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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동 신라토기요지 조사 약보

(舍堂洞 新羅土器窯址 調査 略報)

서울대 人文大敎授  金 元 龍

湖巖美術館 硏究員  李 鍾 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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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序言)

60年代 이후 현재(現在)까지 발견(發見) 조사(調査)된 요지(窯址)로는 망성리(望星

里)1) 사당동(舍堂洞)2) 등지(等地)의 신라시대(新羅時代) 도요지(陶窯址)와 경서동(景西

洞)3) 강진(康津) 사당리(沙堂里)4) 등지에서 청자(靑磁), 청와요지(靑瓦窯址)가 알려져 

있고, 청학리(靑鶴里)5)의 분청사기요지(粉靑砂器窯址)와 광주(廣州) 도마리(道馬里)의 

백자요지(白磁窯址)6) 및 광주(光州)에서 고려시대(高麗時代) 도요지(陶窯址)7) 1977年 

경주(慶州) 동방리(東方里)에서 와요지(瓦窯址)가 도로공사중(道路工事中) 발견보고(發

見報告)8)되어 있을 뿐이다.

1973年初에 발견(發見)된 사당동도요지(舍堂洞陶窯址)는 신라(新羅)의 변경지역(邊境

地域)인 한강유역(漢江流域)에서 밝혀진 최초(最初)의 생활유적지(生活遺蹟址)로서 그 

중요성(重要性)이 인정(認定)되어 사적(史蹟)으로 지정(指定)되고 보호(保護)를 받아오

1) 金元龍, 1965, 望星里 新羅 陶窯址 發掘豫報<考古美術> 6-5

  任孝宰․金秉模, 1965, 望星里 新羅窯址調査豫報<서울文理大學報> 12-1

2) 金元龍․郭乘薰, 1973, 서울 舍堂洞 窯址의 新羅土器<大邱史學> 7, 8合輯

3) 金良洙, 1972, 景西洞 綠靑磁窯址-文化財管理局指定史蹟 <畿甸文化硏究>

  崔淳雨, 1966, 仁川市 景西洞 綠靑磁窯址 發掘調査槪要 <考古美術> 7-6

4) 鄭永鎬, 1964, 康津 沙堂里 靑瓦窯址發掘參觀記 <考古美術> 5-10

5) 崔夢龍, 1966, 靑鶴里 粉靑沙器窯址 <韓國考古> 1

6) 崔淳雨, 1965, 廣州道馬里 白磁窯址發掘調査略報 <考古美術> 6-6

7) 崔淳雨, 1964, 光州 高麗時代陶窯址 發掘調査-無等山金谷窯址 <1962∼63年度 業績報告書> 東亞文化硏究委員會

8) 朝鮮日報, 1977. 11. 24. 日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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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중(中), 1976年 3月 26日부터 4月 16日까지 김원룡교수(金元龍敎授) 주재하(主宰下)

에 발굴(發掘)이 실시(實施)되었다. 발굴기간(發掘期間)동안 서울대학교(大學校)에서는 

조교수(助敎授) 임효재(任孝宰), 조교(助敎) 이종선(李鐘宣), 박물관학예사(博物館學藝

士) 윤덕향(尹德香)을 비롯하여 고고학과생(考古學科生) 다수(多數)가 일을 도왔고, 문

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에서 소장(所長) 김정기(金正基), 미술공예실장(美術工藝室長) 

장경호(張慶浩) 미술공예연구실(美術工藝硏究室) 조유전학예연구관(趙由典學藝硏究官) 

등(等)이 참가(參加)하여 조사(調査)를 담당(擔當)하 다. 본보(本報)는 그 결과(結果)의 

일부(一部)를 정리(整理)하여 개략적(槪略的)인 내용(內容)을 소개(紹介)하고자 정식보

고서(正式報告書)가 출간(出刊)되기 이전(以前)에 내어놓는 것이며, 자세(仔細)한 내용

(內容)은 추후(追後)로 미루기로 한다. 아울러 수천점이상(數千點以上)이나 되는 유물

(遺物)의 일차적(一次的)인 정리작업(整理作業)에 수고(手苦)하여준 서울대학교(大學校) 

고고학과생(考古學科生) 그리고 본보(本報)의 도판(圖版)작성시(作成時) 열심히 도와준 

김종호군(金鐘淏君)에게 사의(謝意)를 표(表)한다.

2. 발굴경위(發掘經緯)

사당동요지(舍堂洞窯址)의 잔구유무(殘構有無)를 밝히려는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

局)의 위촉(委囑)에 따라 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와 서울대학교(大學校) 인문대학

(人文大學) 고고학과(考古學科) 합동(合同)으로 1976年 3月 26日 발굴(發掘)이 착수(着

手)되었다. 발굴(發掘)은 철망(鐵網)으로 보호(保護)되고 있는 구역전체(區域全體)를 전

면발굴(全面發掘)하기로 하고 부수(附隨)되는 지형측량(地形測量)을 마쳤다. (圖版 2의

④)

유구(遺構)의 잔존여부(殘存如否)가 발굴(發掘)의 초점(焦點)이기 때문에 가능성(可能

性)이 제일농후(第一濃厚)한 유적지(遺蹟址)의 남반부(南半部)를 집중적(集中的)으로 정

(精密)히 발굴(發掘)하 으나 요(窯)의 잔흔(殘痕)을 확인(確認)하는 정도(程度)에 그

쳤으며 이때가 동년(同年) 4月 9日이다. 유구(遺構)는 남아 있지 않았으나 발굴(發掘)을 

통(通)하여 많은 유물(遺物)을 수습(收拾)하 으며 발굴(發掘)하기 이전(以前)의 원상(原

狀)대로 복구(復舊)시키는 것으로서(4月 16日) 조사(調査)를 끝냈다.

