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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에서는 백제 한성기 중심지역에 해당되는 서울 몽촌토성, 서울 풍납토성, 서울 석촌동고분군, 하남 미사리유적에서 출토

된 취사용기의 형태, 제작기법 등을 분석하여 그 전개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형태적 분석에서는 심발형토기는 동최대경이 동체상부에 위치하고 장란형토기는 동최대경이 동체중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부잘록도는 두 기종 모두 미비한 편이었다. 유적별로는 심발형토기의 경우 서울 석촌동고분군이 용량이 적고, 심

도가 깊으며, 동최대경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란형토기는 서울 풍납토성이 하남 미사리유적보다 심도가 깊고, 동최대

경은 동중부에 위치하며 경부잘록도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작기법 분석에서는 심발형토기는 용량군의 폭이 커질수록 유문내박자를 이용하여 타날하 는데, 외면에는 승문이 주로 확인

되었다. 또한 기벽이 가장 얇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간성을 포함하고 있다. 장란형토기에

서도 유문내박자를 사용한 토기가 기벽이 가장 얇고 경부의 잘록도는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순부에 강한회전력에 의한

정면흔적이 관찰되었다. 두 기종 모두 유문내박자를 사용하면서 더욱 기벽을 얇게 제작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백제 한성기 중심지역에서 출토된 심발형토기와 장란형토기는 태토나 소성에서는 시간성이 명확하지 않지만 제작기법상에서

그 전개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 제작기법의 변화양상에는 시간성도 반 되어 있는 점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연구논문의내용은국립문화재연구소고고연구실에서추진한“한성지역백제토기분류표준화방안연구”과제의일환으로연구되었으며, 필자가 수정보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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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백제한성기의취사용기에는시루, 심발형토기, 장란형

토기가대표적이다. 특히심발형토기와장란형토기는각

각노지와부뚜막에서다른방식으로사용되었다. 따라서

내외면에남아있는사용흔적이다르게나타나며형태상

에서차이가있다. 

그동안의 보고서와 연구논문에 의하면, 심발형토기는

외반된 구연을 가지고 있으며, 저부의 형태는 평저이고,

동체부에는 격자문나 승문이 타날된 대표적인 취사용기

중 하나이다. 취사 시에는 장란형토기와는 달리 수분이

많이 없는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용되었다. 주거, 분묘 유

적 등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특히 주거유적에서 출토된

경우취사용기로사용되었던흔적이남아있는사례가많

으며 솥받침으로 전용되기도 한다(정수옥, 2007·2008·

2009·2011). 한편장란형토기는장동형의동체부를가진

삼국시대대표적인취사용기로물이나수분이많은음식

을 끓이는데 사용된 토기이다. 부뚜막의 등장과 함께 출

현하여전달린솥으로대체될때까지사용되었다. 장란형

토기에 대한 연구는 그 형태적 속성 이외에 사용흔 분석

등을 통해 부뚜막에서의 사용 방법 및 조리 방법에 대한

다양한연구가이루어져왔다(정수옥, 2007·2008;한지선,

2008). 또한 이 두 기종의 사용방법 이외에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 왔다(정수옥, 2006; 전동현, 2011).

이상의 연구성과를 통해 이 두 기종에 대한 특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제작기법분석이나

형태적 분석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가령, 기벽

두께와 내박자의 상관성, 타날방식과 성형의 관계 등을

통한 당시의 제작방식과 이 두 기종의 상관성 및 전개양

상을설명하는데미흡한면이있었다.

이에본고에서는그동안의연구성과를바탕으로하여

백제 한성기의 중심지역에서 출토된 심발형토기와 장란

형토기의완형을중심으로한전개체를대상으로형태를

분석하고, 제작기법에대한검토를통해전개양상을살펴

보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서울 풍납토성, 서울 몽촌토성,

서울 석촌동고분군, 하남 미사리유적 에서 출토된 심발

형토기와장란형토기의형태적특징, 제작방식에서의특

징을분석하여그전개양상을살펴보고자하 다. 심발형

토기의 분석대상은 총798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으

며, 완형(도상복원 포함)의 개체는 101점이다. 장란형토

기의 분석대상은 총398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으며,

이중완형(도상복원포함) 38점을중심으로검토를시도

하 다. 특히 풍납토성 출토품이 10점, 미사리유적 출토

품이 11점으로 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두 유적

간의비교도함께실시하 다. 

백제한성기심발형토기와
장란형토기의분석

1. 형태분석

1) 계측치분석

우선 심발형토기의 용량은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90°의 경부이하 내면선을 따서 360°회전을 시켜 산출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용량군별 빈도는 0.5ℓ~2ℓ군

에서 가장 높았으며, 유적별로도 용량별 평균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심발형토기가

몽촌토성이나 미사리유적보다는 용량의 폭이 컸으며,

용량별 평균은 석촌동고분군〈 풍납토성〈 미사리유적

〈 몽촌토성 순으로 높았다. <도표 1>의 오른쪽과 같이

유적별 심발형토기의 용량 분포도를 살펴보면 심발형토

기의 용량군을 특소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주로1~3ℓ의중소형의크기가많이분포되고있

음을확인할수있다. 또한4개유적모두용량군에서고

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형군에서는 미사리유적과 풍납

토성에서만확인되고있다. 

심도는기고를최대경으로나누어산출한것으로심발

형토기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1을 기준으로 하여

02

01

이하유적명은지명을제외하고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고분군, 미사리유적으로명명하도록하겠다.

<도표 1>의 상자표에서는평균이미사리유적이가장높은것으로보이지만실제평균값에서는몽촌토성의평균용량이높았다.02
01



114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4, No. 4

1보다 큰 값은 심도가 깊으며 1보다 작은 값은 상대적으

로 깊지 않은 형태이다. 분석결과 0.9~1에 집중되는 것으

로확인되었다. 유적별로는풍납토성의경우에는심도가

깊은 것에서 다소 얕은 것까지 다양하게 확인되었으며,

다른유적에비해평균이1에가까운것을알수있다. 미

사리유적과몽촌토성의경우에는심도값의평균이1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났는데, 풍납토성이나 석촌동고분군보

다는심도가깊지않은것을알수있다. <도표2>를보면

몽촌토성〈미사리유적〈풍납토성〈석촌동고분군순으로

심도가깊은것을알수있다. 

동고비는 동최대경 높이 비율은 동최대경/높이의 값

으로 1에 가까울수록 동최대경이 동체상부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동체중부와 상부로 크게 집중

되고 있으며, 주로 동체상부에 위치하는 개체가 많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유적별 평균을 나타내는 <도표 3>에

서와 같이 몽촌토성이 다른 유적에 비해 평균값을 보면

낮게 나타나는데, 동최대경이 동체중부쪽에 주로 위치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동고비는 몽촌토성〈 풍납토

성〈미사리유적〈석촌동고분군순으로확인되었다. 

경부잘록도는 목지름/구경의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구경에서경부까지의잘록도는약하다는것을의미한다.

분석결과0.9에서높게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심발형토

기의 잘록도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풍납토성〈 몽촌

토성〈미사리유적〈석촌동고분군순으로경부의잘록도

가큰것을알수있다(도표4).

