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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건축과 관련한 건축적 증거는 그 어떤 지역보다도 미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야 건축을 연구하는 데에는 

가형토기라고도 불리는 집모양토기가 특히 도움이 된다. 집모양토기는 사용 목적이 건축적이지는 않지만 그 모습이 

건축물을 모방하였기 때문에 당시 건축의 모습을 보다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그러나 집모양토기가 건축물

을 모방하였다고는 하지만 본래 건축과는 상관없는 특별한 기능을 갖는 기물이므로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묘사보다

는 본래의 기능에 맞는 형태로 변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그 형태를 살펴 건축적인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분

해내고 건축적인 부분을 통해 건축물의 모습을 규명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

존하는 집모양토기의 건축적 고찰을 통하여 가야의 건축적 특성을 추정하는 것을 시도해보았다. 여기에는 역사기록

과 함께 특히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고고학적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모양토기는 그 형태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은 각각 구별되는 건축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둘째, 한국을 비롯한 동양 건축의 특징 중 하나인 지붕면을 정면으로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집모양토기에 나타나

는 맞배지붕의 박공면을 정면으로 하는 건축 의장적 특성은 가야 건축이 갖는 매우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일부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가야 건축에서는 기능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이 존재하였

으며, 집모양토기는 이들 가운데 풍요의 상징성을 갖는 고상 창고, 축사, 주택의 형태를 모방하여 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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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건축은 삶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그릇에 삶을 담았을

까?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이 질문은 답을 찾기 매우 어려

운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시 건축물이 남아 

있지 않아 그 모습을 추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

다. 때문에 직접적인 자료가 아닌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추정해야 하지만 이 역시 자료가 매우 한정적이다. 그 가

운데 역사시대 이후의 궁궐·사찰 등과 같은 권위 건축물 

혹은 종교 건축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료가 남아 있으

나 일반인의 삶을 담았을 주거 건축물은 거의 자료가 남

아 있지 않다. 자료의 대부분은 역사기록, 건축물을 모티

브로 하는 토기 등의 유물 혹은 고분벽화와 같은 회화자

료, 그리고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건물지의 흔적이다. 

이 가운데 역사기록은 도상이 함께 그려지지 않은 이상 

건축물의 모습을 명확하게 알기 어렵고, 발굴조사의 결과

로는 건축물의 평면 형태와 기단 구성만을 알 수 있을 뿐

으로 그 상부의 실제 모습은 오로지 추정에 의한 것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도움이 되는 자료는 유물과 회화

자료이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가야 건축과 관련한 

건축적 증거는 그 어떤 지역보다도 미미하다. 이러한 상

황의 가야 건축 연구에는 가형토기라 불리는 집모양토기

가 특히 도움이 된다. 집모양토기는 사용 목적이 건축적

이지는 않지만 그 모습이 건축물을 모방하였기 때문에 당

시 건축의 모습을 보다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하지만 건축물을 모방하였다고는 하지만 집모양토기는 

본래 건축과는 상관없는 특별한 기능을 갖는 기물이므로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묘사보다는 기능에 맞는 형태로 변

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그 형태를 살펴 건축적

인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분해내고 건축적인 부분을 통해 

건축물의 모습을 규명해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

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존하는 집모양토기의 건축적 고찰

을 통하여 가야의 건축적 특성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집모양토기 가운데 출토지가 명확하게 가야지역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 10개 정도이며, 그 외 출토지가 명확

하지는 않지만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

이 8개가량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18개의 집모양토기

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에는 정관박물관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참고로 하였다(정관박물관 2019).1 연구 대상 

집모양토기는 <표 1>과 같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먼저 기존 가야 건축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가야 건축 관련 역사기록과 

함께 특히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고고학적 결과를 

검토하였다. 연구 대상 집모양토기의 건축적 고찰로는 집

모양토기의 세부적인 형태에 대해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이미 많은 사항이 밝혀진 바 있으므로 세부적인 형태보다

는 건축적 구조와 의장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구

조적인 관점에서는 가구 구조 방식을 살펴보았으며, 다음

으로 의장적인 관점에서는 지붕의 형태와 정면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어서 문헌에 나타나는 가야 주거의 모습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 발굴조사 사례를 통하여 집모양

토기의 형태를 한 건물의 존재 가능성과 용도를 추정하였

다. 발굴조사 사례는 가야권역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

지만 일반적으로 가야의 영역으로 인정되는 영남지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후 집모양토기에 대하여 새롭

게 유형분류를 시도하고 이를 결과로 정리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가야 건축과 관련하여 신라의 ‘황룡사’, 백제의 ‘미륵

사’처럼 그 존재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비교적 규모가 있

1 이 보고서에는 국내에 알려진 20개의 집모양토기를 총망라하고 이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고구려 및 통일신라 시기의 것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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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대상 집모양토기 목록(정관박물관 2019 참고)

유물명 출토지 크기(높이) (㎜) 유형 비고

1 창원 석동 복합유적 출토 토기* 경남 창원 178 Ⅰ 가야지역

2 함안 말이산 고분군 출토 토기* 경남 함안 194 Ⅰ 가야지역

3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토기 A* 경남 진주 203 Ⅰ 가야지역

4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토기* 경남 174 Ⅰ 가야지역

5 숭실대학교박물관 소장 토기* 경남 창녕 160 Ⅰ 가야지역

6 창원 다호리 유적 출토 토기*(복원) 경남 창원 280 Ⅰ 가야지역

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토기 A* 대구 달성 125 Ⅱ 가야지역

8 김해 봉황동 유적 출토 토기* 경남 김해 58 Ⅱ 가야지역

9 부산 가동 고분군 출토 토기* 부산 가동 193 Ⅱ 가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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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출토지 크기(높이) (㎜) 유형 비고

10 함안 소포리 유적 출토 토기* 경남 함안 73 Ⅲ 가야지역

11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소장 토기 미상 141 Ⅰ 미상

12 호림박물관 소장 토기 미상 155 Ⅰ 미상

13 경북대학교박물관 소장 토기 미상 115 Ⅰ 미상

14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토기 미상 135 Ⅰ 미상

15 경주 사라리 유적 출토 토기 경북 경주 203 Ⅰ 신라

16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토기 B 미상 119 Ⅱ 미상

17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토기 C 미상 168 Ⅱ 미상

18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토기 D 미상 350 Ⅲ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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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축물 혹은 유적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다. 이에 따라 

가야 건축 관련 연구는 신라·백제와는 달리 연구의 방법 

및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다. 

