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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현장 안전·보건관리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50

3.3

3.26
(1일)

- 발굴현장 보건·안전관리 실무 등

조사기관 운영 실무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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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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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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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
~보조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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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
~보조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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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사원
~보조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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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기 제작 실습 및실측실습 등

유적확인조사 실무

조사원
~준조사원

40

9.15

10.6~8
(3일)

- 지표조사 실습을 통한 조사법 및 실무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

조사원
~준조사원

40

10.20

11.10~12
(1일)

- 국가귀속 행정절차 및 유물 관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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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
~보조원

기당
50

3.24
8.25

4.16(1일)
9.15(1일)

- 시기(권역)별 물질문화의 특징과 변천

매장문화재조사 기초이론

준조사원
~보조원

50

4.14

5.7(1일)

- 매장문화재 관련 기초 실무 이론 등

매장문화재 관계법령의
이해

책임조사원
~보조원

50

5.4

5.28(1일)

- 매장문화재 관계법령 및 행정 절차

자기의 변천과 발전

조사원
~보조원

50

5.26

6.18(1일)

- 자기의 변천과 출토유적, 조사방법 등

매장문화재조사와
첨단과학장비의 활용

조사원
~보조원

50

11.6 11.26(1일) - 신기술의 적용과 활용사례

조직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쉽

책임조사원
~준조사원

50

6.30

직무 스트레스와 위기극복

조사단장
~보조원

50

9.29 10.22(1일) -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자기관리 등

기본
교육

전문
교육

주요 내용

- 기초 유물 실측 방법과 유의점

비대면교육
분야

기본
교육

전문
교육

소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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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3(1일)

- 조직 활셩화를 위한 팀워크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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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三韓地域 출토 樂浪土器의 새로운 이해 정인성 영남대학교
●

고구려 토기

31

양시은 충북대학교
●

마한 · 백제토기

49

- 속성·형식·편년·연대결정의 문제 성정용 충북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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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낙랑토기는 한국고고학계에서 1980년대 이래로 三韓 ‘瓦質土器’의 계보를 살피는 과정
에서 크게 주목되었다. 당시는 와질토기를 중국의 환원염 ‘灰陶’와 연결시키고 그 원류를
서북한지역의 ‘낙랑토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물론 ‘와질토기론’이 본격화되기 전에는 패총출토 타날문토기인 김해토기를 원삼국시대
(삼한)의 대표토기로 이해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그 원류를 명도전(明刀錢)과 공반되는 만
주지역 타날문토기에서 구하기도 하였다(김원용 1974). 그렇지만 원삼국시대의 진·변한지
역 대표토기는 김해토기가 아니라 와질토기라는 반론이 제기되면서(신경철 1982, 최종규
1982) 계보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와질토기는 서북한 지역의 낙
랑토기를 기원으로 하며 ‘김해토기’로 이해되었던 경질 타날문토기는 원삼국이 아니라 삼
국시대의 토기인 것으로 정리되었다.
와질토기의 계보를 둘러싼 논쟁이 지리하게 이어졌던 이유는 당시 한국고고학계에 문제가
되는 ‘낙랑토기’에 대한 기초연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系譜論을 검증할 기준 토기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터라 연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일본고고학의 경우는 사정이 달라서 이미 강점기에 낙랑토기를 현장에서 경험했던 연구자
가 적지 않았다. 가령 일찍이 조선고적조사 사업을 리드했던 세키노다다시(關野貞)는 1925
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장에서 관찰한 낙랑토기의 기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關野貞
1925). 그 이후 낙랑유적 발굴을 경험했던 많은 일본인 연구자들도 낙랑토기의 기본 특징을
숙지하고 있었다. 다만 어찌된 일인지 낙랑토기 그 자체를 專論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는 없
었다. 낙랑유적의 조사가 불가능해진 해방 이후에도

낙랑토기와 관련된 연구성과가 제출된

사례가 없다. 다만 대마도(對馬島)와 이키(壹岐)에서 발굴된 일군의 회도(灰陶)를 낙랑토기
(漢式土器)로 판정한 것은 강점기의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 이후로 낙랑토기에 대한 일본고
고학계의 관심이 한시적으로 높아졌던 정황이 감지된다.
그 후 1980년대에 타니도요노부(谷豊信)가 도쿄대학에 소장된 낙랑토성 출토 토기류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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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으로 정리· 분석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일본고고학계에서 낙랑토기의 기본 이해가 확립
되었다(谷豊信 1985, 1986). 태토와 기형은 물론 제작기법의 측면에서도

낙랑토기의 특징

을 집중적으로 살핀 기념비적인 연구로 평가된다. 그런데 타니의 이러한 연구성과는 아쉽게
도 한국고고학의 세계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 이를 이해하고 정리할 만큼 낙랑토기를
직접 살핀 연구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와질토기 논쟁 과정에서 극히 소수의 연구자들만이
그 내용을 인용했을 뿐이다.
1994년에 한국어로 작성된 다카쿠겐지(高久健二)의 『樂浪古墳 文化의 硏究』는 한국고고
학계에 낙랑고고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高久健二 1994). 편년
론적 입장에서 중요 낙랑토기 기종의 편년 정보가 제시되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연구의
핵심주제가 토기가 아니었던지라 낙랑토기 그 자체에 대한 정보는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고고학계에서 낙랑토기에 대한 기초 정보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필자가 도쿄대학
에 소장된 낙랑토성 출토 토기류를 직접 관찰하고 분석한 내용을 한국고고학계에 소개한 이
후라고 할 수 있다(정인성 2003, 2004, 2005). 물론 타니도요노부(谷豊信)의 선행연구가 좋
은 지침이 되었다. 그 즈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제강점기에 발굴된 낙랑 고고자료를 정리하
여 공개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낙랑 고고자료에 대한 기본이해는 더욱 높아지
게 되었다(국립중앙박물관 2001).
낙랑토기의 특징이 알려지고 연구자들에게 공유되자 한강유역권을 중심으로 낙랑토기와 이
를 모방한 토기들의 출토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2003년에는 가평 달전리에서 화분형
토기와 타날문토기가 부장된 서북한식의 목관, 목곽묘가 발견되었으며(박성희 2003), 화성
기안리에서는 제철유구와 함께 낙랑토기의 제법을 충실히 따르는 일군의 토기군이 발견되어
관심을 모았다(김무중 2004). 김무중은 출토된 낙랑계 유물을 집성하고 이를 대방군 설치
무렵의 혼란기에 발생한 군현 이탈민의 유입을 시사하는 고고학적 증거라고 판단하였다(김무
중 2006). 마한지역에서 원삼국시대 고고자료의 역연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자료
의 등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관련 연구는 심화되어 수계나 지역별로 낙랑(계) 토기들의 출토상황이 세밀하게 정리되었는
데 북한강 유역권(홍주희 2013), 한강 하류역(김기옥 2013), 그리고 임진강유역권의 관련
자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검토되었다(황윤희 2013). 영동지역의 낙랑계 토기들도 따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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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정인성 2012), 중부지역 출토 낙랑토기들을 종합하여 분석한 석사학위 논문이 제
출되어 이를 전론으로 연구하는 신진연구자도 나타났다(이나경 2013, 이우재 2020).
일본고고학계에서는 이보다 앞서 열도 각지에서 출토된 낙랑토기 관련자료들의 집성이 이
루어지고 그 특징을 살피는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郡縣과 야요이 사회의 교섭관계를 새로
운 관점에서 살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埋藏文化財硏究會 2010).