이상과 같이 심발형토기는 용량이 1.7ℓ, 심도는 0.98,

동고비는 0.77, 경부잘록도는 0.9로 동최대경이 동상부에

위치하고경부잘록도가크지않은형태로심도는동최대

경과 높이가 거의 같은 크기 다. 유적별로 살펴보면 석

촌동고분군에서출토된심발형토기가용량이가장작고,

심도와동고비가가장깊고높은형태임을알수있다. 또

한 경부의 잘록도가 가장 큰 형태 다. 한편 풍납토성과

미사리유적의경우에는개체수가가장많은 향도있었

겠지만 용량군의 분포가 다양하고, 심도, 동고비, 경부잘

록도가평균에가장가깝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장란형토기의 계측치 분석에서는 우선 용량은 심발형

토기와마찬가지로CAD 프로그램을이용하여90°의경부

이하내면선을따서360°회전을시켜산출하는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용량군 분석 결과 평균은 11.4ℓ로 10~15ℓ

사이에서 가장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풍납토성의

경우 작은 용량의 경우 3.5ℓ에서 가장 용량이 큰 31.5ℓ

까지 그 폭이 가장 컸다. 반면 몽촌토성과 미사리유적에

서는 각각 10~12ℓ군과 11~13ℓ군에서 집중도를 보이고

있었다. 유적별로는 풍납토성〈 미사리유적〈 몽촌토성

순으로용량평균이큰것으로확인되었다. 유적간주거면

적의 차이나 선호 용량군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도표 1 심발형토기의 용량(ℓ)

도표 2 심발형토기의 심도 도표 3 심발형토기의 동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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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에서출토되는바와같이5ℓ미만의장란형토기

와10ℓ이상의장란형토기는그사용용도에대해달랐을

가능성이있다. 또한용량평균이미사리유적보다는적었

지만 장란형토기의 유적별 용량 산점도를 분석한 <도표

5>를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풍납토성은 용량군이 소

형·중형·대형군 모두에서 확인되지만 붉은색으로 표

시된미사리유적에서는주로중·대형이확인되었다.

심도는 분석결과 1:2이상의 2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1.5~1.6의 심도를 나타내고 있다. 유적별로는 미사리유

적〈 풍납토성〈 몽촌토성 순으로 세장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도표6). 동고비는0.8~1.0사이에집중적으로나타나

는데 주로 동체상부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적별

로살펴보면풍납토성은다른유적에비해동최대경이동

체중부쪽에주로위치하고있고, 몽촌토성과미사리유적

출토 장란형토기는 동체상부쪽으로 위치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확인되었다(도표7). 

경부잘록도는0.9에집중되는것으로확인되고있어잘

록도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유적별로는 몽촌토성〈

미사리유적〈 풍납토성 순으로 경부잘록도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같이장란형토기는개체수가적은몽

촌토성을 제외하면 풍납토성이 미사리유적보다 심도가

깊고, 동최대경이주로동체중부에위치하며, 경부잘록도

는큰것으로확인되었다(도표8). 

2) 명목분석

(1) 심발형토기

①구순형태: 심발형토기의구순은저부판에서점토띠

성형으로경부이상까지성형한후동체와함께타날하거

나 별도 타날 성형한 후 물손질로 경부와 구순을 정면하

다. 형태는 장란형토기와 같이 짧게 외반하며, 경부의

잘록도가미비하다. 

형태는아래의<도면1>과같이모두5개로나눌수있

다. 구순이 A(둥근 구순), B(각진 구순), C(넓은 구순),

D(요철 구순), E(뾰족 구순-구순이 밖으로 한번 말리면서

끝이뾰족한것)로분류된다<도면1>. 구연단부가넓어

지고 요철면이 있는 구순 형태의 경우 다른 형태에 비해

비교적 빠른 물손질로 조정했던 것을 알 수 있다(C~E).

하지만 문양별로 구연형태를 교차 비교해서 살펴보면

(표 1), 각각의 특징적인 점은 확연하게 구분되지는 않

는다. 다만 격자문의 경우에는 물손질로 정면한 구연형

태가조금많았고, 승문과승문+횡침선은 고속물손질로

03

도표 5 장란형토기의 용량(ℓ)

도표 6 장란형토기의 심도 도표 7 장란형토기의 동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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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발형토기와장란형토기의구연형태는전동현(2011)의 석사학위논문의분류기준을참조하여구성하 다.03

도표 8 장란형토기의 경부잘록도



정면한경우가조금더확인되었을뿐이다.

실물 관찰에서도 구연부를 고속물손질로 정면하 으

나, 구순부의형태가B형에가까운사례도확인되고있는

것으로 보아, 구연의 형태를 형식의 한 속성으로 분류하

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작기법상에서

동체부의문양과저부의정면방식과함께분류해야할것

으로생각된다.

② 동체부형태 : 동체부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경부

의잘록도가크지않고동최대경이동체중부보다약간위

로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작방식은 원

형의 점토판 위로 점토띠를 쌓은 후 타날로 동체중부나

상부를약간부풀린형태로성형하 다. 문양은승문이나

격자문을타날하 고, 내면에는지두흔과일부내박자의

흔적이확인되었지만, 문양은일부에서만확인되고대부

분 무문내박자 다. 타날 후에는 횡선을 그었는데, 없는

경우도있다. 자세한설명은다음제작기법에서살펴보도

록하겠다.

③ 저부형태 : 저부는 동최대경과의 축약도가 크지 않

은 형태이며, 전 개체가 바닥 성형부터 시작하 다. 우선

원형의점토판위에점토띠를겹겹이쌓은테쌓기를하

으며 한 번에 성형하 다. 저부와 동체부를 접합할 때에

는 주로 저부 원판 위에 점토를 붙이고 손끝으로 눌러서

동체부를만드는기법으로제작하 다. 저부접합방식은

<도면 2>와 같이 원형점토판 위에 테쌓기(a방식)하거나

측면에접합(b방식)하는두가지로분류된다. 분석대상에

서는 두 가지 경우 모두가 확인되었으나 대부분 전자의

경우가 많았다. <표 2>의 유적별 양상을 살펴보면 a방식

으로 접합한 사례가 많았는데, 저부접합이 확인된 61점

중에서53점인86.8%가상부접합방식(a)으로제작했음을

확인할수있다. 

④ 문양 : 문양은 격자문, 승문, 평행선문 등이 있으며,

문양 위에 횡침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재분류되는

데, 주로승문에횡침선을돌린승문+횡침선이주로선호

되었다(도면 3). 유적별 심발형토기의 문양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문양은 격자문, 격자문+횡침선,

승문+횡침선, 승문(평행선문)으로 구분되는데, 몽촌토성

을 제외하고는 모두 승문+횡침선이 선호되었다. 또한

대부분의심발형토기는승문계타날문으로전체97점중

84% 다. 횡침선이있는문양의경우침선을나선형으로

한 번에 위 → 아래로 돌린 경우와 횡선으로 평행하게

그은 경우의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확인된 32점 중에

24점이나선형으로돌려졌으며, 나머지는평행한횡선으

로돌렸다. 그리고미사리유적은32점중8점이포함되었

는데, 모두 나선형이었다. 풍납토성유적과 미사리유적에

서출토된대부분의심발형토기는나선형의침선을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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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심발형토기의 구연형태

A(둥근 구순) B(각진 구순) C(넓은 구순) D(요철 구순) E(뾰족 구순)

표 1 심발형토기의 문양별 구연형태

풍납토성 몽촌토성 미사리유적 합계

a 저부 상부접합 27 10 16 53(86.8%)

b 저부 측면접합 7 1 0 8(13.2%)

합 계 34 11 16 61

표 2 심발형토기의 유적별 저부접합 양상

형식
구연형태

총합계
A B C D E

Ⅰ격자문 4 3 2 1 2 12

Ⅱ격자문+횡침선 0 0 0 1 0 1

Ⅲ승문+횡침선 12 13 13 9 3 50

Ⅳ승문 4 9 9 3 9 34

총합계 20 25 24 14 14 97

도면 2 심발형토기의 저부 접합방식

a.저부 상부접합 b.저부 측면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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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알수있다. 그리고두유적모두나선형의침선

은모두승문에서만확인되었다(표4).

