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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世紀後半 釜山式高杯의 變遷과 意味

배 효 원*

1)

| 목 차 |

Ⅰ. 序

Ⅱ. 型式分類

Ⅲ. 段階設定  編年

Ⅳ. 5世紀後半 釜山式高杯의 變遷과 意味

Ⅴ. 結語

| 국문 록|

부산지역은 5세기대 토기문화의 전환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전대의 고식도질토기문화기부터 토기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였고, 400년에 

촉발된 고구려군 남정 이후에도 신식도질토기의 출현 및 확산을 주도하였다. 또한, 

황남대총남분으로 상징되는 신라의 영향력 하에서도 나름의 독자적인 토기문화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황남대총남분 이후, 신라토기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토착 

지역양식이 소멸하고 신라토기문화로 일변한다.

부산지역 토기의 연구는 5세기 전반대를 전후하여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복천동고분군의 유물을 통한 편년이나 정체성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본고는 미

흡한 부분이었던 5세기후반대의 토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3단각교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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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배의 속성분석을 통해 토기문화의 전개 양상을 파악하였고, 형식을 더욱 세분

하여 살펴봄에 따라 5세기 후반대를 나눌 수 있는 획기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

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5세기후반의 부산식고배로 명명된 각단이 내사향하며 凹면처리된 고배의 세부 

속성분석을 하였으며, 기존에 관념적으로 행해오던 4분기법을 세분하여 그 획기

를 설정할 수 있을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부산지역 토기문

화를 황남대총남분 토기의 영향으로 생각하던 기존 인식과는 달리 5세기 3/4분기 

전반대까지는 재지의 토기문화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

고 황남대총남분 토기의 영향을 받은 5세기 3/4분기 후반대 이후에도 신라토기문

화의 영향 하에 재지 토기문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의 토기 연구를 통해 ‘교호투창고배=신라토기’라는 선입견과 3단각고

배 → 2단각고배의 도식화된 형식변화에 대한 인식이 재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 5세기후반, 교호투창고배, 3단각고배, 신식도질토기, 부산식고배, 복천동

고분군, 연산동고분군.

Ⅰ. 序

부산지역 토기의 연구는 5세기 전반대를 전후하여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복천동고분군의 유물을 통한 편년이나 정체성의 연구가 주

를 이루었으며 22·21호분, 11·10호분의 연대와 성격, 나아가 53호분까

지가 주된 연구 대상이었다.

이에 반해 5세기 후반 이후의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하지만 2000년

대 이후부터 복천동고분군 주변 지역의 수습 및 정비 복원으로 인한 소

형분의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5세기 후반대의 분묘가 보고1)되기 

1) 福泉博物館, 東萊福泉洞古墳群 -第6次發掘調査 141~153號·朝鮮時代 遺構-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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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복천동고분군 1차 

발굴조사보고서가 순차적으로 간행2)되어 기초자료가 축적되고 있다. 

또한, 2010년대에 3차에 걸쳐 실시된 연산동고분군의 발굴조사와 발굴

조사 보고서의 간행, 학술대회 개최 등으로 인해 연산동고분군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3) 이로 인해 부산지역의 삼국시대 고총고

분의 연구4)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부산지역에 대한 연구는 복천동고분군의 편년과 정치체의 

성격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신라 편입시기는 복천동 22·21호분, 

11·10호분에서 출토되는 교호투창고배(엇갈림투창고배)5)가 신라토기

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입장과 교호투창고배의 존재만으로 신라

토기의 영향을 논할 수 있는가의 주장으로 나눠지며 연산동고총고분 축

조집단의 정체성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복천동

22·21호분의 연대를 4세기중엽으로 보는 입장6)과 5세기 전반으로 보는 

福泉洞古墳群 第7次調査 報告, 2004; 東萊福泉洞古墳群 -第8次發掘調査 160~166
號-, 2008; 東萊福泉洞古墳群 -第8次發掘調査 167~174號-, 2010; 東萊福泉洞古

墳群 -第6次 發掘調査 126~132號墓-, 2015.
2) 釜山大學校博物館, 福泉洞古墳群Ⅶ, 2015; 福泉洞古墳群Ⅷ -4·7·12·13·30號墳-, 

2016; 福泉洞古墳群Ⅸ -15·17·18·23·37號墳-, 2017.
3) 釜山博物館, 蓮山洞古墳群 -연제체육공원 조성부지 조사-, 2012; 蓮山洞 M3號墳 -

연산동 고총고분군 2차 조사-, 2014; 蓮山洞 高塚古墳群 周邊 遺構 -연산동 고총고

분군 2차 조사-, 2014; 蓮山洞 M7·M10號墳 -연산동 고총고분군 3차 조사-, 2014; 
蓮山洞 M8號墳 -1987년도 조사-, 2014.

4) 金斗喆, ｢고총고분시대의 연산동고분군｣, 연산동 고총고분과 그 피장자들, 부산대

학교박물관, 2016. 沈炫㬚, ｢新羅·加耶 高塚古墳의 築造技術 -地域別 高塚 築造model
의 提示｣, 연산동고분군의 의의와 평가, 부산대학교박물관, 2013.

