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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이형토기들 중에 기마인물형토기는 신라왕실의 주전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연구
의 목적은 기마인물형토기의 용도를 다른 시각에서 새롭게 밝히는데 있다. 용도에 대한 기
존 학설은 도기의 외형에 중점을 두고 명기로 해석하거나 저장용기로서의 기능에 대해서는
주자 즉 주전자라고 말한다. 금령총에서 기마인물상토기 한 쌍이 출토된 이후 생활 유적
지에서도 기마인물형토기들이 발굴되었으므로 그 용도가 명기라는 주장은 재고되어야 한
다. 또 주전자와 비슷한 구조이지만 주전자와는 전혀 다른 특징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
이 없지 않았다. 주전자와 비교해 보면 실제로 기마인물형토기에 액체를 채울 수 있는 용
량은 주전자로서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기마인물형토기는 등잔 기름을 담기에는 가장
알맞은 용적을 가지고 있다. 또 관도 주전자 부리와는 다른 직경과 측면 각도를 가지고 있
다. 한편 기마인물형토기와 대영박물관 소장의 고대 등잔과 비교해 보면 놀랍게도 그 기능
적 구조와 외형이 흡사하다. 가늘고 뾰족한 관은 주전자로서는 불합리한 구조이지만, 고
대등잔에서 볼 수 있는 심지구의 한 형태와는 일치한다. 기마인물형토기 모사품으로 기존
용도 추정에 근거하여 주자실험을 선행하고 등잔실험을 후행한다. 기마인물형토기는 실험
을 통해 주전자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형태이지만 등잔으로서는 최적화된 기능적 구
조임을 재 확인한다. 실험 후 기마인물형토기 모사품 표면에 고착되어 있는 등잔 사용흔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용흔은 실제 기마인물형토기 유물에서도 관찰할 수 있
다. 기마인물형토기 유물에서 관찰할 수 있는 등잔 사용흔은 소성흔과도 구별된다. 결론적
으로 기마인물형토기는 기능적 구조, 용도실험 그리고 등잔 사용흔을 통해 명기나 주전자
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 용도는 기름 등잔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주제어 : 기마인물형토기, 마형토기, 이형토기, 용도, 등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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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이형토기들 중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도기가 기마인물형토기일 것이다. 용도에 대
한 기존 학설은 기마인물의 외형에 중점을 두어 신마사상을 표현한 공헌적인 부장에 의
미를 둔 명기라고 본다. 기마인물형토기를 부장한 것은 말이 무덤주인을 하늘나라로 인
도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윤상덕 2013)이라고 한다. 또 기마인물형토기와 같은 구조의
신귀형토기에 대해 대각은 공헌적인 의미를 표현(이은창 1976: 2)하였다고 설명한다. 신
귀형토기에는 공헌적 의기로 볼 수 있는 굽다리가 부착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기마인물
형토기는 굽다리 대신 다리가 달려있다. 또 동일한 기능적 구조를 가진 주구부소호는 영
혼을 태워줄 말모양으로 꾸미지 않았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기마인물형토기는 신
마사상을 표현한 명기라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말모양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무덤에 부장된 명기는 사물을 작은 크기로 재현한 것으로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용기적 기능이 있는 기마인물형토
기를 명기로 보기 어렵다.
기마인물형토기를 명기로 해석하기에는 분명한 용기적 기능이 있고 또 등의 잔과 부리
의 구조는 어떤 쓰임새를 위해 제작되어 있다. 이런 기능적 구조에 대해서 김원룡(1981:
224)은 주구(注口)가 달리고 등에 배구(杯口)가 붙어 있어 배구로 물을 부으면 주구로 나
오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주전자의 기능이 있음을 말해 준다. 또 속이 비어 있는 몸, 컵
모양의 수구(受口)는 동물형 토기의 공식을 지키고 있으며 피장자의 승천(昇天)을 상징
하는 주술적 기능의 의기(儀器)라고 한다. 이은창(1976: 2)은 관모양 부리는 주출관(注出
管)이라고 명명하였다. 전형적인 주전자의 형태를 갖춘 주자기(注子器)로 그 용도를 주
전자의 원시형으로 추정한다. 황남동 고분 발굴 조사 개보고(1975: 83)에서 신귀형토기는
등에 주입구(注入口)가 기립(起立)하고 앞 가슴에는 주출관(注出管)이 사출(斜出)되어 마
치 주전자(注子)의 모습을 한 용기적(容器的)인 의장(意匠)을 갖추었다고 말한다. 한국고
고학사전(2001)에서 금령총 출토의 기마인물형토기는 등위에 달린 잔으로부터 물을 담
아 가슴으로 난 귀떼를 통해 부을 수 있다고 소개한다. 윤상덕(이뮤지엄, 큐레이터 추천
소장품)은 관은 주전자의 부리처럼 액체를 따르는 기능이며 기마인물형토기를 신라왕
실의 주자라고 설명한다. 요약하면 신라시대 기마인물형토기나 신귀형토기는 명기 또는
액체를 따르는 용도 즉 주전자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관의 부리가 주전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학계에서 의심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에게 널리 알려져서 고대 사극에서 기마인물형토기가 주전자로 종종 등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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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외형보다 쓰임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적 구조에 집중하여 기마인물형
토기의 용도를 찾아 보고자 한다. 2장에서 기마인물형토기는 명기 또는 제사 때 사용된
주자라는 기존 용도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한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 비슷한 외형과 기능
적 구조를 가진 대영박물관 소장 등잔과 기마인물형토기를 비교하여 그 용도를 추정한
다. 폐쇄형 등잔의 심지구와 주유구는 등잔으로서 특징지어지는 주요한 기능적 요소이
므로 이를 기마인물형토기와 비교해 본다. 3장에서 기존 주자라는 용도에 대한 학설과
필자가 주장한 등잔이라는 가설을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 4장에서 기마인물형토기 모사
품에 남아있는 등잔 사용흔과 실제 기마인물형토기 유물에 남아 있는 사용흔을 비교한
다. 소성흔과 사용흔의 차이점도 논의해 보고 기마인물형토기의 용도를 확정지어 본다.
결론에서 기마인물형토기에 대한 새로운 용도 추정에 근거하여 그 의미를 고찰해 보고
자 한다. 기마인물형토기와 기능적 구조가 비슷한 유물은 인접한 중국이나 일본에서 찾
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등잔은 4세기대 로마의 유물에서 발견할 수 있다.
5~6세기 초로 상정하는 신라시대 기마인물형토기와 위치가 동떨어진 지역의 유물을 비
교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Ⅱ. 용도 관찰
지금까지 알려진 우리나라 가야와 신라 지역에서 출토된 기마인물형 도기는 매우 희귀
하다. 신귀형토기는 동물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 구조가 기마인물형토기와 동일하여 같
은 용도로 보고 함께 관찰한다. 결실된 유물 중에서 기마인물형토기로 추정할 수 있는
도기들은 포함시켰다. 기마인물형토기와 신귀형토기의 출토상황, 기형 그리고 특징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기마인물형·신귀형토기
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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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출토지
소장지

경주
금령총

제41호

시기

신라
6C초

높이
(㎝)

26.8

길이
(㎝)

26.8

출토
상황

기형·특징

부곽

기마인물상 주인상: 속이 비어 있고, 컵 모양의 수구가
있는 동물형 토기. 말의 궁둥이 위에 안으로 구멍이 뚫
린 수구가 있고, 가슴에 긴 주구가 있다. 수구로 물을 부
으면 주구로 물이 나오도록 고안. 호화로운 관모를 쓰고,
갑옷을 입었다. 말에는 마구류를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
말 이마에 코뿔소의 뿔과 같은 영수(纓穗)가 붙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의식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그릇으로 생각
된다(기마 인물형토기, 소장품 검색).

번호

2

사진

2

출토지
소장지

경주
금령총

3

3

미추왕릉
C지구
3호분

4

4

경주
덕천리
1호

5

6

7

5

6

7

덕산리

임당동
저습지

천관사지
건물지

시기

신라
6C초

높이
(㎝)

23.4

길이
(㎝)

29.4

출토
상황

기형·특징

부곽

기마인물상 종상: 세부 형태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기
본적인 형태는 주인상과 같다. 상투 머리에 수건을 동여
맸고, 상체는 벗고 있다. 오른손에 방울 같은 것을 들고
있다. 말의 장식도 주인상보다 허술한 편이다. 이 기마
인물형 토기는 인물이나 말을 투박하나마 사실적으로 묘
사하고 있다(기마 인물형토기, 소장품 검색).
신귀형토기: 태토가 치밀하고 고화도의 요소품(窯燒品)
으로 경질의 유흑색(黝黑色)에 백색으로 부풀은 유(釉)가
보인다. 기신부(器身部) 저면이 귀갑형(龜甲形)을 이루고
둘레에 영락식 6개 부착. 가슴에 주출관이 사출(斜出)되
어 마치 주전자의 모습을 한 용기적인 의장을 갖추고 있
다. 천마와 천조 등의 신앙과 같이 신앙상의 주술적인 조
성이라 하겠다(황남동고분발굴조사개보고 1975, 83).

신라
4C~
5C초

15.1

17.5

북편
유물
부장처
(脚下部)

신라

(20.0)

27.0

부곽

기마인물형토기: 말을 고정시키기 위한 직사각형의 판,
인물상의 머리와 팔, 말 위의 등잔, 말 앞가슴에 물을 따
르는 주구(注口) 등이 결실된 상태로 출토(한국고고학회,
경주 덕천리 기마인물형 토기 출토).

국은
이양선
수집품

기마인물형토기: 갑옷을 입은 인물이 전신을 갑옷으로
감싼 말을 타고 있는 모습. 네모진 받침의 네 모서리에
말의 네 발이 놓여 있고 말은 마갑 착장. 말 등에는 무장
을 한 인물이 바퀴모양 등자(鐙子)에 두 발을 얹고 있다.
인물의 등 뒤에는 파손된 막대기가 붙어 있고 다시 그 뒤
로 각배가 쌍으로 세워져 있다. 자연유(自然釉)가 덮일
정도로 잘 구워진 것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기
기마인물형 뿔잔/기마인물형토기).

저습지

기마형토기: 회청색 경질로 속심의 색은 회색을 띤다. 속
은 비어있고, 수구는 일부만 남아있으나 형태상 컵 모양
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수구로 물을 부으면 말의 가슴
중앙에 부착된 막대형의 긴 주구로 물이 나오도록 고안.
말에 탄 인물은 몸통과 다리의 일부만 남아있으며, 말은
꼬리 부분이 결실. 마구류는 일부 결실된 상태이나 비교
적 온전하게 관찰 가능(영남문화재연구원, 2008: 390).

