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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중도식」토기가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된 데에는 중도유적의 발굴조사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중부지역 각지에서「중도식」토기문화의 유적이 연이어 발굴조사 됨으로써

영남지역의 이른바「와질토기」와 그 내용을 달리하는 토기문화라는 인식이 정착됨과 함

께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대상으로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이를 다룬 연구논문도 적지

않게 발표되어 제한적이나마「중도식」토기문화의 성격을가늠할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요즘의 경향으로서, 최근의 발굴조사는 취락을 이루는 대규모 유적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그로부터 적지 않은 양의 토기를 포함한 고고학자료가 축적되게 되었

지만 이제까지 연구자들이 제시한 연구분석은 이를 충분히 소화해 내고 있다고는 보여지

지 않는다. 오히려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욱 늘어가기만 하고 있으며 그 중

에 토기를 중심으로 한 연구, 분석의 경우는 특히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이 필자

나름의 소견이다. 이러한 혼란의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고고학연구의 가장 기본적

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편년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고고학자료의 공간

적 분포상의 특징(지역성)에 대하여서도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다는데 있는 것이 아닌

가 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본고는 오늘날폭증일로를 걷고 있는 자료를적절하고도 합리적으로 설명, 납득시킬 수

있는 틀이 부재하다는 입장에 서서 그 해결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 의하여 쓴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상대편년에 한정시킨 내용이기는 하지만, 지역성까지 파악

가능한 새로운 토기 편년안의 수립을 위한 토기형식분류의 방향모색이라는 목적의식 하

에 기존의 형식 분류안을 재검토함으로써 이들이 갖는 긍정적 의미를 재음미함과 동시에

그 속에 내포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형식분류방안이 필자의 연구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영동지역에서 출토된 토기를 대상으로 약간의 검증도해 보고자 한다. 

Ⅱ. 연구사에 대한재검토

중도식토기문화를 대상으로 발표된 연구논문은 많지만 본고의 집필목적에 따라 토기

의 형식분류를 시도한 것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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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순발의 형식분류안1 )

중도식토기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던 시기에 발표되어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

적인 상대편년안으로 평가받았으며 발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도식토기연구에 매

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금까지 제시된 형식분류안 중에 가장 많은-아마 대부분의-

연구자들에게 수용되고 있음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에

대한 재검토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박순발의 형식분류안의 골자를정리해보면 다음과같다.

그는「토기 분류방법은 위계적 분류방식의 일종인“유형-유-형”분류체계」2 )라고 밝히

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토기형식분류에 중심을 이루며 본 검토의 핵심이 되는 것은

「제작기술의 계통 또는 토기의 기능에 따라 선택적으로 채용되는 기술전통」인 3가지의

기술적‘유형’-「경질무문토기」,「타날문토기」,「회(흑)색무문양토기」-인데 여기에「세

부기종」의 일부 속성(구연부의 형태)이 보조적으로 검증에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세 가지 기술적 유형- 「경질무문토기」,「타날문토기」,「회(흑)색무문양토기」-의 출토상

에서 보이는상대빈도의 차이가시기적인 선후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1) 박순발, 1989a, 『한강유역백제토기의변천과몽촌토성의성격에대한일고찰』, 서울대학교석사학위청구논문

박순발, 1989b, 「한강유역원삼국시대의토기의양상과변천」,『한국고고학보』2 3

박순발, 1998, 『백제국가의형성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청구논문

2) 박순발, 1989b, 전게서, p23

그림1. 박순발과 D e e t z의출토빈도변천도

가) 박순발의유적순서배열도 나) Deetz의형식출토빈도변천도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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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발이 제시한 상대빈도에 의한 유적순서배열도(그림1 가)3 )는, 1980년대 전반기 한

국고고학계에 소개되어 알려지게 된 발생순서배열법의 출현빈도 변천도(그림1 나)4 )와

유사한 이미지를 띠고 있음으로 해서 이에 대한 적절한 검증 없이 연구자들로부터 유효

한 토기편년안으로 인정받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며 또한 그의 가설의 타당성에 대

