지름 측정하여
상단 측점의 반지름: 10cm
하단 측점의 반지름: 15cm를 구함
3개의 자를 이용하며 측점에 위치한 2개의 자는 서로
수평을 이루고 이와 직각을 이루는 자가 중심선이 된다

3. 토기편 정치후 방안선을 기준점으로 이용

- 방안지상의 눈금을 이용해 너비를 표시하고 높이만 구해도 되는 납작한 유물의 경우
높이는 디바이더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다(고배 대각부의 깊이 측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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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양한 토기편 실측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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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토의 구성이나 소성 상태 등을 바탕으로 기종 파악한 후 유사한 형태의 사진이나
도면을 검색, 실측하는 토기류가 출토된 보고서와 도록들을 참고하여 실측.

(2) 토기편의 상하 위치 잡기
- 타날문토기의 외면에 구획되는 횡침선은 대부분 상부에 위치하며, 그 간격은 하위로 갈
수록 점점 넓어진다.
- 타날문토기의 내면 상위는 회전물손질로 정면하며, 하위는 사방향 등 다양한 방향으로 정면한다.
- 경질무문토기의 경우 동최대경을 기준으로 그 아래는 종방향으로 정면하여, 구연부로
갈수록 횡방향으로 정면한다.
- 경질무문토기 내면의 경우 구연부에 점토쪼임흔이 남아 있으며 횡방향으로 정면한다.
(3) 횡침선이나 돌대 외에도 회전물손질흔이나 점토접합흔을 기준으로 기울기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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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구석기 유물 만들기

Ⅲ. 구석기 유물에 남겨진 정보와 바로놓기

Ⅳ. 구석기 유물 실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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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구석기시대는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간의 영역으로 1만 2천년 전
이전의 시기에 해당한다. 구석기시대에 인간은 돌이나 나무, 동물의 뼈를 도구로 활용하였
는데, 특히 천연의 무기질 고체인 돌을 소재로 한 석기는 현재까지 잔존하는 바 모든 구석기
유적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구석기 유물이라 함은 대체적으로 석기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 구석기시대에 만들어 놓은 유적은 아주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현재에 발견 · 발굴
되게 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원래 유적의 현상은 변형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이며,
인간의 행위를 복원할 수 있는 정보는 급감한다. 석기 역시 공간적인 위치의 변화 등이 발생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퇴적층 내 석기의 출토 맥락을 감안할 때, 그나마 석기는 특정 시기
인류의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구석기 연구는 석기에
집중되었다.
석기 만들기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고자 하는 석기에 적합한 돌감을 찾고, 수(십)
차례의 가공을 통해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까지 시시각각으로 인간의 사고가 반영되며, 석기
만들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부산물에는 인간의 행위 정보가 남겨지게 된다. 석기는
일반적으로 돌감의 선택, 가공 과정, 결과물이라는 세 개의 범주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돌감의 선택은 제작자가 의도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가공 과정은 여러 기술과 기법을 적용하여 원하는 결과물을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결과물은 돌감의 선택과 가공 과정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우리가 흔히 다듬은 석기 또는 연모로 부르는 것으로 완성된 석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의 행위 정보가 담긴 석기는 실측을 통한 도면화 작업을 통해 객관적으로 그
정보를 보존 ·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고학에서 구석기 유물에 대한 이해는
극히 제한적이며 최근에 발간되는 몇몇 구석기 관련 보고서에는 석기에 대한 정보를 파악
하기 어려운 도면이 게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양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석기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먼저 구석기 유물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석기에 남겨진 행위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도식화하는 실측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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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구석기 유물 만들기

석기란 돌을 깨어내어 날을 만들고 그 날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도구를 의미
한다. 돌과 동물의 뿔 등을 사용하여 타격을 가해 석기를 만드는 것을 뗀석기(타제석기)라고
하고, 이보다 좀 더 발전하여 갈고 다듬은 석기를 간석기(마제석기)라고 한다. 구석기 유물은
대부분이 뗀석기이며, 후기 구석기시대 말기에 이르러 간석기가 일부 출현하고 있다.
그럼 대부분의 구석기 유물과 관련된 뗀석기를 만드는 일련의 방법을 살펴보자.
인위적으로 돌을 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직접 돌에 타격을
가하여 돌을 깨는 것이 있다(직접타격법). 직접타격법은 돌에 타격을 가하는 방법에 따라
망치떼기와 모루떼기, 눌러떼기로 양분된다. 망치떼기는 돌이나 동물의 뿔, 나무를 망치로
이용하여 진행되는데, 깨어 내려는 돌을 이와 같은 망치 등을 이용하여 반복 타격함으로써
돌을 떼어내면서 석기의 형태와 날을 만드는데, 구석기시대에 가장 오랜 동안 활용된 석기
제작법이다. 대체적으로 이른 구석기시대에는 돌망치를 주로 활용하다가 늦은 구석기시대에
이르면서 뿔 망치, 나무 망치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모루떼기는 바닥에 자
리한 커다란 돌(모루)에 깨고자 하는 돌을 부딪쳐 석기는 만드는 방법으로 대형의 석재를
깨뜨리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눌러떼기는 한 손에 타격을 가할 돌을 손에 쥐고
다른 한손으로 사슴의 뿔이나 뼈 등을 이용하여 타격할 점에 힘을 주면서 눌러 돌을 떼는
방법이다. 눌러떼기는 비교적 유리질이나 양질의 돌감에 활용되며, 떼어지는 부분이 극히
작아 대표적인 잔손질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돌이 깨어지는 크기로 미루어보면
모루떼기>망치떼기>눌러떼기 순서를 나타낸다.
한편 직접타격법의 망치떼기나 모루떼기에 비해 정교한 돌 깨기 방법이 있는데, 바로 간접
타격법이다. 간접타격법에는 돌날떼기와 가슴눌러떼기가 대표적이다. 돌날떼기는 길이가 5cm를
넘고 너비에 비해 길이가 3배 이상되는 길쭉한 돌조각인 돌날을 떼어내는 방법인데, 타격을
가할 돌의 타격점에 동물의 뿔이나 뼈를 대고 망치로 가격하여 돌을 떼어내는 방법이다.
즉 조각가가 원하는 부위에 정을 대고 타격을 가해 돌을 떼어 내는 방법과 유사하다. 가슴
눌러떼기는 돌날떼기보다 더욱 발달한 방법인데, 뾰족하게 만든 긴 나무잡이를 깨어내고자
하는 돌의 타격점에 대고 가슴의 힘으로 눌러 돌을 떼어내는 방법인데, 길이가 5cm 미만의
작은 돌조각(좀돌날)을 떼는 방법으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자연의 돌을 인위적으로 깨뜨리는 방법은 다양한 편이며, 시기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만들고자 하는 석기에 따라 여러 방법이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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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석기 유물에 남겨진 정보와 바로놓기

인간에 의해 인위적인 가공이 이루어진 석기는 자연 상태에서 깨진 돌에게는 없는 독특
한 모습이 관찰된다. 자연돌의 깨진면과 선은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한 것이 대부분인데 비
하여 인위적인 가공에 의한 석기의 깨어진 면이나 선은 나름대로 규칙성과 일정함을 가지
고 있다. 또한 일정한 가공 정보가 석기 내에 잔존한다.

