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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城百濟期 의製作技法과그變遷
- 서울경기권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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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은 밥이나 국·반찬 등을 담는 배식기로, 음식문화에 있어서 개인식기의 발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종이다. 대개

0.3~0.4ℓ가 다수를 이루며 軟質소성의 정선된 태토를 사용한 완의 제작은 크게 회전판 위에 원형의 점토판을 놓고 그 위로

점토띠를 쌓아올려 성형을 마무리하는 기본 방식(Ⅰ)과 기본 성형은 동일하나 최후 단계에서 회전판에서 완을 떼어내어 도치시

켜 저부를 정면하여 평저의 각을 없애는 새로운 방식(Ⅱ) 두 가지가 확인된다. 전자는 동체-저부 경계면의 각이 살아있는 특징

을 공유하면서도 다수의 점토띠로 제작해 심도가 깊게 제작한 경우(Ⅰa)와 2조의 점토띠로 제작하고 구순이 뾰족하게 제작한

것(Ⅰb)의 두 가지로 다시 나뉜다. 후자는 동체-저부경계면의 각을 없앤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바닥에 점토를 덧대어 나선형으

로 마무리하는 것(Ⅱa)과 바닥에서 동체부까지 한 번에 깎기나, 물손질로 마감하는 것(Ⅱb)의 두 가지로 나뉜다. Ⅰb식과 Ⅱ식

은 중국자기 완(천발형)의 형태적 향하에 제작된다. 연판문 청자완의 도입 이후에는 굽이 있거나 없더라도 내면이 둥 고 오

목한 盞형태의 완이 새롭게 제작·사용되어진다. 이렇듯 백제완은 중국제 청자완의 모방형태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데 백제인

들의 중국제 물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컸음을 보여준다. 중국 출토 기년명 자료와의 비교, 공반유물의 나열 등을 통해 볼 때

각 제작기법은 Ⅰ식에서 Ⅱ식으로 다시 연판문 청자완의 향하에 오목한 盞형태로의 변천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논문은국립문화재연구소가수행중인 <한성지역백제토기분류표준화방안연구>의 일환으로연구된내용을바탕으로하 고일부내용을수정·보완한것이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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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은 기능상 밥이나 국, 반찬 등을 담는 배식기로서

음식문화의 발달과 아울러 개인식기가 활발히 사용되게

되는문화를대표하는기종이라고할수있다. 백제의완

은 가마 소성품으로서 이전 시기인 원삼국시대의 조질,

야외소성으로제작된완제작기법과는다른기술적발전

을보여준다. 물론형태적으로원삼국시대의중도식토기

완의 기형을 계승한 면(朴淳發·李亨源, 2011)이 있고,

형태적으로 심도가 깊고 용량군이 큰 것에서, 심도가 낮

고 소형의 구순직립의 무문 완이 다수 제작되는 것으로

본 연구(한지선, 2003)가 있다. 이렇게 완의 형태적 속성

을중심으로기형의변화및그변천의원인에대해형태

적유사성에근거한연구가주류를이루어왔다. 

따라서 그간 한성백제기 완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완

의크기와형태를기준으로분석해왔기때문에완의성

형방법 상의 변천 및 형태상 완으로 분류되었지만 배식

기 이외의 기능 - 조리보조용기와 같은-도 모두 완으로

포함되어 분석된 한계 등이 있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완의기본속성을파악하기위해관찰내용을정

리하고 완의 경도와 태토를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분류

하여각양상이갖는의미를살펴보았다. 이러한분석은

종합적으로는 완의 제작방법을 복원하기 위한 것인데

관찰결과를 종합하여 총 4가지 제작기법으로 나누고 각

각의 기법이 어떠한 차이점과 의미를 갖는지 밝혀 보고

자하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형태적특징이각시기별

로 재래의 완과 낙랑토기, 중국제 청자 등과 어떠한

향관계하에 제작·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

해 완의 제작 발달 과정 및 형태적 변화 동기에 대해서

도살펴보고자한다. 

완의속성분석

1. 분석기준

완의 형태는 그 크기가 작은 만큼 매우 단순하다. 구순

은 외반과 직립만 있을 뿐이며 소수 내만하는 경우가 있

지만큰부류에서는직립에속한다. 타날을친경우와무문

인 경우가 있지만 무문도 타날을 치고 지운 경우에 해당

한다. 그러나 각각의 완이 어떠한 기술속성 및 양식속성

을 갖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찰분류기준

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한다. <표 1>은 이러한 완의 속성

분류기준을제시한것이다. 본고에서도<표1>에제시된

기준에 의거하여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이외에도 구경,

저경, 기고와 구경대비 저경비, 심도(기고·구경), 용량

(ℓ) 등을기본적으로측정하여분석에활용하 다.

태토와경도의구분기준은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

연구실에서2년여간의시료분석을통해얻어낸과학적인

결과치이다(문은정·한민수·이한형, 2011). 태토는 각

기종별로의도적인선택이이루어졌던것을이러한분류

를통해확인할수있었으며, 경도는1,000℃이하, 1,200℃

이하 그리고 그 이상의 3단계로 분류되었는데 이번 분

석을 통해 경질에 뭉쳐져 있던 애매한 소성품들에 대해

‘중경질’ 이란단계를설정함으로써보다세분화된경도

측정이 가능해 졌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완에 적용하

으며그적용결과는뒤에서다시살펴보기로하겠다. 

03

02

완이라는 명칭에 사용되는 한자는 , 碗, 椀 등 다양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을, 중국에서는 碗을, 일본에서는 椀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칭하는 완 형태와
용도에는거의차이가없어어떤것을선택할지혼란스럽다. 아직 필자는이세단어의차이를명확하게인지하지못하고있어일단한국에서의일반적인용례를따르고자
한다. 

연구 초기에는‘중경질’을‘연경질’이란용어로사용하 으나(문은정외, 2011), 분석결과상경질을좀더세분화한것이어서중경질로명칭을수정하 다. 03

02

표 1 완의 분류기준

니질(니질성 점토-혼입물 5%미만)

태토
정질(사질성 점토-혼입물 10%미만)

정조질(소량의 석립혼입 점토-혼입물 15%미만)

조질(다량의 석립혼입 점토-혼입물 15%이상)

경도 연질, 중경질, 경질

정면기법 회전물손질, 마연, 깎기, 타날, 물레뽑기

구연부형태
직립(A) - 각진 직립(A1), 뾰족 직립(A2) 

외반(B) 

저부경계면 정면방식
깎기(a) - 회전깎기(a1)·정지깎기(a2)

타날(b) / 회전물손질(c)

타날의 유무 有(ㄱ) / 無(ㄴ)

저부접합방식 수평(상면)접합, 수직(측면)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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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내용

대상유물은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과미사리유적

등의 서울 인근 유적 출토품 215점을 대상으로 하 다.

그중에서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굴 조사한 풍납토성

유물(125점)을 직접 관찰하여 제작 기법과 용도 등의

복원을 시도하 다. 분석은 형태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

는 용량군, 심도, 구경·저경비, 구순 형태를 대상으로

하 고 기술속성으로는 태토·경도 분석과 동체 - 저부

경계면의 정면방식, 동체부 외면 처리방식 등의 분석이

시도되었다.

1) 형태 분석

(1) 용량군분석

용량군의 계측은 CAD(200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90°

의내면선을따서360°회전을시켜산출하는방식으로이

루어졌다. 완의용량군별빈도는<도표1>에서보이는바

와 같이 0.3ℓ와 0.4ℓ군에서 가장 높았다. 두 용량군을

합치면55%가넘는데, 이후제작기법과관련하여검토할

때다시언급하겠지만용량군별로제작방법및형태에서

차이가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2) 심도분석

심도는기고를구경으로나누어완의깊이를측정한것

이다. 1을기준으로1에가까울수록심도가깊다. 총210점

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인 <도표 2>를 통해 볼 때 완의

심도는 0.5ℓ까지 점차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다가

0.6~0.9ℓ구간에서는평균0.4정도를보이고있다. 

(3) 구경·저경비

완의형태변화를잘보여주는요소중의하나가구경·

저경의값이될것이다. 총215점을대상으로분석을시도

하 다. 대개1을기준으로1에서높은숫자로갈수록구경

이 저경보다 크고, 1에 가까울수록 구경과 저경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가리킨다. 대부분의 용량군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 으며 <도표 3>에서 보이듯이 완은 대체로

구경군 12~15cm, 저경군 7~10cm 사이에서 집된 분포

양상을보이고있다. 

(4) 구순형태

구순은 먼저 동체부에서 그대로 올라와 마감되는 직립

형(A)과구순을꺾어외반시키는외반형(B)으로구분된다.

그렇지만직립형에서도구순의형태가각이지거나둥

게 마감한 경우(A1)가 있고, 뾰족하게 마감하는 경우(A2)

가있다(그림1).

<도표 4>에서와 같이 구순형태는 직립형이 압도적이

도표 1 완의 용량군(ℓ) 빈도 도표 2 용량군별 심도 분포 도표 3 완의 용량군(ℓ) 빈도

용량(ℓ)   개체수(%)

0.1 3(1%)

0.2 11(5%)

0.3 55(25.6%)

0.4 68(31.6%)

0.5 31(14%)

0.6 20(9%)

0.7 12(5%)

0.8 4(2%)

0.9 2(1%)

1.0 이상 9(4%)

계 215점

표 2 완의 용량군별 개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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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전체215점중각진직립구순이117점(54.4%)로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뾰족직립구순이78점(36.7%)를차지

했다. 외반구순의빈도는상대적으로매우낮은비율(19점,

약 8.8%)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완의 일반적인 형태는

직립형인것을알수있다. 

2) 기술속성 분석

(1) 태토·경도

백제토기 태토는 혼입물의 비중에 따라 크게 4단계로

나눌수있다. 즉니질, 정질, 정조질, 조질이그것인데이

를 통해 태토의 정선도에 따라 토기 표면의 정면방식, 고

속회전력 사용여부, 사용흔 분석을 통한 용도 문제 등을

검토할수있다.

여기서는 풍납토성 출토품 중 관찰이 가능한 125점에

대해정선도4단계를기준으로나누어보았다.

관찰 결과, 정조질(소량의 석립혼입 점토-혼입물 15%

미만)이 전체 관찰점수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니질의 매우 정선된 점토비율은 4%에도

미치지 못했다(도표 5). 역시 다수가 점토띠 쌓기로 제작

되고 있어 고속 회전력을 요하지 않아 석립의 함유량이

어느 정도 있어도 제작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알

수있다. 다만표면에마연을하거나뒤에서보게될완의

발달된형태에서는정선도가높아진다. 

태토 분석 결과와 함께 소성도를 함께 검토해 보았다.

소성도는 경질, 중경질, 연질로 구분하 는데(표 3 참조)

역시 연질계통의 완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고 그에

비해경질과중경질의비율은매우낮은것을볼수있다.

따라서완의제작상정질내지정조질의태토에연질계통

의 경도로 제작된 경우가 대다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색조의 경우도 청색, 적색, 회색의 계열로 분류하여 각각

소성 및 정선도와 교차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도표 7, 8).

그결과역시적색계열과회색계열은연질에서가장많이

나타나며, 경질의 경우 회청색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정선도에따라서는특정색조가다수를점하고있기보다

는 고르게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색조의 결정

은 소성과관련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가지중요한관찰내용으로연질계통이면서조질

의 태토를 가진 20점의 경우 내면에 탄착흔이나 외면에

불을 맞은 그을음흔적이 다수 확인되었다. <사진 1>과

같이 이 토기들은 거의 대부분 직립 구연에 짧은 동체부

를 가지면서, 장란형토기나 심발형토기와 동일한 조질

그림 1 완의 구순 형태

각진 직립구순(A1) 뾰족 직립구순(A2)

외반형(B)직립형(A)

도표 4 용량군별 심도 분포 도표 5 정선도별 빈도 도표 6 소성도별 정선도 빈도

표 3 정선도와 소성도별 빈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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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태토와 연질의 경도를 보이는 것으로 음식을 배식할

때사용하는경우도있었겠지만대개는내외면에탄착흔

과 그을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음식물을 데우거나 간단

한조리에사용한‘조리보조용기’ 을가능성이높다. 따

라서 이러한 토기의 경우 배식기로서‘완’으로 분류하기

보다는‘조리보조용기’로서의‘천발(淺鉢)’로 분류할 필

요가있다.

(2) 저부경계면의정면방식

완은가장기본적인특징이평저인만큼보통의평저토

기와 그 제작방식을 공유한다. 즉 회전판에 원형의 점토

판을올려놓고점토띠쌓기를통해마무리하는방식이다.