한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된다. 따라서 그의 가설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작업은 바로 이 유

적순서배열도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분명히「모든 유물(형식)이 일정 시점에 일단 나타나면 점차로 그 유행도가 증가하여

최고조에 달한 후 다시 기울어져서 결국 사라지기」5 )는 하지만 모든 유물(형식)의 상대편

년에 이 출현빈도 변천도가 채용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유물(형식)의 빈도차가 반영하

는 것은 시간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기능·용도에 기인한 각 유물사용자의 필요내용이라

든가 지역특색 등과 같은 다른 측면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

문에 시간의 흐름 이외의 다른 요소들이 배제되었거나 적어도 문제시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확보된 경우-가령 묘비석6 )과 같은-가 아니라면 유물(형식)의 빈도차를 바로 상

대편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박순발의 유적순서배열도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도 인정하고 있듯이 각「기술적 유형」

은 기능, 용도에 따라 분류된 기종에 따라 선택적으로 채택(제작·사용)되고 있다7 ). 즉

「경질무문토기」,「타날문토기」등은 사용목적에 따라 기종을 달리하여 제작되었으므로 당

시 사용자의 필요내용에 따라 사용기종의 구성내용을 달리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는 바로 그의「기술적 유형」의 상대빈도차에 영향을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그

의 유적순서 배열도는 시간의흐름만을 반영한것이 아니게된다. 

그의 유적순서 배열도는 추측하건데, 보다 더 늦은 시기가 되면「경질무문토기」가 소멸

되고「타날문토기」만 제작되며 또한「타날문토기」의 출현 보다 늦은 어느 시기부터 이른

바 타날시문「심발형토기」가 출현하여「외반구연옹」등을 대체하여 간다는 경험적 지식

에 기초하여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특정기종의 대체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

는「심발형토기」군 출현이라는 사실은 토기를 통한 생활상 복원에 있어 적지 않은 의미

3) 박순발, 1989b, 전게서, p38

4) James Deetz, 1967, 『Invitation to Archaeology』, p29

5) 이희준, 1984, 「한국고고학편년연구의몇가지문제-상대편년을중심으로-」,『한국고고학보』16, p37

6 ) 橫山浩一, 1 9 8 5 ,「型式論」,『岩波講座日本考古學1 -硏究の方法-』(신판), pp60∼6 1

7) 박순발, 1989b, 전게서,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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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질 수 있으며 실제 상대편년을 하는 데에 있어서매우 중요한단서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기술유형」에 따른 유적순서 배열도에는 이「심발형토기」의 출현이라는 사실

이 불분명하게 되어 버리고 만다.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8 )은 그의 유적순서 배열도에는 지역차(지역

성·지역색)를 파악할 수 있는 방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시간의 흐름을 반영

한다고 해석되는 토기기술유형의 상대빈도만이 존재할 뿐으로 지역차가 시간차와 함께

그의 상대빈도에 반영될 개연성에 대한 고려는그의 가설에서 찾아 볼 수가 없다9 )

박순발은 상대빈도에 따른 유적순서 배열도와 더불어 각 기종별로도 일부 속성(특히

구연부의 형태)의 형식분류를 통하여 그의 상대편년안 검증을 시도하였다(표 1, 2, 그림

2 )1 0 ). 만약 그가 구연부의 형태에 의하여 분류한 형식조열(型式組列1 1 )이 토기의 형식변

천-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유적순서 배열도와 높은 상

관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유적순서 배열도는 시간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말

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경질무문토기」「외반구연호」의 구연형태의 변천을 나타낸 표1을

보게 되면 A, B형 이외의구연형태도 출토되고 있다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A형의 경우

초기부터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존속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하천리 2호 주거지를 제외

하면 다른 모든 주거지에서는 A형과B형이같이 공반하고 있다1 2 ). 그런데 문제로되는 것

은 A, B형 모두「경질무문토기」의「외반구연호」로서 토기사용자에 있어서 같은 용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구연형태가 어떻든 사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과 토기제작자의

8) 변화란항상점진적으로진행되어가는가라는문제에대하여도살펴볼필요가있을것이다. 급격한변화도있을것이고그밖에

다양한양태의 변화양상이존재함은우리주변에서상시적으로확인하고있다. 그가직접적으로언급한 것은아니지만그의유

적순서배열도에서 보이는 변화의 양상은 점진적인 변화의 이미지를짙게 깔고설명되어 있다. 그러나본고의 집필취지가상대

편년에주안점을두고있어여기서는언급하지않기로하였다.