<도면 1> 자연돌(左)과 석기(右)의 깨진 상태 비교(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 석장리박물관 2013)

구석기 유물에 대한 가공 정보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돌을 깨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몸돌(석핵)과 격지(박편)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다. 몸돌은 돌을 떼어내기
위해 준비된 돌이자 어미돌이라 할 수
있으며, 격지는 몸돌에서 깨어져 나온
조각이자 새끼돌로 생각하면 된다.
몸돌은 그 자체가 다듬은 석기의 몸체가
되거나 또한 다듬은 석기의 소재가 되는
격지를 떼어낸 후에 남은 잔존물이자
돌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완성된 석기
혹은 떼기 작업이 중단되거나 종료된
시점에 버려지게 되며 몸체에는 격지를
떼어낸 흔적이 남아있다. 특히 어미돌인
몸돌은 새끼돌에게 자기의 살을 떼어줌
으로서 몸체에 격지가 떨어져 나간 자
리는 대부분 오목한 양상을 보인다.

<도면 2> 몸돌의 세부 명칭(이정철 2007에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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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돌에 나타나는 떼기의 양상을 전문적으로 보자면, 우선 타격면과 작업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타격면은 돌을 떼기 위해 힘이 가해진 면으로 힘이 가해진 점은 타격점이라 하
며, 작업면은 힘에 의해 돌이 떼어진 면으로 떼어진 격지 하나의 면은 격지자국(박리흔, 격
지흔), 격지자국과 격지자국이 맞닿아 있는 선은 능선라고 한다.
타격면과 작업면의 구분은 유물의 실
측 및 계측을 위한 방향의 설정과 직접
적으로 관련된다. 몸돌의 실측 및 계측
은 주 작업면을 정면에 놓고 주 타격면
이 상면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실측 및
계측이 이루어진다. 이때 주의할 점은
주 타격면을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편평한 상태를 이루도록 바닥에 고정해
야 한다. 한편 계측은 길이, 너비, 두께
(mm 단위)를 비롯하여 무게(g)를 측정한다.
격지는 몸돌에서 떼어진 돌조각을 의

<도면 3> 격지의 세부 명칭
(Whittaker 1994에서 편집·수정)

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석기를 만드는 과
정 중 몸돌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에
비해 큰 조각으로 타격면과 함께 배면
(내면)에는 두덩, 파상문 등의 특징이 관
찰되어야 한다. 특히 어미돌인 몸돌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배면이 불룩한 편이다.
격지는 타격면, 등면(외면), 배면(내면),
측면으로 구분되는데, 타격면에는 타격점
이 존재하며, 배면에는 타격의 힘에 의한
타격혹, 타격흠, 타격열, 파상문 등이 보인

<도면 4> 격지의 계측 방법
(이정철 2007에서 편집)

다. 등면에는 이전의 떼기 횟수를 파악할
수 있는 격지자국이 있는데 이를 통해 초벌 격지, 2차 격지 등의 떼기 순서를 추정할 수 있다.
격지의 실측과 계측은 타격면이 수평이 되도록 한 후 위를 향하거나(서구식) 또는 반대로
아래를 향하게 한 후(일본식) 진행되는데, 모두 힘이 가해진 타격점에서 직선으로 이은 선
(격지떼기축)을 세로 중심선으로 설정한다. 계측의 경우 타격면부터 격지의 끝단까지를 길
이, 길이에 최대 수직이 되는 곳을 너비, 등면과 배면의 최대폭을 두께로 계측한다(mm단
위). 이상의 크기 외에 무게(g)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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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돌과 격지를 이용하여 완성된 석기는 몸체의 소재에 따라 몸돌석기와 격지석기로 구분
되거나 또는 완성된 석기의 크기를 통해 대형석기와 소형석기로 구분하기도 한다. 대체적
으로 몸돌석기의 경우 대형석기, 격지석기는 소형석기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대형석기에
는 주먹도끼류, 찍개류, 여러면석기 등이 포함되는데 주로 이른 구석기시대에 속하며, 소형
석기는 후기 구석기시대에 그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도면 5> 주먹도끼류의 계측 방법
(이융조 외 2012에서 편집)

<도면 7> 격지석기 계측 방법의 제양상
(Debénath & Dibble 1994에서 편집)

<도면 6> 슴베찌르개 계측 방법

<도면 8> 석기 놓기의 제양상(田中英使 2004)

몸돌석기의 경우 형태를 고려하여 실측 및 계측을 진행하는데, 주먹도끼류의 경우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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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들기 위해 타격을 가하여 격지자국이 집중된 편평한 면을 바닥에 수평이 되도록 석기를
배치한 후 첨두부를 위쪽 방향으로 놓고 실측 및 계측하며, 찍개류 역시 격지자국이 우세
한 날이 형성된 평편한 면을 바닥에 수평이 되도록 석기를 놓고 날이 위치하는 부분을 위
쪽으로 향하게 한 후 실측과 계측이 이루어진다. 한편 여러면석기는 몸돌의 실측 및 계측
방법과 유사하게 진행하는데, 주 타격면이 위쪽에 해당하고 주 작업면이 정면을 바라보도록
한 후 실측 및 계측한다. 반면 격지석기의 경우, 도구의 형태를 고려하는 방법(형태축)과
격지떼기축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도구의 형태와 날의 위치를 고려하여 실
측 및 계측하는 방법이 주로 활용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석기의 가공이나 잔손질이 집중
적으로 이루어진 편평한 면을 바닥에 수평이 되도록 놓아야 한다.

Ⅳ. 구석기 유물 실측하기
구석기 유물의 실측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인간의 행위 정보가 반영된 석기의 주요
특징을 부각시켜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 석기 바로놓기는 그 기본 작업으로 몸체의 소재(몸돌
이나 격지), 석기의 형태 및 종류에 따라 위치를 잡아야 하며, 주 실측면(정면)이 바닥에
수평이 되도록 편평하게 놓아야 한다. 한편 몸체의 소재가 몸돌이나 격지가 아닌 조각 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장축방향이나 날부분이 위쪽으로 향하도록 배치한다.

1. 석기 실측도의 원칙
석기 실측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田中英司 2004).
가. 깨어지거나 갈려진 물리적 현상을 기술적 시점으로 도식화한다.
나. 자료의 개체차를 중시한다.
다. 정투상도 3각법을 기본으로 석기의 성격에 따라 표현이나 배치를 한다.
라. 보조투영도(단면)와 표시 기호를 병용하여, 빠짐없는 정보를 전달한다.
구석기 유물은 인위적인 가공을 통해 제작되는 바, 유사한 형태나 형식을 보이는 경우는
있어도 주물로 찍어 낸 것과 같이 동일한 석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각 석기에 나타
나는 정보의 차이를 반영하여 석기를 도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측도의 면 배치는 정투
상도 3각법을 기본으로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는 바, 개별 석기에 따라
최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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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기 실측도의 면과 표시 기호
석기 실측도는 정투상도 3각법을 이용하여 그려질 수 있도록 하되, 각 석기의 특징을 고려
하여 6면도나 3면도를 선택하여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석기에 남겨진 정보를
고려할 때, 일부 석기는 정면과 양 측면, 정면과 하나의 측면, 정면과 후면, 정면과 상면 등
만을 그리기도 한다. 이는 일부 면에만 인간의 행위 정보가 남겨져 있는 경우로 굳이 6면
도나 3면도를 그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입면도의 양상을 보이는 실측도만으로는
행위 정보를 모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단면도를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도면 9> 정투상도 3각법 6면도 적용
여러면석기 실측도(이정철 2007)

<도면 10> 정투상도 3각법 3면도 적용
몸돌 실측도(이정철 2007)