이때 저판과 동체부로 올라가는 점토사이에 접착력을

강화하기위해점토를접합면의내외면에덧붙이고정면

하는데, 이러한 정면방식에도 대개 다음의 3가지 방식이

확인된다(그림2).   

동체-저부 경계면에 먼저 점토를 덧댄 후 착력을 더

높이기위해덧댄점토위에타날을치게되는데, 이때친

타날을 지우지 않고 잔존시키는 방법과 깎거나 물손질,

마연등으로지우는경우로크게나눌수있다. 전자의경

우는심발형토기나간혹평저호류에서는확인되지만완

에서는 한 점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 2>에서는

제외하 다. 가장보편적인정면방식은깎기정면(a)인데

회전깎기(a1)와 정지깎기(a2)로 나누어지며 이외에도 물

손질 정면(b)을 한 예와 마연토기의 경우 전면에 마연(c)

을하므로마연정면을추가하 다.

분석대상이 된 유물은 풍납토성 유물 208점으로 실견

이 가능하거나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

는유물로선별한것이다. 분석결과회전깎기는약65%,

정지깎기의 경우 20%로 회전 깎기 다음으로 많았고, 이

외에물손질이나마연은각각7~8% 수준에머물 다. 깎

기는 앞서 살펴본대로 동체-저부 경계면의 덧댄 점토를

깎아내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지만 완에서는 이외에 한

가지 더 깎기 용도가 확인된다. 즉, 경계면의 각을 죽이

기 위해 여러 차례 회전깎기를 하거나 정지깎기를 하는

예가 그것이다. 이러한 정면방식은 평저토기라는 완의

고유한 형태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법으

로판단된다(그림3). 

04

이와관련하여이미호남지역보고서에서는조질의천발과정(조)질의 완을구분하고있다. 04

도표 7 소성도별 색조 빈도 도표 8 정선도별 색조 빈도

사진 1 조리보조용기의 내외면 사용흔 그림 2 완의 저부-동체부 경계면 정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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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연(c)
회전깎기(a1) 정지깎기(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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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손질(b)

표 4 토기의 경도 Test를 통한 육안 분류도
(문은정 외, 2011 인용, 연경질=중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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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연토기는 총 15점 확인되었는데 돌대완 의

경우대부분에서니질계통의전면마연을실시한예(관찰

가능한 점수 10점 중 9점)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따라서

완중에서도돌대완이라는특수기종에집중적으로마연

을행한것을알수있으며, 보통의완에서는보편적인정

면방식은아니다. 

(3) 동체부외면처리방식

외면 처리방식에는 타날, 물손질, 마연 등으로 나눌 수

있다(사진2). 

완의성형과정에서타날성형은반드시거치게되는제

작 과정 중 하나이다. 그러나 타날을 그대로 남기는 예보

다는 타날을 지운 예가 더 많이 확인되고 있다(약 90%).

따라서 타날을 남긴 경우와 지운 경우의 형태적 차이가

있는지, 용도상의구분을위해의도적인선택이었는지등

등에 대해 뒤에서 검토해 보고자 하 다. 마연의 경우는

특수한형태(돌대완등)에시문하는예가많기때문에일

반적으로다룰수없다. 

완의제작기법및용도검토

1. 완의 제작기법 분석

앞에서의관찰포인트를중심으로제작기법에대한복

원을 시도해 보았다. 제작기법에 대한 분석은 실견이 가

능했던풍납토성유물125점을대상으로하 다. 

완의 제작기법과 관련해서 관찰결과, 다음의 2가지로

구분이되었다. 하나는회전판성형(Ⅰ)이고두번째는회

전판분리성형(Ⅱ)이라명명하 다. 

앞서속성분석에서살펴보았던바와같이완의형태적

변화가가장도드라지는것이바로평저의각이사라지는

형태이다. 이러한변화가제작기법상에서도차이가나는

지 확인해 보았으며 그 결과 성형기법의 변화와 기형 변

화는 매우 접한 관련이 있었다. 두 가지 성형기법에 대

해간단히살펴보고자한다. 

먼저 회전판 성형(Ⅰ)이란 말 그대로 회전판 위에서

성형을시작해회전판위에서성형을마감하는제작방법

이다. 원형의 점토판을 회전판 위에 올려놓고 측면 혹은

상면으로 점토띠를 쌓아 올려 동체부를 성형하고 최종

단계에서 회전판에서 완을 떼어내어 그대로 건조하는

성형법이다. 이때 동체-저부 경계면에 착력을 높이기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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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대완은 몽촌토성 보고서에 의해‘뚝배기형 토기’로 명명되어 왔다. 그러나 뚝배기라는 명칭은 조리에 사용되는 도구명으로 흔적상 그을음이 있거나 탄착흔이 확인되지
않기때문에용도상적절한용어가아니다. 여기서는완으로분류하고이기종의가장큰특징인돌대장식에주목하여‘돌대완’이라명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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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완의 회전판 성형(Ⅰ) 모식도

사진 2 완의 외면처리 방식 각종

그림 3 완의 동체-저부 경계면 깎기의 두가지 용도(ㄱ·ㄴ)

각이 도드라짐(a1ㄱ) 각이 완만함(a1ㄴ) 각이 도드라짐(a2ㄱ) 각이 완만함(a2ㄴ)

회전깎기(a1) 정지깎기(a2)

그림 3 완의 동체-저부 경계면 깎기의 두가지 용도(ㄱ·ㄴ)

각이도드라짐(a1ㄱ) 각이완만함(a1ㄴ) 각이도드라짐(a2ㄱ) 각이완만함(a2ㄴ)

회전깎기(a1) 정지깎기(a2)

타날(24점) 물손질(228점)

그림 4 완의 성형방식

多條점토띠성형(Ⅰa) 2條점토띠성형(Ⅰb) 저판보강성형(Ⅱa)

회전판에 정치한 채 제작 마감
회전판에서정치한채기본성형후

도치시켜외저면성형마감

일체 성형(Ⅱb)

회전판 성형(Ⅰ) 회전판 분리성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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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점토를덧대고도드라진부분을깎는방식으로제거

한다. 따라서 각이 완전히 살아있는 평저로서 바닥면에

회전판 고정을 위한 방형판흔이 있거나, 회전판에서 떼

어냈던도구흔, 동체-저부경계면에깎기흔적등이확인되

는특징을가진다(그림4, 5). 

이러한 회전판 성형(Ⅰ)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세분

되는데, 첫 번째는 1~1.5cm 정도되는 점토띠를 약 3~4단

정도 올려 구순의 끝단을 각지게 혹은 두터운 원형으로

정면해성형하는방식(Ⅰa)이다. 점토띠가많기때문에심

도도 그만큼 깊어 사발형의 형태가 다수이다. 반면 원형

의 바닥판에 약 2~3cm의 점토띠를 올린 후 1cm미만의

점토띠를 이용해 구순을 뾰족하게 마무리하는 성형방식

(Ⅰb)이다. 대개 점토띠는 2개 정도만이 확인되며, 강한

물손질정면이확인된예가많다. Ⅰa에비해심도가낮고

용량군 대비 저경이 넓고 동체부가 나팔형으로 좀 더 벌

어지는특징이있다(사진3). 

회전판 분리성형(Ⅱ)은 처음 회전판에 점토를 올려놓

고기본성형을하는방식은앞서살펴본회전판성형(Ⅰ)

과 동일하나, 기본 형태 성형 후 회전판에서 완을 분리하

여 도치시켜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즉, 원형의 바닥점토

판을놓고점토띠로기형을성형하는것은동일하지만이

후 회전판에 완을 떼어내어 다시 바닥을 정면하는 2차적

인 성형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것도 두 가지 세분화

된방식이확인되는데첫번째는완의바닥에나선형으로

점토를 덧대어 마무리 하는 방식(Ⅱa)이다. 저판이 원래

부터 매우 얇았기 때문인지 저판을 거의 만들지 않고 나

중에저판에점토띠를붙이는과정에서발생한것인지는

좀 더 면 한 관찰이 필요하겠으나, 역시 내면에서도 같

은 나선형의 점토띠흔이 확인된다. 두 번째는 내외면 바

닥에 모두 깎기나 물손질 정면이 되어있는 경우(Ⅱb)이

다. 완의형태를성형한뒤회전판에도치시킨후Ⅱa보다

도 확실하게 동체-저부 경계면의 각을 없애고 외면을 깨

끗하게 정면한 것이다. 물손질의 경우 가끔 내면에 약한

요철면이확인되어마치물레성형을연상케하 으나접

합흔이확인되는유물이있어물손질정면으로판단하

다. 이러한 두 번째 방식(Ⅱ)은 모두 동체-저부 경계면의

각을 없애 완의 기본형태(평저형)를 변형시켜 완성한다

는것이특징이다(그림6, 사진3). 회전판분리성형(Ⅱ)와

2조점토띠성형(Ⅰb)은공통점이있는데모두2조의점토

띠성형을하여심도가낮다는점이다. 

이렇게구분된제작방식별로용량군과심도의분포범

위를 비교해 보았다. <도표 9, 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그림 6 완의 회전판 분리성형(Ⅱ) 모식도

기본특징 多條 점토띠성형(Ⅰa) 2條 점토띠성형(Ⅰb) 저판 보강 성형(Ⅱa) 일체 성형(Ⅱb)

두께 바닥판 기벽 바닥판 기벽 바닥판 기벽 바닥판 기벽

바닥판흔 회전대 고정흔 물손질 나선형의 물손질 (회전)물손질

구순형태 구순 A1, 외반 구순 A2 구순 A2 구순 A2

타날여부 타날(흔) 잔존 깨끗한 물손질 깨끗한 물손질 깨끗한 물손질

동체-저부 경계면정면 회전깎기 회전깎기 회전깎기, 물손질 (회전)물손질

동체부점토띠 3~5 2~3 2 2

구연형태 각진 직립(91%) 뾰족 직립(83%) 뾰족 직립(100%) 뾰족 직립(100%)

확인개체수 126(58%) 54(25%) 20(9%) 15(6%)

例

표 5 완의 성형방법별 특징

회전판 성형(Ⅰ) 회전판 분리성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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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a식의경우0.5ℓ중심으로1ℓ이상도다량포함되어있

는것을알수있다. Ⅰb 식의경우도용량군에서Ⅰa 식에

비해 적은 용량군에 집도를 좀 더 보이고 있고, Ⅱa 도

마찬가지로 적은 용량군에서 좀 더 많은 비중이 나타나

고있다. 이러한상황을다시심도와비교하여보면심도

에서는Ⅰa 와Ⅰb·Ⅱa와의현격한차이를보여준다. 심

도에있어서도Ⅰa 식의심도가다른제작기법으로제작

된 완에 비해 현격히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대로 동체부를 구성하는 점토띠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표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제작기법을 분류

하여 보아도 Ⅰa식이 수량적으로 다수를 점하는 것(58%)

으로 볼 수 있다. 시기별 양상을 파악해봐야 하겠지만

백제완의제작기법상장기간, 보편적인형태및제작기법

으로보아도무방할것이다. 다만풍납토성경당지구9호

유구(한신대학교박물관, 2004) 등 한성백제 상층 유구에

서이러한Ⅰb 식이나Ⅱ식이다수확인되고있는것으로

보아늦은시기에유행하던제작기법으로판단된다. 이후

공반관계 등을 통해 이 제작 기법과 관련한 시기성 문제

를검토하고자한다. 

2. 같은 공인이 제작한 완

완의 기술 속성 및 제작 기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면

서 유물에 대한 세분화된 분류작업을 시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동일 공인이거나 동일 공방 내지 같은 가마에서

구웠을가능성이높은유물들을찾아낼수있었다(표6).

이러한양상은대개동일유구내에서도확인되는경우가

많아 당시 소비자가 가게(판매처)에서 완을 세트로 구입

했던것을상상해볼수있었다. 여기서는주된논지의대

상이 아니므로 간략하게나마 구매자로서의 시각으로 토

기를관찰해본결과를소개해보고자한다. 

먼저 풍납토성(ⅩⅠ) 197번지 가-6호주거지(국립문화

재연구소, 2009) 출토 475·476·477를 먼저 살펴보자.

이 중 475와 476은 태토 및 경도, 제작기법까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물론 용량군도 0.5ℓ, 0.4ℓ, 0.4ℓ로 거의

일치하고있어같은공인이나공인집단이제작한것을알

수있다. 이세점을같은공인의제작품으로보는가장큰

이유는 저부에 독특하게 잔존한 흔적 때문이다(사진 4).