<그림 1> 중부지역의 낙랑(계)토기(김무중 2004에서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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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서 한반도는 물론 일본열도에서 낙랑(계)토기의 반입사례와
회도(灰陶)의 전개양상이 보다 분명해졌다. 그 지역적인 특색과 차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다.
이들 토기들의 대부분이 서북한 지역에서

반입되었거나 혹은 그 지역의 토기들과

제도법

이 통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서 이 시기 삼한사회와의 교섭을 주도하거나 중계한 군현세
력이 서북한지역에 있었다는 사실도 검증되게 되었다.
그런데 대성리 등지의 회도(灰陶)와 철기류들의 연대가 낙랑군 설치 이전으로 소급될 가능
성이 높다는 의견이 발표되자(정인성 2009) 상황은 약간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기존의 반입
토기는 김무중이 정리한 것처럼 기원후 2세기대 이후이기 때문에 기원전 1세기대와 기원후
1세기대의 자료가 분명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는 이 지역의 타날문토기 전통이 낙랑군 설
치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점진적으로 수용된 것인지 기원후 2세기대 이후에 발생한 서북
한지역 토기류의 본격 반입에 의한 결과인지를 밝혀야 되는 숙제를 만들어 놓았다. 물론 현
재의 자료로 보는 한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던 중 仁川 雲北洞에서 기원전 1세기대로
편년되는 다수의 한식(漢式) 토기와 동전 그리고 기와류가 발견되면서 시간적 공백의 일부는
메워졌다. 다만 이들 물품이 山東지역에서 반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한
식유물을 낙랑군으로만 이해하던 기존의 인식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아울러 군현 설치
이전으로 소급될 가능성이 제기된 대성리 출토자료의 原鄕이 어디인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
한 숙제가 되었다.
한편 또 다른 문제도 있다. 그것은 서북한계 유물이 반입되던 당시 한강유역권에서

재지

물질문화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중도식문화와 반입된 한식계 유물들의 상관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다((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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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낙랑과 대방토기의 이해

<그림 2> 낙랑토성에서 발굴된 3종류의 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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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낙랑᛫ 대방계 문물 중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토기
이다. 그 외 기와편과 토제품(토관)들이 알려져 있으며 철기와 청동기류들도 출토량이 늘어
가고 있다.
삼한지역에서 출토되는 이들 낙랑관련 유물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향(原鄕) 즉 서
북한 지역 자료에 대한 기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중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낙
랑토기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지면을 빌려서 소개해 왔던 터라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 종
류와 특징만을 설명해 놓고자 한다.
낙랑토기는 타니도요노부(谷豊信)와 정인성의 연구에서 이미 분명해진 것처럼 태토의 성격
을 기준으로 니질계(灰陶), 활석혼입계, 석영혼입계의 3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무문토기류와 시유도기(陶器), 자기류(磁器類) 등이 포함된다. 무문토기에는 점토대토기 유형
에 속하는 것과 중도식토기 유형에 속하는 것이 있다. 점토대토기라면 요녕지역에서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된 고조선 이래의 基層 토기문화라고 평가된다. 낙랑토성에 발굴된 이들 무문
토기가 낙랑군 병행기의 토기인지 이전 시기의 것인지는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로는 알 수가
없다. 낙랑토성에서 발견된 중도유형의 토기편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관련자료의 증가를 기
다릴 필요가 있다.
낙랑토성과 고분에서 출토된 도기(陶器)와 자기류(磁器類)는 주로 중국 남방지역에서 들여
온 수입도자들인데, 西安과 洛陽을 중심으로 중원지역에서 유행한 綠油 계통의 施釉陶器들은
출토사례가 거의 없다. 니질계 灰陶 중에도 수입토기들이 있는데

석암리 9호의 평저호가

대표적이다. 이 토기는 저부에 회전깎기흔이 관찰되는데 일반적인 낙랑토기 灰陶에는 채용되
지 않는 기법이다.
낙랑토성 출토품도 그러하지만 서북한 지역에서 가장 출토량이 많은 것은 단연 니질계 토
기류이다. 기종으로는 원통형토기(筒杯), 고배형토기, 완(盌)형토기, 분(盆)형토기, 시루형토
기와 같은 일상용기 류가 대부분이다. 그 외 부장용 부뚜막형 토기와 명기들도 니질계 소지
로 제작된다. 이들 니질계 토기들은 대개 노끈을 감은 내박자와 타날구를 이용해서 성형한
다. 그 때문에 완성된 토기들의 내면에는 횡방향의 승문이 남고 외면에는 종방향의 승문이
찍히게 된다. 정면과정에서 지워지기도 하지만 樂浪 관련 니질계토기를 변별할 수 있는 가
장 중요한 기술속성(技術屬性)이라 할 수 있다. 중형 이상의 단경호나 분형토기의 경우 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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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曲面)이 형성된 곳의 내면에는 나이테의 흔적을 남기는데 소형의 내박자를 사용하여 성형한
다. 이 역시 동시기 다른 지역의 회도들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낙랑의 일반적인 니질계 기와 제작에서도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속성이다. 소위 ‘陶瓦兼
業’을 시사하는 유력한 고고학적 증거이다.

<그림 3> 낙랑 니질계 단경호의 관찰

활석혼입계는 정(鼎)형토기나 화분형토기, 심발형토기 등 취사용 토기류가 대부분이다. 이는
내화성(耐火性)이 뛰어난 활석과 활석점토의 특징을 응용한 토기제작으로 평가된다. 낙랑토성
출토품 중에는 전돌이나 기와, 그리고 일부 와당에서도 활석혼입계의 태토가 확인된다. 니질
계 토기와 기와 그리고 활석혼입계의 토기와 기와는 서로 제작기술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양자를 동일한 공방에서 제작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활석혼입계 토기는 대개 ‘형뜨기’로 제작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 결과
내면에 포(布)의 압흔이 남는다. 이러한 형뜨기 기법은 전국시대 燕의 토기제작에서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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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지되는 제작기법인데 한대(漢代)가 되어서도 중국 하북성 일부와 베이징에서는 형뜨
기의 제작전통은 계속된다.
석영혼입계 토기는 철분함량이 대단히 낮은 석영 베이스의 점토와 비짐으로 제작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후대의 자기토(카오린)와 유사한 것으로 소성 후의 색조가 백색을 띠는 이유
이기도 하다(정인성 2003). 이 토기를 백색토기(白色土器), 혹은 백도(白陶)라 부르는 이유
도 여기에 있다. 백색토기는 중국 산동지역의 동부지역과 요동지역, 그리고 서북한 지역에
한정되어 출토되는 지역성이 매우 강한 토기이다. 산동지역의 龍口지역에서는 다양한 기종의
백색토기와 생산도구가 발견되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저장용의 옹형토기만이 주로 출토된
다. 오랫동안 낙랑의 토기문화를 대표하는 토기로 이해해 왔지만에 타니도요노부(谷豊信)의
주장처럼 그 생산지는 산동반도 龍口市 주변일 가능성이 높다(谷 2008, 정인성 2012).
니질계토기가 1차 성형으로 통와(筒瓦)와 같은 기본형을 만들었다가 2차 성형으로

동체의

모양을 변형시켜서 마무리하는 반면 석영혼입계 백색토기는 1차 성형단계에서 이미 완성형
의 모양을 만들어 나간다. 뿐만아니라 백색토기류는 니질계토기류와는 달리 대부분 문양이
없는 둥근 내박자와 노끈을 감은 타날구는 이용하여 성형한다. 중소형 백색토기의 경우 실
로떼기 기법으로 회전대에서 분리한 흔적이 관찰된다. 기본적으로 녹로 위에서의 성형이라는
의미이다.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러한 독특한 토기유형을 흔히 ‘낙랑토기’라 부르지만

대

방군의 강역이라 지목되는 재령강과 황해도 유역에서도 흡사한 토기들이 출토된다. 양자간의
차별성을 포착하여 대방토기를 변별해 내려는 노력이 있으나(宮本 2020) 아직까지 학계에서
인정받을 만한 지역색은 드러나지 않았다.
동해안에 면한 영흥의 소라리토성과 그 주변에서도 유사한 토기류와 기와들이 발견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대부분 니질계 토기들이다. 다만 북한학계의 보고를 참고하면 활석혼
입계토기가 더해지는 듯하다. 이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백색토기의 보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전실묘가 존재하지 않는 점과 더불어 기원후 군현으로서의 기능을 잃은 공간임을 웅변
하는 고고학적인 현상이다.
고분 부장용 토기로 선호되는 화분형토기와 니질계 단경호는 낙랑군 설치 이후에 이식
된 토기문화가 아니다. 이들 토기들의 기원은 中原중심의 秦漢土器에 있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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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國時代 이래로 하북성 易縣과 베이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燕國 계통의 토기에서
구해진다.

