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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발굴된 가야고분에서 컵형토기의 출토량이 늘어나고 있다. 가야에서는 현
재 사용하고 있는 컵 모양과 비슷한 컵형토기가 언제 출현했고, 어떠한 변천과정
과 지역색이 나타나는 가에 대한 의문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컵형토기는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 손잡이가 달렸다고 하여 파배라고 명명되어
왔으나 손잡이에 의해 정의하는 것보다 동체부의 형태에 따라 정의하는 것이 보
다 이해하기 쉽게 형식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컵형토기는 현재의 컵
모양과 닮은 토기로써 파수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양이 세로로 세운 직사각형에
가까운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컵형토기의 형식분류는 출토 예가 많은 김해, 함안, 합천, 고령의 고분군을 중
심으로 형식 분류와 검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김해지역과 함안지역은 6형식,
합천지역 5형식, 고령지역 3형식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각 지열별 형
식은 동반하는 고배, 중형호, 기대의 형식 조열을 통해 검증하였다. 각 정치체별
지역색은 3단계인 4세기부터 보이기 시작되어 4단계인 5세기부터는 더욱 뚜렷해
짐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령지역의 경우 타 정치체보다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대가야연맹설의 문제점을 여기서도 지적할 수 있다.
같은 시간대 각 지역별로 형식을 비교해본 결과 김해 대성동 91호분에서 파수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kcpark@dau.ac.kr)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원(bin605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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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무파수 컵형토기가 가장 먼저 출현함을 알 수 있었다. 함안과 합천지역은
한 단계 늦게 출현하고 있으므로 금관가야에서 함안, 합천 등 주변지역으로 확산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파수 컵형토기의 시원은 다호리 1호분의 칠기와 다호
리 150호분 출토 회백색연질 컵형토기에서 구하는 것이 현 시점의 발굴 자료에서
가능성이 높으며, 로만글라스 유리컵에서 모방했을 가능성도 제기해 보았다.
주제어 : 컵형토기, 출현, 확산, 형식, 지역색, 금관가야

Ⅰ. 머리말
가야 유적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편년의 지표로서 가장 많이 사용될 뿐 아니
라 많은 가야 수많은 정치체의 문화를 밝히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
다. 때문에 가야사 복원의 기초를 확립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토기 연구가 중
요하다. 가야토기 중에서 이러한 연구에 적합한 대표적 기종은 유적에서 출토
수가 가장 많은 고배를 들 수 있다. 고배는 편년과 지역색 연구의 핵심 역할을
해왔으나 한 기종에만 치우쳐 연구한 결과 다른 기종의 연구가 소홀해지게 되
었다. 특히 형식학에서 창안자인 O. Montelius는 동반유물에 의한 검증을 중
시하였고 이러한 검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기종의 형식 조열도
필요하게 된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배와 동반하는 다른
기종 연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컵형토기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
었다1).
삼국시대 컵형토기는 현재 우리가 일생생활에 사용하는 컵과 외형적으로
유사할 뿐 아니라 그 용도에 있어서도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용
도는 명확히 추정할 수 없지만 삼국시대에 어떠한 요인으로 유행하게 되었는
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컵형토기가 삼국시대에 유행을 하다가 통일신라시대
이후 갑자기 자취를 감추게 된 배경에는 식음료 문화와 의례 행위에 있어 적
지 않은 변화를 상정할 수 있다. 중국으로부터 차 문화가 7세기경 들어오면서
아마 컵 모양의 용기는 차기(茶器)로서 사용되기에는 부적합한 점이 있었을
1) 박광춘, ｢아라가야 토기의 편년적 연구｣, 함안 도항리 6호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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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후 고려·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제의와 일상생활에 있어 컵형토기
는 유행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20세기 서구문화가 도입되면서 컵
모양의 용기를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가야의 컵형토기는 각 유적에서 최근 많은 출토 예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
라 그 형태도 다양하다. 이와 같은 것은 시간과 공간에 따른 형식 차이가 반영
된 결과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적으로 주요 정치체 별 컵형토기의 형식
분류를 시도하겠지만 그러기에 앞서 컵형토기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
다. 과거 많은 연구자들은 컵형토기 명칭을 대부분 손잡이가 달려 있다고 해
서 파배(把杯)라고 불러 왔다. 하지만 컵형토기의 출현과 확산을 논하는데 있
어 가야에서 가장 연대가 빠른 김해 대성동 91호분 출토 손잡이가 없는 컵형
토기는 반드시 분류에 포함시켜야 한다. 합천지역에서는 손잡이가 없는 컵형
토기도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컵형토기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출현 시기의
비교는 컵형토기 출현과 확산 과정을 밝히는데 있어 중요하므로 동 시간대의
기준을 동반 유물을 통해 설정해보고자 한다.