그것은 외저면의 주연부를 돌면서 점토가 연속적으로

돌출되어있다는점이다. 이러한외저면주연부점토돌출

도표 9 제작방식별 용량군빈도 도표 10 제작방식별 심도군빈도

1.4
1.3
1.2
1.1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0.0

0.8

0.7

0.6

0.5

0.4

0.3

0.2

Ⅰa Ⅰb Ⅱa Ⅱb

용
량
군
(ℓ

)

심
도

제작방법
Ⅰa Ⅰb Ⅱa Ⅱb

제작방법

★35

★57

○16

○65

○34

○22

○12

사진 4 동일 제작공인(집단)의 생산품 ①

풍ⅩⅠ 475 풍ⅩⅠ 476

풍ⅩⅠ 477 풍Ⅰ 60-②

사진 3 완의 각종 성형방식의 예

2條 점토띠성형(Ⅰb) 저판 보강 성형(Ⅱa) 일체 성형(Ⅱ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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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은아마도완을회전판위에도치시켜놓은후동체 -

저부경계면의깎기를시도하면서점토가위로 려솟으

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흔적은 풍납토성(Ⅰ)

현대리버빌 부지 나-1호주거지(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사진4의풍Ⅰ60-②)에서도동일하게확인되었다. 이경우

제작기법상도치성형했기때문에Ⅱ식에속하지만동체-

저부경계면의 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깎기를

도치해서 깎았을 뿐이므로 제작기법 Ⅰ식에 해당되는

독특한제작방식이다.

다음으로풍납토성197번지가-3호주거지(국립문화재

연구소, 2009) 출토완(256)과 풍ⅩⅠ가-19호수혈 출토완

(978)이다. 모두 접시형의 완으로 동체부에 마연을 했고

저부쪽 외저면에는 물손질정면을 실시하 다. 내면은

약간의 요철면이 확인되는데, 978보다는 256의 요철이

좀 더 강하다. 구순은 살짝 내만하는 형태로 제작되었

다. 경도에서 전자는 중경질, 후자는 연질이어서 차이가

있으나태토, 제작기법, 형태까지매우유사함을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완들도 동일 공인이 제작했지만 제작

시점이나가마가달랐을가능성이있다.

풍납토성 미래마을 가지구 가-48호수혈(국립문화재

연구소, 2009) 1305와 1312는 색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구순 하부에 강하게 물손질을 하여 약간 오목하

게 들어간 것부터 태토, 동체저부경계면의 회전깎기 등

제작기법상 거의 동일한 양상이 확인된다. 한편 동일유

구 1299·1302·1313도 같은 공인의 제작품으로 추정

된다. 특히 1302와 1299는 태토, 소성, 제작기법 면에서

완전히일치하고있다. 따라서동일공인일뿐만아니라

서로 같은 시기에 제작되어 함께 매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사진6). 

가장 확실한 세트는 바로 풍납토성(ⅩⅠ) 가-2호주거지

에서 출토된 완(177·178)으로 적재하기에 알맞은 규격

으로 두 개를 한 쌍으로 함께 구입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사진7).

이렇듯 대개 같은 유구 내에서는 동일 공인이 제작했

음직한 세트 유물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는 구입할

당시에 이미 셋트로 구입하고자 했던 구매자의 의도가

함께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동일 용량군을

가지는 다수 동일 완을 통해 가족단위까지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며, 크기가 다른 완은 보관하기 편리하게

겹쳐서적재가능한형태들로구매했을가능성이높다. 

1 풍Ⅰ 나-1호주거지 60-② 풍ⅩⅠ가-6호주거지 475·476·477 구연직립1, 제작기법Ⅰb, 

2 풍ⅩⅠ가-3호주거지 256 풍ⅩⅠ가-19호수혈 978 직립2, 제작기법Ⅱb 내외면회전물손질

3 풍ⅩⅠ가-48호수혈 1299·1301·1302·1313 직립1, 제작기법Ⅰa 내외면회전물손질

4 풍ⅩⅠ가-48호수혈 1310·1312 직립1, 제작기법Ⅰa 내외면회전물손질

5 풍ⅩⅠ가-2호주거지 177·178 직립2, 제작기법Ⅱb 내외면회전물손질

표 6 유사 완 일람표

(풍Ⅰ=풍납토성Ⅰ(2001)보고서, 풍ⅩⅠ=풍납토성ⅩⅠ(2009)보고서임)

사진 5 동일 제작공인(집단)의 생산품 ②

풍ⅩⅠ 1299 풍ⅩⅠ 1302

사진 6 풍납토성(ⅩⅠ) 가-2호주거지 출토 완(177·178)

유사 완 특징

풍ⅩⅠ 1312풍ⅩⅠ 1305

풍ⅩⅠ 256 풍ⅩⅠ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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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의 용량군별 사용 용도

현재고고학계에서삼국시대배식기에대한용어는

이나 盞, 접시 정도이다. 현재의 그릇 명칭과 비교하면

매우 단순하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반상기

(식사용식기)에대해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사진7).

간략하게요약하면, 반상기는飯器·조반기·대접·합·

반병두리·바리때,·반찬그릇(보시기·옹파리·쟁첩·

접시·종지), 술잔 등이 그것이다.‘반기’는 밥을 담는

그릇이며 꼭지가 없는 뚜껑을 덮는다.‘조반기’는 작은

대접모양으로뚜껑에는꼭지가달려있다.‘대접’은국이

나 숭늉을 담는 그릇이고 합은 국수장국·떡국·밥·양

식등을주로담는그릇으로속이깊고거의직선으로내

려갔으며 위에는 뚜껑이 덮히는 형태이다.‘반병두리’는

모양은 합과 거의 비슷하나, 뚜껑이 없고 위쪽으로 약간

퍼져 있다.‘바리때’는 바리라고도 하며 밥·국·김치·

나물 등을 담는다. 반찬그릇으로 김치 깍두기를 담는 보

시기, 동치미를 담는 옹파리, 각종 찬품을 담는 쟁첩·접

시와조미료를담는종지가있다. 각각의형태는‘보시기’

의 경우 속이 깊고 뚜껑이 있으며,‘옹파리’는 바리모양

이다.‘쟁첩’은 뚜껑이 있는 야트막한 접시이며‘종지’는

약간 깊게 파인 그릇을 말한다. 이러한 그릇의 종류는 반

찬과같은음식물조리내용의종류가다양해질수록함께

다종다양해 질 것이다. 삼국시대 음식문화 관련 연구가

거의전무한실정으로내용물을중심으로한그릇의용도

와 식기 구분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앞서 검토한대로

그릇의형태와용량군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하 다. 

완을 현재의 명칭에 대입하여 구분한 연구(김성남,

2000)가있기는하지만소략하게다루어졌다(그림7). 

<그림 8>는 용량군별로 다양한 구분에 의거하여 완을

나열한 것이다. 특히 제작기법별로, 혹은 형태별로 용량

군의 집도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완

의 다양한 용량군과 그에 따른 형태적 특징을 기준으로

완의용도별구분을시도해보았다.

먼저 완의 형태 중 중요하게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뚜껑을 덮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다. 대개 구순이

내만되어 있거나, 외반되어 있다면 그릇의 바깥쪽 혹은

안쪽으로 뚜껑을 걸칠 수 있다. 반면 구순이 곧게 외반

되는 경우는 뚜껑을 덮을 수 없다. 물론 뚜껑의 드림부

안쪽 신부와 연결되는 지점에는 어떤 토기도 걸치게 할

수있기때문에엄 히말해뚜껑을전혀사용할수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뚜껑을 덮도록 의도적으로 제작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기준은 용량군이 동일

하더라도 구경과 저경이 작고 심도가 깊은 것과 구경과

저경이넓고심도가얕은것은구분되어야한다. 

이상의 두 가지 기준과 용량군별 양상을 대입하여

다음의 <표 7>과 같이 완의 용도를 세분해 보았다. 역시

용어상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적용하는 사람

들이나지역마다다를것이다. 다만용도의구분이아래

의 <표 7>과 같이 가능할 것이고 시기적으로 후행해서

출현하는 형태도 있기 때문에 한성백제기 말에 이러한

배식기의구분이완성될것으로추정된다. 

한편 타날을 남긴 완은 대부분이 飯器(밥그릇)으로 사

용하 을 가능성이 높다. 풍납토성(Ⅰ) 가 - 2호주거지의

예를 보았을 때도 타날문토기 완은 밥그릇, 무문의 대용

량의무문토기완은국그릇과같은용도로사용되었음을

사진 7 반상기의 예 그림 7 풍납토성 출토 사발, 보시기, 접시, 뚝배기의 변천시안(김성남, 2004)

사발 보시기 접시, 뚝배기

2기

1기
후반

1기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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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작해볼수있다. 또한시기적변천양상에서살펴보겠

지만한성백제초·중기유적에서다수타날문토기완이

출토되고있고백제토기전반의무문화경향과도연관될

가능성이있다.

한성백제기완의시기적
변천양상

1. 완 변천의 외적 동기와 그 의미

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작기법상 4가지 방법이

모두독특한기형적특징을만들어낸다. Ⅰa는용량이다

양하고심도가깊은사발형이고, Ⅰb는심도는낮지만구

순은 八字形으로 직립하고, 구경과 저경이 넓은 쟁첩의

형태를가진다. Ⅱa는심도는Ⅰb식과비슷하지만구경과

저경의너비가거의비슷하고동체-저부의각을없애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깎기 정면한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Ⅱb

식은 구순은 약간 내만하고 토기 내외면 전체를 물손질

하거나 동체-저부 경계면을 깎기 정면하여 각을 완전히

없앤 형태를 가진다. 여기에 외반구연 완과 盞형태의 완

을 추가하여 총 6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6가지 형태의 발생요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변천양

상을갖게되는지살펴보고자한다. 

1) 중도식토기 완

먼저 초기 백제완의 형태에 가장 먼저 향을 준 것은

중도식토기완이었을것이다. 뚜껑과겸용토기로사용되

구연부가 직립 혹은 약간 내만한 형태로 뚜껑을 덮을 수 있음.
구경과 저경이 작고 심도가 깊음. 소형의 무뉴식 뚜껑과 결합.
- 0.3~0.5ℓ분포

심도가 깊고, 구순이 곧게 외반된 형태, 뚜껑사용 안함. 국과
같은 국물이 있는 음식을 담는 데 사용. 
- 0.6~0.8ℓ분포

뚜껑을 덮어야 하는 반찬류의 내용물을 담는 그릇으로 추정됨.
- 0.3ℓ이상 고르게 분포

뚜껑이 없이 반찬을 놓는 그릇
- 0.3~0.4ℓ분포

뚜껑을 덮어 보관 및 반찬을 놓는 그릇
- 0.4~0.6ℓ분포

심도가 매우 낮고 저경이 넓음
- 0.3~0.6ℓ분포

조미료를 담는 그릇으로 내만하여 뚜껑을 덮기 용이함. 
- 0.1ℓ미만 분포

소형의 저부가 오목한 형태로 반기(밥그릇)보다 구순내만이
강함. 飯器보다 저부와 구연부가 훨씬 축약된 형태. 
- 0.3ℓ미만

뚜껑의 드림부길이가 매우 긴 것들과 결합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불맞은 흔적이 없으므로 뚝배기로 사용된 것은 아님.
마연한 고급 제사용기.
- 0.5~1.2ℓ분포

배식기 종류 특징명칭(용도)

飯器
(밥그릇)

대접
(국그릇)

바리

종지

盞

기타

접시

쟁첩
(접시류)

표 7 풍납토성 출토 배식기의 종류와 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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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배식기라는고유의용도에맞게제작되기시작하면

서 완의 형태가 잡혀 나가기 시작했다. <그림 9>에서 보

이는 바와 같이 구순이 직립하고 심도가 깊은 원통형의

형태가주로제작·사용된다. 

