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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경주양식 토기 분포권의 생산과 교환 맥락에 접근하기 위하여 양식권 내 욱수동, 옥산동, 임당동, 조영
동, 황성동 5개 유적의 토기샘플을 채집하여 태토의 과학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점토의 화학성분
을 위한 마이크로프로브 방법과 보강재인 광물조성을 편광현미경에 의한 암석분류 방법으로 이루어졌
다.
분석결과, 변별이 이루어지는 티타늄과 칼륨 및 나트륨 화학성분의 상관그래프에서 크게는 경주군과
비경주군으로 분포군이 구분되었으며, 다시 서로 다른 군들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대구ㆍ경산지역 유
적들은 모두 토기요지인 옥산동과 겹치는 화학성분 분포군이 있었다. 그와 함께, 대구ㆍ경산 유적 성분
은 경주 황성동 분묘유적 분포군과도 겹치고 있었다.
과학적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본 결과, 여러 토기제작소의 존재가 예상되므로 모든 유적이 토기를 생산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기는 수요에 비해 불충분한 양을 교환하기 위해 경주 중심지와 지역 거
점지 간에 일차적인 교환이 이루어지고, 주변지역은 거점지와 중소형 사회집단들과 이차적인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주양식 토기 분포권은 불충분한 물자의 교환을 위한 긴밀한 네트워크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이해된
다. 다양한 생산품들은 위계적 질서가 아니라 전문적 역할분담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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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경주양식분포권 토기 생산과 교환의
과학분석을 통한 연구

김옥순,* David R. Abbott,** 장윤득,*** Sophia E. Kelly****

I. 머리말
지역양식 토기 분포권은 고고학자들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주된 연구
과제 중의 하나이다. 연구는 주로 어떤 정치집단의 영역 혹은 조직적 입장에서
접근해 왔다. 최근에는 토기양식의 형성에 대하여 토기제작자의 관점에서의 접
근도 시도되고 있는데(이성주 2009), 지금까지 추구해 온 사회조직적인 관점보다
개인의 사회와의 상호관계성으로 보는 새로운 접근방향으로, 보다 근본적인 요
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다.
동일한 양식분포권 내의 토기들이 지역 간에 어떻게 교환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형적인 형태적 특징이나 성형방식 등을 넘어서 원료
의 분석까지 접근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한 경주양식 토기 분포권 내에서 경산
임당유적과 같이 조영동과 임당동 두 상위계층의 분묘군으로 구분되는 사회집단
간의 거리가 불과 수백 m로 인접한 곳이 있지만, 경주와 경산, 대구 등으로 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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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금호강을 따라 50km 이상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거리의 사회집단들이
토기 제작기술을 어떠한 공간적 범위로, 사회적 단위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작소의 분포양상이 어떤지가 규명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제작소의 차이를 토기의 태토성분과 제작기술의 차이로 파악하
고자 한다. 도공집단은 원료의 획득에서 제작하는 단계까지 그 집단에 지속적으
로 인지된 기술로 토기를 생산할 것이다. 따라서 양식이 그러한 집단적인 인지에
의해 패턴화된 것으로 본다면, 그 원료 선정부터가 차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원료는 다양한 집단이 동일한 장소에서, 혹은 미완성품이 원거리로 교환될 가능
성도 있다.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집단이 주로 채집하는 점토 원료
가 산지인 제작소로 대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도공집단이
제작한 토기들의 원료점토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제작기술의 양상을 비교한다면, 원료든, 제작기술이든 어떤 형태로든 생산과 교
환맥락에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제작소 차이는 일종의 산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제작소의 다른 토
기태토의 성분차이를 과학적 분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차적으로는 태토의
동일성이 원료의 교환인지, 완제품의 교환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태토의 구성
물질의 차이를 직접관찰을 통해서 시도될 수 있다. 이러한 태토 구성물질은 도공
집단이 가지는 고유한 기술이므로 역시 산지인 그 제작소를 파악하기 위해 도움
이 될 것이다.
토기의 태토는 점토와 보강재로 구성되어 있다. 삼국시대 토기의 보강재는
주로 암석의 파쇄물인 광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점토와 광물질 모두 지질학적 분
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며, 현미경관찰 또는 성분분석으로 고고학적 해석
의 접근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에 의해 토기의 과학적 분석이 다양하
게 적용될 수 있다는 소개와 분석이 시도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이미
소개되어 온 방법들이 활용되지만, 토기의 원료인 점토의 성분분석에 보다 중점
을 두고 태토선정의 제작기술의 편광현미경관찰로 보완하고자 한다.
토기의 태토는 한 가지 분석방법으로 연구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 또한 동
일한 성분분석이라도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며, 각 방법마다 장단점을 가지는
특징들이 있다. 본 논문의 분석목표에 장점을 가지는 방법을 채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방법들은 분석시료의 양을 많이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방
향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기존에 산지분석과 관련하여 주로 NAA를, 최근에는 희토류분석을 적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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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이 방법은 점토와 태토를 함께 분석하여 성분의 결과치를 내는 방법이므로
점토와 보강재가 반드시 동일한 곳에서 획득되었다는 전제조건이 없는 한 정확
성을 기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 분석방법은 점토만의 성분분석으로 마이
크로프로브1)(Microprobe), 보강재의 관찰로 암석분류(Petrography)를 적용하
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경주양식 토기 분포권 내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유적과 아주
먼 유적간의 생산과 교환에 대한 관계성을 살피기 위해서 발굴조사 자료가 충분
하고 토기가마가 포함된 유적이 있는 경주와 대구, 그리고 그와 인접한 경산지역
의 유적을 선정하였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유적은 경주양식의 토기가 출토되는 대구 시지유적,
경산 임당유적, 경주 황성동 3유적이다. 샘플은 출토유구가 명확한 유물을 대상
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표채집에 의해서 작은 편으로만 확보할 수 있다. 따
라서 토기편 샘플은 3유적의 5곳에서 5~6세기 위주의 2~5cm 크기로 총 65점
을 지표채집하였다. 양이 적으므로 그 유적 전체의 토기를 대표한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다양한 통계방법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II. 분석방법
1. 토기의 과학분석 방법
토기의 과학적 분석은 제작기술에 대한 복원을 위해 80년대, 과학적 분석의
소개와 함께 다양한 부분에 시도되었다. 다양한 분석방법의 가능성이 제시되었
는데, 신석기시대 토기에 대하여 암석분류, XRD(X선 회절분석), 기공율 측정,
XRF(형광X선 분석), SEM(전자주사 현미경분석), 다시굽기(refiring) 등의 분석
을 통해서 제작기술의 복원이 이루어졌다(최몽룡 1988; 최몽룡・신숙정 1988). 또한
삼국시대 토기에 대해서는 이성주(1988)가 제작기술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있었
는데, 특정 원료점토에 적용되는 소성기술에 대한 연구였다.
이러한 제작기술 복원과 함께 산지추정을 목적으로 다양한 방법의 과학적
분석도 시도되었다. 그중에서 산지추정은 암석분류, 중성자방사화방식(Neutron

1) 마이크로프로브는 EPMA(Electronic Probe Micro Analyzer)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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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Analysis)이 다른 분석방법보다 비용이 값싼 관계로 활용도가 높은 편
이다.
강형태(1988, 1990)는 NAA로 월성군 내남면의 상신리, 화곡리 토기요지와 천
북면 덕산리, 화산리 토기요지와 내남면 화곡동 고분군의 토기편들에 대한 분석
을 시도하였다. 유적 간 성분의 차이를 비교하기 용이한 미량 원소 9개(Sn, Ga,
K, Na, Ce, Th, Cr, Fe, Eu)를 선정하여 통계화한 결과 그래프상에서 4개 유적의
성분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약 20km 거리의 내남면과 천북면 시료에서 서로 성
분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내남면 내에서 약 700m 거리의 상신리와 화곡리 시
료에서도 성분이 일부 겹치지만, 서로 다른 영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화곡리고분군 출토토기는 상신리와 화곡리 토기가마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NAA방식은 울산 중산리 토기분석에도 적용되었다(최몽룡 외 1995; 이
성주 1998). 울산 중산리유적은 원삼국시대 목관묘 단계부터 삼국시대까지 지속

적으로 축조되었는데, 연구자는 이 유적 출토토기를 제작기술, 기종구성, 생산체
계의 차이를 토대로 와질토기군(A), 고식도질토기군(B), 고식도질전통 신라토
기군(D), 고식에서 신라토기로 전이과정 토기군(C)의 4개로 구분하였다. 4개의
토기군은 서로 생산체계가 다를 것으로 보았으며, 생산체계가 다르다는 것은 제
작소와 제작자가 다를 것으로 가정하게 되었다. 제작소의 차이는 생산지의 차이
로 인식하여, 산지를 추정하는 NAA방식으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와질토기
군과 도질토기군은 확연하게 구분되지만, 와질토기군과 신라토기조형군은 일부
겹쳐지고 있었다. 또한 신라토기조형군과 신라토기는 예외없이 구분된다는 결론
이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중산리 토기는 3~4세기 동안 제작소는 달라
지지만 단일 제작소에서 공급되었다. 그러나 5세기 신라토기군은 이전시기의 토
기군과 뚜렷하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다시 3개의 군으로 재분류되고 있어서 서
로 다른 전문제작소에서 공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NAA 산지추정 방식은 서구에서는 블람스터(Blomster et al. 2005)가 올멕
문화의 토기 이동을 규명하는 데 사용한 예가 있다. 블람스터는 NAA 분석값을
적절한 통계방식으로 산지를 규명하였다. 이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Stoltman
2005; Flannery 2005), 725점이라는 대량의 시료를 분석한 점을 들어 신뢰성이 있