정투상도 3각법 6면도를 기반으로 하여 각 면의 명칭은 <도면 11>과 같이 정면, 상면,
하면, 좌측면, 우측면, 후면으로 기술하며, 보다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제시되는 단면
도는 그 위치에 따라 횡단면, 종단면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용어의 혼돈을 피할 수 있다.
한편 실측도에는 표시 기호를 사용하여 행위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먼저 ‘·’이나 ‘-’을 이용한 표시 기호는 <도면 12>처럼 표시할 수 있는데, a의 경우 사용
당시 부러진 곳, b는 후대 손절부, c는 마모가 관찰되는 부위를 의미하며, 화살표는 <도면 13>
처럼 표시되는데, a는 새기개 타격 방향, b는 타격이 가해진 방향(격리떼기축)을 의미한다.
한편 화살표는 ‘⤉’ 형태가 적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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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점을 이용한
표시 기호
(Addington 1986)

<도면 11> 정투상도 3각법 6면도에 기반한 실측부의 각 명칭
(田中英司 2004에서 일부 수정)

<도면 13> 화살을
이용한 표시 기호
(Addington 1986)

3. 석기 실측도 그리기
1) 준비물
가. 방안지(석기의 크기를 고려하여 A1~B5 사이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선택).
나. 분필(석기에 실측 기준선인 십자선 표시용)
다. 연필이나 샤프(HB나 B로 준비하고, 샤프 사용시에는 0.3mm를 이용)
라. 지우개(제도용)
마. 단면 삼각 축적자, 직각자(직각자는 세울 수 있는 것), 15cm 직선(나무)자
바. 디바이더
사. 바디(나무용)
아. 고무나 점토(바닥에 석기를 고정하는 용도로 석기에 붙지 않는 소재 활용)
자. 트레이싱지
차. 로트링 펜(0.1 / 0.3 / 0.5 / 0.7 / 1.0 등 다양하게 준비, 최근 일러스트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일러스트로 작업시 내선의 작위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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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선과 내선 그리기
석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격지자국, 잔손질 자국)이 집중되는 편평한 면을 실측면의
정면을 설정하고, 정면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방안지 위에 수평으로 편평하게 고정시켜
놓는다. 이때 석기의 외선을 방안지의 직각이 되는 굵은 두 선에 일치시키거나 혹은 석기
전면의 중앙부에 십자선을 분필로 표시한 후 방안지상의 굵은 선이 십자로 교차되는 곳에
대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기준선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석기를 고정시키는 도구로는
고무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클레이 등을 이용하면 좋은데, 석기에 엉켜붙지 않기 때문이다.
석기에 대한 고정이 완료된 후에는 외선을 그리는데, 직각자를 이용하여 석기의 형태 외곽
에 대한 수직점을 확인하고 방안지상에 표시한다. 가능한 촘촘하게 석기 외곽의 수직점을 표시
한 후 이를 연결하여 외선을 완성한다<그림 14>. 특히 외곽의 수직점 표시 과정에서 석기의
외선과 내선이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시를 하여 추후 내선의 작업에 대비한다.

<도면 14> 석기 외선 그리기의 과정(田中英司 2004)

외선의 그리기가 완료되면 내선(석기 내부에 형성된 능선) 그리기를 진행하는데, 그려진
외선의 안쪽에 내선을 표시해야 하므로 석기를 옮겨야 한다. 이 경우 기준선을 바탕으로
석기를 옮기는데, 그려진 외선의 상하 수평선을 맞추어 그대로 우측이 좌측으로 옮겨 놓는
것이 작업에 용이하다.
내선의 실측은 석기 내부의 능선과 능선이 만나는 점의 위치를 디바이더를 이용하여 표시
한다. 앞서 외선을 실측할 때, 내선과 외선이 만나는 점에 대해 별도의 표시를 하였는바,
이를 기준점으로 삼고 측정하거나 또는 기준선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도면 15>와 같이
A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내선과 외선이 만나는 각 두 개의 기준점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점을 측정한 후 교차되는 점을 찾아 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후 내선 그리기는
디바이더로 측정한 점과 점 사이를 석기의 능선 형태를 확인 후 따라 그려서 완성한다. 내선
그리기에서 중요한 것은 디바이더의 측정은 반드시 수평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외곽에 직
각자를 세우고 진행하면 편리), 또한 디바이더의 침부분이 석기에 손상을 입히지 않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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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 석기 내선 그리기의 과정(田中英司 2004)

3) 반대면과 단면도 그리기
한 면(정면)에 대한 외선과 내선 그리기가
완료된 이후 반대면에도 행위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면, 이 역시 실측이 이루어져야 한다. 반대
면의 실측은 한 면의 외곽을 상하의 수평선을
맞추어 그대로 뒤집으면 된다. 그 방법은 이미
그려진 도면 위에 트레이싱지를 덮고 외곽선을
연필로 따라 그린 후 상하의 수평선을 맞추어
우측이나 좌측에 트레이싱지에 그려진 면을
방안지를 바라보게 정치한 후 다시 따라 그리게
되면, 방안지에 외선이 복사한 듯 나타나게 된다
<도면 17>. 이 면은 한 면의 반대면을 보여주
는 것으로 외선을 정리한 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선을 실측하면 된다. 다만 내선의 실측
을 위해서는 외선과 내선이 만나는 별도의 선
을 표시해야 하므로 복사된 것과 같이 나타난
외선에 맞추어 석기를 다시 고정시킨 후 별도
의 교차선을 표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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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 반대면 그리기의 과정(田中英司 2004)

정투상법 3각법 6면도를 이용하여 실측을 진행하더라도 석기에 남겨진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날의 각도 등). 이런 경우에는 단면도를 이용하여 추가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단면도는 석기의 방향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단면도의 실측은 단면을 그릴
부분에 직선으로 지시선을 표시하고, 석기의 측면 교차점이나 수평 중앙값을 확인하여 그
수치를 도면상에 표시한다. 단면은 나무로 만들어진 바디를 이용하여 석기 표면의 긁임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정면과 후면을 석기 좌우의 측면 교차점까지 각각 측정한 후 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때 석기 능선에 해당되는 부분을 점으로 별도의 표시를 진행하면 보다
정확한 단면도를 작성할 수 있다.

<도면 18> 단면도 그리기의 과정(田中英司 2004에서 일부 편집)

4) 측면도 그리기
측면도의 실측방법은 외선과 내선 그리기와 유사하다. 다만 측면부의 내선 처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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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날부분에 해당되는 선만을 표현하거나 떼어진 모든
격지자국의 능선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한편 떼어진 모든 격지자국의 능선 내면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그림 19>.
석기 측면은 대체적으로 두께가 얇은 편이므로 바닥에 고정시기키가 어려운 편이다.
그러므로 고정 고무나 클레이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측면도는 정면도에 대한 실측이
이루어진 후에 진행되므로 정면의 상단과 하단의 수평선에 맞추어 석기 측면부를 세워서
실측을 진행한다. 측면부는 정면부와 상호 대칭되는 점이 수평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각인
하고 진행한다<그림 20>.

