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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

미 경*

요 약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금관가야는 삼한~삼국시대 고분유적들이 집중분포하고 있
지만 5세기대 고분조사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고자료를 통
한 5세기 금관가야 역사는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2006~2007년에 발굴조사
된 김해 죽곡리고분군에서 5세기대로 편년가능한 수혈식석곽묘 120여기가 조사되
어 공백이었던 5세기 금관가야 고분과 토기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었다.
김해 죽곡리고분군에서 출토된 다양한 여러 지역 양식 토기와 당시 금관가야 지
역을 비롯한 伽耶諸國 토기양식의 특징을 정리하고 이제까지 김해지역이 중심인 금
관가야 고분에서 발굴조사된 유물과 비교분석함으로써 특히, 5세기대로 편년되는
토기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파악하여 당시의 고분에서 출토된 금관가야 토기문화의
일면을 고고학적으로 복원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먼저, 가야 제지역양식토기와 신라양식토기의 특징을 선학들의 연구결과를 정리
하여 비교검토하여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자의 제지역양식토기에
대한 상대적 비교 편년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김해 죽곡리고분군 출토토기를 비
롯한 이제까지 김해지역에서 조사된 5세기대 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 가운데 고배
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분석하여 4분기로 시기구분하였다. 즉, 4세기 후반에서 5세
기 전기를 제1기, 5세기 중기를 제2기, 5세기 후기를 제3기, 6세기 전기를 제4기로
*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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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기별 특징을 파악하였다.
제1기에는 가야의 제지역 양식 특히 아라가야양식 토기와 비화가야양식 토기, 신
라양식 토기, 소가야양식 토기 등 다양한 토기가 수요에 따라 공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제2기에는 제지역양식 토기가 배신과 대각부 등 각 부위별로 특징이 융
합된 ‘융합’품이 김해지역 재지에서 생산되어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고 김해지역 제
작 고배의 주요특징으로 배신의 구연이 직립하다는 공통적인 속성이 인지되고 있어
추후 김해 재지토기의 특징 파악에 중요한 속성으로 인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고 이 시기에는 재지계인 소위 김해식 단각고배가 부단히 제작되어 그 명맥이 유지
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제3기, 제4기에는 신라양식 고배의 확산으로 고배의 경
우 상하교열 투창이 정착화되며 대각은 2단구획이 중심이 된다. 하지만 단각고배의
전통이 ‘계승’된 김해식 단각고배가 증가하는 변화가 인지된다.
김해지역 출토토기를 신라양식 또는 낙동강 동안양식 토기의 범주에서 보는 시각
에서 벗어나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금관가야의 주체적 시각에서 내재적 역량을
중시하는 시각에서 새롭게 금관가야 토기를 재조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在

地的 역량이 포함된 ‘융함품’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시기부터 제작
보급되어 왔던 ‘단각고배’ 등 소위 ‘계승품’이 지속되게 생산,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이제까지 금관가야 토기를 ‘범 신라양식’ 또는 ‘낙동강 동안양식 토기’라
는 논리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김해 죽곡리고분군, 제지역양식 토기, 수혈식석곽묘, 재지계, 모방품, 융합
품, 계승품

Ⅰ. 머리말
지금까지 금관가야 고분군에 대한 많은 조사가 있었지만, 축조시기가 5세기를 중
심으로 하는 고분군은 그 예가 많지 않았다. 금관가야를 대표하는 고분군은 양동리
고분군, 대성동고분군, 칠산동고분군, 예안리고분군 등이 있다. 이 중 양동리고분군
은 1~3세기가 축조 중심연대로서 죽곡리고분군과는 동쪽으로 약 7㎞ 거리에 위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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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예안리고분군은 죽곡리고분군의 반대편인 김해의 동쪽에 위치하며 2~6세
기에 걸쳐 연속적으로 축조되었기 때문에 5세기 고분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
와 같은 이유로 고고자료를 통한 5세기 금관가야 역사는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 하
지만 2006~2007년에 걸친 부산신항배후철도건설로 발굴된 김해 죽곡리고분군에서
5세기대로 편년가능한 수혈식석곽묘가 조사되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고분군은
이제까지 김해지역에서 조사된 예가 없는 실정으로, 공백이였던 5세기 금관가야 고
분과 토기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김해 죽곡리고분군에서 조사된 수혈식 석곽묘는 120여기에 이르며 다수의 유구
에서 각 지역 양식의 토기들이 출토 되었다. 이러한 토기로 당시 금관가야 지역을
비롯한 伽耶諸國 토기양식의 특징을 정리하고 이제까지 김해지역이 중심인 금관가
야 고분에서 발굴조사된 유물과 비교분석함으로써 특히, 5세기대로 편년되는 토기
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파악하여 당시의 고분에서 출토된 금관가야 토기문화의 일
면을 고고학적으로 복원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김해 죽곡리고분군의 토기 분석
1. 토기의 다양성
김해 죽곡리고분군에서는 총 120기의 삼국시대 고분에서 1,242점의 유물이 출토
되었으며 그 중에서 토기가 722점(58%)이다. 이 가운데 기종과 기형 등 세부적 사항
을 파악 가능한 토기는 680여점이다. 이들에 대하여 그 세부적인 속성을 검토해 본
결과 죽곡리고분군에서는 김해의 재지계토기 뿐만 아니라 咸安지역을 중심으로 하
는 安羅伽耶양식 토기, 固城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小伽耶양식 토기, 昌寧지역을 중
심으로 하는 比火伽耶양식 토기, 慶州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新羅양식 토기 등 주변
지역에서 생산된 토기가 수입되거나, 주변지역 토기와 유사성이 간주되는 토기가
출토되었다.
김해 죽곡리고분군 출토 토기 기종 가운데 고배와 장경호는 출토수가 가장 많으
며 다수의 고분군에 부장되고 있다. 고배는 전체 토기 중에서 311점으로 점유율
41%를 차지하며 토기가 출토된 전체 고분 중에서 고배가 출토된 유구가 79%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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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어 가장 보편적으로 부장된 대표적 기종으로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장경
호는 132점으로 전체 토기 가운데 점유율 17%를 차지하면서, 토기가 출토된 전체
고분 중에서 장경호가 출토된 유구가 50%를 차지하고 있어 그 다음에 해당한다. 이
러한 것은 고배와 장경호가 당시 죽곡리고분군을 조영한 선조들이 선호한 기종으로
서 상대편년과 절대편년을 설정하는데 있어 유효하며 당시의 시간성과 공간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기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 김해 죽곡리고분군 수혈식석곽묘 출토토기 현황

2. 분기 및 편년 설정
본 장에서는 죽곡리고분군에서 출토되는 제지역 양식 토기를 선학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양식별 특징을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중심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를 지역적, 시기별 특징을 도식화하고 표본모델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지역
양식을 통합적인 안목으로 상대편년을 설정하여 [표 2]와 같이 한 자리에 정리할 수 있
었다. 또한 죽곡리고분군내에서 시기별로 유구분포현황을 나누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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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Ⅰ기(4세기 후반 ~ 5세기 전반)
제Ⅰ기 토기는 크게 伽耶諸國 양
식과 新羅양식의 혼재 또는 각 양
식별로 분화되어 고유의 특징이
존재하는 시기를 반영하고 있다.
먼저, 아라가야 양식 토기는 無蓋

式인 外折口緣고배와 有蓋式이 공
존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대
표적인 것이 29호, 77호 출토 고배
인 무개식과, 57호와 77호 출토 유
개식 고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토기들을 기존의 연구자들의 편년
을 참고하였을 때 도항리6호(창)
에서 출토된 고배가 유사하다.

도면 1. 김해 죽곡리고분군 제Ⅰ기 유구배치도

소가야 양식 토기는 94호 출토품을 들 수 있다. 외절구연에 배신의 곡선도, 1단의
이등변세삼각상 투창, 각단부의 마무리 등을 통한다면 마산 현동고분군 등 소가야
외곽의 주변지역 고분군 출토품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앞선 시기
에 제작된 무개식 고배의 공통 양식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제Ⅰ기 토기는 4세기대의 공통양식 토기가 부분적으로 존속하고 있고 무개
식인 외절구연고배와 유개식 고배가 공존하면서 다양한 제지역 양식이 공존하고 있
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토기들이 출토된 유구의 분포는 [도면 1]과 같이 정
리가능하다. 조사구역 내의 서쪽 남사면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상한 시
기는 4세기 후반 어딘가에 두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94호에서 출토된

衝角付冑는 일본의 TK 73호 앞선 단계에 출토된 衝角付冑과 그 특징에서 유사하
다.1) TK 73호는 A.D.412년이라는 절대연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94호는 이보다 적어
도 평행하거나 다소 선행할 수 있다는 절대 편년관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1) 阪口英毅, ｢前期ㆍ中期型甲冑の技術系譜｣, 뺷月刊 考古學ジャーナル뺸 1．1月号, No.58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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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Ⅱ기(5세기 중반)
제Ⅱ기에 해당되는 제지역별로
의 기준 유적은 신라의 상징적인
고분으로 황남대총 남분이 될 수
있으며, 소가야는 고성 송학동고
분군 1B호, 아라가야는 도항리 38
호, 비화가야는 창녕 교동3호로 편
년을 설정해 놓았다. 여기에 맞추
어 죽곡리고분군에서도 편년을 설
정하여 유구의 분포를 [도면 2]로
표시 가능하다. 조사대상지역에서
는 입지가 가장 좋은 곳에 집중적
으로 다수의 유구가 분포하고 있
도면 2. 김해 죽곡리고분군 제Ⅱ기 유구배치도

는 것을 알 수 있다. 제Ⅱ기에서는
이전 시기에 성행한 아라가야양식

토기가 2점 밖에 출토되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반면, 소가야양식 토기는 송학동고
분군에서 출토된 고배와 아주 유사한 것으로 이전 시기에 비해 많은 점수가 출토되
고 있다. 비화가야양식 토기는 기형적으로 닮았다고 할 수 없지만 소성이나, 기형
등 몇 가지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신라양식 토기는 황남대총 남분에
서 출토된 유물을 기준으로 하였다.
3) 제Ⅲ기(5세기 후반)
제Ⅲ기는 아라가야양식, 소가야양식 토기가 사라지고 출토되지 않는다. 또한 비
화가야양식 토기는 창녕 교동 1호를 기준으로 편년을 설정하였는데 교동 1호에서
출토된 유물은 신라의 영향을 받아 신라양식 토기로 변화하는 단계이다. 즉 죽곡리
고분군에서도 신라의 영향을 받아 상하교열투창 고배가 소형화되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공반유물로 김해식 단각고배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기준 유적으로는 양산 부
부총과 금조총을 두고자 한다. 이 시기의 하한은 주지하다시피, 殉葬이 실시된 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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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당의 신분을 가진 최고위
급의 무덤이다. 신라는 502년 智

證麻立干 3년에 순장을 금지하는
율령을 반포한다. 따라서, 양산
부부총 고분은 그 이전에 조영된
것이 분명할 것이다. 문제는 이
고분이 여러차례 추가장이 이루
어진 것으로 어디까지 그 상한 연
대를 설정하는 가에 있지만 그 시
기적인 차이는 한 세대를 넘지 않
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480년 정
도로 판단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도면 3. 김해 죽곡리고분군 제Ⅲ기 유구배치도

4) 제Ⅳ기(6세기 전반)
마지막으로 제 Ⅳ기는 단각고배
만이 나타나는 시기로 조사대상지
역에 제일 아래쪽인 구릉 말단부
에 집중으로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묘제도 수혈식석곽묘에서 횡
구식실묘로 전환되는 현상이 보인
다. 역사적으로 볼 때, 532년 금관
가야가 신라에 병합되는 과정이
고고학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단
계로 이해하여도 무방할 듯하다.
즉, 532년은 공식적인 국가의 존폐
가 다하기 전까지 부분적으로는

도면 4. 김해 죽곡리고분군 제Ⅳ기 유구배치도

금관가야의 전통적인 특징인 단각고배의 제작 등 그 독자성이 어느 정도 존속되어
있지만, 이미 묘제와 대부장경호 등 다른 요소에서는 상당히 신라화가 진행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는 단계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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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5세기대 금관가야 토기의 특징
1. 주변고분군과 비교검토
금관가야 토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해지역 일대의 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장에서는 김해 죽곡리고분군과 근접하는 김해지역
의 고분군을 중심으로 5세기대에 한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동일 시간성 내
에서 공간적인 활동범위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의 고분군에서 부장된 토기를 통해서
검증한다면, 보다 더 정확하고 분석치의 유효율을 훨씬 객관화 할 수 있다는 고고학
적인 연구의 보편적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김해 예안리고분군2)
예안리고분군은 해발 327m의 까치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평지와 낮은 잔구
성 구릉사이의 평지에 위치한다. 이 고분군은 4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보존상
태가 양호한 분묘가 다수 확인되었다. 조사된 유구는 원형적석유구 2기, 목곽묘 64
기, 수혈식석곽묘 122기, 옹관묘 22기, 횡구식석실묘 15기 등 225기의 유구가 확인
되었다. 유구의 대부분은 삼국시대의 분묘로 4세기 초부터 7세기 후반까지 오랜기
간에 걸쳐 형성된 유적이며 분묘간에 서로 중복되어 있었다.
출토유물 중 토기류에는 광구소호, 컵형토기, 고배, 단경호, 대부장경호, 노형기대,
발형기대, 통형기대, 연질옹, 파수부옹, 병형토기, 양이부단경호, 방추차 등이 있고
철기류로는 겸, 철부, 철모, 철도자, 끌, 꺽쇠, 유자이기, 주조철부, 철서, 환두대도,
재갈, 투구 등이 있다. 이밖에도 청동기시대 유물도 출토되었다.
예안리고분군은 4세기대부터 7세기 후반까지 오랫동안 지속된 금관가야 하위지배
층의 고분군으로 추정되며 가야묘제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유적이다. 또
한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어 4세기에서 7세기까지의 토기변화 뿐아니라 김해지역에
신라토기의 이입과 금관가야 멸망 이후 김해지역의 역사적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
다. 이 중 5세기대 토기의 변화를 살펴보면 4세기 후기에서 5세기 전기에 해당하는

2) 釜山大學校博物館, 뺷金海禮安里古墳群Ⅰ뺸, 1985.
_________________, 뺷金海禮安里古墳群Ⅱ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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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김해 예안리고분군 고배변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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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리 130호에서 외절구연고배와 공반하고 있는 아라가야 양식토기가 출현한다.
이 고배는 전체적인 계통은 유지하고 있으나 대각 중위에 다치구를 이용한 침선으
로 구획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작기법은 죽곡리고분군에서도 그 예가 출토
되었다. 다치구를 이용하여 구획하는 것은 5세기 전기 신라양식토기에도 대각구획
하는데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5세기 중기에 해당하는 고배는 아라가야 양식토기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배신
이 얕으며 구연이 내경하여 함안 도항리고분군에서 출토된 아라가야토기와는 다소
이질적이다. 또한 신라의 영향을 받아 자체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102호, 16호, 71
호 출토품은 직립하는 구연에 이단 상하교열 투창을 가진 고배가 있는가 하면 직립
하는 구연에 배신은 직선상을 이루며 대각은 3단구획하여 이단 상하교열 투창을 가
진 기형도 출토된다. 이것은 큰 범주에서 보면 신라양식토기라 할 수 있지만, 이 시
기에 3단구획한 대각은 출현하지 않고 배신의 형태도 직선상을 이루는 기형은 보이
지 않는다.
5세기 후기에는 양산 금조총ㆍ부부총에서 출토되고 있는 상하교열투창고배가 소
형화된 것으로 단각고배와 함께 출현하고 단각고배는 6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출토
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은 죽곡리고분군과 유사한 것
을 알 수 있다.
2) 김해 가달고분군3)
생곡동 가달고분군은 김해평야의 최남단에 위치한 삼국시대의 분묘유적으로 가달
부락의 남서쪽에 있는 84m 정도의 산 정상부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편평한 구릉 정
상부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다. 구릉의 정상부와 남쪽사면에는 석곽묘가 동북쪽 사
면에는 목곽묘가 분포해 있는데 유구는 수혈식석곽묘 15기, 소형석곽묘 7기, 목곽묘
2기, 옹관묘 2기 등 모두 26기가 조사되었다.
가달고분군은 5세기 중기에서 6세기 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300여점에 가까운
유물이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고배, 대부장경호, 기대, 원저단경호, 파수부옹, 연질

3) 釜山直轄市立博物館, 뺷生穀洞加達古墳群Ⅰ뺸, 1993.
___________________, 뺷生穀洞加達古墳群Ⅱ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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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김해 가달고분군 고배변천도

옹, 소형파수부호 등이 출토되었는데 아라가야, 비화가야, 신라양식 토기류로 구분
된다. 5호에서 출토된 아라가야양식 토기는 함안지역 출토 아라가야토기와 유사하
지만, 4호에서 출토된 고배는 배신이 원형상에 가까우며 대각 중위에 구획없이 투
창을 배치하고 있어 5호 출토품과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다. 또한 5
세기 중기에 나타나는 비화가야양식 토기는 창녕 중심지역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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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동일하며 비화가야에서 직수입품이라 할 수 있다. 구연은 내만하며 배신은 곡
선상을 유지하며 대각은 3단구획하여 이단 상하교열 투창을 배치한 것으로 색조도
흑청색에 가깝다. 이것이 김해 가달고분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5세기 후기
에는 역시 신라영향을 받은 이단 상하교열 투창이 소형화되어 나타나다가 단각고배
가 출현하는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3) 김해 안양리고분군4)
김해 안양리고분군은 김해의 최북단인 군약산(377.8m)과 사망산 사이에 위치한
대규모 고분군이다. 북쪽 뒤로 사망산을 넘으면 낙동강이 흐르는데 강을 건너면 삼
랑진이다. 그리고 고분군 앞쪽에는 비교적 넓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으며 멀리 낙동
강의 본류가 보인다. 조사구간 내에서 확인된 유구는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 72기
와 조선시대 민묘 2기 등이 있다. 출토유물은 장경호, 단경호, 유개고배, 개, 평저호,
유대장경호 등을 비롯한 토기류와 철도, 철부, 철촉, 철겸, 철정 등의 철기류가 출토
되었다.
본 유적의 성격이 5세기 전기 중반에서 5세기 후기 후반대에 있어서 김해의 최북
단에 위치한 안양리고분군을 조영한 세력과 함안과 창녕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가
야 지역과의 활발한 문화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고 5세기 후반의 늦
은 시기 신라양식 유물도 많이 보이므로 신라의 영향권하에 놓여 있었다고 판단된
다.
5세기 중반을 지나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출토유물상에 있어서 독특한 형태의 이
지역의 토기문화가 김해지역 토기문화인 것을 당시 역사적인 모습의 단면을 이해할
수 있는 고분군을 평가될 수 있다.
4) 김해 칠산동고분군5)
김해 칠산동고분군은 김해시 중심부에서 서남쪽으로 약 4㎞ 가량 떨어져 있다.
여기에 동북에서 서남으로 길게 뻗은 표고 100~120m 정도 높이의 몇 개의 봉우리
4) 慶南文化財硏究院, 뺷金海 安養里 古墳群뺸, 2004.
5) 慶星大學校搏物館, 뺷金海七山洞古墳群Ⅰ뺸,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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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김해 안양리고분군 고배변천도

로 된 칠산이 있는데 고분군은 이 산의 정상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어 김해
일대에 산재하는 고분군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된 고분은 총
120기로 목곽묘 66기, 수혈식석곽묘 35기, 옹관묘 13기, 토광묘 2기, 횡구식석실묘
3기이다. 특히 가장 빠른 수혈식석곽묘가 다수 확인되어 석곽묘의 원류를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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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출토유물은 고배, 소형기대, 유개대부파수부호, 광구소호, 노형기대, 단경호, 유개
대부직구호, 컵형토기, 연질옹, 발형기대, 대부장경호 등의 토기류와 다량의 철기와
장신구가 있다. 이들 출토유물로 보아 이 고분군은 3~6세기대에 형성된 유적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식 보고된 자료는 3~5세기 전기까지이므로 이 자료에 한하여 살
펴보기로 한다. 칠산동고분군에서는 4세기 후기에 출토되고 있는 외절구연고배와
무개식 고배의 대각은 곡선상을 유지하며 대각중위에 다치구로 구획한 후 상하일렬
투창이 배치된 기형에서 5세기 전기에 나타나는 토기 중 죽곡리고분군에서 출토된
77호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라의 영향을 받은 직립하는 구연에
이단 상하교열 투창고배도 같이 출토되고 있다.

도면 8. 김해 칠산동고분군 고배변천도

5) 김해 윗덕정고분군6)
윗덕정고분군은 장유면 관동리 산75-2번지에 위치하고 윗덕정 마을 뒷산 해발
6) 김해시, 뺷김해의 고분문화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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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m 남쪽 경사면에 형성되어 있다. 이 유적에서는 총98기의 분묘와 1기의 수혈
유구가 조사되었는데 조사된 분묘는 목곽묘 19기, 석곽묘 63기, 옹관묘 4기, 목곽묘
11기, 횡구식석실묘 1기로 석곽묘가 이 유적의 중심묘제이다. 모든 분묘는 경사면
을 따라 동서방향으로 조영되었고 석곽묘 가운데 68, 73, 80호에서는 북쪽 주축방향
을 따라서 2~3줄의 석열을 돌려 만든 묘역시설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토기류
약 400여점 철기류 약 180여점, 금재귀걸이 2점, 방추차 14점, 숫돌 2점, 청동환 1점,
철제환 1점 등이 있고 이 유물 등으로 보아 이 분묘들의 조성 연대는 목곽묘의 대부
분은 4세기 말 ~ 5세기 전반에 해당된다. 석곽묘는 5세기 중반 이후부터 6세기 후반
까지로 보인다.

도면 9. 김해 윗덕정고분군 고배변천도

2. 금관가야 토기의 특징
1) 제Ⅰ기(4세기 후기~5세기 전기)
5세기의 특징은 제지역 양식의 포괄적 공통성이 관찰되지만 구연의 처리, 대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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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화, 대각의 구획, 투창의 배치, 각단의 처리 등 세부적인 기형에서나 제작기법
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생산기술의 공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고 습
관화된 성형기법이 확립되지 않았기에 크기나 세부형태에서 표준화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추정 가능하다.7) 죽곡리고분군을 비롯한 김해지역 고분군 내에서 4세
기 후기부터 외절구연고배와 공반하고 있는 아라가야양식 고배가 많은 양이 출토되
고 있다. 이것은 아라가야의 중심고분인 함안 도항리고분군에서 출토되는 전형적인
아라가야의 고배와는 공통성과 특수성을 공유하고 있다. 즉, 이단직열 세장방형 투
창, 구연 처리, 각부의 곡선상의 흐름과 각단부의 마무리 등에서는 양식적 공통성이
인지된다. 그런데, 김해지역 고분군 출토 아라가야 양식고배는 배신이 깊고, 대각
중위에 다치구로 구획하거나 1조의 침선으로 구획한 것이 대부분이며, 대각 상경의
폭은 도항리고분군 출토 아라가야양식 토기보다는 폭이 넓다. 대체적으로 소성상태
가 불량하여 연질에 가까운 특징이 보인다. 이는 아라가야 양식 토기 자체의 다양
성을 인정하면서 아라가야지역 내의 소지역집단 간의 문화교류가 어느정도 공유되
고 있으면서도 소집단의 세부적 독창성은 인정되는 토기제작 환경이 형성되었던 것
으로 이해된다. 또한 아라가야 양식토기는 도항리고분군과 같은 수장층무덤의 공급
처와 기타 주변의 토기생산지와는 일정한 교류는 유지되어 있지만 수요층의 위계에
따른 공급지역과 생산품에 질적 차이가 있었음도 추론할 수 있다.
신라양식 토기에서도 이와같은 현상이 관찰된다. 구연의 형태, 배신 크기와 깊이,
투창의 배치, 대각의 만곡도는 경주지역과 유사성이 인정될 뿐, 정확히 경주지역에
서 출토되는 것과 닮은 것이라고 명확히 인지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선학의 연
구에 의하면, 신라토기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정론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죽곡리고분군 27호 출토고배의 경우 내경하는 구연과 턱받이
의 돌출, 얕은 배신, 3단으로 구획되는 높은 대각과 방형상의 2단 교열투창 등은 이
시기 신라지역 또는 신라의 영향권하에 있는 신라와 그 주변에서 출토되는 고배, 특
히 경주 월성로 가 11-1호에서 보이는 특징과 유사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동일한
27호에서 출토된 고배는 앞선 고배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관찰되는데 직립하는 구
연, 턱받이는 형식적으로 돌선상으로 처리되었고 각부에는 2단의 얕은 1조의 돌선

7) 이성주, ｢新羅ㆍ伽倻 土器樣式의 生成｣, 뺷한국고고학보뺸 72, 한국고고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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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획하였으며 대부분이 소성상태가 연질소성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김해 안양
리고분군 26호, 김해 윗덕정 3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배신과 대각의 흐름은 신라
양식 요소와 비슷하나, 투창이 2단직열투창으로 배치하여 대각을 다치구로 구획하
거나, 1조의 침선으로 구획하여 신라양식과 일정한 거리를 둔 金海 金官伽耶 지역
에서 제작한 在地土器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죽곡리고분군 29호, 57호, 77호 등
은 여러지역 양식 토기가 동일 고분 내에 동시에 부장되고 있어 이 시기는 여러지
역에서 생산된 수입품과 이들을 참조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김해지역에서 독자적으
로 제작한 토기들을 구분없이 수요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죽곡리고분군에서는 고배들과 공반되는 장경호는 모두 18점으로 이 가
운데 대부장경호는 2점으로 11%에 불과하다. 주지하다시피, 대부장경호는 가야 제
지역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고, 신라지역에서 제작되어 공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의 죽곡리고분군 출토 장경호는 여전히 소가야양식 등 가야 제지역에서 생
산된 원저장경호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소수의 대부장경호마저도 대각을 인위적으
로 파괴하여 원저장경호와 동일하게 변형하여 매장하는 습속을 가지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즉, 이 시기에 해당되는 고분에서 출토된 고배들은 대부분 가야 제지역
양식 고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부분적으로 신라양식 또는 신라양식과 일정한
거리가 있는 현지 제작된 재지토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흐름속에 이해될
수 있는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토기제작 기술의 파급과 수용은 주
변부 집단의 토기제작 체제가 완벽하지 못하였고, 중심집단도 토기제작 기술의 통
제시스템이 강하게 구축되어 있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상정케 한다. 이로 인해 새로
운 토기제작 기술은 중심집단으로부터 교통로를 통해 주변부의 소집단역집단으로
쉽게 수용되었으며 그 결과 동일형식의 토기를 생산하는 토기제작 체제가 동시다발
적으로 구축됨으로써 전환기 변동에 따른 토기형식들이 공유되었을 것이다.8) 이러
한 현상이 김해를 중심으로 한 금관가야지역 토기생산을 ‘모방’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여 5세기 전반기의 김해지역 토기의 특징을 표현하고자 한다.