다고 반박하였다(Neff et al. 2006). 그러나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분석 시료는 그
에 비해 비교적 양이 적은 편이다.
최근에는 희토류의 분석을 통하여 원료의 기원뿐만 아니라 산지를 규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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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소개되어 토기의 연구에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양동윤
외 2001; 이승구 외 2008, 2010). 이 희토류분석은 토양에서의 주성분과 희토류원

소조성의 비교를 통해서 태토를 추적하는 지구화학적 연구방법이다. 희토류는
거의 모든 광물에 존재하는 원소로서 이동되거나 가열이 되어도 분포배열이 동
일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지를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된 이들 화학성분 분석방법들은 점토와 태토를 동시에 분
석하여 성분의 결과치를 내는 방법이므로 점토와 보강재가 반드시 동일한 곳에
서 획득했다는 전제조건이 없는 한 산지의 정확성을 기하기 어렵다. 즉 점토와
보강재의 원료가 각각 다양한 곳으로부터 획득한다면 그 산지의 분석이 복잡해
질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분석방법은 점토만의 성분분석이 가능한 마이크로
프로브(Microprobe), 보강재의 관찰분석으로 암석분류(Petrography)를 각각 별
도로 적용하기로 한다.
산지추정을 위한 또 하나의 분석방법인 암석분류(Earle 1982: 1)는 편광현미경
으로 태토의 광물조성을 관찰하여 분류하여 그 차이를 통해서 산지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암석분류를 통해서 그 태토의 토기산지의 같고 다름을 규명하는 것이
다. 뿐만 아니라 제작의 기법도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보강재인 암석의 관찰이지 화학성분 분석은 어렵다.
본고에서 적용하려는 산지추정을 위한 EPMA(전자 마이크로프로브 분석)는
일찍이 최몽룡과 신숙정(1988) 등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이미 소개된 바 있
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프로브 분석방법은 NAA가 토기의 점토와 보강재로 구성
된 태토 전체에 대한 평균적인 화학성분을 분석하는 데 비하여, 점토나 광물질
등 특정지점을 선정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 분석은 NAA보다 비
용이 비싸다는 점에서 대량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단점은 있지만, 의도하는 특정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석방법으로 생
각된다.
아보트(Abbott 1994)는 호호캄 인디언들이 남긴 유적들의 토기를 분석해서 산
지를 규명하고 사회집단 간의 관계성을 확립하였다. 이후 아보트(Abbott et al.
2008)는 피닉스분지에 위치하는 지리적으로 떨어진 여러 곳에서 채집한 천매암

(Phyllite)을 분석하여 성분의 차이를 제시하고 그들 주변에 위치하는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의 태토에 혼입된 천매암 암편을 분석하여 그 보강재의 산지를 규명
하였다.
미국 남서부에서는 고대 1100~1450년간 전쟁과 연맹의 규모에 대해 열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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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남서부지역 토기
의 화학성분 분석과 교환관계
모식도(Abbott et a l. 2013: 161164)

논쟁이 이루어져 왔다. 연구자들은 취락분포 유형의 자료들을 활용하면서 지역
단위의 정치체들의 관계가 갈등에 의한 전쟁 혹은 연맹에 대한 가설을 확립시켰
다. 이러한 논쟁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지역을 가로지르는 토기의 이동과 교환을
위한 마이크로프로브 분석결과, 이전에 연맹으로 보았던 견해는 주민들이 분할
되었으며, 반면에 적대감에 의해 전쟁의 관계로 보았던 집단들은 통합되어 있었
던 것으로 나타났다(Abbott et al. 2013). 이처럼 토기 성분분석의 결과는 일정한
시기의 토기교환의 관계성을 밝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리한 바와 같이 토기의 과학적 분석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토
기의 원료인 태토의 산지를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Shackley 2008). 태토
는 우선 주변의 지질환경이 있으며, 여러 모암들이 풍화나 침식작용에 의해 운반
되거나 퇴적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뿐만 아니라, 도공들이 주변 어디에 있
는 원료들을 사용했는지 알기도 어렵다.
단지 본고에서는 분묘와 요지에서 출토된 경주양식 토기 유적 간의 토기들이
암석분류와 화학성분에 있어서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일차적인 분석의 목표로
삼고자 한다. 그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제작소 분포양상을 통해서 생산과
교환의 맥락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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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크로프로브(Microprobe)
마이크로프로브는 고에너지의 전자 흐름을 샘플의 표면에 미세한 점으로 닿
게 하여 그 충격에 의해 방사되는 X선 파장의 정도를 분석한다. 그때 상대적인 X
선의 강도가 각각의 파장을 형성하는데, 그 파장은 샘플 속에 있는 각각의 화학
성분의 풍부함을 상대적으로 나타낸다(Birks 1971). 이 화학적 연구가 가지는 강
점은 X선 형광분석, 중성자 방사화 등과 같은 유사한 벌크 타입 분석법과는 달
리 연구대상 토기편의 아주 미세한 작은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성능 바로 그것
이다. 예컨대, 보강재 입자로부터 오염을 최소한으로 하여 점토 그 자체만으로
국한시켜서 분석 범위를 한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Freestone 1982). 이 방식으
로 점토 속의 화학적 성분자료를 얻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 분석은 점토부분만
을 분석하는 것으로, 보강재를 분석하는 암석분류의 암석분석과는 별도로 이루
어진다.
분석 지점은 면적으로는 거의 0.109mm2(이 페이지의 마침표 사이즈 정도)
를 300배 확대하면서 분석된 것이다. 분석 지점들은 항상 그렇듯이 극미세 입자
들은 완전하게 피할 수는 없지만, 비가소성 혼입물들을 주의 깊게 피하면서 선
택할 수 있다. 이들 작은 혼입물들은 미국남서부 선사시대의 무문토기를 분석할
때, 실험적으로 체크한 결과, 그다지 문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Abbott
1994a). 각각의 토기편은 두꺼운 편을 0.03mm 두께로 얇게 잘라서 원형의 유리

슬라이드로 마운트를 씌운 뒤 갈아서 광택을 낸다. 그리고 분석을 하기 전에 400
옹스트롬 두께의 탄소층으로 코팅을 시킨다.
코팅된 샘플의 분석은 전자총인 Schottky 전자방출 장치가 갖추어진 마이크
로프로브 분석기인 JEOL JXA-8530F로 이루어졌다. 분석은 표준화된 에너지분
산형 분광분석법(EDS)과 JEOL의 자동분석 소프트웨어로 정량분석을 하였다.
모든 샘플들은 15-Kv 필라멘트 볼트와 10-nA 디포커스 빔 전류의 사용으로
분석되었다. X선 탐지기는 40° 각도로 방사시켰다. 매트릭스 효과는 ZAF 알고
리듬으로 보정되었으며, 분석지점의 설정은 Kakanui의 각섬석을 표준 위치로
하여 조정된 것이다. 각 샘플별로 5개의 지점을 분석하였다. 탐지기의 작동 시간
은 50초이며, 분석은 소듐(Na), 마그네슘(Mg), 알루미늄(Al), 실리콘(Si), 칼슘
(Ca), 포타슘(K), 티타늄(Ti), 철(Fe)의 8개 화학원소가 일정하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차지하는 퍼센트를 내는 것이다. 4개의 다른 미량 원소들은 마이크로프
로브로 측정은 하였으나, 미량이므로 통계분석을 위해 유효성이 떨어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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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자료는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2)
이 분석방법의 단점은 단지 주성분만 분석한다는 것이며, 희토류와 같이 보
다 구체적인 원소들을 놓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점토와 보강재를 분리하여 미량
원소와 희토류까지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암석분류(Petrography)
산지추정을 위해서는 주로 샘플의 화학성분 분석을 하는데, 광물학적 분석이
나 태토의 조직에 대한 정보를 소흘히 하기 쉽다. 그런 점에서 암석분류는 태토
에 내포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Miksa & Heidke 2001: 177-179).
또한 암석분류가 최근 화학성분 분석과 병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성
과도 성공적이다(Kelly et al. 2009; Abbott 2000; Abbott & Schaller 1994).
암석분류를 병행해야 하는 입장은 토기태토의 구성요소에 있다. 첫째는 토기
에 의도적으로 보강재를 첨가한다는 것이다(Rice 1987: 406–409; Shepard 1995:
25). 둘째는 보강재를 선정하는 것은 원료산지의 근원과 함께 점토의 성질을 활

용하려는 도공의 기술적 사고와 관련된다(Rye 1981; Shepard 1995). 민족지 자료
에 의하면, 도공들은 통상 3km 반경 내에서 보강재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Arnold 1985). 따라서 유적 주변의 모래를 표본샘플을 수집하는 작업을 선행하

기도 한다(Miksa & Heidke 2001: 179-193).
편광현미경하에서 관찰될 수 있는 토기에 포함되는 광물질의 양이 아주 소량
이므로, 분류에 한계를 지닌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으나(강형태 1990: 1), 토기
분석자들은 암석분류만으로도 분류의 타당성을 주장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고도 한다(Miksa & Heidke 2001: 178).
본고에서는 65점의 샘플에 대해 마이크로프로브가 점토부분의 성분만을 분
석한 결과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산지의 결정에 대하여, 암석분류를 통해 태토 조
성의 패턴에 의해 유적과 관련된 도공집단의 고유한 기술을 참고하면서 산지규
명을 보완하고자 한다.