<도면 19> 측면 그리기의 제양상(Addington 1986)

<도면 20> 측면 그리기
(田中英司 2004)

5) 석기 내면 그리기
석기의 외선과 내선, 측면도, 단면도 등은 토기 등의 실측에도 거의 그대로 활용되는 방법
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석기에 나타나는 인간의 행위 정보와 직결되는 것은
내선 내부에 해당되는 내면으로 이를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석기 실측을
이야기할 때 가장 곤란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다.
석기 내면의 표현은 현재 보여지는 석기 겉면의 표현을 의미한다. 즉 석기 표면이 자연
면인가? 타격에 의해 떼어진 면인가? 혹은 돌결에 의해 분리된 면인가? 으스러지거나 부딪친
흔적이 있는 면인가? 등인가에 따라 표현 방식에 차이가 있다. 특히 타격에 의해 떼어진
면의 표현은 타격 방향, 타격의 순서(떼어진 순서) 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더욱 표현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타격에 떼어진 면의 진행 방향으로 나타나는 파상문은 돌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진다<도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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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1> 석기 실측 내면의 표현 방법(홍미영·김종헌 2008)

그러므로 석기 내면의 표현은 장기간의 실측 연습을 통해서만 올바른 표현이 가능하다.
그나마 타격흠, 타격열, 타격점의 경우 그 양상이 비교적 분명한 편이므로 숙달이 빠른
반면에 타격혹과 파상문의 표현은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이는 깨어진 흔이나 면의 표현
등이 아닌 굴곡의 양상 및 돌이 깨어져 나간 방향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타격점은 물방울 떨어진 지점이며, 타격열은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산재되는 작은 물방울의
흔적, 타격혹은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파이는 깊이의 양상, 파상문은 물방울이 떨어진 지점
에서 퍼져 나가는 물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므로 타격점을 기준으로 반원의 형태로
퍼져나간 양상을 표현함으로써 타격혹과 파상문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석기의
오목이나 볼록한 요철의 면에 대하여 등고선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이를 간략히 표현한 후
이를 구체화시켜 나아가는 연습을 부단히 반복해야 한다<도면 22>.

<도면 22> 격지자국과 격지자국 사이의 표현방법(田中英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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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떼어진 면과 떼어진 면, 즉 격지자국과 격지자국의 표현은 그 선후관계를 알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하는데, 면과 면사이의 경계부에 약간의 그림자를 표현하여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도면 23>.

<도면 23> 격지에서 파상문의 표현 과정(田中英司 2004에서 일부 편집)

Ⅴ. 맺음말

최근 고고학 조사 환경의 변화로 따라 구석기 유적의 조사는 전공자가 아닌 그 어떤
연구자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또한 발굴조사 이후 보고서에 수록되는 구석기
유물은 손으로 실측한 것이 아니라 3D스캔을 이용한 전자도면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도면은 시간의 단축이라는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구석기 유물에 포함된
인간의 행위 정보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석기 내면의
표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구석기 유물을 직접 관찰하고 도면화시키는 실측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구석기 유물의 실측은 정투상도 3각법에 따라 6면이나 3면을 그려야 하며, 석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수의 단면도가 포함되기도 한다. 따라서
석기에 대한 이해와 실측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여야 한다. 그렇기에 다수가 시간에 쫓기듯
보고서 작업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석기 유물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석기 실측의 위탁을 위하여 구석기 전공자를 찾아 수소문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구석기 전공자도 구석기 유물을 자신있게 도면화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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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이다. 이는 과거처럼 대학에서 교육과 실습이 효율적으로 병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구석기 전공자의 감소와도 관련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구석기 유물을 실측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키워내야 할 시점이다. 물론 그 과정은 고되겠지만 고고학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분명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호응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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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기에 따른 자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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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자기류 실측의 이해

5

우리는 분묘, 수혈주거지, 건물지 등의 유적에서 출토된 유약이 발라져 고온에 번조한
기물을 도자기(陶磁器) 또는 자기(磁器)라도 부른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도자기는 토기
또는 도기, 자기, 옹기 등을 모두 지칭하는 것이고, 자기는 섭씨 800∼900도에서 초벌한
후, 다시 유약을 입혀 섭씨 1,200도 이상에서 재벌구이한 고급의 그릇을 뜻한다. 재벌구이한
자기는 고려시대 강진이나 부안 등지에서 생산된 청자와 조선시대 광주 관요백자와 같은
고급품이 이에 속하나, 우리가 유적에서 쉽게 접하는 대부분의 자기는 초벌구이하지 않고
유약을 입혀 한 번에 굽기도 했다(강경숙 2012: 12-13).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자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실측할 것인
가를 간략하게 정리할 것이다. 실측에 앞서 자기를 도면화 한다는 것은 크게 보아 유물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자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는 유적에서
출토된 자기가 어느 시기에 제작되었으며, 어떠한 재질과 기종, 장식기법으로 만들어졌는지
이해하여야 정확한 실측이 가능할 것이다.

Ⅰ. 자기의 종류와 문양기법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시굴, 발굴로 이어지는 매장문화재 조사과정에서 유적에서는 토기
(도기), 자기, 기와, 석기, 철기, 목기 등 수많은 유물이 출토된다. 자기는 본격적으로 자기가
생산되는 고려시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 청자, 분청사기, 백자, 흑자 등이 제작되었으며, 발,
접시, 잔, 완, 병, 호 등 생활용기부터 화분, 벼루, 연적, 정병, 합, 향로, 장고 등 특수용기
까지 다양한 기종이 만들어졌다. 특히, 자기는 다른 유물에 비해 편년자료나 기존의 연구
성과로 인해 연대가 불분명한 유적에서 자기를 통해 유적의 존속시기를 유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자기는 태토와 유약에 따라 청자, 분청사기, 백자, 흑자 등으로 구분된다. 태토는 천연에서
산출되는 점토 또는 점토에 다른 천연광물인 장석과 석영을 혼합하여 만들어지며, 유약은
점토, 석영 장석과 더불어 칼슘성분의 공급원인 석회석 또는 식물의 재를 필요로 한다.

1. 청자의 특징과 문양기법
청자는 풍화된 암반층에서 흘러나온 미세한 점토입자가 충적을 이루면서 유기물질 등과
결합된 2차 점토에 2∼3%의 철분이 함유된 유약을 발라 환원번조하여 청색 계열로 발색된
자기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도기의 태토 성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청자의 태토는 모암(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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岩)이 있는 고산지대보다는 침적이 이루어지는 산골짜기, 논바닥, 해안, 강안의 낮은 둔덕
등 침적이 이루어지는 지대에서 주로 굴토되는 경우가 많다.
청자는 완, 발, 옹, 항, 접시, 병, 주발, 유병, 합, 잔, 잔탁, 호, 타호, 매병, 화병, 화분, 돈
등 생활용기 뿐만 아니라 벼루, 연적, 필가 등 문방구류, 정병, 향로, 승발, 장고 등 특수용기,
기와, 도판 등 건축자재까지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청자에 표현된 장식기법은 음각‧양각‧
압출양각‧투각‧상감‧백화‧철화‧동화‧철백화‧철채기법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표 1> 청자의 장식기법(강경숙 ‧ 김세진 2015 참고)
음각기법

양각기법

압출양각기법

투각기법

•그릇의 표면에 뾰쪽한 도구를 •그릇의 표면에 문양을 장식하고, •문양이 새겨진 도범을 이용하여 •그릇의 표면에 문양을 장식한
이용하여 선을 파내어 문양을 문양의 바깥부분을 깎아내어 문양이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뒤, 문양을 남기고 그 배경이
표현하는 기법.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기법.
기법.
되는 부분을 도려내어 문양만
•12세기부터 애용되던 문양 장 •12∼13세기에 들어 지방에서의 남겨 표현하는 장식기법.
식방법.
청자생산에 획기적인 기여를 •고려 중기 사용됨.
한 방법.

상감기법

철화기법

백화기법

동화기법

•그릇의 표면에 도구를 이용하여 •산화철 안료를 붓에 묻혀 •백토를 붓에 묻혀 그릇의 표면에 •산화동 안료를 붓에 묻혀
문양을 파낸 후, 그곳에 백토 그릇의 표면에 붓으로 그려 붓으로 그려 문양을 표현하는 그릇의 표면에 붓으로 그려
와 자토를 채워 넣는 기법.
문양을 표현하는 장식기법.
장식기법.
문양을 표현하는 장식기법.
•선상감기법, 면상감기법, 역상 •고려 초기 청자에서 극소수 •퇴화기법으로 불러짐.
•진사기법으로 불러짐.
감기법 등이 사용됨.
확인되며, 고려 중기에 많이
제작됨.