3. 유적(遺蹟)의 위치(位置) 및 현상(現狀)

사당동요지(舍堂洞窯址)는 행정구역상(行政區域上)으로 서울특별시(特別市) 관악구(冠

岳區) 사당동(舍堂洞) 461번지(番地) 8필지 사당초등학교(舍堂初等學校) 남편(南便)에 

소재(所在)하는데 위치(位置)로 보아 한강중류(漢江中流)의 남안(南岸) 즉(卽) 관악산(冠

岳山)에서 한강(漢江)을 향(向)하여(북측(北側)) 뻗은 일지맥(一支脈)의 동남사면(東南斜

面)에 놓인 셈이 된다.(圖版 1). 유적지(遺蹟址)에 도달(到達)하려면, 第 1 한강교(漢江

橋)에서 국립묘지(國立墓地)를 거쳐서 반포(盤浦)아파트단지(團地)의 남편(南便) 관악로

(冠岳路)로 약(約) 2㎞를 가다가 우절(右折)하면 봉천동(奉天洞)에서 동지구(永同地

區)로 연결(連結)되는 관악로(冠岳路)와 교차(交叉)되게 된다. 이 지점(地點)에서 봉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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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奉天洞)을 향(向)하여 1㎞정도(程度) 가면 좌측(左側) 관악산(冠岳山) 줄기 아래에 사

당초등학교(舍堂初等學校) 건물(建物)이 시야(視野)에 들어오며 유적지(遺蹟址)는 사당

초등학교(舍堂初等學校) 울타리의 동편(東便)에 접(接)하여 오두막한 대지(臺地)를 형성

(形成)하고 있다.(圖版 2의 ①②③). 사당초등학교(舍堂初等學校) 뒷편(便)의 산(山)의 

경사면(傾斜面)과 잔존(殘存)한 유적지(遺蹟址)의 현상(現狀)을 견주어 생각하여 볼 때 

상당(相當)한 부분(部分)이 깎이어 나갔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實際)로 학교(學校)를 

짓기 위(爲)하여 대지정지공사(垈地整地工事)를 하는 동안에 구릉사면(丘陵斜面)이 절삭

(切削)됨은 물론(勿論)이고 이때에 요(窯)의 대다수(大多數)가 파괴(破壞)되어 일실(逸

失)되었다고 동리 사람들이 말한다.

학교(學校)를 중심(中心)으로 한 이 일대(一帶)에는 도처(到處)에 토기편(土器片)들이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불에 탄 돌들이 굴러다니고 있는 것은 이 지역(地

域)이 대규모제기단지(大規模製器團地)이었음을 반증(反證)하는 사실(事實)이라 하겠는

데 이의 방증자료(傍證資料)가 될 기명(紀銘)이 금번(今番) 발굴(發掘)한 출토유물중(出

土遺物中)에도 보인다(圖版 15의 ①②③). 이에 대(對)하여는 후(後)에 상술(詳述)하겠

다.

오두막한 대지(臺地)를 형성(形成)하고 있는 이 유적지(遺蹟址)는 발굴(發掘)을 통(通)

하여 밝혀진 바에 의(依)하면 자연퇴적층(自然堆積層) 위에 불도저에 린 교란층(攪亂

層)이 뒤덮고 있으며 철망(鐵網)을 쳐서 보호(保護)하고 있는 범위(範圍)는 남북(南北)

으로 길게 90×30㎠에 걸쳐 놓 고 주변(周邊)에는 민가(民家)가 들어서고 있다.(圖版 2

의 ①, 5).

사적(史蹟)으로 가지정(假指定)되어 보호(保護)되어 있기 때문에 철망내부(鐵網內部)

로는 다른 시설물(施設物)이 없이 간단한 작물을 심으려고 밭을 일구어 놓은 정도(程度)

이며 학교(學校)의 담장을 따라 아카시아가 몇 그루 있을 뿐이다. 유구(遺構)는 학교 울

타리를 따라서 매몰(埋沒)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推定)되었는데 특(特)히 남반부(南半

部)가 짙은 흑갈색토양(黑褐色土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유구(遺構)의 잔존가능성(殘存

可能性)이 있으리라 판단(判斷)되었다.(圖版 2의 ⑤⑥).

4. 발굴방법(發掘方法)

유적(遺蹟)의 범위(範圍)가 한정(限定)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적(集中的)인 정 발굴

(精密發掘)을 실시(實施)하기로 조사방침(調査方針)이 결정(決定)되었다. 이에 따라 퇴

적층(堆積層)이 두텁지 않다고 판단(判斷)되는 북반부(北半部)로부터 탐색(探索)트렌치

를 설정(設定)하 는데 학교(學校)의 울타리를 따라서 남북방향(南北方向)으로 2개소와 

그에 직교(直交)하여 3개소에 폭(幅) 2m로 길게 트렌치를 파나갔는 바(圖版 5) 표토하

(表土下) 30∼50㎝ 사이에서 모두 생토면(生土面)이 노출(露出)되었다.

퇴적층(堆積層)이 비교적(比較的) 두텁고 표면에 나타난 토양(土壤)의 색조(色調)가 

검은 색(色)을 많이 띄우는 남반부(南半部)에 대(對)해서는 보다 신중(愼重)한 방법(方

法)을 적용(適用)하기로 하 다. 그리하여 방격(方格)(Grid)법(法)을 써서 2×3㎡ 크기의 

방형(方形) 핏트로 구획(區劃)하고 각(各) 핏트의 사이에는 폭(幅) 50㎝의 굴제(掘堤)를 

남겨 두어 자연층위(自然層位)에 따른 토기(土器)의 변화상(變化相)을 추적(追跡)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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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圖版 3의 ③④⑤⑥, 5).

이와 같은 원칙(原則)으로 진행(進行)된 발굴(發掘)의 전과정(全過程)을 약기(略記)하

여 보면 다음과 같다(圖版 5).

① 유적(遺蹟)의 북편(北便)에서 남북(南北)으로 2×29㎡의 트렌치 Ⅰ, Ⅱ를 설정(設

定).

② 트렌치 Ⅰ, Ⅱ에 직교(直交)되면서 유적(遺蹟)의 자연경사면(自然傾斜面)를 따라서 

2×20㎡의 트렌치 Ⅲ-Ⅳ-Ⅴ를 설정(設定)하여 트렌치 Ⅰ, Ⅱ의 경우(境遇)도 그렇듯이 

인공층위(人工層位) 20㎝씩 제토(除土)하여 第Ⅱ∼Ⅲ층(層)에서 말하자면 표토하(表土

下) 40∼60㎝ 정도 내려가서 생토면(生土面)이 확인(確認)되었기 때문에 작업(作業)을 

마무리.