1) 문헌을 통한 연구

중국의 여러 문헌에 우리나라의 건축과 관련된 언급

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인

용하며 고대 건축, 특히 주거 건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한국건축사 연구자들(주남철 1976; 김정

기 1977)뿐만 아니라 고고학 연구자들도 포함된다. 

이 논문의 주제인 가야 건축과 관련하여 인용되는 

문헌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

晉書 東夷列傳 馬韓 : 땅을 파서 움집을 만들어 거처하는

데, 그 모양은 마치 무덤 같으며 출입문은 위쪽으로 나 있다

(...居處作土室 形如冢 其戶向上...)

後漢書 東夷列傳 韓 : 땅을 파서 움집을 만드니 그 모양이 

마치 무덤 같으며, 출입하는 문은 윗부분에 있다(...居處作土

室 形如塚 開戶在上...)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 : 거처는 초가에 토실을 만들어 사

는데 그 모양은 마치 무덤과 같으며 그 문은 윗부분에 있다

(...居處作草屋土室 形如塚 其戶在上...)

三國志 魏書 東夷傳 弁辰 : 그 나라는 집을 지을 때에 나무

를 가로로 쌓아서 만들기 때문에 감옥과 흡사하다(...其國作屋 

橫累木為之 有似牢獄也...)

  

이들 번역 내용을 종합하면 대부분 수혈식 주거인 

움집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일부에서는 고상

식 건물에서도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가야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수혈식 주거와 고상식 건물

의 유구가 발굴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2) 발굴 결과에 의한 연구

발굴 결과에 의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 대규모 주

거유적조사로부터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 특히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위양근 2016: 3).

대부분의 연구가 수혈 주거지와 고상 건물지를 중심

으로 입지와 배치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둥 배치

나 난방 방식, 바닥 면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을 분류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편년과 변천 과정을 고찰하거나

(위양근 2016) 구조 및 입면 구성으로부터 용도를 추정하

기도 한다(김민수 2019).

3) 유물을 통한 연구

가야 건축과 관련된 유물은 집모양토기가 유일한 것

으로 보인다. 

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먼저 집모양토기의 형태

를 통하여 일반용기와 주구부용기로 구분하고, 이를 다

시 건축적 관점에서 고상식과 지상식으로 나누고 시기별

로 분류하여 변천 과정을 고찰한 연구(신인주 2001)와 건

축적 요소의 분석을 통한 유형 분류를 시도하고 기본적인 

주거 형태로 박공면을 주출입구로 하는 맞배지붕의 고상

식 건축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집모양토기를 주구형과 건

축형으로 분류하고 건축형에 부장품으로서의 성격을 부

여한 연구(김상태 2015, 2019) 등이 있다.

4) 그 밖의 연구

가야 건축과 관련하여서는 앞에서 살펴본 주제들을 

단독으로 연구하기도 하지만 상호 관련지어 진행한 연구

들이 있다. 주로 발굴 유적과 집모양토기를 비교하며 고

찰하고 고상 건축은 철제 공구의 발전(김태중 1998: 652) 

혹은 치목 기술의 발전(이준희 1999: 109)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번역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따랐다.  

http://db.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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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독특한 연구로는 집모양토기를 바탕으로 가

야 주거 건축에 대한 복원을 시도한 연구가 있다(함순섭 

2008). 그 연구에서는 정면으로는 맞배지붕, 반대편은 우

진각지붕 형태의 복합적 지붕 형태를 갖는 목조 가구식의 

벽체는 흙벽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가야 주거 건축으로 제

시하였다. 또한 출입 방식에 있어서 중층의 건물을 사다

리를 이용하여 상층으로 진입한 후 하층으로 출입하는 방

식을 제시하였다. 이는 문헌에서 나타나는 ‘초옥토실(草

屋土室)’과 ‘기호재상(其戶在上)’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의 고찰 결과 가야 건축과 관

련한 내용은 주로 간접적인 자료에 의하거나 주거 건축에 

한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야 관련 연구가 대부분 정치 

및 사회에 관련된 연구에 치우친 경향이 있기도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건축적 자료가 적은 이유가 클 것이다. 

표 2 연구 대상 집모양토기 건축요소 검토

유물명
구조 지붕 형태 정면3

Ⅰ Ⅱ Ⅲ 맞배 우진각 맞배+우진각 팔작 박공면 지붕면

1 창원 석동 복합유적 출토 토기 ○ ○ ○

2 함안 말이산 고분군 출토 토기 ○ ○ ○

3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토기 A ○ ○ △

4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토기 ○ ○ ○

5 숭실대학교박물관 소장 토기 ○ ○

6 창원 다호리 유적 출토 토기 ○ ○ ○

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토기 A ○ ○ ○

8 김해 봉황동 유적 출토 토기 ○ ○ ○

9 부산 가동 고분군 출토 토기 ○ ○ ○

10 함안 소포리 유적 출토 토기 ○ ○ △

11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소장 토기 ○ ○

12 호림박물관 소장 토기 ○ ○

13 경북대학교박물관 소장 토기 ○ ○

14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토기 ○ ○ △

15 경주 사라리 유적 출토 토기 ○ ○ ○

16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토기 B ○ ○ ○

17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토기 C ○ ○ ○

18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토기 D ○ ○ △

사진 1 가야 주거 건축 복원 모형(함순섭 2008) 