건물지1
동편
7m,
지표하
3O㎝

기마인물형토기: 말의 다리, 꼬리와 인물의 머리부분 및
일부 장식 결실. 목 오른쪽에는 막대형으로 돌출시켜 놓았
는데 일부 결실되었으나 중앙의 구멍으로 보아 출수구로
추정. 인물형은 안교 위에 갑옷을 입고 앉아 호등(壺鐙)에
발을 걸고 있다. 허리 위쪽으로는 완전히 결실되어 형체를
알 수가 없다. 인물형 등 뒤로 점토막대형의 입수구로 추
정되는 장식이 있으나 대부분 결실. 기면에 자연유 및 태
가 일부 형성. 회갈색 경질소성이고 정선된 태토에 세사립
이 소량 함유(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2004: 235).

가야
5C
전반

.

신라

23.2

(11.5)

(18.8)

14.7

(19.0)

(12.5)

금령총 출토의 기마인물상토기 주인상·종상<표 1-1. 1-2, 그림 1, 2>은 등에 잔이 몸
통과 연결되어 있고 가슴에 좁은 관이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의 도기는 미추왕릉
C지구 3호분 출토의 신귀형토기<표 1-3, 그림 3>와 잔과 부리는 결실되었지만 덕천리1
호 부곽에서 출토된 신라시대 기마인물형토기<표 1-4, 그림 4>도 있다. 기마인물형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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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기능적 구조가 동일한 도기들은 외형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운
다. 즉 사람이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면 기마인물형토기, 상서로운 동물모양이면 신귀형
토기 그리고 집모양이면 가형토기(이와여대박물관 소장 / 함안 말이산 고분군 출토)라고
한다. 또 아무런 장식이 없는 경우 주구부호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외형은 서로 다르게
꾸몄지만 주입구가 있고 날카로운 단면의 좁은 관(管)을 부착한 기능적 구조가 동일하므
로 그 용도는 모두 같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이런 도기 유형들의 용도도 포함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림 1> 기마인물상
주인상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2> 도제기마인물상
종상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3> 신귀형토기
(국립경주박물관)

<그림 4> 기마인물형토기
(국립경주박물관)

좁은 관을 부착하지는 않았지만 압형토기와 마형토기도 그 용도가 동일하다고 본다.
압형토기가 마형토기의 중간 과정을 거쳐 기마인물형토기로 발달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
다. 마형토기는 형태적 구조로 볼 때 압형토기와 기능적 구조가 더 가까운 유형으로 고
려된다. 김해 덕산리에서 출토된 가야시대 기마인물형토기<표 1-5, 그림 5>는 도기 기마
인물형 뿔잔이라고도 불리는데 말의 등에 잔 대신 뿔잔이
부착되어 있다. 경주 금령총 출토의 기마인물상토기와 달
리 말의 몸통에 용기적 기능이 없다. 등에 있는 두 뿔잔이
그 용기적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말의 다
리가 고정되어 있는 장방형 판 아래 한번 더 높은 굽다리
를 부착한 점도 다르다. 기마인물형인 점이 동일하지만 기
능적 구조에서 금령총 출토의 기마인물형토기와 구분되
는 유형이다. 기능적 특징은 호암미술관 개인소장 마상쌍
각배와 함께 뿔잔으로 분류될 수 있다. 꾸민 외형은 동일
하지만 기능적 구조가 다른 유형인 마형토기와 뿔잔이 부
착된 기마인물형토기의 용도에 대한 논의는 따로 다루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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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마인물형토기
(국립경주박물관)

1. 명기
기마인물형토기를 명기로 보기 어려운 이유를 다음 세 유물을 통해 알아보자. 먼저, 임
당동 저습지유적에서 출토된 기마형토기<표 1-6, 그림 6>이다. 이 유적은 제사의식과 관
련 없는 실생활에 사용되었던 유물들이 다량 출토된 점으로 보아 폐기물매립장 같은 곳
이라고 한다. 저습지의 매립은 3세기 대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6세기 중엽 이전에 완
료(2008: 412)되었다고 본다. 기마형토기는 제의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남쪽
에서 출토되지 않았으므로 실생활에서 사용되었다가 훼손된 후 쓰레기장에 버려진 것이
다. 죽은 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태우고 가는 의미로 무덤에만 부장하던 명기 또는 제기
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용하던 용기였음을 웅변해 주는 유물이다. 원래 기마인물형토
기이지만 현재 인물상의 하반부만 남아있어 기마형토기라 부른다. 말의 등에 있는 잔도
깨어져 나갔지만 발굴보고서(2008: 390)에서 등에 있는 수구로 물을 부으면 가슴 중앙에
부착된 막대형의 긴 주구로 물이 나오도록 고안되었다고 설명한다.
다음은 천관사지 건물지에서 출토된 기마인물형토기<표 1-7, 그림 7>이다. 무덤이 아
니라 생활 유적지인 천관사지 건물지1, 동편 7m, 겉흙 아래 30㎝에서 출토되었다. 이 유
물도 기마인물형토기가 명기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던 용기임을 보여
준다. 일부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대롱 모양의 심지구가 말 목 옆으로 부착되어 있다. 기
마인물상토기<그림 1, 2>와 신귀형토기<그림 3>의 부리가 목 앞에 위치된 점과는 다르
다. 그러나 사용을 위한 기능적 구조는 동일하다. 보고서(2004: 42)에서 건물지1의 내부
트렌치에서 1기의 목주가 노출되었는데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기원에서
AMS연대를 측정한 결과 AD 495년의 결과가 검출되었다고 한다. 이 기마인물형토기는 5
세기 이후 건물이 완성된 후 건물의 수명이 다한 그 사이 어느 시점에서 버려졌을 것이
다. 말을 타고 앉아 두 발로 디디게 되어 있는 등자(壺鐙)의 모양으로 보아 6세기 초 무렵

으로 보는 금령총 기마인물형토기 보다 더 후반대의 유물로 보인다. 참고로 천관사지 탑
지의 탑의 축조년대는 기단의 형태로 보아 8세기 중 후반경이라고 상정한다.

<그림 6> 기마형토기
경산 임당동 저습지 출토

<그림 7> 기마인물형토기
천관사지 출토

<그림 8> 마형토기파편
경주서부동 19번지 표토수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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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경주 서부동 19번지 유적의 표토수습 유물<그림 8>이다. 비록 말의 머리와
목, 등의 일부분만 남아있지만 속이 비어있는 말모양 파편이다. 이것도 무덤에서 출토된
것이 아니라 유적지의 겉흙에서 거둔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다. 용기적 기능이 있는 이
파편의 원형은 마형토기 혹은 기마인물형토기였을 것이다. 이러한 파편이 무덤이 아니
라 일상생활 유적에서 출토된 것은 마형토기나 기마인물형토기가 신마사상을 표현한 명
기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용되었던 도기였음을 보여준다. 이 표토수습 유물로 보아 신
라시대에 유행하던 마형토기 혹 기마인물형토기가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용되
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주전자
용도를 주전자로 보는 기마인물상토기<표 1-1, 2>와 비슷한 시기에 출토된 주전자 유
물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당시 주자로 사용한 황남대총 출토의 봉수형유리제병<그림
9>과 기마인물상토기를 비교해 보자. 이 병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생산하던 유리병
오이노코에(황현성, 큐레이터 추천 소장품)와 닮았는데 그 뜻은 ‘포도주를 따르는 주전
자’이다. 신라시대에 잔치를 배설할 때 커다란 도질토기에 담겨있던 포도주를 옮겨와 물
빛을 닮은 이 투명한 유리병에 담아 잔치의 흥을 돋우었을 것이다. 주전자 부리는 없지
만 입을 접어 적당량의 액체를 따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일반 주전자와 달리 그 자리에
서 바로 소비하는 술을 담는 주자이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관할 수 있는 뚜껑
은 필요 없다. 가득 담긴 술을 들고 따를 수 있도록 손을 감아서 잡을 수 있는 손잡이도
부착되어 있다. 또 바닥에는 몸통 최대 지름보다 작고 부
드럽게 표면을 마감한 낮은 둥근 대가 부착되어 있어 병을
들었다 놓았다 하기 편리하다.
반면 기마인물형토기에서 손잡이가 될 만한 꼬리는 한
손으로 잡고 액체를 담은 상태에서 따를 수 있는 적절한
모양이 아니다. 손을 넣어서 잡을 수 있는 주전자의 손잡
이와 달리 한 손으로 꼬리를 잡으면 액체가 든 도기 전체
의 무게를 지탱하기 어렵다. 또 하단의 직사각형 판은 말
의 몸통을 거의 커버할 만큼 크게 부착되어 있어 견고하
게 받쳐주고 있는 형태이다. 움직임이 많은 주전자로 사용
하면 이 받침대가 크고 각이 져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기
쉽고 바닥을 긁어 흠집을 낼 수 있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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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봉수형유리제병
(국립경주박물관)

이번에는 통일신라시대의 주전자<그림 10>와 기마인물
형토기를 비교해 보자. 주전자의 손잡이는 손을 넣고 잡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 사용하기 거추장스러운 외
부 장식도 전혀 없다. 몸통에 선을 긋거나 도장 무늬를 찍
어 표면을 장식하는 정도이다. 부리가 기마인물형토기 부
리와 같이 몸통에서 직선으로 뻗어 나와 있다. 그러나 전
체 크기와 비교해 볼 때 그 길이가 짧고 그 끝 단면의 각도

<그림 10> 주전자
(국립경주박물관)