Ⅱ. 연구사
가야 컵형토기에 대해 형식 분류와 함께 편년과 지역색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한 학자는 小池2)라고 할 수 있다. 小池는 컵형토기를 盌으로 명명하고 개
념과 형식 설정·편년에 대해 논하면서 연구사에서 朴廣春의 컵형토기 연대
에 대한 연구3)가 이미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小池가 설정한 완(碗)은 술 등의 액체를 섭취할 때 사용하는 용기로 정의된
다. 小池는 완을 크게 4형식으로 구분한 다음 각 형식을 다시 세분하여 이와
형태가 비슷하면 동일한 형식으로 포괄하였다. 완에 대한 편년과 지역색은 가
야의 경우 김해·부산·마산·합천 등으로 정치체를 나누어 연구하였으며,
신라의 경우 경주·대구·창녕을 한데 묶어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4형식으
2) 小池寛, ｢陶質土器の起源について-盌を中心にして-｣, 堅田直先生古希記念論文集, 真陽社, 1997.
3) 朴廣春, ｢韓國陜川地域における土壙墓出土土器の編年的硏究-多變量解析による分析-｣, 古文化談
叢第22輯, 九州古文化硏究會, 199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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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한 완에 대한 편년과 지역색에 있어 C·D류는 부산지역에만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 A·B류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이 중에서도 4세기대에 A류는 와
질토기 계보를 가지면서 낙동강 유역으로 분포 범위를 확대시킨다. B류는 경
주·부산지역에만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5세기가 되면 A류는
백제지역까지 분포를 확대하지만, B류는 경주·의성 등을 포함하는 낙동강유
역에 분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小池 연구는 일본
의 초기 須惠器에 보이는 완의 시원이 한반도에서 생산된 완과 관련성을 모색
하는 과정에 나온 연구라고 할 수 있다.
定森秀夫4)는 小池의 연구가 컵형토기 연구의 기초적 연구로서 의미가 있지
만 고배처럼 편년과 지역색을 명확히 추출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면서 합천
옥전고분군 출토 특이한 형태의 컵형토기의 시원에 대해 논하고 있다. 합천
옥전고분군 컵형토기를 크게 A～H류로 분류하고 특이한 형태를 띠는 A·B
류의 계보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A·B류의 형태적 특징은 C～H에 비해 우선
손잡이가 없다는 것과 동체부 상부에 돌대가 있고 그 부근에 구멍이 뚫린 兩
耳가 달린 것이다. 이러한 형태를 가진 것은 가야 뿐 아니라 백제·신라 도질
토기 중에서 계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형태를 가진 것을 중국
남부 한대 陶器인 缶에서 구하고 있다.
이후 가야의 컵형토기 연구는 각 지역의 토기 편년이 진행됨에 따라 부차적
으로 지역별 형식 분류안에서 이루어졌다. 김정완5)은 함안 토기 편년을 시도
하면서 고배와 함께 컵형토기의 형식을 단계 설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컵형토
기를 크게 Ⅳ류형으로 구분하고 Ⅰ류형은 다시 4형식으로, Ⅱ류형은 3형식,
Ⅲ류형은 2형식으로 분류하였다. 총 10개 형식으로 분류는 하였으나 애매한
분류 기준과 검증을 생략함에 따라 컵형토기의 형식이 시간의 지표로서 역할
은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이주헌6) 역시 컵형토기를 형식 분류하여 편년
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김정완의 분류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 박광춘

4) 定森秀夫, ｢韓国陝川玉田古墳群出土の特異なコップ形土器について｣, 植崎彰一先生古希記念論
文集, 真陽社, 1998.
5) 김정완, ｢함안권역 도질토기의 편년과 분포 변화｣, 가야고고학논총 3，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0.
6) 이주헌, ｢아라가야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
소, 2000.

164

석당논총 72집

은 아라가야의 토기 상대편년에 있어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컵형토기를 계
측할 수 있는 4개의 속성에 의거하여 통계학적 분류를 시도하였다7). 가장 이
른 형식은 구경에 동부최대경이 위치하는 1군으로 설정하고, 시간적으로 늦은

[그림 1] 함안지역 컵형토기 형식분류(박광춘 2008)