이후 15∼17세기에 이르러 경기도 광주 관요 등에서는 백토로 제작한 그릇 위에 철분이
포함된 연록색의 투명한 청자 유약을 씌워 구운 백태청유자(白胎靑釉磁)가 제작되기도 하였다.
백태청유자는 동궁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종류로는 발, 접시, 병, 호 등 다양한
편이지만 매우 적게 제작되었다.

120

자기류 실측의 이해

5

2. 분청사기의 특징과 문양기법
분청사기는 자기의 특성상 고려청자의 제작전통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나, 장식기법, 장식
소재, 제작방법 등 더욱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분청사기에서 ‘분장(粉粧)’은 그릇 표면에
백토를 바르고 그 위에 녹색의 유약을 씌워 구운 자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분청사기는 발, 호, 접시, 잔, 병, 주자, 유병, 합, 매병 등 생활용기가 주로 제작되었으며,
벼루, 연적 등 문방구류와 제기, 향로 등 특수용기가 소량 제작되었다. 백토분장기법과 무늬에
따라 분청사기의 문양기법은 상감‧인화‧박지‧조화‧철화‧귀얄‧덤벙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표 2> 분청사기의 장식기법(강경숙 ‧ 김세진 2015 참고)
상감기법

인화기법

조화기법

박지기법

•그릇의 표면에 도구를 이용하여 •문양은 초기에 다소 성글게 •전라도지방을 중심으로 생산됨. •그릇의 표면에 흰색의 화장토를
문양을 파낸 후, 그곳에 백토 장식되다가 세종연간에 들어 •박지기법과 함께 제작되는 바르고, 그 위에 장식할 문양의
와 자토를 채워 넣는 기법.
점차 빼곡하게 장식.
사례가 많음.
밑그림을 그린 뒤, 뾰쪽한
•말기상감청자의 전통을 바탕으로 •조선 초기부터 제작되기 시작
도구를 이용하여 문양 윤곽선의
조선 초기부터 제작되기 시작 하여 15세기 3/4분기까지
바깥 부분을 파내는 방법.
하여 15세기 중반경까지 제작됨. 생산됨.

철화기법

귀얄기법

덤벙기법

•그릇의 표면에 흰색의 화장토를 •그릇의 표면에 귀얄이라고 하는 •그릇의 일부분을 잡고 화장토를
바르고, 산화철 안료를 붓에 거친 붓을 사용하여 화장토를 풀어 놓은 통에 그대로 담그는
묻혀 그릇의 표면에 회화풍으로 바르는 기법
기법.
문양을 그리는 장식기법.
•15세기 3/4분기부터 제작되기 •15세기 3/4분기경에 시작하여
시작하여 16세기 전반경까지 16세기 전반경까지 제작됨.
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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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자의 특징과 문양기법
백자는 청자가 발생과 거의 비슷한 시기인 10세기 이후에 만들어졌으나, 지금과 같은
고화도의 경질백자가 만들어진 것은 조선시대이다. 일반적으로 백자는 철 성분이 1% 안팎
이거나 아예 포함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또한 백자는 환원염으로 소성하여야 태토나 유층
모두 완전한 백색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백자는 경기도 용인 서리 요지에서
백자 해무리굽이 출토됨에 따라 청자의 발생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작이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고려 말까지 지속적으로 생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청자의 양식을 공유하는
고려시대의 백자는 조선시대 백자 개념과는 다른 상아색을 띤 연질백자이다. 조선이 개국한
이후 고려 청자와 백자는 분청사기로 대체되고 동시에 중국 명나라의 청화백자가 조선으로
유입되면서 경질의 백자가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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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백자의 장식기법(강경숙 ‧ 김세진 2015 참고)
양각기법

투각기법

상감기법

•그릇의 표면에 문양을 장식하고, 문양의 •그릇의 표면에 문양을 장식한 뒤, 문 •그릇의 표면에 도구를 이용하여 문양을
바깥 부분을 깎아 내어 도드라지게 표현 양을 남기고 그 배경이 되는 부분을 파낸 후, 그곳에 자토를 채워 넣는
도려내어 문양만 남겨 표현하는 장식 흑상감기법이 주로 활용됨.
하는 방법.
•문양을 별도의 틀에 찍어 만들어진 점토를 기법.
•조선 전기에 비해 조선 후기에 많이
그릇의 표면에 장식.
•18세기 이후 청화백자의 제작을 금지하 제작됨.
면서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여, 19세기 이
후부터 청화, 철화, 동화기법 등과 함께
사용됨.

청화기법

철화기법

동화기법

•산화코발트 안료를 붓에 묻혀 그릇 •조선 전기 백자에서 일부 확인되 •산화동 안료를 그릇의 표면을 붓
의 내면이나 외면에 붓으로 그려 문 며, 조선 중기 청화백자의 대체 으로 그려 문양을 표현하는 장식
양을 표현하는 장식기법.
생산품으로 많은 양이 제작됨.
기법.
•조선 전기에 처음으로 제작되기 시
•조선시대 동화백자는 18세기 이
작하였으며, 조선 중기에는 청화백자
후에 등장.
의 생산이 급격히 줄음. 이후 조선
•문양이 성글고 큼직하게 표현되는
후기에는 수입산 산화코발트 안료의
것이 특징.
확보로 많은 청화백자가 제작됨.
공판화기법

전사기법

크롬기법

•문양을 뚫은 종이 등을 그릇의 표면 •문양이 장식되어 있는 수용성 필 •산화크롬 안료를 물에 풀어 붓에
에 대고 안료를 칠하여 문양을 찍어 름을 그릇의 표면에 붙여 문양을 묻혀 그릇의 내면이나 외면에 붓
내는 방법.
장식하는 방법.
으로 그려 문양을 표현하는 장식
•일본자기의 유입에 따라 새롭게 등 •일본자기의 영향으로 사용되기 시 기법.
장한 장식기법.
작한 장식기법.
•1900년대 이후에 사용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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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는 발, 호, 접시, 잔, 병, 주자, 합 등 생활용기와 연적, 필가, 필세 등 문방구류, 향
로 상형제기, 보, 궤 등 제기도 제작되었다. 백자에 표현된 장식기법은 음각‧양각‧투각‧상감‧
철화‧동화‧동채‧청채‧동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흑자는 黑釉磁 또는 黑釉磁器라고 부르기도 하는 자기로, 고려와 조선시대에 제작된 검은
색을 띠는 유약을 씌운 자기이다. 흑자는 철분이 다량 함유된 유약을 씌워 환원으로 구웠
지만 불투명한 검은색을 띠며, 장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릇을
만드는데 사용된 흙은 청자나 분청사기와 동일하게 퇴적에 의해 형
성된 것이지만, 흙 속에 모래알갱이나 이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
함된 것이 많다. 고려 초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히 만들어졌다. 고려시대에는 청자가마에서 함께 제작되기도 하
였으며, 조선시대에는 분청사기와 함께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조선
시대 말기에는 흑자만을 제작하던 지방가마가 운영되었다.
<그림 1> 흑유편병

Ⅱ. 시기에 따른 자기의 변화

1. 청자의 시기별 특징
청자의 시기구분

청자의 시기구분은 크게 전기, 중기, 후기로 구

전기 : 10세기(936년경)∼11세기(1071년경)

분할 수 있다. 전기는 고려가 후삼국으로 분열된

중기 : 12세기(1072년경)∼13세기(1270년경)

정세 속에서 발해의 유민까지 흡수하여 한반도를

후기 : 14세기(1272년경∼1391년경)