③ 트렌치 Ⅱ를 남(南)으로 연장(延長)하는 선(線)에 Ⅱ-1트렌치를 2×20㎡로 설정(設

定)하고 그 끝에 다시 직교(直交)되는 트렌치 Ⅵ을 2×18㎡로 설정

④ Ⅱ-1 트렌치의 남단(南端)에 이어서 방형(方形) 핏트를 구획(區劃)하여 나감.(E0S0, 

E0S1…)

⑤ 같은 방식(方式)으로 W0S1 W1S1 E1S1에 핏트를 구획(區劃)하고 E0S0, E0S1, E0S2, 

E0S3, W0S4, W1S5, W2S6, W0S3, W0S2, W1S4의 순(順)으로 역시(亦是) 굴제(掘堤)를 남

기고 인공층위(人工層位)에 따라서 제토(除土)하여 나감.

⑥ E0S8 지점(地點)에서 동서(東西)로 길게 4×2㎡의 장방형(長方形) 핏트를 넣어 포함

층(包含層)의 퇴적(堆積)된 범위(範圍)를 추적(追跡).

⑦ E1S4 핏트에서 W1S4핏트에 이르는 남측굴제(南側掘堤)를 자연층위(自然層位)에 따

라 제거(除去)하여 나갔는 바 원래(元來) 요(窯)가 있었으리라 추정(推定)되는 바닥면

(面)까지는 도합(都合) 7층(層)으로 나뉘어진다(圖版3의 ④, 6). 바닥면(面) 바로 위에는 

탄(炭)재, 소토(燒土) 등이 뒤범벅된 상태(狀態)로 굴제(掘堤)의 밑에 깔려 있었는데 이

로 판단(判斷)하건대 요(窯)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推定)된다.

⑧ E1S5 핏트의 바닥면(面)에서는 요(窯)에 부속(附屬)되는 화구(火口)로 추정(推定)

되는 부분(部分)이 확인(確認)됨(圖版 4의 ③④)

⑨ 유구(遺構)의 잔재(殘滓)는 E0S4∼E0S6, W0S4∼W0S6, W1S4∼W1S6 핏트 내(內)에 

걸쳐서 부분적(部分的)으로 남아 있고 잔구(殘構)의 동단(東端)에 연접(連接)하여 화구

(火口)로 추정(推定)되는 부분(部分)이 확인(確認)되었음은 전기(前記)한 바와 같다(圖版 

7)

 잔재(殘在)를 통하여 요(窯)의 개괄적(槪括的)인 성격(性格)을 파악하고 나서 발굴

작업(發掘作業)을 마무리함.

5. 유구(遺構)의 성격(性格) 및 잔구(殘構)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유구(遺構)가 남아 있지 않음은 사당초등학교(舍堂初等學校)

를 짓기 위(爲)하여 정지작업(整地作業)을 하는 공사과정(工事過程)에 그 직접적(直接

的)인 원인(原因)이 있었다. 발굴(發掘)을 통(通)하여 확인(確認)한 바에 의(依)하면 

E1S4핏트에서 W1S4핏트에 이르는 남측굴제(南側掘堤)의 토층단면도(土層斷面圖)에서 

보듯이(圖版 6) 표토(表土)를 제외(除外)한 第Ⅲ層까지가 불도저에 의(依)해 려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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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인 층(層)이며 그 이하(以下)가 자연적(自然的)인 퇴적층(堆積層)인 것이다. 따라서 발

굴(發掘)된 상당부분(相當部分)이 이미 어느 정도 깊이까지 교란(攪亂)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結果的)으로 원래(元來) 요(窯)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직접(直接) 확

인(確認)할 수 없었다. 단지 발굴(發掘)을 통(通)하여 간접적(間接的)으로 밝혀낸 바에 

의(依)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說明)할 수 있겠다.

① 요(窯)의 바닥은 생토면(生土面)을 자연(自然) 그대로 이용(利用)하고 있다. 유구

(遺構)의 잔흔(殘痕)이 노출(露出)된 그 밑이 생토면(生土面)이며 열(熱)을 받아 매우 단

단하게 되었는데 그 위에 토기편(土器片)과 탄(炭)재․소토(燒土) 등이 뒤범벅이 되어 

두텁게 뭉쳐져 있었다.(圖版 3의 ④, 4의 ①)

② 상기(上記)한 생토면(生土面)의 자연경사(自然傾斜)는 대략(大略) 17도(度)를 나타

내며 동서방향(東西方向)을 취(取)한다.9) 즉(卽) 요(窯)는 동(東)에서 서(西)를 향(向)하

여 경사(傾斜)져 올라가는 형상(形狀)으로 놓여 있고, 경사면(傾斜面)에 단(段)을 지운 

흔적(痕迹)은 발견(發見)되지 않았다. 즉(卽) 원래(原來)의 요(窯)는 구릉(丘陵)의 자연

경사면(自然傾斜面)을 별도(別途)의 처리(處理)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利用)하여 요

(窯)의 바닥으로 하고 요벽(窯壁)을 세웠으리라 추정(推定)된다.

③ 소토(燒土)와 탄(炭)재가 남아 있는 범위(範圍)로 보아 요(窯)의 규모(規模)는 대체

(大體)로 4.5×0.7㎡정도(程度)일 것으로 판단(判斷)되며 하나 이상(以上) 여러개(個)의 

요(窯)가 집(密集)되어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④요(窯)의 외부형태(外部形態)는 전(全)혀 알 수 없으나 소토(燒土)가 남아 있는 잔

구(殘構)의 규모(規模)로 보아 그리 크거나 높거나 하지 않은 낮고 작은 터널모양을 가

졌을 것으로 추정(推定)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정(推定)을 일본수혜기요(日本須惠器

窯)를 복원(復元)시킨 형태에서 비교(比較)해 볼 수 있다.10)

⑤ 요(窯)의 동편(東便), 환언(換言)하여 경사면(傾斜面)의 아래쪽, 바람이 불어 올라

오는 곳에 화구(火口)(분구(焚口))가 위치(位置)하고 연통구(煙筒口)는 서편(西便)에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잔구(殘構)가 나타난 동편(東便)에서 화구(火口)에 해당(該當)되는 

구조(構造)가 발견(發見)되었는데 비록 파괴(破壞)되어 있으나 점토(粘土)를 두터웁게 

발라서 반구상(半球狀)으로 쌓아 올렸음을 알 수 있으며 대략(大略) 그 규모(規模)는 직

경(直徑) 1.6m 잔고(殘高) 0.6m 두께 20㎝를 나타낸다.