5) 交互透窓高杯, 상단과 하단의 투창을 서로 교차되게 뚫은 고배로 엇갈림투창고배라고 

부를 수 있다. 김원룡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동안지역은 교호투창, 서안지역은 일렬투창

이 확인되는 것을 신라·가야토기로 구분한 것을 시작으로 교호투창고배는 신라토기라

는 등식이 성립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

는 교호투창고배로 부르기로 한다. (金元龍, 新羅土器의 硏究, 乙酉文化社, 1960).
6) 李熙濬, ｢토기에 의한 新羅 고분의 分期와 편년｣, 韓國 古學報 36, 1997; ｢김해 禮

安里 유적과 新羅의 낙동강 西岸 진출｣, 韓國 古學報 39, 1998; 신라고고학 연구, 
사회평론, 2007. 朴天秀, ｢大加耶圈 墳墓의 編年｣, 韓國 古學報 39, 1998. 金大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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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7)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복천동고분군의 신라 편입 시기와 연결

지어 4세기 후엽 경 신라에 복속되었다고 하는 주장과 5세기 중엽 이후

에 편입되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5세기후반대 이후 부산지역 고분문화의 연구는 복천동고분군과 연

산동고분군 등 단위 유적 별 주요 유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고총고분군의 매장주체부, 봉분의 축조 방식에 대한 연구와 마구

류나 갑주류 등 위세품 위주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

를 통해 부산지역의 고분문화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었으나 

토기문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

근 부산지역 분묘출토 신식도질토기의 분류를 통한 토기문화권을 규명

하는 연구8)를 토대로 토기의 검토를 통해 부산지역 고총고분문화를 규

명하고자 한다.

연구 공간적 범위는 동일한 문화권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고김해만 연안의 고분군을 포함한 행정구역상 부산지역이다. 시간적 범

위는 고총고분문화를 중심으로 한 5세기 후반대의 신식도질토기를 대

상으로 하며, 계보관계가 뚜렷이 보이는 3단각교호투창고배를 통해 부

산지역 토기문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부산지역 금관가야설의 검토｣, 嶺南 古學 33, 嶺南 古學 , 2003.
7) 釜山大學校博物館, 東萊福泉洞古墳群Ⅰ, 1983. 申敬澈, ｢新羅土器의 發生에 대하

여｣, 韓日古代文化의 諸問題, 韓日文化交流基金, 1986. 安在晧, ｢福泉洞古墳群의 

編年｣, 복천동고분군의 재조명, 福泉博物館, 1997. 李盛周, ｢洛東江東岸樣式土器

에 대하여｣, 제2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1993. 金斗喆, ｢부산지역 고분문화의 추

이 -가야에서 신라로-｣ 港都釜山 19, 2003; ｢前期加耶와 新羅｣ 釜山大學校 古

學科 創設20周年 記念論文集, 2010. 洪潽植, ｢토기로 본 가야고분의 전환기적 양상｣, 
가야와 그 전환기의 고분문화, 國立昌原文化財硏究所, 2006. 

8) 趙晟元, ｢고분 출토 고배로 본 5세기대 낙동강하류역의 소지역성 연구｣, 嶺南 古學
55, 2010. 裵孝元, ｢釜山地域 墳墓出土 新式陶質土器 硏究 ｣, 釜山大學校 古學科 碩

士學位論文, 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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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型式分類

교호투창고배는 부산지역 신식도질토기의 대표 기종으로 5세기에 

출현하여 6세기 전반대까지 존속하는 기종이다. 본고에서는 부산지역

의 분묘에서 출토되는 5세기후반대의 3단각교호투창고배 455점을 대

상으로 형식분류를 실시하였다.

 1. 屬性分類

3단각교호투창고배의 속성은 배신의 형태와 구연구의 형태, 대각의 

형태, 대각 단을 구분하는 돌대의 개수, 투창의 개수, 각기부 돌대의 유

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유효한 속성을 추출하여 <그림 1~7>로 분

류하였다.

1) 각의 형태

대각의 형태는 완만하게 벌어지다가 대각의 중앙에서 한번 꺾이는 

것(1), 직선적으로 외반하는 것(2), 人자상으로 벌어지는 것(3), ∩자상

으로 볼록하게 벌어지는 것(4)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2)와 (3)은 명목

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나 (2)는 각기부에서 각단까지 일직선으로 이었을 

때 대각이 직선에 맞물리는 것, (3)은 각기부에서 각단까지 일직선으로 

이었을 때 대각이 맞물리지 않고 곡선적으로 벌어진 것을 기준으로 구

<그림 1> 각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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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였다.

2) 각단의 형태

각단의 형태는 바닥에 접하는 것(1), (凹)면처리되어 내사향하는 것

(2), 내사향하며 외측에 돌대가 돌아가거나 두툼하게 처리된 것(3), 직

사각형으로 처리되었으며 외반기미가 있는 것(4)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2> 각단의 형태

3) 구연부의 형태

구연의 형태는 직립하거나 직립하다

가 살짝 외반하는 것(1)과 내경하는 것

(2)으로 나눌 수 있다. 

4) 각 단 구분

대각 단을 구분하는 형태는 

상하단에 1조 돌대가 돌려진 

것(1), 상하단에 2조 돌대가 

돌려진 것(2), 상하단에 2-1조 

돌대가 돌려진 것(3)으로 나

눌 수 있다.

<그림 3> 구연부의 형태

<그림 4> 각단 구분 형태



5世紀後半 釜山式高杯의 變遷과 意味  105

5) 투창 개수

투창의 개수는 3개 혹은 5개를 엇갈

리게 뚫은 것(1), 4개를 엇갈리게 뚫은 

것(2)으로 나눌 수 있다. 투창의 개수

는 상하단에 3~5개를 엇갈리게 뚫는 

것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다가 4개를 

엇갈리게 뚫은 것으로 정형화되는 양

상을 보인다.

6) 투창의 형태

투창의 형태는 상단투창의 경우 가

로 2cm 내외 세로 3cm 내외로 장방

형의 형태를 띠며, 하단투창은 상단

투창과 비슷하거나 세로 길이가 짧은 

것이 확인된다. 상단투창과 가로·세

로의 길이가 비슷한 것을 장방형, 가로 2cm 내외, 세로 2.5cm 이하인 것

을 방형으로 구분하여, 상하단이 장방형-방형인 것(1)과 장방형-장방형

인 것(2)으로 나눌 수 있다. 