9) 혹자는「경질무문토기」,「타날문토기」의 상대빈도로도 지역차를표현할 수 있다고 말할 지 모른다. 그러나 지역차로판단할 수

있는중요근거는이 상대빈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아니고 다른데에서도출한 내용이 될 것이며 단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

로 상대빈도라는형태의 표현·설명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되고 만다. 따라서 이미 지역차에대한 도출이 다른 방법으로

얻어진상태에서다시그것을상대빈도로표현할필요성이따로존재하지않는한무의미한시도라고말할수있다.

10) 박순발, 1989b, 전게서, p41, 45에서전재

11) 형식서열이라고하기도하나의식적으로형식조열이라는단어를사용하고자한다. 이에대하여는뒷부분의주거지를중심으로

한편년안에대한검토에서언급하고자한다.

12) 그리고 A, B형공반인 둔내유적이나 하천리1호 주거지의경우 B형이 단 1점만 출토되고 있어 B형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앞의

하천리2호주거지를 과연 B형이전혀없는것으로볼 수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그리고 중도 1호주거지의 경우도비율

은 3 3％로높게나타나있으나단2점이출토되었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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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적어도 구연형태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기술체계1 3 )에 따라 분리제작-실제 그러

하였는지 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제작체제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하고 있다라는 말

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토기사용자는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A형인지 B형인지에 구애

받지 않고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비록 늦은 시기일지라도 토기공급과 관련된 형편 여하

에 따라 A형만 사용할 가능성조차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A, B형의 상대비

중이 시간의 흐름을 반영한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가 제시

한「타날문토기」의 호형토기의 구연형태분류와 그 변천과정의 해석에서도 앞에서와 마

찬가지의 지적이 가능하다(그림 2, 표 2). 그의 이러한 해석상의 오해는 그 후 많은 연구

자들에게 별다른 비판 없이 수용되는 사례를 보게 된다1 4 ). 

13) 박순발은B형을물레성형에의한것으로설명하고있다.

14) 신종국, 2002,『백제토기의형성과변천과정에대한연구-한성기 백제주거유적출토토기를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석사

학위청구논문

그림2. 박순발의「타날문호형토기」구연형식분류도

표1. 박순발의「외반구연옹」구연형식출토빈도표

구연형태
A형 B형 계

유적

하천리2호주거지 4 ( 1 0 0 ) 4 ( 1 0 0 )

둔내유적 9 ( 9 0 ) 1 ( 1 0 ) 1 0 ( 1 0 0 )

하천리1호주거지 9 ( 9 0 ) 1 ( 1 0 ) 1 0 ( 1 0 0 )

중도1호주거지 4(67) 2 ( 3 3 ) 6 ( 1 0 0 )

중도2호주거지* 54(75) 18(25) 7 2 ( 1 0 0 )

가평마장리주거지 3(50) 3(50) 6 ( 1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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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길의 형식분류안1 5 )

이상길은 토기의 관찰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제속성에 근거한 기종별 중도식토기형식분

류를처음으로시도한 연구자이다. 그는중도식토기에서보이는제속성들을「재지형」과「외

래형」의 속성으로 구분하고 이들속성들의 표출양상의 파악을 통하여「재지형」과「외래형」

이라고 부르는 토기군 외에「혼합형」이라는 토기군이 존재한다는 점과 논리적으로 이것이

후출한다는사실을도출하였고 이를근거로두단계로구분한 상대편년안을설정하였다.