3 본 논문에서는 정면의 방향을 표현하는 용어로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박공면’과 ‘지붕면’을 사용하였다. 박공면은 박공이 만들어지는 쪽에 해당하며 보 방향과 평

행한 면이다. 지붕면은 일반적으로 지붕의 상면을 일컫는 용어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연구 대상인 집모양토기가 맞배지붕 혹은 맞배지붕과 연관된 지붕의 형태만

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공면에 상대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지붕면은 도리 방향에 평행한 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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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집모양토기의 건축적 고찰

1. 건축 구조적 고찰

선행연구를 통하여 지금까지 발견된 가야지역 집모

양토기의 형태에 따른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

다. 하나는 고상 창고를 모방한 것으로 생각되는 유형과, 

또 다른 하나는 그 용도를 알 수는 없으나 대체로 주거를 

모방한 것으로 생각되는 유형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그 형태만을 대상으로 구분한 것으로 건축 구조적 관점에

서 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1) Ⅰ유형

연구 대상 집모양토기 18개 중 11개가 이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집모양토기들은 대체로 그 형태가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4~9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건물을 

얹고 있다. 이 가운데 ‘경주 사라리 유적 출토 토기’의 경

우에는 기둥이 1개인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지만(신인주 

2001: 105), 이는 건축적 관점에서 기둥을 표현한 것이 아

니라 굽다리로 보는 것이 옳다. 한편, 기둥 하부에는 별다

른 시설이 보이지 않으므로 초석은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

로 생각되며, 따라서 이는 굴립주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

다.4 기둥의 상부에는 ‘창원 석동 복합유적 출토 토기’와 ‘함

안 말이산 고분군 토기’에서 보이듯이 도리 방향으로 원형

의 횡부재를 걸고 그 위에 건물의 바닥면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사진 2). 이는 결국 시각적으로 박공면 쪽

으로 기둥 하부 공간이 지붕면 쪽보다 높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기둥 위 도리 방향의 횡부재가 직접 표현되

지 않은 다른 토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건물의 생

활면의 설치 방법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창

원 석동 복합유적 출토 토기’를 보면 기둥 위 횡재 위에 방

형의 가로재를 걸친 후 설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구조는 가야지역의 집모양토기에서뿐만 아니라 ‘요시노가

리 유적’ 등 일본 야요이시대 고상 건물에서도 일부 찾아볼 

수 있다(사진 4). 

한편, 하부 굴립주 위로 설치되는 건물의 몸체에는 

기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부 집모양토기

에서 보와 대공, 도리가 표현되어 있고, 특히 ‘창원 다호리 

유적 출토 토기’의 복원 전 모습을 보면 내부에 기둥으로 

보이는 것이 존재하므로 가구식 구조임을 알 수 있다(사

진 3). 단, 하부 기둥열과 상부 기둥열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는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하부 구조에 상부 구조가 얹혀 있는 

4 실제로 ‘김해 관동리 삼국시대 진지’유적 등 가야의 고상식 건물지에서 굴립주의 흔적이 다수 발견되었다.

사진 2   창원 석동 복합유적 출토 토기 기둥상부 구조 상세(국립김해박물관 소장)

사진 3   창원 다호리 유적 출토 토기 내부 기둥 상세(국립김해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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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새가 된다. 이러한 구조는 전통건축물의 누정에서도 

볼 수 있는 구조(사진 5)이지만 누정의 경우에는 누하주 

상부에 횡재가 십자로 결구되는 것과 달리 이 유형의 집

모양토기에서는 방향이 다른 횡재가 상하로 얹히는 점이 

다르다. 

상부 구조를 더욱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은 ‘함안 말이

산 고분군 출토 토기’이다. 종도리를 제외하고 구체적으

로 건축 부재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표면에 그려 넣어진 

무늬를 통하여 구조를 짐작할 수 있다. 이 토기에서는 정

면과 배면으로 기둥이 그려져 있지 않지만, 측면으로는 

가운데에는 기둥으로 추정되는 것이 그려져 있다. 또한, 

이 기둥은 하부의 인방 위에 놓여 있으며 기둥 위로 그려

진 도리와 보를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5 따라서 건물 

하부는 기둥열에 따라 2×2의 규모이지만 상부는 1×2의 

규모를 갖는 건물임을 알 수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상부

와 하부가 별도의 구조임을 나타낸다. 

2) Ⅱ유형

이 유형의 집모양토기는 고찰 대상 18개 중 9개가 

해당된다. 이 유형의 집모양토기는 전면에서 보았을 때 

기둥을 세우고 보와 대공, 도리를 걸고 서까래를 설치한 

일반적인 목조 가구 구조로 되어 있다. 반면 배면에서는 

기둥과 벽만이 보일 뿐 상부의 가구가 표현되어 있지 않

아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를 흙 등으로 채운 벽식 구조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활

면은 기둥의 중간쯤에 만들어져 사다리를 이용하여 진입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유형의 일부 집모양토기에는 상층

의 바닥면에 개구부가 있어 이를 내부로 출입하는 출입구

로 보고 『후한서(後漢書)』에 기술된 “...居處作土室 形如

塚 開戶在上...”의 기사에 대한 실례로 언급되기도 한다

(함순섭 2008: 22). 이를 근거로 하층은 토벽이 둘러진 토

실로 보았으며 상층 바닥에 비스듬히 열리는 문을 두고 

사다리를 통해 출입하는 복원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함

순섭 2008: 23~25). 

여기서 주목할 것은 중간에 층을 만드는 방법이다. 

5 Ⅰ유형의 상층에 하층과는 별도의 기둥이 사용된 사례는 ‘창원 다호리 유적 출토 토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사진 3).