7) 각기부 돌 의 유무

배신과 대각의 접합부분인 각기부의 

돌대가 돌려지지 않은 것(1)과 돌대가 

돌려진 것(2)으로 나눌 수 있다.

<표 1>은 3단각교호투창고배의 속성을 각 유구별로 분류한 조견표

이다. 대각과 각단, 구연부의 형태적 속성을 조합하여 Ⅰ~Ⅳ형식으로 

<그림 5> 투창의 개수

<그림 6> 투창의 형태

<그림 7> 각기부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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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였다. 그 중 Ⅱ형식과 Ⅲ형식은 대각을 구분하는 돌대, 투창의 개

수와 형태 등 세부적인 속성을 조합하여 각각 a~c식, a~b식으로 세분하

였다.

대각의 형태는 완만하게 벌어지다가 대각의 중앙에서 한번 꺾이는 

것(1)에서 직선적으로 외반하는 것(2), 人자상으로 벌어지는 것(3)으로 

변화한다. ∩자상으로 볼록하게 벌어지는 것(4)은 형식학적 변화상을 

간취할 수 없으며, 외래토기문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표 1> 3단각교호투창고배의 속성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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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단의 형태는 바닥에 접하는 것(1)에서 (凹)면처리되어 내사향하는 

것(2)으로 변하며 특히 凹면처리되어 내사향하는 각단은 부산지역만의 

특징적인 속성으로 판단된다. 내사향하는 각단은 얇아져서 외측에 돌대

가 돌려지거나 내사향하며 직사각형으로 외측이 두툼하게 처리된 것(3)

으로 변화하며, 직사각형으로 외측이 두툼하게 처리된 각단(3의 우측)

은 외반기미가 있는 것(4)으로 변화한다. (3) → (4)의 변화상은 연속적

이기 보다는 외래토기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구연의 형태는 직립하거나 직립하다가 살짝 외반하는 무개식의 배신

(1)에서 내경하는 유개식의 배신(2)으로 변화한다.

대각의 형태와 각단의 형태, 구연부의 형태는 시간성을 간취할 수 있

는 주요 속성으로 조합을 통한 형식의 설정이 곧 시간성을 나타낸다.

그 외에도 대각을 구분하는 돌대의 수와 투창의 개수 및 형태, 각기부 

돌대의 유무를 조합하여 같은 형식 내에서도 선후관계를 나타낼 뿐 만 

아니라 지역성을 규명할 수 있다. 첫째로 대각 상·하단에 1조-1조 혹은 

1조-2조 돌려진 형태는 형식학적 변화상을 간취할 수 없는 속성으로 보

이나 초현기에 확인되므로 분류하였다. 중요한 것은 상·하단에 2조-2조

의 돌대가 돌려진 것(2)과 상·하단에 2조-1조 돌대가 돌려진 것(3)인데 

(2) → (3)의 시간성이 확인된다. 이러한 속성은 대각이 직선적으로 외

반하며 凹면처리되어 내사향하는 각단과 조합되는데 이러한 속성의 조

합을 통해 시간성과 지역성을 추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투창 3개 혹

은 5개를 교호로 뚫은 것(1)과 투창의 형태가 상·하단 장방형-방형인 것

(1) 또한 고식적인 요소가 강한 것으로 투창 4개를 교호로 뚫고(2) 투창

의 형태가 상·하단 장방형-장방형으로 조합되는 속성이 신식 요소이다.

배신과 대각의 접합 부분인 각기부의 돌대 유무로도 분류가 가능한

데 돌대가 돌려지지 않은 것(1)이 고식적인 요소이며 후행할수록 각기

부에 돌대가 돌려지는(2)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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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외래계 3단각교호투창고배의 속성조견표

<표 2>는 형식학적인 변화가 간취되지 않고 대각의 형태가 직선적으

로 외반하며 각단이 바닥에 접하는 형태와 대각이 ∩자상으로 볼록하게 

벌어지며 각단이 바닥에 접하거나 외측이 살짝 들린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크게 대별하여 Ⅴ·Ⅵ형식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2. 型式分類

3단각교호투창고배의 조합된 속성을 살펴보면 대각의 형태와 각단

의 형태, 구연부의 형태에 따라 대별되며 대각을 구분하는 돌대의 수와 

투창의 형태 및 개수의 속성을 통해 세분된다. 이러한 속성의 조합을 통

해 <표 3>과 같이 7형식으로 분류하였다.

Ⅰ형식은 1-1-1의 속성조합으로 총 42점 출토되었다. 무개식 배신에 

구연은 직립하는 형태로 대각은 완만하게 벌어지다가 대각의 중앙에서 

한번 꺾이는 형태이다. 장방형의 투창 3~5개를 교호로 뚫었다. 각단은 

접지면이 면처리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와질소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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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단각교호투창고배의 형식분류

투창의 형태는 상단 장방형 하단 방형의 형태이며 각기부에 돌대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Ⅱ형식9)은 2-2-2(1)의 속성조합으로 총 288점 출토되었다. 유개식의 

9) 金斗喆은 5세기 3/4분기가 되면 臺脚이 脚裾部를 가짐으로써 3단으로 구획되고 脚端

이 凹面의 內斜向 처리된 고배를 표지로 하는, 새로운 지역형식이 출현하며, 이를 ‘5세
기후반의 부산식고배’로 정의하고 있다(金斗喆, 앞의 논문, 2003, 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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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에 직선적인 대각을 가진 것으로 개는 공반하지 않는다. 각단은 내

사향하며 凹面처리되었다. 대각을 구분하는 돌대의 수와 투창의 개수 

및 형태로 a~c식으로 세분할 수 있다. Ⅱa형식은 대각을 구분하는 돌대

가 2-2조 돌려져 있으며, 투창의 형태는 상단 장방형 하단 방형, 투창의 

개수는 3·5개로 109점 확인된다. Ⅱc형식은 대각을 구분하는 돌대가 

2-1조 돌려져 있으며, 투창의 형태는 상단 장방형 하단 방형, 투창의 개

수는 4개로 130점 확인된다. Ⅱb형식은 a식과 c식의 속성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49점 확인된다. 