그러나「재지형」, 「외래형」이라는 개념사용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토기(제작자)의 계

보에 중점을 둔 토기문화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음으로 해서 토기사용자의 문화를 파악한

다는 인식이 부족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종별 형식분류를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기종(同器種) 내에서의 변화양상은 거의 관심을 돌리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보이게 된다. 또한「혼합형」이라고는 하나「외래형」토기군의 기종에는「혼합」이 나타나

지 않고「재지형」토기군의 기종에서만「외래형」의 일부 속성이 혼합 내지는 대체되고 있

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취급할 수 있었던 중도식토기자료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그 역시

박순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차(지역성·지역색)에 대한 인식이 거의 존재하지 않

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15) 이상길, 1991, 『한강유역철기시대토기편년-중도식토기를중심으로-』, 경북대학교석사학위청구논문. 

표2. 박순발의「타날문호형토기」구연형식출토빈도표

구연형태
A B C D 계

유적

둔내2호주거지 2(100) 2 ( 1 0 0 )

하천리1호주거지 2 ( 1 0 0 ) 2 ( 1 0 0 )

둔내1 , 3호주거지 14(42.4) 19(57.6) 3 3 ( 1 0 0 )

중도1호주거지 4(44.4) 5(55.6) 9 ( 1 0 0 )

중도적석총 5(55.6) 4 ( 4 4 . 4 ) 9 ( 1 0 0 )

중도2호주거지 7 ( 2 5 . 9 ) 1 9 ( 7 0 . 4 ) 1 ( 3 . 7 ) 2 7 ( 1 0 0 )

양양가평리주거지 4(80) 1(20) 5 ( 1 0 0 )

양평리적석총 3 ( 2 7 . 3 ) 7 ( 6 3 . 6 ) 1 ( 9 . 1 ) 1 1

도화리적석총 1 ( 2 0 ) 3(60) 1 ( 2 0 ) 5

진천삼룡리도요지 4 ( 4 0 ) 5 ( 5 0 ) 1 ( 1 0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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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지의 평면형태에 의한 형식분류안1 6 )

토기에 의한 상대편년론은 앞의 두 사람의 발표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게 되는

가운데 새로 발굴 조사된 고고자료가 꾸준히 축적되어 가게 되면서 토기 이외의 분야에

서의 상대편년을 시도하려는 연구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중도식토기문화 유적에

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주거지의 평면형태를 중심으로 한 형식분류론으로 대부분의 경우

비록 주거지의 평면형태에 의한 상대편년안을 마련하고 있는 듯한 논술방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박순발의 상대편년안에 따라 혹은 그 범위 내에서 세분, 재배열하는 수

준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단지 송만영의 경우는 명백하게 후출(後出)인 주거지로부터 역으로 추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주거지에서 보이는 여러 속성 중에 시간의 흐름을 잘 반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의식적으로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 이로부터 도출된 속성에 기초한 형식분류를 시도하

였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 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의도와는 달리 평면형

태에 집착한나머지 모두 6기에 달하는 분기를 설정하나 각각의분기가 갖는 의미가확실

하지 않고 형식분류 자체에 애매모호하게 분류된 주거지도 있어 어느 한 주거지를 가지

고 그것을 형식분류상 어디에 귀속시켜야 할지 불분명한 부분도 적지 않다. 또한 그의 주

거지 형식분류안에 대한 검증에 있어서도 박순발의 편년안에 근거하고 있다(「중도식무

문토기」의 출토율)는 점도 그의 편년안이 갖는 한계로지적할수 있겠다. 

여기서 우리는 재확인하고 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 있다. 첫째로 토기에 대하여도 마찬

가지로 적용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주거지의 형식분류-편년을 목적으로 한- 자체만으

로 변화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의외로 드물다1 7 )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형식조

열을 편성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변화되어 갔는지는 이 형식조열 만으로

는 알기 어렵고 따라서 변천의 방향을 결정 지울 수 있기 위해서는 층위학적 검증을 비롯

16) 송만영, 1999, 「중부지방원삼국문화의편년적기초-주거지의상대편년을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4 1

지현병, 1999, 『영동지역의철기시대연구-주거지를중심으로-』, 단국대학교박사학위청구논문

신희권, 2001, 『한강유역1∼3세기주거지연구-‘풍납동식주거지’의형성과정을중심으로-』, 서울대학교학사학위청구논문

17) 예외적으로 퇴화기관의 존재와 같은 특별한 경우 인정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발견·확인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는아래의문헌을참조하기바란다.