7) 박광춘, ｢합천지역 토기의 편년적 연구｣, 고고역사학지 5·6, 동아대학교박물관, 1990b.
박광춘, ｢아라가야 토기의 편년적 연구｣, 함안 도항리 6호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8, 2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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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갈수록 동부최대경이 중간에 위치하며 기고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형식 변천함을 진화론적으로 설명하였다. 검증은 동반하는 중형호와 기대의
형식으로 시도하였다. 컵형토기 통계학적 형식 분류는 김해 죽곡리고분군에
서도 적용하여 5형식으로 분류한 후 동반하는 고배에 의거하여 검증하였다8).
하승철9)의 경우 고배, 수평구연호, 기대, 개, 광구호, 대부직구호, 컵형토기를
가야 서남부지역 토기 기종으로 설정하고 각각 형식분류를 진행하였다. 컵형
토기의 속성으로는 파수의 변화, 배신형태, 기고/구경의 비율을 선택하여 Ⅰ~
Ⅳ형식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다시 Ⅱ,Ⅲ형식은 다시 세분되었으며, Ⅳ형
식은 신라식 컵형토기를 모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상으로 가야 컵형토기 연구사를 살펴보았으나 대부분 컵형토기의 개념과
형식 분류, 편년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는 컵형토기의 시
원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컵형토기의 개념에 있어서는 대부분은 단지 액체를
섭취하는 용도로 생각하여 완으로 명명하는 경우도 있으나 완이라는 용어는
대부완이라는 기종명에서 알 수 있듯이 액체를 섭취하는 용도 외에도 다양하
게 사용되기 때문에 적절한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형식 설정은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보다 과학적 방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형태적 차이
에 의거한 분류가 많이 이루어졌다. 형식을 설정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차
이를 구별하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으면 무의
미한 분류에 그치고 만다. 대부분의 형식 설정은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형태
를 중시한 분류에 치중하여 검증을 무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며 보다 객관적으로 형식분류와 검증의 단계를
거치고자 노력하였다.

Ⅲ. 컵형토기의 개념 정의
토기 분류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용도이며, 같은 용도끼리 모

8) 박광춘, ｢김해 죽곡리고분군 출토 가야토기 편년｣, 金海 竹谷里 遺蹟Ⅰ(下)2009.
9) 하승철, ｢소가야의 고고학적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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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분 출토 여러 가지 컵형토기

은 집합체를 기종이라고 부른다. 가야토기 중에서 현재 컵 모양과 닮은 토기
중에서 손잡이가 있는 경우 파배라고 부르는 연구자가 많다. 그러나 현재 우
리가 사용하고 있는 컵과 닮은 가야토기는 [그림 2]에서와 같이 손잡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손잡이가 고사리모양으로 말린 것 등 다양한 형태가 출토되고
있다. 파배라는 기종명이 현시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근 대성동 91호분
에서 손잡이가 없는 컵형토기가 발굴되었기 때문이다. 대성동 91호분 출토 손
잡이 없는 컵형토기가 파배보다 빠른 연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파배의 이른
형식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뿐 아니라 가야는 여러 정치체로 나누어
져 있었기 때문에 합천지역과 같이 파배보다 손잡이가 없는 컵형토기가 유행
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황사리 47호분에서 형태가 극단적으로 다른 3종
류의 컵형토기가 출토되고 있어 손잡이가 달린 토기라고 해서 용도가 같지 않
음을 뜻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림 2]의 3번과 5번의 구경/기고를 비교했을
때 3번은 1 이하의 수치가 나오는 반면 5번은 1 이상의 수치를 가진다. 구경/
기고가 1 이하인 경우 동부의 형태가 세운 직사각형(

)과 가까운 형태를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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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구경이 기고보다 큰 수치일 경우 납작한 직사각형(

)형태를 가진다. 손

잡이가 달린 토기라도 동체의 형태가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용도의 차
이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즉, 납작한 직사각형은 액체를 많이 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담아도 쉽게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동부가 세운 직사
각형에 가까운 컵형토기는 액체를 많이 담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례에 있어
술과 같은 액체를 부어 여러 행위를 함에 있어 흘릴 가능성이 적다. 그러므로
손잡이가 달렸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
니라 또 손잡이가 없다고 해서 용도가 다르다고 단언하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종래의 파배라는 개념보다 현재 컵 모양과 닮은 액체를 담는
용기로써 컵형토기가 가야토기 중 하나의 기종명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컵형토기는 파수에 의해 정의하는 것보다 동체의 형태로 정의하는 것이 더 낫
다. 동체의 형태가 동부최대경과 구경이 기고보다 낮은 수치인 세운 직사각형
에 가까운 형태가 현재의 컵과 유사하다. 초기의 컵형토기는 세운 직사각형의
동부를 가지지만 5세기 이후가 되면 동부최대경과 구경이 기고와 거의 같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변화하는 것으로 컵형토기를 정의하고자 한다.

Ⅳ. 중심지역 형식 분류와 검증
지금까지 가야의 많은 유적에서 컵형토기가 발굴 되었으나 형식 분류와 편
년을 검토하는데 있어는 [표 1]에서와 같이 비교적 많은 출토 예를 보이는 4개
의 중심지역을 대상으로 한정한다. 이 외의 지역의 컵형토기에 대해서는 자료
가 좀 더 보완되면 차후 논하기로 하겠다. 4개의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출토
예를 보이고 있는 곳은 금관가야의 중심지인 김해지역이다. 금관가야의 최상
층 지배자 무덤이 조영된 대성동과 양동리고분군의 경우 출토 예가 아주 적은
데 비해 이 보다 낮은 계층의 무덤인 망덕고분군과 죽곡리고분군에서 출토 예
가 더 많다. 함안 아라가야의 경우 목곽묘와 석곽묘의 출토비율이 거의 비슷
10) 대성동고분군과 양동리고분군에서는 컵형토기가 추가로 확인되지만 미보고되어 정확한 출토위치
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11) 고령 지산동 고분군 가운데 발굴조사 된 지역에 한하여 출토 유구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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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적별 묘제에 따른 컵형토기 출토 유구 수
묘제