Ⅲ형식은 3-2(3)-1(2)의 속성조합으로 총 71점 출토되었다. 대각은 人

자상으로 곡선적으로 벌어지며, 각단은 내사향하며 凹面처리되거나 직

사각형으로 처리되었다. 각단의 형태로 a~b식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Ⅲ

a형식은 3-2-1의 속성조합으로 기벽이 얇고 녹로성형흔을 의도적으로 

지우지 않은 것이 특징으로 43점 확인된다. Ⅲb형식은 3-3-1(2)의 속성

조합으로 기벽이 두껍고 배신부가 둥글게 처리된 것이 특징으로 28점 

확인된다. 

Ⅳ式은 3-4-2의 속성조합으로 21점 출토되었다. 대각은 人자상으로 

곡선적으로 벌어지며, 각단은 직사각형으로 처리되어 외반기미를 보이

는 것이 특징이다.

Ⅴ·Ⅵ형식은 외래계 고배로 판단된다. 속성조합의 정형성은 보이지 

않지만 본고의 논지 전개를 위해 편의상 Ⅴ·Ⅵ형식으로 분류하였다. 

Ⅴ형식은 각단과 구연부의 형태에 따라 a~b형식으로 세분되며 총 16

점 출토되었다. Ⅴa형식은 2-1-1의 속성조합으로 직선적으로 외반하는 

대각에 각단은 바닥에 접하며, 무개식의 배신이며 10점 확인된다. Ⅴb

형식은 2-3-2의 속성조합으로 직선적으로 외반하는 대각에 각단은 직

사각형으로 처리되었다. 구연이 내경하는 유개식으로 6점 확인된다.

Ⅵ형식은 4-1-1의 속성조합으로 17점 출토되었다. 대각은 ∩자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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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록하게 벌어지며 각단이 바닥에 접하거나 외측이 살짝 들린다. 구연

은 직립하거나 살짝 외반한 무개식의 형태이나 개가 공반되지는 않는다.

<표 4> 외래계 고배의 형식분류

Ⅴ·Ⅵ형식을 분류하여 <표 4>로 나타내었다. 외래계토기이기 때문에 

형식간의 조열이 되지 않지만 같은 지역계의 토기로 예를 들면, 창녕계

토기가 Ⅴa·Ⅴb형식으로 유입된 경우는 조열이 가능하므로 계보관계가 

분명치 않더라도 편의상 동일형식으로 분류하였다.

Ⅲ. 段階設定  編年

1. 段階設定

본 절에서는 <표 5>와 같이 3단각교호투창고배가 출토된 유구의 순

서배열을 통해 단계를 설정하였다. 단계설정의 획기는 5세기후반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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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고배라 할 수 있는 Ⅱ형식을 기준으로 Ⅰ형식과 Ⅱa형식이 공반하

거나 Ⅱa형식이 출토되는 시기를 Ⅰ단계, Ⅱb형식이 출토되는 시기를 

Ⅱ단계, Ⅱc형식이 단독으로 출토되는 시기를 Ⅲ단계, Ⅲ·Ⅳ형식만이 

출토되는 시기를 Ⅳ단계로 분기하였다.

<표 5> 3단각교호투창고배가 출토된 유구의 순서배열표

Ⅰ단계는 Ⅰ형식과 Ⅱa형식이 확인된다. 타 고배를 살펴보면 외절구

연고배와 일렬투창유개고배가 잔존하며, 5세기2/4분기의 부산식고

배10)가 안정적으로 부장된다. 통형·발형의 기대류와 장·단경호의 세트

부장이 확인되며, 대호의 발치매납 양상이 확인되어 ‘부산식 기종조합

상’11)이 확인된다.

10) 대각이 2단으로 되어 있고 상단이 하단보다 길며 脚端의 외측이 두툼하게 처리된 것

을 지표로 한다. 복천동11·10호분을 중심으로 한 5세기전반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釜山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1983, 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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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단계는 Ⅱa형식이 소멸하고 Ⅱb형식과 Ⅱc형식이 공존한다. 특히, 

Ⅱb형식은 Ⅱa형식과 Ⅱc형식의 속성이 혼재된 형식으로, 대각을 구분

하는 돌대의 개수가 2-2조 혹은 2-1조, 투창의 개수가 3·5개 혹은 4개, 

투창의 형태가 상하단 장방형-방형 혹은 장방형-장방형으로 다양한 속

성조합상이 간취된다. 또한, 전단계까지 중~대형분에 안정적으로 확인

되던 ‘부산식 기종조합상’이 한~두 개 기종이 결락된 채 확인된다는 점

이 특징적이다.

Ⅲ단계는  Ⅱb형식이 소멸되고 Ⅱc형식만이 잔존하며, Ⅲ~Ⅳ형식이 

확인된다. 전단계에 비해 ‘부산식 기종조합상’이 안정적으로 확인되나 

출토 수량이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Ⅳ단계는 Ⅱ형식이 완전히 소멸하며 Ⅲ형식이 안정적으로 출토된다. 

기대류나 대호류의 부장이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호류의 단독 부장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2. 編年

본 절에서는 순서배열을 바탕으로 연대를 비정하였다. 앞의 <표 5>

를 살펴보면 Ⅱ형식의 전개 양상을 통해 분기를 나눌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연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Ⅱ형식의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연대를 비정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연대관과의 정합성을 검토

하여 연대관을 보증하고자 한다.