다시 통일하는 시기를 상한으로 하고 하한은 송과

의 외교가 재개된 1071년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중기는 송과의 외교가 재개되는 1071년부
터 원과의 혼인관계를 맺는 충렬왕을 분기점
으로 하여 1270년으로 설정하였다. 후기는
1260년 원나라와 평화조약을 맺은 후 원간
섭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1272년부터 고려가 멸망하는 1391년까지를
설정할 수 있다.
10세기는 중서부지역에 분포한 벽돌가마를
중심으로 청자가 성립되는 시기이다. 10세기
에 운영된 청자가마는 완, 주자, 잔탁 등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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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의 확보와 제기의 생산을 주요한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제작된 기종 중에서 완의 제
작비율이 50% 이상으로 높다.
완의 굽형태는 선해무리굽완과 중국식해무리굽완이 제작되었다. 제작된 자기는 잔, 접시,
화형접시가 특징적인데, 특히 화형접시는 해무리굽 완과 동반 출토되어 초기 청자가마에서
특색을 보여준다. 자기는 기벽이 얇고 황갈색의 유색을 띤다.
11세기는 중서부 일대에 분포되어 있던
초기 벽돌가마가 사라지고 강진을 중심으로
진흙가마로 전환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청
자는 벽돌가마와 동일하게 완의 제작비율이
50% 이상 높으며, 금속기의 영향을 받은 잔
탁, 소완, 전접시, 환조연판문완, 향완 등이
새로운 기종이 출현하였다.
<그림 3> 11세기 청자 (강진 용운리 9호)

<표 4> 완의 상대적 변화관계(이종민 2003)
완의 형태
①선해무리굽완 ②중국식해무리굽완
③한국식해무리굽완 ④퇴화해무리굽완

10세기2/4분기 10세기3/4분기

10세기말~11세기초

11세기말

----------선해무리굽완--------------------중국식해무리굽완-------------한국식해무리굽완----------퇴화해무리굽완--

완은 중국식 해무리굽완→한국식 해무리
굽완→퇴화해무리굽완의 형식변화를 보여준
다. 또한 초보적 단계이지만 음각이나 양각
기법으로 문양을 장식한 청자와 환조연판문
이 생산되었다.
11세기 말∼12세기 전반은 비색청자가 완
성되며, 압출양각기법으로 장식된 청자와
백자가 생산되었다. 이 시기의 청자는 해무
<그림 4> 11세기말∼12세기전반 청자
(강진 용운리 10호-Ⅰ층)

리굽완이 소멸되는 반면, 내저원각이 넓고
높이가 낮은 발, 속굽, 평저 접시, 구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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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은 화형접시, 여러 크기의 절요 접시, 보주형 꼭지가 있는 뚜껑, 향완, 합, 구연이 벌어진
반구병 등이 제작되었다. 문양으로는 환조연판문, 음각당초문, 퇴화문, 음각연판문, 내면에
2중의 음각선문 등이 장식되었다. 굽은 해무리굽이 소량 확인되나, 대부분의 굽은 윤형굽,
속굽, 평굽 등으로 제작되었다. 번조받침으로 규석받침, 백색 내화토빚음, 황백색 내화토빚음
등이 확인된다.
12세기 후반∼13세기 전반은 비색의 무문청자를 비롯하여 각종 상감청자에서 전성기를
이루며, 부안이 강진과 함께 청자발전을 이룬다. 또한 대전 구완동, 음성 생리, 용인 보정동,
진천 구암리 등 강진유형 청자가 지방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강진 유형은 발, 완, 절요접시, 직구접시, 소접시, 원통형잔과 보주형 꼭지 뚜껑, 반구형잔,
반구병 등의 기종이 제작되었으며, 이들 청자에는 상감, 압출양각, 철화, 동화, 백화, 투각
등 다양한 시문기법으로 장식되었다. 이들 청자가마는 고급품은 규석을 받쳐 번조한 반면,
중저급은 내화토 빚음받침과 일부 모래받침으로 번조하였다.

강진 용운리 10호-Ⅱ층

부안 유천리 7구역

<그림 5> 12세기후반∼13세기전반 청자

13세기 후반∼14세기에 제작된 청자는 이전의 우아한 비색이나 정교한 상감청자에는 못
미치지만 새로운 기형과 문양이 증가하며, 14세기에는 청자에 간지, 관아명, 능호명 등
새기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 시기에 제작된 청자는 내저곡면식과 내저원각식의 발, 팔각접시, 측면사선형, 측면곡
면형, 직구, 화형 등 다양한 접시, 잔탁, 고족배, 뚜껑, 매병, 병, 돈 등 일상생활용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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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이 된다. 기형은 내저 바닥이 두꺼워지고, 중국의 원대 백자의 영향으로 외반구연,
옥호춘병, 고족배 등이 제작되었다. 문양으로는 철화와 음각기법이 사라지고, 이전에 비해
상감기법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상감
기법은 주로 백상감을 중심으로 장
식되었으며, 흑상감은 문양을 부분적
으로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
번조받침으로는 14세기 중반경에 규
석받침이 소멸되고, 14세기 후반부터
태토빚음과 모래받침이 본격적으로
제작되었다.
<그림 6> 14세기 청자 (간지명 청자, 서울 수유동)

2. 분청사기의 시기별 특징
분청사기는 14세기 중엽 상감청자에

분청사기의 시기구분
태동기 : 1365∼1400년 성립기 : 1400∼1432년

서 출발하여 15세기 전반에 다양한 기

발전기 : 1432∼1469년 변화‧쇠퇴기 : 1469∼1540년경

법으로 발전했고 16세기 전반경 백자

에 의해 흡수되어 소멸되었다. 분청사기는 크게 태동기, 성립기, 발전기, 변화‧쇠퇴기로 구분된다.
태동기(1365∼1400)는 상감청자 문양의 해체
와 변형, 기형의 변화, 암녹색 등에서 특징으로
보인다. 태동기의 시작은 <청자상감연당초문
‘정릉’명 발>의 연당초문에서 출발하여 태종 즉
위년(1400)을 하한으로 하였다. 또한 기형의 변
청자상감연당초문
정릉명 발(1365년)

분청사기상감 사선명 매병
(1372년 이후)

<그림 7> 태동기 분청사기

화는 ‘S’자형의 14세기 매병들에서 뚜렷하게 나
타난다. 연당초문과 매병의 기형은 이 시기에
전국의 가마터에서 확인되고 있어 강진의 장인
들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음을 의미한다.

성립기(1400∼1432)는 하한을 1432년으로 구획하였으며, 《세종실록》지리지의 자기소,
도기소에 관한 내용이 1424∼1432년의 조사된 결과라는 점에 근거하였다. 14세기에 유행했던
상감기법 연당초문 발이 계속하여 이어지는 동시에 성긴 인화문이 중심문양으로 자리 잡는
시기이다. 따라서 성립기는 전통의 상감기법과 새로운 인화기법이 공존하는 시기이다. 인화
기법은 집단연권문으로 발전하여 분청사기 기법의 주류를 이루었다.
『세종실록』지리지 토산조에 324개소 자기소와 도기소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며, 현재 이들 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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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현재 수십 곳이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
해 확인되었다. 이들 가마터로부터 수습된 도편은
14세기 상감청자의 여운이 남아 있는 연당초문과
성긴 인화기법의 도편이 공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발전기(1432∼1469) 하한은 1469년 경기도
광주에 백자가마 운영이 법제화된 해를 구획으로
하였다. 발전기는 인화기법의 절정에 달하고

분청사기상감연당초문
공안명 발(1400∼1420년)

자유분방한 박지와 조화기법이 창출되는 한편

분청사기 인화국화문
공안부명 발

<그림 8> 성립기 분청사기

백자가 분청사기 가마에서 동시에 제작된다. 특히 인화분청사기는 일정하게 규격화된 장흥
고(長興庫), 인수부(仁壽府), 예빈시(禮賓寺), 내섬시(內贍寺) 등을 새긴 예가 많다. 이는 전
국 공납체제가 안정되었음을 의미하며, 중앙 정부가 제시한 견양품에 의거해 각 지방의 공
납자기가 철저한 체제하에서 제작되었음을 말해준다.