사진 4   일본 요시노가리 유적 복원 고상 건물 기둥 상부 구조 상세

사진 5   영주 부석사 범종루 누하주 상부구조 상세 사진 6 화성행궁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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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에서 사용된 방법은 앞에서 살펴본 I유형에서와는 

달리 기둥의 중간에 인방과 같은 가로재를 설치하고 상층

의 바닥을 구성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건축물의 문루 혹

은 행각 등에서 볼 수 있는 구조로 상층과 하층이 구조적

으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구조체 안에서 구성되는 방법

이다(사진 6).

3) Ⅲ유형

이 유형은 고찰 대상 중 2개가 해당된다. 대체로 이 

유형은 가야지역이 아닌 고구려와 백제의 집모양토기 및 

시기가 비교적 늦은 신라의 집모양토기에서 찾아볼 수 있

다. ‘함안 소포리 유적 출토 토기’는 그 형태가 비록 단순

하기는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유형들과는 확실히 다른 모

습을 보인다.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I유형처럼 생활면

이 기둥에 의해 들어올려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Ⅱ유형처

럼 내부로 층이 구분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외형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집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기둥과 

문을 선을 그어 표현하였는데 정면에서와는 달리 배면 가

운데에도 기둥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선이 있어 고주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사진 7). 이런 경우는 

종도리를 고주가 직접 받는 구조로 봉정사 극락전 등에서 

볼 수 있다(사진 8).

이상의 유형들을 살펴보면 집모양토기에서 나타나

는 건축 구조는 그 구성이 비교적 단순하기는 하지만 일

반적으로 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구조 유형을 모두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가야지역에서도 백제와 신라 등 다른 

지역과 크게 차이가 없는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2. 건축 의장적 고찰

1) 지붕의 형태

지붕은 건축의 외형적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전통건축에서 건물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건물

의 칸수와 함께 지붕의 형태를 언급한다. 특히 지붕은 입

면의 1/2 이상을 차지하면서 그 형태에 따라 건물의 위계

가 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붕의 형태를 살펴보는 것

은 건물의 특성을 알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집모양토기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지붕 형태는 맞

배지붕과 우진각지붕이다. 특히 가야지역의 집모양토기

에서는 맞배지붕이 18개의 대상 중 14개로 가장 많다. 한

편, 특이하게 한쪽은 맞배지붕, 다른 쪽은 우진각지붕의 

형태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붕 형태의 것이 4개이다. 

반면, 고구려나 백제지역의 집모양토기에서 보이는 우진

각지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국립박물관 소장의 ‘전 경

주 보문동 출토 집모양토기’와 같은 팔작지붕 역시 보이

지 않는다. 따라서 이 토기의 제작 연대가 통일신라 시기

인 8세기경으로 시기가 늦은 것을 고려하면, 가야지역 건

축물의 지붕 형태는 맞배지붕이 일반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맞배지붕과 우진각지붕이 혼합된 지붕 형태는 가야

지역의 집모양토기에서만 보이는 특이한 형태인데 그 가

운데에서도 Ⅱ유형에서만 보인다. 이 지붕 형태를 자세

히 보면 우진각지붕으로 판단되는 후면부는 ‘삼성박물관 

리움 소장 C’의 토기를 제외하면 실제로 우진각지붕이라

기보다는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심지어는 후면부의 

처마선이 전면부의 처마선보다도 아래로 처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모임지붕을 갖는 수혈 주거에

서 정면에 출입구를 달아낸 것에서 발전한 것이라는 의견

(함순섭 2008: 24)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일본 고쇼노유적(御所野遺跡) 수혈 주거의 형태가 지상

화된 것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사진 9).

지붕의 재료는 집모양토기에서 나타나는 지붕 형태

를 통해 대체로 Ⅲ유형을 제외하면 초가였을 것으로 대
사진 7   함안 소포리 유적 출토 토기 

배면(정관박물관 2019) 

사진 8 봉정사 극락전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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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연구자가 추측하고 있다. 특히 ‘함안 말이산 고분

군 출토 토기’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토기 A’의 지붕에

서 보이는 격자형으로 돌출되어 표현된 것은 초가의 고

사새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초가지붕이 아

니더라도 굴피지붕이나 너와지붕의 누름목으로도 볼 수 

있으며(사진 10), 일본 건축에서 나타나는 우마노리(う

まのり) 혹은 유키와리(ゆきわり)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편 Ⅲ유형으로 분류된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토

기 D’의 경우는 지붕의 기와골과 내림마루가 명확하게 표

현되어 있어 기와지붕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반면 ‘함안 

소포리 유적 출토 토기’의 경우에는 지붕면이 격자로만 

그어져 있어 기와지붕임을 명확히 알기는 어렵다. 단, 용

마루가 표현되어 있고 그 용마루 끝이 들려지고 있어 마

치 치미를 설치한 것처럼 보이는 점에서 기와지붕을 표현

한 것이라는 의견(정관박물관 2019: 88)이 있다. 

이들 내용을 종합하면 지붕의 재료는 초가가 유력하

기는 하지만 초가만으로 한정하기는 어려우며 일부 건물에

서는 기와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집모양토기의 지붕에서 주목해볼 것은 박

공면이다. 일부 집모양토기에서 지붕면과 박공면의 높이

차가 커서 정상적인 지붕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는 집모양토기의 지붕 상면에 별도의 마감이 있었을 가능

성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일본의 하니와(埴輪)에서와 같

이 박공면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생각된다. 