<그림 4> 낙랑고분 출토 석영혼입계 백색토기 각종(정인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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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지역에는 燕國土器에서 영향을 받은 요동지
역 특유의 釜形土器가 성립한다. 그 일부가 서북
한 지역으로 건너가 화분형토기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 나아가 이를 낙랑군 설치 이전에 성립한 토
기문화로 평가하여 위만조선을 소환하는 연구자도
있다(宮本 2012, 2020). 낙랑화분형토기가 요동
지역의 토기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연결고
리가 된다고 주장하는 미림리 출토토기는 출토정
황이 불분명한 ‘遺構 離脫遺物’이고 유일한 사
<그림 5> 석암리 9호의 수입토기 회도
(국립중앙박물관 2018에서 전재)

례여서 이것만으로 위만조선토기의 성립과정을 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평양지역의 화분형토기는 구순(口脣)이 각지고

바닥이 평평한 것이 典型이고 古式이다. 구연부가 곡선적으로 외반하거나 저부에 굽이 달리
는 것은 비교적 늦은 형식으로 알려진다. 다만 굽이 없이 평저인 것을 典型이라고 하고 굽
이 있고 구연단부가 곡선적으로 외반하는 것을 變型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둘은
그 기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종으로 평가해야 한다. 굽이 없는 화분형토기는
대부분에 그을음이 묻어 있어 부뚜막에 걸쳐서 자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굽이 달리는
기종은 자비용 토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을음이 부착되는 사례도 보고된 바 없다.
樂浪土器는 오랫동안 漢式土器와 동일시되기도 하였지만 형태 및 제작기법의 면에서 중원
지역의 한대토기와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漢武帝가 군현을 설치하면서 한 번에 이식된 토기
문화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머리말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고조선 시기에 성립한 토기문화
에 일부 漢代의 새로운 기종이 추가되었고 또 일부 수입된 토기를 포함한 것 ‘낙랑토기유
형’이다.
한편 이러한 다양한 낙랑토기 중에서 형태적으로 진·변한 토기와 비교되는 자료는 니질계
타날문단경호로 한정된다. 낙동강유역권에서 타날문단경호를 제외한 나머지 와질토기들은 모
두 이전의 무문토기에서 그 형태적 계보가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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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진변한 瓦質土器는 낙랑군영향설로 설명되는가?

진변한 지역에 새로이 등장한 灰陶, 즉 가마에서 구운 회백색의 토기를 와질토기라고 한
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이 와질토기의 특징이 낙랑토기와 흡사하다고 하여 ‘와질토기 낙
랑영향설’이 오랫동안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낙랑토기에 대한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진변
한의 와질토기들이 평양지역의 회도와는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정인성 2008). 이 문
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가 다호리 40호와 팔달동 41호에서 출토된 산화염 소성의 타날
문 단경호이다. 이들 토기들은 승문타날토기임에도 불구하고 저부의 형태 가 재지의 무문토
기와 닮은 평저이다. 와질토기 단경호의 製陶法이 무문토기에 기초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재지의 공인이 권역 내로 이입된 灰陶 短頸壺를 모방하여 만들었던 초기 형태의 토기일 가
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들 토기에서는 위에서 살핀 낙랑 니질계 단경호류의 제작기법 이 인
정되지 않는다(정인성 2008)). 내박자와 타날 흔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림 6> 팔달동 유적 출토 타날문단경호(1. 41호 2. 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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辰·弁韓의 목관묘에서 출토되는 와질토기들은 통설과는 달리 낙랑토기보다는 오히려 戰
國系 灰陶에 더 가깝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구체적인 자료로 예산리 3호 출토 타날문 토기
를 들 수 있다. 무문토기류와 공반된 이 토기는 前漢鏡이 출토된 다호리 1호, 용전동, 조양
동 38호 등과 비교하건데 기원전 2세기 후반대의 역연대가 얻어진다. 그런데 예산리 3호 타
날문단경호는 전형적인 낙랑단경호와는 형태와 제작기법에서 차이가 있다. 오히려 戰國系,
구체적으로 燕系 灰陶와 비교되는 자료이다. 결국 진변한인들이 ‘灰陶’에 처음 노출되는 시
기는 낙랑군 설치가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림 7> 예산리 3호출토 토기(1번은 타날문단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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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자료로 보는 한 영남지역에서 와질토기를 제작하기 시작한 시기는 기원전 2세기대
후반경을 상한으로 한다. 그렇지만 일부 전국계 철기의 존재로 보건데 그 시기는 더욱 상향
될 가능성이 있다. 진변한 지역이 요동반도와 한반도 서북지방은 물론 일본열도와 오키나와
까지 국제 교역망으로 연결된 시기는 낙랑군 설치 이전으로 소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관계망의 중심에는 고조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진변한의 와질토기는 지역의 무문토기 공인이 고조선 시기에 해
당하는 타날문토기를 참고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정인성
2012). 진변한의 와질토기는 안정된 환원염 소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마에서 구워졌을 가
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아직 가마유구의 발굴사례는 확보되지 않았다. 와질토기 가마라고 알
려졌던 대성동 소성유구는 여러 시기와 지역의 토기들이 섞여서 출토되는 등의 근거로 미루
어 판단하건데 가마 유구일 가능성은 낮다.

Ⅳ. 馬韓地域의 樂浪土器 출토사례와 해석

마한지역 전체에서 출토되는 낙랑계 유물을 집성하고 그 변천을 정리한 김무중은 이를 대
방군 설치 무렵의 정치적 혼란기에 발생한 군현 이탈민과 관련된 고고학적 증거라고 주장하
였다(김무중 2006).
한강유역권의 경우 취사용의 활석혼입토기와 타날문단경호, 그리고 분형토기와 같은 생활토
기의 출토가 두드러진다. 동해안 지역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지만 활석혼입계토기가 출토되지
않는다는 차별성이 있다. 알려진 것처럼 한강유역권에서는 반입된 낙랑토기가 지역에서 형식
변화를 거치면서 지역화되는 특징이 있다.
한강유역처럼 낙랑토기의 출토사례가 많은 북구주지역의 경우는 화분형토기와 타날문단경
호가 모두 출토된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완형토기와 같은 식기류이다. 다만 이들
반입 낙랑토기들은 한강유역과는 달리 재지화되는 현상이 포착되지 않는다. 야요이사회에서
낙랑토기는 그야말로 교역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반되는 양상으로 추론하건데 한강유역권의 낙랑(계)토기는 서북한 지역에서 발생

15

~

연구사와 편년 1기

한 유이민의 이입과 관련된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지역으로 반입된 낙랑토기가 형식변화하
며 재지화되는 현상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이 지역으로 유이민이 이입되는 배경은 후한말
중국대륙의 정치정세와 관련이 있다. 공손씨 세력이 요동에서 할거하며 서북한 지역에도 영
향력을 끼치던 시기였다. 실제로 환령(桓靈)시기의 말에는 군현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한
예(韓濊)가 강성해져 유이민들이 삼한세계로 유입된다는 문헌사료가 확인된다.
동해안 지역에서 화분형토기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지역에 이를 대용할 수 있는 토기류
가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중도식무문토기가 그것이다.
대성리 등지의 유적에서 일부 타날문토기와 철기류들이 동반되어 출토되었는데 필자는 그
연대를 낙랑군 설치 이전, 즉 고조선 시기로 이해한 바 있다(정인성 2009). 문제는 한강유역
권에서 기원전 1세기대와 기원후 1세기대의 자료가 없는 공백기가 상정된다는 점이다. 인천
운북동의 발굴을 계기로 그 공백의 일부는 메워졌지만 여전히 자료는 많지 않고 서북한 지역
에서 생산된 물품이 아니라는 문제도 있다. 이 지역에 본격적으로 서북한 지역의 토기가 출
현하는 것은 공백기를 거친 다음인 기원후 2세기대 후반기이다.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운북동 자료는 토기와 기와 모두가 비낙랑계로 산동지역 등의 자료와
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강하류역에서 출토사례가 많은 백색토기도 산동산이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높다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학계는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외래적 요소를 지
닌 자료는 의심없이 낙랑군 혹은 대방군과 관련시키왔지만 운북동의 토기와 기와류들은 그
러한 선입견을 불식시켰다. 馬韓 諸國의 對 중국교섭이 全的으로 樂浪郡을 매개하지 않았을 가
능성을 아울러 시사하는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이다.