8) 朴升圭, ｢加耶土器의 轉換期 變動과 樣式構造｣, 뺷伽倻文化뺸 第19號, 伽倻文化硏究院,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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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Ⅱ기(5세기 중기)
5세기 중기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기형은 두가지의 제지역양식 토기의 요소가 조
합하여 제작하는 것과 김해지역의 재지계토기와 제지역 양식을 조합하여 나타나는
것이 공존하는 ‘융합’의 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제지역 양식토기의 ‘융합
품’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신라 양식토기의 배신과 비화가야양식의 대
각이 조합하여 나타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즉, 직립하는 구연아래 형식상의 뚜껑
받이턱을 가진 배신과 대각은 3단구획하여 상단인 1단과 2단에 엇갈리는 4조의 엇
갈리는 투창으로 배치하고 최하단인 3단에는 공백을 처리한 기형이다. 앞장에서 언
급하였듯이, 5세기 중기의 신라양식 고배는 대각이 3단구획에서 2단구획으로 획기
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비화가야양식 고배는 3단구획 대각을 계속 제작되
어 나타나고 있는 점이 김해지역 고분군에서 출토의 이 시기 고배에서는 공존하는
기형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형의 유개고배는 개를 공반하는 것이 극소수이다. 이는 4세기대의 대표
적인 고배인 외절구연고배의 무개식으로 사용 또는 무덤에 부장하는 습속이 존속하
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전형적인 아라가야 양식 고배는 출토되
지 않고 있으며 대신 이를 모방한 고배가 앞시기 보다 점유율은 떨어지지만 일정한
수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예로 죽곡리고분군 53호를 들 수 있다. 토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배신은 전형적인 아라가야 양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뚜껑 턱받이의 돌
출이 얕으며 외면은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정면 하였다. 이 시기의 함안 도항리고
분군 출토 고배의 배신은 회전목리조정이 주류를 보이고 있는 점과 제작기법상 일
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각의 흐름 역시 도항리고분군의 것보다 완만하며 3단
구획도 차이가 있으며 중간 구획도 다치구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획방법은 도
항리고분군에서는 14호에서 출토된 1점만 보고되어 있고 주로 마산 합성동고분군
등 금관가야와 아라가야의 경계지역에서 출토된 예가 있다. 다만, 아라가야양식 고
배와 공통성으로 인지될 수 있는 것으로는 세장방형의 2단 직열만 보인다. 이러한
것은 석곽 13호 출토 고배 등도 이 범주 내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소가야양식 고배는 죽곡리고분군 75호, 99호와 같이 이전 시기와 동일하게 소가
야계에서 제작된 것으로 직수입하여 매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들 고배는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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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5세기 중기 고배 대표 속성

야의 최고 지배자급 무덤인 고성 송학동 1B호 출토품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
다. 그런데, 배신은 신라양식 배신과 소가야의 대각을 조합하여 만든 죽곡리고분군
51호 출토 토기가 있다. 이 토기는 소가야양식 토기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으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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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5세기 중기 금관가야 출토 융합토기

해지역에서 다른 지역 양식 토기의 일부 특징을 토기 기형에 응용하거나 이를 조합
하여 자체 생산하여 공급한 토기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 밖에도 죽곡리고분군 출
토 고배들은 상당수가 가야 제지역토기 또는 신라양식과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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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 양식 고배의 범주에 포함시키기에는 이질적인 요소
들도 관찰된다. 즉, 구연의 처리, 배신부와 형태와 대각의 투창의 배열, 대각의 구
획, 대각의 곡선 흐름 등에서 특정지역 양식토기와는 세부적인 형태나 제작기법 등
에서 차이가 있으며 김해 금관가야 도공의 자체적인 다양한 형태변화의 시도를 가
진 기형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 시기에 들어서면 죽곡리고분군을 비롯한 김해지역 고분군 출토고배는 상
당한 변화가 인지된다. 먼저 가야 제지역 양식의 고배보다는 범 신라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창녕지역 중심의 비화가야 양식토기와 신라양식 토기가 다수를 점하면서
이를 모방하거나, 가야 제양식의 토기들의 특징을 부분적으로 조합하거나, 나름대
로 독창적인 재지토기를 생산하는 등 다양한 공급처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는 당
시 수요층에서도 별다른 제약없이 사용하고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하겠다.
장경호에서도 변화가 간주된다. 죽곡리고분군 출토 장경호는 이 시기로 설정 가
능한 고분에서 모두 58점이 출토되었는데 이 가운데 대부장경호는 25점으로 43%에
이를 정도로 앞선 시기에 비해서 급속히 증가한다. 그리고 이들 대부장경호 중에서
대각이 그대로 부착된 채로 부장된 예가 14점으로 전체에서는 24%이고, 대부장경호
에서는 56%에 이를 정도로 앞선 시기와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장경호의
이러한 변화의 추이는 금관가야인 김해지역에 가야 제지역 양식 토기의 흐름에 일
정한 변화가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전통적인 가야 제지역 토기에서 외
래적인 요소인 신라양식 토기를 적극 수용하고 또한 이를 모방하여 대부장경호를

在地에서 제작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제작기법, 태토의
성분 등 보다 미세한 관찰이 요망되므로 본고에서는 그 가능성만 제시하기로 한다.
3) 제ⅢㆍⅣ기(5세기 후기 ~ 6세기 전기)
김해지역 고분군에서는 5세기 후기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토기에서 가장 큰 변화
는 앞선 시기에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였던 가야 제지역의 문화요소가 대부분 신라
양식 또는 신라의 영향을 받은 재지토기, 그리고 가야제지역 요소와 결합하여 금관
가야 재지의 전통을 ‘계승’한 계승품이 제작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 시기의 후반대
에 이르면 금관가야의 대표 기형인 단각고배의 급증이 이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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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단각고배는 기존의 고배에 비해 대각의 길이가 배신
구연부 폭에도 못미치는 짧은 고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보통 단각고배라고
부르고 있다9). 이런 단각고배는 4세기 중엽의 김해 부원동유적에서부터 김해 예안
리고분군 39호와 안양리고분군 69호 등에서 출토되고 있다. 즉, 많은 양은 아니지만
단각고배가 지속적으로 출토되고 있고 5세기 후반대에 이르면 김해식 단각고배가
증가하면서 6세기 이후에는 단각고배가 주류를 이루면서 출토되는 현상을 볼 수 있
다.
고배류는 앞선 시기보다는 크기가 작아지고, 동체에 장식되는 돌선 또는 침선문
이 뚜렷하지 않고 생략화, 단순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또한 전체적으로 마지막
기면조정은 회전물손질 정면으로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제작기
법이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형은 특정지역의 양식에 속한다기보다
어느 양식의 범주에 포함할 수 없는 금관가야의 독특한 전통을 계승한 형태를 생산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기에 들어서면 죽곡리고분군에서 출토된 장경호의 변화는 더욱 분명해 진다.
모두 24점의 장경호가 출토되었는데, 이 가운데 유대장경호는 16점으로 66.7%를 점
하고 있고, 대각이 부착된 채로 부장된 것은 12점에 이르고 있어 전체에서 50%이며,
대부장경호에서는 75%를 점하고 있다. 원저장경호의 경우는 대부분 소가야양식의
것으로 그 특징이 확연히 구분되는 점이 관찰된다. 따라서, 앞선 시기와는 달리 장
경호는 가야 제지역의 생산품인 원저장경호를 대신하여 신라양식 또는 이를 본받아
제작한 것으로 교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Ⅳ기에 장경호는 8점이 출토되었으며 모두 대부장경호로 대각이 부착된 채로 부
장되어 앞선 시기와 차이가 관찰된다. 모두, 신라양식이거나 이를 모방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종래의 가야 제지역 영향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신라양식 또는 신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제작, 공급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주변지역인 창녕의 비화가야양식 토기에도 이러
한 현상이 출현한다. 즉, 앞선 단계인 창녕 교동 3호분과 4호분 단계에는 비화가야

9) 김재현, 뺷가야고지 출토 단각고배에 관한 연구뺸, 한국상고사학회,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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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이 상당히 잔존하지만, 제Ⅲ기에 해당되는 교동 1호와 2호에서는 신라적 요소
가 농후해지는 변화가 관찰된다. 그런데, 금관가야지역에는 신라양식이 증가하지
만, 완전히 신라양식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유지하고 종
래의 전통적인 기형을 계승한 단각고배가 활발하게 제작, 보급되는 점이 주목할 만
한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토기 특히, 고배는 금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기 전까지 이제까지의 견해와는 달리 다양성과 함께 재지적인 독자성을 유지
하면서 자체 생산과 공급을 이룬 체제를 유지하였다고 보여진다.10)
죽곡리고분군 74호, 12호, 45호, 46호, 108호, 67호 같이 부분적으로 김해식 단각
고배의 전통성이 부단히 그 명백이 유지된 것이 관찰된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이란
측면에서 볼 때 왜 김해지역의 기타 고분군에서의 출토유물에서 단각고배의 빈도수
가 증가하지 않는지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의 연구가 요망된다.

10) 이러한 독자성은 묘제에서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김해지역의 금관가야는 종래의 수혈식
석곽묘를 계속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반면, 창녕지역의 비화가야는 대형급 무덤에서부터 중
소형급 무덤에 이르기까지 신라 외곽지역에 이미 보편적으로 채용되어 있든 횡구식석실묘가
채용되어 묘제에서도 변화가 보이는 점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즉, 이러한 묘제의 변화에서
비화가야는 묘제와 토기에서 신라의 주변지역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는점과 함께
검토대상이 된다.

28

東亞文化 9號

김해 죽곡리고분군을 통한 5세기대 금관가야 토기 연구

29

30

東亞文化 9號

Ⅳ. 결론
본 연구자가 직접 발굴조사와 보고서 작업에 참여하던 중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토기의 다양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제까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김해지
역을 중심으로 한 5세기대 금관가야 토기의 계통성과 특징파악의 필요성을 인식하
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5세기대 김해지역 출토 금관가야 토기를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과제
로서 가야 제지역양식토기와 신라양식토기의 특징을 선학들의 연구결과를 정리하
여 비교검토하여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자의 제지역 양식토기에 대
한 상대적 비교 편년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김해 죽곡리고분군 출토토기를 비롯
한 이제까지 김해지역에서 조사된 5세기대 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 가운데 고배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기를 제 1기, 5세
기 중기를 제 2기, 5세기 후기를 제 3기, 6세기 전기를 제 4기로 시기구분하고 각
분기별 특징을 파악하였다. 제 1기에는 가야의 제지역 양식 특히 아라가야양식 토
기와 비화가야양식 토기, 신라양식 토기, 소가야양식 토기 등 다양한 토기가 수요에
따라 공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제 2기에는 제지역양식 토기가 배신과 대각
부 등 각 부위별로 특징이 융합된 ‘융합’품이 김해지역 재지에서 생산되어 공급되었
음을 알 수 있고 김해지역 제작 고배의 주요특징으로 배신의 구연이 직립하다는 공
통적인 속성이 인지되고 있어 추후 김해 재지토기의 특징 파악에 중요한 속성으로
인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재지계인 소위 김해식 단각고배가 부
단히 제작되어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제 3기, 제 4기에는 신라
양식 고배의 확산으로 고배의 경우 상하교열 투창이 정착화되며 대각은 2단구획이
중심이 된다. 하지만 단각고배의 전통이 ‘계승’된 김해식 단각고배가 증가하는 변화
가 인지된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 김해지역 출토토기를 신라양식 또는 낙동강 동안양식 토기의
범주에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금관가야의 주체적 시각에
서 내재적 역량을 중시하는 시각에서 새롭게 금관가야 토기를 재조명하고자 노력하
였다. 그 결과 종래 금관가야의 토기를 금관가야+신라, 금관가야+비화가야, 금관가
야+아라가야, 금관가야+소가야 등 금관가야의 재지적 역량이 포함된 ‘융합품’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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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시기부터 제작 보급되어 왔던 ‘단각고배’ 등 소위
‘계승품’이 지속되게 생산,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이제까지 금관가야 토
기를 ‘범 신라양식’ 또는 ‘낙동강 동안양식 토기’라는 논리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투고일자 2010년 10월 31일
원고심사일자 2010년 11월 25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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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5th century pottery of Geumgwan
Gaya found from Jukgokri tomb sites, Gimhae

Developed around Gimhae area, Geumgwan Gaya contains various tombs aged
from Three Han to Three Kingdoms. However, it is interesting to point out that 5th
century tombs of this area is rarely discovered yet, which resulted less known history
of 5th Geumgwan Gaya by archaeological resources. During 2006~2007, however, 120
stone-lined tombs were found from Jukgokri tomb sites Gimhae and they seem to be
included within 5th century. Now that unknown 5th century tombs and pottery
history of Geumgwan Gaya could be more accessible than ever before.
This work therefore highly focuses on the arrangement of the various pottery types
found from Jukgokri tomb sites. Finally the main aim of this work is to discover the
cultural background of 5th Geumgwan Gaya through the pottery types. In the
meantime, pottery excavated from other Gaya related areas are also examined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Jukgokri potteries. The time line is narrowed down to
5th century.
Firstly, using previous researches done by other archaeologists, several types of
Gaya pottery are analysed in the comparison with Silla pottery. Through this data, it
is possible to set up the relative chronology on several Gaya pottery. Also
mounted-cups uncovered from 5th tombs of Gimhae and Jukgokri are divided into
four different time periods. The 1st period is from late 4th century to early 5th, 2nd
period is around middle 5th century, and late 5th century to the 3rd period and
finally the 4th century is to early 6th century.
The first period supplied diverse types of pottery from Ara Gaya, Bihwa Gaya, So
Gaya, to Silla on demand. The second period featured fusion types of pottery around
Gimhae area. Each part of the pottery such as legs and bodies shows distinctive point
and those unique parts were combined into one pottery. Also most of pottery co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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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ght lips in this period and this feature will be identified to understand the Gimhae
pottery. During the second period, local pottery type such as short legs pottery
seemed to be produced consecutively.
In case of 3rd and 4th periods, Silla pottery were supplied in this area with two
story legs and pierced holes crossly lined. Typical short leg pottery of Gimhae were
also increased in its production level. Gimhae pottery usually are regarded or
analysed in terms of Silla type or Nakdong River types. However this work gives the
insightful and thoughtful understanding onto Gimhae and Geumgwan Gaya pottery.
As a result, it seemed that so called 'fusion' types of pottery were produced in its
high volume and they are the very local products. This also should be considered
that short legs pottery which is a typical types of this region were maintained in this
area. Therefore, it is highly likely that Geumgwan Gaya pottery should be understood
as a unique pottery type rather than Silla or Nakdong River types.
Key words : Jukgokri tomb sites Gimhae, local type pottery, stone-lined tomb,
locality, imitation, fusion, 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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从金海竹谷里古墳群来看5世紀金官加倻土器硏究

金官加倻的中心是金海，三韩~三国时代古坟遗址集中分布。5世纪的古坟调查较
少，所以考古资料中关于5世纪金官加倻的历史记载空白，但2006-2007年发掘调查的
金海竹谷里古坟群里，5世纪的竖穴式石椁墓120座的调查，金官加倻古坟陶器的文化
挖掘发现为填补5世纪编年的空白提供了重要的资料。
在金海竹谷里古坟群出土各各地区的样式陶器和当时金官加倻地域、加倻诸国陶器
样式特征分析整理，与至今金海地域中心金官加倻的古坟发掘调查的遗物进行比较分
析。特别是编年5世纪陶器为主，其特征反映了当时在古坟出土的金官加倻陶器文化的
一面，这从考古学角度具有复原目的。
首先，把加倻诸地域样式陶器和新罗样式陶器的特征与先前学者研究结果的资料进
行整理比较，在这基础上提出了对于诸地域样式陶器相对比较的编年案。其次是以金
海竹谷里古坟群出土陶器和自今金海地域调查过的5世纪古坟群里出土的陶器中高杯
为主，分析其特征，分4个时期区分：4世纪后期-5世纪前期为第1期、5世纪中期为第2
期、5世纪后期为第3期、6世纪前期为第4期，把握各时期的特征。
第1时期加倻诸地域的样式里面安罗加倻样式陶器、非火加倻样式陶器、新罗样式
陶器、小加倻样式陶器是根据市场需要供给出现的。第2期诸地域样式陶器杯身壹脚部
和各部位特征融合的融合品。在金海地域在地生产、供给，金海地域制作高杯的主要
特征是杯身的口缘直立共同的属性，这是以后金海在地陶器特征把握的重要属性，而
这时期是在地的金海式短脚高杯不断制作的命脉。第3期、第4期新罗样式高杯的普及
高杯的上下交列透窓定着化，壹脚式2段瓜分为主当时短脚高杯的传统继承下的金海
式短脚高杯增加的变化。
突破金海地域出土陶器判断新罗样式或者洛东江东岸陶器的范围，金海地域中心的
金官加倻主体的视角看是重新认识金官加倻陶器，其结果含在地力量的包含的‘融合品’
比率增多，可知从早期开始制作普及的‘短脚高杯’等继承品的生产、销售，综述至今金
官加倻陶器凡新罗样式或者洛东江东岸样式陶器的论理进行判断修正。
关键词：金海竹谷里古坟群，诸地域样式陶器，竖穴式石窓墓，在地界，模仿品、融
合品，继承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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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海竹谷里古墳群から見た5世紀代における
金官伽倻の土器硏究

金海を中心とする金官伽倻には三韓～三國時代の古墳が集中的に分布している
が、5世紀代の古墳の調査はわずかである。そのため、考古資料においては5世紀の金

官伽倻に空白期が生じてしまう結果となった。しかし、2006～2007年に金海竹谷里
古墳群で5世紀代における120餘基の竪穴式石槨墓が発掘調査された。これは空白期
であった5世紀の金官伽倻の古墳と土器文化を理解する上で重要な資料である。

本考では、まず金海竹谷里古墳群より出土した多樣な地域樣式の土器と、當時の
金官伽倻地域を始めとした伽耶諸國の土器樣式の特徵について整理した。次に、金
海地域を中心とする金官伽倻の古墳から出土した遺物のうち、特に5世紀代に編年さ
れる土器を中心に比較分析を行うことによって、その特徵を把握し、金官伽倻の古

墳から出土した土器文化の一面を考古學的に復元した。
まず、伽倻諸國の地域樣式土器と新羅樣式土器の特徵について、先學の硏究結果
を整理・比較檢討し、資料を集成した。それらに基づき、諸地域樣式の土器につい
て相對的な比較編年案を作成した。さらに、金海竹谷里古墳群出土の土器を始めと
して、これまで金海地域で調査された5世紀代の古墳群出土土器について、特に高杯
を中心に、その特徵を分析し、4期に時期區分した。すなわち、4世紀後半から5世紀

前葉を第1期、5世紀中葉を第2期、5世紀後葉を第3期、6世紀前葉を第4期として、各
時期の特徵を把握した。
第1期には伽倻の地域樣式のうち、特に安羅樣式土器、非火伽倻樣式土器、新羅樣
式土器、小伽倻樣式土器などの多樣な土器が需要に応じて供給されていたことが分
かった。第2期には、諸地域樣式の特徴が杯身や脚部などの部位ごとに混在した「融

合品」が金海地域で在地生産され、供給されてい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金海地域
で製作された高杯の主要な特徵としては、杯身の口緣部が直立するという共通的な

屬性が認められ、金海における在地土器の特徵を把握するのに重要な屬性であるこ
とを指摘した。また、この時期には在地系のいわゆる金海式短脚高杯が継続して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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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されており、その命脈が保たれていたことが分かる。第3期ㆍ第4期には新羅樣式の
高杯の擴散によって、上下交互透窓が定着し、脚部は2段區劃が中心となる。それで
も、短脚高杯の傳統が繼承された金海式短脚高杯が增加する傾向が認められる。
このような比較分析を通して、金海地域出土土器を新羅樣式や洛東江東岸樣式土

器という観点から見るのではなく、金海地域を中心とする金官伽倻の主體性と內在
的な力量を重視して、金官伽倻の土器を見直すべきであると考えた。その結果、在
地的な力量による「融合品」がより高い比率を占めており、前時期から製作され普
及していた「短脚高杯」など、いわゆる「繼承品」が継続して生産ㆍ流通していた
ことが明らかとなった。すなわち、これまで5世紀代の金官伽倻の土器を「凡新羅樣

式」あるいは「洛東江東岸樣式土器」とする論理は修正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判
斷した。
キーワード : 金海竹谷里古墳群、諸地域樣式土器、竪穴式石槨墓、在地系、模倣

品、融合品、繼承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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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고읍성 출토 기와

부산 ․ 경남지역 고려시대 평기와 편년과
시기별 특징

1)김

지 연*

요 약
본 고에서는 부산․경남지역에서 발굴조사된 고려시대 유적 출토 평기와 자료를
취합하여 개별 문양을 살펴보고 문양과 제작기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형식분류하
여 시기별 속성분류를 제시하였다.
먼저, 문양의 유무, 그 중에서 유문을 다시 단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1단․2단․3
단․다단구성으로 분류하였고, 제작기법인 기와의 하단 단부 조정의 유무와 그 범
위에 따라 세분하여 각 형식별로 기와 두께의 평균값과 내면 정면방법이 나타나는
비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단부 조정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와 두께의 평균값이 커
지고, 전체 또는 일부 絲切痕 비율이 작아지며 사절흔 없음의 비율이 커진다. 그리
고 단부 조정범위에 따라 문양구성이 변화해가는 양상을 살펴보면, 1단구성은 단독
평행선문→부가 평행선문→기타문양으로, 2단구성은 상하 연속‘V’자형문이 압도적
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수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상하 다른 문양의 구성이
늘어난다. 3단구성의 경우 역시 상하 연속‘V’자형문이 대다수를 차지하다가 수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연속‘V’자형문 외에 상하 동일 문양과 상하 다른 문양 구성이 늘어
난다. 다단구성1은 3단구성의 변형으로서 가운데 단이 분화되는 형태를 보이다가
점점 여러 단위 문양이 다단으로 변화한다. 다단구성2의 경우 중간 중간에 횡선이
있는 실타래 형태→횡선의 소멸→삼각형 및 능형의 형태 등으로 그 구성 형태가 변
화하는 등의 제속성 변화를 검출할 수 있었다.
*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부산․경남지역 고려시대 평기와 편년과 시기별 특징

45

이러한 문양구성별 단위문양의 변화는 연호명 평기와와 공반유물의 검토를 통해
편년을 할 수 있었고 그 시기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10세기는 통일신라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평행선문, 교차평행선문이 계속 이어
지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부 부가선이 있는 평행선문이 관찰되며 1단구성의
비율이 주류를 이룬다.
11세기는 3단구성이 새롭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1단구성은 적은 수량이지만 꾸준
히 관찰된다. 2단과 3단구성은 상하 연속‘V’자형문이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3단의 경
우 가운데 단의 문양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12세기 역시 2단과 3단구성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상하 연속‘V’자형문의 수량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상하 다른 문양의 배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13세기 후반이 되면 3단구성의 변형인 다단구성1이 출현하며 여러 단으로 분화된
다.
14세기가 되면 대부분이 다단구성1․2로 구성된다. 다단구성1은 각 단이 비슷한
비중을 가지는 양상으로 변하게 되고 다단구성2는 횡선이 있는 실타래 형태의 구성
에서 횡선이 소멸하고 능형, 삼각형의 형태를 가지는 다단구성2로 변화하며 이는
조선시대의 창해파문으로 이어진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부산․경남지역, 평기와, 단위문양, 문양구성, 단부 조정, 내면 정면, 제작
기법, 기와두께, 사절흔

Ⅰ. 머리말
기와 연구는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삼국~통일신라시대의 막새의 문양분석 및 편
년 연구에 치중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려․조선시대의 평기와에 대한 성과
는 빈약한 실정이었다. 이는 제작의 기본틀이 정형화된 시점에서 큰 변화속성을 찾
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작의 2차 공정을 속성으로 삼아 시․공간적으로 구분하는 경
향이 있다.
그래서 고려시대 평기와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는 90년대 중반 이후로 전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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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으로 등문양과 제작방법 등의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시기편년과 지역성 등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부산․경남지역의 고려시대 평기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고
부산․경남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유적 출토 평기와의 경우 개별 보고서에 단편적으
로 수록되고 있어 이를 종합하여 분석하고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부산․경남지역에서 발굴조사된 고려시대 유적 출토 평
기와 자료를 취합하여 개별 문양을 살펴보고 문양과 제작기법을 중심으로 평기와를
분석하고 형식을 분류하여 부산․경남지역의 고려시대 평기와 변화의 단계설정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Ⅱ. 경남지역 평기와 출토 주요 유적
부산․경남지역의 고려시대 유적 중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기와가 출토된 모든
유적을 1차 대상으로 하였는데 소비지인 城址, 寺址, 建物址 등을 모두 포함시켰으
며 이들 유적 중에서 기와유물의 분류 및 분석이 가능한 8개 유적을 선별하였다.
선별한 유적은 다양한 성격의 유구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출토된 기와의 문양이
약간씩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나 완형의 기와가 드물고 각 유적의 성격에 따라 달
라지는 문양의 특징분석은 지역 연구가 이루어지고 편년이 세워진 뒤에 좀 더 세밀
하게 연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고에서는 그 내용을 제외하였다.
[표 1] 부산․경남지역 평기와 출토 고려시대 주요유적 분포도 및 일람표
연번

유적명

유적
성격

선별 기와
수량(점)

1

거창 상동

치소

17

2

사천 선진리성

성지

128

3

거제 거림리

치소

3

4

김해 고읍성

성지

29

5

창녕 말흘리

주택지

24

6

울산 반구동

성지

63

7

부산 만덕사지

사지

19

8

동래 고읍성

성지

31

지역

경남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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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유물은 보고서에 수록된 유물 전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무리한 유물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체 길이가 잔존하거나 잔편인 경우
문양의 구성을 확인가능하고 하단부 조정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을 기준으로
선별하였다.
다음 [표 2]는 부산․경남지역에서 고려시대 평기와 출토유적의 존속시기를 발굴
조사 보고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부산․경남지역 고려시대 평기와 출토 유적의 존속시기
8세기

9세기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

15세기

16세기

거창 상동
사천 선진리성
거제 거림리
김해 고읍성
창녕 말흘리
울산 반구동
부산 만덕사지
동래 고읍성

Ⅲ. 고려시대 평기와 문양 및 제작기법과 분류기준
1. 문양
기와 제작기법이 정형화를 이루었다고 인정되고 있는 고려시대 이후에는 와틀의
변화, 타날판의 크기, 타날방향 등으로는 기와의 시간적인 변화를 찾아보기가 어렵
기 때문에 등문양은 고려시대 평기와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평기와에 나타나는 문양은 단순한 단위문양 뿐만 아니라 여러 개
의 단위문양이 다양한 구성을 이루면서 변화해 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위문양과
구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1)
1) 기존의 논문들에서는 단위문양과 구성을 혼용하여 ‘문양’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는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최정혜의 논문(｢고려시대 평기와의 편년연구｣,
경성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에 문양으로 설명된 단독문과 복합문은 문양구성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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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위문양
단위문양은 1단 구성의 문양이나 2단 구성 이상의 단위문양으로 사용되는 문양을
의미하며 고려시대에 주로 나타나는 문양을 선별하여 표로 설명하기로 한다.2)
[표 3] 단위문양의 종류와 특징
문양

특징

평행선문

종류

횡 ․ 종선의 평행선을 연속적으로 타날판에 새긴 것.

종선, 횡선, 사선

교차평행선문

수직과 수평의 직선을 연속적으로 교차하여 방형이나 장방형, 능
형을 이룸.

정방향, 사방향

연속‘V’자형문

종선을 중심으로 사선이 좌우로 대칭되는 문양형태.

‘V’자형, 역‘V’자형

연속‘S’자형문3)

‘~’, ‘≈’형 또는 이것의 각진 형태, ‘∽’ 등의 형태로 나타남.

방형문

방형의 형태를 가지는 문양의 통칭. 횡대나 다단구성의 단위문양
으로 주로 사용

능형문

마름모의 형태를 가지는 문양의 통칭. 주로 회문계 능형문. 횡대나
다단구성의 문양으로 사용

원형문

원형의 형태를 가지는 문양의 통칭. 횡대나 다단구성의 문양으로
사용.

화형문

꽃 형태. 다단구성에 단위문양으로 사용.