2) 분석은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템피에 있는 LeRoy Eyring Center for Solid State Science(LE-CSSS)
에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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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분석대상 유적의 지질환경과 토기샘플
1. 분석대상 유적의 지질환경
분석대상 유적들이 위치하는 곳은 영남지역의 중앙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금
호강과 경주 서천을 따라 연결된다. 연결되는 강의 거리는 50km에 이른다.
지질분포상 낙동강 본류를 경계로 북서부의 소백산지괴와 남동부의 영남분
지로 나눌 수 있다. 소백산지괴는 선캄브리아대의 화강편마암과 결정편마암으로
구성되고, 영남분지는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경상누층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상누층군은 다시 낙동강 본류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낙동통・신라통・불국
사통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낙동강분지에 분포하는 낙동통과 신라통은 육성
수성암층으로 사암・역암・혈암으로 구성되고, 동부산지・팔공산괴・비슬산괴 등
의 독립 산괴를 형성하는 불국사통은 수성암층을 관입한 화강암・반암 등의 화
성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호강의 유로는 이 지질구조선을 따라 흐르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하천주변

그림 2 분석 대상유적 지질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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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질이 고생대에서 중생대에 걸쳐 형성된 퇴적암과 이들 퇴적암의 기반암으
로 되어 있는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퇴적암류의 경우, 풍화층이 얇고
지질구조선이 치밀하게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유적들은 주로 하천 주변 범람퇴적층이 잘 발달한 곳에 위치한다. 그러나 유
적의 점토 퇴적과 관련된 주변 지질환경은 전체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조금씩 차
이를 보인다.
대구・경산 유적은 주변의 안산암, 사암, 니암으로 둘러싸여 있다. 반면에 경
주 황성동 유적은 안산암, 화강암, 사암, 니암으로 둘러싸여 있다. 경주 유적은
화강암에 노출된 것이 대구지역과의 차이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주 손곡동은 응
회안산암, 니암, 역암으로 둘러싸여 있다(그림 2). 이들 분석 대상 유적들의 지
질환경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성분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2. 경주양식 토기와 분포권
토기양식은 형태, 기술, 기능, 장식 등의 속성을 공유하는 일정한 시-공간적
분포 양상을 토대로 한다. 대체로 4세기 후반에 낙동강을 중심으로 신라와 가야
양식이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일단 범신라 토기양식은 교열투창각 고배가 직선
적인 각을 지니고, 대부장경호 기종이 그 시점에 함께 출현하기 시작한다. 그러
한 특징으로 가야토기 양식과 구분될 수 있다.
5세기를 전후로 양대 양식은 다시 소지역양식으로 분화되기 시작하였다(이
성주 2009: 73-75). 따라서 협의의 경주양식 토기는 범신라 토기양식에 속하는 한

소지역양식이다. 첫째 경주지역 유적 출토토기와 형태적으로 유사하고, 둘째 경
주지역의 5세기 중엽 토기의 제작에 등장한 녹로기법이 일정한 영역으로 확산되
어 통일양식토기가 등장하기 이전에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토기의 형태적 속성
과 기술적 속성을 공유하는 일정한 시-공간적 분포영역을 소지역양식이라고 하
며, 경주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 형테와 제작기술방식을 지닌 토기의 분포권을
경주양식 토기 분포권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경주양식 토기는 신라양식의 대표적 토기이다. 4세기 후반에 고식도질토기에
서 교열투창각의 고배를 표지로 하는 신라양식이 형성되는 시점의 토기가 출토
되기 시작한다. 우선 고배에서 관찰되는 특징은 고식도질토기 고배는 무개식 구
연, 나팔상 각에 일렬투창이 주를 이루는 데 비해 유개식 구연, 팔자상 각, 교열
투창이 주를 이루는 것이 큰 변화이다. 기종에 있어서는 대부장경호가 함께 출토

92 | 韓國考古學報 第91輯 2014. 6

되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들 특징들이 가야양식 토기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이때까지 토기의 성형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다소 투박하
다. 이 시기 토기들은 표피는 암회색, 암회청색 계통이며, 속심은 자갈색 계통이
다. 태토는 비교적 고운 점토를 사용한다.
경주양식은 황남동110호분과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토기에서 획기적 변
화가 나타난다. 가장 큰 변화는 손으로 성형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녹로의 원심
력을 사용하여 성형하는 방식이다. 녹로법 성형에 의해 제작된 토기는 내외면에
나선형의 돌기흔이 관찰된다. 녹로법 성형은 대부분 소형토기, 중형토기의 구연
이나 경부 등 일부에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고배의 형태적 특징에 있어서도 변화를 보이는데, 3단각에서 2단각으로 교체
되며, 각은 사다리꼴로 변화한다. 소성색조는 표피는 회청색 또는 회색을 띠고,
속심은 토기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회청색이나 회색의 층이 두터워지고 자갈색층
이 점차 얇아진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경주양식 토기는 서로는 경산, 대구지역 일부, 북으로는
영덕, 남으로는 울산에까지 출토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금호강을 따라 대구와 경
산지역에 현재 조사가 이루어진 임당동 유적, 시지 유적, 먼저 형태적 특징, 녹로
법으로 성형하는 방식, 장식 문양이 경주양식과 거의 같은 변화상을 보이면서 채
용되었다. 단지 이들 유적에서도 임당동 유적의 출토토기가 가장 경주양식과 동
일한 변화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욱수동 유적은 이 임당동 유적과 그러한 변화과
정이 같은 것으로 이해되어, 옥산동 토기 요지는 생산된 토기들이 임당 사회집
단에 공급되는 전업집락이나 하위 사회집단으로 인식될 정도로 양식적으로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문양이나 세부적인 형태에 있어서 경주지역 토기
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3. 샘플 채집
분석대상 시료는 이미 토기의 양식이 잘 알려져 있고, 경주양식 토기가 출토
되는 유적으로 선정하여 지표채집으로 총 65점을 마련하였다. 채집된 유적은 대
구 시지유적, 경산 임당유적, 경주 황성동으로 3유적이다. 대구 시지유적은 분묘
와 생활, 토기요지로 구성되며, 행정구역도 몇 개의 동에 걸쳐서 형성된 복합유
적이다. 시지유적에서는 분묘유적인 자연과학고등학교 주변으로 욱수동고분군
에서 14점, 바로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토기요지인 옥산동유적에서 10점을 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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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적별 채집 토기편 수량
대구 시지유적

유적
채집장소

경산 임당유적

욱수동
옥산동 토기요
임당동
고분군(DU)
(GO)
고분군(GI)
14

시료수량

10

13

조영동
고분군(GJ)

경주
황성동유적
(GjH)

총계

14

14

65

하였다. 경산 임당유적은 임당유적과 조영유적으로 구분되는 대형봉토분 집단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유적으로 임당유적에서 13점, 조영유적에서 14점을 채집
하였다. 경주 황성동유적은 분묘유적이 위치하는 곳에서 14점을 채집하였다. 정
리하면 〈표 1〉과 같다.