 

2) 정면성

건물에서 출입구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

사진 9   일본 御所野遺跡 수혈 주거(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commons/4/41/%E5%BE%A1%E6%89%80%E9%87%8E%E9

%81%BA%E8%B7%A1%E7%AB%AA%E7%A9%B4%E5%BC%8F%

E4%BD%8F%E5%B1%85.JPG)

사진 10  삼척 대이리 굴피집 지붕 상세

사진 11   창원 석동 복합유적 출토 토기 지붕 상세(국립김해박물관 소장)

사진 12   일본 군마현 아카호리챠우스야마(赤堀茶臼山) 고분 출토 하니와 

(https://www.tnm.jp/uploads/r_exhibition/exhibition/DEFAULT_419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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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건축이 서양 건축과 대비되

는 가장 큰 특징은 출입구의 위치이다. 출입구의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건물의 정면이 어디인가와 관련이 있다. 

주 출입이 이루어지는 곳이 건물의 정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서양 건축에서는 박공면이, 동아시아 건축에

서는 지붕면이 정면이다. 이번 연구 대상인 집모양토기

에서는 박공면을 정면으로 하는 경우와 지붕면을 정면으

로 하는 두 경우가 모두 보인다. 

먼저 Ⅰ유형의 토기를 살펴보면 ‘창원 석동 복합유

적 출토 토기’에서처럼 박공면에 가로로 인방을 설치하여 

출입시설을 만들고 이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

다. 반면, ‘창원 다호리 유적 출토 토기’의 경우 출토된 일

부분을 통해 복원된 것이기는 하지만, 출입구는 박공면이 

아닌 지붕면에 문이 열린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6 

Ⅱ유형에서는 ‘부산 가동 고분군 출토 토기’를 제외

하고 대부분 박공면에 출입을 위한 시설이 있다. 출입시

설로는 상층으로 오르는 사다리만을 두고 있으며 박공면

의 벽체는 열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부 상층 안쪽 경사

진 바닥면에 출입시설로 보이는 쌍여닫이문을 볼 수 있으

나 이것이 실제로 출입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편, ‘부

산 가동 고분군 출토 토기’는 출입의 방향이 지붕면일 뿐

만 아니라 다른 토기들과 그 형태가 구별되는 매우 특이

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건물의 실내 모습을 형

상화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김상태 2019: 110). 

Ⅲ유형인 두 개의 사례 가운데 ‘함안 소포리 유적 출

토 토기’는 박공면 쪽으로 선을 그어 문을 표현하고 있으

며 지붕면 쪽으로는 나무 모양을 그려 넣고 있어 박공면 

쪽이 정면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토기 D’에서는 반대로 지붕면 중앙에 출입문이 그려져 있

어 지붕면 쪽이 정면임을 알 수 있다. 

연구 대상 집모양토기 가운데 이처럼 출입구의 위치

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18건 가운데 14건이며, 이 가운

데 박공면에 있는 경우가 10건, 지붕면에 있는 경우가 4

건이다. 또한 Ⅰ유형에서는 출입구를 확인할 수 있는 7건 

가운데 5건이, Ⅱ유형에서는 5건 가운데 4건이, Ⅲ유형에

서는 2건 중 1건이 박공면으로 출입구를 두고 있다. 따라

서 집모양토기가 만들어진 시기의 가야지역에서는 박공

면 쪽으로 주 출입구를 두는 것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

로 보아 일반적으로 박공면을 정면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박공면이 정면으로서의 상징성을 갖는 경우

는 서양 건축에서는 일반적이지만 동양 건축에서는 일반

적이지 않다.7 그럼에도 동양 건축에서는 박공면을 정면

으로 한 경우가 없지는 않은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

석사의 범종루나 조선 왕릉의 정자각처럼 방향성을 크게 

강조하거나 의례공간에서 주로 그 사례를 볼 수 있다. 이

사진 13   로마 판테온 신전(https://media2.trover.com/T/5acaa5afed5bd 

1620901d6bc/fixedw.jpg) 

6 이 집모양토기의 복원과 관련하여서는 고증에 의해 복원되었겠지만 어떤 근거와 과정을 거쳐 복원되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현재 박물관에 전시되

어 있는 집모양토기의 파편만으로는 지붕면을 정면으로 개구부를 만든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이 집모양토기의 복원과 관련하여서는 고증에 의해 복원되었겠

지만 어떤 근거와 과정을 거쳐 복원되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현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집모양토기의 파편만으로는 지붕면을 정면으로 개구부를 

만든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7 박공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하니와(埴輪)에서도 정면은 역시 지붕면 방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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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러한 정면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팔(八)자형의 박공을 크게 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는 서양 건축에서 삼각형

의 페디먼트(pediment)를 강조하기 위하여 장식하는 등 

정면성을 부각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다(사진 13).

가야 건축의 경우에도 시간이 흐르면서 정면은 일반

적인 동양의 건축물처럼 지붕면으로 그 정면이 옮겨지면

서8 정면성을 상징하는 박공은 그 기능을 잃고, 지붕면의 

크기, 장식된 치미, 지붕마루 등을 통하여 정면성을 부각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가야 건축의 건축적 검토 

1. 건축의 유형

앞에서 살펴본 가야 건축과 관련된 기록에서 건축

물을 가리키며 사용한 한자인 ‘초옥토실(草屋土室)’·‘토실

(土室)’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먼저, ‘초

옥토실’ 혹은 ‘토실’이 수혈 주거인가 하는 것이다. 고고학

적 견해로는 대체로 수혈 주거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장덕원 2012), ‘혈거(穴居)’와도 같은 맥락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이훈 외 2001). 그러나 건축학적 

견해로는 ‘초옥토실’ 혹은 ‘토실’은 혈거와는 다른 건축 형

태로 수혈 주거(주남철 1976: 30, 44~45)로 보기도 하지만 

완전한 수혈 주거가 아닌 지상 건축의 모습을 한 반수혈 

주거(김정기 1977: 86~87)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초옥’과 ‘토실’이 서로 다른 형태의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인지 혹은 하나의 건축물을 가리

키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들

을 서로 다른 건축물의 형태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즉, 

‘초옥’은 지붕의 재료를 나타내며 ‘토실’에 부가적으로 붙

여져 ‘초옥토실’이 되는 것으로 하나의 건물로 보는 견해

이다. 한편, 일부 연구자들이 ‘초옥’과 ‘토실’을 서로 다른 

건물 형태로 보기도 하였으나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

지는 않다.9 하지만 실제로 한자의 용례로 볼 때 ‘옥’과 ‘실’

은 서로 다른 건축 유형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해석이 올

바른 것으로 생각된다.10  

앞의 기록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중국의 

기록들이다. 가야 건축의 유형에 대해 더욱 자세히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록으로는 『삼국유사』가 있다. 