<표 6>은 Ⅱ형식의 세부속성을 나타낸 조견표이다. 대각을 구분하는 

돌대의 개수와 투창의 개수, 투창의 형태적 속성을 조합하면 Ⅱa형식은 

11) 5세기 2/4분기부터 부산식고배의 부장과 함께 호류를 기대에 얹어서 부장하며 발치

에 구덩이를 파서 대호를 매납하는 양상이 복천동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부산지역

에 나타나는데 이를 부산식 기종조합상이라 명명한다(裵孝元, 앞의 논문, 2018a,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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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을 구분하는 돌대의 개

수가 2조-2조, 투창 3·5개, 

투창의 형태는 장방형-방형

의 속성이 조합된다. Ⅱc형

식은 이와는 반대로 대각을 

구분하는 돌대의 개수가 2조

-1조, 투창 45개, 투창의 형

태는 장방형-장방형의 속성

이 조합된다. 

Ⅱa형식과 Ⅱc형식이 공

존하는 유구는 복천동53호

분과 오륜대 9·10호분 2기이

다. Ⅰ단계로 비정된 2기의 

유구는 이혈주·부곽식의 대

형분으로 고식의 요소와 함

께 새로운 형식을 창출하는 

시도가 행해졌던 것으로 판

단된다. 즉, Ⅰ단계에는 Ⅱa

형식으로 대별되는 5세기후

반의 부산식고배의 초현형

식인 Ⅰ형식이 출현하여 Ⅱa

형식으로 정형화되는 단계

로 5세기 2/4분기 후반에서 

5세기 3/4분기 전반의 연대 

비정이 가능하다.

Ⅱ단계는 출현기부터 정

<표 6> Ⅱ형식 고배의 속성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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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화되어 부장되던 Ⅱa형

식이 소멸하며 대각을 구분

하는 돌대의 개수와 투창의 

개수, 투창의 형태적 속성

이 혼재되는 양상이 확인된

다. 즉 <표 1>의 돌대 2·3의 

속성과 투창 1·2, 투창형태 

1·2속성이 혼재되어 2-1-2

의 조합을 제외한 7가지의 조합 이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 속에서도 Ⅱb형식이 부장되는 유구에 Ⅱc형식이 공반되

는 양상 또한 확인되는데 복천동30호분과 연산동M10호분 등 토기류의 

부장량이 월등하거나 초대형분 위주로 이러한 양상이 간취된다. 이러한 

현상은 신라의 황남대총남분 축조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판단되며 5세

기 3/4분기12)를 중심 연대로 전반대 보다는 후반대의 연대 비정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단계는 돌대 2·3의 속성과 투창 1·2, 투창형태 1·2속성이 혼재된 Ⅱ

b형식이 소멸하고 Ⅱc형식으로 안정화되는 단계이다. Ⅱc형식이 단독

으로 부장되는 복천동129호분과 연산동M4·M3호분·M7호분에 Ⅲ·Ⅳ

이 공반된다. Ⅱc형식이 단독으로 부장되며 Ⅱa·Ⅱb형식이 소멸한 것을 

획기로 5세기 4/4분의 연대 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단계는 Ⅱc형식이 소멸하여 부산식고배인 Ⅱ형식이 소멸한다. 2단

12) 황남대총남분에서 출토한 직물이나 자작나무 껍질 등의 옻칠, 短壽命 유기물시료를 

이용한 C14연대 측정 결과 AD420~520이라는 연대치가 나왔다. 이는 황남대총남분

의 피장자가 내물(402年 薨) 또는 눌지(458年 薨)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눌지

의 무덤임을 뒷받침하는 과학자료라기 보다 402년에 薨한 내물설의 과학적 근거가 

0%라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써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김종찬, ｢가속기 질량

분석[AMS]에 의한 탄소연대측정과 한국고고학 현장 적용사례｣, 고고학과 자연과

학, 제15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2006).

<표 7> 3단각교호투창고배의 존속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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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부산식고배가 소멸하며, 3단각교호투창고배가 아닌 대각에 돌대

를 7~9조 돌린 다돌대고배가 출현한다. 5세기 4/4분기로 둘 수 있으며, 

Ⅲ단계보다는 후행하는 요소가 확인되나 동단계의 늦은 시기 정도로 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결과 Ⅰ단계는 5세기 2/4분기 후반에서 3/4분기 전반, Ⅱ

단계는 황남대총남분의 영향을 받는 5세기 3/4분기 후반대, Ⅲ·Ⅳ단계

는 5세기 4/4분기의 이른 단계와 늦은 단계의 연대를 부여하였다.

단계설정의 결과 기존의 편년안과 어느 정도 정합성을 보이는 것으

로 판단되며 세부적인 연대 비정의 근거는 기존의 연구성과13)를 참조

하였다. 다만 Ⅰ형식과 Ⅱc형식이 공반하는 오륜대9·10호분이나, 연산

동M10호분 등의 유구는 연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륜대

9·10호분은 Ⅰ형식이 늦은 단계까지 잔존하고 Ⅱb형식과 Ⅱc형식이 공

반되는 것으로 보아 Ⅱ단계의 5세기 3/4분기 늦은단계로 볼 수도 있으

나 2단각의 부산식고배가 공반되는 점과 Ⅱb형식 중에도 고식적인 요

소를 보이는 대각 돌대가 2-2조로 돌아가는 것과 투창의 형태가 장방형-

방형인 점을 들어 5세기 3/4분기 전반에 두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연산동M10호분은 단곽식의 묘제이긴 하지만 동시기의 초대형분으로 

부산지역의 가장 이른 단계의 고총고분이다. 그리고 공반된 창녕식토기

나 유물의 기종 구성을 보아 5세기 3/4분기의 늦은단계 즉, 황남대총남

분의 영향을 받아 영남 각지에서 발현된 고총고분시기의 고분으로 보아

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5세기 3/4분기의 늦은단계로 두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표 8>은 이를 종합한 기존 편년의 성과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13) 趙晟元, 앞의 논문 2010, 26~28쪽. 裵孝元, 앞의 논문, 2018a, 106~112쪽; ｢5世紀代 

釜山地域 墳墓出土 大壺의 副葬樣相과 意味｣,  古廣場 22, 2018b, 36쪽.