4. 분석대상 토기샘플
65점의 샘플에 대해서는 기종, 부위, 속심색조, 표피색조, 문양, 두께, 시기에
대해 기술하였다.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샘플 속성표
No. Section ID Sample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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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

부위

속심색조

표피색조

두께

시기

1

4LA001

DU001

고배

각부

5y4/1

7.5y6/1

문양

0.50

5C

2

4LA002

DU002

고배

배신/각

5y6/1

7.5y5/1

0.55

5C

3

4LA003

DU003

장경호

동체

2.5yr6/1

7.5y5/1

0.40

5C

4

4LA004

DU004

단경호

동체

5y6/1

n5/0

1.10

5C

5

4LA005

DU005

단경호

동체

7.5y6/1

n6/0

0.55

5C

6

4LA006

DU006

단경호

동체

7.5y6/1

10y5/1

0.45

5C

7

4LA007

DU007

단경호

동체

n5/0

5yr5/3

0.45

5C

8

4LA008

DU008

대부호

각저

n6/0

n4/0

0.80

5C

9

4LA009

DU009

장경호

경부

7.5yr5/0

7.5yr5/2

충형문

0.35

5C

10

4LA010

DU010

장경호

경부

2.5y6/2

5yr5/2

파상문

0.65

5C

11

4LA011

DU011

장경호

동체

5y6/1

5y5/1

파상문

0.70

5C

12

4LA012

DU012

단경호

동체

2.5y5/0

7.5yr5/2

평행타날

0.75

5C

13

4LA013

DU013

단경호

동체

7.5yr6/0

7.5yr5/2

0.50

5C

14

4LA014

DU014

단경호

동체

5y5/1

7.5yr5/2

0.55

5C

15

4LA015

GI001

고배

배신

2.5y6/0

2.5y5/0

0.40

5C

16

4LA016

GI002

고배?

배신

2.5y6/2

2.5y5/0

0.40

5C

17

4LA017

GI003

장경호

동체

5y6/1

5y5/1

0.50

5C

No. Section ID Sample ID

기종

부위

속심색조

표피색조

문양

두께

시기

18

4LA018

GI004

장경호

동체

2.5y6/2

2.5y5/2

0.50

5C

19

4LA019

GI005

장경호

동체

5y5/2

7.5yr5/2

0.45

5C

20

4LA020

GI006

단경호

동체

7.5yr5/0

7.5yr5/2

0.65

5C

21

4LA021

GI007

단경호

동체

7.5yr5/0

7.5yr4/2

평행타날

0.50

5C

22

4LA022

GI008

단경호

동체

7.5yr5/0

7.5yr5/0

평행타날

0.50

5C

23

4LA023

GI009

단경호

동체

2.5y6/0

10yr5/2

평행타날

0.55

5C

24

4LA024

GI010

단경호

동체

5y6/1

5y6/1

0.55

5C

25

4LA025

GI011

단경호

동체

7.5yr5/0

7.5yr5/2

0.50

5C

26

4LA026

GI012

단경호

동체

7.5yr6/0

5y5/1

0.85

5C

27

4LA027

GI013

단경호

동체

2.5y6/0

2.5y6/0

평행타날

0.45

5C

28

4LA028

GJ001

개?

개신

n5/0

5yr6/1

집선문

0.55

5C

29

4LA029

GJ002

단경호

저부

2.5y5/1

7.5r4/3

평행타날

0.75

5C

30

4LA030

GJ003

단경호

동체

n5/0

7.5yr4/2

평행타날

0.35

5C

31

4LA031

GJ004

단경호

동체

10bg5/1

7.5yr5/3

1.00

5C

32

4LA032

GJ005

단경호

동체

10bg6/1

10bg6/1

1.15

5C

33

4LA033

GJ006

골호?

동체

7.5y5/1

2.5yr5/1

0.50

6C

34

4LA034

GJ007

단경호

동체

n6/0

n6/0

1.00

5C

35

4LA035

GJ008

단경호

동체

10y4/1

5yr5/2

0.80

5C

36

4LA036

GJ009

단경호

동체

n5/0

7.5yr5/2

0.90

5C

37

4LA037

GJ010

단경호

동체

n5/0

7.5yr5/3

0.80

5C

38

4LA038

GJ011

단경호

동체

10y6/1

10yr5/2

0.60

5C

39

4LA039

GJ012

완

완신

10bg5/1

2.5y4/1

0.65

6C

40

4LA040

GJ013

장경호

경부

10y5/1

5yr4/2

파상문

0.60

5C

41

4LA041

GJ014

기대

완신

10y5/1

7.5yr6/3

컴퍼스

0.75

5C

42

4LA042

GjH001

고배

배신

2.5y4/0

5yr5/2

0.45

5C

43

4LA043

GjH002

고배

배신

7.5yr5/0

7.5yr4/0

0.40

5C

44

4LA044

GjH003

고배

배신

7.5yr4/0

10r4/2

0.40

5C

45

4LA045

GjH004

파배

배신

7.5yr4/0

10r4/2

0.40

4C

46

4LA046

GjH005

파배

배신

7.5yr6/0

10r5/2

0.35

5C

47

4LA047

GjH006

장경호

경부

7.5yr5/0

10r4/2

파상문

0.50

5C

48

4LA048

GjH007

장경호

경부

7.5yr5/0

10r5/2

파상문

0.55

5C

49

4LA049

GjH008

장경호

동체

7.5yr5/0

10r4/3

충형문

0.55

5C

50

4LA050

GjH009

단경호

동체

7.5ry6/0

7.5yr5/4

승석타날l

0.35

4C

51

4LA051

GjH010

단경호

동체

7.5yr6/0

7.5yr5/0

0.40

5C

52

4LA052

GjH011

단경호

동체

5y5/1

7.5yr5/2

평행타날

0.80

5C

53

4LA053

GjH012

단경호

동체

5y5/1

5y6/1

격자문

0.45

4C

54

4LA054

GjH013

기대

완신

7.5yr6/0

7.5yr5/2

삼각집선

0.80

5C

55

4LA055

GjH014

기대

대부

7.5yr4/0

7.5yr5/2

구획집선

0.80

5C

격자타날

수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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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ection ID Sample ID

기종

부위

속심색조

표피색조

문양

두께

시기

56

4LA056

GO001

고배

각부

10y5/1

5yr5/3

0.50

5C

57

4LA057

GO002

단경호

동체

2.5y8/2

2.5y6/2

0.50

5C

58

4LA058

GO003

단경호

동체

7.5y5/1

10y5/1

0.50

5C

59

4LA059

GO004

단경호

동체

10y6/1

n4/0

0.75

5C

60

4LA060

GO005

단경호

동체

n5/0

5yr4/2

0.60

5C

61

4LA061

GO006

단경호

동체

10yr4/1

5yr4/2

0.70

5C

62

4LA062

GO007

단경호

동체

5pb4/1

5yr4/2

0.80

5C

63

4LA063

GO008

단경호

동체

10y5/1

5bg5/1

0.55

5C

64

4LA064

GO009

장경호

동체

7.5y5/1

7.5yr5/2

0.80

5C

65

4LA065

GO010

장경호

동체

7.5y5/1

n6/0

0.55

5C

IV. 분석결과
1. 암석분류
65점의 샘플에 대하여 시편을 제작하여 편광현미경 관찰을 통해서 그룹화하
였다. 크게 1그룹과 2그룹으로 구분되며, 다시 1그룹은 A~D로 세분되어 총 5개
의 그룹으로 분류되었다(표 3).
모든 토기샘플은 대체로 유사한 지질 환경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변
성기원의 석영과 장석질 광물이 우세하고 몇 개는 아마도 유문암이나 석영안산
암과 같은 규산이 많은 화산암이 변성된 것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샘플에서
고철질 광물이 많이 관찰되지 않는데 기원물질이 아마도 규산이 많은 화강암, 사
암, 니암 등인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입자들의 크기는 대체로 작은데 화강암과 같
은 심성암 퇴적물뿐만 아니라 사암, 니암과 같은 퇴적물의 변성기원을 지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두개의 주요 그룹으로 구분된다. 그룹1은 아주 세립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룹1의 세부단위들은 크기가 큰 부정형 물질들과 함께 점토입자들을 포
함하고 있다. 샘플 중 일부는 점토가 혼합되었다. 그룹1은 세립질 점토와 점토에
섞여 있는 보다 큰 부정형 광물질로 이중분포(bimodal distribution)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몇 개의 샘플은 거의 전적으로 변성기원의 세립질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부정형물질과 변성기원의 물질은 침식을 많이 받아서 보다 작은 부정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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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그룹별 광물조성
그룹

설명

1A

석영과 장석으로 구성된 아주 세립질 기질이
다. 고철질 광물은 극히 드물거나 없다. 약간
산화된 점토 혹은 고철질 광물 덩어리들이 기
질에 간간히 퍼져 있다.

1B

그룹1과 유사하지만 직경 1mm 크기의 결정
들이 좀 더 많이 관찰된다. 형태가 불규칙한
큰 것들은 대체로 변성기원의 석영과 장석들
이다.

1C

대체로 변성기원의 석영과 장석들로 구성되
어 있는데 점토 덩어리들은 점토 혼합의 증거
일 것으로 생각되며 세립질 변성기원 성분으
로 구성되어 있다. 형태가 불규칙한 것들은 풍
화가 심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휘석, 각섬
석, 흑운모를 포함하는 보다 큰 고철질 입자들
이 두드러진다.

1D

아주 세립질 기질로 불규칙한 형태의 입자들
은 이중분포를 가진다. 불규칙한 입자들은 크
기가 1-3mm이다. 대개 변성광물과 연관되어
있다. 세립질 점토 입자들이 관찰된다. 몇 개
의 박편에서 흑운모와 세립의 휘석이 관찰된
다.