橫山浩一, 전게서, pp49∼5 2

大塚達郞, 2000, 「型式」, 『用語解說現代考古學の方法と理論』Ⅲ, pp7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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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확실한 발견물」1 8 )(동시에 폐기 또는 매장된 일괄유물)을 필요조건으로 한다1 9 )는 것

이다. 둘째로 편년을 목적으로 다양한 고고학자료를 이용한 형식분류가 존재하지만 토기

만큼 애용되고 있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인간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

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고고자료로서 가소성(可塑性)이 뛰어나 토기제작자의 의도가

잘 반영되며 또한 깨지기 쉬워 신구(新舊)의 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다가 폐기된

후에도 거의 부패되지 않아 고고학자의 손에 넣기 쉽다라는 점에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실제 시간의 흐름을 잘 반영하는 요소·속성을 찾아낼 수 있을지 어떨지는 불확실

할지라도 상대편년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분류작업의 주축은 토기자료에 우선을 두지 않

을 수 없을 것이다. 

Ⅲ. 현 단계에서의토기형식분류의방향설정

원삼국시대2 0 )의 중도식토기문화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전혀 다른

생산체계 내지는 전통(계보)하에서 제작된 토기군이 공반되어 출토된다는 점이며 이러

한 중도식토기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용용어개념의 애매성이나 부적당함을 비롯하여 토

기의 형식분류론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다.

구체적인 토기형식분류의 방향을 모색하기에 앞서 중도식토기문화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 개념·명칭에 대하여 필자의 견해를 밝혀 두고자 한다. 먼저 중도식토기문화2 1 ) 그

자체의 개념에 대하여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중도식토기문화에

속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온소성의 회(백)색토

기-흔히 말하는「타날문토기」-가 이보다 저온에서 소성된 적갈색토기-흔히 말하는

「경질무문토기」-와 같이 출토(사용)되고 있다라는 점에 크게 의존한다. 혹자는 특이한

18) O. 몬테리우스저, 濱田耕作역, 『考古學硏究法』, p27

19) 大塚達郞, 전게서, pp77∼8 0

20) 「원삼국」이라는시대명칭이갖는문제점에대하여는적지않은비판이제기되고있으며그에따른대안으로서의각가지시대명

칭이사용되기도한다. 그러나이와같이 새롭게제시된 시대명칭들이「원삼국」이갖는문제점을해결내지는 극복하였다는이

야기는아직듣지못한다. 본고에서는「원삼국」이갖는학사적인의의를존중하는입장에서잠정적으로「원삼국」이라는시대명

칭을그대로사용하기로하였다.

21) 「중도식토기문화」라는명칭에대하여도이론이있을수있으나학계에서널리인정받고있다는점과학사적의의를존중한다는

입장에서이명칭을사용하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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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형태의 주거지가 중요한 근거로 된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그 이전의 무문토기문화와

는 질적으로 구별되고 따라서 중대한 획기를 이루는 것으로 인식되는 중도식토기문화가

단지 주거지의 평면형태-기본적으로 방형이고 거기에 출입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평면형태에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를 가지고 그 1차적 귀속여부를 판단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실재할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비록,

중도식토기유적과 유사한 특징적 평면형태의 주거지에서, 편년상 고온소성의 회백색토

기 출현보다 시기적으로 이른 저온소성의 적갈색토기만이 출토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

코 중도식토기문화의 것으로 분류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중도식토기문화 이전 단계-무

문토기문화-의 유물, 주거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경질무문토기」나

「중도식무문토기」와 같은 명칭은어불성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문토기」는 이미 특

정 시대(문화)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당연히 무문토기시대(문화)의 사

용토기는「무문토기」인데 무문토기시대(문화)와 별개로 구분되는 중도식토기문화(원삼

국시대)의 토기에「무문토기」라는 명칭을 여전히사용하는 것은 이치에맞지 않는다2 2 ). 