(2) 장란형토기

① 구순 형태 : 구순은 저부에서 점토띠 성형으로 경부

이상까지 성형한 후 동체와 함께 타날하거나 별도 타날

성형하 다. 다음 물손질로 경부와 구순을 정면하 다.

이때물손질방향은관찰한모든개체에서시계방향으로

확인되었다. 형태는 장란형토기와 같이 짧게 외반하며,

경부의 잘록도가 미비하다. 형태별로는 <도면 4>와 같이

모두 5개로 나눌 수 있다. 구연 단부의 끝부분이 A.둥근

구순, B.각진 구순, C.넓은구순, D.요철 구연과 하단돌출

의 구순, E.뾰족 구순(밖으로 한번 말리면서 끝이 뾰족한

도면 4 장란형토기의 구연형태

A.둥근 구순 B.각진 구순 C.넓은 구순 D.요철 구순 E.뾰족 구순

문양 미사리유적 풍납토성 총합계

승문+횡침선
나선형 8 16 24

횡침선 有
횡선 0 7 7

격자문+횡침선
나선형 0 0 0

횡선 0 1 1

총합계 8 24 32

표 4 심발형토기의 유적별 횡침선

문양 미사리유적 몽촌토성 석촌동고분군 풍납토성 총합계

Ⅰ격자문 1 3 1 7 12(12.5%)

Ⅱ격자문+횡침선 0 0 0 1 1(1%)

Ⅲ승문+횡침선 16 2 5 27 50(51.5%)

Ⅳ승문
승문 6 7 0 20 33(34%)

평행선문 0 0 0 1 1(1%)

총합계 23 12 6 56 97

표 3 심발형토기의 유적별 문양

도면 3 심발형토기의 문양 분류

Ⅰ격자문 Ⅱ격자문+횡침선 Ⅲ승문+횡침선
승문 평행선문04

Ⅳ승문

완형의심발형토기개체중보고서상에평행선문으로게재된것은 1점이었으나, 심발형토기의片까지감안하여문양분류에포함하 으며향후그개체수를증가할것으로
생각된다.

04

유적명 문양
구연형태

A둥근구순 B각진구순 C넓은구순 D요철구순 E뾰족구순
총합계

몽촌토성 Ⅲ승문+격자문 1 1

미사리 유적
Ⅲ승문+격자문 1 1 2 2 6

Ⅳ승문+승문 1 3 3 7

Ⅰ격자문+격자문 2 2

풍납토성
Ⅱ승문+횡침선+격자문 1 1 1 3

Ⅲ승문+격자문 1 2 7 5 2 17

Ⅳ승문+승문 1 1 2

총합계 4 10 12 7 5 38

표 5 장란형토기의 문양별 구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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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으로 분류된다(도면 2). 태토 조성에서는 시간적·

기술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힘들었지만 구연의 형태에서

는 기술적인 변화를 볼 수 있었는데, 구연단부가 넓어지

고요철면이있는구연형태의경우다른형태에비해비

교적 빠른 물손질로 정면했다(C~E). 문양별 구연형태를

살펴보면 승문+격자문은 C·D·E형태의 빈도가 높고,

승문+승문/승문+횡침선+격자문/격자문+격자문은 A·

B·C형태의 빈도 높게 확인되었다(표 5). 한편 구연형태

별경부잘록도를분석해본결과D·E형태에서는오히려

경부잘록도가약해지는경향이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② 동체부 형태 : 동체부는 원통형의 형태로 점토띠를

쌓은후동체중상부를약간부풀린형태로타날성형하

다. 동최대경의위치는주로동체중상부에위치하고있으

며, 유적별로는미사리유적출토장란형토기가풍납토성

에 비해 동최대경이 좀 더 동체상부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최대경의 위치와 내면 흔적을 함께 관

찰해봤을때동최대경이동체상부에위치하는경우에는

내면에 내박자가 강하게 남아 있는 특징이 관찰된다. 외

면의 문양은 대부분 동일한 방향 즉 호상으로 타날하여

마무리하 는데, 이는공인이의식적으로타날한결과로

추정된다. 자세한설명은제작기법에서살펴보겠다.

③ 저부형태 : 저부는 동체와 구연성형이 마무리된 후

약간의건조과정을거친후마지막으로토기를가로로뉘

어서들고성형하 다. 형태는원저형과말각평저형으로

구분된다. 저부형태가 확인되는 38점 중에서 7점이 말각

평저형이고나머지는원저의형태 다(도면5). 

한편저부타날문양인격자타날이시작되는부분의내

면에는동체상면과는다른형태의내박자가강하게남아

있는 예가 있는데(사진 1), 저부가 둥 어지기 시작하는

부분과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강한 내박자와 타날이 시

작되는저부부터는단면이동체에비해매끄럽게성형된

것도확인할수있다. 저부쪽타날은동체부문양(승문)과

다른 격자타날이 가장 많으며, 각각 동체부와 저부를 같

도면 5 장란형토기의 저부형태(전동현, 2011 인용)

원저형 말각평저형

도면 6 장란형토기의 문양

Ⅰ격자문+격자문

2점(5.2%)

Ⅱ승문+횡침선
+격자문

3점(7.9%)

Ⅲ 승문+격자문

24점(63.2%)

Ⅳ승문+승문

9점(23.7%)

① 외면 저부의 격자문 타날 ② 내면 저부의 무문내박자 ③ 저부 시작 부분

사진 1 장란형토기의 내외면 동체부-저부 경계부의 타날문과 내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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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승문이나격자문으로타날했다하더라도타날문의크

기나 형태가 다른 것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동체부와는

다른 타날구를 의도적으로 구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

이높다. 또한동체타날문위로저부타날문이겹쳐진것

을확인할수있는데, 이는성형순서를확인할수있는사

례이다(사진1-①). 