가 지면을 향해 기울어져 있다. 이는 액체를 컵에 정확하
게 따를 수 있는 모양이다. 부리의 직경도 적당량의 물을 따를 수 있는 넉넉한 크기이다.
주전자의 부리가 어깨에 위치하고 있어 몸통 전체의 크기만큼 물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
는 구조이다. 주전자의 밑바닥도 몸통보다 작고 낮은 굽이 부착되어 있어 편하게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마인물상토기<그림 1>는 꾸밈이 복잡하고 장식이 많아 주전자로 사용하기 매
우 거추장스럽고 장식의 일부가 쉽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결실되었지만 가는
부리 아래에 남아 있는 고리로 보아 원래 잎장식이 부착되어 있었을 것이다. 고리로 연
결되어 늘어지는 잎장식은 컵에 물을 부을 때 불편하고 불필요한 장식이다. 이 뿐만 아
니라 마구와 인물의 입체적인 세부장식은 손으로 잡고 움직임이 많은 주전자로 사용하
기 어려운 형태이다. 또 주출관이 몸통에서 길게 뻗어 나와 있고 부리의 끝 측면 각도가
지면과 거의 수평을 이루는 날카로운 절단면을 보여준다. 액체를 따를 때 조절하기 힘들
고 끝이 예리하여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을 주는 디자인이다. 주전자와 비교할 때 가는 부
리의 안지름이 매우 좁아 적당량의 액체를 따르기 힘들고 시간도 더 걸릴 것이다. 여기
에 더하여 움직임이 많은 주전자로 사용할 경우 가는 부리는 매우 쉽게 부러질 수 있는
모양이다. 주전자의 짧은 굽과 달리 기마인물상토기는 큰 사각형판을 그리고 신귀형토
기는 높은 굽다리를 부착하여 주전자로서 들었다 놓았다 하기 힘든 모양이다.
주전자 유물이 많이 남아있는 고려시대로 가보자.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의 쇠 주전자<그림 11>는 주전자 중에서
작은 크기이다. 그러나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이 있고 따르기 쉬운 곡선 부리를 가지고 있다. 부리가 몸
통의 중간에 부착되어 있지만 그 끝이 어깨 높이까지 올라
와 있어 몸통의 높이 만큼 액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제작
되었다. 손잡이도 손을 넣어 잡기에 편리한 입체적인 모양
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음료를 깨끗한 상태로 보관하기 위

<그림 11> 쇠 주전자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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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뚜껑까지 있고 손잡이 윗쪽의 튀어나온 부분은 뚜껑을 분실하지 않도록 고정했던 장
치로 보인다. 고려시대 대부분 주전자들은 이런 연결 고리가 부착되어 있다. 주전자에
있어서 위생적 사용을 위한 뚜껑의 중요함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에 반해 기마인물상토기는 등에 있는 물을 주입하는 잔의 형태가 적절하지 않다. 음
료를 부으면 거기에 붙어 있던 먼지를 다 닦으면서 몸통으로 들어가는 비위생적인 형태
이다. 뚜껑이 없어서 액체를 보관할 경우 이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잔과 몸통을
연결하는 구멍이 작아 내부를 씻을 수도 없는 구조이다. 주전자로 사용하기 위해 첫번째
로 중요한 위생기능에 문제가 있다.
기마인물상토기는 사람이나 말 다리의 높
이를 빼면 실제 전체 높이에 비해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가 매우 작다. 이에 반하
여 주전자는 전체 몸통의 대부분을 활용하
여 액체를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
뚜껑과 짧은 굽다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
고 부리는 적절한 위치에 알맞은 높이로 부
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마인물상

<그림 12> 주인상의 X선 사진

토기의 부리는 몸통의 중간쯤에서 앞쪽으로 뻗어 나와 있어 조금만 액체를 채워도 흘러
버리는 구조이다. 기마인물형토기 주인상의 X선 사진을 보면 부리가 말 가슴 중앙에 위
치하고 기울기가 낮아 붉은 선<그림 12> 이상으로 액체를 채울 수 없다. 국립중앙박물
관 큐레이터 추천 소장품에서 기마인물형 말 내부의 체적은 240㏄ 정도라고 한다. 찻물
을 끓이기 좋은 보통 주전자의 용량은 1,250㏄이다. 부리로 액체가 흐르지 않는다는 가
정하에 기마인물형 말 내부 전체에 액체를 담는다 해도 보통 주전자 용량의 1/5 크기에
불과하다. 주전자의 기능 중 하나가 적당한 양의 액체를 담을 수 있어야 하는데 기마인
물형토기는 주전자로 사용하기에는 그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신라시대 봉수형유리제
병 주자와 통일신라시대 주전자의 특징은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시대에까지 이어져 왔고
오늘날의 주자와도 별로 다르지 않다. 이상과 같이 모든 면에서 주자로 사용하기 어려운
기마인물형토기를 유독 신라시대에만 원시형 주전자로 사용하였을까?

3. 등잔
1) 기능적 구조
로마시대 4세기 유물에서 기마인물형을 등잔으로 사용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대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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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 소장 등잔<그림 13>은 개방형 접시등잔
과 달리 몸통 전체가 닫혀있는 폐쇄형 등잔이
다. 기름 주입구가 말의 등에 직사각형모양으
로 뚫려 있고 기수가 그 구멍을 덮는 형태이다.
신라시대 기마인물형토기<그림 1, 2>의 말 등
에도 액체를 주입할 수 있는 잔이 몸통과 연결
되어 있고 말 등에 사람이 타고 있다. 둘 다 기
름을 충전하기 좋은 등잔 주유구의 위치이다.
대영박물관 소장 등잔처럼 말 등이 장방형으
로 뚫려있는 신라시대 마형토기도 있다. 기름

<그림 13> 등잔 (대영박물관)

충전구는 잔모양을 몸통에 연결하거나 절개하여 구멍을 내는 두 형태 모두 적합하다. 대
영박물관 소장의 등잔은 심지를 두고 불을 켜는 심지구가 말의 가슴에 노예 가면 형태로
튀어나오게 부착되어 있다. 그 아래에 일부 결실되었지만 사자 다리 형태의 지지대로 말
을 고정하고 있다. 기마인물형토기도 이 등잔과 같은 심지구 위치에 좁은 대롱이 달려있
다. 폐쇄형 등잔에 심지구를 반타원형으로 튀어나오게 만들기도 하는데 기본 모양이 노
예가면 형태와 동일하다. 호림박물관 소장의 가형토기에서도 이런 심지구형태를 볼 수 있
다. 간혹 기마인물형토기처럼 폐쇄형 등잔에 좁은 대롱모양의 심지구를 부착하기도 하는
데 이탈리아 출토 등잔<그림 14>이 그렇다. 대영박물관 소장
등잔과 기마인물형토기 두 유물 모두 등잔 심지구 중 한 유형
이 같은 위치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다. 대영박물관 소장 등잔
은 등잔으로서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름을 충전하는
주유구와 불을 밝히는 매개체를 두는 심지구가 분리되어 있
다. 기마인물형토기도 폐쇄형이고 등에 액체를 충전할 수 있
는 잔과 가슴에 관형 심지구가 분리되어 있는 점도 동일하다.
게다가 기마인물형이라는 외형까지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
므로 기능적 구조와 외형으로 볼 때 기마인물형토기의 용도
는 주전자보다 등잔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그림 14> 등잔 (국립민속박물관)

2) 심지구
폐쇄형인 등잔 심지구의 특징을 살펴보자. 1세기 테라코타 등잔<그림 15>은 위쪽에 기
름보충 구멍이 있고 돌출한 심지구 단면은 주전자의 주출구와 다르게 지면과 수평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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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다. 페쇄형 등잔의 심지구 단면은 지면과 거의 수평이거
나 지면으로 약간 기울어진 각도를 이루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부리 측면의 각도가 등잔 부리와 주전자 부리를 구
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 용도를 등잔으로 확정
지을 수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등잔 심지구의 특징
<그림 15> 테라코타 등잔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은 경주 금령총 출토의 기마인물형토기<표 2-1, 2>에서도
볼 수 있다. 말의 가슴에 있는 가느다란 대롱 끝을 보면 그

잘린 단면이 지면과 거의 수평을 이루며 절단되어 있다. 기마인물형토기 부리와 달리 통
일신라시대 주전자<표 2-3>와 고려시대 쇠 주전자 부리<표 2-4>는 그 끝 단면이 지면을
향하여 훨씬 더 기울어져 있다. 쇠 주전자처럼 대부분 주전자의 부리 하부는 몸통과 가
까이 붙어 지면과 수직을 이루다가 중간 이상에서 곡선을 이루며 앞으로 살짝 기울어진
다. 간혹 주전자 부리 끝단면이 지면과 거의 수평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이때 부리끝 아
랫면이 매우 다이나믹한 S자 곡선으로 휘어져 물이 부리를 타고 내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주전자 부리의 특징 즉 부착 위치, 휘어짐, 끝 절단면, 지름 그리고 기
울기는 기마인물형토기 관의 기능적인 특징과 확실히 구별된다.
<표 2> 기마인물형토기와 주전자 부리의 측면 각도(유물사진 협조 이뮤지엄)
기마인물형토기 부리

1. 주인상 (국립중앙박물관)

2. 시종상 (국립중앙박물관)

주전자 부리

3. 주전자 (국립경주박물관)

4. 쇠 주전자 (국립중앙박물관)

기마인물형토기의 관은 압형토기와 마형토기의 꽁지 또는 꼬리 부분에 뚫려 있던 큰
심지구의 기능을 다른 유형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심지가 기름에 빠지거나 흘러
내리지 않도록 잘 잡아주어 관에 심지를 고정시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이러한
등잔 심지구의 변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고대등잔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이스라엘
1)

출토 등잔의 시대별 변천 <표 3>을 살펴보자.
초기 청동기시대 등잔은 단순한 형태의 접시모양으로 조개껍데기나 깨어진 토기조각
또는 돌을 파서 가축의 기름 덩어리를 이용해 사용했다. 중기 청동기시대 I부터 물레를

1) 평강성서유물박물관, 성서고고학자료, 고대 근동의 등잔, http://www.ap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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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만든 납작한 접시 아가리의 네 귀퉁이를
구부린 등잔이 나오기 시작한다. 단순한 접시모양
등잔에서 심지를 두기 위한 홈을 낸 것으로 우리

<표 3> 고대 근동의 등잔
(유물사진 협조 평강성서유물박물관)
시기

등잔

나라 꽃모양토기(김정수, 2021: 254-256)와 비슷하
다. 중기 청동기시대 II부터 우리나라 복숭아모양

중기 청동기 I
서기전 2250~

잔(김정수, 2021: 247-250)과 같이 접시의 한 쪽을
구부려 심지를 걸치게 만든 등잔이 출토된다. 왕정
시대에는 심지를 걸치는 부분을 더 많이 구부려 앞
으로 돌출되게 하여 주유구와 심지구를 구분하기

중기 청동기 II
서기전 2000~

시작한다. 마카비시대에는 여전히 오픈형 등잔이
지만 심지구와 주유구의 구분이 확실해지며 개방
형등잔과 폐쇄형 등잔의 과도기적인 단계를 보여
준다. 비잔트시대에는 등잔을 폐쇄형으로 만들어