1조, 回紋係

회화화, 도식화

[표 4] 단위 문양표
평행선문
종선

횡선

사선

념이고 장경호와 최맹식의 논문(｢미륵사지 출토 기와 등문양에 대한 연구｣, 백제연구 28, 충
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98.) 에서는 문양이 2가지 이상 복합되는 것을 복합문이라 하였는데
복합되는 양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위문양도 시기에 따라 그 표현법 등이 달라
지고 이러한 것들이 구성의 변화 속에서 단위문양의 변화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문양의 명칭은 추상적인 의미를 배제하고 나타나는 형태를 기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연속 ‘S’자형문은 기존 연구자들의 당초문, 고사리문 등의 명칭으로 불리우는 것들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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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평행선문
정방향

사방향

연속‘V’자형문

연속‘V’자형문

연속역‘V’자문

방형문

1조

回
紋
계

능형문

回
紋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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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문

화형문

연속‘S’자형문

2) 구성
평기와는 크게 문양의 유무를 나누어 무문과 유문으로 분류하고 유문 중에서 문
양의 구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문양구성은 앞에서 살펴본 단위문양이 어떠한
구성으로 조합되는가에 따라서 1단구성과 2단구성․3단구성․다단구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단구성은 하나의 타날판에 하나의 문양만으로 평기와 등문양이 구성되는
것이며, 2단․3단․다단구성은 단위문양이 조합되어 여러 단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4)

4) 그런데 다단구성 중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사선이 여러 단으로 나타나는 경우 단독문의 사선
문과 혼동할 수가 있는데 이때에는 나타나는 다른 방향의 사선을 다른 문양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다단구성이라 명명하였음을 먼저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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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문양구성의 종류와 특징
문양
1단구성
2단구성
3단구성
다단
구성

1
2

특징
하나의 타날판에 한가지의 문양으로 구성. 중판과 장
판 포함.
상 ․ 하단을 횡선5)에 의해서 또는 횡선없이 2단으로 구
분되는 것.
상 ․ 하단이 방형문과 원형문, 화문, 명문 등의 단위문
양에 의해서 3단으로 구분.
모든 문양이 다양하게 배
여러 개의 단위문양이 다
치. 3단구성의 변형.
양하게 조합되어 다단으
평행선문이 다양한 방향
로 구성.
으로 배치.

종류
평행선문, 교차평행선문,
연속‘V’자형 등
상 ․ 하단 동일한 문양,
상이한 문양

[표 6] 1단구성 문양표

단
독

부
가
선

기
타

5) 횡선은 평기와의 문양을 상하로 나누는 가로의 선을 의미하는데 띠처럼 돌아가면서 면을 이루
는 횡대와 달리 선으로 이루어져 면없이 분할의 의미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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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2단구성 문양표
상하 연속‘V’자형문
방형문

교차평행선문

원형문

화문

평행선문

‘X’자문

[표 8] 3단구성 상하 연속‘V’자형문 문양표
연속 ‘V’자형문 대칭

정방향+사방향 교차평행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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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평행선문+연속‘V’자형문

연속‘V’자형문+교차평행선문

사선+사선 평행선문

연속‘S’자형문+연속‘V’자형문

연속‘V’자형문대칭+연속‘S’자형문

명문+연속‘V’자형문

[표 9] 3단구성 상하 연속‘V’자형문 외 문양표
상하 교차평행선문
원형문

‘卍’자문

상하 연속‘S’자형문
방형문

연속‘S’자형문+원형
문+교차평행선문

교차평행선문+명문+연속‘V’ 연속‘V’자형문+방형문+교차 교차평행선문+평행선문+연속
자형문
평행선문
‘V’자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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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다단구성1 문양표
3단구성의 변형으로서의 다단구성1

[표 11] 다단구성2 문양표
평행선문의 다양한 배치의 다단구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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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기법
평기와의 제작기법은 와통과 타날판의 크기, 타날방향, 와도흔 등 다양하게 나타
나고 있지만 이 중에서 고려시대의 시간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속성은 많지 않
으며 보다 세부적인 속성의 관찰을 통해 고려시대 평기와에서 확인되는 민감한 변
화사항을 찾아내고 이를 분류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속성
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규격은 다른 속성에 비해 각 유적의 보고서에서 빠지지 않고 기록되고 있으며 보
통 길이와 폭, 두께가 기본적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길이와 폭의 경우, 비율이 아닌
단독으로 수치를 분석하기 어렵고 전체길이와 폭이 모두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두께’의 경우 모든 선별유물에서 빠지지 않는 규격이
며 동시에 일련의 흐름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속성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무문
과 1단구성의 평행선문, 교차평행선문, 연속‘V’자형문과 같이 오랜기간에 걸쳐 나타
나는 문양의 경우 ‘두께’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도록
하였다. 또 두께는 제작기법에 속하는 내용이 아니지만 본 연구의 형식분류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단부 조정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기와의 두께에 대해서
도 일정한 변화가 관찰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단부 조정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1) 단부 조정
단부 조정은 기와의 상․하부 끝의 점토를 비스듬하게 깎아내고, 그 부분에 대해
서 정면작업을 함으로써 상부 내지 하부 끝의 단면이 얇아지게끔 조정된 것을 말한
다. 이러한 제작흔적은 원통형 와통에서 제작된 기와의 경우 주로 하부에서 확인되
고 있다.
단부 조정의 기능은 평기와가 겹치는 부분의 두께를 줄여서 외부곡률을 유지시키
는 것과 지붕 유수의 흐름을 용이하게끔 하는 것의 두 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 문
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조정이 이루어지는 기와 하부가 지붕 시공시 위․아래 중 어
느 쪽을 향하는가에 대한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정부가
지붕의 위쪽을 향함으로써 겹쳐지는 공간을 줄인다는 의견과, 반대로 아래쪽을 향
하고 있어 낙수방향과 함께 한다는 의견으로 구분된다.6) 또 수키와의 경우 수막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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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합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그 폭이 넓은 쪽이며, 평기와에서 암막새가 접합되
는 부분은 단부 조정이 이루어진 면에 다시 내림새를 덧붙이는 방식이 확인되는 것
으로 보아, 기와의 하부가 지붕의 아래쪽을 향하게 되어 유수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7)
단부 조정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조정을 하지 않는
무조정방법, 둘째는 평기와 내면을 깎아 물손질하는 방법이고, 조정을 하는 경우 조
정범위가 1cm 미만에서 10cm 이상으로 넓게 나타나고 있다.

무조정

조정

도면 1. 단부 조정 유무에 관한 모식도

314점의 유물을 문양구성에 따라 분류하여 단부 조정범위와 기와 두께에 따라 분
산그래프를 작성해 보았을 때 그 양상이 무문과 1단구성, 2단과 3단구성, 다단구성
1․2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3개의 그래프를 작성해 보았을 때 나누어지는 그룹은 다르지만, 일정한 공
통부분이 있다. 우선 단부 조정이 없는 무조정방법은 무문과 1단구성에서만 나타나
고, 조정범위 역시 0.8cm부터 나타난다. 이에 반해 2단과 3단구성은 조정범위가
2.0cm 이상부터, 다단구성1․2는 2.5cm부터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단․3단구
성에서도 2.4cm 이하인 것과 2.5cm 이하인 것이 구분이 되고 있다. 또 무문과 1단

6) 최태선, ｢평와제작법의 변천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황의수, 뺷조선기와뺸, 대원사, 1989.

황의수

최태선

7) 최영희, ｢강원지방 고려시대 평기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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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께

단부
조정범위

도면 2. 무문․1단구성 단부 조정범위와 두께 분산그래프

두
께

단부
조정범위

도면 3. 2단․3단구성 단부 조정범위와 두께 분산그래프
두
께

단부
조정범위

도면 4. 다단구성1․2 단부 조정범위와 두께 분산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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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은 2.6cm와 2.8cm 사이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단부 조정범위 0.8~2.6cm를 하
나의 기준으로 잡았다. 그리고 무문과 1단구성에서 4.0cm 이하와 4.5cm 사이에 공
간이 생긴다. 또 무문은 6.6cm와 7.0cm 사이, 1단구성은 6.7cm와 7.0cm 사이, 2단구
성은 6.5cm와 7.1cm 사이, 3단구성은 6.5cm와 6.8cm 사이, 다단구성1은 6.6cm와
7.0cm 사이, 다단구성2는 6.3cm와 7.0cm 사이에 유물이 없기 때문에 공통으로 중복
되는 범위 4.1~6.7cm를 하나의 기준으로 하였다. 무문과 1단구성은 8.5cm 까지의
유물과 10cm 이상의 유물로 크게 나누어지고 나머지 구성 역시 단부 조정범위가 최
대 8.5cm 이므로 6.8~8.5cm를 또 하나의 기준으로 잡고, 10.0cm 이상이 되는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는 다음 장에서 문양구성이 단부조정범위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진다는 분석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속성변화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 내면 정면

絲切痕은 점토각재에서 기와 두께 만큼의 점토판을 실로 떼어낼 때 생기는 흔적
으로 주로 측면에서부터 弧線의 형태로 나타난다. 내면에 사절흔이 남아있다면 물
손질 과정이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사절흔이 남아 있지 않다면 물손질
이 꼼꼼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8) ‘사절’의 행위는 비록 기와를 제작하기
전의 행위이지만 물손질의 유무에 따라서 기와의 내면에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작기법의 내면 정면에 포함시켰으며 [표 12]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사절흔의 유무와 문양구성과 단부 조정범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9)

8) 이인숙, ｢통일신라~조선전기평기와 제작기법의 변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9) 이인숙 역시 그의 논문에서 사절흔이 부분적으로 관찰되거나 없는것, 전면에 나타나는 것으로
구분하였고 전반적으로 통일신라 전기에는 희미하다가 통일신라 후기부터 고려시대까지 뚜렷
해지며 다시 조선시대 이후부터는 희미하게 변해간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고려시대
평기와에서는 편년적 속성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인이 분석해 본 결과
고려시대 평기와 안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 또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많은 것에서
흔적이 없어지는 것이 점차 많아지게 되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Ⅳ장에
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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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사절흔 유무에 관한 분류표

전체 사절흔
(내면 정면 ×)

부분 사절흔
(부분 내면 정면 ○)

사절흔 없음
(전체 내면 정면 ○)

3. 분류기준
선별된 유물은 먼저 문양의 유무에 따라 무문(무)와 유문(유)로 분류하였고, 유문은
1단 구성(1), 2단구성(2), 3단구성(3), 다단구성1(다1), 다단구성2(다2)로 분류하였다.
하단 단부 조정은 무조정(가), 조정(나)로 분류하였다. 세부속성으로는 단부 조정
범위에 따라 0.8~2.6cm(①), 2.5~4.4cm(②), 4.1~6.7cm(③), 6.6~8.5cm(④), 10.0cm 이
상(⑤) 등 총 5개 단위로 분류하였다.
[표 13] 부산․경남지역 고려시대 평기와 분류기준표
문양의 유무
-무. 무문
-유. 유문

문양의 구성
-(1). 1단구성
-(2). 2단구성
-(3). 3단구성
-(다1). 다단구성1
-(다2). 다단구성2

단부조정의 유무
-가. 없음
-나. 있음

단부 조정범위
-①.
-②.
-③.
-④.
-⑤.

(0.8~2.6cm)
(2.5~4.4cm)
(4.1~6.7cm)
(6.6~8.5cm)
(10.0cm~)

내면 정면방법
-ⅰ. 전체 사절흔
-ⅱ. 부분 사절흔
-ⅲ. 사절흔 없음.

그런데 본 고에서 단부조정의 범위는 고려시대 평기와의 시기구분을 하는 큰 기
준이 되지만 이는 단부조정 범위의 절대적인 수치가 곧 특정시기로의 연결이 아님
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시기가 내려올수록 단부 조정범위가 넓어지는 양상은 기존
의 연구자들도 역시 인지하였으나 이를 분석의 속성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본인
역시 유물의 분석결과 단부조정의 범위는 절대적 수치보다는 같은 문양구성 안에서
시기의 변천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각각 개별 유물의 조정범위의
수치보다는 문양구성 그룹의 평균치가 더 확실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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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양구성간 단부 조정범위의 절대적 수치비교에 의해서 시기변천을 판단
할 수는 없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문양구성간의 시기변천에 관한 부분은 Ⅴ장에서
연호명 기와나 공반유물 등의 검증을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

Ⅳ. 평기와 형식분류와 문양구성의 변화양상
1. 형식분류
각 유적별로 선별된 문양구성간 유물수량은 다음 [표 14]와 같다. 또, 분류기준표에
의해 분류된 각 형식별로 단부조정의 범위에 따른 기와의 두께 변화와 내면 정면의 방
법이 서서히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유적별 문양구성에 따른 유물수량 비교표

무문
1단
2단
유문 3단
다 1
단 2
계

거창
상동

사천
선진리성

거제
거림리

김해
고읍성

창녕
말흘리

울산
반구동

부산
만덕사지

동래
고읍성

계

8
7
1
0
0
1
17

30
15
22
21
20
20
128

0
0
1
2
0
0
3

1
2
2
17
5
2
29

8
2
0
2
1
11
24

9
15
12
23
1
3
63

1
1
4
10
2
1
19

4
21
4
1
0
1
31

61
63
46
76
29
39
314

[표 15] 단부 조정범위별 두께 평균비교표
구성
단부조정
가
1
2
나
3
4
5
전체평균

유문
무문
2.2
1.82
2.16
2.61
2.68
2.4
2.2

1단

2단

3단

1.9
2.05
2.13
2.35
3.0
2.2
2.16

1.9
2.3
2.4
2.59
2.4

2.1
2.29
2.35
2.68
2.4

다단
1
2.1
2.3
2.6
2.3

2
2.25
2.44
2.8
2.47

[표 15]는 문양구성별로 나타나는 단부 조정범위 각각의 기와 두께 평균값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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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서 단부 조정이 되지 않은 가형식과 조정 나-5형식의 경우처럼 수량이 적어 평
균값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것을 제외하면 나-1형식에서 나-4형식
으로 단부 조정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와 두께의 평균값은 모두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부 조정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와 두께가 두꺼워
지는 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표 16]은 문양구성별로 나타나는 단부 조정범위 각각의 내면 정면 방법이 나
타나는 비율을 정리한 표인데, 각 칸에 표시된 숫자의 순서는 (ⅰ-전체 사절흔/ⅱ-부
분 사절흔/ⅲ-사절흔 없음)의 순으로 표시하였으며 역시 단부 조정범위가 넓어질수
록 ⅰ과 ⅱ의 비율이 점점 작아지고 ⅲ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절흔이 기와를 만들기 위해 점토판을 실로 자르면서 생기는 흔적이기 때문에
이 흔적이 남는 것은 내면을 물손질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은
물손질을 했다는 의미가 된다. 즉 이는 정면이 안되는 것에서 되는 것으로 변화한
다는 것이며 제작기법이 발전한다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분석의 결과는
이 의미대로 점점 손질 되어가는 비율이 많아지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양
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6] 단부 조정범위별 내면 정면방법 분석표
유문

구성
무문

단부
조정

1단

2단

3단

25/25/50

15/5/80

-

1

57.1/28.6/14.3

0/46.7/53.3

0/50/50

2
3

가

나

다단
1

2

-

-

-

33.3/66.6/0

-

-

36.4/36.4/27.3 33.3/22.2/44.4 42.9/35.7/21.4 27.3/42.4/30.3

37.5/0/62.5

33.3/16.7/50

23.5/29.4/47.1 46.2/30.8/23.1 30.4/43.5/26.1 31.0/27.6/41.4

37.5/12.5/50

25/6.3/68.8

40/0/60

54.5/18.2/27.3

4

0/20/80

20/20/60

42.9/0/57.1

18.2/54.5/27.3

5

0/100/0

100/0/0

-

-

-

-

(표 안의 숫자의 순서는 ⅰ/ⅱ/ⅲ)

다음의 [표 17]은 문양구성별로 나타나는 단부 조정범위에 대한 수량비교표이다.
이것은 어떤 문양구성에 어떠한 조정범위가 많이 나타나는 지를 알 수 있는 자료로
기본적으로 나-2형식과 나-3형식이 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무문과
1단구성에서 단부조정이 되지 않은 유물이 나타나고 나머지 구성에서는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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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나-5형식 역시 무문과 1단구성에서만 관찰될 뿐 나머지 구성에서는 관찰되
지 않는다.
무문과 1단구성에서는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것이 단부조정 없음(가)와 나-1~
나-3형식, 2단구성과 3단구성에서는 나-2형식과 나-3형식이 가장 많은 수량이 나타난
다. 또 다단구성1과 다단구성2는 나-3형식이 가장 많고 나-2형식과 나-4형식이 그 다음
으로 많은 수량으로 나타난다. 이는 가장 많은 수량의 비율이 단부 조정범위상 무문․
1단구성→2단구성․3단구성→다단구성1․다단구성2의 순서로 나타나는 것이며 문양
구성의 변화가 시간의 흐름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7] 문양구성별 단부 조정범위에 대한 수량비교표
구성

1단

2단

3단

4

20

0

1

21

15

2

11

9

3

17

13

4

5

5

단부조정
가

나

유문
무문

5
합계

다단
1

2

0

0

0

2

3

0

0

14

33

8

12

23

29

16

16

7

11

5

11

3

1

0

0

0

0

61

63

46

76

29

39

2. 문양구성의 변화양상
1) 1단구성
단부 조정범위별로 나타나는 문양을 정리하여 그래프로 만든 것이 [표18］이다.
이것으로 살펴본 1단구성의 문양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행선문은 전체 형식
에서 관찰되고 있으나 점점 그 수량이 적어진다. 둘째, 교차평행선문 역시 전체 형
식에서 관찰되고 그 수량은 평행선문에 비해 적지만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연속‘V’자형문은 평행선문과 교차평행선문보다는 단부 조정범위가 넓어져야 나타나
게 된다. 넷째, 평행선문과 교차평행선문은 단부 조정범위가 넓어질수록 부가선이
있는 문양이 나타나게 된다. 다섯째, 단부 조정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존에 많이 관찰
되는 평행선문이 줄어들고 연속‘S’자형문 등 그 문양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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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째, 평행선문과 교차평행선문의 경우 단부 조정범위가 넓어질수록 단독 문양이
줄어들고 부가선이 있는 문양이 꾸준히 나타나게 된다.
[표 18] 1단구성 문양변화와 단독․부가 평행선문의 단부 조정범위별 출토비율 그래프

1단구성 문양변화 그래프

1단구성의 단독・부가
평행선문의 단부
조정범위별 출토비율
그래프

2) 2단구성과 3단구성
2단구성의 문양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단부 조정범위에 연속‘V’자형문대
칭의 구성이 다른 문양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양상은 점차
많아지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다. 2단구성에서부터 연속‘V’자형문이 일반적으로 많
이 사용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상․하단 교차평행선문의 구성도 일부 관찰되
지만 소량에 불과하다. 셋째, 나-2형식부터 상․하단이 다른 구성이 나타나는데 문
양배치는 다양하지는 않다. 넷째, 나-3형식에서는 연속‘V’자형문의 수량이 가장 많
으며 상․하단이 다른 구성의 수량 역시 늘어났으며 구성의 종류도 더 다양하게 나
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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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2단구성과 3단구성의 문양변화 그래프

2단구성
문양변화
그래프

3단구성
문양변화
그래프

3단구성의 문양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형식에 상하 연속‘V’자형문이 대
부분의 수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운데 단의 문양은 방형문, 원형문, 화문, ‘X’자문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나-1형식에서 상하 연속‘V’자형문만이 소량
나타나다가 나-2와 나-3형식이 되면 압도적인 수량으로 급증하고 그 외 상하 교차평
행선문과 상하 연속‘S’자형문 등 상하가 같은 문양구성이 일부 관찰되고 상하가 서
로 다른 문양으로 구성되는 것 역시 일부 관찰되어 조금씩 늘어나게 된다. 나-4형식
이 되면 전체적인 수량이 감소하고 상하 다른 문양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된
다. 셋째, 3단구성은 단부조정 나-2와 나-3형식에 대부분의 유물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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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단구성
다단구성1의 경우 3단구성의 가운데 단이 분화된 단구성→3단구성에서 벗어난
단위문양의 다단구성으로의 변화, 다단구성2의 경우 횡선을 가지는 실타래 모양의
단구성→횡선의 소멸, 삼각형, 능형문 등의 형태로의 단구성 형태변화를 그 특징으
로 볼 수 있다.
[표 20] 1단구성 문양변화표(사천 선진리성:②~④⑧⑨, 울산 반구동:①⑤⑥, 김해고읍성:
⑦⑩)

①

②

④

③

⑦
⑤

⑥

⑧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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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표 21] 2단구성 문양변화표 (부산 만덕사지:①, 사천 선진리성:②~⑦)

②

①

③

⑤

⑥
⑦

④

[표 22] 3단구성 문양변화표 (김해 고읍성:①④⑨, 사천 선진리성:②⑥⑦, 울산 반구동:③,
거제 거림리:⑤, 부산 만덕사지:⑧⑩⑪)

①

②

⑤

③

④

⑦

⑧

⑥

⑨

⑩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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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다단구성 문양변화표(사천 선진리성:①②④⑥⑦⑧, 김해 고읍성:③⑤)

다단
구성1
①

④

②

③

⑤
다단
구성2

⑥

⑦

⑧

Ⅴ. 평기와의 시기별 특징
각 문양구성별로 나타나는 두께와 단부 조정범위에 따른 분산그래프나 각 형식에
서 나타나는 유물의 수량, 단위문양간의 비율로 보아 무문과 1단구성, 2단과 3단구
성, 다단구성1과 다단구성2가 서로 유사함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세 그
룹은 각기 같은 시기에 같은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
래서 본 장에서는 문양구성별로 상대적 변화양상을 연호가 있어 절대연대가 도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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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문기와와 공반유물 등의 검토를 통하여 편년을 설정하고, 시기별로 나타나는
평기와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단, 명문기와 등의 편년자료는 그 수가 적기 때문에
부소산성, 정림사지, 미륵사지, 개태사지 등 부산․경남지역 외의 지역에서 찾을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전국화, 평준화로서의 시기적 차이를 감안하여 편년
을 시도하겠다.

1. 10세기
10세기는 통일신라시대가 끝이 나고 고려시대가 시작되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
기이나, 출토되는 유물을 살펴보면 이전시기인 통일신라에서부터 1단구성의 기본
문양인 평행선문이나 교차평행선문이 존속하고 평행선문에 횡선이나 ‘X’자문이 부
가되는 문양이 출현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편년 평기와 유물로 영동 계산리 유
적의 나말여초 유구에서 출토된 ‘X’자문 부가 평행선문을 들 수 있다. 이 유물은 폐
기의 동시성이 인정되는 2호 와요지 바닥에서 출토된 기와 중 한 점으로 제작연대
는 시굴시 표토 제거과정에서 수습된 ‘太平興國七年壬午三月日/竹州瓦草匠水鳥院

牟’(982)명 기와를 통해서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전반으로 추정하였는데10) 이 시기
는 표토 아래의 유구에서 출토된 기와의 제작연대 하한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11세기
11세기에는 1단구성의 종선이 부가된 사방향 교차평행선문과, 2단구성의 상하 연
속‘V’자형문대칭과 상하 교차평행선문, 3단구성의 상하 연속‘V’자형문에 가운데 단에
방형문, 원형문, ‘X’선문 또는 상하 교차평행선문에 가운데 단이 명문인 구성이 새로
운 문양속성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시기의 유물로 ‘大平8年’명 평기와를 들 수 있
다. ‘大平8年’은 고려 현종 19년(1028)으로 11세기 전반에 해당하며 방곽내 명문을
중심으로 한 상하 연속‘V’자형문의 구성을 가지기 때문에 3단구성의 상하 연속‘V’자
형문은 11세기부터 출현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 류환성의 연구에 따르면 장방형
방곽내 1행의 명문이 종서로 나타나는 형태는 10세기 말~11세기 말로 보았기 때문

10)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뺷永同 稽山里遺蹟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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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11) 이와 같은 기와는 11세기로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광종(950-975)과 성종(982-997)년간을 거쳐 고려는 중앙집권적인 귀족
국가의 기반을 확립한 시기이다. 즉, 10세기 중후반의 이러한 정치․사회적인 분위
기 속에서 평기와 역시 11세기가 되면 통일신라의 영향에서 벗어나 고려기와의 독
특한 특징인 연속‘V’자형문이 성행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3. 12세기
12세기는 변형된 교차평행선문이나 선문 사이에 ‘S’자문이 포함되는 등 1단구성의
문양에서 새로운 변화가 출현한다. 또한 2단구성에서는 상하 연속‘V’자형문대칭과
상하 교차평행선문이 계속 이어지면서 일부 상․하단의 문양이 서로 다른 구성이
등장한다. 그리고 3단구성 역시 상하 연속‘V’자형문에 가운데 단이 방형문, 원형문,
‘X’자문으로 나타나는 구성이 계속 지속되면서 상하가 동일한 문양이지만 연속‘V’자
형문이 아닌 것, 상․하가 서로 다른 문양으로 구성되는 것 등으로 문양의 복잡화,
다양화가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단계이다.
이 시기의 유물 중에서 거제 거림리유적 출토 3단구성 평기와 2점은 일휘문 암․
수막새, 반구형 자방을 가지는 연화문 수막새와 함께 출토되고 있는데 일휘문은 적
어도 11세기 말에 출현하여 12세기에 유행하는 형식으로 알려져 있다.12) 또 반구형
자방을 가지는 연화문 수막새는 연화문이 내림부의 전체가 아니라 축소화되어 내림
부의 중앙에 2/3정도에만 나타나고 있다.13) 또 김태근의 연구에 따르면 암막새의
11) 류환성, ｢나말여초 경주 출토 사찰명 평기와 연구｣, 경성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46.
류환성은 논문에서 사찰명 평기와 단계설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Ⅰ유형

기와의 凸面에 타날판으로 타날 후 도장으로 찍은것

9세기 중엽~10세기 초

Ⅱ유형

정방형 방곽 내 2행의 명문이 나타나는 형태

10세기 초~11세기 초

Ⅲ유형

장방형 방곽 내 1행의 명문이 종서로 나타나는 형태

10세기 말~11세기 말

Ⅳ유형

방곽 내 명문이 확인되지 않고 명문만 있는 형태

10세기 말~13세기 초

12) 박은경, ｢고려와당문양의 편년연구｣, 뺷고고역사학지뺸 4집, 동아대학교박물관, 1988.
日暉文은 鬼目文, 圓圈文, 蛇目文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워져 오던 것이다.
13) 박은경, 앞의 논문, 동아대학교박물관, 1988.
최정혜, ｢고려시대의 수막새에 대한 검토｣, 뺷박물관연구논집뺸 2, 부산직할시립박물관, 1993.
위의 두 논문에서는 황룡사지 출토 수막새의 예를 들고 있으며 각각의 편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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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속성을 통해서 통일신라시대 암막새는 4.0cm 미만, 고려 초․중기 암막새는
5.0~7.0cm가 된다고 하였다.14) 거제 거림리유적 출토 암막새의 경우 높이가 약
6.4cm로 암막새 내림부 높이가 점점 높아진다고 가정했을 때 고려 초기보다는 중기
에 가깝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12세기에는 11세기를 지나면서 내부의 모순이 축적되고 문벌귀족 내부의 분열이
야기되면서 무신난(1170)이 일어나게 되었다. 귀족사회가 붕괴되고 무신 정권이 성
립되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문화에
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와 함께 평기와에 있어서도
11세기에 상․하단이 연속‘V’자형문으로 정형화된 2단과 3단구성이 12세기가 되면
상하가 서로 다른 문양이 되는 등의 동시에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4. 13세기
13세기에는 2단구성은 상․하 연속‘V’자형문의 수량이 줄어들고 상․하가 다른
문양의 비율이 높아지며 문양이 다양해진다. 그러나 2단구성의 평기와가 전체 수량
중에서 13세기에 차지하는 비율은 급격히 줄어든다고 생각된다. 3단구성은 상․하
연속‘V’자형문대칭이 지속되지만, 가운데 단의 문양이 방형문과 원형문, ‘X’자문의
수량이 감소하고 평행선문, 회문계 방형문의 집합 등 기존의 문양에서 변형되는 양
상이 관찰된다. 또 상․하가 서로 다른 문양으로 구성되는 등 13세기 후반이 되면
3단구성은 3단구성에서 변형된 형태인 다단구성1의 형태로 변화된다. 또 기존의 2
단, 3단구성의 문양조합과는 다른 평행선문이 여러 방향으로 위치하는 것을 다단으

편년
박은경

12세기 후반

최정혜

13세기 초엽

유물

황룡사지 출토

최정혜의 경우 자방의 형식으로 보아 13세기 초엽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거제 거림리유적
에서는 함께 출토되는 일휘문 암․수막새를 보아 오히려 12세기 후반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두 시기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고자 한다.
14) 김태근, ｢여주 원향사지 출토 막새와의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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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배치하는 다단구성2가 출현하여 14세기가 되면 대부분 다단구성1과 2로 변화되
어 앞선 시기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문양의 변화는 13세기 후반이 되면 元의 내
정간섭이 시작되면서 이에 따른 문화적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5. 14세기
14세기는 앞서의 1․2․3단구성의 문양은 소멸되고 본격적으로 다단구성이 주를
이루는 시기이다. 3단구성의 변형된 형태인 다단구성1은 3단에서 아래․위가 문양
단이 더 생기거나 가운데 단이 여러 단으로 바뀌는 등의 변화가 관찰되고 이것은
결국 3단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단위문양이 다단을 이루는 구성으로 점차 바뀌게 된
다. 또 평행선문이 다양한 방향으로 조합되어 다단을 이루는 다단구성2도 나타나는
데 처음에는 실타래 모양을 이루는 사․종․사방향의 구성에서 능형문내 종선, 삼
각형 모양의 평행선문의 구성으로 바뀌다가 조선시대의 창해파문으로 발전하게 된
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다단구성1과 2의 경우 시기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것이라
고 추정한다.
다단구성1의 구성과 같은 시기의 유물은 ‘廷祐4年’명 기와와 ‘皇慶癸丑’명 기와가
있는데 이는 고려 忠肅王 4년(1317)과 忠宣王 5년(1313)으로 14세기 초에 해당한다.
또 다단구성2의 삼각형모양의 평행선문과 같이 출토된 유물 중 흑백상감된 화훼절
지문 청자가 있는데 이는 청자 상감화훼조충문‘己巳’명 대접(1329)과 유사하다.
[표 24] 10세기~14세기 부산․경남지역출토 표식평기와와 편년유물
부산 ․ 경남지역출토 평기와

편년유물

울산 반구동유적

영동 계산리유적

10
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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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년유물

11
세
기

상하 연속‘V’자형문
울산 반구동유적

방곽내 1행의 명문
사천 선진리성

‘大平8年’명 기와(1028)
부소산성
정림사지

부산 ․ 경남지역출토 평기와

편년유물

12
세
기

3단구성상하
2단구성
연속‘V’자형문
변형 교차평행선문
거제 거림리유적

거제 거림리유적

부산․경남지역출토 평기와

14
세
기

사천 선진리성
부산 ․ 경남지역출토 평기와

편년유물

‘廷祐4年’명(1317)
익산 미륵사지

‘皇慶癸丑’명(1313)
논산 개태사지
편유물
청자상감
화초조충문
‘己巳’명대접
(1329)

사천 선진리성

사천 선진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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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부산․경남지역 출토 평기와를 문양구성별로 상대편년한 것을 연호명 기와
와 함께 출토된 공반유물 등과 검토하여 편년하고 각 시기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
았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25] 부산․경남지역 고려시대 평기와 편년표이다.