④문양 : 문양은저부와동체부가다른문양으로타날

되었거나 혹은 같은 문양으로 타날되었다. 주로 구연과

동체부는승문, 저부-격자문을많이선호되었다. 일부승

문+횡침선+격자문, 승문+(교차)승문, 승석+승문, 격자문

+격자문이 확인된다. 한편 동체부가 격자문인 경우라도

다른 크기의 격자문이거나, 동체 저부가 같은 승문인 경

우에도저부쪽승문이다른예도있다. 문양이확인된38

점 중에서 24점이‘동체-승문, 저부-격자문’으로 전체

62.3%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승석문+격자문이 3점,

승문+승문이 9점, 격자문+격자문이 2점 있다. 한편 한가

지 흥미로운 것은 풍납토성 내에서 확인되는 24점 중에

서 승문+승문이 2점이었으나, 미사리유적에서 확인되는

13중 7점이 승문+승문이었다는 점이다. 미사리유적의

경우 승문+승문 세트가 승문+격자문 세트 보다 더 많이

확인되었다(표 6). 한편 문양별 두께와 경부잘록도를 살

펴보았는데(도표 9), 두께에서는 승문+격자문〈승문+횡

침선+격자문, 승문+승문〈 격자문+격자문 순으로 두껍

게 확인되고 있다. 경부의 잘록도는 승문+격자문〈 승문

+횡침선+격자문, 승문+승문〈 격자문+격자문 순으로 잘

록하게 확인되고 있다. 즉 승문+격자문이 격자문+격자

문보다경부잘록도는약하지만두께는현저하게얇은것

을확인할수있다.

2. 제작기법 분석

1) 심발형토기

심발형토기의제작기법은전개체가바닥성형부터시

작하 는데, 원형의 점토판 위에 점토띠를 겹겹이 쌓은

테쌓기를 하여 한 번에 성형하 다. 타날방식도 정치된

상태에서타날한후저부외측면정면시에회전대와분리

하여타날하거나깎기정면하 다. 

취사용기인심발형토기의주요한특징중하나가기벽

을 얇게 만들어서 불에 닿았을 때 보다 유리하도록 하는

역할을한다는점이다. 이는장란형토기도마찬가지로이

때 가장 유용한 타날기법이 이용되었다. 타날은 크게 다

음의세가지기능을한다. 

a. 기벽조정(1차목적)

b. 점토띠사이의접합력강화, 기포발생저지

c. 기벽두께의균일화이다. 

즉, 점토와 점토를 이어주면서 점토띠를 접합하고, 점

토내에기포를줄여주는역할을하며, 기벽의두께를균

일하게하는역할을하는것이다. 그외에도기형을조정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타날을 함으로써 기벽을 얇게

연장시키고 토기의 표면적을 늘려주기 때문에 토기의

형태를 변화시킨다. 때문에 타날구를 적당히 조정하면

토기를 의도한 형태대로 성형이 되는 것이다. 심발형토

기의경우에는타날도구의종류가장란형토기보다는적

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장란형토기와 같이 별도의

유적명
문양

Ⅰ 격자문+격자문 Ⅱ 승문+횡침선+격자문 Ⅲ 승문+격자문 Ⅳ 승문+승문
총합계

몽촌토성 0 0 1 0 1

미사리유적 0 0 6 7 13

풍납토성 2 3 17 2 24

총합계 2 3 24 9 38

표 6 장란형토기의 유적별 문양

도표 9 장란형토기의 문양별 두께 및 경부잘록도

| | | |

승문+격자 승문+횡침헌+격자 승문+승무 격자+격자

0.90

0.80

0.70

0.60

0.50

0.40

0.30

두
께

문양

★

○

| | | |

승문+격자 승문+횡침헌+격자 승문+승무 격자+격자

1.00

0.90

0.80

0.70

경
부
잘
록
도

문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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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의 타날도구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저

부외측면에 격자문이 타날된 경우가 있으나 그 개체수

가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외면타날구와 내박자 등

2~3가지로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면에 남아 있는

제작흔적도 대부분이 지두흔적이 관찰되고 있다. 일부

내박자가 확인되더라도 역시 유문내박자보다는 무문내

박자가대부분이다.

타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승문+횡침선’문양이

선호되었던것을알수있다. 그리고타날방향은호상(弧

狀)을 띠고 있으며, 공인의 팔 위치가 동체 상·중·하

고루 나타났다. 타날방향이 확인되는 45점 중 26점

(57.8%)이동체상부에위치하는것이다수를차지하 다.

한편장란형토기의경우에는주로동체하부에위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제작할 토기의 높이 차이에 따른

제작자의 자세 즉 팔위치가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 그 외 교차타날도 확인되었다. <도표 10>을 보면

용량별 타날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팔의 위치가 상부

와하부에있는것은용량이적고하부에있는것은상대

적으로용량이큰것을알수있다.

한편 교차타날의 경우에는 평균 4ℓ로 다른 타날 방식

보다 2배 이상 용량이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용량이 큰

심발형토기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기형과 기벽을 다듬

기위해부가적으로타날을했기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유적별로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나타난다. 개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미사리유적과 풍납토성의 경우에는

타날위치가 위쪽에 위치하는 승문+횡침선계가 많았다.

Ⅳ(격자문+횡침선) 문양은 풍납토성에서만 1점이 확인되어문양선호도및타날방식에대한분석에서는제외하 다.05

도면 7 심발형토기의 각 종 타날방향

팔위치 동체상부(26점) 팔위치 동체중부(8점) 팔위치 동체하부(11점)

ㄱ. 호상타날(45점)
ㄴ.교차타날(6점)

타날방식
유적

문양
총합계

타날 위치 Ⅰ격자문 Ⅲ승문+횡침선 Ⅳ승문

몽촌토성 2 2

상
미사리유적 1 10 1 12

석촌동고분군 2 2

풍납토성 6 4 10

합계 1 18 7 26

중
몽촌토성 1 1 2

호상타날 풍납토성 1 1 4 6

합계 1 2 5 8

몽촌토성 1 1

하 미사리유적 1 1

풍납토성 3 6 9

합계 4 7 11

총계 2 24 19 45

교차타날 풍납토성 4 2 6

총합계 2 28 21 51

표 7 심발형토기의 유적별 타날방식 및 문양 선호도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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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풍납토성의 경우에는 호상타날의 상~중~하와

교차타날까지 고르게 확인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앞서설명한바와같이용량의분포가다양했기때문

인것으로생각된다. 즉풍납토성심발형토기의타날방식

이 다양한 것은 용량(높이)에 많은 향을 받았음을 알

수있다.

타날을할때내면에지두흔이있거나혹은도구를기벽

에대고외면을두드리게되는데, 심발형토기에서는풍납

토성(복원)완형개체를중심으로살펴본결과모두4가지

가 확인되고 있다. ㄱ지두흔만 있는 경우, ㄴ무문내박자

와 지두흔이 함께 있는 경우, ㄷ무문내박자만 있는 경우,

ㄹ유문내박자만있는경우로분류된다. 

문양별 내박자를 살펴보면 <표 8>와 같이 지두흔은

승문+횡침선, 무문+지두흔은승문, 무문내박자는승문계

와격자문계모두확인되며, 유문내박자는승문에서빈도

가높게나타났다. 한편<도표11>은용량과두께별내박자

를 상자표로 나타내어 보았는데, 지두흔 → 무문+지두흔

→무문내박자→유문내박자순으로갈수록용량의평균

이 높고, 기벽의 두께가 얇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유문내박자는기벽이지두흔에비해서현격하게얇

아지며, 용량군의범위가넓어지면서평균용량이큰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결국 지두흔에서 내박자로 제작기법이

변화되면서 심발형토기의 전체적인 용량군이 다양해지

고기벽역시얇아지도록변화된것이라고생각된다.