지역

목곽

석곽

석실

옥전

17

2

-

저포

6

-

-

도항리

10

11

2

오곡리

3

-

-

김해10)

대성동
양동리
망덕
여래리
예안리
가달
죽곡리
화정

2
1
12
3
1
-

1
7
1
2
23
6

1

고령11)

지산동

-

36

-

유적명

합천
함안

40
35
30
25
20
15
10
5
0
옥
전

저
포

도
항
리

오
곡
리

대
성
동

목곽

양
동
리

여
래
리

망
덕

석곽

예
안
리

가
달

죽
곡
리

화
정

지
산
동

석실

하지만 합천 다라국은 목곽묘에서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고령의
대가야는 석곽묘에서 압도적인 출토 예를 보이고 있다. 합천의 경우 목곽묘에
비해 석곽묘도 비교적 많이 발굴되었으나 의외로 석곽묘에서의 출토 예가 적
다. 고령의 경우 목곽묘의 조사 예가 극히 적어 묘제에 따른 컵형토기 출토 비
율을 논하기는 어렵다. 다만 컵형토기가 목곽묘에서도 유행하지만 목곽묘보
다 늦게 유행하는 석곽묘에도 출토되고 있어 컵형토기의 유행이 늦은 시기까
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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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해지역 컵형토기 형식 분류와 검증
김해지역은 다른 가야 지역에 비해 일찍부터 발굴 자료가 축적된 탓에 편년
연구가 먼저 진행되었다. 다만 가장 출토 예가 많은 고배에 너무 편중된 나머
지 컵형토기에 대한 연구는 소홀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가야의 다른 정치체에 비해 컵형토기가 가장 많은 출토 예를 보이

[그림 3] 김해지역 컵형토기의 형식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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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수량적으로 많고 이른 시기
에 출현하여 빠른 형식 변화를 보이는 고배에 더 주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금관가야의 컵형토기가 고배보다 늦게 출현하여 유행하지만, 고배만큼
상당히 오랫동안 유행하게 된다.
[그림 3]은 김해지역 고분 출토 컵형토기를 손잡이의 유무, 구연부와 경부의
유무, 돌대의 위치, 구경과 동부최대경의 관계 등을 참고하여 6형식으로 분류
하여 보았다. 1형식은 손잡이가 없고 구경이 저경보다 큰 무파수컵형토기, 2
형식은 C자형 손잡이(파수)가 생기면서 구연부 아래에 돌대가 출현, 3형식은
구연부 아래에 모여 있던 돌대가 동부로 확산된다. 4형식은 저부에 비해 구연

[그림 4] 김해지역 컵형토기 형식과 동반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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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더 넓어지고 2조의 돌대에 의해 동부가 구획 된다. 5형식은 손잡이가 작
아지고, 외반하는 경부가 생기면서 동부최대경이 구경에 있던 것이 동부에 위
치하게 된다. 6형식은 5형식에 비해 경부가 직립하며, 동부최대경이 동부 중

[그림 5] 금관가야 고배 표준형식과 연대(박광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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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
형식 설정은 가능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동부 문양
의 유무, 손잡이의 유무와 같이 계측할 수 없는 속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적 속성으로 추정되는 여러 속성을 참고로 형식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것은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림 4]
에서 동반 유물에 의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가야토기 핵심 기종인 고배·중형
호·기대는 형식 변화를 이해하기 쉽고, 변화하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다른
기종에 비해 검증하기 쉽다. [그림 4]는 컵형토기와 동반하는 고배·중형호·
기대 중에서 두 기종 이상 동반관계에 의해 검증하였다. 여기서 대성동 91호
분 출토 1형식은 외절구연고배보다 빠른 단계의 고배와 동반한다.
[그림 5]의 금관가야 토기 편년표에 의하면 무개 2형식인 양동리 235호분
고배와 유사하다.
컵형토기 2형식은 외절구연무개고배와 동반하지만 중형호와 기대의 형식
은 중경호와 화로형기대와 동반한다. 컵형토기 3형식은 장각의 외절구연무개
고배와 동반하며, 중형호와 기대의 형식은 각각 장경호와 발형기대에 해당한
다. 컵형토기 4형식은 각부가 사다리꼴인 이단투창유개고배와 대부장경호와
동반한다. 컵형토기 5형식은 각상부가 급격히 줄어든 이단투창유개고배와 대
부장경호와 동반하며 6형식은 단각고배와 대부장경호가 동반한다. 따라서 김
해 금관가야 컵형토기의 형식 분류는 동반하는 고배·중형호·기대에 의해
검증할 수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6개 형식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2. 함안지역 컵형토기의 형식 분류와 검증
함안지역 컵형토기는 연구사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미 몇몇 연구자에 의해
형식 분류가 이루어졌다. 그 중 박광춘은 형식을 추출하는데 있어 수치로 나
타낼 수 있는 4개의 속성에 의해 통계학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1]에 제
시된 4형식 외에 외반 구연을 가지는 컵형토기를 더 추가하여 5형식으로 형식
분류한 바 있다12). 최근 함안지역 고분 조사가 진행되어 더 많은 컵형토기 자