그렇다면 이들 토기군은 무엇이라 지칭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로 될텐데 이 문제는「타

날문토기」라 불리는토기군과도 연계시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다양하게

제시된 각가지 명칭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각기 별개의 기준을 적용시켜 붙여진 것들

로서 양 토기군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분류기준을 갖지 못하였다. 필자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실제 토기분류작업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두 부류의 토기군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제 작업에서의 분류기준이 되는 색깔을 명칭으로 채용하여「적

갈색토기」와「회백색토기」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소성도의 차이를 잘 나타내고 있고 타

날시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회백색토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타날시문된, 후출의 일

부 적갈색토기 기종(심발형토기등)2 3 )의 경우에도 회백색토기의 기술요소가 적갈색토기

의 그것을 잠식 혹은 대체하고 있다는 점을 보다 잘 보여줄수 있다는이점이있다.

전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까지의 형식분류안은 고고학연구의 기본이 되는 편년-특

히 상대편년-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에는 상당

한 무리가 있음이 분명해 졌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안게 된 근본원인이 시간

22) 가령 손에 끼는(혹은 머리에 쓰는) 것이 확실한데신발처럼생겼다고 하여「손에 끼는 (혹은 머리에 쓰는) 신발」이라고는 말하

지않는다. 손에끼는것은일반적으로장갑이라고한다. 따라서신발모양의장갑(혹은모자)라고해야옳을것이다.

23) 박순발, 1998, 전게서,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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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변화 이외의 요소-기능·용도차나 지역차등-를 변별해 낼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내지 못한 데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필요한, 상대편년을 전제로 한 형

식분류안은 이러한내용을소화해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구체적인 형식분류안의 내용으로서 필자는 기능·용도에 따라 기종을 분류한 후에 시

간에 따른 변화양상파악은, 지역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권별로

단일기종 내에서의 형식변화에서 파악하고 지역차는 각 지역별 기종조성의 내용을 중심

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변화양상에 대하여는 같은 지역권내에서 같은 용도로 쓰이던 기

종에 국한하여 형식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변화양상 이외의 요소를 원천적으

로 배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지역차에 관하여는 기종조성의 비교 이외에도 지역

차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있을 지도 모르지만 후출하는, 타기종으로의 제

도기술 이전 내지는 대체 현상이 전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

에 착안하여 필자 나름의 방법론을 모색한 결과이다. 단지 세부적인 사항으로 기종의 형

식분류에 있어서 모든 유구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양적으로도 충분한 숫자가 확보된 기종

에 중점을두고자한다.

Ⅳ. 영동지역토기의형식분류(예시편2 4 ))

영동지역의 유구, 유적잔존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으로 개발 등에 의하여 교란이 심한

타지역의 그것보다 고고학연구에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 9 9 8년에서 1 9 9 9

년까지 몇 차례에 걸친 실견의기회2 5 )를 갖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자료의 상태가 매우 양호

하여 이른바「확실한 발견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음을 확

인한 한편 중도식토기출토의 타지역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도 느끼게 되

어 이를 바탕으로 앞에서 도출한 형식분류안의 기본방향을 잡게 되기에 이르렀다. 그러

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아 영동지역의 편년에 대하여도, 나아가 중도식토기문화 전

체에 대한 편년에 대하여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다는 사정에 의하여

24) 영동지역뿐만아닌중도식토기가출토되는전지역을대상으로한상대편년안(본편)의발표를현재준비중이다.  

25) 영동지역 출토 중도식토기의실견, 관찰에있어서당시강릉대학교박물관의 지현병, 고동순양 씨(현 강원문화재연구소)를비

롯한박물관직원여러분들의아낌없는도움과협조를받았다. 이지면을통하여감사의뜻을표하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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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형식변화의 양상이 가장 잘 보여진다고 생각되는2 6 )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국

한시키고 본격적인 논의는 후일로 미루고자 한다.