타날후구연부와저부를정면하여마무리하는데각각

의 정면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부의 정면

방식은 아래부터 구연까지 연속하여 승문이나 격자문

으로 타날 성형한 후 회전물손질로 마무리하 는데,

경부 - 동체의 경계부만 물손질한 경우와 경부전체를

물손질하여 문양을 지운 것으로 분류된다. 이때 물손질

방향은 관찰한 모든 유물이 시계방향으로 정면했던것

으로확인되었다. 

저부는원형의점토판상부나측면으로접합하여성형

한 후 저부외측면을 정면하는데, 격자타날, 정지깎기, 회

전깎기로 마무리하 다(도면 8). 격자 타날한 사례는 극

히 적고 대부분 깎기로 정면하 다. 유적별로 풍납토성,

몽촌토성, 미사리유적에서 심발형토기 저부의 정면흔적

이확인되는57점중8점이저부에격자문을타날했던것

으로확인되었다.

정지깎기와 회전깎기 방식에서는 격자문 타날이 급격

히 감소한다. 격자타날로 정면한 단계에서는 승문, 격자

문, 승문+횡침선, 격자문+횡침선으로고르게확인되지만

도표 10 심발형토기의 용량별 타날방식 도표 11 심발형토기의 용량 및 두께별 내박자

문양
내박자

ㄱ지두흔 ㄴ무문+지두흔 ㄷ무문내박자 ㄹ유문내박자
총합계

Ⅰ격자문 2 4 6

Ⅱ격자문+횡침선 1 1

Ⅲ승문+횡침선 10 7 9 1 27

Ⅳ승문
승문 2 8 4 3 17

평행선문 1 1

총합계 13 18 17 4 52

표 8 심발형토기의 문양별 내박자

| | | |

교차타날 호상(상)타날 호상(중)타날 호상(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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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박자

○



정지깎기와 회전깎기 정면 이후부터는 격자문 비율이

감소한다. 특히 회전깎기에서는 승문이 40.5%, 승문+횡

침선이 43.2%를 차지하고 있다. <표 9>와 같이 문양별

저부정면방식에서 타날방식은 그 개체수는 적었지만

문양별로 고르게 3점씩 확인된다. 하지만 회전깎기에서

는 승문과 승문+횡침선의 빈도가 81.6%나 되는 것을

알수있다. 

이상과 같이 타날과 정면방식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의미있는 결과가 확인되었는데, 외면에 타날된 방향,

구연부의 물손질, 저부 정면방식에서 좌측방향으로 즉

시계방향으로 성형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특히 경부 물손질은 관찰한 58점 중 모두에서 관찰되고,

저부정면방식에서는 방향이 확인되는 52점 중 44점이

좌측방향으로 정면하 다. 이러한 정면방식과 타날방향

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제작자는 주로 오른손잡이이며,

회전대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제작하는 방식이

선호되었음을알수있다. 

한편 내저부의 바닥면은 지두(指頭)로 꾹꾹 눌러서 원

판으로성형하고동체연결부와접합후에지두나도구를

이용하여그둘레를눌러돌린성형흔적이있다(도면9).

이것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개체도 있지만 내면의

동체부와 저부접합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제작과정

중하나도이해된다. 그리고외면바닥면에‘□’형의흔적

이 관찰되는데, 이는 성형 시에 원판형의 점토를 성형대

위에서작업하는과정에서생긴흔적도있다(도면10).

2) 장란형토기

장란형토기의 제작기법은 원형의 점토판을 놓고 그

위로 원통형으로 점토띠를 쌓아서 성형을 하 다. 구연

과 동체를 한 번에 성형하거나 동체성형 후 구연을 접합

하여 성형하 고 반 건조 후에 저부를 성형하 다. 기벽

조정과 성형은 심발형토기와 마찬가지로 타날기법으로

성형하 다.

우선 장란형토기는 관찰결과 외면에 남아 있는 타날

흔적이저부와동체부가다르거나같은문양이라하더라

도 형태나 크기가 다른 것으로 보아 부위별로 타날구가

달랐다는것을짐작할수있다. 또한외면타날흔적과내

면의 내박자 흔적으로 볼 때 적어도 3개 이상의 도구로

토기를제작했던것을알수있다. 타날순서는구연부,

동체부→저부순으로타날하 다(사진2). 

제작자의 자세는 타날문의 형태나 방향, 물손질 등을

통해서알수있다. 타날문이타날판과수평을이루고있

다면, 토기의수평이되는위치가곧공인의몸위치라고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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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심발형토기의 내면 동체부-저부접합부 정면

도면 10 심발형토기의 바닥면의 성형대 흔적

동체부와 저부의 내박자 문양이 대부분 다르게 확인되고 있다. 같은 원호상이더라도 저부와 동체부의 문양형태가 다른 것이다. 이는 동체부와 저부를 다른 내박자로 두드
렸기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06

표 9 심발형토기의 문양별 저부정면방식

문양
저부정면 방식

a타날 b정지깎기 c회전깎기
총합계

Ⅰ격자문 3 1 5 9

Ⅱ격자문+횡침선 1 1

Ⅲ승문+횡침선 3 7 16 26

Ⅳ승문
승문 3 2 15 20

평행선문 1 1

총합계 9 10 38 57

c.회전깎기b.정지깎기a.타날

도면 8 심발형토기의 저부 정면 방식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장란형토기를 관찰한 결과

공인의 위치는 동체중하부에 팔이 위치하도록 하 다.

한편 구연부의 물손질이나 타날의 방향은 시계방향으로

마무리하 는데, 이는회전대의방향이모두반시계방향

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타날방식을 살펴

보면<표10>과같다.

위의 표와 같이 주로 호상타날(弧狀打捺)이 많았으며

이 중 타날문의 방향으로 보아 제작자의 팔 위치가 동체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사례가 50%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도면 11-①). 또한 제작자의 팔 위치가

구연부 위에 있으면서 호상(弧狀)으로 타날된 사례가

18%로 확인되었다(도면 11-②). 하지만 몽촌토성과

미사리에서 출토된 장란형토기의 경우에는 팔위치가

구연부보다 위쪽에 위치하는 사례가 66.6%(완형 9점

중 6점)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33.4%가 동체하부에 위치

하 다. 그리고 모두 구연부를 시계방향으로 물손질한

것이 관찰되었는데 회전대가 반시계방향으로 돌았음을

의미한다. 호상타날(弧狀打捺)의 경우에서 생각해보면

오른손잡이인 공인이 회전대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가면서제작을했던것으로판단된다.

한편교차타날은1차타날후부가적으로타날된경우

로성형시공인이의도적으로행했던것으로보인다. 이

경우 주로 견부에 이중타날<사진 3-①>이 이루어졌는데

다른 장란형토기보다 견부가 발달했으며 내면에 지두흔

이나 내박자가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성형시 의

도적으로 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체부의 이중

타날<사진 3-②·③>은 횡방향으로 타날한 것으로 관찰

되었는데, 이는 저부 성형을 위한 횡치타날 시 동체부를

부분적으로필요에의해부가적으로타날을했던것으로

생각된다.