12) 박광춘, 앞의 책(2008), 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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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과거 형식 분류를 참고하여 [그림 6]에서 형식 분
류를 시도하였다.
[그림 6]과 같이 함안지역은 김해지역과 마찬가지로 크게 6형식으로 형식
분류할 수 있다. 1형식은 김해지역과 동일한 무파수 컵형토기이며, 2형식은 손
잡이가 생기면서 구연부 아래에 돌대가 출현하고 있다.
3형식은 돌대가 구연부와 동부에 둘러지며, 구연부가 외반하고 있다. 4형식

[그림 6] 함안지역 컵형토기 형식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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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앞 형식과 다르게 구연부에 있던 최대경이 동부 중간으로 이동하면서 동부
가 약간 불룩해진다. 5형식은 동부 중간이 더욱 불룩해지면서 동부최대경이
동부 중간에 위치한다. 6형식은 구경과 저경이 넓어짐에 따라 기고가 점차 낮
아지고, 동부에 돌대가 많이 배치된다.
함안지역의 컵형토기 형식 분류도 김해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배·중형호·
기대의 동반 관계에 의해 [그림 7]에서 검증하여 보았다. 도항리 42호분에서 1
형식과 함께 2형식도 같이 동반하고 있어 1형식과 2형식은 시간적 차이를 명
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다만 김해지역의 경우 무파수 컵형토기가 출토하는 1
형식이 명확히 시간적으로 앞서고 있고, 도항리 41호분의 경우 2형식만 출토

[그림 7] 함안지역 컵형토기 형식과 동반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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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유구도 있으므로 함안지역에서도 김해지역과 마찬가지로 1형식과 2형식
의 시간적 차이를 유출해 볼 수 있다.
3형식 이하는 고배·중형호·기대의 형식 변화를 참고하면 시간적 선후 관
계를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검증할 수 있다13).

3. 합천지역 컵형토기 형식 분류와 검증
합천지역 컵형토기의 형식은 [그림 8]에서와 같이 크게 5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1형식은 무파수로 구연부 아래에 돌대를 둘러 구연부와 동부를 구분

[그림 8] 합천지역 컵형토기 형식과 특징
13) 박광춘, 앞의 책(2008), 206~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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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2형식은 구연부 아래쪽에 돌대를 둘러 그 위에 양쪽에 귀(兩耳)를
붙인 것이다. 3형식은 구경이 저경보다 크며, 동체부에 손잡이가 부착된 것이
다. 4형식은 2형식과 형태적으로 비슷하나 동부 하단에도 돌대를 둘렀으며,
구경과 저경이 더욱 넓어지는 방향으로 형식 변화한다. 5형식은 동부가 부풀
어 동부최대경이 동부 중간으로 이동하게 된다. 형식 검증은 [그림 9]에서와
같이 동반 유물에 의해 실시하였다. 합천 1형식으로 설정한 무파수 컵형토기
가 출토하는 저포리 B지구 12호분에서 출토한 무개고배와 화로형기대는 합천
지역 가야토기 편년표의 Ⅲ기인 4세기에 해당된다14). 2형식으로 분류한 옥전
68호분 출토 컵형토기는 발형기대와 동반하고 있고, 3형식으로 분류한 옥전
27호분 컵형토기는 화로형기대와 동반하고 있어 기대만으로 형식 검증을 하
면 3형식을 2형식보다 빠르게 볼 수 있다.

[그림 9] 합천지역 컵형토기 형식과 동반유물(2·3형식은 동시간대)
14) 박광춘, 앞의 책(1990), 103~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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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옥전 68호분에서는 1형식 컵형토기가 동반하고 있으므로 양이부무파
수 컵형토기를 2형식으로 설정하였다. 컵형토기를 진화론적 시각으로 보면 2
형식이 3형식 보다 빠른 것 같지만 동반하는 기대의 형식 비교로 보면 3형식
이 2형식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같은 시간대에 유행
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같은 시간대에 유행하는 두 개의 형식을 굳이 형식 분류하는 것은 형식은
시간의 지표이면서도 공간의 지표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지
표로써 형식을 설정한다면 2형식은 없어도 되지만 공간의 지표로써 형식 개념
을 생각해서 형식 분류에 포함시켰다. 즉, 2형식과 3형식은 같은 시간대에 유
행하지만 2형식은 합천지역의 지역색을 나타내는 형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형식 분류하였다.