당시의 기능·용도차에 따른 기형을 복원하는데 있어서 토기의 형태, 기고, 용적의 3속

성이 이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기종을 분류하면 적갈색토기는 옹형

토기, 호형토기, 발형토기, 사발형토기, 개형토기, 시루형토기 등에 나타나며 회백색토기

는 거의 예외 없이 호형토기에 국한된다2 7 ). 또한 타날시문의「심발형토기」는 영동지역에

서는 기본적으로 보이지않는다2 8 ).

이들 토기 중 거의 모든 유구에서 예외 없이 출토되는 기종은옹형토기로 수량면에서도

가장 많은 출토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 중 소형과 대형의 것들을 제외시킨2 9 ) 중형옹형

토기를 구경부의 유무에 따라 무경옹과 유경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은 다시 그 세부

특징에따라 그림3와 같이 분류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경옹의 경우 구순부의 마무리가 마름(질)처리라 칭할 수 있을 정도로 구

연부에 직각을 이루게 반듯이 처리하는데 비해(Ⅰa) 일부 토기에는 이 처리를 날림으로

대충한 결과, 경부를 형성하였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약간 바깥쪽으로 삐쳐 나온 예가 보인

다(Ⅰa`). 유경옹은 대부분이 외반하고 있는데 경부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구연부가 극히

짧은 것(Ⅱa), 역시 짧은 구연부를 가지나 Ⅱa 보다는 약간 길어진 것으로 직립하는 것

26) 물론영동지역내에서의이야기가되겠지만.

27) 회백색토기로 타날시문된 시루형토기가안인리에서출토되고 있으나 제작기법등을고려해 볼 때중도식토기시기이후의것으

로판단된다.

28) 지경리에서 회백색토기로 타날시문된「심발형토기」가 보이나 성형이나타날시문을 포함한 정형기법이 매우 발달된 양상을 보

이고있으며장란형토기와공반출토되고있다. 현재로서는극히예외적인사례라할수있다.

29) 물론기능·용도차를가능한한배제하려는의도에의한것이다.

그림3. 구경및 구연부에의한 분류형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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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박순발의「타날문호형토기」구연형식출토빈도표

토
무경옹 유경옹

기
Ⅰa Ⅱá Ⅱa Ⅱb Ⅱc Ⅲ

주거지명 화재유무 비고
총

수

교항리 1호 2 ( 1 ) 2 ( 1 ) 화재폐기

교항리1 7호 3 ( 1 ) 3 ( 1 ) 화재폐기

교항리2 4호 3 ( 1 ) 3 ( 1 ) 화재폐기

교항리2 6호 2 ( 2 ) 2 ( 2 )

교항리 8호 5 ( 2 ) 3 ( 1 ) 2 ( 1 ) 화재폐기

교항리2 9호 3 ( 1 ) 1 1 1 ( 1 )

교항리5호 3 ( 2 ) 2 ( 1 ) 1 ( 1 )

동덕리 7 ( 5 ) 3 ( 2 ) 2 ( 1 ) 2 ( 2 )

가평리(문) 6(3) 2(1) 2 2 ( 2 ) 화재폐기

교항리1 1호 4 ( 4 ) 4 ( 4 )

교항리1 2호 3(2) 2 ( 1 ) 1 ( 1 )

가평리C 2호 2(2) 1 ( 1 ) 1 ( 1 ) 낙랑계토기공반

교항리 9호 4(2) 1(1) 2 ( 1 ) 1

강문동 6 1 3 2 화재폐기

교항리2 7호 3 2 1 화재폐기

안인리 2호 4(1) 1(1) 2 1 화재폐기 낙랑계토기공반

병산동3 3호 3 3 화재폐기

안인리1 1호 6(1) 6(1) 화재폐기

안인리1 4호 4 2 2 

안인리2 7호 2 1 1 화재폐기

안인리 5호 3 2 1

안인리1 3호 1 1 화재폐기

안인리3 0호 3 3

안인리 1호 3 3 화재폐기 회청색경질토기공반

*( )안은토기총수가운데전체복원이않되는구연구편수를가리킨다.