토기를 성형할 때 타날판의 내면 대응 면에는 거의 대

부분 지두흔이나 박자흔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박자흔

의 경우 무문내박자와 유문내박자로 다시 분류된다.

특히 기벽이 얇은 토기일수록 유문내박자흔이 잔존한

예가많은데, <도표11>의내박자별두께를보면유문내

박자에서 현격하게 얇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장란형토기내면이확인가능한28점중에서는8점이무

문이고, 9점이 유문내박자흔으로 확인되었다. 내박자의

종류는아래<도면12>에서와같이평행선문, 동신원문,

무문등을관찰할수있다.

내면에 남아 있는 성형 흔적을 살펴보면 <표 11>과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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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수가 적어서 분석을 하지 않았지만 제작자의 팔의 위치가 구연부 위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팔의 위치가 동하부에 위치하는 사례보다 용량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심발형토기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07

타날방식 점수 비율

호상타날 위쪽이 휘어짐(팔위치가 동체하부) 11점 50%
弧狀打捺 아래쪽이 휘어짐(팔위치가 구연부 위) 4점 18%

동체부의 교차타날(방향이 일정하지 않음) 4점 18%

기 타 격자문타날 2점 9%

미상 1점 5%

합 계 22점 100%

표 10 풍납토성 출토 장란형토기의 타날방식

사진 3 장란형토기의 이중타날 사례

도면 11 장란형토기의 각 종 타날방향

사진 2 장란형토기의 동체 - 저부쪽 타날의 선후관계

② 호상타날
-팔위치 구연 위

① 호상타날
-팔위치 동체중하부

③ 교차타날

① 구연-동체경계부 승문
타날 후 횡으로 승문
이중타날

② 동체부 승문타날 후
승문 이중타날

③ 동체부 승문타날 후
격자문 이중타날



같은데, 지두흔, 내박자, 기정면으로 구분된다. 특히

내박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동체부와 저부의 흔적이 다

르게 관찰되었는데, 무문내박자의 경우에는 동체부와

저부가 같은 무문인 경우, 동체부는 무문이나 저부는

지두로성형한경우로나뉜다. 또한유문내박자는동체부

와저부가같은유문이지만형태나크기가다른경우, 동

체부는유문이지만저부는지두흔이거나무문인경우로

나뉘는것을확인할수있다. 한편 기정면은주로동체

부에정면한흔적으로관찰한28점중5점에서확인되었

다. 이 중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1점에서 저부 쪽에 무문

내박자 흔적이 확인되는데, 무문내박자와 기정면이

함께이용되었음을알수있다. 문양별로보면승문+ 격

자문쪽이내박자를많이선호했음을확인할수있다.

한편 내면 정면방식에 따른 두께 및 경부잘록도를

분석해보았는데, 의미있는결과가확인되었다(도표12).

우선 두께에서는 내박자와 기 정면에서는 현격하게

얇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무문내박자에서는 지두

흔보다는 얇지만 유문내박자보다는 두꺼운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경부잘록도를 보면 유문내박자와 기

정면에서는 오히려 약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무문내박자단계에서는 경부잘록도가 강하지만 유문내

박자와 기정면을 사용하는 단계에서는 오히려 지두흔

단계보다경부잘록도가약해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타날 후 구연부는 회전물손질로 정면하 는데, 최초

의 성형당시 경부까지 점토띠 성형을 하기 때문에 동일

한 타날판이 경부까지 남게 된다. 이때 경부에 회전물

손질이 가해지기 때문에 타날 잔흔도 동체부와 타날

방향이 동일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하지만 타날문

이 다르거나 같은 문양이라도 방향이 다른 사례가 확인

되고 있어 향후 복원 가능한 장란형토기의 자료 축척이

이루어진후추가분석이필요하다.

백제한성기취사용기의변화양상

이상의 한성백제 중심지역의 대표적인 취사용기인

심발형토기와장란형토기의형태, 제작기법에대한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심발형토기와 장란형토기의 형태적

특징과 제작방식에 관련이 깊으며, 그에 따른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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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명 문양
내면성형방식

지두흔 기 무문내박자 유문내박자
총합계

미사리유적
Ⅲ승문+격자문 1 1 2

Ⅳ승문+승문 2 2 4

Ⅰ격자문+격자문 1 1

풍납토성
Ⅱ승문+횡침선+격자문 1(1) (1 ) 3

Ⅲ승문+격자문 1 2 4(2) 5(2 ) 16

Ⅳ승문+승문 2 2

총합계 6 5 8 9 28

10

09

08

표 11 장란형토기의 유적별 내박자

도표 12 장란형토기의 내박자별 두께 및 경부잘록도

무문내박자중동체부는무문내박자이고저부는지두흔인경우가승문+격자문에서는 2점, 승석문+격자문에서는 1점이 확인되었다. 

유문내박자중 1점은 동체부는동심원문이었으나저부는무문내박자를사용하 다. 분류에서는유문내박자에포함하 다.

동체부는유문내박자이지만저부는지두흔이확인되었다.10
09
0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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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장란형토기의 각종 내박자

① 무문(8점) ② 평행선문(1점) ③ 동심원문(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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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적인부분도확인할수있었다.

형태적 분석에서는 심발형토기는 동최대경이 동체

상부에 위치하고 장란형토기는 동최대경이 동체중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부잘록도는 두 기종 모두