6. 출토유물(出土遺物)

발굴(發掘)을 통(通)하여 수습(收拾)한 유물(遺物)의 총량(總量)은 원형토기(元形土器) 

4점(點)을 비롯하여 각종파편(各種破片)을 합(合)하면 수천점이상(數千點以上)이 될 것

으로 추산(推算)된다. 기형(器形)에 따라서 나누어 본다면 대체(大體)로 개(蓋)․완(

盌)․배(杯)․호(壺)․병(甁)․반(盤)․증(甑) 및 와등(瓦等)이 있으며 개(蓋)․완(盌)․

호(壺)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태토(胎土)의 성분(成分)이나 소성도(燒成度)에 의

9) 日本의 須惠器窯의 發掘結果를 보면 火口部의 傾斜는 2∼5°, 燃燒部는 15∼20°를 보인다.

  大阪府敎育委員會, 1976, 陶邑 Ⅰ 大阪府文化財調査報告書 28輯.

10) 上揭書, (本文編) p.p 233∼237 pl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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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하여 구분(區分)하면 정선(精選)된 태토(胎土)를 가진 경질토기(硬質土器), 비교적

(比較的) 고른 성분(成分)의 와질(瓦質) 및 조잡(粗雜)한 연질토기(軟質土器)의 3種으로 

대별(大別)할 수 있다. 이들이 나타내는 색조(色調)를 보건대 경질토기(硬質土器)가 주

(主)로 회색(灰色) 혹(或)은 회청색(灰靑色)을 보이며 와질토기(瓦質土器)는 갈색(褐色)

이나 회갈색(灰褐色)을 나타내는 반면(反面) 연질토기(軟質土器)는 암갈색(暗褐色)을 보

인다.

이제 이들을 서술(敍述)함에 있어 특징적(特徵的)이거나 기형(器形)이 완호(完好)한 

예(例)들을 우선적(于先的)으로 다루고 나머지는 계통(系統)에 따라서 일괄(一括) 기술

(記述)하고자 한다.

Ⅰ. 경질토기(硬質土器)

대체(大體)로 청회색(靑灰色)을 띄는 것이 주류(主流)이지만 회색(灰色)이나 회갈색

(灰褐色) 혹(或)은 흑청색(黑淸色)을 보이는 것도 섞여 있다. 태토(胎土)는 정량질(精良

質)의 점토(粘土)와 사립(砂粒)이 섞은 도(密屠)높은 성분(成分)이며 소성후(燒成後) 

기벽내부(器壁內部)의 色은 진한 고동색을 보인다. 기표(器表)와 내벽(內壁)은 매우 단

단하게 구어져서 매끄럽기까지 하며 간혹(間或) 고온하(高溫下)에서 형성(形成)된 자연

유막(自然釉膜)이나 록유막(綠釉膜)을 발견(發見)할 수 있다. 소성시(燒成時) 1000℃를 

훨씬 상회(上廻)하는 고온(高溫)의 환원염(還元焰)에서 구어졌기 때문에 기벽(器壁)의 

경도(硬度)가 매우 높으며 두드리면 금속성(金屬聲)을 내는 □기(□器)에 해당(該當)되

는 예(例)가 대부분(大部分)이다. 이들은 기형(器形)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가지의 종류

(種類)로 나뉠 수 있다. 즉(卽) 완(盌)(혹(或)은 배(杯))과 개(蓋), 호(壺) 및 개(盖), 광

구반류(廣口盤類) 증(甑)등등(等等)이다. 이들은 또 각기(各其) 특징적(特徵的)인 형태

(形態)와 문양(文樣)을 갖는데 다음에서 각각(各各) 별도(別途)로 설명(說明)하고자 한

다.

A. 호형토기(壺形土器)

① 평저단경호(平底短頸壺)(圖版 8의 ①, 11의 ①)

구경(口徑) 11.4㎝ 동체경(胴體徑) 26㎝ 저경(底徑) 19.4㎝ 고(高) 21.5㎝ 두께 0.5∼

0.8㎝

기표면(器表面)은 연한 회갈색(灰褐色)을 띄우며 목의 일부(一部)와 동체(胴體) 상단

(上端)에 불규칙적(不規則的)으로 녹유(綠釉)가 발려져 있다.

고열(高熱)에 구운 탓으로 기질(器質)이 매우 강(强)해서 금속성(金屬聲)을 낼 정도

(程度)이나 표면(表面)은 부식(腐蝕)이 심(甚)한 편(便)이다. 기형 자체(器形 自體)는 상

당(相當)히 일그러져 있으나 대체(大體)로 복부(腹部)가 툭 튀어 나오고 약간(若干) 들

린 평평(平平)한 바닥을 가진다. 표면(表面)의 일부(一部)와 내벽(內壁)에 성형시(成形

時) 두들겨서 생긴 타인선열문(打印線列文)이 남아 있고 견(肩)의 상단(上端) 및 동체중

앙(胴體中央)에 2조(條)의 심선대(沈線帶)가 남아 있다. 넓은 동체(胴體)에 비(比)하여 

극(極)히 짧아진 목은 곧바로 올라가다가 경미(輕微)하게 외반(外反)되었으며 다시 곧추 

선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구연부(口緣部)의 모습을 한 파편(破片)이 비교적(比較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성형수법(成形手法)은 고졸(古拙)한 면(面)을 보이지만 특징적(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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徵的)인 구연부(口緣部)의 형태(形態)는 이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음을 방증(傍證)한다. 