2

거의 대부분 형태가 불규칙한 것들로 대개
1-2mm 중간크기에 속한다. 세립질 변성기원
입자나 점토 덩어리들은 거의 관찰되지 않는
다. 간혹 흑운모가 몇 개의 박편에서 관찰된
다. 불규칙한 형태는 대체로 석영과 장석이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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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적별 암석분류 그룹
백분율 그래프

질들은 아마 세립질 변성물질로부터 침식되어 나왔으며, 점토는 이들 퇴적물에
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룹2는 보다 불순물이 없는 점토기질(아마 다른 기원의 점토를 지시하는 듯
함)로 이루어진 것 같다. 부정형 입자들의 균일 입도분포가 관찰되고 점토기질
내에 혼합된 세립질 물질이 태토 내의 암석편보다 많은 것 같지는 않다.
관찰되는 물질들은 동일한 지질 혹은 유사한 지질환경에서 유래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룹들이 각기 다른 생산기원을 지시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유적별 시편들의 암석분류에 의한 그룹화 결과는
경주, 경산, 시지가 각각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그룹의 구성은 경주와 경산이
유사하며, 시지는 앞의 두 유적과 달리 2그룹이 존재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 시
지의 경우는 옥산동 요지와 욱수동 고분군이 서로 유사한 양상을 보여서 생산지
가 옥산동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산의 임당동 고분군과 조영동 고분군은 그
경향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경주는 1B, 1D, 2그룹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면서 대표적인 그
룹으로 차지한다. 조영동은 1A가 지배적인 반면, 임당동은 1D가 지배적이다. 시
지는 1A, 1B, 1D가 지배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2그룹이 나타나지 않는 점이
특징적이다.

2. 마이크로프로브
65점의 샘플들에 대해 화학성분의 비율을 알기 위해 EPMA 분석을 하였다.
각 샘플들은 300배율로 확대하여 100×100 마이크론의 영역을 정해서 13개 화
학성분을 백분율로 산정하였다. 13개 화학성분은 SiO2, TiO2, Al2O3, FeO, M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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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O, CaO, Na2O, K2O, Cl, Cr2O3, P2O5, SO3이다. 각 시편별로 5개 지점을 선
정하여 분석한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미국 남서부에서 출토된 후퇴적의 화학적 변화를 겪은 선사시대 무문토기편
의 점토부분 화학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하였는데, 앞의 13개 화학성분의
실질적 용량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Abbott 1994b). 이 분석에서 후
퇴적의 영향으로 변화하는 경우들에 대한 양상을 밝히기 위해서, 각 토기편의 점
토부분을 5개의 지점에 대해 분석해서 얻은 성분들 중에서 Na/Al과 Ca/Al 비율
의 일치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들의 비율은 점토 속의 Na와 Ca이 화학적 침출과 양이온의 교환에 쉽게 반
응하므로 검토하기 편리하지만, 반면 Al은 후퇴적의 영향에 보다 안정적이며,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Birkeland 1984: 102-104). 점토 분석 시 성분 비율이 현저하
게 낮거나 높아서 불일치한 경우는 토기 조직이 다공질이기 때문에 일부 기공들
이 퇴적 후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다른 대부분의 성분들은 상대
적으로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채 잔존한다(Freestone et al. 1985: 99-116). 또한 몇
몇 원소의 분석결과치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백분율이 낮거나 높은 경우가 특별
한 지점에서 우연히 발생할 수 있다(즉 동일한 토기편에서 다른 지점 원소보다 2
배 혹은 절반이 되는 원소의 양인 경우).
토기의 65개 시편을 5개씩 총 325개 지점으로 분석한 결과, 13개 원소는 각
각의 시편 중 5개 지점이 일치하지 않고, 그들의 데이터가 통계분석의 정량
에 있어서 월등하게 낮거나 높은 극단값으로 나타났다(5.8%). 따라서 각 토기
의 분석을 위해, 비교적 백분율이 높은 8개의 화학원소를 선정하고 각각에 대
한 의미 있는 백분율을 도출하기 위해서 시편별 5개 지점의 분석값(또는 한두
개의 지점이 극단값으로 나타날 경우 3~4개 지점을 선택)에 대해 평균값을 구
하였다. 8개 원소는 SiO2(Sillicon Oxide 규소), TiO2(Titanium Oxide 타타늄),
Al2O3(Aluminium Oxide 알루미늄), FeO(Iron Oxide 철), MgO(Magnesium
Oxide 마그네슘), CaO(Calcium Oxide 칼슘), Na2O(Sodium Oxide 규소),
K2O(Potassium Oxide 칼륨)이다.
일차적으로는 분석값을 통해서 경주지역과 대구・경산지역 간에 비교가 용이
한지 어떤지를 검토하였다. 지역 간에 토기나 원료의 이동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거리가 먼 경주지역과 비경주지역의 차이에서 출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비교 가능한 원소를 찾았다.
분석한 각 원소에 대한 백분율을 각각의 단일변량 빈도 분포를 나타내는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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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Na2O(나트륨) 박스 플롯

그림 4-2 MgO(마그네슘) 박스 플롯

그림 4-3 Al2O3(알루미늄) 박스 플롯

그림 4-4 SiO2(규소) 박스 플롯

그림 4-5 K2O(칼륨) 박스 플롯

그림 4-6 CaO(칼슘) 박스 플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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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TiO2(티타늄) 박스 플롯

그림 4-8 FeO(철) 박스 플롯

플롯(Box plot)3) 그래프들을 검토한 결과, 규소, 티타늄, 철, 칼슘, 알루미늄은 5
개 유적들이 극단값이 최소화된 상태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나트륨은 경주와
옥산유적, 마그네슘은 임당유적, 칼륨은 욱수와 옥산이 각각 극단값들이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이 샘플들 중에는 앞에서 암석분류에 의해 분류된
#39(GJ012), 57(GO002)만이 속하는 1C그룹을 포함한다. 1C그룹 시편은 다른
것들과 달리 2점에 한정되며, 비교적 다양한 광물질둘이 혼합되어 있다(그림 5).
또한 칼륨과 나트륨의 플롯박스에서 #57(GO002)과 #60(GO005)에서 반복
적으로 극단값의 성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50(GjH009)은 박스플롯에
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티타늄이 월등하게 낮고, 알루미늄이 월등하게 높은 점에
서 성분의 값이 심하게 차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이러한 자료들은 아마
도 후퇴적의 과정에서 자료로 수집되기까지 다소의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3) 박스플롯이란 최대값, 최소값, 중앙값, 사분편차를 사용하여 자료의
측정값들이 어떤 모양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극단값들은 어떠한지 등
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림이다. 자료들이 비대칭으로 분포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자그림을 그려 극단값의 개수, 비대칭 여부 등을 파
악할 수 있으므로 측정값들의 중심위치와 산포도의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상자그림 [box plot, box and whisker plot]
(교육평가용어사전, 2004.5.31,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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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C그룹(좌: 39, 우: 57)

때문에, 의미 있는 해석을 도출하기 위해서
통계분석에서 제거할 필요가 있다.
박스플롯에서 비교적 비교가 용이한 티
타늄, 칼륨, 나트륨을 상관그래프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티타늄과 칼륨의 상관관
계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다(그림 7). 경
주와 비경주 지역 간은 거리가 먼데도 불구
학고, 성분이 겹치는 분포영역이 있다.
겹치는 영역이 어느 지역의 토기성분에
속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통
계학도 중요하지만, 추론적 통계학에 의해
그림 6 경주 황성동유적 티타
늄과 알루미늄 분석값의 상관
그래프

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Sinopoli 1991).
본고에서는 기술적 통계를 뒷받침할 다양한 통계적 방법을 통해서 검증해 보기
로 한다.
각 유적의 화학 원소에 대해서 Mann-Whitney U 테스트를 사용해서 유적 간
에 비교를 해 보았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는 박스플롯에서도 같은 양상이
다(그림 3, 4 참조). GjH는 다른 유적과 티타늄이 매우 낮고, 칼륨에 높은 집중
표 4  유적 간 Mann-Whitney U Test(서로 다른 성분)
DU(욱수)

102 | 韓國考古學報 第91輯 2014. 6

GO(옥산)

GI(임당)

GJ(조영)

DU(욱수)

ㅡ

GO(옥산)

x

ㅡ

GI(임당)

x

x

ㅡ

GJ(조영)

x

x

x

ㅡ

GjH(황성)

K, Ti

K, Ti

K, Ti

Ti

GjH(황성)

ㅡ

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 한편 GJ는 다른 유적과 달
리 K에 있어서 GjH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서 다른
유적과 달리 밀접한 관계성을 보여 준다.
〈표 4〉는 GJ가 GjH와 성분이 같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다른 유적 샘플들은 대부분 GjH와 티타
늄과 칼륨 또는 나트륨의 비중에서 차이가 난다. 따
라서 이들 원소의 상관관계 그래프는 유효한 것으
로 볼 수 있다(그림 7).
경주와 비경주는 일정한 영역으로 분포하고 있
다. 비록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비경주는 위
쪽으로, 경주는 아래쪽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
다. 이러한 현상은 두 지역 간에 토기의 원료 점토
에 있어서 성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7 티타늄과 칼륨 상관그
래프