5世紀後半 釜山式高杯의 變遷과 意味  117

<표 8> 연구자별 부산지역 고분의 편년 (배효원, 2018a 개변)

Ⅳ. 5世紀後半 釜山式高杯의 變遷과 意味

본 장에서는 부산지역 분묘출토 3단각교호투창고배의 형식분류를 

통해 단계를 설정하고 연대를 부여하였다. 부산지역의 중심지고분인 복

천동고분군과 연산동고분군을 중심으로 Ⅱ형식의 고배가 집중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5세기 후반대에 집중되어 5세기후반의 부산

식고배로 명명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Ⅱ형식의 세부적인 분류를 통해 

부산지역 3단각교호투창고배의 전개 양상과 부장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18  항도부산 36

1. 5세기후반 부산지역 토기문화의 개 양상

부산지역은 복천동11·10호분과 39호분, 53호분 등 전통적으로 수장

의 무덤에 이혈주부곽식 석곽묘를 채용하였다. 하지만 53호분 단계 이

후부터 이혈주부곽식 석곽묘가 사용되지 않으며, 묘역을 옮겨 조성된 

첫 번째 고총고분인 연산동M10호분 또한 이혈주부곽식의 묘제가 사용

되지 않고 단곽식의 석곽묘로 대체되는 현상이 확인된다. 이는 458년 

황남대총남분의 축조와 연동되는 것으로 영남지역 전역에 勢를 과시하

였던 신라의 간접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묘제의 변동은 고배 부장양상의 변화와도 연동된다. 이혈주부곽식 

석곽묘가 채용되는 복천동11·10호분과 39호분, 53호분에는 5세기 2/4

분기에 유행하는 부산식고배가 계속해서 부장되는 가운데 복천동39호

<그림 8> 1단계 각종 토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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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서 Ⅰ형식이 초현하고, 11·10호분에서는 Ⅱa형식이 초현하는 등 신

형식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낸다.

5세기 3/4분기가 되면 Ⅱ형식고배인 5세기후반의 부산식고배가 폭

발적으로 부장된다. 이와 함께 장·단경호가 발형기대와 통형기대에 얹

혀서 부장되며, 대호의 구덩이 매납 등 ‘부산식 기종조합’으로 명명할 

수 있을 만한 토기의 조합양상이 부산식고배와 함께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은 본고의 Ⅰ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5세기 3/4분기 전반대까지 

부산지역 토기문화의 특징으로 규정지을 수 있을 정도로 정형성이 확

인된다.

Ⅱ단계는 수장층의 묘제가 이혈주·부곽식에서 단곽식으로 급변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단곽식의 대형분이 계속해서 조영되며, 

부장되는 토기의 형식이 급변하거나 전통적으로 이어져오던 형식이 소

멸하는 등의 현상이 간취되지 않는다. 또한, 연산동고분군으로 묘역을 

옮겨서도 재지적 전통을 계승한 대형분이 계속해서 축조되는 점 등을 

보아 수장권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장되는 토기의 변화상을 살펴보면 Ⅱ형식의 조형으로 생각되는 Ⅰ

식과 안정적으로 부장되던 Ⅱa형식이 소멸하고 다양한 속성이 결합한 

형태의 Ⅱb형식이 주를 이룬다. 이는 안정적으로 형식변천이 이루어졌

던 Ⅰ단계와는 달리 버라이어티가 강하고, 속성간의 결합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모색한 결과이며, 이는 영남지역의 정세 변동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부산식 기종조합이 대형분을 중

심으로 존속하지만 대체적으로 감소하며 토기 부장양상의 변화로도 확

인된다.

이 단계의 특징은 Ⅴ·Ⅵ형식으로 분류된 외래계토기가 유입되기 시

작하는 점이다. 연산동M10호분과 복천동15호분을 중심으로 Ⅴ형식

고배가 출토되는데, 대각에 파상문 또는 즐묘열점문을 시문하고, 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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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 색조를 띠며 대각축소형 꼭지가 부착된 개가 공반되는 것이 특징

이다. 일단투창유개고배에도 대각축소형 꼭지가 부착된 개가 공반되

며, 고배 뿐만 아니라 유개대부파수부완 등에도 창녕식토기가 확산된

다. 이 또한 영남지역의 정세 변동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대내외적

으로 토기문화의 변동을 모색한 부산지역 고총고분 문화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마산 합성동, 창원 도계동, 함안 오곡리, 창녕 교동고분군 등 낙

동강 서안지역을 중심으로 Ⅱ형식고배와 유사한 3단각교호투창고배가 

확인된다. 

<그림 9> 2단계 각종 토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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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창녕 교동고분군은 대각축소형꼭지가 부착된 개가 공반되며 대

각에 파상문 또는 즐묘열점문이 시문되는 흑청색조의 고배이다. 고배 

위에 개배를 얹어 고배를 기대의 용도로 사용한 흔적도 확인된다. 창원 

도계동고분과 함안 오곡리고분군, 마산 합성동고분의 고배는 뚜껑받이

턱이 퇴화하고 구연이 외반하는 무개식의 고배이며, 단추형꼭지가 부착

되고 즐묘열점문이 시문된 개가 공반되거나 창녕식꼭지가 부착된 개가 

공반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세 고분군 모두 소가야계토기와 창녕계토기

가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이 시기 영남지역의 정세 변

동을 유추할 수 있다.

Ⅲ·Ⅳ단계가 되면 전단계에 걸친 토기부장양상의 변화가 이어진다. 