Ⅵ.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부산․경남지역 평기와는 문양구성, 하단 단부 조정범위와 내면
정면 방법의 변화라는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여 분석해 보았다.
분석대상이 되는 유적과 유물의 수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도
출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며 부산․경남지역에서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평
기와 연구가 미비한 현 시점에서 향후의 고려시대 평기와 지역연구에 발판을 마련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려시대는 중앙 집권 체제의 통제 국가였는데 과연 각 지역별로 특징을 달리하
는 기와가 제작되었는지에 대해 선행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고려시대 전체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자의 자료의 미세관찰 한계와 자료 축적의 현실적 문제점을 감
안하여 우선 부산․경남지역 출토 평기와를 분석 정리함으로 기본 모델을 설정하기
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료 증가에 따라 보완․수정하면서 지속적인 연구를 진
행할 계획이다.

원고투고일자 2010년 10월 31일
원고심사일자 2010년 11월 25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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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ronology and period features of
Goryeo Plain Roofing tiles found from
Busan․Gyeongnam area

In terms of the research results of plain roofing tiles of Goryeo and Joseon Periods,
less known were founded so far compared to other resources. As standardized
manufacturing technique made it highly impossible to find detailed changes. Also the
standard of decoration classifying is not clear enough to comprehend the types and
features of the roofing tiles.
It is very rare to find well-organised research about Goryeo plain roofing tiles of
Busan and Gyeongnam areas. Some plain tiles were recorded on the excavation
reports as the result of academic researches.
This work, therefore, focuses on the period features such as decoration, types and
production technique of plain roofing tiles of Busan and Gyeongnam areas,
particularly aged in Goryeo period. This research is not possible without reviewing
each excavation documents.
The criteria of typing this tiles are as such; firstly check the decoration and then
the tiles with decoration were divided into four types according to their body
sections. Also these types were separated by its manufacturing technique of lower
parts of the tile. Each type was analysed using the thickness and inside polishing
methods.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 average of thickness is larger when the tile
was polished in the wide section. The decoration has also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polished section. The tile with one section has shown its decoration from only
one parallel lines to additional parallel lines to other types. Most of the tiles with two
sections have shown ‘V’ shape decorations but it was decreased and then substituted
by other patterns. In the mean time, the three section tiles also appeared ‘V’ patterns
and then finally decreased in its numbers. Multi section tiles are divided into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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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Multi section 1 is the changed types of three section tile and multi section 2
shows various features. It started with multi sectional pattern and then the cross lines
begun to disappear. Finally triangle and rhombic shapes were decorated.
This decoration changes was chronologically organised with plain roofing tiles and
associated artefacts. The periodical characters are as such.
During 10th century, parallel and cross parallel patterns maintained since Unified
Silla period seemed to be sustained and they were the majorities. In the 11th century,
the one section decreased rapidly and the two and three sections newly appeared.
In case of the one section, additional parallel and cross parallel were found
whereas consecutive 'V' pattern were found among 2 and 3 section tiles. Also various
patterns can be found from the three section tiles.
In 12th century, the 2 and 3 section are the majority and the main pattern was still
‘V’. However, other decorative patterns started to appear in this period, and then
finally substituted the ‘V’ pattern.
During late 13th century, the 3 section had been changed to multi section 1 and
then multi section 2 begun in 14th century.

Additionally multi section 1 contained

similar amounts of patterns in several sections on tiles during the 14th century. Also
multi section 2 changed from thread pattern with horizontal lines to triangle and
rhombic shapes and then it maintained its shape to Joseon period such as a wide
wave pattern.
Key words : Busan, Gyeongnam Area, plain roofing tiles, pattern, section, edging
polishing, inside polishing, technique, thickness, oblique cu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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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釜山、慶南地域的高麗時代平瓦編年和各時期的特征研究

目前，对于高丽朝鲜时代平瓦的研究成果来看是十分罕见的，因为这是制作的基本
模具定型化以后变化不大，还有纹样分类的标准模糊，所以很难掌握对其分类和样相
的属性。
而对釜山庆南地域的高丽时代平瓦的综合性研究不多，只有釜山庆南地域的发掘调
查遗址时出土平瓦在个别报告里面有相关记载。
本稿把釜山庆南地域发掘调查的高丽时代遗址出土平瓦的资料进行综合分析，分析
以纹样和制作技法为主，进一步型式分类。提示釜山庆南地域的高丽时代平瓦纹样变
化的各时期属性分类。
分类标准首先是分纹样的有无，其中有纹样重新段构成的标准、分1段、2段、3段、
多段构成分类，然后以此制作技法、按照瓦的下端、端部调整的有无和其范围来细
分，以各个形式瓦的平均厚度和内面、整门、方法的比率分析。其结果是端部调整范
围越大瓦的平均厚度越大，全体或一部分的丝切痕比率变少，而无丝切痕比率增加。
端部调整范围纹样构成变化的样相是，一段构成时单独平行线纹→附加→平行线纹→
其他纹样顺序变化。2段构成是上下连续‘V’字形纹的比率较多，其数量逐渐下降时，上
下其他纹样构成逐渐增多。3段构成也是上下连续‘V’字形纹为大多数，其数量逐渐下
降，连续’V’字形纹以外上下同一纹样和上下不同纹样的构成增加。多段构成1是3段构
成的变形，中间短、分化的形态，逐渐变化成多个单位的纹样变成多段。多段构成2是
等分线形态的多段构成→横线的消失→三角形形态、菱形形态等，其构成形态的变化
观察诸属性。
这种纹样构成单位纹样变化是经过分析年号名平瓦、共伴遗物的检测的编年，其各
时期特征如下。
10世纪是从统一新罗时代继承了大量的平行线纹和交叉平行线纹，发现少数平行线

纹带附加线。
11世纪是1段构成的比率急剧下降，2段和3段构成出现的时期。1段构成数量变小，

但是附加平行线纹和交差平行线纹亦然存在。2段、3段构成大多数是上下连续‘V’字形
纹，其中3段的中间的纹样多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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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世纪也是2段和3段构成为主，但是上下连续’V’字形纹数量逐渐变少，开始出现上

下不同纹样的布置。
13世纪后期，3段构成是继承了3段构成变形的多段构成1，中间的段分化成多段。
14世纪时期大部分是多段构成1、多段构成2的构成。14世纪多段构成1变成不是上下

段中心、把各段相似比率的单位纹样的多段构成样相，多段构成2是横线形态的构成变
成横线消失的菱形、三角形形态的多段构成2，这是继承了朝鲜时代的沧海波纹。
关键词：釜山，庆南地域，平瓦，单位纹样，纹样构成，端部调整，内面整面，制作
技法，瓦厚度，丝切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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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慶南地域における高麗時代の平瓦の編年と時期別特徵

これまでの瓦の硏究において、高麗․朝鮮時代の平瓦に関する研究は低調であっ
た。これは高麗․朝鮮時代は瓦製作の基本的フレームが定型化された時期であるこ
とから、大きな變化を示す屬性を探すことや、文樣を基準とする分類などが困難で
あり、樣相を把握しにくいためである。
これまで釜山ㆍ慶南地域の高麗時代の平瓦の體系的ㆍ綜合的な硏究を試みたもの
は少なく、遺跡の發掘調査で平瓦が出土した場合、単に報告書に掲載されるのみで
ある。

本考では釜山ㆍ慶南地域における高麗時代の遺跡から出土した平瓦の資料を収集
し、個別の文樣を検討した。特に、文樣と製作技法を中心に分析し、型式分類を行
い、釜山ㆍ慶南地域における高麗時代の平瓦の文樣變化について時期別の屬性分類
を提示した。
まず、分類は文樣の有無を基準として行い、有文の場合、段構成を基準として、1

段ㆍ2段ㆍ3段の多段構成として分類した。それらをさらに、製作技法に基づき、瓦
の下端の端部調整の有無とその範圍によって細分し、型式別に瓦の厚さの平均値と

內面の整面方法の比率について分析した。その結果、端部の調整範圍が広くなるほ
ど、瓦の厚さの平均値が増加し、全體または一部の絲切痕の比率が減り、絲切痕が
ないものの比率が増加することが明らかとなった。そして、端部の調整範圍によって

文樣構成が1段の場合、單獨平行線文→附加平行線文→其他文樣に變化する。2段構
成の場合は上下連續の「V」字形文が壓倒的に高い比率を占め、その數量がだんだん
減りつつ、上下で異なる文樣構成が増加する。3段構成の場合も同じく、上下連續の
「V」字形文が大多數を占め、その數量がだんだん減っていき、連續「V」字形文以
外に、上下同一文様と上下が異なる文樣構成が増加する。多段構成1の場合、3段構
成の變形で、中間の段が分化していく形態が見られ、次第に多くの單位文樣が多段
に變化する。多段構成2の場合は、中に橫線をもつ糸巻き形態の多段構成→橫線の消

滅→三角形の形態、菱形の形態などに構成形態が變化するという諸屬性の變化を抽
出することができ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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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ような文樣構成別の單位文樣變化は、年號銘をもつ平瓦と共伴遺物の檢討を

通じて、編年が可能である。その時期別の特徵は以下の通りである。
10世紀は統一新羅時代からの平行線文ㆍ交差平行線文が継続しており、これらが

大部分を占める。一部に附加線をもつ平行線文が見られる。
11世紀は1段構成の比率が急激に減り、2段と3段構成が新たに現れる時期である。
1段構成は数が少ないが、附加平行線文と交差平行線文が引き続き見られる。2段と3

段構成は上下連續の「V」字形文が壓倒的な割合を占め、3段の場合は中間の段の文
樣が多樣化する。
12世紀も2段と3段構成が主流であるが、上下連續の「V」字形文の数が少しずつ減
りながら、上下に他の文樣の配置が現れ始める。
13世紀の後半になると、3段構成は、その變形である多段構成1となり、中間の段
が多段に分化する。
14世紀になると、大部分が多段構成1と多段構成2となる。そして、多段構成1は上

ㆍ下段が中心ではなく、各段が同じような比重を持つ單位文樣を多段で構成すると
いう樣相に変わっていく。多段構成2は橫線をもつ糸巻きの形態の構成となり、橫線
が消滅し、菱形ㆍ三角形の形態を持つ多段構成2に變化する。これは朝鮮時代の滄海

波文に続いていくものと考えられる。
キーワード : 釜山ㆍ慶南地域、平瓦、單位文樣、文樣構成、端部調整、內面整面、

製作技法、瓦の厚さ、絲切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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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촌리유적의 가축 이용
- 멧돼지와 돼지의 구별을 중심으로 김헌석·西本豊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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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촌리유적 동물의 식성추정도

고촌리유적의 가축 이용
- 멧돼지와 돼지의 구별을 중심으로 -

1)김헌석* ･ 西本豊弘**

요 약
고촌리유적은 한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에 위치한다. 이 유적은 3세기에서
5세기의 토기를 비롯하여 많은 목제품, 칠제품, 골각기, 동물유체등이 확인되었다.
이 유적에서 출토한 멧돼지류에 대해서는 돼지와 멧돼지의 구분을 행하였다. 구분
에는 계측에 의한 크기의 변화와 형질변이의 관찰로 가축화현상을, 안정동위원소분
석을 통해서 사료의 변화를 확인해 돼지와 멧돼지의 구별을 행하였다.
계측에 의해 대·소의 두 그룹이 보였고, 작은 그룹은 돼지, 큰 그룹은 멧돼지로
판단했다. 또한 작은 그룹의 개체에는 병흔이나 두개골의 변이가 보이는 개체도 확
인되었다. 이것은 가축화현상이 발현한 것이다.
안정동위원소분석에 있어서는 멧돼지류는 두 가지의 식성이 나타났다. 사슴과 동
일한 식성의 그룹과 단백질 많이 섭취한 그룹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과 함
께 사슴과 동일한 식성의 그룹은 이빨이 큰 그룹이었고, 단백질로 인해 질소치가 높
은 그룹은 이빨이 작은 그룹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멧돼지와 돼지를 구분해 연령구성을 보아도 차이가 확인되었
다. 멧돼지는 성수가 많고, 어린개체가 적었다. 돼지는 어린개체가 많고 성수가 적
었다. 어린개체가 늘어나는 것도 가축화현상의 하나이다.
이로 인해, 고촌리유적에서는 가축으로 돼지가 많이 사육되었던 것을 확인하는

* 総合研究大学院大学 博士課程ㆍ日本学術振興会 特別研究員
** 日本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部ㆍ総合研究大学院大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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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가능했다.
주제어 : 가축화현상, 안정동위체분석, 고촌, 용방사성탄감정년대, 가축.

Ⅰ. 머리말
한국의 유적에서 출토하는 동물은 사슴과 멧돼지가 중심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신석기시대에서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삼국시대에는
가축의 돼지가 기록에 나타나게 되고, 그 존재가 알려져 있으나, 유적에서 출토하는
뼈에서 돼지와 멧돼지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멧돼지에서 돼지로 될 때
에는 뼈의 형태나 크기, 연령구성, 병흔등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와 같은 변화를 가
축화현상이라고 한다. 가축화현상은 계측과 형태관찰에 의해서 확인되어 왔다.
현재 한국에 돼지의 존재를 하악제3대구치의 크기를 근거로해 돼지의 가능성을
제시한 갈매리유적의 보고와 하악골의 형태에 의한 늑도유적이 있다. 또한 낙민동
유적에 대해서는 연령구성을 고려한, 돼지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형태분석에 의한 방법이외에 자연과학의 분석법에 의한 돼지를
구분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그것인 고DNA분석이나 안정동위원소분석을 이용
한 연구이다. 특히 안정동위원소분석은 형태분석에서는 파악하지 못하는 사료의 문
제에 주목했다. 가축은 길러진 것으로 야생동물과는 다른 식성이 상정되어진다. 그
식성을 밝혀 돼지를 찾은 것이 회현리유적에서 행해졌다. 그 결과 질소치가 높은
개체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늑도유적의 안정동위원소분석에서
도 질소치가 높은 개체가 보여져, 돼지의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하나의 유적에서 출토하는 멧돼지류의수가적기때문에동시에진
행하는것이곤란하다. 그러나 고촌리유적에서는 많은 수의 멧돼지류의 두개골과 악
골이 출토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과 일본 국립역사민속박
물관의 공동연구에 의해서 고촌리유적에 대한 종합연구와 목포대학교의 김건수선
생님의 협력을 얻어, 양쪽의 방법을 이용한 분석을 행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 결과
를 바탕으로 고촌리유적의 돼지의 존재와 구별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88

東亞文化 9號

Ⅱ. 고촌리유적에 대해서
유적은 한국의 남동해안의 부
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에 위치
한다. 유적은 바다에서 직선거
리로 10km정도 떨어져 있는 구
릉지에 위치한다. 유적은 표고
200m에서 600m의 산으로 둘러
싸인 분지와 같은 지형으로, 북
쪽의 산에서 남쪽을 향해서 발
달한 구릉사면에 유적이 존재한
다. 분지의 중앙에는 작은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의 유로가 변
화한 후, 유적이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유적이 위치하는 사
면의 끝에는 저습시가 펼쳐져

도면 1. 고촌리유적과 주변패총유적

있다. 유적은 사면과 저습지에
서 확인되고 있다. 사면에서는 누자식건물과 지상식건물이, 저습지에서는 2열의 대
형목주열, 주혈군이 확인되었다. 동물유체를 비롯해 목제품, 토기등의 유물은 저습
지에서 출토하고 있다. 저습지에서는 목재집적장이나 수도관과 같은 시설도 보인
다. 또한, 소성유구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토기는 양이부대호편, 연질옹등의 삼국
시대의 일상토기가 주류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기형의 추정이 곤란하므로, 이 외에
많이 출토하는 노형토기로 삼단계로 시기를 설정하였다. 1단계와 2단계는 유물구성
이 유사하고, 유물이 혼재하고 있는 것에서 단시간에 형성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시기는 3세기중후엽부터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 3단계는 출토유물이 5세기대
의 유물이 출토하고 있다.
동물유체의 출토는 사슴을 중심으로 멧돼지, 말, 개, 강치등의 포유류와 상어, 참
돔의 어류, 꿩과의 조류가 출토하고 있다. 특히 사슴의 경우는 사지골보다는 두개골
과 뿔이 많이 출토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것은 유적의 도자병이나 선각골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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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출토와 많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사슴의 두개골의 대부
분은 절단되어진 것이 많이 출토한다. 이것도 주목되는 점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유적의 성격과 관련하는 것일 것이다. 또한 칠기가 많이 출토하고, 그 중에는 미완
성품이나 불량품도 포함되어 있다. 칠기와 도자병, 동물의 두개골을 자르는 행위등
에서 공인집단촌일 가능성이 생각되어진다.

Ⅲ. 고촌리유적의 가축출토
1. 가축화현상과 고촌리유적의 가축
이 유적에서는 사슴과 멧돼지, 돼지, 소, 말, 개가 출토하고, 그 중에서 가축은 돼
지, 소, 말, 개의 4종이다. 한국의 고고학자료에서는 개와 소, 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가축으로 인정하나, 돼지에 대해서는 멧돼지와의 구별이 행해지지
않고, 돼지의 존재가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가축의 돼지는 야생멧돼지를 사육한 것
으로 돼지와 멧돼지의 골격상의 구별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먼저 가축화에
동반하는 골격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한다.
야생동물이 가축되는 것은 먹이를 받아먹고 번식을 관리당하는 것이다. 그 결과
운동부족이 되고 골격은 퇴화한다. 그래서 골격의 가축화현상은 제1단계에는 가축
화와 더불어서 골격이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가축화가 진행하면 1마리당의 고기양
이 많은 큰 개체를 좋아하는 사람과 운반에 편리한 작은 개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제2단계에서는 가축에는 대소의 개체차가 생긴다. 이것을 품종이라고 부
르기도 한다. 이 단계가 되면, 골격에 병흔을 가리키는 것이 많게되고, 또한 빠르게
성숙하는 점도 알려져 있다. 더욱이, 돼지 등에서는 번식하는 새끼의 수가 많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가축화현상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멧돼지에서 돼지로의 가축화
에 공반하는 변화로서는, 두개골이 짧고 둥글게 되면, 후두부가 높아지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그 결과, 이빨은 작아지게 된다. 특히 후방의 이빨이 작아지므로, 제3
후구치의 크기로 돼지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제1제2후구치등의 이빨
전부가 작아지게 된다. 턱뼈도 축소하나 상악에서는 전체가 짧아지게 된다. 하악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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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짧아지는 것과 함께, 하악연합부의 하면이 굽어지고, 또한 현대의 돼지와 같은
가축화가 진행하면 하면이 위를 향해 올라가게 된다. 또 하나의 가추화에 동반하는
특징은 치근부부근의 뼈가 치주염에 의해서 녹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또한, 상하악
골이나 사지골이 비대화하는 것도 알려져 있다.
그럼, 고촌리유적에서는 소의 하악골에서 현저한 치주염이 보인다. 소인지 아닌
지의 판별은 이빨의 형태로 행하고, 가축인지 아닌가는 이빨의 크기로 판별하고 있
다. 이 유적의 소는 일본의 와규(일본재래소)에 가깝고, 중국에서는 황우라고 하는
그룹에 가깝다. 또, 이 유적에서 출토하고 있는 소의 하악에는 현저하 치주염의 증
상이 보였다. 이와 같은 예는 노령화도 관련하고 있으나, 소가 좁은 우리나 목책 속
에서의 사육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가축에서는 자주 보이는 병례이다.
말은 이빨 한점과 사지골의 골편이 있고, 소형의 말이다. 적어도 몽고마의 계통일
것이다.
멧돼지류의 뼈와 이빨을 보면 대·소의 두가지의 타이프가 보였다. 이와 같은 경
우, 보통 큰편이 야생으로 작은편이 가축으로 되는 경우와 양쪽모두 가축으로 두가
지의 타이프의 돼지가 사육되었는가 중의 하나이다. 니시모토의 분류기준으로 보
면, 소형의 돼지는 이빨이 작은 점에서 돼지로 생각된다. 큰 타이프는 이빨의 크기
와 두개골의 형태와 하악연합부의 형태에서 보아 야생멧돼지가 많아도 생각된다.
이것들은 이빨의 계측치와 안정동위원소분석을 병용해서 본론에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또한, 돼지에는 이빨과 악골의 축소의 정도에 차가 있는 경우, 치열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알려져 잇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3후구치가 악골이 짧기때문에 나올 여지가
없어 붕출도중에 멈추는 예도 있다. 이 유적의 자료에도 치열이 흐트러진 예가 많
다. 그리고 후두부가 둥글고 높은 예도 몇예가 인정되었다. 더욱이, 상악의 악골의
양측에 치주염에 의한 병흔을 많이 관찰되었다. 필자들은 이런 사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멧돼지와 돼지를 구별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멧돼지류의 이발의 크기에 주목해서 이빨의 크기 계측치와
뼈에 포함되어있는 콜라겐을 이용한 안정동위원소분석을 진행하여, 이 동물들의 사
료의 검토를 행하는 것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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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촌리유적의 이빨계측
현재까지, 멧돼지와 돼지를 구분하는 근거로서 자주 이용되는 것이 이빨의 크기
이다. 가축이 되는 것으로 두개골이 짧아지는 것은 가축화현상이다. 이 영향으로
이빨의 크기는 빠르게 영향을 받게된다. 멧돼지류의 악골에 있는 이빨에 대해서
Dresich의 계측부위를 참고로(도면 2참조)해서, 계측을 행하였다. 계측부위는 제1,제
2후구치에 대해서는 전폭, 후폭, 전장의 세 부위를, 제3후구치는 전장과 전폭을 계
측했다. 전장은 이빨이 작아지는 것을 직접 나타내는 점이 있고, 전폭과 후폭은 이
발의 축소에 의해서 후폭만이 작아지는 점이 생각되어진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서 계측한 개체는 상악골이 18개체, 하악골이 32개체이다. 이와 더불어, 각 개체에
대해서는 고별의 인식번호를 주어, 하나의 개체의 위치가 각각의 이에 있어서 크기
의 변화가 보이도록 하였다.