고열(高熱)로 구어서 표면(表面)에는 갈라진 부분(部分)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매우 매끄

러운 편(便)이다. 기저부(器底部)에 굵은 석립(石粒)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소성시

(燒成時) 바닥은 생토면(生土面)을 그대로 이용(利用)한 듯한다. E0S4 핏트 포함층(包含

層) 출토(出土).

② 원저단경호(圓底短頸壺)(圖版 8의 ②, 11의 ②)

구경(口徑) 11㎝ 동체경(胴體徑) 22.8㎝ 저경(底徑) 9.4㎝ 고(高) 26.5㎝ 두께 0.85㎝ 

기형(器形)이 약간(若干) 일그러지기는 하 지만 선(線)이 완만(緩慢)한 난형(卵形)에 

가까운 구형(球形)의 동체(胴體)에 구진(口唇)이 외반(外反)된 짧은 목과 들림바닥을 가

지고 있다. 표면(表面)과 내벽(內壁)에는 기벽(器壁)을 단단히 하기 爲하여 두드린 데서 

생(生)긴 불규칙(不規則)한 심선문(沈線文)이 치 (緻密)하게 채워져 있고 표면(表面)의 

견부(肩部)와 동체부(胴體部) 중앙(中央)에 2조(條)의 평행심선대(平行沈線帶)가 횡주

(橫走)하고 있다. 기표(器表)와 경(頸)의 내측벽(內側壁)에는 소성시(燒成時) 고열처리

(高熱處理)를 한 탓으로 매끄러운 자연유막(自然釉膜)이 형성(形成)되어 있으나 불순물

(不純物)이 붙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比較的) 거칠은 편(便)이며 파열(破裂)된 틈을 가

지고 있다. 횡주심선대(橫走沈線帶 自體는 심선문(沈線文)을 두드린 후(後)에 최종적(最

終的)으로 시문(施文)한 것으로 판단(判斷)된다. 기표(器表)는 대체(大體)로 회색(灰色)

을 띄우고 있으나, 부분적(部分的)으로 흑색(黑色)이나 갈색(褐色)을 보이기도 한다. 후

술(後述)할 병(甁)과 함께 요(窯)의 바닥면(面)에서 탄(炭)재 소토등(燒土等)에 섞여서 

출토(出土)되었다.(圖版 4의 ②). 기형(器形)으로 보아 백제토기(百濟土器)를 연상(聯想)

시키며 문양(文樣)을 타날(打捺)한 방법등(方法等)에서 비교적(比較的) 고식(古式)에 속

(屬)에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태부장경병(台附長頸甁)(圖版 8의 ⑤, 11의 ③)

구경(口徑) 17㎝ 동체최대경(胴體最大徑) 24.8㎝, 경경(頸徑) 8.7㎝ 저경(底徑) 13.4㎝ 

고(高) 23.2㎝(태(台) 2㎝, 동체(胴體) 11.6㎝ 경고(頸高) 11.4㎝) 두께 1.0∼1.5㎝

기벽내부(器壁內部)는 회흑색(灰黑色)이지만 기표(器表)와 내부(內部)는 연한 회갈색

(灰褐色)∼갈색(褐色)을 보인다. 바닥에 얕은 굽이 달려 있고 굽에는 횡주(橫走)하는 2

행(行)의 심선(沈線)이 새겨졌다. 약간(若干) 둥그스럼한 바닥에서 퍼져 올라간 동체부

(胴體部)는 중앙(中央)에 이르러 최고(最高)로 불 다가 다시 좁아 들어 일견(一見)하기

에 동체부(胴體部)만은 상하좌우(上下左右)가 대칭(對稱)된다고 할 수 있다. 기(器)의 전

형(全形)으로 보아 좁아든 동체부(胴體部)는 축약(縮約)된 원통장(圓筒狀)의 경(頸)으로 

이어졌다가 구록부(口綠部)는 심(甚)히 외반(外反)하여 육조자기(六朝磁器)에 보이는 아

가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와 동일(同一)한 모형(模型)의 토기병(土器甁)이 국립경주

박물관(國立慶州博物館)에 소장(所藏)11)되어 있다.

꼭 같은 기형(器形)이나 시문(施文)된 문양(文樣)에서 차이(差異)를 보이고 있다. 경주

박물관소장품(慶州博物館所藏品)이 철저하게 압인(押印)한 인화문계통(印花文系統)의 시

문수법(施文手法)을 보이는 데에 반(反)해서 이곳 출토품(出土品)은 기벽(器壁)을 두드

려서 생(生)긴 타날집선문(打捺集線文)과 경부(頸部) 및 구록부(口綠部)의 주위(周圍)에 

11) 秦弘燮, 1974, 土器․土隅․瓦塼 韓國美術全集 3 pl. 70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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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겨진 파장심선문수법(波狀沈線文手法)임이 다르다. 파장선문(波狀線文)의 사이사이와 

동체부(胴體部)에 각기(各其) 구획(區劃)을 목적(目的)으로 한 1∼2조(條)의 횡주심선

(橫走沈線)이 새겨진 것이 고작이며, 동체하단(胴體下端)과 기내벽(器內壁)에는 主로 상

하방향(上下方向)으로 집선문(集線文)이 새겨져 있음이 주목(注目)된다. 전기(前記)한 

경주박물관소장(慶州博物館所藏) 병(甁)은 신라통일기(新羅統一期)의 장골용(蔣骨用) 골

호(骨壺)의 일종(一種)이라고 간과(看過)하고 있으나 이것은 일상용구(日常用具)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겠다.

호형토기(壺形土器)는 크게 평저(平底)(或은 圓底)단경호(短頸壺)와 태부장경병(台附

長頸甁)으로 나눌 수 있다.