왕정시대
서기전 1000~

주유구와 심지구를 완전히 분리한다. 이때 심지구
는 노즐과 같은 부리모양으로 발전된다. 신라시대
기마인물형토기는 이스라엘 비잔트시대 등잔 노

마카비/예수님 시대
서기전 165~

즐이 더 정교하고 가는 관모양 부리로 발전된 것이
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등잔을 등대 위에 올
려놓고 사용하기도 하고 간혹 등잔 아래에 굽다리
를 부착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등잔은 주로 대각이

비잔트시대
서기 400~1453

달려 있지 않고 바닥이 평평한 모양을 하고 있는
데, 이는 벽의 간막이나 선반 위에 올려놓고 사용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기마인물형토기들은
다리를 붙였고 신귀형토기의 경우 높은 굽다리를 부착하여 따로 등잔대가 필요 없도록
만들었다.
고대 등잔의 심지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이란 출토의 토기귀때발<그림 16> 등잔
은 폐쇄형 등잔 전 단계를 잘 보여준다. 접시 아가리 양쪽을 깊이 눌러 돌출 된 부리모양
의 심지구를 만들었다. 심지구가 오픈되어 있지만 측면에서 본 단면은 지면과 수평을 이
루는 등잔 심지구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테라코타 기름등잔<그림 17>은 폐쇄형으로 주
유구와 심지구를 완전히 분리시킨 등잔이다. 심지가 기름에 빠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
해 심지구멍을 토기 몸통에서 돌출시켜 부리모양으로 제작하였다. 주전자와 비슷한 모
양이지만 주전자로 볼 수 없는 것은 심지구의 끝 절단면이 지면과 거의 수평을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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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또 토기의 높이가 3.5㎝로 주전자로 사용
할 수 없는 작은 크기이다. 기마인물형토기도 심지구로 예
상되는 부리의 끝 절단면 각도가 이러한 등잔 심지구와 유
사하다. 필자가 이형토기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바로 여기
에 있다. 기마인물형토기와 신귀형토기가 주전자이기에
는 그 주출구의 각도가 너무나 이상했다. 그 용도가 주전
자라는 주장에 대해 큰 의문을 가지고 있던 중 이스라엘

<그림 16> 토기귀때발
(국립중앙박물관)

출토의 고대 등잔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등잔의 심
지구를 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 등잔이었구나’라
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이후 조사하면 할수록 등잔이라
는 확신을 더 갖게 되었다.
테라코타 기름등잔<그림 17>과 같이 부리가 돌출하고
부리 끝 단면이 지면과 거의 수평을 이루는 유물이 한국에
도 있다. 5세기 가야시대 유물인 복천동 34호분 출토의 유

<그림 17> 테라코타 기름등잔
(메트로폴리탄박물관)

개주구부이형토기(有蓋注口附異形土器)<그림 18>와 이화
여대박물관 소장의 주구유개호가 그것이다. 뚜껑과 굽다
리를 제외한 몸통의 기능적 구조는 테라코타 기름등잔과
흡사하다. 아가리 위에 뚜껑을 고정시키고 요철로 구멍을
낸 후 가마에서 구운 것이다. 주전자로서는 이상한 형태이
므로 액체를 붓는 입이 부착된 이형 토기라고 이름을 붙
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에서는 이 요철
구멍으로 액체를 주입하였고 그 용도가 주전자라고 말한
다. 이화여대박물관 소장의 주구유개호의 명칭을 보면 뚜
껑이 있는 액체를 따르는 호라는 뜻으로 그 용도가 주전자
임을 암시하고 있다. 유개주구부이형토기를 주전자로 보
면 모든 면이 수수께끼이다. 뚜껑을 열 수 없기 때문에 액
체를 위에서 부어 넣을 수 없고 요철구멍으로 음료를 주입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주전자 내부를 씻을 수 없으므로

<그림 18> 유개주구부이형토기
(부산대학교박물관)

요철 사이로 날파리 등 이물질이 들어 갈 수 있어 매우 비위생적인 형태이다. 또 손잡이
가 없고 굽다리도 너무 높아서 들어서 액체를 따르기가 거추장스럽다.
유개주구부이형토기는 부리 끝 단면의 절단 각도로 볼 때 그 용도를 등잔으로 추정할
수 있다. 등잔으로 보면 아가리의 요철은 등잔을 멋있게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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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되어 있어 등잔대가 따로 필요 없는 등잔과 등대 일체형이다. 등잔의 경우 음료를
담지 않고 기름을 담아 불을 밝히는 용기이므로 뚜껑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드물게
뚜껑이 있는 경우도 있다. 뚜껑이 고정되어 있어 기름을 위에서 부을 수 없지만 넓은 직
경의 부리 즉 심지구로 기름을 공급하면 된다. 접시등잔부터 시작해서 주유구가 심지구
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등잔들도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이 요철 사이로 기름을 주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통 기름병은 목이 좁고 길거나 긴 대롱모양 부리를 가진 병을 사용하
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필자는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은제주구호를 주구부소호(柱口
附小壺)와 다른 유형인 주유기로 추정한다. 주구부소호의 부리는 기마인물형토기와 같
이 지면과 거의 수평을 이루는 등잔 심지구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나 은제주구호의 경
우 부리의 끝 단면은 주전자에 가깝지만 지나치게 가늘며 길고 작은 크기여서 주전자로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등잔에 기름을 보충할 때 사용하던 주유기
로 추정한다. 이에 대해서는 주구부소호편에서 자세히 다루어 볼 것이다. 은제주구호와
같은 형태의 주유기로는 유개주구부이형토기의 요철 사이로 기름을 보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주구형토기와 같은 폐쇄형 등잔의 넓은 심지구는 기마인물형토기와 같이 가는
대롱모양으로 그 유행이 넘어 갔다고 본다. 가는 관 심지구는 이탈리아 출토 등잔<그림
14>에서도 볼 수 있었다. 몸통의 가운데 쯤 좁은 대롱모양 심지구 세 개가 부착되어 있고
그 심지구 끝의 각도는 지면과 수평에 가깝다. 뚜껑에 고리가 달려있는 것으로 보아 천
정에 걸어 두고 사용했을 것이다. 부분조명이 아닌 전체조명이기 때문에 조도를 높이기
위해 세 개의 심지구를 부착한 것으로 보인다. 기마인물형토기의 관과 매우 유사하여 이
것은 주전자의 부리가 아니라 등잔 심지구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경주 천관사지 발굴조사보고서에서 기마인물형토기<표 1-7> 등쪽에 막대형 모양이 남
아있다고 언급한다. 필자는 이것을 금령총 출토 기마인물형토기와 같은 잔 모양의 주유
구가 떨어져 나가고 연결 부분만 남아 있는 훼손된 주유구의 일부분으로 본다. 또 목 측
면에 있는 좁은 막대형은 결실된 심지구 관의 일부가 남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사실은 목 옆면에 있는 대롱관 끝에서 목질이 붙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점이
다. 고대에 섬유질 나무 자체를 이용하여 등불을 밝혔던 사실을 고려하면, 결국 이 목질
은 바로 심지사용 흔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유물은 기마인물형토기가 명기나 주전자
가 아니라 등잔이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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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유구
기마인물상토기<그림 1, 2>와 신귀형토기<그림 3>는 매
우 특이한 모양의 주유구를 가지고 있다. 잔을 등 쪽에 부
착하였는데 가운데에 있는 작은 구멍은 좁고 짧은 대롱 같
은 통로를 통해 몸통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주유구 모
양은 테라코타 등잔<그림 15>과 초기 로마시대 등잔<그림
19> 등에서 그 유형을 찾아 볼 수 있다. 주유구가 잔 내면
의 모양으로 오목하게 내려가 있고 그 가운데에 작은 구멍

<그림 19> 초기 로마시대 등잔
(평강성서유물박물관)

이 뚫려 있다. 이것을 단면으로 잘라보면 기마인물형토기
의 등에 있는 잔의 단면과 흡사하다. 평강성서유물박물관에서는 기름 주입구가 움푹 들
어가 있어 기름을 붓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작은 구멍을 통하여 기름 칸으로 흘러 가게끔
고안되었다고 설명한다. 기마인물형토기를 주전자로 보면 물을 부어 넣기에는 구멍이
너무 작고 먼지를 다 닦으면서 들어가는 비위생적인 구조였다. 그러나 등잔의 주유구로
보면 기름 주입구가 깔대기처럼 생겨서 기름을 흘리지 않고 가운데 있는 작은 구멍을 통
하여 자동적으로 몸통에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편리한 구조인 것이다.

4. 용도 및 명칭
기마인물형토기의 용도를 주전자로 보기에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주전자
와 비슷한 부리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용도를 주전자로 보아야 할까? 진화론 관
점에서 보면 기마인물형토기가 주전자의 원시형이라는 추론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기술을 갖춘 우리나라 현대 기술로도 신라시대에 제작된 에밀레
종 소리나 그 종고리에 끼울 쇠막대기 조차 재현할 수 없다(유홍준 1994: 186)고 한다. 뛰
어난 기술과 지혜를 보유하고 있던 그 당시의 수준을 고려해보면, 주전자로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기마인물형토기를 주전자의 원시형으로 보는 주장은 재고되어야 한다.
게다가 기마인물형 도기들이 무덤이 아닌 건물지나 폐기물매립장에서 출토되었다. 그러
므로 명기로서 망자가 영계로 타고 갈 말을 무덤에 부장한 것이 아니라 생활용기를 부장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또 덕천리1호 기마인물토기<표 1-4>가 등잔형토기
와 함께 출토된 점도 그 용도가 주전자보다는 등잔에 가깝다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특
히, 천관사지에서 출토된 기마인물형토기 대롱관에서 목질이 발견된 점은 주전자가 아
닌 실생활에서 사용하던 등잔이었음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해 준다.
기마인물형토기의 용도를 등잔이라고 가정할 때 주자로서 불합리하던 모든 점들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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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으로서는 최적화된 기능적 형태가 된다.
첫째, 등잔은 주로 한 곳에 두고 사용하고 어쩌다 옮기므로 손잡이가 있어도 되지만 없
어도 그만이다. 장식적인 꼬리와 대롱 아래를 두 손으로 받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
다. 또 주전자와 달리 기름을 가득 채워서 한 손으로 따르는 동작이 없으므로 무게를 지
탱할 수 있는 크고 단단한 손잡이도 필요 없다.
둘째, 날카롭고 입지름이 좁은 부리는 주전자로서는 이상한 모양이다. 그러나 등잔으
로서는 심지를 잘 고정해서 불꽃 크기 조정이 가능하고 불꽃을 잘 받쳐준다. 가는 대롱
이 부러질 염려도 주전자보다 덜하다. 관이 몸통에서 뻗어나와 있으므로 불꽃과 기름의
거리를 유지할 수도 있다.
셋째, 기마인물형토기와 같이 두께가 있는 직사각형 받침이나 신귀형토기와 같이 높이
가 있는 굽다리는 주전자처럼 자주 움직일 경우 불편한 구조이다. 그러나 한 곳에 두고
사용하는 등잔일 경우 등잔을 안전하게 지탱해준다.
넷째, 부리의 위치로 인해 몸통 전체 크기에 비해 충분한 액체를 보관할 수 없는 구조
이다. 그러나 등잔은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의 기름을 담아두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등잔
으로서는 적당한 용량을 가진 용기가 된다.
다섯째, 주전자에 입체적인 장식은 사용하는데 걸리적거려 불편하고 장식이 손실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등잔의 경우
기마인물형토기의 고리와 잎장
식, 인물, 말, 옷 그리고 마구 등