2) 낙랑토기

양양 가평리(국립문화재연구소, 2001)유적에서 외반형

의완이출토되었다. 이러한형태는중도식토기완에서는

볼 수 없는 기형으로 주목되는데 <그림 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구순이 외반된 바리형태를 띄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순이 안으로 말아 들어오는 듯한 형태나, 동체

부에강한물손질로인해요철면이형성되는등의양상이

특징인데 백제 완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고 있다. 다만

양양 가평리(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완과 같이 낙랑토

기의주된특징인외저면사절흔은백제완에서는거의확

인된 바 없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이미 회전판위에

서 평저토기를 성형하는 기법이 일반화 되어 있는 상황

(심발형토기, 평저호류 등의 제작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

기)에서는기형적모티브는낙랑토기완에서가져왔지만

오목
발형
완류

타날
제작기법

Ⅰa
제작기법

Ⅰb
제작기법

Ⅱa
제작기법

Ⅱb
외반 개배 돌대완 조리용기

무문
토기
전통

용량군(ℓ)

1.2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0       5      10㎝

58

그림 8 완의 용량군별 분류
(1. PN1 그리드, 2. PN1 가-유물포함층중층, 3·6. PN197 나-10호주거지, 4·5·7. PN1 그리드, 8. PN11 9·10. PN1 나-3호주거지, 11. PN11 가-35호수혈, 12.
PN1 가-25호수혈, 13. PN1 가-북쪽트렌치, 14. PN3 유물포함층, 15. PN11 가-2호수혈, 16·17·18·20. PN11 가-31호폐기지유구, 19·21. PN1 가-그리드, 22.
PN1 가-1호주거지, 23. PN1 가-2호주거지, 24. PN8 1호유구, 25. PN3 유물포함층, 26. MC88 6호저장공, 27. MC85, 28·29·31·33·35·37·39·41 PN11
가-48호수혈, 30. PN1 가-3호주거지, 32. PN1 나-4호주거지, 34. PN1 토기산포유구, 36. PN1 가-그리드, 38. PN11 가-5호주거지바닥, 40·43. PN1 가-그리드,
42. PN10 유물포함층, 44. PN1 가-16호수혈, 45. PN1 가-1호주거지, 46. PN1 나-5호주거지, 47. PN1 그리드, 48. PN1 나-1호주거지, 49. PN1 가-남쪽트렌치,
50·51. PN1 나-그리드,  52. PN4 9호유구, 53. MS숭 B1호저장공, 54. PN11 가-4호부뚜막, 55. PN1 2.3환호, 56. PN1 매납유구, 57. PN3 유물포함층, 58. PN11
가-3호주거지상층, 59. PN11 가-2호주거지, 60. PN11 가-29호수혈, 61. PN1 가-그리드, 62. PN11 가-2호주거지, 63. PN1 가-서쪽트렌치, 64. PN1 가-1호수혈,
65. PN1 가-유물포함층 하층, 66. PN1 가-13호수혈, 67. PN1 가-유물포함층중층, 68. PN1 가-1호주거지, 69. PN7 58호유구, 70. PN3 유물포함층, 72. SC87 1
호석곽묘, 73. PN1 가-서쪽트렌치, 74. PN1 가-서쪽트렌치, 75. PN11 가-12호수혈, 76. PN11 가-47호유구, 77. MC85 1호주거지, 78~82 PN4 9호유구, 83·85.
PN1 가-그리드, 84. PN1 가-그리드, 86. PN11 가-2호폐기지, 88. PN11 가-62호수혈, 89. PN11 가-21호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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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제작기법, 즉 회전판에서 원형의 점토판 위에 점

토띠를쌓아올려제작하는재지적전통을따랐을가능성

이높다. 중도식토기와낙랑토기의 향하에제작된완은

주로Ⅰa식의제작기법이확인된다.

3) 중국제 청자의 향

제작기법상 Ⅰb방식이 출현하는 동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백제는 4세기부터 본격적인 대중교섭을 추진하게

된다. 그로인해 다수의 중국제 청자가 백제로 유입된다.

<표8>은이러한한성백제지역출토중국제청자완을집성

한것이다. 이를통해봤을때청자는두가지형태가들어

온다. 첫번째는천발형의구경과저경이넓고심도가낮은

형태이고두번째는연판문장식이새겨진盞형태이다. 

<그림 13>에서와 같이 중국청자완의 변화는 천발형에

서 잔형으로 변화가 확인된다. 기년명 자료를 검토해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중국청자의 변화상황은 백제완에

도그대로 향을주었던것으로판단된다. 

먼저 <그림 11>은 천발형의 청자완과 백제토기 완 도

면이다.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특

히 1. 뾰족구순, 2. 완만한 경사각, 3. 낮은 심도가 그것이

다. 앞서 제작기법에서도 Ⅰb형의 가장 큰 특징은 뾰족

한구순과점토띠2조로만쌓은낮은심도이다. 따라서백

제가대중국교섭을시작하게되는東晋代청자의유입과

함께 백제완에서도 이러한 기형을 모방·제작하기 시작

한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청자는물레에서점토를뽑아

올려 제작하는데 반해 백제토기는 여전히 회전판위에

원형의점토판을놓고상면으로점토띠를쌓아올려성형

하는 기법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굽의 발달과 사절

흔 등의 청자완에서 보이는 제작 기법은 확인할 수 없었

던 것이다. 대신에 내면의 굴곡면을 매우 완만하게 정면

하고(그림 11-B), 외면까지도 각을 완전히 없애고 완만한

곡선을 이루도록 정면하는 것(그림 11-C) 등이 계속 모방

되어제작·사용되어진것으로추정된다. 

이후백제가남조와의교섭을시작하게되는5세기대에

는 盞형의 연판문이 새겨진 완이 유입된다. 이미 풍납토

성197번지다-38호수혈과천안용원리유적(서울대학교

박물관, 2001) 등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완

은중국에서도남조대에유행한형태로福建政和南朝墓

(462)의예에서보이듯이늦은시기에유행한다. 이러한盞

형완도유입과아울러백제에서유사토기가출현한다. 

관찰대상 유물 215점 중 이러한 盞형의 청자완을 모방

한토기는4~5점에불과하다. 따라서그시기유행을했을

까하는점은의구심이있다. 또한제작기법상Ⅰa에해당

되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천발형의 청자완을 모방해

제작된Ⅰb, Ⅱ식과는전혀다르다. 

이렇게간략하게한성백제완의형탱에모방을준동인

에대해살펴보았다. 처음에는중도식토기완과낙랑토기

완의 향 하에 심도가 깊고 직립되거나, 내만 혹은 외반

된 형태의 완이 제작되고(Ⅰa), 백제의 東晋과의 교섭이

주를이루게되는무렵부터는淺鉢형의청자완이도입되

면서구연이뾰족해지고심도가낮으며동체부가완만하

게 경사를 이루는 완이 등장한다(Ⅰb). 이러한 모방 제작

은 제작 기법상 Ⅱ식까지 연결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Ⅱa 식에서확인되는저면나선형의정면흔적과Ⅱb 식에

서의내외면물손질과정선된태토의사용등의이유에대

해서는좀더다각적인측면에서의접근도필요할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 중도식 토기 완의 다양한 형태와 향을 받은 백제 완

풍납토성강릉 강문동 강릉 강문동 춘천 중도 가평 마장리

중도식 토기에 향을 받아 제작된 백제 완(풍납토성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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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중국제 완과 한성백제 완 비교(박순발, 2005 인용·추가)

그림 11 백제토기의 청자완 모방 1(A:Ⅰb, B:Ⅱa, C:Ⅱb)

중국 완 한성지역 출토 완

낙랑

중원

290年

357年

361年

406年

416年

462年

1

PN7.58호 유구

PN7.31호 유구

PN10. 그리드

PN1.가-남쪽트렌치

PN1.나-N3E3그리드

PN4. 9호 유구

PN1.가-1호 수혈 PN1.가-13호 수혈

CS87. 지표수습 PN1.가-5호주바닥및상부

MC89. 3호 저장공

MC87. 1호 저장공

PN197.가-1호수혈

PN3. 3층1호폐기장

PN3. 표토 PN8. 소규모주택신축부지

PN1. 토기산포유구

PN1. 가-S4W2그리드

PN1. 토기산포유구

PN1. 나-3호주거지
PN197. 다-38호수혈
0              5             10㎝ PN1. 나-3호주거지

PN1. 가-N2W2그리드 PN1. 가-북쪽 트렌치

PN1.가-서쪽트렌치

PN10. 그리드

2

3

4

5

6

7 

(1 樂浪土城址, 2 廣州 沙河頂 晋墓(290年 : · , 19·85), 3. 南京 司家山 M1號墓(357年 : 王志高·張金喜·賈維勇, 2000), 4 南京 東晋 穆帝陵(361年
: 朱蘭霞, 1984), 5. 南京 謝溫墓(406年 : 華國榮·張九文, 1998), 6 南京 謝球墓(416年 : 院國林·李毅, 2000), 7 福建 政和南朝墓(462年 : 吳玉賢, 1986) 

1

2

3

PN197 가-1호 수혈 출토청자완

그림 12 백제토기의 청자완 모방 2 

1

2

3

풍납토성 197번지 다-38호수혈

⇒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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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시기별 중국 청자완의 변천( 先銘 主編, 2001, 그림인용, 추가·재편집)

湖北省 江西省 福健省 百濟地域

三國 吳

西晋

東晋

南晋

(1. 福建 政和南朝墓(462年 : 吳玉賢, 1986), 2. 몽촌토성 87-1호 저장공 , 3. 풍납토성 197번지 가-1호 수혈, 4. 풍납토성 197번지 다-38호 유구)

1

2

3

4

연번 유적 유구 기종 그림 사진 참고문헌

1
풍납토성
197번지

가-30호
수혈 건물지

黑褐釉磁器鉢片
추정저경 12
잔존높이 3.4
두께 9-1.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표 8 한성백제기 중부지역 출토 중국제 청자완

3
풍납토성
197번지

가-1호 수혈

靑磁碗片
구경 9.8
저부 5
높이 5.6

국립문화재연구소, 
미발간

4 몽촌토성 87-1호
靑磁碗片

추정구경 10.5
높이 3.4

金元龍·林孝宰·
林永珍, 1987
국립대구박물관, 

2004

2
서울 풍납토성
경당지구

9호 유구
靑磁碗片
구경 14

잔존높이 4

한신대학교박물관,
2004

5 몽촌토성
89-

S11W6-3 pit 
성토층

靑磁 片
추정구경 13.6
저경 5.3
높이 3.3

金元龍·林孝宰·
朴淳發·崔鍾澤, 

1989

6
풍납토성
197번지 다-38호 수혈

靑磁蓮瓣文碗
저경 9.5
높이 5.1

국립문화재연구소, 
미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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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적 유구 기종 그림 사진 참고문헌

표 8 (계속)

7
천안용원리
C지구

횡혈식
석실묘

靑磁蓮瓣文碗
구경 16.4
저경 8
높이 9

서울대학교박물관
2001

국립대구박물관, 
2004

8
천안용원리
C지구

靑磁碗 2점
구경 9.8
저경 5.4
높이 5.5

서울대학교박물관,
2001 

국립대구박물관, 
2004

9
공주 수촌리
Ⅱ지점

4호 靑磁盞

忠南歷史文化硏究院,
2003

국립대구박물관, 
2004

연번 유적명 출전 계측치 연대 시대

표 9 中國 三國~南朝 靑磁碗 자료

① 浙江省博物館, 2000
구경 10.9
기고 6.8

263 三國

② 浙江省博物館, 2000
구경 16.3
저경 8.5
기고 5.6

287 西晋

③
江蘇省 義鳥市
福田鄕倉裏村墓

中國陶瓷全集編輯委員會,
2000

구경 10.4
저경 5.8
기고 4.1

370 東晋

④ 浙江省博物館, 2000
구경 15.5
저경 8
기고 9

420 南朝

⑥ 洪州窯 羅湖村窯址 江西省歷史博物館, 1984 南朝

⑦ 洪州窯 羅湖村窯址 江西省歷史博物館, 1984 南朝

⑧ 洪州窯 羅湖村窯址 江西省歷史博物館, 1984 南朝

⑤ 廣東 新興 南朝墓 古運泉, 1990 435 南朝

0              5㎝

0                  5㎝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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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적명 출전 계측치 연대 시대

⑨ 福建 政和 南朝墓 吳玉賢, 1986 462 南朝

⑩ 江西省 吉安懸
中國陶瓷全集編輯委員會,

2000

구경 15.5
저경 10.4
기고 10.7

南朝

⑪ 浙江省博物館, 2000
구경 14
저경 10
기고 36

606 隋

그림 14 완의 각 형식별 공반유물 나열

공반유물 완 공반유물

Ⅰa

Ⅰb

Ⅱa

Ⅱb

표 9 (계속)

PN1. 가-2주

PN11. 가-48수

PN11. 가-6주

PN11. 가-62수

PN11. 가-4부

PN11. 가-4주

PN7. 가-31호유구

PN11. 가-2주

PN1. 가-3주 0            5           10㎝

PN197 다-38호 수혈

MC87 1호 저장공

PN1. 토기가마

MC87-9-저

MC87-3-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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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연판문 완의 등장으로 盞형의 완도 함께 제작·

사용된다. 이렇게보면제작기법상Ⅰ식에서Ⅱ식으로의

계기적인변천단계를설정할수있는데, 과연이러한검증

이맞는지확인하기위해형식별로공반유물관계를검토

해보았다(그림14). 