Ⅴ. 三韓 지역의 滑石混入系 ‘花盆形土器’의 성격

활석혼입계 화분형토기는 낙랑토기를 대표하는 기종 중의 하나인데 자비용기(煮沸容器)이
다. 그런 까닭에 원격지로 이동된 화분형토기는 사람이나 집단의 이동을 시사하는 고고자료
일 가능성이 높다. 마한지역에서 활석혼입계 토기가 출토된 유적은 소수이며 그 종류도 화
분형토기 한 기종으로 제한된다. 臨津江과 한탄강 유역권의 파주 당동리와 포천 금주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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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가평 달전리와 춘천 우두동의 분묘유구와 대성리의 주거유적에서 화분형토기가 출토된
다. 辰韓지역에서는 대구 達城郡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와 함께 출토된 사례가 있으며 사천
늑도 유적의 출토품도 주목된다.
금주리 유적의 화분형토기는 비교적 소형으로 형태는 물론 비짐의 혼입정도 등이 서북한 지
역의 그것과 거의 일치하는 자료이다. 저부가 둥근 기미이고 동체부가 곡선적이며 구연단이
비교적 단을 형성하며 외반하는 것이다. 외면에 무문 내박자의 흔적도 관찰된다.
대성리 자료의 경우 내면의 포흔이 낙랑의 사례처럼 비단처럼 눈이 가는 것이 아니다. 비
교적 성긴 포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활석립도 고루 포함된 것이 아니라서 서북한 지역
의 전형적인 화분형토기와는 차이가 있다. 같이 동반된 니질계토기는 전형적인 것이어서 반
입품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하지만 이주 주민이 정착 직후에 제작한 것일 수도 있다.
대성동에서는 복수의 화분형토기가 출토되었는데 평저에 직립하는 동체부에 구연단의 외반
도와 마무리가 조잡한 느낌이다. 같이 동반된 평기와 편은 토성리 토성에서도 발견사례가
있는 무문 내박자로 타날성형된 것이다. 낙랑토성에서는 고식으로 설정되는 기와자료이다.

<그림 8> 한강유역권의 화분형토기와 공반유물(이우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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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문화재연구원이 발굴한 우두동 1호 목관에서도 화분형 토기가 출토되었다. 이 역시 서
북한 지역의 전형적인 화분형토기를 닮았지만 기형과 기형과 제작기법에서 이질성이 인정된
다. 재지에서 제작된 토기일 가능성이 높다.
당동리에서 출토된 토기는 화분형토기가 아니라 형태상 내만옹에 가까운 것인데 역시 내면
에서 평양지역의 同形 자료보다는 성긴 포흔이 인정된다. 이런 형태의 기형은 평양지역의
것과는 바로 비교되지 않는다. 중국의 하북지역이나 베이징의 경우 漢代가 되면 구연부가
내만하는 활석혼입계 자비용기들이 유행하지만 구연단의 마무리에서 당동리 출토품과 차이
가 있다.
마한지역에서 출토된 활석혼입계 토기는 자비용인 화분형토기가 전부이며 금주리 출토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반입품이 아니라 현지 제작일 가능성이 높다. 화분형토기의 경우 굽이 달
린 늦은 형식의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낙랑토성에서 발견된 다양한 종류의 기타 활석혼입토기류는 임진강 유역권은 물론
한강유역권에서도 출토되지 않는다. 아울러 건축물의 존재를 시사하는 기와자료도 없다. 기
와자료는 모두 수혈 유구에서 소편으로 출토될 뿐이다. 이 지역에서 낙랑계 유물이 출토되
는 분묘 유구 역시 누세대적으로 조성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이들
한강 상류역은 진번군 등의 군현과는 관계없는 공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達田里나 牛頭洞의 경우 화분형토기에서 이질감이 인정되는 것은 原鄕과는 다른 환경에서
토기가 제작된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부장유물로 보건데 낙랑토기류를 부장한 달전리 집단은
세대를 잇지 못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와해된 것으로 보인다. 삼한 사회 어디에도 활
석혼입계 토기는 지역의 토기로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라지는 운명을 맞이한다. 진변한
지역에서는 삼각형점토대토기가 그 역할을 대신하였으며 중도식토기 문화권에서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중도식무문토기가 그 역할을 대신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천 늑도나 일본의 하루노쯔지, 쓰시마, 후쿠오카에서 출토되는 전형 화분형토기의 경우
낙랑군 설치 후 군현 관계자, 혹은 무역 담당자의 출입을 상정할 수 있는 고고자료로 판단
된다. 동해안 지역에서 화분형토기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군현인이 주체가 된 교역의 결
과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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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마한지역의 산동반도산 ‘백색토기’와 그 含意

삼한지역에서 출토되는 반입토기 중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자료는 석영혼입계토기 즉 백
색토기이다. 이 토기는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카오린 즉 고령토 성분으로 제작되었으며
소지에 포함된 철분이 적었던 관계로 백색으로 발색된다(정인성 2012). 원래 낙랑을 대표하
는 즉 한반도 서북한 지역에서 제작된 토기로 이해되었으나 근년 산동반도의 龍口市에서 생산
유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산
동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谷豊信 2008).
타니씨의 주장을 참고로 필
자는 최근 수년간 중국 현지
조사를 통해서 이 토기가 북
으로는 부여의 남성자 고성,
동으로는 단동의 애하참고성,
요서지역의 금주시 등지에서
도 출토된다는 사실을 확인하
였다. 요동반도 거의 전 지역
의 고분과 토성 유적에서 파
편을 발견하였으며 산동반도
의 경우 용구시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임치 齊古城과 그
주변의 漢墓에서도 출토된 사
례를 확인했다(정인성 2017).
요서지역의 발해만에서는 근
해에서 백색토기가 인양된 사
<그림 9> 요동지역 각지의 백색토기

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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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만과 서해를 끼고 인접지역에 분포하는 이들 백색토기들은 현지 관찰결과 제작기법과
형태적인 면에서 놀라울 정도의 동질성이 인정되었다. 반면 요동지역에는 후한대 이후 요동
지역 특유의 니질계 대형토기가 성립하며 서북한 지역 낙랑토성에서도 백색토기와 다른 저
장용의 재지토기가 인정된다. 이러한 각 지역의 특징적인 토기기형과 제작기법의 相異로 판
단건데 이들 백색토기의 제작지는 산동반도 용구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백색토기는 내용물 없이 단순한 용기로 수입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원거리로 반출된
백색토기는 기형적으로 저장에 특화되었고 밀봉(密封)이 용이한 구연부를 가진다. 기벽이 두
꺼워 대단히 견고한 점을 더하여 판단한다면 산동에서 생산된 어떤 물품을 담아 운반하던 컨
테이너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물론 수입시의 내용물이 소비된 다음에는 다른 물건을 담는
용기로 전용도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백색토기에 무엇을 담아서 운
반했을까가 중요하다. 용구시와 그 주
변은 漢代의 소금산지이다. 아울러 원
격의 소비지였던 낙랑지역 석암리 9호
등의 백색토기에서 다수의 생선뼈와
비늘 등이 출토된 사실을 더하여 생각
하건데 소금이 대량 사용되는 발효식
품을 저장해서 운반했던 용기일 가능
성이 높다.
이 백색토기가 생산된 산동지역에서
西漢代로 소급되는 부장품은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한반도 서북한 지역의
경우에도 석암리 9호를 포함, 기원후 1
세기 대 중기 이후로 편년되는 분묘에
서의 출토가 인정된다. 기원후 1세기
후반으로 평가되는 왕우묘에서도 백색토
기가 출토된 것을 보면 기원전 1세기대
<그림 10> 김포 양촌 출토 백색토기와 동반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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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점으로 산동지역에서 한반도 서북한지역로 유통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된다.
마한지역에서는 경기도 연천 학곡리에서 백토로 제작된 소형 평저호와 동체부 파편이 출토
되었다. 이 토기의 견부에는 파상집선문이 있는데 낙랑토성과 낙랑고분에서는 아직 출토사례
가 없는 형태이다. 그 외 김포 운양동 1-11지점의 27호, 인천 운서동 는들 유적, 그리고
김포 양촌과 파주 갈현리 3호 구에서도 백색토기가 출토되었다(김기옥 2013, 이나경 2013,
황윤희 2013, 홍주희 2014). 이들 백색토기는 모두 직립하는 구연에 바깥으로 두꺼워지는
넓적한 점토띠가 돌아가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백색토기는 다카쿠(高久)의 C식 백색토
기이며 필자도 C식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 C식 백색토기는 최근 간행된 요동반도 南端의
姜屯漢墓에서는 기원후 2세기 후반 이후에 유행한 형식이다. 서북한 지역에서도 기원후 2세
기 후반에서 3세기대에 유행한 늦은 형식의 백색토기로 판단된다.
그런데 경기도 김포 운양동 1지점 백
색토기의 경우 동반유물에 세형동검이
포함되어 주목을 끌었다. 세형동검은
마연단위가 결입부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 것이지만 등대의 단면이 비교적
납작한 것으로 늦은 시기의 세형동검
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원후 2세
기 후반 이후라는 백색토기 C형식과
의 동반은 부자연스럽다. 경산 임당동
유적에서도 기원후 2세기대 유구에서
기원전으로 편년되는 청동기가 출토된
바 있는데 이는 傳世라기보다는 당시
주거지나 무덤 굴착 과정에서 획득된
유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경기도 김포 양촌에서 출토된 유물
<그림 11> 운양동 1-11지구 27호묘 출토
백색토기와 동반유물