발형기대와 통형기대의 부장량이 감소하고, 대부장경호가 증가하기 시

<그림 10> 3단계 각종 토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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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다. 이와 연동하여 대부파수부완에 대각축소형 꼭지가 부착된 개가 

공반되는데, 개에 시문되는 문양이 파상문에서 종집선문 등으로 대체된

다. 이러한 양상은 다양한 형식이 출토되는 고배에 주로 나타나는데, 전

대에 지속적으로 부장되던 일렬투창유개고배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단

각의 일단투창유개고배가 출현한다.

교호투창고배는 전대의 2단각고배인 부산식고배와는 계열이 다른 

切頭A자형 대각을 가진 황남대총남분의 영향을 받은 2단각고배가 급

증한다. 이와 함께 창녕계토기와 소가야계토기 등 영남 제지역의 토기

문화가 급속도로 유입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양상 속에서도 연산동M3

호분을 중심으로 부곽을 채용한 이혈주·부곽식의 고총을 축조하며 연

<그림 11> 4단계 각종 토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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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식고배14)로 명명되는 부산식고배를 창출해 내는 등 전대의 전통을 

계승해 나간다. 

또한, 3단각교호투창고배 Ⅱc형식과 신형식인 Ⅲ·Ⅳ형식을 창출해낸

다. 이러한 양상은 재지 수장권은 의연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토기 문화

의 선택적 수용의 결과로, 낙동강 서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남 제 지역

의 고분문화와 연동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5세기후반 부산식고배 부장의 의미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3단각교호투창고배 중 Ⅱ형식으로 설정한 

5세기후반 부산식고배 부장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검토

한 바에 따르면 Ⅱ형식은 초현형식이 5세기 2/4분기 후반대에 출현하고 

3/4분기에 정형화되어 부산지역, 특히 복천동고분군을 중심으로 집중

적으로 부장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세기 4/4분기가 되면 Ⅲa형

식으로 변화하여 복천동고분군과 연산동고분군 등 부산전역에 고루 분

포하며 6세기가 되면 소멸한다. <그림 12>의 5세기후반의 부산식고배

의 1~5번째 고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3단각교호투창고배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3단각→2단각으로 

변화하여 2단각고배로 통일되는 시점을 황남대총남분의 단계로 보는 

14) 연산동고분군 뿐만 아니라 동래 학소대 2區1호분에서도 출토되는 양상으로 인해 ‘부
산식고배’로 명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金斗喆은 부산지역 이단교호투창고배의 변화 

과정에서 5세기 후반부터 유행하는 內斜向 각단의 고배를 더 큰 범주의 ‘부산식고배’
로 명명하고 있기 때문에, 주류가 아닌 5세기 4/4분기의 다돌대고배는 중심 유적명을 

따서 ‘연산동식고배’로 명명하였다. 본고에서는 5세기 4/4분기에 부산지역을 중심으

로 한정적으로 출토되는 이 고배를 부산식고배로 명명하고자 한다( 福泉博物館, 釜
山蓮山洞遺蹟, 2003. 釜山大學校博物館, 東萊 福泉洞 鶴巢臺古墳, 2001. 釜山博

物館, 蓮山洞 M3號墳 -연산동 고총고분군 2차 조사-, 2014; 蓮山洞 M8號墳 

-1987년도 조사-, 2014. 金斗喆, 앞의 논문, 2016, 116쪽. 裵孝元, 앞의 논문, 2018a, 
3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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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와, 3단각고배가 2단각고배보다 먼저 출현하여 먼저 소멸하지만 

어느 정도 공존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대표적인 연구자는 김용성을 들 수 있는데 김용성은 황남대

총남분 출토 고배의 특성을 이단투창고배에서 3단각의 고배가 사라지

고 2단각고배로 통일되었으며, 각의 투창은 4,5개가 주류를 이루는 점, 

토기에 시문된 문양이 다양하고 또 여러부위에 문양을 시문하여 문양의 

장식이 극대화되는 점, 토기형식에서의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고 거의 

획일적인 형식을 공유하는 점15)으로 보았다. 

15) 토기 유물의 전량이 보고되지 않아 김용성의 정리를 참고하였다. 황남대총 출토 토기

는 주곽에서 138점, 부곽에서 2,996점, 총 3,134점이다. 부곽의 개가 989점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으면 2,145점이 매납되었다.
고배는 주곽 21점, 부곽 1,292점 출토되었다. 이단투창고배는 모두 2단 대각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소형과 대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단투창고배 소형은 기고 10.1~ 
10.7cm, 구경10.5~11.3cm로 기고와 구경의 비율이 거의 같다. 무문양이며 구연은 약

간 내경하고 배신은 이단으로 구분하고, 대각은 절두A자형인데 약간 만곡한다. 각기

부에 돌대가 돌려져 있고, 대각은 2조돌대로 단 구분을 하였다. 상단 장방형, 하단 방

형의 투창 5개를 뚫었고, 각단은 약간 두텁고 둥글게 처리하였다. 각단 상위에 1조 돌

대를 돌렸다. 이단투창고배 대형은 기고 12.6~15.5cm, 구경 10.8~13.9cm이며 배신을 

2~3단으로 구획하여 각단, 각의 투창 사이, 중앙돌대의 간격을 넓히고 그 사이에 삼

<그림 12> 5세기 ·후반의 부산식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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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3단각고배가 소멸한 뒤 2단각고배로 통일되며 그 시점을 황남대

총남분 단계로 파악하고 있으며, 3단각→2단각으로의 변화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듯하다. 이에 반해 金斗喆은 이단투창고배에서 2단각의 전면 

채용, 대각축소형꼭지가 붙은 뚜껑의 채용, 다양한 문양의 시문을 들어 

‘경주지역 型式의 성립기’로 파악하였으며, 연대를 5세기 3/4분기로 파

악하였다.16)