이 분석결과의 구조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하여, 8개 원소에 대한 백분율을 워
드방식(Ward’s Method)으로 클러스트 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각
원소들은 z-score로 자료들을 정리하여, 유크리드 거리도표(Euclidean Distance
map)를 이용해서 샘플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클러스트 분석을 위해 실시한
덴드로그램(dendrogram)은 〈그림 8〉과 같다.
클러스트 분석은 4개의 그룹으로 나타났다. 4개의 그룹은 크게는 경주와 관
련된 그룹과 경주와 관련이 없는 그룹으로 구분된다. 경주와 관련성이 있는 그룹
은 1・3그룹이다. 1그룹은 GjH가 지배적이며, 3그룹은 GjH와 GJ가 지배적이었
다. 이러한 결과는 Mann-Whitney 결과에서 GjH가 GJ를 제외한 다른 유적들과
는 다른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클러스트 분석은 또한 GjH 토기가 서로
다른 성분의 하위 그룹(1군과 4군)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4개의 군들 간에 통계학적 차이가 Mann-Whitney U Test에서 검증되었다. 결
과는 4개의 군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표 5).
결과적으로는 1・4군과 2・3군은 다른 제작소에서 각각 제작되었으며, 아마도
1군과 4군, 2군과 3군은 각각 서로 다른 점토로 동일 제작소에서 제작되었을 가
능성, 또는 서로 다른 제작소에서 만들어진 토기가 입수되었을 가능성 등 다양한
해석이 도출될 수 있다.
덴드로그램 분석을 토기의 기종과 관련시켜 분석해 보았다. 2군과 3군은 壺
의 백분율이 아주 다르게 나타났다. Chi-square test를 해 보았는데, 통계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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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덴드로그램에 의한 클러스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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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군 간 Mann-Whitney U Test(서로 다름의 정도)
클러스트
상관관계

Na2O

MgO

Al2O3

SiO2

K2O

CaO

TiO2

FeO

1군+2군

.000

.516

.000

.003

.000

.000

.003

.156

1군+3군

.000

.139

.007

.000

.001

.015

.000

.000

1군+4군

.274

.001

.011

.000

.158

.000

.326

.005

2군+3군

.935

.006

.000

.000

1.000

.064

.001

.000

2군+4군

.170

.000

.000

.000

.069

.051

.000

.001

3군+4군

.132

.016

.967

.933

.187

.001

.000

.477

표 6  Chi-square test

표 7  Yule’s Q 계산

cluster

Jar

기타

합계

2군

8

4

12

3군

5

8

13

13

12

25

x 2=2・x
df=1
p≈.10
Yule’s Q=.524

로 alpha=.10 level에서 아주 중요한 결과가 입증되었다(표 6 참고). 또한 클러
스트와 기종 간의 연결이 강한지 어떤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Yule’s Q로 계산해
보았다(표 7 참고). 샘플 마련은 지표채집에 의존했지만, 전체적으로 기종을 구
성하는 비율이 거의 고정되어 있다. 유적별로 서로 다른 제작소로부터 부족한 기
종들에 대해 전체적인 토기의 양을 맞추었거나 기능에 맞는 토기기종 제작을 위
해서 주변과 원료점토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체 화학성분에 대한 클러스트 분석 결과를 티타늄-칼륨과 티타늄-나트륨의
상관그래프에 나타내어 분포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티타늄-칼륨의 상관관계
에서 경주와 관련된 1군과 4군이 b와 c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경주와 관련되
지 않은 2군과 3군은 a와 b 영역에 분포하고 있다. 경주와 비경주 영역은 일부(b
영역) 겹치지만, 각각 일정한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9).
또한 티타늄-나트륨의 상관그래프에 클러스트 분석 결과를 나타내어 분포양
상을 살펴보았다. 나트륨은 칼륨과는 양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지만, 위쪽으로
a와 b영역에 비경주, 아래쪽으로 b와 c영역에 경주와 관련된 군들이 각각 나누
어져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점에서는 칼륨과 거의 같다(그림 10).
이처럼 칼륨과 나트륨 모두 일정한 영역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클러스트 분
석 결과는 거의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경산 옥산동 유적은 가마가 조사된 토기
생산 유적인데, 그래프 상에서 성분의 분포양상이 밀집하고 있으며, 경주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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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티타늄·칼륨 상관관계 그
래프상의 클러스트 분석 그룹 분포
양상

그림 10 티타늄·나트륨 상관관계
그래프상의 클러스트 분석 그룹 분
포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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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점을 독립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므로, 이 분석의 결과가 의미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2개의 성분 중에서 칼륨이 나트륨보다 경주와 옥산동 토기요지의 관
계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칼륨의 티타늄과의 상관그래프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해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된다.

V. 경주양식분포권 토기의 생산과 교환
1. 분석결과로 본 특징들
앞에서 다양한 분석도구를 사용해서 5개의 유적에 대한 토기샘플의 성분들을
비교해 보았다. 샘플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도구를 통한 검증절차
를 거쳤다. 분석은 현미경을 통한 태토의 구성을 관찰한 것과 화학성분을 분석한
2가지로 이루어졌다. 현미경을 통한 태토의 구성은 5가지 그룹으로 구분되었는
데, 2점만 속하는 1개의 그룹 1C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교적 여러 샘플들이 속하
고 있어서 화학성분과 관련하여 분석결과가 가지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점토부분의 화학성분은 크게 경주와 비경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각각은 다
시 다른 성분의 군으로 나타나 총 4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암석분류를 통해서 태토의 광물조성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유적별로 차이
가 관찰되었다. 옥산동과 욱수동은 거의 유사한 구성을 보이며, 임당동, 조영동,
황성동은 각각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태토의 광물조성과 클러스트의 4개 군
을 비교해 보았는데, 암석분류에서의 2그룹은 화학성분 클러스트에서 경주와 관
련된 1・4그룹에서만 나타나고 있어서 광물조성과 점토의 화학성분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주에는 우선 대규모의 손곡동 토기생산 유적이 있으므로 경주지역에서 토기
가 제작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아울러 경주와는 구분되는 점토원료 성분그
룹이 대구나 경산지역의 유적들이 각각 존재하므로 이들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토
기를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구 시지유적은 인접한 경산 옥산동 토기요지가
확인되었으므로 일단 토기제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화학성분
의 상관그래프(그림 7・9・10)와 클러스트 도식(그림 8), 암석분류의 분석결과(그
림 3)를 종합하면, 각 지역 간의 토기와 관련된 교환관계가 존재했음을 시사해 준

다. 특히 분석대상의 각 유적은 모두 토기를 제작할 만한 점토 원료들이 주변에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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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학성분의 차이는 생산지의 차이로 볼 여지가 있다.
경주와 태토의 광물조성에서 차이가 있는 대구와 경산지역도 서로 차이를 보
이는데, 옥산동에 토기가마유적이 존재하는 욱수동 유적과도 차이가 있는 경산지
역은 점토와 보강재를 혼합하는 별도의 기술을 가지고 제작하였던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런데, 경산지역은 임당동과 조영동이 서로 인접한 곳에 분묘군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토를 혼합하는 방식이 암석분류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점
토 화학성분의 분포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유적 모두 고유한 태토혼합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서로 다른 제작소를
운영했거나 다른 제작소들로부터 만들어진 토기를 입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공들은 점토의 성질, 그릇의 기능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태토의 보강
재인 광물입자들의 혼합률을 달리한다는 견해가 있다(Ray 1981: 21). 그런 점에
서 제작집단은 그들이 주로 채취할 수 있는 원료에 따라 적용하는 태토의 혼합방
식을 다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제작집단들은 그들이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종
이나 기능의 토기를 생산하였다는 민족지 사례들도 있다. 클러스트 분석 결과를
보면 암석분류에서 분류된 그룹들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 기능과 관련한 제작
집단 간의 고유한 기술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화학성분 분석 결과에서도 특이한 점들이 확인되었다. 첫째는 화학성분
에 있어서 경주를 나타내는 군에 비경주인 조영동 성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다. 비경주는 서로 원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당연히 점토원료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분이 일치하는 군이 존재한다는 것은 특
별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둘째는 비경주를 나타내는 2개의 군에 욱수동, 옥곡
동, 임당동, 조영동이 각각 존재하는데, 조영동을 제외한 나머지가 경주와는 관
련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동과 임당동은 바로 인접한 곳에 분묘군이 자
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석분류와 화학성분에서 두 집단 간에 서로 다른 양
상의 결과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는 욱수동과 옥산
동, 임당동, 조영동의 토기들 중에서 화학성분이 일치하는 샘플들이 있다는 것이
다. 넷째는 이들 유적들이 동일한 점토원료만이 아니고,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점
토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다른 점토원료를 채집해서 동일 집단에서 제작했거나,
다른 제작소들의 토기가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림 11〉에서는 대구 시지유적 욱수동 고분군과 옥산동 토기요지의 시편성
분은 겹치는 것과 겹치지 않는 것이 있다. 옥산동 토기요지와 겹치는 ‘b’영역 성
분들은 옥산동 토기요지에서 제작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겹치지 않는 시편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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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욱수동 고분군 토기시편의 화학
성분 분포양상