은 동반된 환두대도와 관부가 넓어지
는 철묘의 존재, 하부가 축약되는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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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은 물론 연질 외반호와 동반되었다. 동반된 백색토기는 이들 유물의 상한이 기원후 2세기
후반 즈음에 있음을 알려 준다. 는들 유적이나 파주에서 출토된 백색토기 역시 역시 마찬가
지이다.
최근에는 인천 검단지구와 영산강 유역권 나주 신흥동 주구묘에서도 C식 백색토기가 출토
되었다. 이들 주구묘 역시 백색토기의 부장을 감안하면 그 시기는 기원후 2세기 후반 이후
로 정해진다.
문제는 마한지역에서 출토되는 이들 백색토기들이 군현을 통해서 입수된 것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것이다. 군현이 수입하여 재분배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郡縣 설치 후
가장 많은 한경과 청동기류가 공급되었던 변᛫진한에는 백색토기가 일절 출토되지 않는 상황
을 고려해야 한다. 오직 한강 하류역의 해상교역 요충지에서만 백색토기가 출토되는 점, 그
리고 동반되는 유물 중에 수입된 철제무기가 많다는 점도 주목된다. 마한세력과 군현간의
군사적 긴장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한강 하류역에서 낙랑군에서 출토
사례가 없는 인부가 좁아지는 특이한 형태의 철기류들이 집중되는 현상 등도(김무중 2013)
주목된다. 이러한 상황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단순히 낙랑군이 재분배한 토기가 아
니라 다른 맥락에서 입주된 물품일 가능성이 있다.
시기는 앞서지만 낙랑지역과는 다른 漢式土器와 기와가 출토되는 운북동의 사례도 참고된
다. 기원후 2세기대 후반 이후 중원세계가 극심한 혼란에 빠진 시기의 지역간 교역, 혹은 요
동의 공손씨 세력이 주도한 후한대 이후의 국제교류의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
으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기대한다.
서북한 지역의 군현세력은 漢이나 西晉 내부의 정치정세과도 맞물려 정세에 浮沈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한강유역의 마한세력이 자체 운영한 원거리 교역활동도 배
제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백제국을 포함한 일부 마한세력의
급격한 성장을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풍납토성의 돌연한 출현도 그러하다.
운북동 유적은 기원전 1세기대로 후반으로 편년되기 때문에 이때에 산동 등지에 출자를 두
는 무역집단이 한강 하류역에서 단기간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유적에서 점토대토기기
가 출토된 사실은 당시 교역에 종사한 韓人들의 존재를 시사한다. 기원후에 돌연 이 교역항
이 기능을 잃고 해체되는데 그 배후에는 한강 하류역 마한세력의 급성장과 관련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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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이후 풍납토성이 축조되는 즈음에는 대외교역의 중심세력이 바뀌었고 그들이 한강 하류
역 전체는 물론 원거리 교섭과 해상무역 전체를 관리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원거리 교역의
중심 대상도 산동지역에서 중국 강남지역으로 바뀌었다. 동진대 이후의 남방 錢文陶器가 풍납
토성에 집중되는 양상으로 설명되는데 이는 한성백제의 급성장을 말해 준다.

Ⅶ. 일본열도의 비낙랑계 漢式土器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 삼한, 야요이시대에 출토되는 대다수의 외래계 와질토기(灰陶)는
‘한식계토기’로 인식되었고 이들은 평양지역에서 제작된 토기 즉 ‘낙랑토기’라고 평가되
어 왔다. 그런데 위에서 살핀 것처럼 최근 비낙랑계 한식토기의 존재가 분명해 졌다.

<그림 12> 경기도(한강유역)에서 발견된 백색토기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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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낙랑계 한식계 토기 중에서 가장 먼저 인지된 자료는 이키 하루노쓰지 유적에서 출토된
요동계 호형토기이다. 필자가 2001년 무렵 이키와 쓰시마 출토 낙랑토기의 현지조사 중에
이를 발견하였다. 전형적인 와질소성이며 야요이토기와 다른 외래계토기였던 까닭에 보고자
는 이를 ‘낙랑토기’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낙랑토기와 비교 관찰한 결과 우선 태토의 질
감이 다르고 낙랑토기에는 유례가 없는 기종임이 드러났다. 토기는 동체부의 배가 부르고
두 줄을 이루는 노끈 압흔이 돌아가는 것이 특징이다. 견부에서 구연부로의 전개가 직각을
이루는 점도 낙랑토기에서는 비교대상이 없다.

<그림 13> 북구주 출토 비낙랑계 한식토기(宮本 2020에서 전재)

이러한 형태의 토기는 요동지역 남단의 목양성 주변 한묘에서 출토된 자료가 알려져 있던
터라 이를 前漢代의 ‘요동토기’라고 평가하고 일반적인 낙랑토기보다 시기가 빠를 것이라
고 이해했다(정인성 2003). 그런데 그 후 테라이마코토(寺井誠)는 이러한 기종의 토기가 산
동반도에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寺井 2007). 그 뒤 요동의 강둔(姜屯)한묘 보고서가 공
간되면서 요동지역의 자료가 더해졌지만 산동지역에서 근년에 발굴된 한묘 출토자료를 살피
니 관련 토기자료가 더욱 보편적임을 알게 되었다(古澤 2016). 즉 요동지역의 한묘에서 출토
되는 이러한 토기는 산동반도에서의 반입품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물론 이러한 기종의 토
기가 요동에서 지역토기로 정착했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아서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키에서 출토된 이 토기가 산동에서 유래한 것인지 아니면 요동지역으로 반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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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 재차 이키로 이입되었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아울러 낙랑군 병행기의 토기
자료라면 낙랑군을 경유해서 삼한지역을 통과해서 일본열도로 반출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한편, 이키의 가라카미 유적에서는 최근 요동지역에서 반입된 것이 분명한 신자료가 추가
되었다. 2016년도에 이루어진 가라카미 유적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분형토기’가 그것이
다. 이 토기는 이미 알려진 낙랑의 ‘분형토기’와 뚜렷한 형태차를 보인다. 평저에 동체부
가 크게 꺾이는 특징 때문에 중국고고학에서는 이를 ‘절복분’이라고 부른다. 이를 보고한
후루사와는 이 토기가 요동군과 현도군의 영역에서 주로 출토되는 기종이라고 판단하였고
현도군과의 대외관계에서 반입된 토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최근 후쿠오카의 姪浜遺跡에서도 비낙랑계 회도가 출토되었는데 미야모토는 이러한 사례들
을 종합 검토하여 스쿠 II식으로 대표되는 야요이 중기 후엽부터의 동북아시아 국제 교역망
을 언급하였다. 독립정권이었던 위만조선 때와는 달리 낙랑군이나 요동군, 현토군과 같은 군
현이 설치되면서 황해와 발해만을 끼는 광위의 교역망이 본격 작동한다는 평가이다(宮本
2020). 이런 광의의 교역망을 배경으로 요동이나 산동계의 토기가 이키와 대마도, 북구큐슈
까지 유입되었다는 설명이다. 교역 물품에는 철과 구리, 나아가 유리구슬 등이 포함된다고
하며 그 댓가로서 쌀과 노예 등을 지불했다고 하였다. 漢鏡 역시 이러한 장거리 유통망을
통해서 야요이 세계로 반입된 것으로 보았는데 그 교역망을 운영한 것은 북부 큐슈의 수장
들이라고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야요이 중기 후엽부터 후기 중엽까지는 환
발해 교역권과 삼한, 북부 규슈와의 장거리 교역망이 작동하고 있었으나 이후 왜국 대란을
거친 이후에는 북부구주의 이토국이 교역망을 장악했다고 평가하였다(宮本 2018, 2020). 이
시기 이토국이 대방군을 통해서 중원세계와 직접 소통했을 것이라는 이해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것처럼 마한지역의 연안을 따라 사례가 늘고 있는 산동산 백색토기의
출토 패턴을 살피건데 야요이 수장층이 군현까지의 장거리 교역을 관장한다거나, 중원세계와
직접 소통한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관련하여 김병준은 실크로드를 매개한 한제국의
교역관계를 참고로 한제국과 삼한사회 및 야요이사회의 교역관계가 낙랑군과 대방군의 관리
하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안해로를 따라 장시간 이동하는 당시의 장거리 교역관계를 생각하건데 마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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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변한 사회의 매개나 관여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교역의 형태라고 판단된다. 산동산 백
색토기가 다수 출토되는 한강유역 하류 즉 일부 마한세력의 경우는 군현세력을 매개하지 않
고 산동지역과 산발적인 직접 교역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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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구려 토기의 성립과 전개