도면 2. 하악이빨의 계측부위도(위에서 본건, 교합면)

이빨의 계측결과, 이빨의 크기에는 두가지의 분포역을 가지고 분포하는 것이 보
였다. 그러나 하악제1후구치의 전폭과 전장, 하악제2후구치의 전폭과 전장, 상악제2
후구치의 전폭과전장의 세 부위의 계측부분의 분포에서는 크게 두개로 분포하나,
그 사이에 위치하는 1-2개체가 존재한다. 이 개체를 제외하면, 이 세 부위도 더 명
화한 그룹으로 분류된다. 그로 인해, 이러한 분포에 대해서는 중간의 개체를 어느쪽
으로 판단하는 것이 명확히하기 어려운 것을 고려해, 경계선을 그었다. 중간부에 계
측치가 존재하는 부위에 대해서는 파선으로, 작은 그룹은 최대치, 큰그룹은 최소치
를 염두하고 그은 것이다. 그 경계선에 근거해서 개체를 나눈 것이 표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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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하악 제1후구치의 전폭과 전장의 분포

도면 4. 하악 제1후구치의 후폭과 전장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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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하악 제2후구치의 전폭과 전장의 분포

도면 6. 하악 제2후구치의 후포과 전장의 분포

94

東亞文化 9號

도면 7. 하악 제3후구치의 전폭과 전장의분포

도면 8. 상악 제1후구치의 전폭과 전장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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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상악 제1후구치의 후포과 전장의분포

도면 10. 상악 제2후구치의 전장과 후폭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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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상악제2후구치의 후폭과 전장의 분포

도면 12. 상악 제3후구치의 전폭과 전장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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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보면, 제1후구치, 제2후구치, 제3후구치의 계측치와 대응관계에 있는
것이 보인다. 예를 들어 제1후구치의 큰 그룹의 것은 제2와제3후구치에 있어서도
큰 그룹에 속하고, 각 그룹에 있어서의 대·소그룹은 각각 대응시키는 것이 가능하
다. 이적은 작은 그룹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결국, 큰 그룹과 작은 그룹은 멧돼지류
에 있어서 하나의 품종일 것이다. 그러나 하악에 있어서는 60,215 상악에 있어서는
73,92,207의 경우, 하나의 그룹에 명확하게 속하지 않고, 계측부위에 따라서는 중간
혹은 다른 그룹에 위치한다. 이 개체는 전부가 전장과 전폭의 관계에서는 명료하지
않으나, 후폭과 전장의 관계에서는 그룹이 명확하게 된다. 결국 전폭이 크고, 후폭
은 작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이빨의 그룹을 상황을 고려하면, 60과215는 작은 그
룹, 73,92,207은 큰 그룹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현상이 형태변이에 기인하는
가와 확정적이지 않다. 만약, 이것이 형태변이에 관련하는 것이라면, 이빨의 축소에
동반하는 하나의 가축화현상이다. 이것은 이빨의 축소에는 후방이 먼저 영향을 받
는 것으로 인해, 후폭에 있어서의 그룹분류가 더욱 명확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이 중간의 개체가 작은 그룹과 큰 그룹이 섞인 계통을 가진 개체로서 보
는 견해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수가 적으므로, 판단은 힘들다. 이것은 다른
유적의 자료나 사육형태를 고려한 위에 판단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멧돼지와 돼지를 구분은 제3후구치의 크기인 것을 전술하였다. 하악의
제3대후치에 있어서 전장34.5mm, 전폭16.3mm가, 상악제3후구치는 전장32.2mm, 전
폭19.6mm 이 돼지의 최대크기로서 알려져 있다(mayer1998,yuanjing 2002). 또한 한
지역에 두가지 크기의 멧돼지가 서식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이빨의 크기
에서는 작은그룹은 돼지, 큰그룹은 멧돼지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계측의 크기분포위치(○는 큰그룹,●은 작은그룹,×는 중간그룹)
계측부위
부위·번호

상악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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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173
279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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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후구치분포역

제2후구치분포

제3후구치
분포

전폭과전장

후폭과전장

전폭과전장

후폭과전장

전폭과전장

○
○
○
○
×

○
○
○
○
×

○
○
○
○
●

○
○
○
○
○

○

92

×

○

○

93

○

○

○

206

○

○

○

207

×

○

○

112
114

○
●

●

204
304

●

●

●

203

●

●

●

●

288

●

●

●

●

163

●

●

●

161

●

●

●

●

●

●

●

287
174

○

○

214

○

○

59

○

○

○

○

61

○

○

○

○

○

101

○

○

○

○

○

115

○

○

○

○

○

208

○

○

○

○

○

211

○

○

○

○

○

283

○

○

○

○

○

○

○

○

282

하악골

●

94

○

○

○

302

○

○

○

100

○

210

○

213

○

286

○

311

●

6

●

●

●

●

58

●

●

●

●

60

×

95

●

×

●

●

●

●
●

97

●

●

●

98

●

●

●

●

116

●

●

●

●

175

●

●

●

●

21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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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

285
303
96
215
280

●

●

●

●

●

●

●
×
●

●
●

●
●

●

●

●
●

●
●

[표 1]을 보면 큰 그룹에서는 제3후구치가 많이 계측된 것이 보인다. 그러나 작은
그룹에서는 제3후구치의 계측이 적다. 이것은 양 그룹에 있어서, 연령구성에 의한
것일 것이다. 큰 그룹은 계측한 개체가 상악에서는 若獣1, 亜成獣3, 成獣6, 하악에서
는 幼獣1, 若獣1, 亜成獣1, 成獣13이다. 작은그룹에서는 상악에서 幼獣1, 若獣1, 亜

成獣3, 成獣3, 하악에서는 幼獣1, 亜成獣5, 成獣10의 연령의 개체가 계측되었다. 연
령분포를 보면, 성수가 많은 것은 공통되고 있으나, 작은 그룹에서는 아성수가 많은
것이 주목된다. 그러나 작은 그룹에서는 성수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3후구치의
계측수가 적다. 이것은 제3후구치가 성수가 되었음에도 붕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의심된다.
이것을 참고하면, 그룹별의 최소개체수를 계산하면, 상악골에 있어서 큰그룹은
아성수2, 성수6의 총8개체, 작은 그룹의 경우는 요수1, 약수1, 아성수3, 성수2의 총7
개체이다. 하악골에서 추정하면, 큰 그룹은 요수1, 약수1, 아성수1, 성수9의 총12개
체, 작은 그룹은 아성수5, 성수7의 12개체이다. 연령구성을 보면 큰 그룹은 성수가
중심으로 어린개체가 소수이다. 작은 그룹은 성수과 아성수가 많은 것으로 어린개
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가축화현상에서 어린 개체의 증가와 관련
할 가능성이 크다.
크기 이외에도 작은 그룹에 속하고 있는 개체에서는 형태의 변이도 보여진다. 먼
저 두개골에서는 후두부가 매우 높은 개체(도면 1의 2는 204, 3은203, 4는161의 개
체)가 보여진다. 또한 두정부에서 코끝까지의 형태에서는 후두부가 높은 것은 그
형태가 부풀어 오르거나 움푹 패인 개체가 보인다. 이것과 함께, 안와의 형태가 타
원형이 된다. 더욱이, 위에서 보면, 협골이 부풀어, 두부가 둥글게 보인다. 이것은
가축화에 의해서 두개골이 작아지는 것으로 두개골에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
다. 이것은 도면 1의 5(개체번호:113)와 2,3,4를 비료해서 보면 더욱 명료하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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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5번 개체는 두정부에서 코끝까지 직선으로 안와의 형태는 원형이고, 협골과 두
정부와의 공간이 작고, 부풀어있지 않은 것이 보인다.
하악골에서도 하악연합부의 형태나 치열의 흐트러짐이 잘 보인다. 도면 2는 그
예를 보이고 있다. 도면2의 1(98), 2(97), 3(216)은 작은 그룹의 것, 4(100)는 큰 그룹
의 것이다. 1, 2, 3의 하악연합부는 움푹 파인 것이 보인다. 이것도 두개부의 축소에
동반하는 변화이다. 이것이 진행되면 현대의 돼지와 같이 위를 향하는 형태가 된다.
그러나 큰 그룹의 것은 똑바르고, 형태가 다른다. 또한 2, 3의 개체에는 치열의 흐트
러짐이 보인다. 2의경우 제1후구치와 제2후구치는 마모가 진행되었다. 특히 제1후
구치는 치경선부근까지 마모가 진행되어 제3후구치가 붕출한 성수로 판단된다. 그
러나 실제로는 제3후구치가 붕출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빨의 제3후구치의 계측수와
의 관련성도 생각된다. 또한 3의 경우는 이빨은 전부 나와 있다. 그러나 제3후구치
와 다른 이빨의 마모정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보인다. 이빨의 배열에서도 제3후
구치가 안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보인다. 또한 제1후구치의 내측에는 치주염의 흔적
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치주염의 흔적은 상악골(도면 1-1)에서도 동일하다.
이빨의 크기는 개체의 체격을 반영하고 있다. 그 때문에 작은 그룹은 체격이 작
고, 큰 개체와 작은 개체가 존재한다. 또한 작은 그룹은 두개골이 둥글고 높게 되는
형태변화, 치열의 흐트러짐이나 치주염과 같은 병흔이 보이고 있다. 여기에 연령구
성에서는 어린개체의 증가 등의 가축화현상이 보인다. 이와 같은 것으로 작은 그룹
은 돼지, 큰 그룹은 멧돼지로 분류한다.

Ⅳ. 탄소14연대측정과 안정동위원소분석
고촌리유적 출토의 동물뼈를 이용해서 안정동위원소분석과 탄소14연대측정을 행
하였다. 탄소14연대측정을 하는 것으로 저습지에 동물이 혼입되어진 시기를 확인하
는 것이 가능하다. 안정동위원소분에서는 뼈의 주인이 생전에 섭취한 것을 추정하
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야생동물과 가축을 구분하는 하나의 근거로서 식성이 활용
가능하다.
안정동위원소분석과 탄소14연대측정은 뼈에서 추출한 콜라겐을 이용해서 진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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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콜라겐의 추출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서 얻어졌다.

1. 콜라겐의 추출
콜라겐추출작업은 일
본국립역사민속박물관
의 연대측정 자료실험
실에서 행하였다. 뼈에
서 0.5에서 1g의 뼈를
채취해, 초음파세척과
육안으로 먼지등을 제
거했다. 세척한 시료는
1.2N으로

조제되어진

수산화나트륨(NaOH)

도면 13. 콜라겐의 추출과정 모식도

용액에 담구어, 5℃에
서 8시간 놓아두었다. 그 후, 시료를 깨끗한물(MQ)로 충분히 세정한 후, 동결건조시
켰다. 동결건조후의 시료는 분쇄해서, 충분히 세정되어진 셀룰로오스튜브(Viskase
Co.製造UC36-32-100,14kda)에 넣어서, 1.2N의 염산(Hcl)용액에 넣어서 회전시키면서
투석을 행하였다. 투석은 5℃에서 12시간을 행하였다. 그 후, 셀룰로오스튜브를 충
분히 세정하고, 내용물을 원심관에 옮겨서 3600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를 행하였
다. 그 후 상징물(上澄)을 덜어내고, 침전물에 약간 산성의 용액을 첨가해서 90℃에
서 12시간 교원질화(gelatin化)를 행하였다. 그 후, 흡인여과(whatman GF/F 0.7㎛)를
통해서 콜라겐을 회수했다. 탄소14연대측정은 Paleo Labo Co., Ltd.에서, 안정동위원
소분석은 (株)昭光商事(Model Flash EA1112-DELTA V ADVANTAGE ConFloⅣ
System)에 의뢰해 측정하였다.

2. 탄소14연대측정
탄소14연대측정결과는 [표 3]과 같이 정리했다. 교정연대는 IntCal04 (Remier er.al
2004)에 근거한, RHC3.2프로그램(今村2007)을 이용해서 산출하였다. 탄소14연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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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안정동위원소분석에 이용한 콜라겐은 품질이 확인에 의해 콜라겐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콜라겐의 품질은 탄소와 질소의 비와 회수율에 의해서 확인가능하
다. 고고유물로서의 뼈는 회수율이 20%이하인 것이 알려져있다(van kleain 1998).
이번분석의 시료는 20%이하가 회수되어, 고고유물로서 판단된다. 그리고 탄소와 질
소의 비가 2.9에서 3.6에 들어가는 것이 양호한 콜라겐으로서 알려져 있다(M.j
Deniro 1985). 측정되어진 전 시료가 이 범위에 들어가, 양호한 콜라겐이 회수되었
다고 판단된다(표3,4의 C/N比를 참조).
[표 2] 탄소14연대 측정결과
14

C연대

교정연대
(cal ad)

시료번호

시료종류

부위

C/N比

기관번호

KRPKCb18

소

경골

3.24

PLD-15361

1825±20

130~240
( 95.4%)

KRPKC1

사슴

뿔

3.27

PLD-11777

1820±20

130~240
( 95.4%)

측정되어진 시료는 소와 사슴의 콜라겐이다. 콜라겐을 탄소14연대측정에 이용할
경우, 뼈의 주인의 식성에 의해서 결과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해초나
어패류를 섭취한 경우는 바다에서 탄소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로 인해 탄소14연대
측정의 결과가 더욱 오래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해양리저버효과(marine
reservoir effect) 라고 한다. 그러나 사슴의 경우는 해양리저버효과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슴의 생태는 바다의 것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소도 해초와 같은 바다의 식물을 주로 사육되는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이번의 측정결과에 대해서는 해양리저버효
과는 적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것에서 콜라겐의 탄소14연대측정에 의해 유적연대는14C연대로는 1820
년 전후에 위치한다. 또한 교정연대로는 A.D130년에서 A.D240년의 시기, A.D2세기
전엽에서 A.D3세기 중엽의 어느 시기에 존재했다고 생각되어진다. 이번의 측정결
과 교정연대곡선이 평행하고 있는 시기에 14C연대가 위치함으로써 폭이 넓은 교정
연대가 얻어졌다. 이런 경우 그 전후의 유적과 유물의 측정을 통해 유적의 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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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좁혀 갈 수 있다. 또한 교정곡선이 세계곡선과 다른 가능성이 제기되어 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도면 14. 탄소14연대측정의 교정연대

일본의 경우, 이 시기의 것에 대해서 일본산의 목재에 의한 측정을 거듭한 결과,
이 시기에 있어서 IntCal곡선과 다른 것을 확인하고, 일본에 있어서의 교정곡선의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교정연대가 100년정도의 폭내에서 움직
일 가능성이 나타났다(春成他2009). 이와 같은 현상이 한국에서도 동일한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만약 이 현상이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이것을 이용해
서 유적의 연대를 더욱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3. 안정동위원소분석
안정동위원소분석의 결과는 이하의 [표 3]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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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安定同位体分析結果
13

15

유물
번호

시료종류

부위

회수
율

δ C‐PDB
(‰)

δ N‐Air
(‰)

炭素含
有量(%)

窒素含
有量(%)

C/N比

KRPKC‐1

번호
없음

사슴

角

6.17

-21.6

2.70

44.9

16.0

3.27

KRPKC‐b1

번호
없음

사슴

角

3.95

-21.3

0.821

44.2

15.7

3.28

KRPKC
‐b2

283

멧돼지류

下顎骨

5.15

-21.0

3.23

45.0

16.2

3.23

시료번호

KRPKC‐b3

39

말

脛骨

3.88

-15.7

9.96

44.4

15.9

3.25

KRPKC‐b4

255

강치

肩甲骨

1.39

-12.8

16.8

42.9

15.6

3.22

KRPKC‐b5

204

멧돼지류

上顎骨

6.54

-17.6

7.39

45.0

16.0

3.28

KRPKC‐b6

1

소

下顎骨

9.63

-16.6

6.61

44.9

16.3

3.22

KRPKC‐b7

98

멧돼지류

下顎骨

9.31

-18.9

6.67

46.1

16.4

3.29

KRPKC‐b8

115

멧돼지류

下顎骨

13.41

-21.0

3.77

46.5

16.7

3.25

KRPKC‐b9

97

멧돼지류

下顎骨

3.78

-20.9

8.58

45.2

16.2

3.25

KRPKC‐b10

198

소

大腿骨

7.76

-16.6

6.86

46.2

16.6

3.24

KRPKC‐b11

199

소

大腿骨

11.42

-17.1

6.93

45.9

16.6

3.23

KRPKC‐b12

287

멧돼지류

上顎骨

11.96

-20.3

7.44

45.7

16.6

3.22

KRPKC‐b13

161

멧돼지류

上顎骨

12.11

-18.0

7.22

46.1

16.6

3.24

KRPKC‐b14

번호
불명

멧돼지류

下顎骨

10.79

-20.9

7.82

46.1

16.5

3.25

KRPKC‐b15

174

멧돼지류

下顎骨

9.37

-17.6

8.77

44.9

15.8

3.31

KRPKC‐b16

58

멧돼지류

下顎骨

12.77

-20.3

8.22

45.9

16.6

3.23

KRPKC‐b17

59

멧돼지류

下顎骨

11.13

-21.5

3.01

46.5

16.6

3.28

KRPKC‐b18

196

소

脛骨

9.62

-16.8

6.53

16.5

45.9

3.24

안정동위원소분석에서는 탄소와 질소의 동위원소비에 의해서 생전 섭취한 식료
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간이나 동물이 섭취하는 식료에는 탄소와 질소가 포
함되어 있다. 이것은 식료에 따라서 그 동위원소비가 다르다. 어류나 초식동물과
같이 성장환경에 크게 좌우되게 된다. 이와 같은 식료를 섭취하면 체내의 탄소와
질소의 동위원소비도 움직이게 되고, 이로 인해 생전 섭취한 식료 그 중에서 단백질
의 평균값을 추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저 식용식물은 크게 C3식물과 C4식물이 존재한다. 이 둘은 탄소동위원소비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이다. 그 차이는 광합성과정에 의해서 정착하는 탄소가 다른 것
으로 인해, C3식물은 탄소동위원소가 -30‰〜-25‰의 전후에 위치한다. 이것에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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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90%정도가 해당하며, 주변의
식물 대부분이다. C4식물은 탄소
동위원소비가 -12‰전후에 존재하
며, 피, 조, 기장, 옥수수와 같은 잡
곡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두가지
이외에 CAM식물이 존재하는데 이
는 선인장과 같은 식물로 한반도에
는 분포하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
았다. 질소는 먹이사슬에 있어서의
위치를 의미한다. 상위에 위치할
수록 수치가 높아진다. 하위에서
상위로 한단계 상승하면 그 수치가
도면 15. 고촌리유적 동물의 식성추정도
(Yoneda 2002 et.al의 도면을 인용)

3〜5‰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
져있다. 그러나 안정동위원소분석
의 결과로 식료를 추정할 때에는

식료의 섭취로 인해서 체내에서 탄소와 질소의 동위원소비가 커지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섭취한 식료가 체내에서 뼈나 피부가 될때에는 탄소는 4.5‰, 질소
는 3.5‰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mbrose1993;신지영･이준정 2009;
yoneda et.al2004) 결국 이 수치를 빼주는 것으로 생전섭취한 식료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수치를 이용해서 추정한 것이 도면 15이다.
먼저 멧돼지류는 크게 두가지의 식성이 나타났다. 하나는 C3식물을 중심으로 한
그룹과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 질소치가 높은 그룹의 두개로 나뉘었다. 사슴은 야생
동물로, 유적주변은 C3식물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사슴과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는 그룹은 야생에서 자란 개체일 것이다. 결국, 멧돼지의 가능성이 높다. 질
소치가 높은 그룹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 것으로, 고기등을 섭취했을 것이다. 야생
의 멧돼지로는 생각하기 힘들다. 이것은 인간에게서 주어진 사료일 것이다. 그로
인해, 가축 돼지의 가능성이 높다.
소는 초식동물이다. 소는 C3식물과 함께 C4식물도 섭취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비율의 추정은 힘들지만, C4식물의 섭취량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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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1점만이 분석되었다. 어패류에 근접한 곳에 위치한다. 이 수치는 C4식물 혹
은 어패류를 중점적으로 섭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말에게 어패류를 일상
적으로 주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말의 사육형태를 생각한다면 가능성은 낮다. 또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현재의 말의 사육에서, 성장기에 단백질을 주어서 기
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육형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생각된다. 그러면 말은 소
보다는 중요한 동물로서 인식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촌리유적의 동물의 식성은 탄소동위원소에서 C3식물을 주로 섭취하고, 소와 말
은 C4식물의 섭취도 많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질소치에서는 동물종에 따라서 다
른 수치를 나타냈다. 적어도 돼지로 생각되는 그룹과 소, 말은 질소치가 높은 경향
이 보였다. 그러나 멧돼지로 생각되는 그룹과 사슴은 질소치가 낮았다. 가축은 질
소치가 높고, 야생동물은 질소치가 낮은경향이 보였다.

Ⅴ. 고찰
멧돼지류의 계측에 의한 형태분
석과 안정동위원소 분석에 의한
식성분석을 행하였다. 그 결과, 두
분석 모두 두 개의 그룹이 확인되
었다. 계측에서는 크기에 의해서
큰 그룹과 작은 그룹, 안정동위원
소 분석에서는 사슴과 같은 식성
을 가지는 그룹과 질소치가 높은
그룹의 두 그룹이 확인되었다. 그
러면 이 각 그룹들은 어떠한 대응
관계에 있는 것일까. 이것을 확인
하기 위해서 계측결과와 안정동위
원소 분석결과를 정리해서 만든
것이 도면 16이다.

도면 16. 멧돼지류의 이빨의 크기에 의한
안정동위원소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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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을 보면, 상악의 큰 그룹이 분석되지 않았으나, 하악에 있어서는 큰 그룹
과 작은 그룹의 식성이 1점을 제외하고 다른 것이 확인되었다. 큰 그룹의 것은 C3
식물을 주식으로 하는 집단으로 사슴과 비슷한 식성이 보인다. 멧돼지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작은 그룹은 질소치가 높고, 보다 많은 단백질을 섭취한 것으로 생각
되고, 돼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가축과 야생동물에 있어서 크기와 식성이
다르다는 추측이 도면 16을 통해서도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큰 그룹에 속해 있
으면서도 질소치가 높은 것이 예가 있다. 이 개체는 제2후구치가 나기 시작한 것으
로, 어린개체이다. 크기에서는 멧돼지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식성은 돼지의 가능성
이 높다. 다른 개체는 제2후구치가 붕출한 18개월 이상의 개체이다. 그러나 이 개체
만이 12개월 전후의 것이다. 이 개체는 요수의 멧돼지다 돼지의 군집에 접근해서,
돼지와 함께 사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돼지의 개량을 위해서 멧돼지를 돼지
무리에 넣은 것도 생각가능하다. 이 경우는 어린개체를 넣었다고 생각된다. 이런
경우들을 생각한다면 고촌리유적에 있어서의 돼지의 사육방법을 가늠할 수 있는 하
나의 단서가 될 것이다. 돼지의 무리에 멧돼지가 들어가는 것은 현재와 같은 축사
가 없고, 방목에 가까운 사육을 했다고 생각된다. 이것에 의해서 계측치에서 중간크
기의 개체가 존재하고, 멧돼지와 돼지의 중간크기의 돼지 혹은 멧돼지가 존재로 보
다 설명하기 쉬울 것이다.
결국, 이빨의 크기와 식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빨이 큰 개체는 C3식물을 주
식으로, 사슴과 비슷한 식성을 보인다. 즉 야생멧돼지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크
기가 작은 개체는 질소치가 높고, 야생동물과는 다르므로 돼지의 가능성이 높다. 현
재까지 돼지와 멧돼지를 구분하는 근거로서 자주 이용된 것이 이빨의 크기이다. 이
빨의 계측과 안정동위원소분석결과를 상호대조한 결과로도 작은 그룹은 질소치가
높고, 형태의 변이나 병흔의 존재등으로 돼지이다. 큰 그룹은 사슴과 동일한 식성
과, 형태의 변이가 거의 보이지 않은 것에서 멧돼지로 판정한다.
연령구성을 보면 상악골에 있어서는 멧돼지가 아성수2,성수6의 8개체, 돼지의 경
우는 약수2, 아성수3, 성수2의 7개체이다. 하악골은 멧돼지는 요수1, 약수1, 아성수
1, 성수9의 12개체, 돼지는 아성수5, 성수7의 12개체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멧돼
지와 돼지의 이용을 생각하면 멧돼지와 돼지을 이용비율은 1:1이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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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의 아성수가 특히 많다. 아성수는 여름에서 가을에 죽은 개체로, 수렵을 통한
야생멧돼지에서는 적은 연령이다. 그러나 가축에서는 아성수가 되면 체격의 성장이
멈추고, 사료에 대한 획득고기량의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이로 인해
이 연령에서 도살된다. 그로인해 아성수의 개체가 주로 이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이빨의 계측가능 개체수에서도 확인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돼
지로서 제3후구치가 나오고도 사육되었던 개체는 종돈으로서의 역활도 생각가능하
다. 이것은 고촌리유적에 있어서 돼지의 사육이 현재와 비슷한 점으로 품종의 개량
도 염두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것으로 고촌리유적에 있어서의 동물이용은, 가축으로서 소, 말, 개, 돼지를 이
용하고 수렵에는 사슴과 멧돼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가축에서 가장 이용빈도가
높은 것은 돼지이고, 돼지는 단백질 많이 포함한 사료로 길러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축사와 같은 건물이 아닌 방목에 가까운 사육형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와
말은 돼지보다도 사료가 제어되어, 소는 돼지보다는 많은 잡곡이 사료로 주어졌다
고 생각된다. 말에게도 잡곡은 많이 주어졌으나 열매와 줄기가 함께 주어졌을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말과 소는 중요한 가축으로서, 마을에서의 공용 혹은 촌장의
소유물이었을지도 모른다.

Ⅵ. 맺음말
고촌리유적에 있어서 멧돼지류의 형태분류와 식성분석에 의한 멧돼지와 돼지의
판별을 행하였다. 그 결과, 이빨의 크기에 의해서 돼지와 멧돼지로 나뉘어졌다. 돼
지로 판정되어진 개체에서는 다양한 가축화현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식성에 있어서
도 차이가 보였다. 멧돼지는 사슴과 비슷하고, C3식물이 주식이다. 돼지는 단백질
을 많이 섭취하고, 이는 가축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졌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고촌리
유적에서는 돼지가 사육되고 일반적으로 이용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고촌리유적은 삼국시대의 유적으로 돼지의 사육은 부정할 수 없는 시기일
것이다. 그 때문에 고촌리유적에서 돼지의 사육방법은 확립되어져 있었다고 생각된
다. 이후는 삼국시대이전의 시기에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의 돼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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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이 신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도 돼지의 등장이
기원전8세기로 올라가는등, 한반도주변지역의 돼지의 출현시기가 올라가고 있는 실
정이다. 이와 같은 주변상황을 생각한다면 한국에서도 삼국시대이전부터 돼지가 사
육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 있어서 돼지의 등장에 대해서는 검토해
야만 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 또한 중국에서 한반도를 경유해서 일본에 돼지가
전파되었다면 한반도의 돼지의 등장도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돼지의 전파시
기는 농경문화의 확산과도 관련성이 강하고, 동아시아의 농경문화의 전파와 확산을
찾는 또 다른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의미로 삼국시대의 돼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기초적인 돼지의 분류를 행한 것이 이 논문의 의미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투고일자 2010년 10월 31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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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mesticated animals of Kochon site
- Focusing 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wild boar and
domesticated pig -

Gochonri site is located at cheulmameon kijanggun Busan, Korea. The site was
existed Ad3to AD5. The site was excavated pottery, wood and the authors analyzed
bone of sus scrofa sp. by morphology and stable isotope analysis.
The authors used measuring of teeth for morphology analysis. We confirm two
type of sus scrofa was existed at site. The one type is small size group that
domestication

phenomenon

was

checked.