분청사기인화집단연권문
덕령부명 발(1455∼1457년)

분청사기인화국화문
덕령명접시(1455∼1457)

<그림 9> 발전기 분청사기

<그림 10> 번화‧쇠퇴기 분청사기(학봉리)

변화‧쇠퇴기(1469∼1540년경)는 광주 관요의 영향 아래에서 지방마다 변화를 겪는 시기로
지역의 특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시기이다. 공납의 의무가 없어진 가마들은 얕고 조잡해진
인화문 위에 백토를 귀얄로 슬쩍 바르거나 혹은 문양이 없는 발의 내외면에 백토 귀얄이나
덤벙으로 표면 백자화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3. 백자의 시기별 특징
백자의 시기구분

조선시대 백자는 광주 관요와 관요 이외의 지

전기 : 15∼16세기 / 1392∼1600년경

방에서 제작되었다. 관요는 사옹원 관리가 운영

중기 : 17∼18세기 중엽 / 1600∼1751년경

을 주관했으며, 지방 백자가마는 중앙 관아에

후기 : 18세기 중엽∼19세기 말

대한 공납의 의무 없이 운영되었다. 따라서 조

1752년경∼1884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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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는 관요와의 일정한 관계 하에서 제작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저변이 확대되어 전국에서
요업이 성행하였다.
조선시대 백자는 크게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진다. 전기(1392∼1600년경)는 조선이
건국으로부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일어나 요업이 중단되는 1600년경까지이다. 조선 초
부터 광주에서는 분청사기와 백자가 같은 가마에서 제작되어 기형과 문양을 서로 공유하여
제작되었으며, 세종대에는 이미 우수한 백자가 생산되었다.
상감백자는 문양과 기형에서 분청사기뿐만 아니라 청화백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청화
백자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15세기 후반에 거의 사라진다. 청화백자는 1469년 관요의 설치
이후 본격화되었다. 초기의 청화백자는 명 청화백자의 영향으로 보상당초문 계통의 청화
백자가 제작되었으나, 이후 송죽, 매죽, 매조, 어조 같은 조선 전기회화의 화풍의 문양을 그린
청화백자가 제작되었다.
관요가 설치된 이후의 광주 가마터로는 우산리 9-3호, 번천리 5‧9호, 도마리 1호 등이 조사
되었으며, 관요에서는 발, 접시, 잔, 병, 등 생활용기와 고족배, 전접시, 팔각잔, 화형잔, 양
이잔 등 관요가 성립된 이후에 나타나는 특수기종이 제작되었다. 특히 굽안에 天, 地, 玄, 黃
문자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지방에서는 군포 산본동, 산청 방목리, 경산 음양리, 대전
정생동, 고창 선운리 등이 조사되었다.

광주 번천리 5호(16세기)

성남 금토동

<그림 11> 조선 전기 백자

조선 전기의 백자는 구연이 외반되고, 측사면이 벌어지는 기형으로 보인다. 굽은 분청사기
에서 제작된 죽절굽과 관요에서 제작된 양질백자에서 보이는 역삼각굽, 수직굽 등이 확인된다.
번조방법으로는 가는 모래를 받쳐 단독 또는 갑번으로 번조한 양질백자와 태토빚음으로 받쳐
포개구이한 조질백자로 구분된다.
중기(1600∼1751년경)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후 폐허가 된 관요를 재정비하여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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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보이면서 진행된 시기이다. 1680년경까지도 청화백자를 제작하지 못하여 철화백자가
특징을 보인 시기이다. 관요에서는 굽안에 간지, 간지+左/右, 간지+좌우+숫자 등의 문자를
새겼으며, 이러한 문자는 17세기 후반 관요체제가 안정되어 감에 따라 사라진다.
이 시기에 운영된 관요로는 탄벌리(1606∼1611), 상림리(1631∼1636), 선동리(1640∼
1649), 송정리(1649∼1658), 유사리(1661∼1664), 신대리(1674∼1676) 등이 있으며, 양질백
자는 소량 제작되었으며, 대부분 회백색을 띤다. 양질백자는 역삼각형의 낮은 굽에 가는
모래를 받쳐 제작되었으며, 대부분의 조질백자는 오목굽에 굵은모래를 받쳐 대량 생산하였다.
또한 선동리, 송정동 등에서는 넓은 해무리굽도 확인되었다. 청화백자 제작은 현저히 감소
하여 발이나 접시 안바닥 중앙에 ‘祭’자 정도만 씌어 진다.
중기의 청화백자는 매‧난‧국‧죽‧석죽‧연‧포도 등 식물문, 산수문, 화조, 운룡, 어조문 등
한국의 독창성을 발휘하였으며, 식물문은 많은 여백을 살리며 세필로 간결하게 시문하였다.

광주 선동리 3호(17세기)

안성 화곡리

<그림 12> 조선 중기 백자

중기 지방백자로는 장성 대도리, 부여 정각리, 안성 화곡리, 충주 하구암리, 대전 장안동,
순천 후곡리, 장성 추암리, 곡선 송각리 등이 조사되었다. 이들 가마에서 제작된 백자는
구연이 외반 또는 수직으로 벌어지며, 측사면은 전기에 비해 동체 하단부가 풍만하여 오므
라진 형태를 띤다. 굽은 오목굽이다. 번조방법으로 굵은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하였다.
후기는(1752∼1910)는 광주 분원리에 자리로 옮겨진 이후 조선왕조가 끝나는 1910년까지를
말한다. 18세기 후반은 금사리 양식이 지속되어 제작되었으며, 이후 18세기 말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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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원리 고유한 양식이 대두된다. 이 시기는 청으로부터 화려한 그릇의 유입되어 기형과
문양이 더욱 장식적으로 변화하였으며, 18세기 이후 서민 문화의 확대와 신분의 상승으로
문방구의 제작을 촉발시켰다. 또한 회회청 안료의 구입이 용이해지고 대동법 실시 이후 중간
상인인 공인의 등장으로 분원의 사번이 공공연히 이루어져 청화백자와 갑번자기의 생산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사치 풍조를 막고자 정조는 회회청을 사용한 갑번자기의 금령을 내렸
으며, 이후 순조연간(1800∼1834년)에 이르러 갑기는 다시 제작되었다. 18세기 이후 제작된
백자는 청화, 동화, 철화를 모두 사용하여 문양을 장식하였다.
19세기가 되면 청화백자 무늬는 전성기를 맞으나, 격조가 떨어지고 구성이 복잡해지는
경향을 띤다. 문양은 종속문을 사용하면서 문양의 비중은 증가하였으며, 청화, 동화, 철화
등의 안료를 혼용하여 장식하였다. 기면 장식에는 장식성이 강한 외래자기의 영향으로 인해
청채와 음각, 양각, 투각기법이 더해져 매우 화려해졌다. 당시 길상성이 강한 청대 미술의
영향으로 백자에서는 길상문의 사용이 크게 증가되었다. 19세기 청화 문양은 대담하고
자유롭고, 필치가 굵어지면서 18세기와는 차이를 보인다. 개항 이후에는 산업화된 왜사기가
유입되고, 분원은 1883년 민영화된다.