사진 14 일본 宗像大社 中津宮 사진 15 부석사 범종루 사진 16 선릉 정자각

8 신인주(2001)는 그의 연구에서 지붕면을 정면으로 하는 시기가 박공면을 정면으로 하는 시기보다 후대임을 밝혔다.

9 김정기(1977)는 ‘옥’과 ‘실’이라고 불리는 건물에 서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초옥토실에서는 초옥과 토실을 별도의 건물 형태로 보지 않고 동일한 건물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장덕원(2012)은 문헌상에 나타나는 ‘혈(穴)’, ‘실(室)’, ‘옥(屋)’, ‘택(宅)’, ‘우(宇)’ 등이 각각 서로 다른 건축 유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면서도 ‘초옥토실’은 ‘초옥’

과 ‘토실’이 별개의 건축 유형이 아닌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역시 ‘토실’은 ‘초옥토실’에서 ‘토실’이 생략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주남철(1976)은 ‘초옥토실’을 동일한 건물 유형으로 설명하면서도 서로 다른 유형의 건축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10 동북아역사재단(2009)에서는 ‘옥’과 ‘실’에 대해 논어의 사례를 들어 ‘옥’은 수혈 주거로, ‘실’은 고상 주거로 보고 있으나 『三國志』 魏書 東夷傳의 기록들을 살펴볼 

때 오히려 ‘옥’은 고상 주거, ‘실’은 수혈 주거로 보는 것이 건축적으로는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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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遺事 卷第二 紀異第二 駕洛國記 : 그래서 1500보 둘레

의 외성과 궁궐, 전당 및 여러 관청의 청사와 무기 창고, 곡식 

창고 지을 곳을 두루 정하고 궁궐로 돌아왔다. 궁궐과 옥사는 

농한기를 기다려 그 해 10월 안에 짓기 시작하여 갑진년 2월에 

이르러 완성했다(...築置一千五百步周廻羅城 宮禁殿宇 及諸有

司屋宇 武庫倉禀之地 事訖還宮..其宮闕屋舍 侯農隙而作之 經

始于厥年十月 逮甲辰二月而成...)

여기에서는 건축 유형과 관련된 용어로 ‘궁(宮)’, ‘전

우(殿宇)’, ‘옥우(屋宇)’, ‘고창(庫倉)’ 등이 보인다. 이들을 

살펴보면 ‘궁’은 왕이 거처하는 곳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건물의 기능에 따라 왕이 사용하는 ‘전우’, 관료들이 사용

하는 ‘옥우’, 그리고 물품을 보관하는 ‘고창’으로 유형을 구

분할 수 있다. 

이들 내용을 종합해보면 건축적 형태는 알 수 없으

나 규모 및 용도에 따른 다양한 건축 유형의 건물이 가야

에서도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야에는 주거 건축

으로 ‘옥’과 ‘실’이, 궁궐 및 관아 건축으로 ‘궁’, ‘전우’, ‘옥우’

와 부속건물로 창고인 ‘고창’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집모양토기형 건물의 존재 여부

집모양토기가 건축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동

일 형태의 건축물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

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그럴 것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지만 현존하는 건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

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자가 이미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다. 

대체로 Ⅰ유형의 집모양토기의 경우에는 발굴조사 등 고

고학적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증명된 것으로 보인다.

Ⅰ유형은 주로 고구려의 부경과 관련지어 고상 창고

로 보는 경향이 크지만, 최근에는 개별 유구가 아닌 다수의 

고상식 건물지가 발굴된 취락지 가운데 일부 취락지에서 

수혈 주거 등 별도의 주거지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부터 

단순히 창고뿐만 아니라 일부 의식용 건물이거나 주거로

도 활용되었을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위양근 2016: 4).

한편, Ⅲ유형의 집모양토기는 현재에도 존재하는 익

숙한 건물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더

라도 일반적으로 그 존재 유무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게 

된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Ⅱ유형의 집모양토기이

다. 이 유형은 비교적 낯선 형태의 건물로 실제로 이 모습

의 건축물이 존재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게 된다. 

이에 몇몇 연구자들이 수혈 주거의 고고학적 자료를 이용

해 그 존재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나 명확하게 그 

실체를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가야 건축과 관련하여 

발굴조사된 유적을 중심으로 그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였

다. 그 기본자료로는 가야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발굴조

사 보고서를 활용하였다.11 

<그림 1>은 Ⅱ유형의 집모양토기인 ‘국립중앙박물

관 소장 토기 A’를 기반으로 실제 발굴 유구로 드러날 경

우의 추정도를 그려본 것이다. 추정도를 보면 정면부는 

그림 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토기 A 

기반 발굴 유적 추정도 

그림 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토기 A 

기반 구조 모식도

11 참고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경남발전연구원, 2013, 『김해 가야인 생활체험촌 조성부지 내 유적 Ⅱ』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0, 『부산 고촌리 생산 유적』.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6,『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건설공사(10공구) 내 유적 시굴·정밀 발굴조사 약시 보고서』.  

삼강문화재연구원, 2009,『김해 관동리 삼국시대 진지』.  