에서 경주지역과 성분이 겹치는 ‘c’영역 시편들이 존재하고 있다. 뚜렷하게 군을
이루고 있으므로, 각각의 군들은 토기제작소가 달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경주
지역 토기 시편성분들이 아래쪽으로 집중 분포하는 경향성이 강하므로, 이는 욱
수동 고분군에 부장된 토기 중에서 경주에서 제작된 토기일 가능성을 높은 것으
로 판단된다. 나머지 위쪽에 분포하는 ‘a’영역에 속하는 두 점의 시편들은 또 다
른 곳에서 제작된 토기이든지 원료를 다른 외부로부터 입수한 점토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12〉는 임당유적 임당동 고분군 토기 시편성분들의 분포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임당동은 크게는 2개의 군으로 구분된다. 위의 ‘a’영역은 옥산동 토기요
지와 겹쳐지며, 아래에 분산적으로 분포하는 시편성분들 중에서 ‘b-2’인 한 점은
경주와 겹쳐지지만, 나머지는 경주와는 분리되고 있다. 따라서 경주 토기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지는 않는다. 임당동 토기들은 대부분 옥산동과 겹쳐지고, 옥산
동과 구분되는 ‘b-1’, ‘b-3’과 같은 독자적인 성분이 소량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그림 13〉은 임당유적 조영동 시편성분들의 분포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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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임당동 고분군 토기시편의 화
학성분 분포양상

그림 13 조영동고분군 토기시편의 화
학성분 분포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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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욱수동보다 더 분산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d’영역에서와 같이 경주지역
의 분포영역과 많이 겹치고 있다. 또한 옥산동과도 임당동보다 좁게 겹치고 있
다. 따라서 조영동은 옥산동보다는 경주지역 쪽과 관련성이 더 크다. 이러한 결
과는 〈표 3〉의 Mann-Whitney Test에서도 보았듯이 칼륨이 경주와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2. 경주양식분포권 토기의 생산과 교환
앞에서 분석한 화학성분값들을 통해서 욱수동・옥산동・임당동・조영동・황성
동 5개 유적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어느 레벨의 사회단위에서 생산되는
지를 통하여 제작소를 규명하고, 교환맥락에 접근하고자 한다.
우선 욱수동고분군과 같은 소형묘 축조 사회단위에서 인접한 곳에 토기요지
가 조사되어 취락에서 토기생산이 가능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고분군
과 요지에서 채집된 토기시편들의 화학성분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었다. 그러므
로 소형묘 축조 사회집단이 토기를 제작한 단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림 9~11〉에서 보았듯이 옥산동 토기 시편성분은 임당동이나 조영동과 부분
적으로 겹쳐지는 것을 옥산동 토기제작집단이 임당동이나 조영동 등 주변 지역
에 공급하기 위한 전문제작 사회집단인지 어떤지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고총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인 읍락 또는 지
역집단을 자기완결적인 경제적 단위로 보았다(권오영 1996: 94-101). 이것은 주
변 취락에서 생산하여 중앙으로 집결시켜 재분배한다는 맥락과 상통하는 것이다
(Kwon 1992: 203-208). 취락 자체에 대한 기능에 초점을 둔다면, 사회경제적 통

합형태는 경제적으로 자기완결적인 사회단위를 지역집단의 국읍으로 보느냐 읍
락의 중심지로 보느냐의 문제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손곡리는 대규모의 가마터가 조사된 유적으로 경주 중심지에 토기를 공급한
도공집단이었을 것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한편 옥산동 토
기요지가 인접해 있는 욱수동 소형고분군 집단이 토기생산 사회집단으로 본다
면, 어느 사회단위까지 토기를 교환하였는지가 경제적 자기완결적 사회단위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인접한 임당유적과 신라의
중심지라고 간주하는 경주와의 토기 교환관계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경주와 주변지역과는 일정한 패턴의 생산과 교환체계

삼국시대 경주양식분포권 토기 생산과 교환의 과학분석을 통한 연구 | 111

를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경주가 모든 물자를 생산하지만, 경제적 활동은 주
변지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개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변지역과 경주
중심지의 토기의 생산과 교환은 다른 물자와 연동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1) 중소형분묘 축조집단 생산과 교환양상
옥산동 토기요지는 욱수동 고분군과 서로 인접한 곳에 위치하면서 토기를 생
산하여 공급한 생산지이다. 옥산동 토기요지에서 생산된 토기는 경산 임당의 두
사회집단과 주변으로 이동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옥산동 토기요지를 운영한
집단은 욱수동 고분군 축조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욱수동 집단은 옥산동 토기요
지를 운영하였지만, 외부집단으로 공급하면서 불충분한 양은 일부 인접한 다른
지역으로부터 토기를 교환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
임당・조영・욱수동 고분군의 토기샘플 성분에 대한 상관관계에서 임당은 경
주와 영역이 적게 겹치지만, 조영은 옥산동요지보다 경주에 더 많은 부분이 겹치
기 때문에 경주와 상관관계가 높으며, 일정한 영역이 욱수동 고분군 출토 토기샘
플과도 겹치고 있으므로 욱수동은 임당동보다 조영동과 경주토기를 교환했을 가
능성이 더 높다.
욱수동 고분군의 분묘수를 통해서 당시의 인구를 짐작한다면, 그 주변에 상
당한 인구규모가 집단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옥산동 요지에서 토기가 생산된 것
은 분명하지만, 그 규모가 수요량을 충당할 정도였는지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
대구 욱수동 분묘 샘플에서 확인된 경주성분과 일치하는 분석의 결과가 주목
된다. 경산 임당과 조영 두 유적에서 확인되는 암석분류 2군이 욱수동과 옥산동
에서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토기가 직접 교환되었다기보다는
원료점토가 교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옥산동 토기요지에서 생산된 토기가 주로 임당동유적에 공급을 하였지만, 때
로는 경주토기나 점토원료가 일부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아마도 경주토기
는 경주지역과 많이 겹치는 조영동을 통해서 입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임당동
은 경주와 화학적 성분이 그다지 많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임당동으로부터 경주
지역 토기원료를 받았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오히려 점토원료나 토기를 조영
동 집단을 통해서 공급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2) 고총분묘 축조집단 생산과 교환양상
앞의 〈그림 12, 13〉에서 임당동과 조영동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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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경주와 비경주지역 티타늄과 칼
륨 상관관계

것은 원료점토나 토기제작지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조영동은 임당동에 비
하여 경주지역 출토 토기의 성분과 더 많이 겹치고 있다. 또한 임당동이 조영동
보다 옥산동 요지 출토 토기의 성분과 더 많이 겹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집단
이 서로 다른 생산양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당유적 두 고총집단 간에는 부장품의 출토량은 우열을 가리기 어렵지만,
부장유물의 물품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임당동유적은 금공제품이 조영동유적
보다 출토율이 높으며, 조영지구가 토기・철기의 출토비율이 임당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당유적에서는 고총분묘 집단간에 동등한 정치세력이 이미 동등한 규모의
고총을 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품의 차이를 권력의 독점으로
보기 어렵다. 조영동집단이 토기의 출토량이 많으며, 철기제작 단야구들이 출토
되는 등 실생활용품이 우월하지만, 위세품에 있어서는 오히려 임당동집단이 우
월하기 때문에 일상용품의 생산량으로 어느 집단이 우월한지 평가하기는 어렵
다. 두 집단 간에는 토기에 있어서는 각각의 점토 성분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
아 생활용품들을 기본적으로는 자급자족하였으며, 대신 각각 다른 전문화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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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품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영동집단은 또 다른 한편 경주로부
터 토기 또는 점토원료를 입수한 것으로 예
상된다. 경주토기는 삼각집선문(그림 151~3),

거치문(그림 15-4) 등 몇몇 특정한 문

양과 형식(그림 15-1·3)이 독특한데, 분포
4

권역은 낙동강 이동지역이지만, 금호강유역
에는 경산지역이 그 분포 경계지점이다. 이
는 문양뿐만 아니라 앞에서 보여 준 암석분
류에서 2그룹에 속하는 광물조성 또한 경산

3

임당지역이 분포 경계지점이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로는 경주양식 완제품 토기를 입수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
구 시지지역 욱수동과의 관계를 고려한다
면, 점토를 입수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경주와 서천-금호강을 통한 경산지역과
의 교류는 토기에 있어서 특별하다. 형상구
획문이 이 지역에 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옥순 2011: 127-128). 따라서 두 지역은 상