<그림14>는완이출토된유구내공반관계를보여주는

것으로다른기종의변천양상에대한세 한분석이함께

수행되어져야겠으나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한다. 대체적으로지금까지토기편년은다음

과같은몇가지에서다수의동의를얻고있다. 첫번째는

고배삼족기등이확인되지않는단계의설정이다. 박순발

(2001)에 의해 수립된 한성백제Ⅰ기 이전 단계(1-1기)에

대한 설정이 그것이다. 이 시기에는 견부가 밋밋한 합과

무뉴식의뚜껑, 타날문토기완과직구(단경)호, 대옹등이

확인된다. 이후고배·삼족기가출현하는데시기는대체

로4세기전반대(권오 , 2011)로대중국교섭이본격화되

는시기로볼수있다. 완의제작기법상Ⅰa 식만이확인

되는시기는대체로1-1기와일치하고있다. 

고배, 삼족기가 출현한 이후 대중국 교섭에서 획득한

중국제청자등의 향으로Ⅰb식이출현한다. 시기를잘

보여주는 기종으로는 盒이 있다. 밋밋한 견부에서 점차

요철면으로 장식되고 그 요철면도 견부에 집중되다가

동체 전면에 걸쳐 장식되는 양상으로 변화가 확인된 바

있다(한지선, 2003). Ⅱa식의 경우 대표적으로 풍납토성

(Ⅶ) 31호유구처럼삼족대합과견부에집중된요철문장

식이되어있는경질의합, 발달된고배와병류등이함께

공반되고있다. Ⅱb 식은풍납토성(ⅩⅠ) 가-2호주거지에서

처럼발달된고배와삼족기를비롯하여삼족호등의늦은

시기유물이함께공반되고있다. 

보다 다수의 공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역시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것과 시기를 분기하는 것을

단일기종으로는어려운작업이다. 따라서향후구체적인

기종간공반관계및유구의선후관계등의분석을면

히진행하여내용을보완할수있도록하겠다. 

맺음말

이로써백제토기중에음식을담는그릇으로서의배식

기 역할을 담당했던 완의 특징과 제작기법, 용량군별 용

도, 기형적변화와그 향관계등에대해살펴보았다. 완

은개인식기로서주거지내에서가장다수확인되는기종

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대량 소비는 대량생산과 연

관될것이며, 이러한대량생산은완의제작기법상에많은

발전을가져왔을것이다. 

사진 6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출토 청자 완과 공반유물

③ 풍납토성(197) 다-38호 수혈 출토 청자완② 다-38호 수혈 출토 대옹① 풍납토성(197) 다-38호 수혈 전경

④ 몽촌토성(87) 1호저장공 출토 청자완 ⑤ 몽촌토성(87) 1호 저장공 Ⅳ·Ⅴ층 청자 완 공반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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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를 통해 완은 크게 두 가지, 세분해 4가지의

제작기법을확인할수있었다. 

먼저회전판위에원형의점토판을놓고그위로점토

띠를 쌓아올려 성형을 마무리하는 기본 방식(Ⅰ)과 기

본 성형은 동일하나 최후 단계에서 회전판에서 완을 떼

어내어 도치시켜 저부를 정면하여 평저의 각을 없애는

새로운 방식(Ⅱ) 두 가지가 확인된다. 전자는 동체-저부

경계면의 각이 살아있는 특징을 공유하면서도 다수의

점토띠로 제작해 심도가 깊게 제작한 경우(Ⅰa)와 2조

의 점토띠로 제작하고 구순이 뾰족하게 제작한 것(Ⅰb)

의 두 가지로 다시 나뉜다. 후자는 동체-저부경계면의

각을 없앤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바닥에 점토를 덧대어

나선형으로 마무리하는 것(Ⅱa)과 바닥에서 동체부까

지 한 번에 깎기나, 물손질로 마감하는 것(Ⅱb)의 두 가

지로나뉜다.

또한이러한제작기법과함께기형의변화가백제의대

중교섭과계를 바탕으로 시대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

음도살펴보았다. 대중국교섭에매우적극적이었던백제

는일상생활에서중국제물품자체의소비뿐만아니라중

국제물품을모방한토기의제작·변형을통해백제고유

의문화를형성시켜나갔던것으로보인다. 

앞으로 이러한 완에 대한 좀 더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백제토기편년뿐만아니라계층성, 주거단위의문제까지

도폭넓게접근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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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한성기 백제완의 계측치

유구 그림
번호

소
성
도

색조 (복원)
높이

(복원)
구경

(복원)
저경

태
토

용
량

최소
두께

최대
두께

심
도

구경
/저
경비

보고
서명

제작
기법

구연
부
형태

특징 접합
띠수비고

연
번 유적명

1 몽촌토성(85) 몽85-1주 28-7 연질 0 회백색 4.3 14.4 9.6 0.5 0.5 0.6 0.30 1.50 몽85          Ⅱb 직립1

2 몽촌토성(85) 몽85-유포 79-1 연질 2 회백색 7 14.5 8.6 0.7 0.5 0.6 0.48 1.69 몽85          Ⅰa 직립1

3 몽촌토성(87) 몽87-3주 28-1 연질 2 회백색 4.5 13.6 9.8 0.4 0.4 0.6 0.33 1.39 몽87          Ⅰb 직립2

4 몽촌토성(87) 몽87-3주 28-2 경질 3 회청색 3.8 13.8 9.7 0.3 0.4 0.6 0.28 1.42 몽87          Ⅰb 직립1

5 몽촌토성(87) 몽87-3주 28-3 연질 3 흑색 2.8 13.8 7.2 0.3 0.4 0.55 0.20 1.92 몽87          Ⅰb 외반

6 몽촌토성(87) 몽87-3저 45-2 연질 2 회백색 4.5 12.5 8.2 0.3 0.3 0.6 0.36 1.52 몽87          Ⅰb 직립2

7 몽촌토성(87) 몽87-5저 50-2 연질 1 회백색 4.8 12.5 6.8 0.3 0.4 0.6 0.38 1.84 몽87          Ⅱb 직립2

8 몽촌토성(87) 몽87-5저 50-5 연질 2 적갈색 5.8 14.7 8 0.7 0.4 0.5 0.39 1.84 몽87          Ⅱb 직립2

9 몽촌토성(87) 몽87-9저 55-1 연질 2 흑회색 5.2 14 7.2 0.6 0.3 0.5 0.37 1.94 몽87          Ⅱb 직립2

10 몽촌토성(88) 몽88-3저 80-4 연질 2 ? 3.2 17 11 0.3 0.4 0.5 0.19 1.55 몽88          Ⅰb 직립1

11 몽촌토성(88) 몽88-6저 80-5 연질 2 ? 4.5 13 8.5 0.3 0.6 0.8 0.35 1.53 몽88          Ⅱa 외반 구순외반

12 몽촌토성(88) 몽88-4주 80-6 연질 2 ? 3.5 13.4 10 0.3 0.6 0.9 0.26 1.34 몽88          Ⅰb 직립1

13 몽촌토성(88) 몽88-3저 80-7 연질 2 ? 3.6 13.4 10 0.4 0.3 0.5 0.27 1.34 몽88          Ⅰb 직립2 내외면 요철면

14 몽촌토성(89) 몽89수 38-2 연질 3 ? 3.1 11.9 8.2 0.3 0.3 0.6 0.26 1.45 몽89          Ⅰb 직립2

15 몽촌토성(89) 몽89표토 38-3 연질 3 ? 3.6 12.4 6.8 0.3 0.4 0.6 0.29 1.82 몽89 Ⅰb 직립2

16 몽촌토성(89) 몽90표토 38-4 연질 2 ? 4.7 14.2 10.6 0.5 0.4 0.8 0.33 1.34 몽89 Ⅰb 직립2

17 몽촌토성(89) 몽89표토 38-5 연질 3 ? 4.5 11 8 0.1 0.4 0.6 0.41 1.38 몽89 Ⅰa 직립1

18 몽촌토성(89) 몽89유포 38-6 연질 3 ? 4.1 11.1 7.3 0.3 0.5 0.7 0.37 1.52 몽89 Ⅰb 직립1

19 몽촌토성(89) 몽89연못 38-7 연질 3 ? 4 13.1 9.3 0.3 0.45 0.9 0.31 1.41 몽89 Ⅰb 직립1

20 몽촌토성(89) 몽89표토 38-9 연질 3 ? 3.9 14.4 6.6 0.4 0.35 0.6 0.27 2.18 몽89 Ⅰb 직립1

21 몽촌토성(89) 몽89표토 38-10 연질 4 ? 3.4 12.4 8.9 0.3 0.5 0.8 0.27 1.39 몽89 Ⅰb 직립2

22 미사리숭실대 미숭B2저 161-1 연질 2 회청색 4.2 13.8 10.6 0.4 0.4 0.6 0.30 1.30 미3 Ⅱa? 직립2 마연, 저부볼록

23 미사리숭실대 미숭B19저 171-3 연질 1 흑색 2.8 13.4 9.8 0.2 0.6 0.7 0.21 1.37 미3 Ⅰb 직립2 흑색마연

24 미사리숭실대 미숭B22저 174-1 중경질 1 회청색 7.2 18.1 14.4 1.2 0.4 0.9 0.40 1.26 미3 Ⅰa 직립2

25 미사리고려대 미고A33주 72-28 연질 1 황회색 4.1 16.8 8 0.7 0.5 0.7 0.24 2.10 미5 Ⅰb 직립2 마연

26 미사리고려대 미고A155토 109-155-5 중경질 3 회색 3.5 14.1 7.6 0.3 0.5 0.7 0.25 1.86 미5 Ⅰb 직립1 평행선문타날,내면회전물손질

27 석촌3호동쪽고분군 3호 토광묘 8-8 연질 4 적갈색 5.2 10.5 8.2 0.3 0.4 0.6 0.50 1.28 석86 Ⅰa 직립1

28 석촌3호동쪽고분군 4호 토광묘 9-3 연질 1 흑색 5.2 14.9 8.6 0.5 0.4 0.5 0.35 1.73 석86 Ⅰb 직립2

29 석촌3호동쪽고분군 4호 토광묘 9-5 연질 1 흑색 5.9 15.7 9.6 0.7 0.5 0.5 0.38 1.64 석86 Ⅰb 직립2

30 석촌동고분군 1호 석곽묘 18-6 연질 2 회갈색 5 13.6 7.7 0.3 0.4 0.5 0.37 1.77 석87 Ⅰa 외반

31 석촌동고분군 1호 석곽묘 18-7 연질 2 회백색 4.6 13.2 8.2 0.3 0.4 0.6 0.35 1.61 석87 Ⅰa 외반

32 석촌동고분군 1호 석곽묘 18-8 연질 2 회백색 5.2 12.8 9.2 0.4 0.3 0.6 0.41 1.39 석87 Ⅰa 직립2

33 석촌동고분군 7호 석곽묘 28-1 연질 2 회백색 4.4 13 7.4 0.3 0.4 0.5 0.34 1.76 석87 Ⅰb 직립2

34 석촌동고분군 2호 토광묘 33-1 연질 1 회백색 4.5 14.1 7 0.4 0.2 0.4 0.32 2.01 석87 Ⅰb 직립2 외면 요철면 성형

35 석촌동고분군 2호 토광묘 33-2 연질 2 회백색 6.9 14.5 8.8 0.7 0.4 0.5 0.48 1.65 석87 Ⅰa 직립1 찌그러짐

36 석촌동고분군 표토채집 44-2 연질 2 회백색 5.5 13.6 9.5 0.4 0.3 0.6 0.40 1.43 석87 Ⅰb 직립2 약간내만

37 풍납현대리버빌 풍가2환 23-5 중경질 3 회황색 4.3 14.8 12.2 0.4 0.4 0.8 0.29 1.21 풍I Ⅱa 직립2 내면요철면,외저면저부경계면깍기 2

38 풍납현대리버빌 풍가3환 23-6 연질 3 회청색 8.8 14.5 9.4 1 0.4 1 0.61 1.54 풍I Ⅰa 직립1 지두압흔 4

39 풍납현대리버빌 풍가1주 27-1 연질 3 황갈색 6.3 13.4 11.0 0.6 0.4 1.1 0.47 1.22 풍I Ⅰa 외반 지두압흔 3