평저단경호(平底短頸壺)를 보면 바닥은 납작한 평저(平底)이거나(圖版 11의 ①) 若干 

들린 들림바닥 혹(或)은 극소수(極少數)이지만 원저(圓低)에 가까운 바닥이(圖版 14의 

⑤)있다. 동체(胴體)는 위로 올라가면서 배가 점차(漸次)로 불 다가 다시 좁아지는 형

태(形態)에 짧은 목이 달린다. 여기에 가장 많은 변화(變化)를 보이는 부분(部分)으로는 

구연부(口緣部) 및 구진(口唇)의 모습인데 직립(直立)하고 있는 것(圖版 14의 ④), 내경

(內傾)한 것(圖版 13의 ), 외반(外反)한 것이 가장 많으며(圖版 13) 간혹 내측(內側)으

로 턱이 진 것(圖版 13의 ④, ⑤)도 보인다. 이들은 대개소문(大槪素文)이거나, 구연부

(口緣部)에 국한(局限)하여 파장선문(波狀線文)이 시문(施文)되거나, 아니면 심선대(沈線

帶)로 공간(空間)을 메꾸는 정도(程度)에 그친다.

태부유경병(台附有頸甁)의 경우(境遇), 태족(台足)의 쇠퇴화경향(衰退化傾向)에 따라

서 極히 형식적(形式的)인 얕은 굽을 가지고 있다. 굽 자체(自體)는 그릇을 기능적(機能

的)으로 받치는 데에만 효력(效力)을 보일 정도(程度)로 축소판(縮小版)이기는 하지만

(圖版 11의 ③) 전시대(前時代)에 유행(流行)한 투창(透窓)의 전통(傳統)이 희미하게나

마 남아 있어(圖版 13의 ) 그 소멸(消滅)의 경과(經過)를 보여주기도 한다. 태부유경

병(台附有頸甁)에는 장경호(長頸壺)(병(甁))와 단경소호(短頸小壺)(圖版 14의 3)가 있는

데, 후자(後者)의 경우(境遇)를 보면 직립(直立)된 짧은 목과 툭 불거진 견부(肩部)는 일

견(一見)하기에 국립중앙박물관장(國立中央博物館藏)의 록유골호(綠釉骨壺)12)를 연상(聯

想)시킨다. 비록 태부(台部)와 파수(把手)는 파손(破損)되었으며 소박(素朴)한 점열문(点

列文)으로 시문(施文)되어 차이(差異)를 보이기는 하지만 제작의도(製作意圖)에서 공통

점(共通點)을 發見할 수 있다.

상술(上述)한 외(外)에도 기형(器形)의 전체적(全體的)인 모습은 알 수 없으나 삼국시

대(三國時代) 신라(新羅)에서 유행(流行)했던 장식동물문호편(裝飾動物文壺片)(圖版 8의 

⑥) 및 명문호(銘文壺)의 존재(圖版 15)가 주목(注目)된다.

B. 완형토기(盌形土器) 및 개(蓋)

① 무문완(無文盌)(圖版 9의 ⑥, 12의 ⑧)

구경(口徑) 15.6㎝ 고(高) 6.2㎝ 두께 0.3∼0.5㎝ 구연(口緣)의 일부(一部)만 깨어진 채

로 Ⅵ 트렌치에서 출토(出土)된 평저(平底)에 가까운 바닥을 가진 완(盌)이다. 구진(口

唇)은 약간(若干) 외반(外反)되었고, 동체(胴體)로 내려가면서 점차(漸次)로 좁아들며 기

벽(器壁)은 녹로흔(轆轤痕)이 남아 울퉁불퉁한 단면(斷面)을 보인다. 회색(灰色) 띄우는 

정선(精選)된 태토(胎土)에 소성도(燒成度)는 그리 높지 않으며 바닥에는 구울 때 놓인 

12) 上揭書 pl. 71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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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인 승석문(繩蓆文)과 함께 y자(字)가 새겨져 있어 이채(異彩)롭다.(圖版 10의 ①)

완형토기(盌形土器)에는 평저(平底)나 (圖版 12의 ⑧) 원저(圓底)의 (圖版 12의 ⑨) 

배형기, 얕은 굽이 달린 완형(盌形)(圖版 12의 , ) 혹은 평저발(平底鉢)((圖版 12의 

) 등이 있다. 이들은 대개 구연부(口緣部) 가까운 동체(胴體)의 상단(上端)에 심선(沈

線)으로 구획을 하여 1단(圖版 12의 ) 혹은 2잔 이상(圖版 12의 ) 각종문양(各種文

樣)을 새기거나(심선(沈線)) 찍는다(압인(押印)). 시문(施文)되는 문양(文樣)의 종류(種

類)로는 점열문(点列文)(圖版 12의 ③), 연판문(蓮瓣文)(圖版 12의 ⑤, , ), 선상점열

문(扇狀点列文)(圖版 12의 ②, 16의 ⑨, ), 권원문(圈圓文)(圖版 12의 ⑥, 16의 ①, ②) 

및 인화문각종(印花文各種)(圖版 16의 상단(上端) 2열) 그리고 이들의 복합문양(複合文

樣)등(圖版 12의 )이다. 이들은 완(盌)의 직경(直徑)이 12㎝∼21㎝ 혹은 그 이상(以上)

되는 각양각색(各樣各色)의 형태(形態)를 가지며 대개(大槪) ㎝에 시문(施文)되는 문양

(文樣)과 동류(同類)의 문양(文樣)을 가진 개(蓋)를 동반(同伴)한다.

㎝에 수반(隨伴)되는 개(蓋)는 그 꼭지의 모양에 따라 크게 2분(分)될 수 있다. 하나

는 태(台)를 뒤집어 놓은 역태족형(逆台足形)꼭지(圖版 12의 ③, ④, ⑤, ⑥)이며 다른 

하나는 보주형(寶珠形)꼭지(圖版 12의 ②)이다. 대체로 태족형(台足形)꼭지가 달린 것이 

수(數)와 량(量)에 있어서 우위(優位)를 차지하지만 보주형꼭지를 가진 예(例)들도 비중

(比重)이 적지 않다.

완(盌)의 기벽내면(器壁內面)이나 바닥면(面)에는 제작시(製作時) 녹로(轆轤)를 사용

(使用)하 던 흔적(痕迹)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圖版 10의 ③, ④에서 보면 녹로(轆

轤)를 시계방향(時計方向)과 반대로 돌렸음을 발견(發見)할 수 있다.