4. 고령지역 컵형토기 형식 분류와 검증
고령지역은 5세기 이전에 정식 발굴된 컵형토기 자료가 거의 없으므로 5세
기 이후의 자료만으로 형식을 분류하게 되었다. [그림 10]에서 크게 3형식으로

[그림 10] 고령지역 컵형토기 형식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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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분류할 수 있다.
1형식은 구경이 저경보다 크며, C자형 혹은 궐수형 파수가 부착된 것이다.
2형식은 동부 형태가 호상으로 변화하며, 파수는 궐수형으로 완전히 변한다.
3형식은 동부에 파상문이 대부분 시문되면서 저부가 납작해진다.

[그림 11] 고령지역 컵형토기 형식과 동반유물

[그림 11]에서 동반하는 고배의 형식으로 볼 때 1형식은 지산동 124호분 출
토 이단투창무개고배와 동반하며, 2형식은 지산
동 81호분과 같이 이단투창유개고배, 3형식은
일단투창유개고배가 동반하고 있으므로 검증이
가능하였다. 이 외에 중형호와 기대에 형식 비교
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하였다. 고령
지역 컵형토기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궐수형 파
수로 [그림 12]에서 분석 대상 33개 중에서 31개
가 궐수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령지역 컵형토
기의 지역색은 궐수형 파수로 표출된다.

[그림 12] 지산동고분군 출토 컵
형토기 파수형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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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출현과 확산
가야지역 중 컵형토기가 가장 많은 출토 예를 보이고 있는 김해·함안·합
천·고령지역을 중심으로 형식 분류한 결과 김해·함안지역은 6형식, 합천지
역은 5형식, 고령지역은 3형식으로 형식 분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역에 따
라 형식 차이를 보이는 것은 컵형토기의 출현 시기와 유행 시기가 다를 뿐 아
니라 지역색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확연한 형식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혈식석곽묘보다 이른 목곽묘의 발굴 자료
가 부족한 탓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으나 컵형토기의 중심 유행지역이 아닐
가능성도 크다. 본장에선 어떠한 계기로 컵형토기가 출현하여 확산되었는가
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가야 컵형토기의 출현 배경
가야 4개 지역 컵형토기의 형식 분류는 앞 장에서 동반 유물의 통해 형식
검증을 시도했으며 그 결과 보다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였다. 형식 검증에
있어 가능한 한 동반하는 여러 기종을 선택하여 검증하면 보다 객관적인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동일 시간대를 설정하기가 한층 수월하다. 컵형토기
형식과 동반하는 고배·중형호·기대의 형식을 참고로 하여 [그림 13]과 같이
각 지역별로 동일 시간대에 의한 컵형토기 형식을 비교할 수 있다. 이 그림에
서 파수가 없는 컵형토기가 김해, 함안, 합천지역에서 먼저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해 금관가야는 가장 빠른 1단계로 동반하는 고배의 형식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파수 컵형토기의 출현 배경은 무엇인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출
현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금관가야 도공이 발명한 것인지 아니면 금속기 혹
은 칠기·유리 제품 등을 모방하여 토기로 제작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가야 컵형토기 중에서 가장 빠른 형식이 출토된 대성동 91호분에서는
로만글라스가 출토되어 이 시기에 이미 유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성동 91호분보다 약간 늦은 시기인 외절구연고배가 부장된 대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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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지역별 컵형토기 교차형식(금관가야 고배 기준)

70호분 주곽에서도 로만글라스 파편이 확인된 점도 이러한 추정을 가능케 하
고 있다. 대성동 91호분에서 출토된 로마글라스 편은 유리병의 견부 혹은 파
수 등에 붙였던 장식으로 추정되고 있다15). 로마에서 유리병의 용도는 포도주
를 담는 용기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세기에 축조된 황남대총 남분
에서는 봉수형 유리병과 함께 유리컵도 출토되었는데 이 컵은 무파수컵형토

15) 박천수, ｢古代 東北亞細亞 出土 琉璃器의 移入經路와 歷史的背景｣, 한국고고학보 101, 한국고
고학회, 2016, 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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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유사하다. 대성동 91호분에서 출토된 로만글라스 편은 유리병의 견부인
지 손잡이 부분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유리병의 부분이었다면 황남대총과 같
이 유리컵도 같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유리컵이 사용되었다고 가
정하면 유리컵을 모방하여 금관가야 도공이 컵형토기를 제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가야에서 로만글라스에 대한 자료가 좀 더 증가하기를 기대하며
여기에서는 무파수 컵형토기가 유리컵을 모방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
해 두고자 한다.
현재 발굴된 유물 중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가야 무파수 컵형토기
의 시원은 [그림 14]의 다호리 150분 출토 컵형토기를 들 수 있다. 다호리 150
호분 회백색연질 컵형토기는 원삼국시대 지표유물인 주머니호와 동반하므로
A.D. 1세기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컵형토기는 구경과 저경
보다 동부 폭이 좁은 것으로 보아 다호리 1호분 출토 컵형 칠기를 모방하여 제
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호리 1호분은 전한경인 성운문경이 출토되었으므로
기원전 1세기의 무덤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 컵형토기의 시원을 다호리 150
호분에서 구하는 것은 연대상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대성동 91호분
컵형토기와 보다 형태적으로 비슷하고 연대적으로 가까운 것은 [그림 14]의 중
산리 Ⅷ-90호분과 중산리 Ⅶ-1호분 출토 컵형토기를 들 수 있다.