** 분석대상토기는유구(주거지) 바닥출토로보고된것에국한하였다.

*** 안인리5, 11, 13, 14, 30호의분석대상토기는필자가현지실견시파악한내용을근거로한것이며이에대하여발굴보고서

집필책임자인지현병씨와강릉대학교박물관의양해를얻었음을밝혀둔다. 아울러안인리1, 2, 27호및병산리 3 3호의경우

는기보고된논문(지현병, 1999, 영동지역의철기시대연구-주거지를중심으로- )에실린도면을바탕으로필자의실견내용과

대조하여작성하였다. 근일발간예정인발굴보고서와상이한부분이박행한다면이는전적으로필자에게책임이있음또한밝

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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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b), 외반하는 것(Ⅱc), 확실하게 발달한 구연부를 갖는 것(Ⅲ)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

서 Ⅲ형의 구연형식은 다시 세분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생략한다.

이들 구경 및 구연부에 의한 형식의 유구별 출토빈도와 각 형식간의 공반관계를 파악한

것이 표3과표4로서 이들은시간에따른 변화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볼 수 있다. 

Ⅴ. 결론을대신하여

이상 중도식토기의 상대편년안 수립을 위한 형식분류의 방향을 검토, 모색하여 보았다.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는 그 문제 안에 내재하며 따라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길

은 문제를 제대로 문제화시키는 데에 있다라는 인식에 입각하여 현재까지 발표된 형식분

류안들을 재검토하는 가운데 밝혀진 문제점들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그 해결, 극

복방도를 필자 나름대로 제시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렇게 제시된 형식분류안이 적절한

것인지 어떤지는 대상이 되는 고고자료에 의거, 구체적인 형식분류를 행함으로써 비로소

검증 받을 수 있을 것이며그 타당성에 대한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제대로 하자면중도식

토기가 출토되는 중부지방 전체를 망라하는 토기형식분류안을 제시하면서 논의해야 할

것이겠지만 본고에서는 그리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는 미완성의 논고로

남을 수밖에없음은부인할 수 없다. 

무경옹 유경옹

Ⅰa Ⅱá Ⅱa Ⅱb Ⅱc Ⅲ

●
● ●

●
● ●

● ●
● ● ●

●
● ●
● ● ●
● ●

● ●
●
● ●

●

표4. 구경 및구연부의형식간 공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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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

본고의 발표에 있어서 일본 동경대학 고고학연구실의 後藤直, 大貫靜夫의 양 선생님으

로부터 깊은 관심과 많은 조언을 받았으며 동북아시아고고학연구회의 田村晃一, 藤井和

夫의 양 선생님을 비롯한연구회회원 여러분의 부단한관심과도움을받은 바 크다. 그밖

에도 한·일 양국의 많은 연구자분들로부터의 호의와 도움을 받았다.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한 졸고로 인하여 공연한 폐를 끼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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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w Perspectives in Pottery Typology of Korean Archaeology
- Related to the Typology of Chungdo-Type Pottery 

from the Youngdong Region -

Lee, Jun-Ho 

The Chungdo-type Pottery Culture, distributed through the middle part of the Korean penin-

sula, is chronologically located in the very former stage of the advent of ancient states.  It has

two different traditions of pottery manufacturing technique which are totally different in choos-

ing raw materials, shaping, fixing and firing.  It seems that two different traditions had been

selectively applied by pottery type.  In order to understand this peculiar cultural aspect, the pot-

tery typology needs to be different from those applied to cultures where pottery was made and

used under the single manufacturing tradition.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new pottery typology which best fits for the understanding the

chronology of the Chungdo-Type Pottery Culture.  For this purpose, I examined existing typolo-

gies, recognized their problems, and then build a new typology.  As a result, I found that the for-

mer typologies misinterpreted the relative frequencies of each pottery type as different function

or region.  In this article, I propose the new pottery typology as building a primary classification

within each function and region, and then synthesizing all of primary classifications.  This new

typology eliminates the factors of function and region in understanding the chronology of the

Chungdo-Type Pottery Culture, and assorts the regional distinction by comparing pottery types

in each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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