Ⅱ. 와질토기(瓦質土器)

경질계토기(硬質系土器)에 비(比)하여 경도(硬度)가 낮고 소성도(燒成度)도 훨씬 낮은 

편(便)이다. 후술(後述)할 연질토기(軟質土器)에 비해서 견도(堅度)는 높은 편이나 태토

(胎土)의 성분등(成分等)이 비교적 고르지 못하며 색조(色調)는 주로 회색(灰色)이나 회

갈색(灰褐色)을 띄운다. 기형(器形)으로는 완(盌), 개(蓋)(圖版 12의 ⑦) 혹은 반(盤)(圖

版 14의 ⑦, ⑧) 증(甑)(圖版 14의 ⑨) 대호(大壺)(圖版 14의 ⑥)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연질토기(軟質土器)와 마찬가지로 수적(數的)으로나 양(量)에 있어 경질토기(硬質土器)

보다 훨씬 약세(弱勢)를 보인다. 이들은 문양(文樣)을 가지지 않은 것이 다수(多數)이며 

간단(簡單)한 표면처리(表面處理)의 흔적(痕迹)을 보이거나 복합문양(複合文樣)을 가지

는 예도 소수(少數) 포함(包含)되어 있다.

Ⅲ. 연질토기(軟質土器)

갈색(褐色)․흑갈색(黑褐色) 혹은 황갈색(黃褐色)을 띄우면 견도(堅度)가 매우 낮아 

손톱으로 그어서 힐 정도(程度)이다. 태토(胎土)에는 굵은 사립(砂粒)이 다량(多量) 섞

이어 있고 치 (緻密)하지 못한 느낌을 준다. 비교적(比較的) 낮은 화도(火度)에서 구어

졌으며 기벽내외(器壁內外)의 색(色)이 고르지 못하며 검게 그을은 파편(破片)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수적(數的)으로 제일 적으며 기형(器形)도 완(盌)․발형(鉢形)으로 국한

(局限)되어 있는 듯하나 간혹 호형(壺形)도 나타난다. 토기자체(土器自體)의 기능(機能)

158



- 10 -

으로 보아 저장용(貯藏用)으로 보다는 조리용(調理用)으로 많이 씌 을 것으로 판단(判

斷)된다.

Ⅳ. 유명토기편(有銘土器片)

발굴(發掘)된 유물(遺物) 중(中) 명문(銘文)이 새겨진 토기파편(土器破片)이 있어 흥미

로운데, 이와 같은 명문이 신라(新羅)의 것으로는 알려진 예가 전무(全無)하기 때문에 

더욱 자료로서의 가치(價値)가 배가(倍加)된다.

①유경대호편(有頸大壺片)(圖版 15의 ①,②,③)

회흑색(灰黑色)을 띄는 경질토기(硬質土器)의 기표(器表)에는 녹로(轆轤)자국이 역력

히 남아 있고 기질(器質)은 견치(堅緻)한 편(便)이다. 경부(頸部)라고 추정(推定)되는 표

면상(表面上)에 끝이 뭉툭한 도구(道具)를 사용하여 해서체(楷書體)로 새겨 내려간 자

를 판독(判讀)하면 다음과 같다.(圖版 15의 ③)

□□縣器村 何支爲□□

□□현기촌 하지위□□

이 지방(地方)에 해당되는 현(縣)은 긍천현(矜川縣)이거나 광주(廣州) 과천(果川) 중

(中) 어느 하나일 터이나 현명(顯名)의 둘쨋자가 마지막 획(劃)이 산자(山字)의 말획(末

劃)같기도 해서 알 수 없다. 다음 자는 일자(一字)냐 이자(二字)냐가 문제인데 이자라

면 기촌(器村)이라고 읽을 수 있겠으며 만일 이것이 정독(正讀)일진대 이는 이 지역일대

(地域一帶)가 당시(當時)의 대규모(大規模) 토기생산지(土器生産地) 음을 말해주고 있

는 것이라 하겠다. 하기(何支)는 사람이름으로 추정(推定)되며 위자이하부분(爲字以下部

分)은 깨어져 알 수 없다. 각자(各字)의 크기는 2.5㎝정도이며 필력(筆力)도 좋고 또 도

공(陶工)의 씨로는 잘 쓴 편이라 하겠다. 자는 육자(六字)를 상하(上下)로 써내려갔

으며 자의 폭(幅)은 상하(上下)보다 좌우로 넓은 편이다. 이 자가 새겨지 대호편(大

壺片)은 목부분인데 후원직경(後原直徑)만도 30㎝를 훨씬 넘으며 그릇의 두께가 2㎝나 

되는 초대형(超大型)의 것이다.

②소호편(小壺片)(圖版 15의 ④,⑤,⑥)

회갈색경질토기소호(灰褐色硬質土器小壺)의 경부(頸部)에 해서체(楷書體)의 흘림자로 

성음(性音)이라고 새겼다. 성음은 인명(人名)으로 생각되며 자로 보아서는 기촌운운명

(器村云云銘)보다 세련된 편(便)이다.

그릇두께 0.6㎝

자크기 1.3㎝ 내외

7. 후언(後言)

이 약보(略報)는 발굴전말보고(發掘顚末報告)를 위한 예보(豫報)이며 토기형식(土器形

式)․편년(編年) 등 자세한 것은 정식보고서(正式報告書)에서 다루기로 한다. 다만 한두

가지 문제(問題)를 지적한다면 첫째는 연대문제(年代問題)이다. 토기(土器)에 보이는 가

장 현저한 특징(特徵)으로 고배(高杯)가 없는 점과 유경호(有頸壺)에 장경호(長頸壺)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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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보이지 않으며 단경호(短頸壺)에서도 태족(台足))이 있는 예(豫)가 극소수이라는 