40 풍납현대리버빌 풍가1주 27-6 연질 3 회색 6.0 13.0 5.8 0.4 0.4 0.9 0.46 2.24 풍I Ⅰa 직립1 지두압흔, 격자문타날 4

41 풍납현대리버빌 풍가1주 27-7 중경질 2 회청색 6.6 13.0 8.6 0.5 0.60 0.75 0.51 1.51 풍I Ⅰa 직립1 지두압흔 3

42 풍납현대리버빌 풍가1주수 29-3 연질 2 회흑색 9.3 14.8 9.2 1 0.4 0.95 0.63 1.61 풍I Ⅰa 직립1 지두압흔 4

43 풍납현대리버빌 풍가2주 35-6 경질 2 회청색 3.5 15.0 10.0 0.3 0.3 0.6 0.23 1.50 풍I Ⅰb 직립1 격자문타날 2

44 풍납현대리버빌 풍가2주 35-7 연질 3 회갈색 7.8 15.6 8.9 1 0.4 0.7 0.50 1.75 풍I Ⅰa 직립1 약간내만 4

45 풍납현대리버빌 풍가3주 40-3 연질 4 적갈색 7.3 15.3 7.0 0.5 0.4 0.6 0.48 2.19 풍I Ⅰa 직립1 지두압흔 ?미사용조리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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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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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풍납현대리버빌 풍가5주 47-3 연질 4 회백색 5.7 10.5 7.6 0.3 0.35 0.8 0.54 1.38 풍I Ⅰa 직립1 구순약간내만, 지두압흔 3

47 풍납현대리버빌 풍나1주 60-2 연질 2 회황색 4.5 13.8 9.5 0.4 0.3 0.8 0.33 1.45 풍I Ⅰb 직립2 동체회전물손질 2

48 풍납현대리버빌 풍나3주 65-1 중경질 3 암갈색 7.6 10.0 6.0 0.3 0.5 1.45 0.76 1.67 풍I Ⅰa 직립1 구순내만 3

49 풍납현대리버빌 풍나3주 65-2 연질 3 회황색 7.0 11.0 7.0 0.4 0.6 1.2 0.64 1.57 풍I Ⅰa 직립1 구순내만 ?

50 풍납현대리버빌 풍나4주 67-6 연질 2 암황색 6.3 12.0 7.0 0.5 0.4 0.8 0.53 1.71 풍I Ⅰa 직립1 강한회전물손질 ?

51 풍납현대리버빌 풍나5주 69-2 연질 3 흑색 5.8 14.6 10.0 0.6 0.5 0.95 0.40 1.46 풍I Ⅰb 직립2 격자문타날잔흔 3?

52 풍납현대리버빌 풍가1수 81-5 중경질 3 흑회색 7.0 14.0 9.6 0.6 0.7 1.05 0.50 1.46 풍I Ⅰa 직립1 구순약간내만, 지두압흔 ?

53 풍납현대리버빌 풍가1수 81-6 연질 3 암회색 6.0 14.6 8.0 0.4 0.4 1.4 0.41 1.83 풍I Ⅰa 직립1 지두압흔 3

54 풍납현대리버빌 풍가1수 81-7 연질 3 회흑색 8.0 15.6 9.8 1 0.4 1 0.51 1.59 풍I Ⅰa 직립1 약간내만 5

55 풍납현대리버빌 풍가1수 81-8 연질 3 회백색 6.8 15.8 10.0 0.9 0.6 0.8 0.43 1.58 풍I Ⅰa 외반 지두압흔 4?

56 풍납현대리버빌 풍가6수 88-2 연질 3 황갈색 5.3 13.4 11.2 0.4 0.7 1.1 0.40 1.20 풍I Ⅰa 직립1 지두압흔, 기벽두터움 2

57 풍납현대리버빌 풍가13수 96-3 연질 2 황갈색 6.9 14.0 9.0 0.7 0.3 0.8 0.49 1.56 풍I Ⅰa 외반 방형판흔 3

58 풍납현대리버빌 풍가16수 99-2 경질 2 회청색 3.3 9.8 5.8 0.1 0.35 0.8 0.34 1.69 풍I Ⅰb 직립2 2

59 풍납현대리버빌 풍가18수 101-2 연질 3 암회색 6.8 13.6 8.2 0.5 0.4 0.9 0.50 1.66 풍I Ⅰa 직립1 지두압흔 4

60 풍납현대리버빌 풍가21수 104-1 연질 2 회황색 6.1 12.8 7.0 0.4 0.50 0.90 0.48 1.83 풍I Ⅰa 직립1 방형판흔 3

61 풍납현대리버빌 풍가25수 108-2 중경질 2 암청색 5.7 9.8 6.4 0.2 0.4 1.05 0.58 1.53 풍I Ⅰa 직립1 지두압흔 3

62 풍납현대리버빌 풍가25수 108-4 연질 3 흑회색 6.1 12.6 8.4 0.5 0.4 1 0.48 1.50 풍I Ⅰa 직립1 구순내만, 지두압흔 3

63 풍납현대리버빌 풍가가마 130-1 연질 3 회흑색 4.0 15.2 12.4 0.4 0.4 0.8 0.26 1.23 풍I Ⅱa 직립2 내면요철면 2

64 풍납현대리버빌 풍가가마 130-2 연질 3 회황색 4.9 13.2 9.5 0.4 0.40 0.80 0.37 1.39 풍I Ⅱa Ⅱb 지두압흔 2

65 풍납현대리버빌 풍가매납 138-4 연질 3 회황색 4.5 13.0 10.8 0.3 0.35 0.85 0.35 1.20 풍I Ⅱa 직립2 내면요철면, 바닥나선형의 점토접합면확인 2?

66 풍납현대리버빌 풍가토산 150-4 연질 2 회흑색 5.8 12.6 8.0 0.4 0.40 0.80 0.46 1.58 풍I Ⅰa 직립1 구순내만, 지두압흔 3

67 풍납현대리버빌 풍가토산 150-5 연질 3 암갈색 4.4 14.8 11.0 0.4 0.40 0.90 0.30 1.35 풍I Ⅰb 직립2 방형판흔, 내면요철면 2

68 풍납현대리버빌 풍가트 157-5 경질 2 회청색 4.0 13.2 9.2 0.30 0.45 0.5 0.30 1.43 풍I Ⅰb 직립1 동체S자성형 2

69 풍납현대리버빌 풍가트 157-6 연질 4 적갈색 4.0 13.0 11.8 0.4 0.3 0.8 0.31 1.10 풍I Ⅰb 직립2 동체S자성형, 동체부 큰박자흔 2

70 풍납현대리버빌 풍가트 157-7 연질 4 적갈색 4.7 15.4 7.5 0.60 0.6 0.95 0.31 2.05 풍I Ⅰb 직립2 구순끝외반 2

71 풍납현대리버빌 풍가트 157-8 연질 3 회황색 6.5 18.6 14.0 1.3 0.5 1.3 0.35 1.33 풍I Ⅰa 외반 격자문타날 3

72 풍납현대리버빌 풍가트 157-9 연질 3 회황색 4.8  14.8  8.2 0.5 0.45 0.8 0.32 1.80 풍I Ⅰa 외반 지두압흔 3

73 풍납현대리버빌 풍가트 157-11 중경질 1 회황색 5.7 13.0 9.0 0.7 0.4 0.65 0.44 1.44 풍I Ⅰa 직립1 마연, 의도적구순내만 ?

74 풍납현대리버빌 풍가트 161-11 연질 4 적갈색 4.2 14.6 11.4 0.5 0.5 10.5 0.29 1.28 풍I Ⅰa 직립1 불맞음, 표면박락 2

75 풍납현대리버빌 풍가트 161-12 연질 4 회황색 4.5 12.6 10.5 0.4 0.4 1 0.36 1.20 풍I Ⅰa 직립1 구순내만, 불맞음 2

76 풍납현대리버빌 풍가트 166-5 연질 3 회황색 3.5 14.0 11.2 0.3 0.5 0.75 0.25 1.25 풍I Ⅰb 직립2 지두압흔 2

77 풍납현대리버빌 풍가유포중 169-7 연질 3 회색 4.8 14.5 9.6 0.5 0.35 0.65 0.33 1.51 풍I Ⅱa 직립2 바닥에원형점토덧붙이흔적 2?

78 풍납현대리버빌 풍가유포 174-8 연질 4 회흑색 6.2 13.0 10.2 0.5 0.4 0.8 0.48 1.27 풍I Ⅰa 직립1 지두압흔 4

79 풍납현대리버빌 풍가유포 174-9 연질 3 회색 4.5 13.4 10.0 0.4 0.4 0.6 0.34 1.34 풍I Ⅰb 직립2 지두압흔 2

80 풍납현대리버빌 풍가유포 179-5 연질 2 암회색 3.8 10.6 7.5 0.3 0.4 0.7 0.36 1.41 풍I Ⅰb 직립2 동체부전면회전물손질 2

81 풍납현대리버빌 풍가유포 179-6 연질 4 흑색 6.0 10.6 8.9 0.3 0.5 0.85 0.57 1.19 풍I Ⅰa 직립1 지두압흔 4

82 풍납현대리버빌 풍가유포상 184-5 연질 2 회갈색 6.1 12.3 6.1 0.4 0.5 0.8 0.50 2.02 풍I Ⅰa 직립2

83 풍납현대리버빌 풍가유포중 187-8 연질 3 적황색 6.4 10.1 8.0 0.3 0.4 0.75 0.63 1.26 풍I Ⅰa 직립1 격자문타날 3

84 풍납현대리버빌 풍가유포중 187-9 연질 3 회색 6.2 11.0 7.0 0.4 0.4 0.95 0.56 1.57 풍I Ⅰa 직립1 격자문타날

85 풍납현대리버빌 풍가유포중 187-12 연질 2 회색 4.0 15.0 9.4 0.4 0.40 0.85 0.27 1.60 풍I Ⅰb 직립2 구순끝회전물손질

86 풍납현대리버빌 풍가유포중 187-13 연질 3 흑회색 7.3 13.0 7.7 0.5 0.4 0.9 0.56 1.69 풍I Ⅰa 직립1

87 풍납현대리버빌 풍가유포중 194-3 연질 4 회색 5.5 14.4 13.8 0.6 0.85 0.9 0.38 1.04 풍I Ⅰa 직립1 약간내만 3

88 풍납현대리버빌 풍가유포하 195-5 연질 4 회색 4.3 13.2 10.8 0.4 0.40 0.80 0.33 1.22 풍I Ⅰa 직립1 약간내만 3

내저면소용돌이흔적, 
외저면 주연부 정지깎기정면,
동체부 회전물손질 요청면

풍11의476,475유사

조리용기?

조리용기

조리용기

조리용기

조리용기

미사용조리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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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풍납현대리버빌 풍가유포중하 197-5 연질 4 흑색 4.9 11.6 5.8 0.3 0.4 0.6 0.42 2.00 풍I Ⅱa 직립2 동체저부경계면각을 의도적으로 없앰 3

90 풍납현대리버빌 풍가유포중하 197-6 연질 4 황색 5.0 11.0 9.5 0.3 0.4 0.6 0.45 1.16 풍I Ⅰa 직립1 지두압흔 3?