영남고고학회, 2009, 『영남지방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와 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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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와 박공면을 만들기 위하여 대체로 1×2칸 규모의 

방형 평면을 가지며, 이어서 배면부로는 방사형 혹은 둥

그런 평면을 가지면서 기둥이 여럿 배치되는 형태임을 볼 

수 있다. <그림 2>은 그에 따른 구조 모식도이다. 3열 기

둥열의 중앙에 하중이 집중하는 모양새이다. 따라서 이

곳에 기둥이 세워지거나 구조적 보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가야지역의 발굴 유적과 비교 검토하여 

보았다. ‘김해 아랫덕정 유적 10호 주거지’에서는 2×2의 기

둥열에서 1면에 대해서만 중앙에 기둥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추정도에서처럼 정면으로 1칸의 규모를 보여

주기는 하지만 후면부로는 규모가 작고 방사형의 평면은 

아니다. ‘양산 평산리 유적 3호 주거지’에서는 장방형의 평

면으로 다수의 기둥자리가 보이는데 비교적 기둥열이 정

연하기는 하지만 추정도에서처럼 명확하게 그 구조를 확

인할 수 있을 만큼 정렬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듯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는 있지만 Ⅱ유형의 사례로서 분명하게 제

시할 수 있는 건물지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논리적으

로는 실존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거 건물로서 실제로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3.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은 지역적·시기적 차이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건축적 형태가 오랜 시간 동안 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일반적으로 용도 혹은 

기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건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물은 형태와 공간 구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먼저, Ⅰ유형의 경우는 선행연구자들의 연구 결과 

고상 창고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에 더하여 일부 건

물은 제사 혹은 의식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가능

성과 함께 주거용으로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언급되기

도 하였다. 한편 개구부에는 잠금장치가 표현되어 있는

데 모두 외부에서 잠그고 열 수 있게 되어 있다(사진 17). 

이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 용도의 건물이라기보다는 물

건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창고 용도의 건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김민수 2019). 이와 같

이 창고로서의 고상건물의 사례는 일본 요시노가리 유적

과 같은 야요이시대 유적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사

진 18). 고상 창고로서의 건물은 땅으로부터의 습기를 막

고 통풍이 잘되므로 부패하기 쉬운 무엇인가를 보관하기

에 적합한 곳이다. 따라서 이것은 곡식이나 귀중품을 보

관하기에 적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망자의 사후세계에

서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곡식 창고 형태의 토기를 

만들어 함께 묻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반면 Ⅱ유형은 일반적으로 수혈 주거와 연관시켜 주

거 건축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발굴된 건물지 혹은 

취락 유적에서 이러한 Ⅱ유형의 주거지 흔적을 찾을 수 

그림 3    Ⅱ유형 토기 기반 발굴 유구 유사 유적. A: 김해 아랫덕정 유적 10호 건물지(동의대학교박물관 2004), B: 양산 평산리 유적 3호 주거지(영남고고학회 2009)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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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Ⅱ유형의 집모양토기

를 통한 가야 주거 건축의 복원 연구에서 하층은 온돌의 

난방시설과 흙벽을 갖는 주거공간으로 보고 상층은 출입

을 위한 공간으로 판단한 배경에는 집모양토기에서 굴뚝

으로 보이는 주구들이 발견되기 때문일 것이다(사진 19). 

하지만 이 주구가 굴뚝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같은 형태가 

Ⅰ유형의 집모양토기에서도 보인다는 점에서 반드시 굴

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고상식 목조건축

의 높여진 생활면에는 굴뚝이 있어야 하는 온돌시설을 만

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Ⅰ유형의 집모양토기가 단

순히 건축물의 모습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용도로 

쓰이는 용기로서의 기능을 갖는다고 하면12 Ⅱ유형의 집

모양토기 역시 같은 목적에서 형태적인 측면으로는 굴뚝

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굴뚝이라기보다는 Ⅰ유형에서와 

같이 주구일 가능성이 보다 크다.13 이는 일본과 중국의 집

모양토기가 무엇을 담는 용기라기보다는 건축적 형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사진 12, 21). 

이와 함께 Ⅱ유형의 집모양토기에서 염두에 두고 살

펴볼 것은 상층 바닥의 경사면에 설치된 개구부이다(사

진 22). 이는 다수의 집모양토기의 비슷한 위치에서 발견

되므로 건축물의 개구부를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상하층의 공간을 계절에 따른 생활공간으로 구

분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개구부는 출입문이라는 의견(함

순섭 2009: 19)도 있지만 출입문으로 보기에는 몇 가지 불

합리함이 있다.  

먼저, 위로 열어야만 하는 여닫이문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은 특별한 용도가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주거

공간에서는 사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 문을 여닫는 데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이 바닥에서 비스듬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층의 공간은 결국 비스듬한 바닥면을 갖게 된다. 그렇

다면 과연 상층을 생활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의 의문이 생기게 된다. 경사진 바닥면에서는 사람이 생

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동선의 합리성 문제이다. 출입함에 있어

12 가야지역 집모양토기의 용도는 대체로 제례와 관련된 액체를 담는 그릇이거나 곡식을 담는 그릇으로 생각된다(신인주 2001: 122). 따라서 특별한 용도를 갖는 

기물로 단순히 피장자의 내세에서의 풍요로움을 바라며 묻는 부장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13 Ⅱ유형의 경우 굴뚝 모양의 것이 벽체의 중간에서 비스듬히 설치되어 굴뚝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주구로서의 기능이 클 것으로 생각되나, 벽체의 중간에 굴뚝을 

설치한 황해도 안악 3호분 벽화의 사례와 다수의 연통 유물이 발굴된 사례가 있어 굴뚝을 표현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사진 1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토기 주

구 상세(정관박물관 2019) 

사진 20    함안 말이산 고분군 출토 토기 

주구 상세(정관박물관 2019) 

사진 17   함안 말이산 고분군 출토 토기 상세(정관박물관 2019)