<표 4> 기마인물형토기 등잔의 구조
(유물사진 협조 이뮤지엄)

의 디테일한 장식들은 아름답게
완성된 등잔 디자인이다. 한 곳에
두고 사용하므로 장식이 떨어져

주유구

나갈 염려도 적다.
손잡이

마지막으로, 등잔은 뚜껑이 있
어도 되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다.
주유구의 모양은 기름을 부어 담
기에 적절한 깔때기 모양이어서

심지구

기름을 밖으로 흘릴 염려가 없고
구멍에 잘 맞추어 기름을 충전하
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다. 물론
음료를 부어 넣는 것이 아니므로

받침대

세척 등의 위생상 문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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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마인물형토기의 용도를 등잔으로 보면 등잔으로서의 기능적 구조는 <표 4>와 같다.
등쪽에 기름을 충전하는 주유구, 목앞에 심지를 넣어 불을 밝히는 심지구, 그리고 손잡
이와 받침대로 구성되어 있다.

Ⅲ. 용도 실험
기마인물형토기 모사품으로 용도가 주전자라는 기존 추정에 대한 용도실험을 진행하
고 그 다음에 등잔 실험을 한다. 실험결과는 같은 기능적 구조를 가진 다른 이형토기들
즉 신귀형토기, 주구부소호, 가형토기, 그리고 주구형토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기마인
물상토기 주인상<표 1-1>의 높이는 26.8㎝이고 시종상<표 1-2>은 23.4㎝이다. 신귀형토
기<표 1-3>의 높이는 15.1㎝이다. 일부분이 결실되긴 했지만 덕천리1호 출토 기마인물형
토기<표 1-4>의 현높이는 20㎝, 임당동 저습지 출토 기마형토기<표 1-6> 현높이는 11.5
㎝이다. 결실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금령총 출토의 기마인물형토기들과 비슷하거나 작
은 편이다. 실험에 사용한 기마인물형토기 모사품의 높이는 21.5㎝로 실제 유물인 기마
인물형토기 주인상보다 약간 작다. 그러나 기마인물형토기들과 신귀형토기의 높이 범위
는 약 15㎝~27㎝ 사이에 분포하고 있므로 이 실험에 사용한 모사품의 크기로 인한 실험
오차는 크지 않을 것이다.

1. 주자
기마인물형토기의 용도가 주전자의 원시형 혹은 주자였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는 것
이 목적이다. 주출구의 모양이 일반적인 주전자 보다 가늘고 쭉 뻗은 원통형이라 컵에
물을 붓는 각도 조절이 힘들 것 같다. 또 물이 주출구 보다 높은 위치까지 차면 주출구로
물이 흐를 것으로 예상한다. 실험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기마인물형토기 모사품(높이 21.5㎝, 길이 29.5㎝, 받침대 15.0㎝×7.0㎝, 주출구 안
쪽 지름 0.7㎝∼1.3㎝, 주출구 길이 7.5㎝)
 5인용 다관(높이 9.5㎝, 길이 19.5㎝), 1000㎖ 주전자(손잡이 제외 높이 15.5㎝, 길이
20.3㎝), 35㎖ 찻잔, 물, 물받이
찻잔으로 기마인물형토기 모사품 주입구에 물 30㎖를 부어 넣는다. 주출구로 동시<그
림 20>에 물이 뿜어져 나온다. 전혀 예상치 못한 현상에 매우 당황스러웠다. 주자실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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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부터 기마인물형토기는 주전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
었다. 물 한잔(30㎖)을 더 부으면 공기 방울이 생기면서 매
우 느리게 몸통으로 들어간다. 등에 있는 잔에 찻잔으로 물
두 잔을 부었는데 마치 몸통에 물이 다 찬 것처럼 잔에 고
여서 내려가지 않는다. 물 줄기를 매우 가늘게 주입하여도
공기방울이 생기면서 잔에 고이고 공기가 빠져야만 물이

<그림 20> 도기 모사품 물주입

천천히 들어간다. 동시에 좁은 대롱 주출구로 물이 뿜어 나
온다. 몸통 속에 있는 공기의 압력으로 물을 부리로 밀어
내기 때문인 것 같다. 잔에 공기가 찬 것을 빼내기 위해 모
사품을 이리저리 기울이면서 약 140㎖(찻잔 약 4잔) 정도의
물을 부어 넣는데 걸린 시간은 1분이다. 1000㎖ 주전자를
채우는데 약 9초 걸린 것과 비교해 보면 주자로서의 첫번째
기능 즉 액체를 부어 넣는 것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기마인
물형토기 모사품에 채울 수 있는 액체의 양은 찻잔으로 약
4와 1/3잔 정도이다. 참고로 5인용 다관의 용량은 10과 1/3
잔이고 소형 주전자의 경우 27잔이다. 전체 크기에 비해 액

<그림 21> 물 따르기

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너무 적은 것도 주자로서의 기
능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주입구의 구멍이 작아 몸통에
물이 어느 정도 차 있는지 확인할 길도 없다.
이번에는 주출구를 통해 물을 부어내는 실험을 한다. 주
출구 끝 각도로 인해 물을 따르면 물줄기가 멀리 갈 것이
라고 예상하였지만 물줄기가 컵 밖으로 흘러버리는 정도
이다. 처음에는 조정하기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컵 안으로

<그림 22> 한 손으로 따르기

따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도기 안의 물이 줄어들면서 물
줄기가 약해져 주출구 아래를 타고 물이 흘러 내린다. 탁
자를 적시게 되어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게 된다.
속에 있는 물을 모두 따라내기 위해서는 주전자와 달
리 무거운 모사품의 주출구를 지면으로 엎어 주어야<그
림 21> 한다. 이때 대각은 매우 거추장스러웠다. 손잡이
로 인식되는 꼬리를 잡고 한 손으로 물을 따를 경우<그

<그림 23> 두 손으로 따르기

림 22> 물과 도기의 무게로 인해 무겁고 도기를 떨어뜨릴까봐 불안하다. 그래서 꼬리와
말의 배를 잡고 두 손으로 물을 따라야 하는데 말다래가 닿아 손바닥이 눌려진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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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것이 불편해서 이번에는 관의 아랫쪽을 받쳐 물을 따르면 영락장식고리가 손에
닿게 된다. 제대로 잡을 곳이 없어 주전자로서 매우 불편한 구조이다. 주입구의 작은 구
멍으로 인해 내부를 씻을 수 없어서 여러번 헹구어내었다. 물을 하루 동안 보관한 후 따
라보니 찌꺼기가 나온다. 위생적인 면에서도 음료를 따라내어 마시실 수 있는 주자로
보기 어렵다.

2. 등잔
기마인물형토기와 같이 가는 관이 부착된 도기들의 용도가 등잔임을 검증하는데 실험
목적이 있다. 천관사지 건물지에서 출토된 기마인물형토기 대롱관 끝에 붙어있던 목질
이 심지로 사용되었던 흔적이었는지도 실험을 통해 알아보자. 목질의 원료가 나무였다
고 가정하고 닥나무로 만든 한지를 꼬아서 심지로 사용한다. 또 이 목질이 실제 나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관솔을 심지로 사용해 본다. 실험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기마인물형토기 모사품(높이 21.5㎝, 길이 29.5㎝, 받침대 15.0㎝×7.0㎝, 주출구 안
쪽 지름 0.7㎝∼1.3㎝, 주출구 길이 7.5㎝)
 심지(꼬은 면실, 한지, 관솔나무조각), 콩기름, 컵, 대나무 한마디 1/4쪽, 불
기마인물형토기 모사품 등에 있는 주유구 잔에 30㎖의 기름을 부어 넣으면 잔의 작은
구멍과 도기 안에 있는 공기 때문에 한 번에 기름이 쑥 들어가지 않는다. 등에 있는 주유
구에 차 있던 기름이 몸통으로 천천히 들어 가면서 심지구 부리의 약 8부 정도까지 기름
이 올라온다. 주유구 잔에 기름을 한 번 채운 후 공기방울이 올라오면서 기름이 더 내려
가지 않아도 다음 잔을 붓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다. 말등의 잔에 기름을 한 잔 채운
후 바로 심지에 불을 켜면 기름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등잔은 주전자와 달리 기름 소모
량이 적어 소량의 기름만 있어도 저녁 내내 불을 밝힐 수 있다. 화재 예방 차원에서도 기
름을 몸통에 가득 채울 필요가 없다.