호 밀접한 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 경주-경산 지역 출토
토기문양
1: 황남대총남분, 2: 손곡리–12호
3: 임당조영동III–6호,
4: 임당임당동G-1호

G-6호분은 60세 이상의 노년층에도 불구
하고 오히려 대도를 착장을 하고 있는 장년보다 유물의 출토량이 많은 점에서 부
장품의 내용과 출토량의 차이가 성별보다는 신분을 반영한다는 견해(김선주 1994)
와 직능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복합되어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박보현
1995: 89-109; 김용성 1998; 335) 등이 제시되어 왔다. 경산 임당고총분묘군이 복수

인 것에 대해서 복수집단의 존재와 함께 직능의 차이로 보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
으므로 집단 간 직능의 차이 또는 전문생산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경산지역에서는 경산 임당유적뿐만 아니라 가천동, 욱수동, 성동동, 신상리
등의 중소형 분묘군 축조집단이 토기를 제작하여 상호 교환하였을 것이다. 그러
나 경주 중심지와의 교환은 임당유적과 같은 고총분묘군 축조집단들을 거점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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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식토기 분포권 중심지 경주지역 토기의 생산과 교환양상
앞에서 제시한 토기의 분석결과에서 경주 황성동과 성분이 같은 샘플들로 경
산과 대구지역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경주토기들이 그래프 상에서 일정한 영
역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경산 대구지역의 토기나 원료들이 경주에서 이동된 것
으로 판단된다.
황성동 유적 출토 토기들은 경주 손곡동 토기요지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경주 손곡동 유적으로 경산 옥산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이며,
생산양식에서도 가장 발전된 대량생산 형태이다. 이러한 생산모드는 공급이 경
주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광범위하게 이동된다는 점에서 경주의
토기들이 주변의 수량이 불충분한 지역으로 공급되었을 것이다.
경주지역은 손곡동 토기요지뿐만 아니라 주변 손곡동과 가까운 화산리, 덕산
리, 남서쪽 상신리, 화곡리 등 주변지역에서도 토기요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들이 상호간에 교환되었다는 분석결과가 있다(강형태 1988). 그러므로 경주 주변
경주권의 여러 지역에서 토기가 생산되어 상호 교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화학
성분 상관그래프에서 군을 이루지 않고 별도의 분포를 나타내는 경우가 그에 해
당될 가능성이 있다.
경주지역 생산 토기나 원료점토는 주변지역으로 자연지리적 교통로를 따라
이동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교환관계는 일차적으로는 경산 임당지역과 같은 대
형고총고분이 축조된 사회집단의 거점지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경주양식분포권의 토기 생산과 교환 맥락
암석분류와 화학성분 분석 결과, 각 유적별 특징이 다소 다른 것으로 관찰되
었다. 이는 도공들이 집단별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기술적 요소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토기의 제작소가 중・소형분묘 축조집단, 지역 거점집단, 경주양
식권 중심지인 경주지역이 각각 제작소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구 시지지역에서 경주와 동일한 성분이 존재하는 것은 거점지를 중
심으로 한 주변지역은 토기의 생산은 가능했으나 자체적인 수요를 충당할 정도
로 충분한 양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것은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토기생산의 기본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물자의 부족은 중심지인 경주와 불가분
의 관계를 가진 배경이 된 듯하다.
거점집단은 주변 중소형 분묘 축조집단과의 불가분의 경제교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경주 중심지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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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네트워크는 중심지와 거점지의 일차적인 교환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거
점지는 그와 관련된 주변 집단들을 연결하는 이차적인 생산과 교환체계가 형성
된 것으로 이해된다.
경주양식권의 토기가 시간이 지나도 계속 동일한 변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밀접한 경제적 체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토기양식의 동질
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
토기양식의 정보교류에 대하여, 이희준(1995; 1998: 147)은 고령양식토기나
김해지역 창녕양식 토기의 분포양상을 통해서 경제적, 정치적 관계성을 제시하
고 있다. 사회집단 간의 네트워크가 아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연맹관계 또는
정치적 복속관계 정도로 보고 있다. 즉, 정치적 조직하에서 토기가 생산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경산 거점지인 임당동과 조영동 고총고분군은 상호 생산과 교환관계를 유지
하는 속에서 경주 중심지와 또다시 주변과 여러 집단들과의 관계를 형성했던 것
으로 보인다. 이것은 피라미드 식으로 중심지에 고정적으로 예속되는 중심지체
계보다는 생산하는 물품에 따라서 생산과 교환의 관계성이 다르게 연결되는 양
상으로 판단된다.
하승철(2000: 128)은 이러한 양식적 교류에 대해 도공의 이동으로 보고 있다.
도공이 왕래하면서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한다. 도공이
움직이면서 기술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은 높다. 도공에 의한 숙련된 기술이 아니
고서는 기술의 이전이 어렵다. 어떤 형태로든 경주양식권 중심지를 통해서 기술
을 전달받기도 하지만, 완제품들이 교환되기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완제품들이 이동되면서 양식이 확산되었다면,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형태적으로 동일하게 하려는 노력이 확산의 속도를 강하게 하였을 것이
다. 토기가 제의적인 요소가 강하다면, 더욱 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하였을 것이다.
토기는 반드시 완제품 생산과 교환이라기보다는 원료 등이 교환품목에 포함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6세기로 가면서 양식이 일원화되면서 영남지역 전체적으로 생산체계가 점차
일원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토기의 이동이라기보다는 중앙에서
지방의 장인을 통제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기도 한다(박
보현 1998).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형태적으로 상사성을 가지는 소지역양식이

성립되었던 6세기 이전에는 취락, 중심취락, 거점취락들이 각각 나름대로 독자
적인 생산체제를 유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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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와 주변지역 간에는 독자적인 토기제작소는 갖추어졌더라도 공급량이
충분하지 못해서 지역 간, 사회집단 간의 교류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욱산동
소형고분집단은 토기를 제작하여 임당동 사회집단에 주로 공급하였으며, 부족한
토기분량은 조영동 거점 사회집단으로부터 경주지역의 원료점토나 완제품을 맞
교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조영동은 옥산동 토기를 공급받기도 하였으나 상당
량은 경주로부터 공급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위계적인
질서에 의해 생산체계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사회집단 간 어떤 물품
의 역할분담에 의해 전문생산품이 생산되고 교환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VI. 맺음말
경주양식분포권 내 토기의 생산과 교환맥락을 논의하기 위해서 분포권 내 욱
수동, 옥산동, 임당동, 조영동, 황성동 5개 유적의 토기편을 채집하여 태토의 과
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암석분류와 마이크로프로브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변별이 이루어지는 티타늄과 칼륨 화학성분의 상관그래프에서 크
게는 경주군과 비경주군으로 영역이 구분되었다. 화학성분과 거의 일치되는 암
석분류와 종합해 보면 5개 유적은 각각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토기요지인
옥산동과 인접한 유적들은 모두 겹치는 화학성분 영역이 있었다. 그와 함께, 옥
산동을 제외한 세 분묘유적은 경주 황성동 유적 영역과도 겹치고 있었다.
토기태토 성분 분석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모든 사회집단이 토기를 생산할
수 있으나, 수요에 비해 불충분한 양을 위해 경주 중심지와 거점지 간에 일차적
인 교환이 이루어지고, 주변지역은 지역거점지 중심으로 이차적인 교환이 이루
어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분석샘플의 양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논의가 다소 비약적이라는
감이 있다. 그러나 점토만을 별도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는 보
강재인 광물도 별도로 분석하여 생산과 교환의 분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러
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학적 분석방법의 개발이 심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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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Analyses of Production and Exchange
in the Gyeongju Type Pottery Sphere
Kim, Oksoon
(Chief Researcher, Gyeongsangbukdo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David R. Abbott (Professor, School of Human Evolution and Soci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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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 Yundeuk (Professor, Dept. of Ge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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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study ceramic production and exchange in the sphere of
Gyungju type pottery, we analyzed the paste of pottery samples collected from
five sites. Our methods included petrographic analysis of the mineralogy of
the temper particles and electron microprobe assays of the clay chemistry. The
pottery from the Gyeongju was distinguished from non-Gyungju ceramics based
largely on the chemical concentrations of TiO2, K2O, and Na2O. The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pottery at the Daegu· Gyeongsan regional sites overlap with
ceramic samples from the Oksan oven site and the Gyungju tombs site.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s of the pottery data implied that pots
could be made locally by most social units. Nevertheless, pottery production
was modest, leading to a patterned distribution of pottery. The local center
exchanged primarily with the Gyeongju center, and the local peripheral
communities exchange secondarily with the local center. The sphere of
Gyeongju type pottery formed as a network of exchange of insufficient items.
These items were not produced in a hierarchical arrangement among social
units, but by a division of labor among artisans.
Keywords: Gyeongju type pottery sphere Scientific analysis, Pottery production site,
Exchange with the Gyeongju center, Exchange with the local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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