두 견해 모두 고배의 대각이 2단각으로 전면 채용되는 시점을 5세기 

3/4분기로 보는 점에서 일치하나 김용성의 의견과는 달리 김두철은 3단

각→2단각의 변화상 보다는 공존하는 기간에 3단각과 2단각의 점유율

에 주목하고 있으며, 중심지인 경주에서 2단각이 유행하는 것에 반해 

주변지역은 3단각의 전통이 우세한 것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시간적

인 잣대로 일률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경계하였다.17) 

이러한 기존의 연구는 본고와도 정합성을 보이며 신라토기문화의 영

향으로 인해 3단각고배가 소멸하고 2단각으로 대체되는 경주와 그 인

근지역의 토기문화와는 대별되는 부산지역만의 지역색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구분이 모호했던 3/4분기와 4/4분기의 획기를 5세기후반의 부

산식고배의 세부속성 검토를 통해 3단계로 나눌 수 있었으며, Ⅱa형식

을 부산지역만의 지역형식으로 설정하고 Ⅱa형식이 부장되는 Ⅰ단계를 

5세기 3/4분기의 이른시기로 설정하여 황남대총남분의 영향을 배제하

였다. 이를 통해 Ⅱb형식과 Ⅱc형식이 난립하는 Ⅱ단계를 황남대총남분

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5세기 3/4분기의 늦은 시기로 설정하였다. 연

각집선문, 거치문, 송엽문, 점열문, 원점문, 파상문 격자문 등을 시문하였다. 모두 이

단각이단투창고배로 각단은 절두A자형이고 八자형도 있다고 한다(金龍星, 신라왕

도의 고총과 그 주변, 학연문화사, 2009).
16) 金斗喆, 앞의 논문, 2003, 227~228쪽.
17) 金斗喆, ｢皇南大塚 南墳과 新羅古墳의 編年｣, 韓國 古學報 80, 2011, 78~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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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M3호분으로 대표되는 고총고분의 전성기에 접어들면 5세기 4/4분

기의 부산식고배인 연산동식고배를 창출해내며, 5세기후반의 부산식고

배 또한 Ⅱc형식으로 안정적인 변화상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중심으

로 Ⅲ·Ⅳ단계의 연대를 5세기 4/4분기 전반과 후반으로 설정하여 5세기 

후반대의 편년을 세분할 수 있었다.

Ⅴ. 結語

본 연구는 부산지역 5세기대의 토기연구 중 미흡한 부분이었던 5세

기후반대의 토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속성분석을 통한 3단각교호

투창고배의 흐름을 파악하였고, 세부형식을 더욱 세분해서 살펴봄에 따

라 5세기후반대를 나눌 수 있는 획기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연

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고배의 한 기종만으로는 기존연구의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물론 기존 연구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관념적으로 행해오던 4분기

법을 세분하여 그 획기를 설정할 수 있을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던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덧붙여 고배류, 나아가 기종 전체

의 세밀한 분석을 통한 연대관의 보증과 토기문화의 전개양상을 밝히는 

것을 다음 연구의 주안점으로 삼고 5세기대 부산지역 토기문화의 본질

을 규명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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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Study on the Busan style mounted dishes excavated in the tomb 

of the second half of the 5th century, Busan region.

Bae,  Hyo-Won

Busan region is an important part to look into the changing aspects of the 

pottery culture of the 5th century. It was in the role of the center area of 

pottery culture from the period of early-style pottery(古式陶質土器). It led 

the appearance and spread of new-style pottery after the conquest of 

Kingdom of Goguryeo in 400 A.D., and formed its own pottery culture 

under the influence of Silla Dynasty, symbolized by the southern Mound of 

Hwangnamdaechong. However, Silla pottery had continued to spread since 

the southern mound of Hwangnamdaechong. Therefore, the indigenous type 

of pottery was destroyed and turned to Silla pottery culture.

After 5th century, the research which interpreted potteries as political 

purpose was conducted mainly about potteries of Bokcheon-dong tombs, 

and the incorporated period of Bokcheon-dong tombs into Silla. In addition, 

research of ancient tombs in Busan has also conducted due to the recent 

discovery of ancient Yeonsan-dong tombs. However, the previous research 

was conducted only in a certain period of time or certain tombs, it was 

difficult to grasp the whole view of the entire area and the study of 

earthenware culture which encompasses entire Busan area, is now 

unprecedented. The focus was on the pottery from the ancient tombs 

throughout Busan an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limited to first half of 

the 5th centuries and inspected pottery culture in Busan.

Busan stlye mounted dishes in Busan area was spread around Bok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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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 tombs from the second quarter of the 5th century. It was also noted by 

confirming unique Busan style in each period. In the second part of advance 

stage in the late second quarter of the 5th century, the unique burial custom 

in Busan area were found such as Busan-style mounted dishes, the 

combination of pottery stand and jar, big jars around feet in Bokcheon-dong 

tombs. In the third part of advance stage in the third quarter of the 5th 

century, late 5th Busan style mounted dishes were buried as well. The burial 

custom was continued in Bokcheon-dong tombs. In the fourth part of 

advance stage in the fourth quarter of the 5th century, the main tombs were 

moved to Yeonsan-dong tombs, however, Busan style mounted dishes, 

called Yeonsan-dong style mounted pottery, was buried. Furthermore, 

earlier burial custom was continued to be centered around large tombs.

However, Silla pottery had continued to spread since the southern mound 

of Hwangnamdaechong. Therefore, the indigenous type of pottery was 

destroyed and turned to Silla pottery culture.

Key words : 5th century, mounted dish with cross-opening, The new-style 

pottery, Busan style mounted dishes, Bokcheon-dong tombs, Yeonsan-dong 

tom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