1) 실심지
심지구에 목질이 부착된 유물로 보아 좁은 관에 힘이 없는 실심지는 적당하지 않을 것
으로 예상하였다. 관의 직경과 심지의 굵기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면으로 꼰
실 심지를 관의 직경에 맞게 만들었다. 대나무 꼬챙이를 이용해 심지를 관에 억지로 밀
어 넣어도 중간쯤에서 뭉쳐져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 좁고 껄끄러운 관 내면의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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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의 재질이 서로 마찰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실험을 통해 기마인물형토기
와 같은 구조의 등잔에는 실심지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가는 한지심지
한지를 꼬아 모사품의 심지구 직경 보다 작게 만든 가는 심지(지름 약 0.3㎝, 길이 5㎝)
를 이용하여 등잔실험<그림 24>을 한다. 가는 심지라 말의 목에 있는 관에 한지심지를
밀어 넣으면 쉽게 들어간다. 가야와 신라시대에는 성냥이나 라이터가 없었으므로 지름
이 약 1㎝인 대나무를 1/4씩 길게 쪼갠 대꼬챙이를 이용한다. 대꼬챙이 끝에 기름을 찍어
불을 붙인 후 심지구에 있는 심지에 불을 켠다. 불꽃이 크고 밝게 타다가 심지가 짧아지
면서 불꽃이 작아진다. 불이 켜진 상태에서 심지를 가위로 조금 꺼내어 주면 다시 불꽃
이 커진다. 한 시간 동안 심지를 세 번 꺼내어 주었고 소모된 기름의 양은 약 10㎖ 정도이
다. 가는 한지 심지를 사용하면 심지구 끝에 그을음이 고착되고 불꽃이 작으며 또 심지
를 꺼내가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게다가 불이 켜진 심지구를 보면 불꽃이
심지구의 직경보다 작아 마치 매우 작은 접시등잔에 심지를 걸친 것 같이 보인다. 가는
한지심지는 접시등잔에서 발전된 관형태 심지구의 기능적 구조를 전혀 살리지 못하였으
므로 적당한 심지로 볼 수 없다.
기름 붓기

심지 끼우기

불 켜기

<그림 24> 가는 한지심지 등잔실험

3) 굵은 한지 심지
통일신라시대에 제조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종이는 사리함 안 비단보에 싸여 있던
다라니경이다. 서정호(2008)는 담징이 고구려 영양왕 21년(310)에 일본에 제지술을 전
해 주었으므로 삼국시대에 백추지가 주를 이루고 초지법과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
했다고 본다. 꼭 백추지가 아니더라도 당시 백추지 닥나무 껍질을 모아 감아서 심지로 사
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지심지의 지름을 모사품의 심지구 직경에 꽉 차게 약 0.7㎝ 정
도로 굵게 꼬아 실험<그림 25>을 진행하였다. 심지를 꼰 방향으로 돌리면서 부리에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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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넣으면 잘 들어간다. 잘 들어가지 않을 경우 대꼬챙이로 밀면 실 심지와 달리 쉽게
들어간다. 심지에 불을 붙이면 불꽃이 매우 크고 밝다. 심지가 굵을수록 불꽃이 커진
다. 가는 심지처럼 심지를 꺼내 주지 않아도 심지 끝이 재가 된 상태로 일정한 불꽃 크
기를 유지하며 잘 탄다. 처음부터 다 탈 때까지 심지가 거의 닳지 않고 그을음도 생기
지 않았다. 불을 붙인지 40분 쯤 후부터 불꽃이 작아진다. 1시간 동안 사용한 기름은 약
5㎖이다. 기마인물형토기 등잔은 가는 심지보다 심지구의 직경에 맞는 굵은 심지가 더
효과적이다. 번거럽게 심지를 꺼내주지 않아도 되고 불꽃도 관의 지름 크기 만큼 크며
그을음도 생기지 않고 기름도 덜 먹기 때문이다.
기름 붓기

심지 끼우기

불 켜기

<그림 25> 굵은 한지심지 등잔실험

4) 관솔심지
천관사지 건물지에서 출토된 기마인물형토기의 유물에
붙어있던 목심은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관솔 조각
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관솔은 송진이 쓰며있는 소나무
껍질로 전기가 들오기 전까지 밤에 길을 밝힐 때 사용하였
다. 관솔에서 그을음이 많이 난다고 하여 실내에서 사용하
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였다. 관솔에서 길게 떼어낸 조각을

<그림 26> 긴 관솔 심지

하루 이상 콩기름에 푹 담구어 둔 것을 사용한다. 가는 관
솔꼬챙이를 점화구 대롱 속까지 힘들게 밀어 넣고 심지가 길게 튀어나온 상태에서 불을
붙이니 그을음이 심하게 나면서 조금 타다가 이내 꺼져 버린다<그림 26>.
이번에는 기름에 담구지 않은 관솔에서 뜯어낸 2㎝ 정도의 조각을 심지로 사용한다. 모
사품 심지구에 관솔조각을 밀어 넣고 그 끝단이 살짝 부리에서 나오게 한다<그림 27>.
관솔심지에 불을 붙이니 기름이 계속 공급되면서 흔들리지 않는 선명한 불꽃이 크고 보
기 좋게 빛을 낸다. 실험 전에는 심지가 내부 바닥에 닿아야 불이 켜진다고 예상하였다.
그런데 관솔은 딱딱한 재질이므로 직경이 좁고 긴 대롱을 통과하여 도기 바닥까지 닿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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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신기하게도 부리 전체 길이의 1/3 정도만 관솔조각이 들어가도 기름이 계속 공
급된다. 30분 이상 불꽃이 처음 그대로 가고 1시간 쯤 뒤 약간 작아졌지만 한지 심지를
사용할 때 보다 훨씬 밝다. 관솔 심지 끝에 있는 약간의 재만 털어내고 나면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 그런지 눈에 띄는 그을음도 없다. 관솔 심지는 기
마인물형토기와 같은 좁은 관의 심지구 형태에 알맞은 심지이다.
관솔심지 끼우기

불 붙이기

<그림 27> 관솔심지 등잔실험

3. 실험결과 및 논의
1) 실험결과
주전자 실험을 통해 그 용도를 주전자로 보기 어려운 점이 한 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주자로서 불합리하던 구조들이 등잔실험을 해 보면 모두 편리한 등잔의 기능적 구조가
되었다. 주자실험과 등잔실험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입구 잔에 물을 넣기 시작하자 주출구로 동시에 물이 뿜어 나왔다. 아래에 물
받이용 접시를 받쳐 놓지 않았더라면 바닥이 물로 젖을 뻔하였다. 주전자의 부리와 달리
관이 뻗어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등잔실험 시 물과 기름의 표면장력이 달라
서인지 기름을 한잔 부어 넣어도 심지구로 기름이 뿜어 나오지 않았다. 심지가 관 내부
길이의 반 정도만 들어 가고 도기 바닥 끝까지 닿지 않아도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구조
이다. 천관사지 출토 기마인물형토기<그림 7>의 목 측면 관에 있는 목질이 몸통과 연결
된 밑부분이 아니라 부러진 끝단에서 발견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기마인물형토
기 주인상의 X선 사진<그림 12>을 보면 말 내부 바닥이 심지구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주전자로서는 용량을 줄이는 비합리적인 구조이지만 등잔일 때는 기름을 자동적으로 심
지구쪽으로 밀어주는 합리적인 구조가 된다.
둘째, 기마인물형토기 모사품 잔에 물을 부어 넣으면 공기방울이 생겨서 물을 채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도기의 몸통에 물이 얼마나 채워졌는지도 알 수 없다. 반면 등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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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하면 기름이 천천히 몸통으로 들어가 넘치
지 않게 지속적으로 기름이 관에 공급되는 구조이
다. 또 기름이 얼마나 채워졌는지 구멍으로 확인하
지 않아도 된다. 유대사막에서 발견된 원 심지가
있는 기름등잔<그림 28>은 심지구에 심지가 꽉 차
있다. 기마인물형토기의 관에 이와 같이 꽉 차는
심지를 사용하면 기형에 맞는 최대치의 조도를 얻
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심지가 적셔지거나 기름방

<그림 28> 원심지가 있는 기름등잔
(이스라엘박물관)

울이 맺히는 것을 보면 기름 공급을 멈출 수 있다.
셋째, 주전자는 적당량의 음료를 옮겨와 덜어 마시기에 편리해야 하는데, 용량이 너무
적은 것도 주자로서 적당하지 않다. 그러나 등잔은 몸통의 8부까지 기름을 채울 필요가
없고 한 번씩 보충해 주면 된다. 등잔실험으로 한 시간 동안 사용한 기름의 양은 약 5㎖
정도에 불과한데 잔에 한번 부어둔 기름의 양은 30㎖였다.
넷째, 음료를 따를 때 액체가 부리와 몸통을 타고 내려오고, 다 따라내기 위해서는 완
전히 엎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면과 거의 수평을 이루는 날카로운 대롱 끝은 심지가
머금은 기름이 부리를 타고 내리지 않도록 막아주고 불꽃을 잘 받쳐준다.
다섯째, 주전자로서 기마인물형토기는 손으로 잡고 따를 수 있는 손잡이가 없다. 손으
로 도기 아래쪽을 받치면 장식에 닿아 손에 자국이 생긴다. 액체를 따르기 위해 들어 올
렸을 때 커다란 네모 받침대 또한 매우 거추장스럽고 어색하다. 등잔으로서 기마인물형
토기는 이동형이 아니어서 어쩌다 장소를 옮기기 때문에 손으로 받쳐줄 수 있는 형태만
있으면 된다. 금령총 출토 기마인물상토기의 말 꼬리가 들려있는데 이는 등잔을 양손으
로 받쳐서 옮기기 좋게 실용적인 면을 고려하여 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주자로서 쓸데없고 거추장스러웠던 장식들은 불꽃에 의해서는 멋진 무드를 조
성할 수 있다. 또 장방형 받침대는 불을 켠 상태에서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게 잡아 주는
안전하고 견고한 등잔 디자인이다.
마지막으로, 주자로 사용하기에는 깨끗이 씻을 수 없어 매우 비위생적인 구조이다. 게
다가 헹굴 때에 바닥을 조금만 건들여도 그 귀퉁이가 떨어져 나갔다. 반면 등잔은 씻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유구와 심지구의 구멍이 좁고 몸통 전체가 막혀있어도 된다. 오히
려 이러한 구조는 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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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폐쇄형 등잔인 기마인물형토기는 개방형 접시등잔과 달리 불꽃 통제능력이 뛰어나 화
재예방 기능이 높다. 좁은 관은 구멍에 심지를 꽉 채울 수 있고 불꽃을 잡아주어 접시 등
잔보다 더 높은 조도를 담당한다. 심지구의 끝 단면이 지면과 거의 수평을 이루며 절단
되어 있어 심지의 표면적을 넓혀 불꽃 크기를 대롱의 직경보다 더 크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등잔심지구의 높이와 밝기는 원하는 방향에서 직접 빛을 비추는 부분조
명으로 밤에 책 읽기 좋은 등잔이다. 심지를 심지구의 끝에서 약간 튀어나오게 끼워 주
고 불을 켜면 그을음도 생기지 않고 심지가 잘 타 들어가지도 않는다. 추측건데 좁은 대
롱이 심지 끝 외의 아랫 부분을 감싸 주어 직접적인 공기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심지가
쉽게 타들어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 같다.
금령총 출토 기마인물상토기 한쌍<그림 1, 2>은 같은 유형의 도기 두 개가 함께 출토된
것이다. 두 개를 똑 같이 복제한 것이 아니라 장식이나 크기를 달리하여 한 벌로 디자인
2)

하였다. 서로 비슷하지만 종자상 의 경우 무사의 옷, 말의 장식이나 주유구의 끝단 부분
이 주인상에 비해 간소하게 표현되어 있다. 여기에서 다보탑과 석가탑처럼 화려함과 단
순함이 서로 만나 변화와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는 신라인의 뛰어난 미의식을 엿볼 수 있
다. 이는 오늘날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든 한국 제품들이 전 세
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것과도 통한다. 기마인물상토기 한 쌍은 한 벌의 아름다운 등
잔인 동시에 두 개의 등불로 조력을 높일 수 있다. 뒤쪽 등잔은 앞쪽 등잔의 불빛을 받아
그림자가 생기면서 기마장식의 효과도 배가 됨을 실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현재 기마인
물상토기 모사품을 만드는 도예가는 많아도 하루에 3개 정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특
별히 왕, 제사장 또는 귀족을 위해 제작된 등잔임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저습지
에서 출토<표 1-6, 그림 6>된 기마형토기의 조잡한 솜씨로 미루어 보아 서민들도 이 유
형의 등잔들을 사용하였다고 본다.