점(點)이다. 이는 말하자면 태부유경호류(台附有頸壺類)의 소멸(消滅)을 말해주는 것이

며 그것과 관계없이 병(甁)이라는 형태(形態)가 증가(增加)한다. 토기(土器)에 장식(裝

飾)되는 무늬를 보아도 여기에서는 무늬를 개기지 않거나 인화문계통(印花文系統)을 타

날(打捺)하는 예(例)가 대부분이다. 다만 일편(一片)의 동물문장식(動物文裝飾)(쌍사(雙

蛇)) 토기편(土器片)이 있지만 무어라 말하기 곤란(困難)한 것이다. 따라서 이곳의 토기

양상(土器樣相)으로 보아 장경호류(長頸壺類)가 소멸(消滅)하고 소발(小鉢)․유개소완

(有蓋小盌) 등 골호(骨壺)로 사용되는 용기류(容器類)의 생산(生産)이 증가(增加)되는 

시기 즉 8세기(世紀) 무렵에 속하는 지방요(地方窯)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13)

두 번째 문제(問題)는 요(窯)에 관한 것이다. 구조(構造)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무

어라 결론(結論)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자연경사(自然傾

斜)를 이용하여 설치(設置)된 터널형(形)의 등요(登窯)로서 그 구조(構造)는 일본(日本)

에서 보고(報告)되는 수혜기요(須惠器窯)의 구조와 기본적(基本的)으로 통(通)하는 것으

로 본다.14) 1977年 가을에 도로정지공사(道路整地工事)를 하던 중 우연히 발견된 경주

(慶州) 동방리요(東方里窯)를 실사(實査)해 본 결과(結果) 그것은 니토벽(泥土壁)으로 

쌓아올린 돔(Dome)장(壯)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전체(全體)의 모습이 드러나기까지는 

확언할 수 없지만 그 모습은 역시 신라토기(新羅土器)의 모조품(模造品)을 만들어 내는 

경주동방요(慶州東方窯)(圖版 20)의 그것과 닮았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예비조사시(豫備

調査時) 확인(確認)한 바에 의하면 길이 40㎝나 되는 커다란 평와(平瓦)가 다량(多量) 

수습(收拾)되었다15)하니 와요지(瓦窯址)로서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질 터이기는 하다.

이번 발굴(發掘)을 통(通)하여 요(窯)의 잔구일부(殘構一部)와 통일신라기(統一新羅

期)의 풍부한 토기자료(土器資料)를 얻은 것은 이후(以後)의 연구(硏究)를 위한 큰 수확

이라고 하겠다.

13) 金元龍, 1960, 新羅土器의 硏究, 國立博物館叢書 甲第四 p.15

14) 田中 琢 田邊昭三, 1977, 須惠器, 日本陶磁全集 4 pp. 48∼49

15) 國立慶州博物館 韓炳三館長의 敎示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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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1 舍堂洞窯址 隣近交通圖(矢表部分이 遺蹟址임)

       사당동요지 인근교통도(시표부분이 유적지임)     

161



- 13 -

① 원경(遠景)(동(東)에서)         

  ② 원경(遠景)(남(南)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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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경(遠景)(북(北)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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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근경(近景)(남(南)에서)

⑤ 원상(遠狀)(남(南)에서)  

         ⑥ 원상(遠狀)(동(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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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2 발굴전광경(發掘前光景)

① 발굴착수후(發掘着手後)     

     

 ② 평저단경호(平底短頸壺) 출토상태(出土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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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핏트 부분광경(部分光景)      

   

 ④ 토층(土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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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저면(底面)                     

 

 ⑥ 굴제(掘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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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3 발굴착수후광경(發掘着手後光景)

① 바닥면(面)소토(燒土)(남(南)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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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바닥면토기편출토상태(土器片出土狀態(서에서)

③ 바닥면과 화구(火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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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화구세부(火口細部)

圖版 4 바닥면 유물출토상황(遺物出土狀況

圖版 5 발굴현상도(發掘現狀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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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6 토층단면도(土層斷面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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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7 바닥면상태실측도(바닥面狀態實測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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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저단경호(平底短頸壺)        ② 원저단경호(圓底短頸壺)

③ 호개(壺蓋)

 

                  

 ④ 태부소호(台附小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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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태부장경병(台附長頸甁)        ⑥ 동물문호편(動物文壺片)

⑦ 단경호편(短頸壺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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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8 출토유물사진(出土遺物寫眞)(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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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9 出土遺物寫眞(2)

 

 
 
 

① 저면(底面)          

② 투창(透窓)있는 태족(台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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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호편(壺片)                

    

④ 내부녹로흔(內部록로痕)
 

⑤ ④의 탁본(拓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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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10 토기표면처리(土器表面處理)
 
 
 

① 평저단경호(平底短頸壺)
 

② 원저단경호(圓底短頸壺)
 

③ 대부장경병(臺附長頸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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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11 출토유물 실측도(出土遺物 實測圖)(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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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12 출토유물 실측도(出土遺物 實測圖)(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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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圖版 13 출토유물 실측도(出土遺物 實測圖)(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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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圖版 14 출토유물 실측도(出土遺物 實測圖)(4)

① 복합문개편(複合文蓋片)  ② 인화문완편(印花文완片)  ③ 대부소호편(臺附小壺片)
④ 단경호편(短頸壺片)      ⑥ 호편(壺片)
⑤ 들림바닥 
⑦ 광구반(廣口盤)
⑧ 반저부편(盤底部片)      ⑨ 증편(甑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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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15 유명 토기편(有名 土器片)
 
① 유경대호편(有頸大壺片)
② 명문세부(銘文細部)                       ③ 탁본(拓本)
④ 소호편(小壺片)        ⑤ 탁본(拓本)      ⑥ 명문세부(銘文細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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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圖版 16 문양(文樣) 각종(各種)(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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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圖版 17 문양(文樣) 각종(各種)(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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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18 표식 각종(表識 各種)

①호(壺)  

                                

 ② 호(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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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완(완) 

      

 ④ 완개(완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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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완개(완蓋)      

  

 

 
 ⑥ 완저(완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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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19 신라와요(新羅瓦窯) 및 수혜기요(須惠器窯)현대요(現代窯)

① 경주 동방리 와요지(상하)(慶州 東方里 瓦窯址(上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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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읍요(수혜기, 1977)(陶邑窯(須惠器, 1977))

 

③ 수혜기요(수혜기, 1977)(須惠器窯(須惠器,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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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주모조신라토기요(慶州模造新羅土器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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