The

example

of

domestication

phenomenon is evidences of disease and morphological change of skull were
appeared in small group. Therefore, we suspected that the smaller group is pig; the
bigger group is wild boar.
Stable isotope analysis revel the pattern of food consumed. The one group that
took more in protein and the other one is similar to a deer in protein. The group
that took more in protein is small size group that analyzed by morphology analysis
and the other group is big size group.
A difference understood that I sorted a wild boar and a pig and watched an age
structure based on such a result. The wild boar has few individuals of young beast,
but a lot of adult beasts were confirmed. The pig has many young individuals, and
there are few adult beasts. It is a domestication phenomenon young individual of to
increase.
Key words : Domestication phenomenon, Stable isotope analysis, Radiocarbon dating,
Gocyon, domesticated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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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村里遗址的家畜利用
- 家猪与野猪的区别为主 -

古村里遗址是位于韩国釜山宽域市机长群铁马面。这遗址年代是3世纪-5世纪，出土
了陶器、木制品、漆器、骨角器、动物遗体等。对于这遗址出土的野猪类，进行了家
猪与野猪的区分。区分是计测了大小的变化和形质变异的观察的家畜化现象、通过安
定同位体分析用食料的变化确认了家猪与野猪的区别。
经过计测大群体和小群体，判断小群体是家猪、大群体的野猪，而小群体的个别体
发现了病变和头盖骨的变异，这就是家畜化现象的发现。
安定同位体分析来看野猪类是有两种食性，一种是跟鹿有同样食性的群体，另一种
的摄取蛋白质的群体。跟鹿同样食性的群体是大牙齿、摄取蛋白质多的氮含量提高的
群体的小牙齿。
综述野猪跟家猪区分年龄构成的差异，野猪大部分是大个体、家猪大部分是小个
体。家猪的小个体多，大个体少，增加小个体也是家畜化现象的一种。可以确认古村
里遗址的家畜化的猪饲育的比较多。
关键词 : 家畜化现象, 安定同位体分析, 古村, 用放射性碳鉴定年代, 家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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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村里遺跡の家畜利用
- イノシシとブタの区別を中心に -

古村里遺跡は韓国釜山広域市機長群鐵馬面に位置する。この遺跡は3世紀から5世
紀の土器の出土をはじめ、多くの、木製品、漆器、骨角器、動物遺体などが確認さ
れた。この遺跡から出土したイノシシ類についてブタとイノシシの区分を行った。区

分には計測により大きさの変化と形質変異の観察から家畜化現象を、安定同位体分
析を用いてエサの変化を確認にし、ブタとイノシシの区別を行った。
計測によると大․小の二つのグループがみられ、小さいグループはブタに、大きい
グループはイノシシと判断した。さらに、小さいグループの個体には病変や頭蓋骨の

変異もみられる個体もよくみられた。これは家畜化現象でもある。
安定同位体分析においてイノシシ類は二つの食性を表した。シカと同様な食性の
グループとタンパク質をより多く摂取したグループである。さらに、タンパク質を多
く摂取したグループは歯が小さいグループであることがわかった。それとともに、シ
カと同様な食性のグループは歯も大きいグループに属していることがみられた。
このような結果をもとに、イノシシとブタを区分して年齢構成をみると、差異がわ
かった。イノシシは成獣が多く、若い個体が少なく、ブタは若い個体が多く、成獣が

少ない。若い個体が増えることは家畜化現象でもある。
このようなことから、古村里遺跡では家畜ではブタが多く飼育されていたことが確

認できた。
主题字 : 家畜化现象, 安定同位体分析, 古村, 用放射性碳鉴定年代, 家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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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양동산성 소고
- 시굴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구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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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양동산성 전경

고지도 1. 朝鮮後期 地方地圖에 나타나는 良東山城(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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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도 2. 東與圖에 나타나는 良東山城과 주변유적(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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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良洞山城 시굴조사에 대한 보고는 행정처리상 약보고서로 대체하였다. 하지만 양
동산성에서 문지 및 수구의 독특한 구조, 대형 집수시설 등 지금까지 김해를 중심으
로 한 삼국시대 산성에서 보기 드문 특이한 구조가 부분적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동아문화에 정리하여 축성 주체 및 그 성격을 파
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학계에 소개하고자 한다.

良洞山城은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산 39-1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테뫼식 석축산성
으로 해발 332.9m의 산정에 둘레 약 860m로 축조되어 있으며, 도 기념물 제91호로
지정ㆍ보호되고 있다. 輿地圖書 등 문헌사료에는 ‘歌谷山城’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상 내삼리의 일부가 포함되어 ‘內三里山城’으로도 알려져 있다.
양동산성은 남쪽으로 양동리 및 고김해만 일대, 동쪽으로 분산성 일대, 서쪽으로
는 진례분지의 남서쪽 지역을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왜구 및 인근 주요 교통로를
감시하는데 탁월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인근에는 분산성 및 양동리고분
군을 비롯한 각종 성곽유적과 분묘유적이 분포하고 있어 당시 양동산성의 역사적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2차례에 걸친 지표조사1)로 양동산성의 체성 축조수법이 삼국시대 석축
산성과 유사한 점이 밝혀졌으나, 산성의 운용시기와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유물이
나 유구 등에 대한 정밀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시굴조사는 양동산성의 체성, 문지2)를 비롯한 성내 부속시설의 위치와 규
모, 구조 등 정확한 학술적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1) 동아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김해시, 1998.
경남문화재연구원, 김해 양동산성 정밀지표조사, 2006.
2)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해 양동산성 동문복원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2010.
경남문화재 연구원에서 실시한 정밀 지표조사에서 추정되었던 동문지가 2010년도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구조는 북문지와 유사하다. 특이한 점은 문지 전면에 축조되어 있는 옹성
형 석축이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향후 정밀조사가 진행된다면 정
확한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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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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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역사ㆍ고고학분야의 조사
1. 양동산성 관련 문헌검토
양동산성은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333m의 산정에 위치
한 테뫼식 산성이다. 문헌상의 기록을 살펴보면 현재의 명칭인 ‘良洞山城’이 아닌
‘歌谷山城’으로 나타나 있다. 즉 조선 후기까지 ‘歌谷山城’이라 불리다가 행정구역명
이 ‘良洞’으로 바뀌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불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3)
[표 1] 양동산성 관련 문헌사료
연번

문헌사료

간행년도

내용

1

與地圖書

1757~1765년

가곡산성은 관아의 서쪽 20리에 있다. 돌로 쌓
았으며, 둘레가 6백척이고 성 안에 우물이 하나
있다. 지금은 못쓰게 되었는데 관방처로 둘만한
곳이다.4)

2

輿圖備志

1853~1856년

가곡산성은 서쪽 20리에 있다. 돌로 만들어졌는
데 둘레가 6백척이고 우물이 하나 있다.5)

3

大東地志

1861~1866년

가곡산성 : 서쪽 20리에 있는데, 둘레가 6백척
이고 우물이 하나 있다.6)

4

金海府邑誌

18세기

가곡산성의 府의 서쪽 20리에 있다. 지금은 폐
성이다.7)

1908년

가곡산성 : 서쪽 20리에 있었는데, 둘레가 6백
척이고 우물이 하나 있다. 돌로 쌓았으며, [둘레
가 6백척이다. 지금은 폐성이다.] 안에 우물이 1
곳 있다.8)

5

增補文獻備考

3) 문헌 기록을 살펴본 결과 양동산성은 그리 오래된 명칭은 아닌 듯 하다. 따라서 차후 양동산성
명칭 변경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輿地圖書慶尙道 金海.
〔古蹟〕新增歌谷山城在府西二十里石築周六百尺內有一泉今廢可作關防處.

5) 輿圖備志金海都護府 武備.
〔城池〕歌谷山城在西二十里石築周六百尺井一.

6) 大東地志卷十 慶尙道 金海.
〔城池〕歌谷山城 西二十里周六百尺井一.

7) 金海府邑誌城池邑城.
歌谷山城在府西二十里今廢.
8) 增補文獻備考卷二十七 輿地考十五 關防三 城郭三.
〔金海〕歌谷山城在西二十里石築[周六百尺今廢]內有井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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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문헌기록들을 살펴보면 府의 서쪽 20리에 위치하고 둘레는 6백척으로 성
안에 우물이 하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양동산성에 대한 기록이 일관되게 나타
나 있는 것으로 보아 위치나 규모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아
있는 기록은 대부분 조선 후기 이 시기에 이미 폐성되었다고 나타나 있지만 운용시
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문헌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2. 조사대상지역의 자연환경과 주변유적
1) 자연환경 및 가시권
김해시는 한반도의 척추인 태백산맥의 말단부에서 청도, 밀양 등지를 거쳐 남-북
방향으로 연속되어 뻗어오는 비교적 험준한 소산계의 일부와 남해로 유입되는 낙동
강의 하구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북부와 남서부는 험준한 산계가, 남부 및 남동부
엔 광대한 삼각주 충적평야가 발달하여 산계와 평야의 복합지형을 이루고 있다.
조사대상지역은 김해시 장유면 양동리 매봉산(338.1m) 일원에 위치하며 동-서 방
향인

금동산(450m)-석룡산

(521m)-관봉(390m)-용지봉
(743m)으로 이어지는 산릉의
중간지점에 해당한다. 조사대
상지역의 남동부에는 크고 작
은 소지류가 발달하여 여러
방향의 하곡을 따라 낙동강에
합류되며 소지류 유역에는 많
은 충적대지가 형성되어 있
다.
도면 2. 조사대상지역의 광역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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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양동산성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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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양동산성에서 바라본 주변 가시권

양동산성은 남쪽으로는 김해평야(고김해만)와 낙동강 하구언, 서쪽으로는 분산성
및 김해 중심지역, 동쪽으로는 진례분지의 입구와 서쪽사면을 비롯하여 창원방면으
로 향하는 길목까지 조망되는 등 넓은 가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양동산성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사대상지역 주변의 문화유적
(1) 분산성(盆山城 사적 제66호)9)
이 산성은 테뫼식으로 김해시의 동북방에 분산 해발 330m의 위치하며 낙동강 하
류의 넓은 평야 및 김해 중심지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 분산은 바위산을 이루고
있으며, 성은 산정의 평탄한 지형을 돌아 남북으로 긴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성벽
은 산정의 평탄부로부터 약간 내려온 경사면에 축조되었으며 수직에 가까운 성벽은
높이가 3~4m 가량이며 남서쪽 성벽 일부가 복원된 상태이다. 산성 주위의 둘레는
900m이며 면적은 50.721㎡이다. 동쪽 중앙부의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에는 높이
2.1m, 폭 1.12m의 출입구가 만들어져 있는데 내부통로는 ‘ㄱ’자 모양으로 꺾여져 있
고 성벽은 대부분 두께 1m 내외의 외겹석축이다.

9) 동아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김해시,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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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현산성(馬峴山城 기념물 제150호)10)
가락국 수로왕때 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봉림리 뒷
산에 위치하며 지형을 이용한 산성으로 동북부는 천연의 절벽을 이용하였고 남서부
는 석축으로 대부분 붕괴되었다. 현재 산성의 규모는 주위 약 600m, 높이 약 2m이
다.
(3) 내덕산성(內德山城)11)
장유면 내덕리 용두산 정상부에 위치한다. 토석혼축으로 축조된 테뫼식산성으로
둘레는 약 700m 정도이나 상담부분 붕괴된 상태이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
아 축조시기를 비롯한 제특징은 알 수 없으나 주변에 삼한~삼국시대 유적들이 위치
하고 특히 양동산성과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은 산성으로
생각된다.
(4) 천곡성(泉谷城)12)
천곡성은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에 위치하고 있다. 가락국때 축조된 성이라고 전
하며 자연지세를 이용하여 동남사면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동남서부에 걸쳐 약
1.8m 가량 궁형으로 흙을 쌓았고 동쪽 계곡부에 위치한 성벽은 석축이었으나 모두
붕괴된 상태이다.
(5) 신기산성(新基山城)13)
포곡식산성이며 성 외곽의 사면은 비교적 경사가 급하다. 북쪽과 서쪽은 산의 능
선 정상부를 따라 토성을 쌓고 남쪽과 동쪽은 해발 75m 지점 아래쪽에 석축을 조성
하였다. 이 유적 남쪽 기슭은 대부분 감나무 과수원으로 개간되었다. 유물은 정상
부 가까운 곳에서 가야 토기편이 수습되었으나 산성과의 관련유무는 확실하지 않
다.

10)
11)
12)
13)

주
주
주
주

9)의
9)의
9)의
9)의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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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천곡리고분군(泉谷里古墳群)14)
주촌면사무소 뒤편 낮은 구릉 정상부와 동서 경사면에 걸쳐 고분군이 분포한다.
최근까지도 도굴이 자행되었으며 훼손도 심각한 상태이다. 고분군에서 마을쪽으로
관망하면 김해평야가 훤히 보이며 남쪽에는 망덕리 신기산성이 위치하고 있어 고분
군과의 상관관계를 엿볼 수 있다. 수습된 토기편은 전형적인 가야토기에 해당한다.
(7) 망덕리고분군(望德里古墳群)15)
2008년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목곽
묘 30여기와 석곽묘 2기, 옹관묘 1기 등 수십기의 유구가 노출되었으며, 2트렌치 하
단부에서 조선시대 이후의 축대로 판단되는 석렬유구 1기 등이 분포하였다. 이 일
대는 망덕리고분군을 비롯해 양동리고분군, 후포리고분군, 천곡리고분군, 원지리고
분군 등 삼국시대 금관가야에 의해 고분군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
사된 유구, 유물 등의 현황을 보면 대체로 삼국시대 금관가야에 의해 조성된 고분군
으로 알려져 있다.
(8) 양동리고분군(良洞里古墳群 사적 제454호)16)
양동리고분군은 김해시가지에서 서남쪽으로 4km 남짓 떨어져 있으며 마산으로
가는 남해 고속도로 변의 가곡마을 뒤편 야산(해발 90m)에 위치한다. 1984년 국립
문화재연구소에 의하여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그 후 1990~1996년에 걸쳐 동의대학
교 박물관에 의해 4차례에 걸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목관묘,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옹관묘, 유사적석목곽묘 등 삼국시대 가야 분묘 총 548기가 확인되었
고 출토 유물은 토기 2,000여점, 토제품 12점, 철기 3,059점, 청동기 44점, 장신구 74
점, 석제품 1점, 기타 2점 등 총 5,192점에 이른다. 지금까지의 자료로 볼 때, 이 유
적의 상한은 기원전 2세기말, 하한은 기원후 5세기로 추정되며 특히 기원후 1세기

14) 주 9)의 보고서
15) 경남문화재연구원, ｢김해시 (주)에이스브이 공장신축부지 내 (망덕리고분군)문화유적 현장설
명회 자료(1차)｣, 2008.
경남문화재연구원, ｢김해 망덕리 공장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2
차)｣, 2008.16) 東義大學校博物館, 뺷金海良洞里古墳群뺸Ⅰ, 2008.
16) 東義大學校博物館, 뺷金海良洞里古墳群뺸Ⅰ, 2008.

132

東亞文化 9號

부터 5세기까지는 공백 없이 지속적으로 조성된 양상을 보인다.
(9) 후포고분군(後浦古墳群)17)
양동리고분군과 하손패총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이곳은 유하리에서 양동리로
가는 지방도로의 동편 구릉상에 위치한 공장 사이의 남서편 사면으로 공장부지 조
성과 과수원 개간으로 파괴된 상태이다. 대부분 석실분으로 추정되며 주변에서 경
질토기편이 채집되는데, 수습된 토기편들로 보아 삼국시대 고분군으로 판단된다.
(10) 당리고분군(堂里古墳群)18)
당리마을 뒤편 구릉 사면 중 특히 동쪽 사면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고분군의
일부는 과수원과 민묘, 민가가 들어서면서 파괴되었고 최근까지도 도굴이 행해진
듯하다. 도굴갱 주변에는 기형을 알 수 없는 토기편이 흩어져 있는데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들이다. 이 고분군은 목관묘 혹은 목곽묘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추정된
다.
(11) 내덕고분군(內德古墳群)19)
장유에서 김해시내로 가는 국도변의 해발 34m 야산 동편사면에 조성되어 있다.
장유 신도시 택지조성공사로 인해 동의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유구는 목곽묘, 목관묘, 수혈식석곽묘, 옹관묘 등으로 다양하며 특히 5세기
대의 수혈식석곽묘가 다수를 점한다.

17) 주 9)의 보고서
18) 주 9)의 보고서
19) 주 9)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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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양동산성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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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역

2구역

동문지
(2010. 7 발굴조사)

성벽복원구간

사진 1. 양동산성 전경(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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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방법
조사대상지역은 조사전 잡목과 수풀로 인해 원지형을 알 수 없었으며 체성 등의
유구가 붕괴되어 정확한 조사범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였다. 시굴조사는 체성과
문지의 구조 및 성내시설의 위치와 성격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적으로 유구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북문지 및 남쪽 곡부의 평탄지를 중심으로
제초작업과 무너진 성석 제거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지역의 범위와 지형,
노출된 유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트렌치를 설치하였으며 편의상 1구
역과 2구역20)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1. 1구역

사진 2. 1구역 전경(항공사진)

1구역은 산성의 북쪽부분에 해당하며 가장 높은 지역에서 북문지가 조사되었다. 북
문지는 조사전 무너진 성석사이로 양 측벽이 일부 노출되어 문지임을 알 수 있었다.
조사는 북문지의 축조수법 및 폐쇄된 통로부의 토층 퇴적상태를 파악하고자 문지
20) 조사당시 편의상 남쪽체성을 포함한 일대를 1구역, 북문지 일대를 2구역으로 구분하여 조사
를 진행하였으며, 현장설명회 자료집 및 약보고서에 상기한대로 구분에 의해 작성하였다. 하
지만 본고에서는 유구 성격에 따른 원활한 내용전개를 위하여 북문지 일대를 1구역, 남쪽체
성을 포함한 일대를 2구역으로 명명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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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무너진 석재 및 잡풀을 제거하는 한편, 내ㆍ외벽부와 측벽부 등에 대하여 붕
괴된 성석을 제거하는 등 노출조사를 진행하였다.

2. 2구역

사진 3. 2구역 전경(항공사진)

2구역은 남쪽 계곡부의 평탄지로 남문지, 남쪽체성, 집수지, 건물지가 조사되었
다. 조사전 잡목과 수풀로 우거져 있어 제초작업을 실시한 후 지형을 파악하였다.
남문지는 조사전 흙과 무너진 성석에 묻혀있는 상태였으며 체성을 노출하는 과정에
서 윤곽이 드러났다. 체성 동쪽 복원성벽의 경계부근에 위치하며 구조 및 축조수법
을 파악하기 위해 총 3개의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5-①트렌치는 문지 외벽부의 퇴적
양상 파악과 구지표면 및 문지의 축조수법, 5-②ㆍ③트렌치는 내벽부의 축조수법과
토층양상을 조사하였다.
체성은 무너진 성석을 제거하여 외벽 및 내벽의 축조수법과 외부시설 등을 조사
하였다. 외벽부는 무너진 성석을 제거하자 성벽이 노출되었다. 체성에는 기단보축
및 수구 등 성벽 부속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부분에는 탐색트
렌치를 설치하여 조사하였다. 내벽부는 3트렌치를 통해 내벽의 축조수법과 토층 퇴
적양상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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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2구역 조사대상지역 유구배치도

성내 평탄지에는 지형적 특성상 집수지가 위치할 가능성이 높아 10m×10m의 그
리드를 설정하여 총 4개소에 트렌치를 설치하였으며 서에서 동으로 트렌치 번호를
부여하였다. 성내 평탄지의 중심이 되는 곳에 중심트렌치(3트렌치)를 설치하여 전
체적인 퇴적양상을 파악하였다.
건물지는 조사전 지표상에 이미 일부 구조가 노출된 상태로 확인되어 있어 전면
조사에 상당하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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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구와 유물
1. 북문지
1) 유구
북문지는 성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해발 325m~327m)에 위치한다. 문지의 통로부
는 서쪽을 향하고 있으나 문지의 위치가 양동산성의 북쪽구간 城隅部에 해당하기
때문에 북문지로 명명하였다.
북문지는 조사전 남쪽과 북쪽 측벽 일부가 지표상에 노출되어 있어 문지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문지의 폐쇄 양상과 내ㆍ외벽의 잔존상태를 파악하고자 먼저 내

ㆍ외벽의 무너진 성석을 제거하였다.
노출결과, 통로부 외벽이 지표와 최소 약 100cm 높이차를 보이고 있어 현문식 구
조로 판단되며 남ㆍ북 외측벽21)이 外灣하는 曲線狀의 체성형태로 축조되어 있다.
북문지 외벽부는 평균 20cm×40cm 크기의 할석을 이용해 전형적인 ‘바른층쌓기’
수법으로 축조되었으며 성석의 빈 공간에는 주먹크기의 잡석을 끼워 넣어 견고성을
더한 부분도 관찰되는 등 삼국시대 석축산성의 古式 축조수법을 보인다. 문지의 북
측 외벽부는 높이 약 184cm(최대 11단)가 잔존하며 남측 외벽부는 높이 약 220cm
(최대 11단)가 잔존한다.
북문지 남ㆍ북쪽 외측벽의 형태를 살펴보면 문지 구조에서 북쪽 외측벽은 曲城의
형태로 원형 처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남쪽 외측벽은 유선형으로 부드럽게 축
조하여 비대칭구조를 보인다. 아울러 남쪽의 경우 유선형으로 처리된 부분의 성석
이 평균 25cm×50cm 크기로 다른 부분보다 비교적 큰 석재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남ㆍ북쪽 측벽의 축조수법은 평균 20cm×40cm 크기의 석재를 이용하여
‘허튼층쌓기’로 축조하였는데, 문지 외벽부와 측벽부의 축조수법이 다른 것으로 보
아 북문지는 최소 1회 이상 수축된 것으로 추정되다.
한편, 북문지의 평면형태를 살펴본 결과, 외측벽 간격이 452cm, 내측벽 간격이
572cm로 계측되었으며 통로부의 양 측벽이 각각 남쪽으로 6°, 북쪽으로 7°가량 벌어
져 있다. 이는 평면상 사다리꼴의 형태로 문지시설 및 구조 등과 관련된 것으로 생
21) 본고에서는 외벽부와 문지 측벽이 접하는 부분, 즉 성 외벽쪽에 측벽이라는 의미로 ‘외측벽’이
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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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나 시굴조사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이러한 문지의 평면형태는 종
래 삼국시대 신라 석상에서는 보기드문 것이다.
내벽부는 외벽부에 비해 조잡한 축조양상이 관찰되며 외측벽이 曲線狀으로 축성
된 양상과 달리 직선상을 유지한다.
문지 통로부는 축조수법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내ㆍ외벽의 무너진 성석을 제거하
였는데 통로부는 석재와 흙으로 채워진 상태였다. 총 3개의 층으로 구분되는데 통
로부 퇴적층의 상부층은 무너진 성석으로 채워졌으며 중간층은 잡석과 흙이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문지 폐기 후 채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아래에 형
성된 층은 목탄과 소토가 포함된 층으로 수축시기와 관련된 층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수축시기 층을 기준으로 그 상부에 퇴적된 층을 제거하였다. 수축시기층
상부면에서는 소토와 목탄22)이 일정 범위에 분포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길이
13cm 가량의 성문 결구용 철제 못이 3점 출토되었다.23)
시굴조사에서는 조사의 성격상 통로부의 하부구조 및 문지 외부의 평탄지 등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대체적인 형태와 구조만이 파악되었다. 차후 상기
한 부분에 대해 발굴조사가 진행된다면 북문지의 명확한 성격을 밝힐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사진 4. 북문지 조사전 전경(동→서)
22) 통로부 일부분에 소토 및 목탄이 분포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
찰되기 쉬운 불에 탄 목재 및 통로부 양 측벽에 화재흔적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토
및 목탄의 분포가 화재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23) 삼년산성 남문지에서 동일 형태의 철제 못이 출토되었다. 보고자는 철제 못의 용도가 성문에
철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철제 못의 크기를 통해 성문의
두께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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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북문지 평면 및 입ㆍ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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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③

사진 5. 북문지 북쪽 조사후(① 항공사진)․북쪽 측벽(② 남→북) 및 남쪽 측벽(③ 북→남) 전경

①

②

③

사진 6. 북문지 북쪽 외측벽 연접부 축조상태(① 남서→북동)․외벽부 전경(② 서→동) 및 남쪽 외측벽 연접부 축조상태(③ 북서→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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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사진 7. 북문지 내벽부 조사후(①동→서) 및 북쪽(②북동→남서)
ㆍ남쪽(③남동→북서) 내측벽

2) 유물

연번

1

유물명

계측치(cm)
길이

두께

원판형

성문 결구용
철제못

13.2

1.1

1.9~
2.9

원판형 철판 일부 파손, 부식이 심하나 원형
이 잘 남아 있음, 철봉의 단면은 원형, 중간
지점에서 약간 휘어짐.

13.0

1.0

3.2

원판형 철판 일부 파손, 부식이 심하나 원형
이 잘 남아 있음, 철봉의 단면은 원형, 중하
위 지점에서 약간 휘어짐.

13.4

0.85~
0.95

2.3

한쪽 원판형 철판 결실, 부식이 심함, 철봉
의 단면은 원형.

북문지
2

성문 결구용
철제못
북문지

3

특징

출토위치

성문 결구용
철제못
북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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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문지
1) 유구
남문지는 남쪽 체성의 중앙부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친 지점에 위치하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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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지 동쪽 측벽에서 3m 가량 이격된 지점부터 이어지는 약 250m 구간에 대하여
남쪽과 동쪽 체성이 정비ㆍ복원되어 있다. 남문지는 조사전 흙과 무너진 성석으로
매몰되어 있어 문지의 존재 조차 알 수 없었으나, 체성을 조사하는 과정 중 체성 외
벽부가 곡성의 형태로 꺾이는 문지 외측벽이 노출되어 남문지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었다.
남문지 조사는 구조 및 축조양상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여 트렌치조
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문지 외벽의 축조양상과 운용 당시의 구지표면 조사를 위해
외벽부에 1개소(5-①트렌치), 내벽부에 2개소(5-②ㆍ③트렌치)를 설치하였다.
외벽부의 축조수법과 하부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5-①트렌치를 기저부까지 설치
한 결과, 통로부 외벽 석축은 높이 220cm~265cm(11~12단) 정도가 잔존하고 있으며
20cm×40cm 크기의 장방형 석재를 이용하여 ‘바른층쌓기’수법으로 정연하게 축조하
였는데, 층간 수평을 맞추기 위한 ‘2열수평줄눈쌓기’수법도 관찰된다. 또한 면석 사
이의 빈 공간을 주먹크기의 잡석으로 끼워 견고성을 더하였다. 동쪽 외측벽은 곡성
형태로 원형처리하였으며, 외측벽과 통로부 외벽은 서로 맞물리게 축조되어 있어
동시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지 형식은 석축을 체성과 동시에 일정한 높이까지 축조한 후에 개구한 구조를 통해
현문식의 문지로 판단되며 登城시설 및 기타 문지 부속시설은 조사되지 않았다.
한편, 외벽부에 설치한 5-①트렌치를 통해 토층 퇴적양상을 살펴보면, 추정 구지
표면을 기준으로 아래는 초축시기와 관련된 층, 상부는 폐기 이후의 퇴적층으로 구
분된다. 통로부 외벽 기저부에서 3단 정도 높이까지 명갈색 사질점토를 수평면을
이루게 조성하였는데, 이 면이 초축 당시에 성 외부의 지표면이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상부로는 갈색 사질점토가 자연경사면을 따라 퇴적되어 있어 초축 남문지의 기
능이 폐기된 후 자연퇴적된 것으로 생각된다.
남문지 측벽은 서쪽의 경우, 붕괴로 잔존하지 않으며 동쪽부분만 높이 80cm 정도
로 잔존하고 있다. 동쪽측벽 하단부는 평균 20cm×65cm 크기의 일부 가공된 석재를
사용하여 비교적 정연하게 쌓은 양상이 관찰되며 그 상부는 20cm×30cm 크기의 석
재로 매우 조잡하게 축조되어 있어 상ㆍ하간의 축조수법에 차이가 보이고 있으므로
최소 1회 이상의 수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남문지 평면형태를 살펴본 결과, 동쪽 측벽이 외벽부 석축과 약 7° 정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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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벌어져 있는데, 서쪽 측벽이 유실되어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북문지의 구
조를 참고할 때 남문지 역시 통로부 외측벽이 내측벽보다 좁은 평면 사다리꼴의 형
태로 추정된다. 문지 내ㆍ외벽간 너비는 560cm 정도이며 문지 양 측벽간 추정너비
는 외벽쪽 약 440cm, 내벽쪽 약 565cm 이다.
내벽부는 5-②ㆍ③트렌치를 설치하여 내벽부 구조와 토층 퇴적양상을 파악하였는
데, 5-③트렌치를 중심으로 내벽부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③트렌치 조사결과, 내벽부는 생토층을 계단상으로 굴착한 후 20cm×30cm 크기
의 장방형 할석을 이용하여 ‘허튼층쌓기’로 축조하였으며 기저부에서 5단(13~14층)
까지는 계단상으로 굴착한 면을 되메우기하였다. 또한, 3층과 8층에서 성석이 시기
차이를 두고 매몰된 양상으로 보아 두 차례에 걸쳐 성벽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지 통로부 내벽의 잔존한 석축 높이는 약 135cm(7단) 정도 잔존한다.
통로부에는 배수시설 및 문루 등 문지 부속시설은 조사되지 않았다. 향후 발굴조
사가 이루어진다면 통로부의 명확한 구조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사진 8. 남문지 제초후 전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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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②TR
5-③TR
내벽