3) 출토 위치
금령총 출토 기마인물상토기의 출토상태<그림 29>를 보면 그 아래에 다른 도기들이 깔
려있다. 복천동 22호에서 출토된 파수부고배, 도형배, 광구소호 그리고 소형기대 4점 모
두 발형기대 안에 올려져 있다<그림 30>. 또 복천동 53호분 부곽의 등잔형토기 한 점과
두 점의 신발모양토기들도 다른 도기들 위에서 출토<그림 31>되었다.

2) 종이 금동으로 꾸민 화려한 말갖춤으로 치장한 말을 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종자상 또는 시종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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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경주 금령총
(제공: 이뮤지엄)

<그림 30> 복천동 22호
(제공: 부산대학교박물관 3))

<그림 31> 복천동 53호
(제공: 부산직할시박물관4))

큰 항아리 위에 올려둔 이형토기가 그 속 유기물이 부패되면서 위에 걸쳐서 출토된 것
으로 보인다. 도항리·말산리 고분군 보고(1992: 125)에서 차륜형토기의 출토 위치에 대
해 중요한 사실을 제공해 준다. 함안 34호분에서 출토된 차륜파편은 곳곳에 흩어져 있었
다고 한다. 부식되어 형태가 남아 있지 않은 높은 대 위에 올려 두었던 것이 떨어지면서
깨어져 흩어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복천동 86호분(1995: 80)에서 출토된 압형토기는 통형
기대 위에 올려 둔 상태에서 껴묻었다. 옥성리고분군에서 출토된 압형토기(2000: 28) 두
점 역시 제사유구의 바닥에서 9㎝ 가량 높은 위치에서 출토되었다. 어디에 올려두었던
것인데 그것이 부식되면서 바닥보다 높은 위치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가
야·신라시대 이형토기들은 다른 도기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출토되는 경우
가 많다. 실내를 비추기 위해 낮은 곳에 두지 않고 높은 곳에 두는 등잔의 특징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모든 물품들을 다 껴묻은 후 마지막으로 등잔에 불을 켜서 다른 큰 항아리
3)4)

위, 기대안 또는 선반 위에 올려 두었던 것 같다.

Ⅳ. 사용흔
기마인물형토기 모사품으로 주전자실험과 등잔실험을 병행한 몇 년 후 이형토기 모사
품을 무심히 바라보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발굴보고서에서 말하는 자연유라고 일컬어지
는 현상이 모사품에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실험전 모사품 표면에는 가마에서 소성
할 때 생기는 자연유가 없었다. 짧은 실험기간 동안 도기 표면에 생긴 등잔 사용흔적이
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등잔사용흔과 비슷한 흔적은 물론 더 현저한 등잔사용 흔적

3) 부산대학교박물관, 1990, 동래복천동고분군II(도면, 도판), 도판 15-2.
4) 부산직할시립박물관, 1992, 동래 복천동 53호분, 부산직할시립박물관유적조사보고서 제 6책, 도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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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제 기마인물상토기 유물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등잔 사용흔은 도기의 표
면에 점들, 띠모양, 재 고착, 두터운 얼룩반점, 그리고 면으로 탄 모양 등으로 고착된다.
이런 사용흔들은 서로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고 뒤섞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등잔 사
용흔은 가마에서 고착되는 소성흔과 매우 유사하다. 소성흔과 등잔 사용흔을 비교해 보
고 기마인물상토기 표면에 남아 있는 흔적이 소성흔인지 아니면 실험을 통해 발견된 등
잔 사용흔인지를 구별해 보자. 신라시대 두 토제 등잔 중 왼쪽<그림 32>은 표면이 깨끗
하여 등잔 사용흔적을 관찰하기 어렵다. 반면 오른쪽 등잔에는 등잔 사용으로 고착된 흔
적이 분명하게 남아있다. 마찬가지로 기마인물형토기들 중에는 등잔 사용흔이 눈에 띄
지 않는 도기들도 있고 사용흔이 뚜렷히 관찰되는 도기들도 있다.

<그림 32> 토제 등잔 (국립중앙박물관)

1. 자연유
가야에서 출토된 기마인물형토기<표 1-5>에 자연유가 덮혀있다고 한다. 천관사지 건물
지에서 출토된 기마인물형토기<표 1-7> 기면에도 자연유와 태가 일부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2004: 235)한다. 또 경주 서부동 19번지 보고서(2003)에서 마형토기 파편<그림 8>에
5)

부분적으로 자연유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마형토기 뿐만 아니라 이형토기에는 대체
로 자연유(自然釉)로 덮여 있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 유개주구부이형토기<그림 18>에
도 전체적으로 녹갈색의 자연유가 부착되어 있다(부산대학교박물관, 2015)고 보고한다.
6)

가야와 신라도기에서 자연유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자연회유 혹은 회유 라고도 한다. 소
성과정에서 재가 가마안에서 떨어지거나 화구쪽에서 날아와 기물의 위쪽이나 어느 한쪽
에 붙어 흘러내려 생긴 유리질화된 현상이다. 재에 의해 우연히 생긴 자연유는 도기 전
체가 아닌 부분적으로 유약을 뿌린 것처럼 형성(김정수 2021: 262)된다. 이러한 자연유가
형성된 신라시대 굽받침목긴항아리<그림 33>를 살펴보자. 왼쪽 어깨 부분은 큰 재가 떨

5)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기 기마인물형 뿔잔,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8211
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회유,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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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볼록한 자연유가 입혀져 유리재질
로 반짝거린다. 볼록하게 형성된 자연유
주변으로 재가 열에 의해 녹으면서 얇게
피막처럼 입혀졌다. 도기의 오른쪽은 소
성시 재가 거의 앉지 않아 자연유가 형
성되지 않았다. 신라시대 등잔<그림 32
오른쪽>도 자연유가 부착된 것처럼 보
인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유가 아니라
기름, 재, 그을음 등이 등잔 불꽃의 열에
의해 점상으로 고착되어 기름기로 번들

<그림 33> 굽받침목긴항아리
(국립경주박물관)

거리는 것이다. 소성시 재덩어리는 볼록
하고 투명하게 반짝거리는 유리재질이 되지만 등잔 사용흔의 점상은 대체로 평면적이고
불투명하며 탁하다. 재가 앉은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형성되는 자연유와 달리 등잔 사
용흔은 기름을 머금어 전체적으로 원래 도기의 색 보다 더 짙은 색을 띠고 번들거린다.
자연유는 우연히 앉은 재의 위치에 따라 형성되지만 등잔 사용흔은 심지 즉 불꽃의 위치
에 따라 고착된다.

1) 반구형(半球形) 점 상
등잔실험을 한 후 기마인물형토기 모사품의 좁은 관에 입체적인 반구형 재가 고착
<그림 34>된 것을 발견하였다. 십수 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고착된 반구형 재가 떨어지
지 않고 있다. 희한하게도 동일한 현상이 금령총 출토의 기마인물상 종상<그림 35>에서
도 관찰된다. 반구형 점상의 재고착 현상은 함께 등잔실험을 행한 다른 유형의 이형토기
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좁은 관의 특성상 심지구와 가까워 심지의 재가 그을음,
기름지꺼기와 함께 붙기 쉬운 위치이고 열이 직접 전달되어 반구형 점상으로 고착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소성흔인 자연유가 아니라 등잔 사용흔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잔실험 후 관에 생긴 사용흔 즉 반구형 점상이 실제 유물에도 관에 형성되어
있고 그 모양도 동일하다.
둘째, 소성시 재 덩이가 날아와 좁고 가느다란 관 아래쪽에 붙기 어렵다. 설사 재 덩이
가 붙더라도 가마 속의 고온으로 인해 녹으면서 무게로 인해 떨어지게 된다. 볼록한 자
연유가 기물의 아래쪽에 형성될 경우에는 재덩이가 흘러내린 흔적을 보여 주면서 끝에
맺히는 모양인데 그런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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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연유는 재덩이가 떨어진 부분을 중심으로 볼록한 반점들이 밀집되고 그 주변
으로 점들이 성기게 생기면서 고착된다. 그러나 기마인물상토기 부리에 형성된 반구형
점상들은 독립적으로 고착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굽받침목긴항아리<그림 33>의 볼록한 점들은 유리질화되어 투명하게 반짝
거리는 자연유로 도기를 더 돋보이게 만든다. 반면 기마인물상 종상의 관에 형성된 반구
형 점상들은 불투명하고 탁하여 유리재질의 반짝거림을 관찰할 수 없다. 자연유는 밀폐
된 오름가마 속 전체 평균 온도가 1,200℃(신경철, 2012: 94)에 달하는 고온에서 형성된
다. 한편 기름등잔 불꽃은 작아서 도기 전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불꽃 겉면의 온도
는 1,400℃(Ravi Kant Upadhyay, 2020: 85)에 이른다. 이 점이 등잔 불꽃과 근접해 있는 기
마인물형토기의 좁은 관에 영향을 주어 입체적인 반구형으로 뭉친 등잔 사용흔이 고착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4> 기마인물형토기 모사품
등잔 사용흔적

<그림 35> 금령총 도제기마인물상 종상부분
(제공: 이뮤지엄)

2) 산재된 점과 중첩된 띠
실험전 다배형토기 모사품과 실험 후 등잔형토기 모사품의 사진을 비교(김정수, 2021:
250)해 보았다. 둘 다 동일한 가마에서 같은 흙으로 구운 것으로 원래 깨끗한 회청색 표
면<그림 36 왼쪽>이었다. 실험 후 등잔형토기 모사품 표면<그림 36 오른쪽>을 보면 기름
선과 심지구 주변에 작은 점들이 중첩되어 띠를 이루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도기표면
전체에 점들이 흩어져 있다. 자연유약의 볼록하고 투명한 반점이 아니라 기름기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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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한 점들이다. 또 가마안에서
재가 떨어지거나 화구쪽에서 날
아와 앉은 모습이 보이지 않고 기
름선을 따라 점들이 형성되어 있
다. 욕조에 물선 위로 때가 끼는
것과 같이 기름 위쪽으로 그을음
과 심지지꺼기 등이 앉아 등잔 불

<그림 36> 등잔실험 전 / 등잔실험 후

꽃의 열에 의해 고착된 모양이다.
이 등잔 사용흔적을 보고 놀랐는
데 바로 복천동1호분 출토의 등
잔토기<그림 37> 표면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이다. 등잔토기 유
물의 잔 내면에도 기름선과 심지
구 주변으로 점들이 모여 중첩되
어 선을 이루고 그 것을 중심으로

<그림 37> 등잔
(제공: 동아대학교박물관7))

<그림 38> 금령총
도제기마인물상 주인상부분

점들이 흩어져 있는 동일한 사용
7)

흔을 관찰할 수 있다.