91 풍납현대리버빌 풍가유포중 202-11 연질 2 회색 5.1 11.4 7.2 0.3 0.55 0.90 0.45 1.58 풍I Ⅰa 직립1

92 풍납현대리버빌 풍가유포상 207-10 연질 3 회색 5.9 12.4 7.2 0.3 0.65 0.95 0.48 1.72 풍I Ⅰa 직립1 지두압흔 3

93 풍납현대리버빌 풍가유포중 207-11 연질 2 회황색 7.8 17.4 10.2 1.2 0.3 0.7 0.45 1.71 풍I Ⅰa 직립1 지두압흔 5

94 풍납현대리버빌 풍나유포상 214-6 연질 1 회백색 4.2 13.0 10.0 0.3 0.3 0.8 0.32 1.30 풍I Ⅰb 직립2 동체부전면회전물손질 3

95 풍납현대리버빌 풍나유포상 214-7 연질 3 흑색 3.7 13.0 7.8 0.2 0.35 0.65 0.28 1.67 풍I Ⅰb 직립2 동체부전면회전물손질 2

96 풍납현대리버빌 풍나유포상 218-5 연질 4 회황색 5.1 16.2 12.4 0.7 0.3 0.5 0.31 1.31 풍I Ⅰa 직립1 의도적인동체S자기형성형 3

97 풍납현대리버빌 풍나유포상 219-6 연질 4 황갈색 4.3 16.2 13.6 0.6 0.4 1.1 0.27 1.19 풍I Ⅰa 직립1 지두압흔 3

98 풍납현대리버빌 풍가유포중 223-5 연질 3 적갈색 7.0 13.8 10.0 0.7 0.4 1 0.51 1.38 풍I Ⅰa 외반 지두압흔 4

99 풍납현대리버빌 풍가유포중 223-6 연질 2 암회색 8.1 11.8 8.5 0.5 0.4 1.2 0.69 1.39 풍I Ⅰa 직립1 지두압흔

100 풍납현대리버빌 풍가유포하 238-2 중경질 2 회청색 5.5 10.2 6.2 0.3 0.3 0.8 0.54 1.65 풍I Ⅰa 직립1 약간내만

101 풍납현대리버빌 풍가유포하 238-3 연질 3 적갈색 6.5 16.0 10.8 0.9 0.35 1.00 0.41 1.48 풍I Ⅰa 외반 불맞은흔적, 바닥탄착흔

102 풍납동성벽 A지점 외벽 퇴적토 28-1 연질 1 회황색 4.5 13 10 0.4 0.4 0.8 0.35 1.30 풍II Ⅱa 직립2 바닥에원형(나선형)점토덧붙이흔적

103 풍납동성벽 B지점 Ⅵ토루 36-5 중경질 2 회색 7 13 8 0.5 0.4 0.8 0.54 1.63 풍II Ⅰa 직립1

104 풍납삼화 풍삼화표토 6-10 중경질 2 회백색 4.95 12 9 0.4 0.3 0.7 0.41 1.33 풍III Ⅰa 직립2

105 풍납삼화 풍삼화표토 6-20 중경질 3 회색 5.25 17.2 12.2 0.7 0.3 0.9 0.31 1.41 풍III Ⅰa 외반

106 풍납삼화 풍삼화표토 6-18 연질 3 회올리브색 5 13.4 9.6 0.3 0.3 1.1 0.37 1.40 풍III Ⅰb 직립2 동체부 요철면

107 풍납삼화 풍삼화표토 6-21 경질 3 회색 2.7 14.6 11.1 0.3 0.5 0.8 0.18 1.32 풍III Ⅰb 직립2 마연

108 풍납삼화 풍삼화표토 6-23 중경질 4 회색 5.55 18 12.2 0.8 0.4 0.9 0.31 1.48 풍III Ⅰa 직립1

109 풍납삼화 풍삼화1호폐기장 18-11 중경질 3 회백색 5.25 10.9 9.15 0.4 0.35 0.6 0.48 1.19 풍III Ⅰa 직립2

110 풍납삼화 풍삼화1호폐기장 18-12 중경질 3 회색 6.3 13.2 8.4 0.4 0.4 1.2 0.48 1.57 풍III Ⅰa 외반

111 풍납삼화 풍삼화1호폐기장 18-14 연질 3 등색 3.81 11.2 8.1 0.2 0.4 0.6 0.34 1.38 풍III Ⅰb 직립2

112 풍납삼화 풍삼화1호폐기장 18-15 연질 3 등색 6 12.2 8.7 0.5 0.4 0.8 0.49 1.40 풍III Ⅰa 직립1 약간내만

113 풍납삼화 풍삼화1호폐기장 19-2 중경질 4 회색 6.6 12 7 0.4 0.35 0.8 0.55 1.71 풍III Ⅰa 직립1 격자문타날

114 풍납삼화 풍삼화III층 32-10 연질 3 연등색 4.8 12.4 9 0.4 0.4 0.7 0.39 1.38 풍III Ⅰa 직립1 격자문타날

115 풍납삼화 풍삼화III층 32-12 연질 2 회색 7.2 14.6 11.4 0.8 0.4 0.8 0.49 1.28 풍III Ⅰa 직립2

116 풍납삼화 풍삼화III층 32-15 중경질 2 회색 7.2 13.6 9.2 0.6 0.4 1 0.53 1.48 풍III Ⅰa 직립1 평행선문타날,내면회전물손질

117 풍납삼화 풍삼화III층 32-16 중경질 2 회황색 6.3 15.4 8.6 0.6 0.4 1 0.41 1.79 풍III Ⅰa 직립1

118 풍납경당 풍경당9호 53-1 연질 4 회백색 4.3 13 10.9 0.5 0.4 0.8 0.33 1.19 풍IV Ⅰb 직립2

119 풍납경당 풍경당9호 53-2 연질 4 황회색 4.1 12.4 10 0.3 13 0.8 0.33 1.24 풍IV Ⅰb 직립1

120 풍납경당 풍경당9호 53-3 연질 4 암회황색 3.8 12.6 10.2 0.3 0.4 0.7 0.30 1.24 풍IV Ⅰb 직립1

121 풍납경당 풍경당9호 53-4 연질 4 천황, 회갈색 4.9 15.1 12.7 0.4 0.4 0.6 0.32 1.19 풍IV Ⅰa 외반

122 풍납경당 풍경당9호 53-5 연질 3 암회색 4.6 12.4 8.8 0.4 0.4 0.8 0.37 1.41 풍IV Ⅱa 직립2

123 풍납경당 풍경당9호 53-6 연질 3 회색, 연황색 4.9 13.1 9 0.4 0.5 0.9 0.37 1.46 풍IV Ⅱa 직립2 바닥에원형점토덧붙이흔적

124 풍납경당 풍경당9호 53-7 연질 4 회색, 등색 4.6 13.8 11.2 0.4 0.3 0.95 0.33 1.23 풍IV Ⅰb 직립2

125 풍납경당 풍경당9호 53-8 연질 3 암황색 4.1 15.2 10.3 0.4 0.4 0.75 0.27 1.48 풍IV Ⅰb 직립1

126 풍납경당 풍경당9호 53-9 연질 3 회색 4.3 14.2 8 0.3 0.5 0.9 0.30 1.78 풍IV Ⅰb 직립2

127 풍납경당 풍경당9호 53-10 중경질 2 회색 3.3 12.8 7.2 0.2 0.4 0.65 0.26 1.78 풍IV Ⅰb 직립2

128 풍납경당 풍경당9호 53-15 연질 3 회색 4 14.9 9.8 0.4 0.5 0.9 0.27 1.52 풍IV Ⅱa 직립1

129 풍납경당 풍경당9호유구 53-18 연질 3 회색 4.7 14.2 10.8 0.6 0.4 0.9 0.33 1.31 풍IV Ⅱa 직립2 바닥에원형점토덧붙이흔적

130 풍납경당 풍경당9호 53-19 중경질 3 회색 3.8 13.4 9.8 0.3 0.5 0.8 0.28 1.37 풍IV Ⅰb 직립1

131 풍납경당 풍경당9호 53-20 연질 2 회백색 3.4 14.3 8.2 0.3 0.5 0.7 0.24 1.74 풍IV Ⅰb 직립1 마연

132 풍납경당 풍경당9호 78-30 연질 4 등색 9.5 20.4 12.1 1.6 0.6 0.8 0.47 1.69 풍IV Ⅰa 외반 내면박자흔, 격자문타날

133 풍납경당 101호 유구 42-1 중경질 3 회적색 5 13.7 7.2 0.4 0.3 0.6 0.36 1.90 풍Ⅵ Ⅰa 직립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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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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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풍납경당 101호 유구 42-2 경질 3 적회색 4.5 11.4 8.3 0.2 0.4 1.1 0.39 1.37 풍Ⅵ Ⅰa 직립1 3

135 풍납경당 101호 유구 42-3 중경질 3 황회색 6.3 13 6.9 0.4 0.6 1 0.48 1.88 풍Ⅵ Ⅰa 직립1 격자문타날 3

136 풍납경당 101호 유구 42-4 연질 4 황등색 6.3 11 7.2 0.4 0.6 1 0.57 1.53 풍Ⅵ Ⅰa 직립1 약간내만, 격자문타날

137 풍납경당 101호 유구 42-5 경질 2 회적색 5.8 12.3 7.2 0.4 0.4 0.65 0.47 1.71 풍Ⅵ Ⅰa 직립1 외면 요철면성형

138 풍납경당 31호 유구 66-55 연질 4 연적갈색 4.4 13.6 10.5 0.5 0.4 0.7 0.32 1.30 풍Ⅶ Ⅰb 직립2 구순내만

139 풍납경당 31호 유구 66-56 연질 4 회색 5.1 14.6 11.8 0.5 0.4 0.8 0.35 1.24 풍Ⅶ Ⅱb 직립2 동체-저부경계면없음, 저면볼록.

140 풍납경당 31호 유구 66-57 연질 4 회황색 7.4 23.3 18.7 2.2 0.6 0.9 0.32 1.25 풍Ⅶ Ⅰa 직립1

141 풍납경당 58호 유구 99-30 연질 2 회황색 5.2 12.2 7.6 0.4 0.3 0.6 0.43 1.61 풍Ⅶ Ⅰa 직립2

142 풍납경당 58호 유구 99-31 연질 2 회백색 5.2 14 9 0.6 0.3 0.5 0.37 1.56 풍Ⅶ Ⅰa 외반

143 풍납소규모 142-1호 58-4 경질 3 회청색 4.1 11 7.7 0.2 0.7 0.9 0.37 1.43 풍Ⅷ Ⅰa 직립2 격자문타날 2?

144 풍납소규모 289호 58-6 경질 3 회청색 4.5 14.3 9.2 0.4 0.4 0.6 0.31 1.55 풍Ⅷ Ⅰa 직립2 3?

145 풍납소규모 289호 58-7 연질 3 회색 4.7 12.8 8.2 0.3 0.5 0.7 0.37 1.56 풍Ⅷ Ⅰa 외반 외면회전물손질 4?

146 풍납강동빌라 강동빌라(336-1호) 98-1 연질 3 황강색 3.1 14.4 9.2 0.6 0.6 0.9 0.22 1.57 풍Ⅷ Ⅰa 직립1 약간내만, 방형판흔 4

147 풍납강동빌라 강동빌라(336-1호) 98-2 경질 3 회청색 6.2 15.8 9 0.8 0.6 0.8 0.39 1.76 풍Ⅷ Ⅰa 직립1 4?

148 풍납강동빌라 강동빌라(336-1호) 105-1 중경질 3 회색 4.8 11 6.7 0.2 0.5 1.2 0.44 1.64 풍Ⅷ Ⅰa 직립1 방형판흔, 격자문타날 2

149 풍납강동빌라 강동빌라(336-2호) 59-5 연질 4 황적색 3.2 11.85 9.6 0.2 0.4 1.1 0.27 1.23 풍Ⅷ Ⅰa 직립1 약간내만 2

150 풍납경당 유물포함층 430 연질 2 회색 4.3 10.2 6.6 0.2 0.5 0.7 0.42 1.55 풍Ⅹ Ⅰa 직립1

151 풍납경당 유물포함층 431 연질 4 회색 4.2 10 5.7 0.2 0.5 0.6 0.42 1.75 풍Ⅹ Ⅰa 직립1

152 풍납경당 유물포함층 432 경질 2 회색 3.4 12 9 0.3 0.5 0.7 0.28 1.33 풍Ⅹ Ⅰa 외반

153 풍납경당 유물포함층 434 연질 2 황회색 4.2 15 11.6 0.4 0.5 0.9 0.28 1.29 풍Ⅹ Ⅱb 직립2

154 풍납경당 유물포함층 435 연질 2 황회색 5.4 15 11.6 0.5 0.5 0.9 0.36 1.29 풍Ⅹ Ⅰa 직립2

155 풍납경당 유물포함층 436 연질 3 갈회색 5 12 7.6 0.4 0.3 0.7 0.42 1.58 풍Ⅹ Ⅰa 직립1 약간내만, 평행선문타날

156 풍납경당 유물포함층 437 연질 2 황회색 4.8 15.8 12.6 0.6 0.4 0.8 0.30 1.25 풍Ⅹ Ⅱb 직립2

157 풍납경당 유물포함층 438 중경질 2 회색 4 12.9 8.8 0.3 0.5 0.8 0.31 1.47 풍Ⅹ Ⅰb 직립2

158 풍납경당 유물포함층 439 연질 3 흑갈색 4 14.2 9.6 0.4 0.5 0.9 0.28 1.48 풍Ⅹ Ⅱb 직립2

159 풍납경당 유물포함층 440 연질 2 흑회색 5.65 14.65 8.2 0.5 0.6 1.2 0.39 1.79 풍Ⅹ Ⅰa 직립1 격자문타날

160 풍납경당 유물포함층 441 경질 2 회색 5.5 13.8 8 0.4 0.5 1 0.40 1.73 풍Ⅹ Ⅰa 외반

161 풍납경당 유물포함층 442 연질 2 갈회색 4.3 13.6 10.2 0.4 0.45 0.8 0.32 1.33 풍Ⅹ Ⅱa? 직립2

162 풍납경당 유물포함층 443 중경질 3 회황갈색 3.9 14 9.1 0.3 0.4 0.65 0.28 1.54 풍Ⅹ Ⅱb 직립1

163 풍납경당 유물포함층 444 경질 2 암회색 3.2 13 8.7 0.3 0.5 0.6 0.25 1.49 풍Ⅹ Ⅱa? 직립1

164 풍납경당 유물포함층 445 연질 2 갈회색 4.6 14.3 11.2 0.4 0.7 1 0.32 1.28 풍Ⅹ Ⅱa? 직립2

165 풍납경당 유물포함층 451 연질 2 갈회색 4.1 13.5 10.2 0.4 0.5 0.7 0.30 1.32 풍Ⅹ Ⅱb 직립2 약간내만

166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Tr. 144 중경질 2 회청색 7.1 10.5 7.8 0.5 0.5 1.1 0.68 1.35 풍? Ⅰa 직립1 약간내만,격자문타날 ?