고구려 토기는 고구려의 영토 내에서 고구려 사람들에 의해 제작 및 사용된 토기를 지칭
하는데, 대체로 전기(3세기 이전), 중기(4~5세기), 후기(6세기 이후)로 구분된다(최종택
1998).
전기의 토기는 태토에 굵은 사립이 섞인 조질태토에, 회전대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직
접 빚은 토기(手製土器)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 시기에 확인되는 기종으로는 심발, 장경
호, 호, 동이, 시루, 접시, 합, 잔, 뚜껑 등이 있는데, 모두 평저(平底)를 기본으로 한다. 그
리고 심발과 장경호, 호에는 대상파수가 부착되는 경우가 많다.
고구려 토기의 기원과 관련하여 박순발(1999)은 기형적인 측면에서 압록강 중류 및 혼강
유역 일대 청동기시대 토기인 공귀리유형 및 미송리형 토기에서 고구려 토기 연원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고구려 토기의 특징적 요소인 대상파수(교상파수)의 연원을 청동기
시대 토기에서 찾은 것으로, 청동기시대에 처음 등장하는 횡방향 또는 종방향의 대상파수가
초기철기시대까지도 지역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고구려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 토기에서 확인되는 니질태토와 마연기법 등의 요소는 전국 말에서
한나라 초기 회도(灰陶) 제작기법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는 바, 세죽리-연화보 유형의 철기문
화가 요동지역으로 전래되는 과정에서 고구려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하였다. 즉, 고구려
토기는 청동기시대부터 이어진 재래의 지역 전통을 바탕으로 철기문화와 함께 새롭게 들어
온 토기 제작기술이 결합되어 형성되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최종택(2015)은 박순발의 견해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고구려 형성기의 토기
는 사립이 섞인 조질태토가 대부분이므로 니질태토로 일반화하기 보다는 니질화(泥質化)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하였다. 또 북한의 자강도 시중군 노남리유적의 상층에서 출토된 토기를
표지유물로 하는 노남리형 토기를 고구려 토기의 초현형으로 제시하면서, 노남리유적이 청동
기시대부터 고구려 시대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사용되었기 때문에, 상한 연대는 기원전 2세
기까지 올려볼 수 있으나 하한 연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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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구려의 첫 번째 도읍이었던 환인 오녀산성이나 망강루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에
도 니질태토와 마연기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특징은 마성자 동굴유적을 시작으
로 요동 지역 전체에 널리 퍼진 청동기시대 토기에서 관찰되며, 초기철기시대나 고구려 초
기의 토기는 잔석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된다. 이처럼 국가성립기 고구려 토기에서 니질태
토와 마연기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이 두 요소는 재지적 전통의 계승이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철기문화의 도입과 함께 한반도에 전해진 니질화된 태토, 타날기법, 가
마의 사용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적 요소 역시 고구려 초기 토기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역시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상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동기시대 후기에서 초기
철기시대로 이어지는 토기의 일부 기형과 파수가 고구려 초기 토기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고구려 토기는 혼강과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 거주하고 있
던 집단이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이어지던 토기 제작 전통을 일부 계승하고, 부여를 비롯한
외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양시은 2021).

<사진 1> 환인 오녀산성 출토 고구려 전기 토기(오녀산성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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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망강루적석총 출토 토기(오녀산성박물관)

2

② 망강루적석총 출토 유물(요녕성박물관)

<사진 2> 사진 2. 환인 망강루고분군 출토 고구려 전기 토기

이처럼 이른 시기의 고구려 토기는 조질태토에 손으로 제작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4세기
이후가 되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운 점토질의 니질태토, 회전대(돌림판)를 사용한 성형기
법, 평저 기형, 횡위 대상파수, 일부 기종의 시유(施釉), 특정한 문양의 시문과 암문(暗文)
기법 등이 나타나게 된다.
고구려 중기부터는 거의 모든 기종이 등장하게 되는데, 대형옹과 직구옹 등과 같은 대형
토기는 중기 후반에, 광구호와 대부완은 후기에 나타난다. 동체부는 테쌓기와 함께 회전대를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5세기대 중후반대 남한의 고구려 유적 출토품을
제외하고는 기벽에서 타날 흔적이 관찰되지 않아, 고구려의 일반적인 토기 제작 과정에 타
날기법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유토기는 주로 고분에서 확인된다. 3세기 말, 늦어도 4세기 초에는 저화도 녹갈유가 시
유된 토기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표면을 마연하는 기법은 고구려 토기의 특징적인 요소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토
기 전체를 마연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고구려 중기 이후 태토가 니질화 되다보니 기벽을
정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분적인 마연 효과를 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토기에서 문양 시문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문양은 중기 이후부터 확인되
는데, 그 기종 역시 매우 제한적이며, 문양 종류도 단순하다. 주로 병이나 호의 어깨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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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호문(重弧文)이나 파상문, 점열문 등이 횡침대 구획 안에 시문된다.

① 점열문

② 중호문

③ 중호문

④ 중호문

⑤ 파상문
<삽도 1> 고구려 토기의 문양

⑥ 중호문+점열문

그리고 중기 이후에는 암문 기법도 확인된다. 암문이란 토기의 표면을 단단한 도구로 문
질러 시문하는 문양 장식을 말하는데, 종방향이나 횡방향의 암문 외에도 연속고리문이나 격
자문 등이 있다. 암문은 니질화된 태토로 제작된 토기에서만 관찰되지만, 호, 옹, 시루, 동
이 등 다양한 기종에 폭넓게 확인된다. 암문은 고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시기를 달리하며
확인되는 매우 특징적인 시문기법으로, 흉노, 삼연, 북위, 거란 토기를 비롯하여 고구려 토
기의 영향을 받은 사비양식 백제토기와 발해 토기에서도 발견된다.

<사진 3> 한강유역의 고구려 토기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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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도 2> 고구려 토기의 여러 기종(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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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한지역 고구려 토기의 특징
<표 1> 아차산 보루군 고구려 토기 현황1)
기 종
심발
장동호
장동옹
호
옹
직구호
직구옹
사이장경옹
광구호
이부호
동이
시루
종지
완
대부완
이배
접시
반
구절판
병
합
삼/사족기
부형토기
깔때기
호자
뚜껑
연통
벼루
합계

구의동
보루

홍련봉
1보루

홍련봉
2보루

아차산
3보루

아차산
4보루

용마산
2보루

시루봉
보루

3
37
1
23
79
1
29
1

19
12

10
57

43
75
7
23
2

42
251
11
38

11
21
4
54
62
10
44

11
69
7
77
135
9
26
2
2
1
84
30
5
22
2
7
60
1
6
1
5

1
17
10
48
44
2
17

33
28
9
50
30
5
18
2
2

43
10
4
7
14
7
18
2

75
28
10
23
17
1
100
7

1
1
3
6

2
3
1
1

79
20
4
24
2
3
17

2
2
1

1
63
9
10
18
9
2
60
5
1
2
1
11

9
2
136
4
7
45
17
2
35
6
6

78
13
3
24
7
21
3
1
1
5

6
1

41

56
28

369

457

1
81
44
1
811

37

43
26

3
59
7

1
49
10

399

632

324

505

계
88
241
31
337
676
45
195
7
13
4
558
114
43
163
68
22
311
24
14
6
14
11
24
1
5
366
115
1
3,497