[그림 14] 무파수 컵형토기 출토 유구와 동반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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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관가야에서 컵형토기가 가장 먼저 출현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지리
적으로 가까운 다호리고분군에서 시원을 구할 수 있었고 그 전통이 이어져 김
해지역에서 무파수 컵형토기가 제작되었을 것이다.
토기제작기술에 있어서 금관가야가 고배와 같은 핵심 기종을 가장 먼저 제
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선진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16).

2. 가야 컵형토기의 확산과 지역색
가야 4개 지역 컵형토기를 동일 시간대에 의해 [그림 13]에서 비교해 본 결
과 금관가야에서 가장 먼저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컵형토기 형식 중
에서 대성동 91호분 출토품과 같은 무파수형식이 먼저 출현하여 주변 지역으
로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후 C자형 손잡이가 부착된 컵형토기로 형식
변화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야 각 지역에 유행하게 되었다. 지역색의 발현은 3
단계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4단계에 각 지역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종래 가야 컵형토기의 출현에 대한 해석은 연구사에서도 알아보았듯이 함
안의 아라가야와 합천 다라국의 컵형토기 연구가 금관가야보다 일찍 연구가
됨에 따라 이 지역들이 컵형토기가 가장 먼저 출현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
지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김해 대성동 91호분 출토 무파수 컵형토
기가 가장 이른 형식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가야토기의 대표적
기종인 고배가 가장 먼저 출현하고 있는 것에서 비추어 보아 금관가야가 다른
가야 정치체에 비해 토기 문화 발전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컵형토기의 출현이 원삼국시대의 토기에서 시작되었던지 아니면 유리컵을
모방하여 제작되었던지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무파수가 가장
빠른 형식임은 분명하다. 다만 김해와 인접한 함안의 경우 금관가야와 동일하
게 무파수만 출토되는 유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도항리 42호분에서 무파수와
파수부 컵형토기가 동반하여 출토되고 있어 함안지역에서는 무파수 컵형토기
가 파수부 컵형토기와 동시에 출현했는지 혹은 무파수 컵형토기가 먼저 출현
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함안지역 컵형토기의 형식 변천으로 볼 때 무
16) 박광춘, ｢순서배열법에 의한 출현기 가야토기 연구｣, 석당논총 제63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
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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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 컵형토기가 가장 이른 형식임은 틀림없는 것 같다.
한편 합천지역에서도 무파수 컵형토기가 먼저 출현하고 있어 역시 이러한
형식이 가장 이른 형식임을 암시하고 있다. 합천지역에서는 무파수 컵형토기
에 돌대가 둘러지고 상부 양쪽에 귀와 같은 장식이 붙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와 같은 것은 합천지역 나름의 컵형토기 지역색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색은 4단계에 있어서 가야 각 정치체의 컵형토기의 지역색이 보다 뚜렷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고령의 대가야는 4단계 이전에 발굴된 유적이 소수에 불
과하여 컵형토기의 출현에서 형식 변천 양상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4
단계부터 유행하는 컵형토기의 형식은 다른 정치체와 같이 C자형 파수가 있
는 것도 있지만 궐수형이 부착된 것도 있다. C자형 파수가 출토된 유구는 대
가야 역사관 부지 10·43호분으로 2점 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림 12]에서 알
수 있듯이 궐수형이 대다수이다. 동부의 형태에 있어서도 5단계 이후에는 가
야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컵 모양을 하고 있으나 유독 고령지역은 동부 형태
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고고학 학계에서 대가야연맹설은 주로 토기 양식을 통해 연맹체의 영역과
동일 문화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과연 컵형토기로 이러한 학설을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종래 대가야양식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고배와 중
형호의 한 형식인 유개장경호 등의 기종으로 설명하고 있다17). 비록 컵형토기
가 대가야 핵심 양식에 속하지 않는 형식이란 비판이 있을수 있지만 장송 의
례에 필수적인 컵형토기는 대가야 연맹체라는 동일 정치 집단에 소속된다면
비슷한 용기를 사용해야 마땅하다. [그림 13]에서 합천지역과 고령지역의 컵
형토기 형식이 다른 것은 같은 연맹체로 해석하기 어렵다. 만약 대가야가 연
맹체의 맹주국으로 활약했다면 컵형토기에 있어 고령과 같은 형식이 합천지
역에 유행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로서 고령의 대가야는 궐수형 파
수를 가진 컵형토기가 극단적으로 유행하는 유일한 지역이라 컵형토기를 통
해 보았을 때 대가야연맹설은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기 어렵다.