광주 분원리 1호요지 2호가마

무안 피서리

<그림 13> 조선 후기 백자

이 시기 가마로는 분원리 관요와 포천 길명리, 보령 늑전리, 원주 귀래리, 충주 구룡리,
양구 방산 칠전리 가마 등이 조사되었다. 제작된 백자는 기벽이 두께가 두꺼워져 무거우며,
굽의 형태는 외면에서 굽의 형태가 보이지 않고 굽 안바닥만 깎아낸 속굽이다. 대부분
문양이 없는 백자가 제작되었으나, 일부 지방가마에서는 청화를 간략하게 장식한 청화백자도
제작되었다. 굽받침은 굵은 모래받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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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기의 실측
실측(實測)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실제로 측량함’이란 뜻으로 물체를 왜곡하지 않고 사실
대로 그린다는 것이다. 자기의 실측방법은 토기, 기와, 석기 등의 유물을 실측하는 것과 크
게 다르지 않다. 유물의 실측은 형태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속성까지도 파악하여
제작기술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실측은 3차원의 넓이를 가지는 물체를 2차원의 평면에 정확히
표현하는 방법이다. 즉, 실측은 회화와는 달리 평면상의 유물을
그대로 투영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구자봉‧윤선희 2003: 21).
실측도는 시점에 따라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로 나누어진다.
평면도는 어떤 문체를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보며 그린 것이며,
입면도는 물체를 앞이나 옆에서 수평을 유지하며 보고 그린 것이
며, 단면도는 일정 부분을 칼로 절단한다고 가정하여 그 잘린 면
<그림 14> 시점에 의한
실측도의 종류(남진주 2010)

을 그린 것을 말한다(그림 14).
자기의 실측도는 유물의 가운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구
분된다. 실측도의 좌측은 그리고자 하는 자기를 4등분 한 후 앞

에서 봤을 때 좌측의 외면 윤곽선을 그리고 외면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특징을 그려 주는
것으로 입면도에 해당하며, 실측도의 우측은 유물의 오른
쪽 내‧외면 윤곽선을 찾아 단면을 그린 후 내면에서 관찰
되는 특징을 그려 준다.
분청사기인화문발은 기형이 전체적으로 잘 남아 있고,
내외면에 집단연권문이 빼꼭히 시문되었다(그림 15). 이
분청사기의 실측도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외측면
의 형태와 외면의 문양을 그렸고, 오른쪽에는 단면과 내
면에 시문된 문양을 넣었다.
자기를 실측하기 앞서 실측자는 자기의 구연, 동체, 저
부의 형태를 파악하고 해당 유물이 실측도에 표현될 문
양, 제작방법, 시기적 특징이 잘 반영되는 곳을 자세하게
관찰하여 실측선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기는 고
온에서 번조되기 때문에 기형이 변형되고 왜곡되는 경우
가 많다. 이런 경우 변형이나 왜곡이 적은 곳을 찾아 원

<그림 15>분청사기인화문발
(제천 강저동 안산유적)

래의 기형을 복원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기를 실측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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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기의 실측 순서(완형)
1. 자기의 관찰하고 기본 정보 기록 → 2.기준선을 결정한 후 위치잡기 → 3. 측점을 정하고 계측한 후 도면에
옮기기 → 4. 바디로 자기의 외관선을 떠서 도면에 옮기기 → 5. 도면에 표시된 특징에 따라 선을 정리 →
6. 자기의 재원과 특징을 간략하게 기술.

<그림 16> 자기의 실측 방법(완형)

⇒

기준(구경 또는 저경)에 맞추어
세운 후 ‘+’선 표시

⇒

자기의 중심을 잡고 측면의 측점을
도면에 찍은 후 바디로 떠서 옮기기

저부도 동일한 방법으로 도면에
옮기기

⇒
측면과 저부를 그린 후 디바이더로 입단면 외곽선 세부 표시

⇒
단면을 완성하기 위해 캘리퍼스로 기벽의 두께를 측정한 후 바디를 떠서 단면도 완성

⇒
좌측의 측면은 동일한 방법으로 계측하거나 좌우대칭이 동일한 경우에는 반전복원한 후 표시된 특징에 따라 입면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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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중에서 굽이나 구연이 남아 있어서 바닥에 안정적으로 놓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물을
세워놓고 실측을 한다. 그러나 동체부 일부만 남아 있어 유물을 세울 수 없는 유물은 동체의
지름을 구하여 복원도를 그리는 경우가 많다. 유물을 세울 수 없는 자기를 실측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물레흔을 확인하여 수평을 잡는다.
→ 2. 일정한 높이로 추정되는 선을 표시한 후

바디로 떠서 반지름을 구하기
→ 3. 다바이더로 지름을 구한 점끼리

너비에 맞춰서 도면에 표시
→ 4. 디바이더로 자기의 특징을 체크
→ 5. 바디를 사용하여 디바이더로 표시된 점을

모두 지나도록 연결
→ 6. 도면에 표시된 특징에 따라 선을 정리
→ 7. 자기의 재원과 특징을 간략하게 기술.

<그림 17> 음성 동음리 출토 철화백자

<표 6> 자기의 실측 방법(도편)

자기의 외형을 그린 후에는 외면이나 내면에 그려진 문양을 실측해 주어야 한다. 도자기의
문양은 음각, 양각, 압출양각, 상감, 인화 등 도구를 이용하여 새기는 조각기법과 철화, 동화,
청화와 같이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회화기법 그리고 철채, 동채, 청채 등과 같이 안료를 그릇
외면에 고르게 바르는 채색기법 등으로 구분된다. 문양의 장식기법에 따른 표현방법과
유의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7> 장식기법에 따른 표현방법과 유의점
양각기법, 압출양각기법 :

음각기법 :

문양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문양의 윤곽선을 실선으로 그
린 후 그 외곽을 점으로 찍어
양감을 준다.

뾰족한 도구로 문양을 새겨서
나타내는 기법으로 두 개의 선
으로 표현한다.

인화기법 :
상감기법 :

상감기법과 동일하게 표현하
며, 문양구성이 동일할 경우에
는 일정 부분만 실측해도 무방
하다.

흑상감은 검은색으로 표현한
다.

청화기법, 철화기법 :
붓으로 문양을 장식하므로 면으로 표현하며, 안료의 농담을
표현해 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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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문양은 입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도면에 그
려지는 문양은 2차원인 평면에 옮겼기 때문에 실재와는 거리
를 보인다. <그림 18>은 입체적인 형태를 2차원의 평면으로
옮길 때 선의 길이의 왜곡을 보여주는 예이다. 평면에 그려진
둥근 형태의 자기는 중심선에서 가깝게 표현된 길이가 실재
의 길이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외곽으로 갈수록 훨씬
긴 길이가 왜곡되어 표현된다. 문양을 그리는 방법을 아래 그
림과 같다.

<그림 18> 실측도의 길이 왜곡
<그림 19> 문양의 실측방법(남진주 2010)

⇒

⇒
디바이스(컴퍼스)를 이용하여
중심점에서 측점까지의 거리 측정

도면에서 측점의 위치 확인

⇒

반지름으로 1/4쪽 원을 그림

측점이 위치한 부분의 반지름 측정

⇒

중심선에서 측점까지 측정

원이 그려진 도면에 표시

⇒

표시된 점을 외형을 뜬 도면에 수직으로 내려
표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여 측점을 찾고, 측점들을 연결하여 문양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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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저면이나 굽 내면에 문양이나 명문(묵서명, 간지명... ) 등이 시문된 경우에는 자기를 평편하게 위치한 후 내저면이나
굽 내면에 중심선을 표시한다. 표시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0.5∼1㎝ 간격으로 격자 눈금을 표시한 후 평면도에 동일한
위치에 표시하여 문양을 완성한다.

<그림 20> 내저면, 굽내면의 문양실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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