1) 주좌나 기타로 분류된 것은 제외하고 산정한 수치로, 훼손이 심한 배봉산보루 출토품은 제외하였다.
홍련봉 1보루의 경우 보고서에서 고구려 토기로 잘못 분류된 완 1점은 제외하였다. 아차산 4보루의
경우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보고 자료 중 고구려 토기로 잘못 분류된 뚜껑 2점과 기종 산정이 잘못
된 직구호, 직구옹, 심발 등의 수치를 수정한 뒤 서울대학교박물관 보고 자료와 합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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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작기법상의 특징
남한 지역의 고구려 토기는 심발과 부형 토기를 제외하면 비교적 정선된 니질 태토를 이
용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나 잔석립이나 사립이 혼입된 사례도 적지 않다.
그리고 원통형 삼족기 또는 사족기와 같은 일부 기종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개체가 평저
이다. 동체부가 테쌓기와 함께 회전대를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성형되었음을 고려하
면, 납작한 바닥은 회전대 위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 토기의 바닥이나 뚜껑
의 개신부에서 흔히 확인되는 돌대흔은 회전대에서 성형될 때 찍힌 일종의 제작흔으로 판단
된다(양시은 2003). 해당 돌대흔은 토기 바닥의 중앙에서 주로 관찰되고 있어, 회전대 바닥
판 중심의 접합 홈이 토기 성형시 중심을 잡아주는 기능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시루 바닥

뚜껑 개신부

접시 바닥

<사진 4> 바닥면에서 확인되는 돌대흔

바닥 제작 후에는 동체부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는 테쌓기를 하면서 회전대를 보조적으
로 이용하여 성형하였다. 완이나 종지, 접시와 같은 소형 기종 역시 테쌓기를 기본으로 하였
다. 기고가 높은 경우에는 일정 높이까지 테쌓기를 하고 회전대를 사용하여 조정하는 과정
을 반복하는데, 이 때의 반복적인 작업 때문에 기벽이 매끄럽게 올라가지 못하고 일정한 높
이마다 동체부의 기형이 흐트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테쌓기로 성형할 때, 점토 띠
의 폭은 토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형 기종이 2~3cm인 반면, 옹과 같은 대형 기
종은 10cm가 넘는 경우도 있다.
아차산 보루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에서는 동체부 성형 과정
에서 타날 기법을 사용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 장동호는 점토띠를 접합하기 위해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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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누른 흔적이 내면에서 관찰되기도 한
다. 그런데 5세기대 남한의 고구려 유적에
는 타날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토기가
출토된다. 백제 토기처럼 타날 흔적이 토
기 전체에 남아있지 않고, 타날 흔적의 대
부분이 회전대를 이용한 물손질 작업에 의
해 지워져 기벽의 일부에 남아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밖에도 남한 내 고구려 토기에는 경
<사진 5> 테쌓기 흔

부와 동체부가 연결되는 안쪽 면에 손가락
이나 길쭉한 나무판과 같은 도구로 눌러

접합한 흔적이 관찰된다. 구연부 안쪽 면은 도구를 대고 회전 깎기를 하기 때문에 그 흔적
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대상파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파수를 수평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부착면 윗부분에 1조의
횡침선을 긋기도 한다. 파수는 접합부 가운데에 심을 박고 그 주변에 점토를 덧대어 부착하
거나, 부착면에 홈을 내서 접착력을 강화하기도 한다. 양쪽의 접합면에 칼과 같은 도구로 여
러 개의 선을 깊게 그어 부착하는 방식은 반형 뚜껑의 귀모양의 손잡이나 연통에 전을 부착
하는 경우에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부착물이 접합된 토기의 내면에서는 직사각형의 작은
나무판 혹은 손가락 등으로 힘을 준 흔적이 확인되기도 한다.
완이나 접시에는 굽이 부착되기도 하는데, 시루봉보루의 경우 통굽과 들린굽 방식이 모두
확인된다. 들린 굽을 별도로 접합하지 않고 바닥을 깎아내어 굽을 만드는 방식은 자기류에
서 주로 확인되는 것이고, 주변의 다른 고구려 유적에서 이러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상대
적으로 늦은 시기의 제작 방식으로 생각된다.
토기의 1차적인 성형이 끝나면, 조정 및 정면의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남한 지역에서는
회전대를 이용한 물손질, 예새와 같은 날카로운 도구나 회전대를 이용한 깎기, 나무판의 가
장 자리를 빗처럼 깎아서 만든 도구로 토기 표면을 다듬는 긁기, 그리고 단단하고 매끄러운
도구로 토기의 표면을 문질러서 정면하는 마연기법 등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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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촌토성을 비롯한 5세기대 고구려 유적에서는 점열문, 파상문, 중호문 등의 문양이 새겨
진 토기가 발견되나, 아차산 보루군이나 석축 성벽 단계의 호로고루와 같은 6세기 이후의
고구려 유적에는 문양이 새겨진 토기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기벽을 문질러 장식 효
과를 내는 암문은 비교적 기형이 큰 토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양으로는 횡선문, 종
선문, 격자문, 연속고리문 혹은 복합문 등이 있다.

① 횡선문

② 종선문

③ 격자문

④ 연속고리문

<사진 6> 암문

2. 전문 장인집단의 존재와 제작지
한강유역에서 출토된 고구려토기의 일부 기종에서는 명문이나 부호가 다수 발견되었다.
부호는 대체로 완, 종지, 접시 등과 같은 소형기종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으며, 명문은 접시
류에서 많이 확인된다. 부호나 명문은 소성 전에 새겨진 것과 소성 후에 새겨진 것을 구별
해야하는데, 소성 후에 새겨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소성 전에 새겨진 부호는 제작자나 제작
지를, 소성 후에 새겨진 것들은 개인 물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차
산 4보루에서는 명문이 새겨진 접시가 여러 점 출토되어 유적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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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아차산 보루군 출토 고구려 명문 토기(ⓒ최종택)

한강 유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에서 보이는 공통된 제작기법상의 특징들은 이들 토기
가 제작에 있어서 하나의 전통에 속해있었음을 의미한다. 실제 아차산 보루군 출토 고구려
토기편에 대한 토기암석학 분석과 중성자방사회분석(NA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발을 제외
한 연통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종이 보루 근처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조대연 2013; J.CHOI 외 2017).
그렇지만 고구려 토기를 제작한 공방이나 토기 가마는 남한과 북한, 중국 어느 곳에서도
발견된 사례가 없다. 평양에서 고구려 기와 가마가 발견된 것이 전부이다. 청원 남성골산성
이나 서울 홍련봉2보루에서 소성 유구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는 있었으나, 토기를 소성하였다
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
한편, 아차산보루군에서 발견된 수많은 토기로 볼 때, 당시 토기의 제작은 전문 장인집단에 의
해 만들어졌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전문 장인집단에 의한 제작은 대량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
을 것인데, 이는 토기의 정형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 실제로 한강 유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
기 중 장동호를 대표 사례로 정형성을 살펴본 바, 구경과 용량, 저경과 용량, 높이와 용량, 높이
와 최대경고간에 서로 상관관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양시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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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년
한강 유역 출토 고구려 토기는 대체로 6세기를 기준으로 그 전과 후의 제작기법 양상에
차이를 보인다. 이를 기준으로 남한 전체에서 발견되는 고구려 토기 역시 5세기대 토기와 6
세기 이후의 토기로 구분이 가능하다.
우선 남한 지역에서 확인되는 5세기대의 고구려 토기는 구단부가 둥글거나 직선으로 마무
리되는 A형과 B형 구연의 비중이 높은 반면, 6세기대 유적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는 구단
부를 밖으로 말아 접은 D형 구연의 비중이 높아짐이 확인된다.
A형

B형

C형

D형

<삽도 3> 고구려 토기의 호・옹류 구연부 형태 분류안(최종택 1995)

또한 5세기대 고구려 토기는 동체 상단부에 횡침선과 함께 점열문, 파상문, 중호문, 수장
문 등의 문양이 새겨진 경우가 있지만, 6세기대에는 문양이 시문된 토기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암문은 두 그룹 모두에서 확인된다.