미비한편이었다. 유적별로는심발형토기의경우석촌동

고분군이 용량이 적고, 심도가 깊고 동최대경이 높은 것

으로확인되었다. 풍납토성과미사리유적에서출토된심

발형토기는평균에가깝게나타났다. 장란형토기의경우

에는개체수가적어서구분하기어려움이있었으나풍납

토성이 미사리유적보다 심도가 깊고, 동최대경은 동체

중부에 위치하며 경부잘록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

순의 형태와 문양에서는 기술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

는데, 이는제작기법분석에서더욱명확히확인할수있

었다. 제작기법 분석에서는 심발형토기는 용량의 폭이

커질수록 유문내박자를 이용하여 타날하 는데, 외면에

는승문이주로확인되었다. 또한기벽이가장얇은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간

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장란형

저부
문양

내박자
정면방식 ㄱ지두흔 ㄴ무문+지두흔 ㄷ무문내박자 ㄹ유문내박자

총합계

Ⅰ격자문 1 (Ⅰaㄴ) 1

a
Ⅲ승문+횡침선 1 (Ⅲaㄱ) 3 (Ⅲaㄴ) 4

Ⅳ승문 1 (Ⅳaㄱ) 1 (Ⅳaㄴ) 2

합계 2 5 7

Ⅰ격자문 1 (Ⅰbㄷ) 1

b
Ⅲ승문+횡침선 5 (Ⅲbㄱ) 1 (Ⅲbㄴ) 1 (Ⅲbㄷ) 7

Ⅳ승문 2 (Ⅳbㄷ) 2

합계 5 1 4 10

Ⅰ격자문 3 (Ⅰcㄴ) 1 (Ⅰcㄷ) 4

c
Ⅱ격자문+횡침선 1 (Ⅱcㄷ) 1

Ⅲ승문+횡침선 4 (Ⅲcㄱ) 5 (Ⅲcㄴ) 6 (Ⅲcㄷ) 1 (Ⅲcㄹ) 16

Ⅳ승문 1 (Ⅳcㄱ) 3 (Ⅳcㄴ) 6 (Ⅳcㄷ) 3 (Ⅳcㄹ) 14

합계 6 11 14 4 35

총합계 13 17 18 4 52

표 12 심발형토기의 특징별 분류

2단계1단계단계 3단계

구연부

대표기형

구연부 A,B형 구연부C,D,E형 구연부 C,D,E형

형식 Ⅲaㄱ식 등 Ⅲcㄱ,Ⅲaㄴ,Ⅲcㄴ식 등 Ⅲcㄷ, Ⅳcㄷ, Ⅳcㄹ식 등

외면문양 격자문, 승문+횡침선
승문+횡침선이 우세

문양 다양, 교차타날 등장
승문이 우세, 횡침선소멸

조족문등장

제작기법
지두흔,

저부외면타날, 물손질
저부 정지깎기

지두흔/무문내박자
저부 회전깎기정면

무문/유문(승문)내박자

특징
기벽이 두텁고

평균 용량이 작음

기벽이 얇아짐
평균용량이 커짐

기형다양, 경부잘록도 강함

2단계보다 기벽이 얇아지고
용량군이 다양해짐

표 13 심발형토기의 단계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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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에서도의미있는결과로확인되었다. 유문내박자를

사용한 토기가 기벽이 가장 얇고 경부의 잘록도는 약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순부가 강한회전력에 의한

정면흔적이 관찰되었다. 심발형토기와 장란형토기 모두

유문내박자를 사용하면서 더욱 기벽을 얇게 제작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분류해

보면모두3단계로구분되어지는것을알수있다.

우선심발형토기의특징별로분류해보면(표12), 저부

정면방식이 타날인경우에는내박자가 지두흔, 무문+지

두흔이 확인되었고, 문양은 격자문과 승문+횡침선으로

분류되었다. 저부정면방식이 정지깎기인 경우에는

내박자가 지두흔, 무문내박자가 확인되고, 문양은 승

문+횡침선으로 주로 분류되었다. 내박자가 회전깎기인

경우에는 유문의 내박자가 확인되고, 문양에서 승문으

로 분류되었다. 즉 정면방식이 타날방식에서 깎기정면

으로, 내박자가 지두방식에서 유문내박자 방식으로

함께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발전단계별 특

징을 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단계별로 살펴보면

<표13>과같다.  

1단계는 구연부의 형태가 A, B형이 우세하고 외면은

격자문, 승문+횡침선이 선호된다. 내면은 지두흔으로

성형하 으며, 저부외면은 타날방식으로 정면하 다.

구연부는 물손질로 정면하 다. 2단계에서는 구연부의

형태가C, D, E가우세하고문양이다양해지며, 교차타날

이 등장한다. 내면은 무문내박자 혹은 무문내박자+지두

흔으로성형하고저부는정지깎기로정면하 다. 기벽이

1단계보다 얇아지고 평균용량이 커진다. 그리고 기형이

다양하고 경부의 잘록도가 강해지면서 견부와 동체부에

추가 타날흔적이 확인되는 점이 특징적이다. 3단계는

구연부의 형태가 C, D, E가 우세하며 외면은 승문이 선

호되면서횡침선이소멸하고조족문이등장한다. 내면은

유문의내박자흔적이확인되며, 저부는회전깎기로정면

하 다. 기벽이 2단계보다 현격하게 얇아지고 용량군이

다양진다. 구연부는고속회전으로물손질하 다.

장란형토기는 <표 14>와 같이 특징별로 분류되는데,

내면 성형방식과 외면 문양에서 분류가 가능하다. 격

자문+격자문은 지두흔, 승문+횡침선+격자문은 무문

내박자와 유문내박자, 승문+격자문은 지두흔정면에서

기, 무문내박자와 유문내박자가 고르게 확인되었고,

승문+승문은 지두흔정면과 기정면으로 분류되었다.

문양 구순형태
내면성형방식

ㄱ.지두흔 ㄴ. 기 ㄷ.무문내박자 ㄹ.유문내박자
총합계

Ⅰ격자문+격자문
B 1 (ⅠBㄱ) 1

합계 1 1

A 1 (ⅡAㄹ) 1

Ⅱ승문+횡침선+격자문
B 1 (ⅡBㄷ) 1

C 1 (ⅡCㄷ) 1

합계 2 1 3

A 1 (ⅢAㄷ) 1

B 1 (ⅢBㄴ) 1 (ⅢBㄷ) 2

Ⅲ승문+격자문
C 2 (ⅢCㄴ) 3 (ⅢCㄷ) 2 (ⅢCㄹ) 7

D 1 (ⅢDㄱ) 1 (ⅢDㄷ) 3 (ⅢDㄹ) 5

E 3 (ⅢEㄹ) 3

합계 1 3 6 8 18

A 2 (ⅣAㄱ) 2

Ⅳ승문+승문
B 1 (ⅣBㄱ) 1 (ⅣBㄴ) 2

C 1 (ⅣCㄱ) 1 (ⅣCㄴ) 2

합계 4 2 6

총합계 6 5 8 9 28

표 14 장란형토기의 특징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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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개체수의 빈도면에서 보면 승문+격자문에서

유문내박자, 구연부의강한회전력에의한D·E형의구순

형태가확인되는것을알수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모두 3단계로

구분되었다. 단계별 특징은 <표 15>와 같다. 1단계는

구연부의 형태가 A, B형이 우세하고 경부의 잘록도가

미비한 편이다. 외면은 승문+격자문, 격자문 등이 확인

되고 있으며, 내면은 주로 지두흔으로 성형하 다. 구연

부는물손질로정면하 다. 2단계에서는구연부의형태

가 B, C가 우세하고 경부의 잘록도가 강해진다. 외면은

승문+격자문, 승문+횡침선+격자문, 승문+승문, 교차

타날 등으로 다양해지며, 내면은 무문내박자와 기

정면한 흔적이 확인된다. 경부잘록도가 강해지면서

견부와 동체부에 추가타날흔적이 확인되는 점이 특징

적이다. 기벽의 두께가 1단계보다 얇아진다. 난형호 등

형태가 다양해진다. 3단계는 구연부의 형태가 D, E가

우세하며 경부의 잘록도는 1단계보다 더 약해진다. 외

면은 승문+격자문이 우세해지고, 내면은 유문내박자

흔적이 확인되며, 일부 기정면하여 내면의 내박자

흔적을 지우기도 하 다. 횡침선이 소멸하고, 기벽이

현격하게 얇아진다. 구연부는 고속회전으로 물손질

하 다. 

맺음말

이상백제한성기중심지역에해당되는서울몽촌토성,

서울 풍납토성, 서울 석촌동고분군, 하남 미사리유적에

서 출토된 취사용기의 형태, 제작기법 등을 통해서 그

전개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본고의 내용을 정리함으로

써맺음말을대신하고자한다.

앞서의 분석에서 몇 가지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심발형토기는 용량의 폭이 커질수록 유문

내박자를 이용하여 타날하 고, 외면에는 승문이 주로

확인되고, 기벽이가장얇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기술

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간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장란형토기에서도 유문내박자를 사용

한 토기가 기벽이 가장 얇고 경부의 잘록도는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순부가 강한회전력에 의한 정면

흔적이관찰되었다. 심발형토기와장란형토기모두유문

내박자를 사용하면서 더욱 기벽을 얇게 제작할 수 있게

된것이다. 