167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2호주거지 177 연질 2 적갈색 4.2 18.3 10 0.7 0.4 0.6 0.23 1.83 풍? Ⅱb 직립2 내외면 요철면 2?

168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2호주거지 178 연질 2 적갈색 4 14.8 8 0.4 0.4 0.5 0.27 1.85 풍? Ⅱb 직립2 내외면 요철면 2?

169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3호주거지 256 연질 2 회황색 4.8 18.2 12 0.1 0.4 0.7 0.26 1.52 풍? Ⅱb 직립2 내면 요철면 2?

170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3호주거지 257 연질 3 회색 4.9 12.9 8 0.4 0.6 0.7 0.38 1.61 풍? Ⅰb Ⅱb 타날잔흔 ?

171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3호주거지 258 연질 3 황색 5.2 13.9 8 0.4 0.4 0.9 0.37 1.74 풍? Ⅱa? 직립2 구순내만 3

172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4호주거지 391 연질 3 회황색 4.1 14 9.2 0.4 0.3 0.4 0.29 1.52 풍? Ⅰb 직립2 기벽이매우얇음 3

173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6호주거지 474 연질 2 황갈색 7.1 11.9 8 0.5 0.5 0.7 0.60 1.49 풍? Ⅰa 직립1 약간내만, 바닥에 도구흔 4

174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6호주거지 475 중경질 3 회색 6.2 14 7.5 0.4 0.6 0.7 0.44 1.87 풍? Ⅰa 직립1 내외면회전물손질 3?

175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6호주거지 476 중경질 3 회색 5.3 14.4 8 0.4 0.9 1 0.37 1.80 풍? Ⅰa 직립1 내외면회전물손질 3?

176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4호 부뚜막 667 연질 3 회색 5.2 15.5 10.5 0.5 0.5 0.5 0.34 1.48 풍? Ⅱa 직립2 내외면회전물손질 2

177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2호 수혈 832 연질 2 회색 6 13.4 9.2 0.6 0.7 0.8 0.45 1.46 풍? Ⅰa 직립1 방형판흔, 격자문타날 3

178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3호 수혈 846 연질 3 적갈색 5.4 11.8 7.1 0.4 0.5 0.6 0.46 1.66 풍? Ⅰa 직립1 내외면회전물손질 3?

조리용기

978유사

476유사

475, 477유사

258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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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계속)

유구 그림
번호

소
성
도

색조 (복원)
높이

(복원)
구경

(복원)
저경

태
토

용
량

최소
두께

최대
두께

심
도

구경
/저
경비

보고
서명

제작
기법

구연
부
형태

특징 접합
띠수비고

연
번 유적명

179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19호수혈 972 연질 2 회색 6.6 11.3 8.1 0.4 0.7 0.8 0.58 1.40 풍? Ⅰa 직립1 약간내만 4

180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19호수혈 977 경질 2 암청색 3.8 12.6 8 0.3 0.4 0.5 0.30 1.58 풍? Ⅰb 직립2 내외면회전물손질 2?

181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19호수혈 978 중경질 3 회갈색 3.4 16 10.4 0.6 0.4 0.6 0.21 1.54 풍? Ⅱb 직립2 내외면회전물손질 3?

182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20호수혈 1034 연질 4 회색 4.3 12.8 10.7 0.4 0.5 0.6 0.34 1.20 풍? Ⅰa 직립1 약간내만, 승문타날 3

183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21호수혈 1049 연질 4 회갈색 5 11.8 10.6 0.4 0.5 0.7 0.42 1.11 풍? Ⅰa 직립1 내외면 지두압흔 3

184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23호수혈 1062 연질 4 황백색 4.9 13.9 11.8 0.6 0.4 1.2 0.35 1.18 풍? Ⅰa 직립1 약간내만 3

185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25호수혈 1070 연질 3 회백색 3.7 15.4 9.8 0.4 0.4 0.7 0.24 1.57 풍? Ⅱb 직립2 경계부위 완만 2?

186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35호수혈 1096 연질 3 회황색 6.9 10.7 7 0.3 0.7 1.4 0.64 1.53 풍? Ⅰa 직립1 약간내만, 내면동 게처리 3?

197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41호수혈 1128 경질 2 회황색 6.6 8.8 5.8 0.3 0.7 0.95 0.75 1.52 풍? Ⅰa 직립1 약간내만, 내외면회전물손질 3?

188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48호수혈 1299 연질 2 암회색 5.9 13.8 9.6 0.5 0.5 0.7 0.43 1.44 풍? Ⅰa 직립1 방형판흔, 내외면회전물손질 3?

189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48호수혈 1300 연질 4 암회색 7.5 13 7.7 0.5 0.7 0.9 0.58 1.69 풍? Ⅰa 직립1 내면둥 게처리 4

190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48호수혈 1301 연질 2 암회색 6.4 13 4.5 0.5 0.4 0.5 0.49 2.89 풍? Ⅰa 직립1 내외면 회전물손질 4

191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48호수혈 1302 연질 3 암회색 6.5 14.8 10 0.6 0.6 0.8 0.44 1.48 풍? Ⅰa 직립1 내외면 회전물손질 4

192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48호수혈 1303 연질 3 암회색 5.6 11.3 7.4 0.4 0.4 0.6 0.50 1.53 풍? Ⅰa 직립1 내외면 회전물손질 4

193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48호수혈 1304 연질 2 회백색 5.3 13.1 8.2 0.4 0.4 0.7 0.40 1.60 풍? Ⅰa 직립1 내외면 회전물손질 4

194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48호수혈 1305 연질 3 황갈색 5.3 13.5 8.2 0.4 0.4 0.8 0.39 1.65 풍? Ⅰa 직립1 내외면 회전물손질 4

195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48호수혈 1306 연질 2 황갈색 5.7 14.2 8.8 0.4 0.5 0.7 0.40 1.61 풍? Ⅰa 직립1 내외면 회전물손질 3?

196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48호수혈 1307 연질 2 황색 5.9 12.2 7.4 0.4 0.4 0.7 0.48 1.65 풍? Ⅰa 직립1 방형판흔, 내외면 회전물손질 4

197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48호수혈 1308 연질 3 황갈색 6.5 13.8 8.65 0.6 0.5 0.8 0.47 1.60 풍? Ⅰa 직립1 내외면 회전물손질 4

198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48호수혈 1309 연질 3 흑색 7 14.2 8.4 0.6 0.85 1.1 0.49 1.69 풍? Ⅰa 직립1 약간내만, 기벽이두터움 4

199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48호수혈 1310 연질 3 암적색 4.9 13.1 8.1 0.3 0.6 0.7 0.37 1.62 풍? Ⅰa 직립1 내외면회전물손질 4

200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48호수혈 1311 연질 2 암회색 9.4 13.85 8 0.5 0.4 0.5 0.68 1.73 풍? Ⅰa 직립1 기벽이매우얇음 4

201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48호수혈 1312 연질 3 회갈색 6.6 15.1 10.6 0.3 0.6 0.7 0.44 1.42 풍? Ⅰa 직립1 4

202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48호수혈 1313 연질 3 황색 6.6 15.9 10.5 0.8 0.4 1 0.42 1.51 풍? Ⅰa 직립1 내외면회전물손질 4?

203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58-2호수혈 1423 경질 3 회청색 3.6 15.2 7.5 0.3 0.45 0.6 0.24 2.03 풍? Ⅱa 직립2 경계부위 완만 2

204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62호수혈 1474 연질 3 회황색 4.2 13.8 11.95 0.5 0.55 0.75 0.30 1.15 풍? Ⅰa 직립1 약간내만, 지두압흔 3

205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62호수혈 1475 중경질 1 회황색 5.7 10.8 5 0.3 0.6 0.9 0.53 2.16 풍? Ⅰa 직립2 약간내만, 내면둥 게처리 4

206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64호수혈 1495 연질 3 회색 3.6 13 10.2 0.3 0.5 0.7 0.28 1.27 풍? Ⅰb 직립1 내외면 회전물손질 2

207 풍납197번지 가지구 가-2호폐기지 1645 연질 3 회흑색 3.8 14 9.4 0.3 0.4 0.6 0.27 1.49 풍? Ⅱa 직립2 바닥에원형점토덧붙이흔적 2

208 풍납197번지 가지구 1726 연질 3 회색 6 14 7.8 0.5 0.4 0.7 0.43 1.79 풍? Ⅰa 직립1 격자문타날 3

209 풍납197번지 가지구 1727 연질 3 적갈색 6.4 12.2 7.5 0.4 0.4 0.7 0.52 1.63 풍? Ⅰa 직립1 격자문타날 4

210 풍납197번지 가지구 1728 연질 3 흑색 6 12.9 8.2 0.7 0.4 0.6 0.47 1.57 풍? Ⅰa 직립1 약간내만, 격자문타날 5

211 풍납197번지 가지구 1729 연질 3 회색 6 13 8.2 0.5 0.35 0.8 0.46 1.59 풍? Ⅰa 직립1 격자문타날 2

212 풍납197번지 가지구 1921 연질 3 회색 5.4 12 7.2 0.3 0.4 0.7 0.45 1.67 풍? Ⅰa 직립1 약간내만, 선문타날 3

213 풍납197번지 나지구 나-10호주거지 3 연질 3 회색 6.6 10.7 6.9 0.3 0.5 1 0.62 1.55 미보고 Ⅰa 직립1 격자문타날, 지두압흔 4

214 풍납197번지 나지구 나-10호주거지 4 연질 3 회색 7.1 13.1 8 0.6 0.3 0.9 0.54 1.64 미보고 Ⅰa 직립1 4

215 풍납197번지 나지구 나-10호주거지 5 연질 4 회황색 6.6 11.4 8 0.4 0.4 0.6 0.58 1.43 미보고 Ⅰa 직립1 무문, 내외면지두압흔 4

256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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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ing Technique and the Transition of
Wan(Bowl) of Hanseong Baekje Period
- Focus in Seoul·Gyeonggi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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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n is a tableware in which boiled rice or soup, side dish are put, and it is a representative model which shows the
development of personal tableware.  

From the establishing period of Hanseong Baekje, the form of wan which is Jung-do Style(中島式) Plain Pottery of
previous period Proto-Three Kingdoms Period  was succeeded to,  but wan is produced and used as a wan baked in
the kiln, which is far development of the producing technique including hardness and clay. 

By and large, the size of 0.3~0.4ℓwas the majority and the production technique of wan which used carefully
selected soft quality clay are largely confirmed to be two methods which are, first, basic method by which on a clay
tablet on the rotating table, clay band is accumulated and moulding is finished, and second, the new method which
had the same basic moulding as that of basic method but in the last stage takes wan off the rotating table and reverse it
to trim the bottom and remove the angle of flat bottom. 

The former, basic production method is the classical production method since wan of Jung-do Style Plain Pottery and
wan was produced and used for all periods of Hanseong Baekje.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is the production method obtained through form imitation of China made porcelain
flowed into through interchange between Baekje and China, and through comparison with Chinese chronogram
material it is estimated to have been produced and used after middle of 4th century.  

Therefore it can be known that the Baekje people’s demand for China made articles was big and imitation pottery
was produced and used with Baekje pottery. In addition, bowl with outward mouth are confirmed in multiple number
in Lakrang(樂浪) pottery wan and it is assumed that wan was the form produced under the influence.

Key Words_Hanseong Baekje, Bowl, Hardness, Clay, Jung-do Style Plain Pottery, Nakrang Pottery, Chinese Po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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