① 호(4세기 후반)
(파주 주월리 2호 주거지)
- B형 구연부, 중호문

② 양이부호(5세기 중후반)
(연천 은대리성)
- B형 구연부, 타날 흔적

③ 호(5세기 중후반)
(화성 청계리 1호분)
- 파상문, 타날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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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동호(6세기 전반)
(아차산4보루)
- D형 구연부

⑤ 시루(6세기 전중반)
(시루봉보루)
- D형 구연부

⑥ 대부완(6세기 중반)
(시루봉보루)
- 들린 굽

<삽도 4> 남한지역 고구려 토기

남한의 5세기대 토기 중에는 동체부 성형 과정에서 점토띠의 접합을 위해 타날을 실시하
고 회전대를 이용하여 물손질함으로써 타날 흔적을 지운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주목된
다. 475년 백제의 한성(漢城)을 점령할 때 고구려 군대가 본토에서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되
는 몽촌토성의 고구려 토기에는 타날 흔적이 남아있는 토기가 거의 없다. 반면 475년 이후
조성된 것이 분명한 한강 이남 지역의 고구려 고분이나 생활 유적에는 타날 흔적이 남아있
는 토기가 다수 발견된다. 물론 타날 흔적이 남아있는 고구려 토기는 임진강 및 한탄강 유
역에도 확인된다. 타날 기법을 이용하는 고구려 토기의 성형 방식은 아직까지 중국이나 북
한에서 보고된 바는 없다. 만약 타날 성형 기법이 남한에만 확인되는 것이라면, 고구려의 남
진으로 인해 영역이 확장되면서 현지에서 토기를 일부 제작하는 과정에서 舊백제 도공이 일
정 정도 개입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 밖에도 일부 기종에서 시기에 따른 형태적인 변화가 관찰된다. 다리가 달린 원통형 토
기의 경우, 동체부가 세장한 형태에서 최대경이 커지거나 삼족기에서 사족기로 변화하는 등
실용성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대부완은 6세기 유적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통굽 혹은
굽을 붙여 만드는 것보다 회전대를 이용하여 바닥을 깎아 만드는 들린 굽이 제작기법상 발
전된 기술이며, 이에 따라 들린 굽이 전자에 비해 늦은 시기에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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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능
최종택(1999)에 따르면, 고구려 토기는 그 용도에 따라 실용기와 비실용기로 대별되며, 실
용기는 다시 저장용, 조리용, 배식용, 운반용 등으로 세분된다. 사공정길(2013)은 조리용기에
는 심발, 시루, 부형토기, 동이, 반, 광구호를, 배식용기에는 완, 대부완, 종지, 접시, 이배,
구절판, 장동호를, 운반용기에는 이부호, 양이부장동옹을, 그리고 저장용기에는 호, 직구호,
장동옹, 외반구연옹, 직구옹, 병, 합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중 심발은 기벽에 그을음이 남아있거나 표면이 박락된 경우가 많아, 직접적으로 불과
접촉하는 조리용으로 추측된다. 또 시루는 그 형태적인 특징과 현재까지도 찜기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조리용기로 구분할 수 있다.
완, 대부완, 종지, 접시, 이배, 구절판 등은 크기와 형태상 개인용 배식용기로 분류가 가
능한데, 주로 쪽구들의 아궁이 주변에서 많이 발견된다. 이들 토기의 바닥이나 내면에는
‘∣
∧’, ‘△’, ‘大’, ‘井’, ‘十’, ‘∧’, ‘へ
ノ’, ‘一’ 와 같은 다양한 부호가
확인된다. 대부분 소성 후에 새긴 것으로, 식기를 사용하던 사람이 타인의 것과 구별하기 위
해 새겼을 것으로 추측된다. 동일한 부호가 같은 기종의 여러 개체에서 확인되기도 하나, 부
호의 크기나 새긴 방식이 달라 구분이 가능하다.
대형 옹이나 직구옹 등은 저장용기로 구분할 수 있다. 사공정길(2013)에 따르면, 남한 내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된 직구옹의 경우 최소 용량은 73.2리터(ℓ), 최대 용량은 195.6리터
이며, 평균 또한 151.6리터에 달한다. 대형 옹 또한 최대 189.2리터에 달하여, 저장용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기종을 제외한 고구려 토기는 사실상 용도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고구려 유적
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동이는 조리용, 저장용, 운반용으로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 동이의
크기나 파수의 부착 여부에 따라 특정 기능과 관련지을 수도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
역시 쉽지 않다.
한편, 최종택(1999)은 고구려 토기의 비실용기는 부장용과 의례용으로 구분하였다. 남한
의 고구려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는 병과 호가 있는데, 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국이나 북
한의 고구려 고분에는 사이장경호, 사이장경옹, 호, 직구호, 원통형삼족기, 부형토기 외에도
시루, 이배, 동이, 완, 심발 등이 부장되고 있어, 실용기를 부장하는 경우도 많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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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사이장경옹과 원통형삼족기는 제사를 위한 의례용으로 알려져 있
으나, 시루봉보루에서도 사이장경옹 파편이 확인되었고, 시루봉보루나 용마산 2보루에서도
원통형 삼족기 혹은 사족기가 출토되는 것을 고려하면, 두 기종 역시 실용기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Ⅲ. 사비양식 백제 토기와의 관계

사비기 백제 토기에는 파수부 옹, 동이(자배기), 시루, 접시, 완, 이배(전달린토기) 등의
일부 기종에서 고구려 토기의 제작방식을 따른 토기가 새로이 등장한다. 고구려 토기와 유
사한 특징을 지닌 이들 토기는 사비기의 전 기간에 걸쳐 제작되었는데, 한성 양식과는 구별
되는 새로운 양식이라는 점에서 ‘사비기 고구려계 토기’ 또는 ‘사비 양식 백제 토기’로
불린다. 사비 양식 백제 토기는 사비도성 일대와 익산 왕궁리 유적 등에서 주로 출토된다.
사비기 고구려계 토기는 6세기 이후의 백제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음에도, 앞서 살펴본 남
한 내 고구려 유적의 5세기대 토기 제작 기술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538년에 사비로 천
도하였음을 고려하면, 사비 양식 백제 토기는 5세기 중후반 고구려 토기 제작기술이 도입된
이후 백제 자체의 진화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사비기 고구려계 토기는 동일한 시기
의 고구려 토기 즉, 한강 유역의 아차산 보루군 출토품과 제작기법에서 몇 가지 뚜렷한 차
이를 보인다.
첫 번째 차이점은 구연부의 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 6세기 이후의 사비기 백제 유적에서
출토되는 고구려계 토기는 구연부의 형태가 A형 또는 B형이 대부분인 반면에, 동일한 시기
의 아차산 보루군이나 호로고루 등과 같은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된 6세기대 고구려 토기의
구연부는 주로 D형이다. 이는 사비기 고구려계 백제 토기를 제작하는 집단이 구연부 형태가
A형 혹은 B형이 중심인 5세기대 고구려 토기 제작 집단과 관련되었거나 그 영향을 받았음
을 시사한다.
두 번째 차이점은 타날의 채용 여부이다. 타날흔이 확인되는 사비기 고구려계 토기는 타
날 후 회전대를 이용한 물손질로 타날의 흔적을 지웠다는 점에서 동일한 시기의 고구려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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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는 차이를 보인다. 다만 타날을 지우는 방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5세기대 고구려 토기 제작 기법의 한 특징이지만, 6세기대 고구려 토기에서는 타
날흔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세 번째 차이점으로는 태토를 들 수 있을 것인데, 사비기 고구려계 백제 토기는 보다 정
선된 니질 태토를 이용하고 있다. 동일한 시기의 고구려 토기 또한 니질 태토를 주로 사용
하지만 석립이 혼입된 것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사비기 고구려계 토기는 거의
대부분이 니질 태토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네 번째 차이점은 횡침선과 파수의 부착 위치에서 찾을 수 있다. 고구려 토기는 횡침선을
기준으로 파수를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사비기 고구려계 토기 중에는 횡침선이
파수부의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어(土田純子 2013), 기존 고구려 토기의 전통과는 차이
를 보인다.
한편, 사비기 고구려계 토기에는 암문이 시문된 예가 다수 확인된다. 대부분 흑색 계통의
토기에서 암문이 확인되고 있는데, 정선된 니질 태토로 제작된 것들이었다. 암문은 고구려
중기 이후에 제작된 니질 태토의 토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법으로, 6세기대 아차산
보루군의 토기에도 발견된다.
사비기 고구려계 토기에서 보이는 토기 제작 기법은 기존의 백제 토기 전통과는 전혀 다
른 것으로, 여기에는 5세기대 고구려 토기의 장인 집단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5세기대 남한 지역의 고구려 토기는 6세기대의 토기와는 확연히 구별
되는 몇 가지 특징적인 제작 기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 5세기대 고구려 토기의 제작
기술이 6세기대 사비양식의 백제 토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사비양식 백제 토기는 초기에 고구려 토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성립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자체적인 발전 과정을 거치게 됨은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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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기연구의 지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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