사진 18   일본 요시노가리 유적 복원 고상창고형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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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다리를 타고 상층으로 올라간 후 위에서 다시 출입

구를 통해 사다리를 타고 하층으로 내려가며 출입하는 것

은 생활 편의의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매우 불

편할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함에서 본다면 Ⅱ유형의 집모양토기 

역시 주거 건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이준희

(1999)는 축사형으로 구분한 바 있으며, 이러한 구분은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소

장의 집모양토기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토기에

는 사다리 위와 지붕 위 등에 새 모양을 비롯한 몇몇 동물

이 표현되어 있다(사진 23). 이들의 형태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가축을 형상화한 것이라면 이 집모양토기는 축사

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Ⅱ유형의 집모양토

기를 축사 형태를 모방한 것이라고 하면, 보관품의 특성

상 장기간 보관을 위해 비교적 튼튼한 구조를 갖는 고상 

창고와는 달리 비교적 자유로운 건물 형태를 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상층 바닥의 개구부는 이런 관점에서 

하층에 동물을 가두어두고 배식 등의 행위를 하던 시설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상층의 용도는 ‘삼척 신리 너와

집’에서처럼 수납공간으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사

진 24). 이처럼 곡식 창고와 함께 축사를 집모양토기의 모

티브로 하는 것은 풍요로움이라는 상징성의 일관된 적용

으로 생각할 수 있다. 

Ⅲ유형의 경우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Ⅰ, Ⅱ유형

과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토

기 D’의 경우에는 기타 집모양토기처럼 무엇인가를 담

는 용기로서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이지만 ‘함안 소포

리 유적 출토 토기’의 경우에는 내부에 빈공간이 없어 용

기의 기능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사

진 25). 또한 기타 집모양토기와 비교하였을 때 크기가 작

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서 차이를 갖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 세부 표현에서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

렇다고 하더라도 두 토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주거 

건축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유형의 집모양토기

가 실제 가야인이 살았던 주거 건축을 모티브로 한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가야지역에서 다수의 

적심 건물지들14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고상식, 

사진 21   중국 焦作市 白庄M6墓 출토 건축명기(중국 하남성박물관 소장)

사진 22    Ⅱ유형 집모양토기의 개구부 

상세(정관박물관 2019) 

사진 2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토기  

동물 상세(정관박물관 2019) 

사진 24   삼척 신리 너와집 내 외양간 

및 상부 수납공간

사진 25   함안 소포리 유적 출토 토기 

정면 CR(정관박물관 2019) 

14 이와 같은 적심 건물 유적으로는 ‘김해 봉황동 유적 42호 건물지’와 ‘김해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부지 내 적심 건물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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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식 이외에 초석을 사용한 건축적으로 더욱 발전된 형

태의 건축물의 존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가야에는 고상 창고, 

축사와 함께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 서로 다른 형태로 

존재하였으며 집모양토기는 이들을 형상화한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 또한 무덤 주인이 내세에서 평안할 것을 바

라며 풍요를 상징하는 곡식 창고와 가축을 기르는 축사와 

함께 생활공간으로서의 주택을 모티브로 한 제례용기인 

집모양토기를 만들어 사용하고 이들을 함께 묻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지금까지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집모양토기를 중심

으로 한 건축적 고찰을 통하여 가야의 건축적 특성을 추

정해보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역사기록과 함께 고고학적 

자료를 함께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집모양토기는 제례용

기로서의 본래 기능을 가지면서도 건축 유형에 따른 건축

적 형태를 충실히 모방하여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에 따라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집모양토기는 그 형태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

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와 별개

로 하부 구조 위에 얹히거나(Ⅰ유형), 상·하부 구조가 하

나로 이어지며 상·하 공간을 나누거나(Ⅱ유형), 고주를 

사용하여 종도리를 직접 받는(Ⅲ유형) 등 각각 구별되는 

건축 구조적 특성을 갖는다.

둘째, 한국을 비롯한 동양 건축의 특징 중 하나인 지

붕면을 정면으로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집모양토기에 나

타나는 맞배지붕의 박공면을 정면으로 하는 건축 의장적 

특성은 가야 건축이 갖는 매우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일부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가야 

건축에서는 기능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이 존재하

였으며, 집모양토기는 이들 가운데 풍요의 상징성을 갖는 

고상 창고, 축사, 주택의 형태를 모방하여 제작된 것이다.

가야 건축에 대한 연구는 백제와 신라에 비해 비교

적 최근에 시작되었으며 관련 자료도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 역시 시각적 정보를 담고 있는 집모양토기를 중

심으로 선행연구의 검토를 포함하여 가야 건축의 특성

에 대해 규명해보고자 하였으나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최근 가야 건축에 관

한 관심이 높아져 적극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

로 향후 그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면 가야 건축의 실체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본 논문은 김해박물관의 2020년 가야 학술제전 ‘가야의 주거문화’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사진 26   김해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부지 내 적심 건물지(한반도문화재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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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al evidence of  Gaya is insignificant than any other area. In this situation, house-shaped earthenware 

is particularly helpful in the study of  Gaya architecture. However, house-shaped earthenware is not a building, it has 

just the shape of  buildings. So, we have to find out architectural evidence from that. In this paper, I tried to estimate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Gaya through house-shaped earthenware in detail. I also consulted historical 

records, archeological results, and other scholars’ pape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house-shaped earthenware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its shape, and each type has 

distinct architectural structural characteristics.

Second, house-shaped earthenware generally has a gambrel roof, and the characteristic of  architectural design 

with the gable side of  the gambrel roof  as a front is the biggest feature of  Gaya architecture.

Third, various types of  buildings existed according to their functions in Gaya architecture, and house-shaped 

earthenware was showed buildings of  ancient storage, pens, and residences, which are symbols of  the richness 

among various types of  buildings.

Abstract

Keywords     Gaya architecture, house-shaped earthenware, storage, pen,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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