외벽
5-①TR

사진 9. 남문지 전경(항공사진)

사진 10. 남문지 전경(남동→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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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남문지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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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남문지 5-①트렌치 동쪽 토층도

추정 구지표면

사진 11. 남문지 5-①트렌치 토층상태(남서→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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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남문지 외벽 입면도

사진 12. 남문지 외벽 전경(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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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사진 13. 남문지 서쪽(① 남동→북서)ㆍ동쪽(② 서→동) 외측벽 연접상태

5-①TR

5-③TR

5-②TR

사진 14. 남문지 내벽부 전경(북서→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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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남문지 5-③트렌치 동쪽 토층도

생토층

되메움층

사진 15. 남문지 5-③트렌치 토층상태(남서→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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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남문지 동쪽 측벽 입ㆍ단면도

사진 16. 남문지 동쪽 측벽 전경(북서→남동)

사진 17. 남문지 동쪽 측벽 및 내벽부 전경(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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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 남문지 5-②트렌치 내벽부
입면도

사진 18. 남문지 5-②트렌치 내벽부
전경(북→남)

도면 14. 남문지 5-③트렌치 내벽부
입면도

사진 19. 남문지 5-③트렌치 내벽부
전경(북→남)

2) 유물
연번

4
(12)

유물명
출토위치
고배편
5-③
트렌치

잔존상태
배신 일부
대각 극히
일부 잔존

정면수법 및
문양, 기형

태토

배신 내ㆍ외면
점토+세사립
회전물손질,
극소량
배신 곡선상

소성
경질, 양호,
폭한 소량,
이기재

색조

계측치(cm)
기고 구경 저경

내외면:흑회청
5.5
색
(잔)
속심:암자색

-

-

이기재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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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성
1) 유구
남쪽 체성부는 성내 남쪽 계곡부를 포함한 자연지세를 활용하여 등고선과 나란하
게 축조하였으며 성내의 유수 배출 등 구조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출수구를
설치하였다.
체성은 크게 외벽과 내벽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외벽부는 붕괴된
성석을 제거하면서 잔존 성벽을 찾고 내벽부는 트렌치(3번)를 설치하여 기저부까지
조사를 진행하여 축조양상 등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사진 20. 남쪽 체성 조사구간 전경(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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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벽부
외벽부는 붕괴된 성석을 제거하자 약 210∼230cm(8~12단) 가량의 성벽이 노출되
었으며 외벽 하단부에는 입면 삼각형 출수구 2개소와 단면 삼각형 기단보축이 노출
되었다. 외벽은 평균 20cm×40cm 크기의 장방형 할석을 사용하여 ‘바른층쌓기’ 수법
으로 축조하였으며 부분적으로 ‘2열수평줄눈쌓기’하여 층간 수평을 맞추고자 노력
한 것이 관찰된다. 또한, 성석 사이의 빈 공간은 잔돌을 끼워 넣어 견고성을 높혔다.
한편, 기단보축은 체성 외벽과 연접하는 상부만 노출된 상태였으며 그 아래로는
흙으로 덮혀 있었기 때문에 기단보축의 축조양상과 토층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기단보축24)은 단면 삼각형으로 방형계 할석을 이용하여 약
160cm(6~7단) 높이로 축조하였으며 면석의 넓은 부분이 밖을 향하도록 하여 견고하
게 경사 처리하였다. 경사각은 약 60° 정도이다. 토층조사 결과, 보축 3단 높이까지
갈색 사질점토를 15~20cm 두께로 교대로 수평하게 다졌으며 잡석들이 다량 포함되
어 있다. 그 상부는 5~10cm 두께로 (명)암갈색 사질점토층을 경사지게 層疊하였다.
계곡부가 형성된 지점을 중심으로 체성 외벽 하단(기단보축 보다 조금 높은 지
점)에 2개소(서쪽 수구 : 1호, 동쪽 수구 : 2호)의 출수구가 조사되었다. 가공한 석재
를 이용하여 입면 삼각상을 이루도록 축조하였는데 출수구의 윗단은 수평을 맞추기
위해 장방형 성석을 이용하였다. 출수구의 최상단 덮개돌은 양측 모두 장대석(1호
: 22×110cm, 2호 : 20×124cm)을 이용하여 무게중심을 맞추었다. 출수구의 바닥돌은

眉石과 같이 약 10cm 가량 돌출되어 있으며 각 출수구 바닥의 너비는 1호 : 40cm,
2호 : 35cm로 내부 역시 삼각상으로 축조되었다. 수구 바닥면의 단면 구조는 계단
식으로 약 10~20°의 경사를 이루며 내벽부로 연결된다.25)

24) 보강석축에 설치한 탐색트렌치를 기준으로 서쪽은 대형석재(20×40cm), 동쪽은 소형석재
(15×30cm)로 구축한 양상이 관찰되는데, 발굴(시굴)조사의 한계로 단언할 수 없지만 축조 구
분점 및 축조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양상이 아닐까 생각된다. 추후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 보다 명확한 성격이 밝혀질 것으로 사료된다.
25) 출수구 바닥면 경사도와 출수구의 해발고도(285.94m~286.3m), 내ㆍ외벽간 체성 너비(600cm)
를 고려하여 입수구의 위치를 추정한 결과, 내벽 되메움층 상부(해발 287m~288m)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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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 체성 외벽부 조사전 전경(남동→북서)

사진 22. 체성 외벽부 조사후 전경(남동→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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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3. 체성 외벽부 기단보축 토층상태(동→서)

상부퇴적층

되메움층

기반층

사진 24. 체성 내벽부 토층상태(3트렌치 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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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 체성 평ㆍ단면도 및 토층도
김해 양동산성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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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 체성 외벽부 입면도

도면 15-1. 체성 기단보축 및 내벽부 토층주기

1호 출수구
탐색트렌치

사진 25. 1ㆍ2호 출수구(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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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6. 체성 외벽부 전경(남→북)

2호 출수구

사진 27. 체성 외벽부 기단보축 측면 전경 및 세부(서→동)

(2) 내벽부
내벽부의 축조수법 및 토층 퇴적양상을 파악하여 축조공정을 알아보기 위해 트렌
치(3번)를 설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내벽은 기저부 바닥에서 최상단의 잔존석축까지 높이 약 315cm(13~16단) 정도 잔
존하고 있었다. 내벽은 우선 자갈층이 포함된 기반층을 계단형식으로 절토하여 기
저부를 조성하고 수직에 가깝게 축조하였으며 절토면과 내벽 사이의 빈 공간에는
자갈이 포함된 사질점토로 층층이 되메우기하였다. 기저부는 대형 석재를 이용해
1~2단 정도 구축하였으며 그 상부로 치석되지 않은 비교적 큰 석재를 사용하여 ‘허
튼층쌓기’하였다. 빈 공간은 잡석을 끼워넣어 견고성을 더하였으며 1~6단 까지는
수직에 가깝게 석재를 쌓아 올리고 그 상단부는 약 65° 가량 외벽쪽으로 비스듬하게
눕혀 쌓았다.
내ㆍ외벽 축조양상을 종합한 결과, 남쪽 체성은 계곡부에 형성된 기반층을 단면
계단상으로 굴착하고 외벽 기저부를 조성한 뒤 외벽이 내벽부 굴착면에 이르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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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내ㆍ외벽부를 같이 쌓아올린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내벽부에는 석축붕괴를 방
지하기 위해 되메우기하여 다짐층을 조성하였다.

도면 17. 체성 내벽부 입면도

사진 28. 체성 내벽부 전경(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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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수지
1) 유구
양동산성 집수지26)는 성내 남쪽 계곡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해발고도가 가장 낮
은 지대로 水源이 집중되는 곳이다.
조사전 잡목과 수풀이 우거진 상태였는데, 이를 제거하자 비교적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었을 뿐 육안상 집수지 관련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집수지는 일
반적으로 집수하기 쉬운 곳에 입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성내 계곡부 남쪽에
10m×10m의 그리드를 설정하여 4개소의 트렌치를 탄력적으로 설치하여 조사를 진
행하였다. 트렌치 조사결과, 모두 10개소에서 석열(남쪽 체성 제외)이 노출되었는
데, 이 석열 중 일부는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우선, 집수지의 호안석축으로 추정되는 것은 ①~⑤번 석열이다. 이 석열들을 연
결한 결과, 평면 장방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호안석축의 일부로 판단되는 이
석열들은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너비는 최대 180cm 가량이다. 집수지 호
안석축의 규모는 상단부 최대 내경 동-서 20m, 남-북 12m로 추정된다. ①~③번 석
열 바깥쪽으로 최대 150cm 가량 이격된 지점에는 집수지의 굴착선이 조사되었으며
굴착선과 호안석축 사이에는 황갈색 점토를 채워 보강한 것이 관찰된다.27)
한편, ⑥~⑩번 석열은 ①~⑤번 석열과 같이 집수지 호안석축으로 생각되는 구조
는 아니지만 호안석축 부근에 위치하여 집수지와 관련된 시설로 추정된다. 이 중
집수지 남쪽에 조성된 ⑩번 석열(축대)은 기반층인 자갈층 상부에 1겹으로 구축되
었으며 높이는 160cm(8~9단) 정도이다. 면석이 남쪽을 향하여 체성 내벽과 마주보
고 있으며 기저부에서 상단으로 12° 가량으로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석축 내부에는
잡석이 섞인 점토로 層疊하였다. 체성 내벽에서 집수지를 관통하듯 설치한 3트렌치
의 토층조사 결과, 이 석축과 내부 다짐토는 집수지보다 먼저 축조되었는데, 시기적
인 차이보다는 공정상 선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⑩번 석열의 동쪽에는 '凹'字形의

石造구조가 노출되었는데, 남쪽 체성 외벽부에서 조사된 2번 수구와 연결될 가능성
이 있어 導水路와 관련된 시설로 추정된다.
26)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뺷巨濟 廢王城 集水池뺸, 巨濟市, 2009. p.23의 주 50) 참조.
27) 주 1)의 보고서. p.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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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굴조사를 통해 집수지의 평면 형태 및 집수지 관련 시설일 것으로 추정되는 석
열이 조사되었으나 집수지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향후 집수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된다면 집수지 내부 퇴적양상, 호안석축 축조방식, 집수지 관
련 부속시설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거라 판단되며 이는 양동산성의 역사적
정체성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자료라 생각된다.
[표 2] 2구역 ①~⑩번 석열(1~4트렌치) 조사내용
석열번호
(트렌치번호)

집
수
지
호
안
석
축

추
정
집
수
시
설

방향

석열(최상단)

①번(1)

남-북

- 너비 140~180cm
- 할석 이용

②번(3)

동-서

- 너비 100~150cm
- 할석 이용

③번(4)

동서
-남북

- 너비 80~130cm
- 할석 이용

④번(3)

동-서

⑤번(2)

동-서

⑥번(3)

동-서

⑦번(2)

동-서

⑧번(2)

동-서

⑨번(2)

동-서

⑩번(3)

동-서

-

너비 70~120cm
할석 이용
면석 가공 양상 관찰
너비 70~100cm
할석 이용
면석 가공 양상 관찰
너비 40cm
할석 이용
너비 90~130cm
할석 이용
너비 90~130cm
할석 이용
너비 60~120cm
할석 이용
너비 50cm
할석 이용(1겹)
면석→남쪽방향

보강토
-

너비 40~60cm
생토층 굴착
황갈색 점토 보강
너비 90~150cm
⑩번 석열 다짐층 굴착
황갈색 점토 충전
너비 5~70cm
생토층 굴착
황갈색 점토 보강

-

미조사28)

비고
서쪽 호안석축
남쪽 호안석축
북동쪽 모서리
(평면 ‘ㄱ’자형)
북쪽 호안석축
북쪽 호안석축

- 다짐층(석축 북쪽)

- 미조사

- 다짐층
(남쪽 호안석축 사이)

호안석축 북쪽에
위치29)

호안석축 남쪽에
위치30)

28) ④, ⑤번 석축열 외측에서는 굴착선과 보강토 흔적이 조사되지 않았다. 이는 굴착면에 연접하
여 석축을 덧대었거나 석축 붕괴 등의 이유로 추정된다.
29) ⑥~⑨번 석축은 시굴조사의 한계로 성격 파악에 부족하나 집수지 호안석축으로 판단되는 석
축들(①~⑤번 석축)의 북쪽에 인공적이고 규칙적인 축조양상으로 보아 집수지 관련 부속시설
로 추정된다.
30) ⑩번 석열은 집수지 호안석축과 남쪽 체성 내벽부 사이에 조성된 유구이며 배수시설, 또는
집 수지 보호시설의 성격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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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9. 집수지 조사전 전경(남서→북동)

3TR

2TR

4TR

3-①호 건물지
1TR

2호 건물지

3-②호 건물지

1호 건물지

사진 30. 집수지 전경(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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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 석열① 전경(동→서)

사진 32. 석열② 전경(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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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8. 집수지 평면도
김해 양동산성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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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②
석열④

사진 33. 3트렌치 토층전경(북동→남서)

도면 19. 3트렌치 토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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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4. 석열③ 전경(남→북)

사진 35. 석열④ 전경(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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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6. 석열⑤ 전경(남→북)

사진 37. 석열⑥ 전경(남→북)

170

東亞文化 9號

사진 38. 석열⑦ 전경(남→북)

사진 39. 석열⑧ 전경(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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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0. 석열⑨ 전경(동→서)

사진 41. 석열⑩ 전경 및 추정 도수로(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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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연
번

유물명
출토
위치

잔존상태

고배
대각편
5
(5)

6
(6)
3트렌치

구연부
편
7
(7)

8
(10)

3트렌치

4트렌치

색조

기
고

구
경

저
경

내ㆍ외
면:명회
청색+
암회청
색
속심:명
회청색

4.0
(잔)

-

7.1

대각에 2조의 침
선, 장방형 투창
배치, 각단 둥글
게 처리

점토+
세사립
극소량

구연 및
배신 일부
잔존

배신 내외면 회
전물손질, 구순
둥글고 구연 수
평 외반, 배신 곡
선상, 평저, 도상
복원

점토+
세사립
+석립
극소량

경질,
보통,
폭한
극소량,
박리

내ㆍ외
면,
속심:회
청색

5.0

15.
2 5.0
(복)

파손 복원,
구연 일부,
동체 극히
일부 잔존

구경부 내ㆍ외면
회전물손질, 내
면 손눌림흔 관
찰, 동체 외면 회
전물손질, 내면
손눌림과 내박자
관찰, 구순 둥글
고 구경부 ‘C’자
상으로 외반

점토+
세사립
극소량

경질,
보통

내면:암
청회색
+자색
외면:암
청회색

9.0

(잔)

16.
0

파손 복원,
구연 일부
잔존

구경부 내ㆍ외면
회전물손질

점토+
세사립
극소량

경질,
양호

내ㆍ외
면:회청
색
속심:자
색

8.5

-

-

동체부
일부 잔존

동체 내면 회전
물손질, 동체 외
면 1조 돌대와 1
침선 배치, 그 사
이에 삼각집선문
장식, 침선 아래
콤파스문양의 원
점문 장식

점토+
세사립
극소량

경질,
양호,
동체
외면
자연유
유착

내ㆍ외
면:회청
색
속심:자
색

2.6
(잔)

-

-

인화문
토기편
9
(11)

소성

대각 일부
잔존

3트렌치

구연부
편

계측치(cm)
태토

경질,
양호,
자연유
유착,
각단이
기재

3트렌치

완편

정면수법 및
문양, 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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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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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연
번

출토위치

10
(8)

3트렌치

지석편

연
번

유물명
출토
위치

잔존상태

정면수법 및 문양, 기형

파손

중앙부분을 주로 연마하여 오목한 형
태, 단면 장방형

잔존
상태

구연
결실
3트렌치

기고

구경

저경

4.0
(잔)

-

7.1

계측치(cm)

색조/특징
태토

유약

도기명
11
(9)

계측치(cm)

점토+세
사립
극소량

-

특징
동체 외면 회전물
손질, 동체 외면 하
단 회전깍기후 회
전물손질 마무리,
동체는
하위까지
벌어지다가 그 아
래는 축소, 동최대
경은 하위, 평저,
폭한 소량

기고

구경

저경

11.0
(잔)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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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지
시굴조사에서 건물지는 총 4동 조사되었다. 건물지는 남쪽체성 부근의 성내 계곡
부에 평탄지에 위치한다.
4동의 건물지 중 1ㆍ3호 건물지는 지표상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2호 건물지는 표
토층 바로 아래에서 노출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건물지 대부분이 지표상에 노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굴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전면조사에 상당하는 조사를 실시하
였다.
1호 건물지는 계곡부 서쪽편에 독립적으로 위치하며 2ㆍ3호 건물지는 1호 건물지
에 동쪽편에 위치한다. 3호 건물지는 다시 3-①호, 3-②호 건물지로 구분되는데, 평
면상 같은 영역에 배치된 것으로 생각되며, 2호 건물지는 3호 건물지 서쪽 에 근접
하여 위치하나 층위상 별개의 건물지로 추정된다.건물지는 3트렌치 토층조사 결과
집수지와 체성이 폐기된 이후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호 건물지

3-①호 건물지
2호 건물지
3-②호 건물지

사진 42. 1~3호 건물지 전경(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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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호 건물지
(1) 유구
1호 건물지는 남쪽 체성 부근 계곡부의 평탄지(3트렌치 서쪽)에 위치한다. 1호 건
물지는 조사전 잡풀과 표토층으로 덮혀 있는 상태였으며, 부분적으로 고래열 및 구
들이 이미 지표상에 노출된 상태였다. 잡풀과 무너진 석재를 제거하자 온돌시설을
갖춘 건물지의 하부구조가 노출되었다. 건물지의 규모는 동-서 1020cm, 남-북
400cm 정도이며 동-서축을 장축으로 하는 장방형 건물지이다. 서쪽부분에 온돌시설
이 노출되었으며 동쪽부분은 공지로 남아있다.
온돌시설인 고래열은 평균 30cm×40cm 크기의 붕괴된 성석을 이용하여 조성 되
었으며 총 5열(30∼40cm 간격)로 구성되어 있다. 고래열 상부에는 구들로 이용된
석재가 일부 잔존한다.31) 5열의 고래열은 모두 1호 건물지 북서쪽에 있는 원형 석
축 구조물(내경 약 50cm)로 연결되고 있는데, 원형의 석축 구조물은 연기를 배출하
는 구새로 판단된다.
건물지 중앙부에 고래열과 연접한 일정 부분에서 목탄과 소토가 분포하는 등 아
궁이 시설로 추정되는 구조가 조사되었으며 건물지 동편은 특별한 시설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아궁이 구조가 확인된 점, 그 외 부분은 공지로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물지 동편은 부엌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건물지의 남동쪽 모서리 부분에 초석이 확인되며 나머지 부분은 유실된 것
으로 추정된다. 정면의 2칸의 추정 너비는 약 544cm×346cm이며 측면 1칸의 추정
너비는 약 322cm 이다. 즉 1호 건물지는 부엌 1칸, 방 1칸으로 온돌시설을 갖춘 건
물지임을 알 수 있다.

31) 고래열 중 확돌 1매가 사용되었는데 주공의 직경이 약 10㎝로 소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성
문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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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0. 1호 건물지 평면 및 단면도

사진 43. 1호 건물지 전경(항공사진)

178

東亞文化 9號

사진 44. 1호 건물지 온돌시설 전경(항공사진)

사진 45. 1호 건물지 온돌시설 전경(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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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6. 1호 건물지 온돌시설 세부(북동→남서)

추정아궁이

사진 47. 1호 건물지 추정부엌 전경(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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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8. 1호 건물지 구새 세부(북→남)

사진 49. 1호 건물지 추정아궁이 세부(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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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연
번

12
(13)

13
(14)

15
(15)

182

유물명
출토
위치
분청사기
고족배편
1호
건물지
분청사기
잔편
1호
건물지
백자발
1호
건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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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상태

색조/특징

계측치(cm)
특징

태토

유약

기고

구경

저경

담청색
반투명

측사면은 완만한 곡선
을 이루며 내저면은
수평, 각부는 수직에
가까움, 내외면에 승
렴문, 원문 시문

3.2
(잔)

-

-

3.35

8.3

4.1

4.1

(잔)

-

배신부,
각부
일부
잔존

회색
치밀질
경질

1/3 결실

회색
치밀질
경질

담청색
반투명

측사면 사선형, 내저
면 평면, 굽은 둔중함,
내외면 귀얄문, 접지
면 받침흔 잔존, 소재
불

저부
일부
잔존

회색
치밀질
경질

담청색
반투명

내저면 평면, 굽 단면
형태 둔중한 ‘U’자형,
사질 내화토비짐, 내
저면 4개 잔존

2) 2호 건물지
(1) 유구
2호 건물지는 3호 건물지의 서편에 위치하며, 3호 건물지의 무너진 담장과 표토
층에 묻혀 존재여부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무너진 담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호
건물지의 온돌시설이 노출되었다.
2호 건물지의 잔존상태를 기준으로 평면형태를 추정할 때 남-북을 장축으로 하는
건물지이며 잔존규모는 남-북 640cm, 동-서 400cm로 20∼50cm 간격으로 총 5열의
고래가 잔존한다. 고래열에 사용된 석재는 평균 30cm×50cm 크기의 치석된 할석을
이용하였으며 양동산성의 붕괴된 성석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래열 상부는 구들로 사용된 판석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지만, 초석 및 아궁이 시
설은 남아있지 않다. 인접한 3호 건물지와의 축이 일정한 배치형태를 이루지 않고
있으며, 표토층 및 3호 건물지 담장의 하부에서 노출된 점을 통해 고려할 때 서로의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3호 건물지 담장

2호 건물지

사진 50. 2호 건물지 조사중 전경(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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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1. 2호 건물지 평면도 및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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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1. 2호 건물지 전경(항공사진)

사진 52. 2호 건물지 온돌시설 전경(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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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연
번

15
(18)

연
번
16
(19)
1~
10

186

유물명
출토
위치
백자발편
2호
건물지

태토

유약

구연
일부
잔존

회청색
치밀질
경질

담청색
투명

유물명
출토위치

잔존상태

소성/태토
/색조

완형

연질, 양호,
흑색, 명갈색,
명회색 정선

어망추
2호
건물지

東亞文化 9號

계측치(cm)

색조/특징

잔존
상태

특징
저부에서
직립에
가깝게 뻗은후 구
연에서
사선으로
외반

기고

구경

저경

8.5
(잔)

13.1
(복)

-

특징
토제품, 마연흔,
0.25~0.3cm 정도의
을 뚫음, 단면 형태
각형, 가운데가 넓고
부가 좁은 형태

계측치(cm)
직경
원공
정육
양단

길이 : 1.8~2.0
직경 : 1.0~1.2

3) 3호건물지
(1) 유구
3호 건물지는 3-①호 건물지와 3-②호 건물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문지 북서쪽
에 위치한다. 3호 건물지는 조사전 건물지의 온돌시설 및 기단의 일부가 지표상에
노출된 상태였다.
먼저, 3-①호 건물지는 3-②호 건물지의 북서편에 위치한다. 3-①호 건물지는 조사
전 무너진 담장의 석재 하부에 위치하고 있어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3-②호
건물지 조사 중 노출되었다. 시굴조사인 관계로 건물지의 평면형태가 완전히 밝혀
지진 않았지만 평면 방형의 소형 건물지로 추정되며 3-②호 건물지와의 평면배치형
태로 추정컨대 하나의 건축군으로 추정된다. 3-①호 건물지의 잔존 규모는 동-서
430cm, 남-북 220cm로 20∼40cm의 너비로 총 7열의 고래로 이루어진 온돌시설을
갖추고 있다.
3-②호 건물지의 기단은 건물지 남쪽에 평균 20cm×40cm 크기의 치석된 할석을
이용하여 남쪽을 향해 면고름하였다. 그 내부에는 잡석을 이용하여 채워 넣었으며
동-서 방향으로 70cm 높이로 설치하였다. 한편, 3-②호 건물지 서쪽편에 남-북 방향
으로 뻗은 석열이 위치하는데 남쪽 기단부와 평면상 직각을 이룬 점, 석열의 평균
크기가 남쪽 기단과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3호 건물지의 서쪽편 기단으로 생각된
다. 한편, 남쪽 기단 상부에 평균 40cm×40cm 크기의 치석된 할석을 2열로 배치하여
100cm 너비로 툇마루 설치면을 조성한 듯하며, 높이는 30cm 이다. 툇마루에 연접하
여 최소 20cm, 최대 50cm 너비로 총 6열의 고래열로 구성된 온돌시설이 노출되었
다. 고래열 상부에는 구들로 사용된 판석(38cm×50cm)이 일부 잔존하고 있다. 건물
주위로는 담장이 둘러져 있는데, 담장의 남쪽부분은 양동산성 남쪽 체성의 잔존부
분을 이용하여 연결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단을 포함한 건물의 규모는 동-서
1300cm, 남-북 650cm이다.
온돌시설은 건물지 동쪽부분에 위치하며 남서쪽의 빈 공간에서 소토 및 피열흔적
이 관찰된다. 이곳에 아궁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3-①호 건물지와 평면 배치
를 고려할 때 남서쪽의 빈 공간은 부엌 공간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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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①호 건물지

2호 건물지

3호 건물지 담장
3-②호 건물지

사진 53. 2호ㆍ3-①ㆍ3-②호 건물지 전경(항공사진)

사진 54. 3-①호 건물지 전경(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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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2. 3-①ㆍ②호 건물지 평면도 및 단면도
김해 양동산성 소고

189

사진 55. 3-①호 건물지 온돌시설 세부(남→북)

사진 56. 3-②호 건물지 온돌시설 전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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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7. 3-②호 건물지 추정아궁이 전경(서→동)

사진 58. 3-②호 건물지 기단 및 툇마루(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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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연
번

17
(16)

18
(17)

유물명
출토
위치
분청사기
발편
3호
건물지
백자향로
편
2호
건물지
담장

잔존
상태

계측치(cm)

색조/특징
태토

유약

특징

구연
결실

회색
치밀질
경질

담청색
반투명

측사면 완만한 사선형,
내저 평면, 죽절굽, 내
면은 인화승렴문 후
귀얄 마무리, 외면은
귀얄문

구연
일부
잔존

회색
치밀질
경질

회백색
반투명

백자향로의 구연 일부
만 잔존하는 것으로
추정, 내면 물레흔 잔
존

기고

구경

저경

5.5
(잔)

-

6.5

7.2
(잔)

11.1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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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표수습유물
연
번

유물명
출토
위치

정면수법 및 문양,
기형

태토

소성

색조

개신부 1/3
가량 결실

기면 마모, 손잡이
와 개신 접합부에
손눌림, 개신 내면
상위 깍기, 살짝 외
반, 구순 둥글게 처
리

점토+세
사립+석
립 소량

연질,
보통,
박리

내ㆍ외
면:황갈
색+자색
속심:흑
회청색

6.0
(추)

12.
9
(추)

꼭
지
경
5.7

구연 일부
잔존

기면 박리가 심함,
구순부는 외반하며
단면은 삼각형

점토+석
립

연질,
보통,
박리

내ㆍ외
면,
속심:명
갈색

6.2
(잔)

45.
6
(복)

*

대각 일부
잔존

각단 살짝 외반하
고 기면과 수평하
게 처리

점토+세
사립+석
립
극소량

연질,
보통,
박리

내ㆍ외
면,
속심:적
갈색

8.7
(잔)

9.1
(복)

-

기면 박리가 심함,
대각 외면 물손질

점토+세
사립+석
립 소량

연질,
보통,
박리

내면:황
갈색+흑
회청색
외면:황
갈색

8.5
(잔)

-

-

개편
19
(1)
지표

20
(2)

21
(3)

구연부편
지표
두형
토기
대각편
지표

22
(4)