17) 윤용진·박천수, ｢土器로 본 大伽耶｣, 가야고고학논총 3，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0, 47~91
쪽.
박천수, ｢토기로 본 대가야권의 형성과 전개｣, 대가야의 유적과 유물, 대가야박물관, 2004,
219-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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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가야 컵형토기는 현재 우리가 사용되는 컵 모양과 매우 유사하여 그 시원과
출현 배경에 대해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컵형토기는 파배라는
명칭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파수가 없는 형태가 컵형토기의 가장 이른
형태로 추정되며, 이러한 형태가 집중적으로 유행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손
잡이에 의한 파배라는 명칭보다 동체부의 형태에 따라 정의하는 것이 보다 타
당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컵형토기는 파수에 상관없이 동체부의 형태가 세
로로 세운 직사각형에 가까운 것으로 정의하였다.
컵형토기는 주거지보다 고분에서 출토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일상
생활 용기보다 제기로서 사용되는 빈도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기로서
컵형토기의 역할은 의례 행위에 있어 술과 같은 중요한 액체를 담아 사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용기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가야 정치체 중에서 가장 이른
형식의 컵형토기가 출토한 예는 대성동 91호분 출토 무파수 컵형토기를 들 수
있다. 금관가야에서 가장 이른 컵형토기가 출현하는 배경에는 가야의 다른 정
치체에 비해 전반적인 토기 문화 발전에 있어 선진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금
관가야에서 출현한 컵형토기는 이후 아라가야, 다라국 등 주변지역으로 확산
되어 간다.
컵형토기는 가야 각 정치체에서 고배와 같은 핵심 기종에 비해 생산되는 수
량은 적었지만 의례 행위에 있어 주로 사용되는 어떤 특수한 용도로 제작되어
주로 고분에 부장되었다. 그 시원은 원삼국시대의 회백색연질의 무파수 컵형
토기에서 구할 수 있으며, 원삼국시대 컵형토기는 다호리 1호분 출토 무파수
컵형 칠기를 모방하여 제작되었다. 이 후 컵형토기에 파수가 부착되어 형식
발전을 거듭하게 되며, 3단계인 4세기부터 지역색을 보이기 시작하여 4단계
인 5세기 이후부터 지역색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특히 고령의 대가야에서
는 궐수형 파수가 극단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다른 정치체와 크게 대비된다.
종래 5세기 이후 대가야연맹설을 뒷받침하는 대가야양식은 컵형토기로는
설명할 수 없다. 대가야가 후기 가야연맹의 맹주국이었다면 대가야에서 행해
진 장송의례에서 사용되던 궐수형 컵형토기가 적어도 연맹권역이라는 합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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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유행해야 된다. 그러나 궐수형 컵형토기가 고령지
역에서만 주로 출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가야연맹체라는 학설을 컵형토
기로는 설명할 수 없다. 최근 가야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검토한 지역 외의 자료가 확보된다면 보다 새로운 컵형토기의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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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ocess of Appearing and Diffusion of the
Gaya Cup-shaped pottery
Park, Kwang choon ․ Kim, Da bin
The number of the Cup-shaped pottery is increasing in recently
excavated the Gaya ancient tombs. This study was begun with questions
about when the Cup-shaped pottery similar to the shape of a cup currently
used appeared in Gaya, and what process of changes and local color are
showed. The Cup-shaped pottery had been named “把杯” by existing
researchers because they have handles, however, it is better to define them
by the shape of their body than by their handles for evolutionary
Typological explanation. Therefore, The Cup-shaped pottery which
resemble the shape of a cup currently used can be defined as a long
rectangle shape without references to the presence of a handle. The form
classification and verification of the Cup-shaped pottery were proceeded
mainly about the ancient tombs of Gimhae, Haman, Hapcheon and
Goryeong where have many examples of excavation. As a results, Gimhae
and Haman were classified as type 6, Hapcheon was 5type, and Goryeong
was 3type. These format classified by region were verified through
accompanied type arrangement of other pottery.
The local color for each polity was expressed since 4C which is stage 3,
and it became more obvious since 5C which is stage 4. Especially, in
Goryeong, there are some apparent differences from other polities.
So it can be pointed out at this point that the theory of Dae Gaya
Confederacy has some problems. Comparing the format of each region of
the same period, the Cup-shaped pottery without handle were first
appeared at Daeseong-dong tomb No. 91. It can be judged that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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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tery were spread from Geumgwan Gaya to neighboring areas like
Haman and Hapcheon, because the pottery from Haman and Hapcheon
were found 1 stage later.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origin of the
Cup-shaped pottery without handle are the lacquerware from Dahori tomb
no 1 and soft light gray Cup-shaped pottery from Dahori tomb no 150, or
they can be thought that they may imitated Roman glass cups.
Key Word : Cup-shaped pottery, Appearance, Diffusion, Pottery type,
Local-color, Geumgwan G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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