즉 백제 한성기 중심지역에서 출토된 심발형토기와

장란형토기는 태토나 소성에서는 시간성이 명확하지 않

지만 제작기법상에서 그 전개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2단계1단계단계 3단계

구연부

대표기형

구연부 A, B형 구연 B, C형 구연 D, E형

형식 ⅠBㄱ, ⅢDㄱ식 등 ⅡCㄷ, ⅢCㄷ, ⅢCㄴ식 등 ⅢDㄹ, ⅢEㄹ식 등

외면문양 격자문 우세
승문+격자문, 승문+승문, 

승문+횡침선+격자문 등 다양
횡침선 등장

승문+격자문 우세
횡침선소멸

제작기법
구연부 물손질

지두흔
견부 및 동체일부 추가타날
내면은 무문내박자/ 기정면

구연부 강한회전력정면
내면은 유문내박자

특징
경부잘록도 강함

기벽이 1단계보다 얇아짐
난형호 등 형태 다양

경부잘록도 약함
기벽이 2단계보다 얇아짐

표 15 장란형토기의 단계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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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 제작기법의 변화양상에는 시간성도 반 되어

있는점도확인할수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개양상을 살펴본 결과 두 기종 모두

3단계로변화되었음을알수있었다. 우선심발형토기는

외면은 격자문, 승문+횡침선, 내면은 지두흔, 구연부는

물손질로 정면하 다. 2단계에서는 교차타날이 등장

하고, 내면은 무문내박자 혹은 무문내박자+지두흔으로

성형하고저부는정지깎기, 기벽이1단계보다얇아진다.

3단계는 횡침선이 소멸하고 조족문이 등장하고, 내면은

유문내박자, 저부는회전깎기로정면하 다. 기벽이2단

계보다현격하게얇아지고용량군이다양진다. 

장란형토기는 1단계에서는 외면은 승문+격자문 혹은

격자문, 내면은주로지두흔으로성형하 다. 2단계에서

는 경부의 잘록도가 강해지고, 외면은 승문+격자문,

승문+횡침선+격자문, 승문+승문, 교차타날등으로다양

해지며, 내면은 무문내박자와 기정면한 흔적이 확인

된다. 경부잘록도가 강해지면서 견부와 동체부에 추가

타날 흔적이 확인되는 점이 특징적이다. 기벽의 두께가

1단계보다 얇아진다. 3단계는 경부의 잘록도는 1단계

보다 더 약해진다. 외면은 승문+격자문이 우세해지고,

내면은 유문내박자 흔적이 확인되며, 일부 기정면

하여 내면의 내박자흔적을 지우기도 하 다. 횡침선이

소멸하고, 기벽이현격하게얇아진다.

이상과 같이 이 두 기종은 형태적특징과 제작기법이

관련성이 깊으며, 제작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기벽의

두께나 토기성형이 변화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곧시간성이반 된것으로3단계로구분된각각의

특징이곧그전개양상이었던것으로생각된다. 

참고문헌

미사리발굴조사단, 1994, 『미사리』1~5권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風納土城Ⅰ』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風納土城Ⅱ』

한신대박물관, 2003, 『風納土城Ⅲ』

, 2005, 『風納土城Ⅳ』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風納土城Ⅴ』

한신대박물관, 2005, 『風納土城Ⅵ』

, 2006, 『風納土城Ⅶ』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風納土城Ⅷ』

한신대박물관, 2008, 『風納土城Ⅸ』

, 2009, 『風納土城Ⅹ』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風納土城ⅩⅠ』

서울대학교, 1987, 『몽촌토성 - 동북지구발굴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 1988, 『몽촌토성 - 동남지구발굴조사보고서』

서울시·서울대학교박물관, 1989, 『몽촌토성 - 서남지구발굴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박물관, 1983, 『석촌동3호분발굴조사보고서』

, 1987, 『석촌동고분군발굴조사보고서』

식문화탐구회, 2008, 『炊事의考古學』, 서경문화사

음식고고연구회, 2011, 「취사 실험의고고학」, 서경문화사

전동현, 2011, 『漢城百濟期炊事容器의形成과變遷』, 崇實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鄭修鈺, 2006, 『風納土城炊事用土器硏究』, 高麗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 2007, 「風納土城炊事用器의調理痕과使用方法」『湖西考古學』17, 호서고고학회

, 2009, 「Ⅳ.고찰 -Ⅰ.풍납토성미래마을가지구출토토기의소성흔및조리흔검토」『風納土城ⅩⅠ』, 국립문화재연구소



129 Jung, Su Ock 백제 한성기 취사용기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Cooking Vessel of
Baekje Hanseong Period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4, No. 4, Deptember 2011, pp.112~129

Copyrightⓒ2011,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BSTRACT

This paper was written to understand, through the types and production techniques,  how cooking vessels of Baekje
Hanseong period had evolved, - the cooking vessels that were excavated from the historic sites of Baekje Hanseong
Period such as Mongchontoseong and Pungnaptoseong of Seoul, the ancient tomb group of Seokchon-dong, and Misa-
ri historic site of Hanam.

First, the results produced through the analysis of types of these cooking vessels are as followings: as for deep bowls,
the maximum body diameter is found on the top of pottery, while as for an egg-shaped pottery, the maximum body
diameter is found on the middle height of pottery. However, as for the rim diameter ratio to the neck diameter ratio of
pottery, the said two typed potteries were shown to have smaller ones. In consideration of each historic site, as for
deep bowls, the ancient tomb group of Seokchon-dong had potteries that had less volumes, were deeper, and had
higher maximum body diameters. When it comes to an egg-shaped pottery, Pungnaptoseong had the potteries that
were deeper than those of Misari historic site, and their potteries also had the maximum body diameter found on the
middle height of pottery, and larger rim diameter ratio to the neck diameter of the pottery.     

The results produced though the analysis of the production techniques of these cooking vessels are as followings: in
the case of deep bowls, as the width of a volume category gets larger, the pottery stamping with an anvil including
patterns was more frequently used for pottery production. In this case, simultaneously braid patterns were frequently
found on the outer sides of these potteri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e basal walls of these potteries were thinnest in
all typed potteries. This shows there occurred technique transitions according to the time flow. When it comes to an
egg-shaped pottery as well, the pottery produced by using an anvil had the thinnest basal wall and its rim diameter
ratio to its neck diameter ratio was smaller. Also around the mouth of this pottery, traces were found on its front, the
traces formed by the strong rotating power. It is determined these two typed potteries were all produced by using an
anvil to have thinner walls. Then, how these potteries were used? In the case of deep bowls, liquid food was put on a
hearth or ground to be cooked whereas in the case of an egg-shaped pottery, the pottery was put on a
puttumak(kitchen stove) mainly for boiling water. 

The deep bowls and egg-shaped potteries excavated from the center areas of Baekje Hanseong Period were not
clearly determined about when their pastes or firing times were, but as for their production techniques, it was possible
to check how they had developed. Moreover, it was determined that in the changing aspects of their production
techniques, temporalite is also ref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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