두형
토기
대각편
지표

대각 일부
잔존

지두흔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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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치(cm)
기
구
저
고
경
경

잔존상태

Ⅴ. 김해 양동산성에 대한 소고
성곽은 성내시설과 내부의 인원을 보호하기 위해 축조된 건축물이며 적대세력의
침입을 경계ㆍ방어하여 영역을 보존하는 시설이기도 하다. 때문에 성곽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雉ㆍ敵臺ㆍ女墻 및 성내에 주둔하는 군사 등을 위한 건물지ㆍ집수지
등 기타 성내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따라서 성곽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단편적
유구를 통한 접근 보다는 성내 시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1. 문지
양동산성에는 3개소의 문지가 있는데 이들 문지는 삼국시대 산성에서 보기 드문
구조로 축조되었다. 시굴조사의 한계로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지만 다
른 유적에서 조사된 삼국시대 문지와 양동산성 문지의 구조를 비교하여 양동산성
문지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문지의 구조는 크게 平門式32)과 懸門式으로 나눌 수 있는데 평문식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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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은 광양 마로산성(동ㆍ서문지)33), 여수 고락산성(남ㆍ서문지)34), 순천 검단산성
(서ㆍ남ㆍ북문지)35)등지에서 조사되었다. 현문식의 문지는 김해 양동산성(동ㆍ남ㆍ
북문지)36), 보은 삼년산성(동ㆍ남문지)37), 충주산성(동ㆍ북문지)38), 거제 폐왕성(동
문지)39)에서 보인다.
또한, 문지 측벽의 축조형태를 기준으로 내ㆍ외측벽 곡선, 외측벽 곡선, 내ㆍ외측벽
직선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내ㆍ외측벽 곡선은 광양 마로산성의 동문지와 서문지
가 해당되는데 마로산성은 체성의 축조수법 및 출토유물을 통해 백제가 축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측벽만 곡선으로 처리된 곳은 여수 고락산성(남ㆍ서문지)과 순천 검단산
성(서ㆍ남ㆍ북문지), 김해 양동산성(동ㆍ남ㆍ북문지)이 해당되며 여수 고락산성과 순
천 검단산성의 문지는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가 축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1] 내ㆍ외측벽 곡선형태

마로산성 동문지

마로산성 서문지

32) 평문식의 문지는 ‘평거식’과 ‘개거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 문지의 상부 구조가 잘 남
아있지 않기 때문에 ‘개거식’으로 단정 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
에서는 ‘평거식’과 ‘개거식’을 포괄하는 개념인 평문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33) 순천대학교박물관, ｢̀광양 마로산성 4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2005.
순천대학교박물관, ｢광양 마로산성 5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2006.
- 마로산성의 문지는 평문식으로 초축되었으며, 후대에 문지가 폐쇄되고 다시 현문식으로 재
사용되었다.
34) 순천대학교박물관, 여수 고락산성Ⅱ, 2004.
35) 순천대학교박물관, 순천 검단산성Ⅰ, 2004.
36)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해 양동산성 동문복원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2010.
37) 중원문화재연구원, 보은 삼년산성-2004년도 발굴조사 보고서-, 2006.
38)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재연구소, 충주산성 동문지, 1999.
중원문화재연구원, 충주산성-북문지 발굴조사 보고서-, 2008.
39)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거제 폐왕성지 건물지 발굴(시굴)조사 및 동문지 발굴조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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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외측벽 곡선형태

고락산성 남문지

검단산성 남문지

양동산성 북문지

[표 3] 내ㆍ외측벽 직선형태

삼년산성 남문지

충주산성 북문지

폐왕성 동문지

외측벽과 내측벽이 모두 직선을 취하는 산성은 보은 삼년산성, 충주산성, 거제 폐
왕성이 있는데 이들 산성은 모두 현문식 구조를 취하며 신라가 축조한 산성으로 알
려져 있다.
상기내용을 종합한 결과, 백제가 축조한 산성의 문지는 평문식 구조로 내ㆍ외측
벽이 곡선의 형태를 취하거나 외측벽만 곡선40)으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라가 축조한 산성의 문지는 현문식 구조를 취하며 내ㆍ외측벽이 직선처리되어 축
조수법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양동산성의 북ㆍ동ㆍ남문지는 현문식
의 문지에 외측벽이 곡선처리 되는 양상으로 신라와 백제의 특징이 공존하는 보기
드문 구조임을 알 수 있다.

40) 차용걸, ｢한성시대 백제산성의 제문제｣, 호서지역의 성곽, 호서고고학회, 2003.
문지 외측벽의 곡선처리는 백제산성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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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수지
양동산성 집수지 시굴조사는 성내 유구의 유존유무 및 위치파악을 목적으로 진행
되었기 때문에 유구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현재 파악된 양동
산성의 집수지의 정보는 성내 水源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계곡부에 위치한다는 점
과 평면형태는 장방형, 호안석축 최대 내경이 동-서 20m, 남-북 12m의 규모, 굴착선
과 호안석축 사이에 황갈색 점토로 보강한 것 등 집수지의 일부 특징만을 파악하였
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었다. 따라서, 양동산성 집수지는 정확한 구조와
축조수법, 시기 규명, 집수지관련 부속시설 등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
밀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향후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전인
근 산성에서 조사된 석축 집수지41)들의 특징을 검토하여 추후 양동산성 집수지 조
사와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표 4] 평면 원형, 단면 易梯形 집수지

마로산성 2호 집수지

고락산성 1호 집수지

고락산성 보루 집수지

본고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유적은 총 8개소 유적, 13개의 석축 집수지가 해당
되며 시기적으로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축조된 집수지를 대상으로 하
였다. 우선, 평면형태는 크게 원형ㆍ장방형ㆍ방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단면형태
는 역제형과 계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평면형태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축

41) 집수지는 축조 재료가 석재ㆍ점토ㆍ목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석재를 이용하
여 축조한 집수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외의 집수지와 구분하고자 석축 집수
지라는 용어를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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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기42)를 알 수 있으며 단면형태43)는 축조세력을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원형의 석축 집수지 중 광양 마로산성44)의 2호 석축 집수지와 여수 고락산
성의 1호 석축 집수지ㆍ보루 석축 집수지는 호안석축을 ‘허튼층쌓기’수법으로 축조
하였으며 굴광면과 호안석축 사이를 점토다짐하였다. 또한 하부에서 상부로 호안석
축을 조금씩 들여쌓아 단면 역제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호남지역
의 백제 산성 집수지에서 나타나는 축조수법으로 알려져 있다.45) 또한 집수지 내부
에서 수습된 유물은 원형투공 고배 및 상면이 편평한 단추형 개 등 6세기 중반 ~
7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백제 유물이 출토되었다. 상기한 사실을 종합하면 평면
원형ㆍ단면 역제형의 석축 집수지는 6세기 중반 ~ 7세기 전반에 축조된 백제산성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광양 마로산성 3ㆍ4호 석축 집수지, 거제 폐왕성 석축 집수지, 남해 대
국산성 석축 집수지, 충주산성 석축 집수지는 평면 원형, 단면 계단형이다. 이들 집
수지는 호안석축을 ‘바른층쌓기’수법으로 축조하였으며 대부분 체성의 축조수법과
동일하다. 또한 하부에서 상부로 호안석축을 계단형으로 최소 3단, 최대 5단 정도로
축조하여 집수지의 구조적 안정성을 기하고 갈수기에 저수된 물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집수지 내부에서는 7세기 중ㆍ후반으로 편년되는 신라 토기가 출토
되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평면 원형, 단면 계단형의 석축 집수지는 7세기 중ㆍ
후반 신라적인 특징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형 석축 집수지 중 단면 역제형은 백제, 단면 계단형은 신라가 축조했
다고 이해할 수 있다.
평면 방형 계통의 석축 집수지는 다시 장방형과 방형46)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단

42)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거제 폐왕성 집수지, 2009.
순천대학교박물관, 광양 마로산성Ⅱ, 2009.
43) 현재까지 집수지의 단면형태로 축조세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원형의 평면형태를 가진 집
수지에서만 확인 되고 있다.
44) 광양 마로산성에서는 문지 부근의 평탄지라는 일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집수지가 확인되었다.
이들 집수지는 시기차를 달리하여 축조 되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집수지의 변화양상을 파악
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생각된다.
45) 순천대학교박물관, 여수 고락산성Ⅰ, 2003.
순천대학교박물관, 광양 마로산성Ⅱ, 2009.
46) 장방형과 방형의 구분은 장단비를 1:1.2 기준으로 이상을 장방형, 이하를 방형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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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 역제형 한 가지 형태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분석대상 유적의 방형계통 집수
지는 모두 신라가 축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5] 평면 원형, 단면 계단형 집수지

마로산성 4호 집수지

폐왕성 집수지

대국산성 집수지

[표 6] 평면 장방형, 단면 역제형 집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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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산성 집수지

고모산성 선대 집수지

이성산성 2차 집수지

마로산성 1호 집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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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방형에 속하는 집수지는 김해 양동산성ㆍ문경 고모산성ㆍ하남 이성산성ㆍ광양
마로산성, 하동 고소성이 있다. 이들 집수지의 공통된 특징은 포곡식 산성의 계곡부
에 집수지가 위치하고 있다. 단면은 치석된 할석을 들여쌓은 역제형으로 평균 잔존
깊이는 약 2.5m 정도이다. 양동산성을 제외한 집수지 내부에서는 7세기 후반 ~ 9세
기 초로 편년되는 통일신라 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방형의 집수지는 창녕 화왕산성 통일신라 집수지47)ㆍ문경 고모산성이 해당된다.
분석 대상의 집수지 중 가장 늦은 시기에 해당한다. 단면의 축조방식이 장방형의
집수지와 유사하며 계곡부에 위치하고 있다. 집수지 내부에서는 9세기 중반으로 편
년되는 주름무늬병과 같은 통일신라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따라서 방형의 집수지는
통일신라말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7] 평면 방형, 단면 역제형 집수지

화왕산성 통일신라 집수지

고모산성 집수지

상기한 사실을 정리하면 평면 원형ㆍ단면 역제형의 집수지는 백제의 특징으로,
평면 원형ㆍ단면 계단형의 집수지는 삼국시대 신라의 특징으로 추정 가능하다. 또
한 장방형 집수지는 삼국통일을 전후한 시점의 과도기적 단계이며, 방형의 집수지
는 삼국통일 후 안정단계에 접어들면서 생긴 특징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양동산성의 집수지는 평면형태가 장방형에 해당한다. 하지만 집수지 내부

47) 창녕 화왕산성에서는 통일신라 집수지와 함께 삼국시대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집수지가 조
사되었다. 하지만 테스트 Pit를 이용한 탐색조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평면형태와 단면
형태를 파악할 수 없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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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축조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고, 양동산성의 축조시기가
6세기로 추정되는 사실을 참고할 때 양동산성 집수지의 축조시기는 바교적 빠를것
으로 추정된다. 향후 정밀조사가 이루어지면 양동산성 집수지의 정확한 성격을 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구
수구는 입수구와 출수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수구의 입면형태 변화
를 통해서 시기적 특징을 추정하고 있다.48) 따라서 양동산성 출수구의 입면형태를
타 산성의 것과 비교하여 양동산성 출수구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겠다.
출수구는 문경 고모산성ㆍ보은 삼년산성ㆍ충주산성ㆍ단양 온달산성 등지에서 조
사되었다. 문경 고모산성과 충주산성은 입면 사다리꼴의 형태이며 보은 삼년산성은
입면 오각형의 형태이다. 단양 온달산성은 상-하가 긴 장방형으로 축조되는 등 각각
산성의 출수구는 오각형ㆍ사다리꼴ㆍ방형(장방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표 8] 출수구 형태

고모산성

삼년산성

충주산성

온달산성

양동산성

또한, 출수구의 축조방법 중 출수구 하단부에 미석과 같이 돌출된 부분과 수구
상단부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붕돌이 있는 것은 분석대상 출수구의 공통된 특징
이다. 하지만 양동산성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은 수구 벽석의 축조방법과 수구 상단
부와 지붕돌사이에 끼워넣은 성석이다. 양동산성을 제외한 수구는 좌ㆍ우측벽석을
여러개의 성석을 이용하여 체성의 축조수법과 유사하게 벽석을 축조하여 입면의 형

48) 중원문화재연구원, 보은 삼년산성 -2004년도 발굴조사 보고서-, 2006. p.1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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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결정하였지만 양동산성은 좌ㆍ우측 벽석을 각각 1개의 성석을 가공하여 입면
의 형태를 결정하였다.
한편, 상기한 산성들의 축조세력 및 시기를 살펴보면 문경 고모산성과 보은 삼년
산성은 5세기 후반, 충주산성은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반, 단양 온달산성은 6세
기, 양동산성 6세기로 신라가 축조한 산성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경 고모산성
및 보은 삼년산성은 동 시기이지만 출수구의 입면형태가 오각형ㆍ사다리꼴, 충주산
성, 단양 온달산성, 양동산성은 시기의 차이가 나면서 출수구의 입면형태도 사다리
꼴, 상-하가 긴 장방형, 삼각형으로 다양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출수구의 입
면형태는 시기 및 축조세력을 구분할 만한 특징49)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
다.
따라서, 출수구의 입면형태를 통해 시기 및 축조세력을 구분할 만한 특징을 보이
지 않고 있으나 양동산성의 출수구 형태는 벽석의 축조방법에서 다른 산성과 차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양동산성의 출수구는 상기한 산성에서도 보이지 않는
드문 구조이다.

Ⅵ. 맺음말
지금까지 양동산성 조사성과를 중심으로 다른 산성과의 비교를 통해 양동산성의
성격에 대해서 접근해보았다. 본 장에서는 위의 성과를 요약하여 맺음말로 대신하
고자 한다.
양동산성은 금관가야의 중심인 김해지역에서 삼국시대 석축산성을 정식 조사한
최초의 예로써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더욱이 시굴조사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문
지의 구조, 문지의 측벽형태, 수구, 집수지 등을 통해 양동산성 초축시 특징을 이해
할 수 있는 초보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지의 구조는 현문식으로 기존에 신라식으로 이해되는 것과 문지의 측
49) 일반적으로 방형의 출수구는 체성을 축조하면서 가장 간편하게 취할 수 있는 형태로 생각되
며 오각형ㆍ사다리꼴ㆍ삼각형 등의 형태는 축조공정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
서 출수구의 입면형태는 앞서 설명한 축조세력 및 시기를 구분하지 못하므로 재지적 특징으
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김해 양동산성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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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형태는 곡선처리되는 양상으로 백제식으로 이해되는 등 신라의 특징과 백제의 특
징이 공존하는 보기 드문 구조이며, 삼각형의 수구는 최근까지 조사된 형태 중 처음
조사된 형태이다. 집수지는 장방형의 집수지 중 시기가 빠를 것으로 추정되며, 체성
의 둘레에 비해 규모가 큰 것으로 부분 조사되었다. 따라서 양동산성은 신라식 또
는 백제식으로 이해하던 것에서 벗어난 특이한 특징을 가졌다는 점과 이제까지 경
남지역 삼국시대 석축산성에서 처음 조사된 구조 등에서 고고학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김해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삼국시대 석축산성에 대한 시각
의 변화가 요망되며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고증없이 복원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하며 상
기한 고고학적인 중요성을 충분히 각인하여 정밀한 발굴조사를 거친 후 보존ㆍ복원
되어 그 정체성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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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보
및
휘
보

1. 연 혁
연번

기 간

내 용

1

2009. 3. 19 ~ 6. 4

제2회 시민교양강좌 개최(경남지역의 문화)

2

2009. 4. 7 ~

학술협력체결 - 중국 북경사범대학교

3

2009. 5. 29 ~

학술협력체결 -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4

2010. 11. 22

개원 7주년

5

2010. 12. 29 ~

경남지역 고려~조선시대 분묘 -지정문화재- 학술협약

2. 간행물
1) 학술지
연번

서명

발행처

발행일

7號

『 東亞文化 』 7號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9.12

8號

『 東亞文化 』 8號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10.06

2) 발간보고서
(1) 지표조사
연번

보고서명

발행처

발행일

105집

장유신문~강서가락간 광역도로(유통단지
접속도로) 건설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김해시청

2010.2

106집

낙동강살리기 48공구(황강
합천지구)사업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0.3

107집

낙동강살리기 골재적치장 조성사업구간내
문화재 지표조사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0.4

108집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2단계) 기본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주)서영엔지니어링

2010.6

109집

사촌지구 농업용저수지둑높이기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주)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2010.8

연보 및 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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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보고서명

110집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

111집

거창 상림리 사랑채 아파트 신축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발행처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한국도로공사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주)아림개발

발행일
2010.9
2010.9

(2) 시 ․ 발굴조사
연번

보고서명

발행처

발행일

37집

晋州 平居洞 旱田遺蹟

東亞細亞文化財硏究
LH

2010.1

38집

居昌 陽平里 生活遺蹟

東亞細亞文化財硏究
居昌郡

2010.2

39집

金海 退來里 生活遺蹟
金海 新泉里 朝鮮墳墓遺蹟
金海 松峴里 朝鮮墳墓遺蹟

東亞細亞文化財硏究
명성공업
(주)고도디자인
淸州宋氏宗中墓

2010.4

40집

蔚山 四淵里 曲淵遺蹟
梁山 平山里 352-7番地 遺蹟

東亞細亞文化財硏究
蔚山廣域市, LH

2010.2

41집

晋州 耳谷里 先史遺蹟 Ⅱ

東亞細亞文化財硏究
晋州市

2010.3

42집

機長 盤龍里遺蹟 Ⅱ

東亞細亞文化財硏究
釜山都市公社

2010.5

43집

巨濟 間谷遺蹟 Ⅱ

東亞細亞文化財硏究
(株)大宇建設

2010.6

44집

金海 竹谷里遺蹟 Ⅱ

東亞細亞文化財硏究
韓國鐵道施設公團

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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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활동
1) 학술교류
교류기관

교류기간

교류내용
1) 교원ㆍ연구원ㆍ학생 교류
2) 공동연구 계획 및 실시
3) 학술자료 간행물 및 정보 교환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2007. 4. 23 ~

일본 사이타마대학교
교양학부 및 대학원

2008. 5. 15 ~

상 동

일본 유기제작
기술연구회(토야마대학)

2008. 8. 22 ~

상 동

중국 북경사범대학교

2009. 4. 7 ~

상 동

일본 국립역사민속 박물관

2009. 5. 29 ~

상 동

2) 학술세미나
연번

제 목

내 용

기 간

1

28회 학술세미나

1) 四條畷市 蔀屋北遺蹟의 調査成果 - 宮崎泰史
(大阪府 敎育委員會)
2) 考古動物學 - 安部ミキ子(大阪市立大學院 醫
學硏究科)
3) 古墳時代 須惠器의 編年과 製作技法 - 木下
亘(奈良縣 橿原考古學硏究所)

2010. 3. 19

2

29회 학술세미나

白雲翔(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 三韓時代文
化遺存中的漢朝文物及其認識(삼한시대 문화유적
에서 출토된 한대 문물 및 그 인식)

2010. 4. 26

30회 학술세미나

李梅田(中國北京師範大學歷史學院) - 2009年中國
重大考古發現介紹 - 曹操墓與魏晉喪葬模式 (2009년 중국에서의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소개 조조묘와 위진시대의 상장 양식 -)

2010. 5. 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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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유적답사 및 연수
연번

내 용

장 소

기 간

1

베트남 문화답사

베트남 호치민, 호이안, 다낭 일대

2010. 6. 3 ~ 6. 8

2

한국 고대주조기술 연구
(이상용 연구원)

일본 토야마대학교

2010. 1. 19 ~ 11. 14

3

야요이문화 연구
(배덕환 조사단장)

일본 구주대학교 대학원
비교사회문화연구원

2010. 4. 14 ~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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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정
및
심
사

학술지 발간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의 학술지인 뺷동아문화뺸의 투고, 심사, 편집 등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
뺷동아문화뺸의 투고, 심사, 편집에 관한 모든 업무는 편집위원회가 관장한다.
제3조 (발간일자)
뺷동아문화뺸의 발행은 매년 2회로 정하며, 발행일은 6월 25일, 12월 24일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뺷동아문화뺸의 편집과 논문심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
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공분야에 대한 업적이 인정되는 자 중에서 연
구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투고논문에 대한 1차 심사
2)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3)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게재여부 판정
4) 기획논문의 집필의뢰
5) 기타 학술지 편집에 관한 주요사항

규정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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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논문 심사)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해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아
세아문화재연구원의 학술활동에 특별히 기여할 수 있는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
의 결정에 따라 심사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연구윤리)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동아문화』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8조 (저작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 귀속된
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제9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 (부칙)
본 규정은 2010년 6월 30일부터 발효한다.

제정 : 2008년 6월 15일
개정 : 2010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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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논문 심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의 학술지인 뺷동아문화뺸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심사위원)
1) 심사위원은 뺷동아문화뺸 편집위원 전원 및 접수된 논문과 동일 또는 근접한 학문
분야를 전공하는 외부 학자들 중 소수를 편집위원회 결의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편당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심사위원은 원고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고논문 심사결과 보
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심사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3조 (심사 절차 및 기준)
1) 심사대상은 편집위원회가 공고한 모집기한까지 본원에 제출된 원고에 한한다.
2)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집필을 의뢰한 기획원고와 비평논문 및 서평 등은
일부의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연구 주제ㆍ분야ㆍ체제ㆍ분량ㆍ논지의 적 합성 여
부를, 2차 심사는 해당 분야 심사위원이 연구 방법ㆍ내용의 적합성과 독창성ㆍ
논리전개의 학술성과 객관성 및 학계 기여도 등 학문의 종합적 성격을 각각 판
정하며, 3차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1~2차 ｢투고논문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
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규정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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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심사 결과 판정)
1) 편집위원회는 1차 논문 심사를 통해 게재 가부를 결정하며, 2차 심사를 맡은 심
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적 객관성을 심사하여 ｢투고논문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
(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2) 심사위원은 수정 내용과 게재 불가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2차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1) B등급 이상인 경우: 게재
(2) C나 D등급이 하나인 경우: 수정후 재심사하여 B등급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게재
(3) C나 D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 게재 불가
제5조 (심사 결과 통보)
1) 편집위원회는 투고 원고의 게재 여부를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2차 심사 결과 심사위원의 수정 제의가 있는 경우 투고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정 거부 사유서를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
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정 : 2008년 6월 15일
개정 : 2010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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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논문 심사결과보고서
심사논문 제목
성명
소속

심사위원

연락처
전공

1. 평가 내용 : A)우수 B)보통 C)미흡 D)많은 문제점이 있음
분야

평가
A B C D

세부 평가 항목

가.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며, 제목이 관련분야의 주제로 적절
한가?
Ⅰ. 논문의
나.
목차와 분량은 적절한가?
체계와 논지
다. 일관된 논지를 갖추고 있는가?
라. 전문적인 연구논문의 내용을 갖추었는가?
마. 기존 연구성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Ⅱ. 논문의
내용

바. 기존 연구와 다른 독창적 내용을 담고 있는가?
사. 사료의 인용과 해석이 정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아. 논리전개는 비약이나 왜곡이 없으며, 객관적인가?
자. 사용된 용어나 개념은 정확한가?
※해당되는 곳에 ‘○’나 ‘V’를 표시해 주십시오

2. 종합평가
A. 게재 가능

B. 수정 후 게재

C. 수정 후 재심사

D. 게재 불가

※해당되는 곳에 ‘○’나 ‘V’를 표시해 주십시오

3. 종합판정 B, C의 경우는 구체적인 지적 사항이나 수정의 방향을, D의 경우는 판정
이유를 다음 장의 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심사결과 보고서는 심사의견서와 함께 우송(또는 E-Mail로 전송)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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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견서

1. 선행 연구의 소개ㆍ비판과 연구의 독창성

2. 연구 방법ㆍ내용 및 논지 전개의 타당성(제목과 목차 설정의 타당성 포함)

3. 자료 활용의 적절성(새로운 자료의 활용 및 기존 자료의 새로운 해석)

4. 기타 수정 사항

5. 연구 결과의 학계 기여도와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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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거부 사유서

심사논문 제목
투고자

성명

연락처

소속

제출일시

수정거부 사유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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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東亞文化뺸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의 학술지인 뺷동아문화뺸에 학술 연구 및 연구
논문을 발표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 및 기준을 규정하여 진
정한 학술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저자는 자신이 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마치 자신의 연구결과나 주장
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2)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
의 독창적인 주장인지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
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이중게재

①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게재에 해당한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이중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 이중게재는 일
반적으로 논문의 경우만 해당하며,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일반 학술지에 짧은 서간 형태(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의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 데이터를 추가 또는 자세한 연구 수
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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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
계나 어떤 선입견 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
게 취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
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4조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한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
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
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
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의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 2009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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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작성 요령
1) 본문은 한글세대가 읽을 수 있는 쉬운 한국어로 풀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문의 번호는 Ⅰ(로마자), 1(아라비아), 1), (1), ①의 순으로 한다.
3) 글자의 크기는 논문제목을 15호, 각 장의 소제목을 13호로 한다.
4) 연대는 서기로 하고 왕조년으로 표기된 연도일 경우에는 서기를 ( )속에 표기한다.
예 : 順治14년(1657), 민국 44년(1955), 선조원년(1567), 고종원년(1862)
5) 인물의 경우 생몰연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로 표시한다.
6) 문안의 작성은 ｢글 97｣ 이상으로 작성한다. 글씨체는 바탕 10.5 Point, 줄 간격은
160으로 작성하며, 사료는 10 Point, 들여쓰기 10칸 정도로 하고, 각주는 9 Point로,
줄간격은 130으로 한다.
7) 한자병기의 경우 괄호 표시는 한글 명칭과 한자음이 동일한 경우에는 ( )로, 일치
하지 않는 경우는 [ ]로 표기한다.
8)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문교부 고시 제 88-1호: 1988.1)을 따른다.
9) 본문과 각주의 書名은 뺷 뺸, 편명이나 단편 글, 논문명은 ｢ ｣, 인용문은 “ ”, 작은
인용문은 ‘ ’, 강조는 < >, 중간점은 ㆍ등으로 표기한다.
10) 원고는 논문이 게재된 CD 1매와 출력본 1부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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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재한다.
(1) 저서의 경우: 저자, 출판년도, 책명, 출판사 순
(2) 논문의 경우: 저자, 게재년도, 논문명, 게재지(간행처), 순
12) 잘 알려진 사서의 경우에는 저자명을 생략한다.
13) 참고문헌의 순서는 한국, 중국, 일본, 비한자문화권 순서로 하고, 1차 자료를 최우
선으로 기재한다. 논문과 단행본은 구별 없이 연도순으로 한다.
14) 논문 등에 부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목 뒤에 콜론( : )을 쓰고 부제를 적는다.
15) 역주서의 경우 원저자를 역주자 다음의 ( )속에 병기하며, 원전과 역주서의 책명
이 다른 경우에는 역주서 다음의 괄호( )속에 원전도 병기한다.
16) 서명과 편명을 적을 때는 뺷서명ㆍ편명뺸의 형식으로 한다.
예 : 뺷논어ㆍ술이뺸, 뺷좌전ㆍ소공뺸, 뺷삼국사기ㆍ신라본기뺸, 뺷고려사ㆍ지리지뺸
17) 각주 항목의 저자명은 한국과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기 원어로 표기한다. 저자가
여러명일 경우 3명까지는 모두 열거하며, 동양인의 경우는 저자명 사이에 중간점

ㆍ을 찍어 구분하고, 서양인의 경우에는 2명이면 ‘◯◯and☆☆’의 형식으로 표기한
다. 4명이상일 경우 맨 처음의 저자명만 적되, 동양의 경우 ‘◯◯외’를, 서양의 경
우에는 ‘◯◯et al.’ 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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