기마인물상 주인상<그림 38>의 말 엉덩이 쪽에서도 이런 점상들을 관찰할 수 있다. 이
것은 신라시대 토제등잔<그림 32 오른쪽> 표면에 형성된 점상 즉 등잔 사용흔과 유사하
고 굽받침목긴항아리<그림 33>에서 보이는 소성흔인 자연유와는 다르다. 자연유는 재가
고온에서 녹으면서 투명하게 반짝거리는 볼록한 유리재질의 점상으로 형성된다. 반면
등잔은 검은색을 띤 탁하고 불투명한 점들이 도기의 결을 따라 고착된다. 신라시대 토제
등잔에서 볼 수 있듯이 산재한 점들은 가장 흔한 등잔 사용흔이다. 또 점들이 모여 띠를
이루는 등잔 사용흔도 있다. 천관사지에서 출토된 기마인물형토기<그림 7>는 심지구에
가까운 말의 목과 앞다리 측면으로 아래 위로 길게 띠를 이루며 등잔 사용흔이 고착되어
있다.

7) 동아대학교박물관, 1970, 『동래 복천동 제1호 고분 발굴조사보고』 , 1970년도 고적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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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터운 반점
등잔으로 사용했던 도기들는 점들이 모여 띠나 면을 이루기도 하고 오래 사용하면 중첩
되어 더 크고 두터운 반점으로 고착되기도 한다. 금령총 기마인물상을 발굴한 해에 찍은
사진<그림 39>을 보면 등잔 사용흔적이 뚜렷히 남아 있다. 관 끝 부분에 기름기있는 두터
운 반점과 그 아래쪽으로 볼록한 재의 고착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관 아래 잎장식을 달
았을 것으로 보이는 둥근 고리 윗쪽에도 두터운 반점이 덮여 있다. 기마인물상 종상의 말
다리와 네모난 받침대<그림 40>에서도 이와 같은 등잔 사용흔이 두텁게 쌓여 면을 이루고
있다. 가마안에서 소성흔으로 생긴 자연유는 재가 떨어진 중심부가 유리질로 볼록하게 고
착되고 그 주변으로 얇은 막이 코팅되어 도기의 원래 색을 비쳐준다<그림 33>. 마치 유약
을 입힌 것처럼 도기를 더욱 더 돋보이게 한다. 그러나 등잔 사용으로 형성된 기마인물상
의 두터운 반점은 기름기로 번들거리지만 그을음으로 인해 탁하고 불투명하여 원래 도기
표면을 비쳐주지 못한다. 두터운 등잔 사용흔으로 볼 때 기마인물상토기를 새로 제작하여
부장한 것이 아니고 손때가 묻은 등잔을 그대로 껴묻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39> 기마인물상 주인상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40> 기마인물상 종상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기마인물상토기의 표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동일한 두터운 반점을 당시 신라시대등잔
<그림 41>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두터운 반점이 기름선 위로 넓게 고착되어 있고 아가
리 겉면에도 띠를 이루고 있다. 경주에서 출토된 신라시대 등잔형배<그림 42>를 음식기
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등잔의 한 유형이다. 神野恵는 등잔 C류(2020: 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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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였다. 입의 가장자리와 잔
의 안팎에는 산화된 백색 또는 갈
색 점상이 관찰되며 암녹색의 자
8)

연유가 부착되어 있다고 설명 한
다. 이러한 표현은 이형토기의 표
면을 묘사할 때 자주 등장한다.
신라시대 토제 등잔<그림 32 오

<그림 41> 토기 등잔
(용인시박물관)

<그림 42> 燈盞形杯
(국립경주박물관)

른쪽>과 동일한 사용흔으로 자연
유<그림 33>가 아니라 등잔 사용
흔에 가깝다. 현대 도예가들은 유
약 시유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유
약을 사용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재를 가마 속에 집어넣어 자연유
를 연출하기도 한다. 자연유는 도

<그림 43> 테라코타 기름등잔 (메트로폴리탄박물관)

기의 표면을 부분적으로 윤택하
게 코팅해 주어 전체를 일정하게 유약을 발라 굽는 도자기와는 다른 깊이와 자연스런 멋
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예가들은 등잔 사용흔처럼 불투명하고 탁하게 그을린 점상
을 연출하기 위해 이런 수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1세기 테라코타 기름등잔<그림 43>에
도 등잔 윗면과 바닥면에 두터운 반점의 등잔 사용흔이 남아 있는데 자연유가 아니다.
이상과 같이 기마인물상토기 표면에 고착된 흔적은 자연유와 다르고 고대 등잔 사용흔
과 흡사하므로 등잔으로 보아야 한다.

2. 산화
소성과정에서 도기의 겉면에 고착되는 산화흔은 가마안의 불완전 연소로 인해 생긴다.
가야·신라시대 긴 오름가마의 특성상 불길이 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불길이나 그
을음의 방향, 모양 그리고 움직임을 볼 수 있다(김정수, 2021: 261). 신라시대 단경호<그
림 44>의 산화흔은 그을음이 몸통의 일부분을 감싸며 수평으로 파도처럼 움직이면서 표
면에 고착되어 있다. 자연유를 동반하지 않고 생긴 산화흔이라 건조한 느낌을 주며 반
짝거리지 않는다. 신라시대 대호<그림 45>는 복부와 그 위 목 부분까지 직접적인 불길에
의해 검붉게 산화되어 있다. 가마 속에 기물을 배치할 때 주로 윗쪽에 큰 것을 둔다. 그
8) 燈盞形杯, 이뮤지엄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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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이 대호의 산화흔은 아래에
서 위로 목까지 치솟아 고착된 것
으로 보인다. 자연유를 동반하여
표면이 코팅되어 반짝거린다. 소
성으로 생긴 산화흔은 표면에 딱
달라 붙어 있고 두께감도 없다.
<그림 44> 단경호
(국립중앙박물관)

금령총 출토의 기마인물상 종

<그림 45> 대호
(국립중앙박물관)

상은 특히 좁은 관<그림 46> 전
체가 거멓게 산화된 것처럼 보인다. 이형토기가 산화되었다고 묘사할 때는 소성하는 과
정에서 생긴 산화라고 보는데 등잔 사용흔과 소성흔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잔
사용으로 생긴 그을린 흔적과 소성시 생긴 산화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여준다. 등잔
사용으로 그을린 자국은 가마안에서의 그을음과 화염이 움직인 흔적을 볼 수 없다. 소
성으로 생긴 산화는 표면에 밀착되어 있지만, 등잔흔은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두께감
이 있다. 소성 산화흔은 우연히 형성되어 산화 위치가 일정하지 않다. 기마인물형토기의
심지구는 불꽃과 맞닿아 있고 부위가 좁아 1,400℃에 이르는 기름등잔 불꽃 겉면의 높은
온도(Ravi Kant Upadhyay, 2020: 85)에 바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 기형의 등잔은 좁
은 관 부분만 특히 탄것처럼 검고 진하게 그을려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흔적은 식
리총 출토 대부주구호<그림 47>와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영락부주구토기에서도 관찰
된다. 반면 통일신라시대 토제주전자 부리<그림 48>에서는 이런 사용흔을 전혀 관찰할
수 없다. 주전자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가마안에서 기마인물상 종상<그림 46>과 대부주구호<그림 47>가 동시에 좁은 관에만
집중적으로 산화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한 평판 위에 이웃하게 배치하여 같은 날
동일한 장작 가마에서 소성하더라도 변화무쌍한 불꽃과 우연한 그을음의 움직임으로 인

<그림 46> 기마인물상 종상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47> 대부주구호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48> 토제주전자
(국립부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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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 영향을 각기 다르게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잔일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같은 위치의 심지
구를 가진 동일 기종은 불꽃의 위치가 고정되기 때
문에 서로 다른 지역과 시기의 도기라도 같은 위치
가 그을리거나 그을음이 고착(김정수, 2021: 260261) 될 수 있다. 유사한 위치에 산화흔이 고착되
었다면 이것은 소성 산화흔이 아니라 불꽃의 위치

<그림 49> 테라코타 기름등잔
(메트로폴리탄박물관)

가 같아서 고착된 등잔 사용흔으로 보아야 한다.
돌출된 등잔 심지구에 진하게 형성되는 그을린 흔
적 혹은 그을음 고착현상은 실제 등잔에서도 관찰
된다. 로마 초기 1세기 유물인 테라코타 기름등잔
<그림 49>의 돌출된 심지구에도 그을린 흔적이 고
착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마인물상토기의 관에 남
아 있는 산화흔은 소성흔이 아니라 등잔 불꽃에 의
해 그을린 등잔 사용흔으로 보아야 한다.

<그림 50> 등잔편
(국립경주박물관) 통일신라

3. 박리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박리’라는 용어는 표면 위에 입혀진 이물질이 벗겨져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토기가 매우 오래되고 보존 상태가 나빠 토기 자체의 결이 떨어져 나가는 현
상과 구분된다. 자연유는 유약과 마찬가지로 도질토기 표면과 하나되어 벗겨 내거나 씻어
낼 수 없다. 반면 등잔 사용흔의 경우 통일신라시대 등잔처럼 표면에 고착된 사용흔이 박리
<그림 50>되어 벗겨지기도 한다. 밀페된 가마 속에 있는 도기는 표면 전체가 1,200℃ 이상의
고온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등잔은 주변이 개방된 공간이라 속 불꽃의 온도가 600℃
(Ravi Kant Upadhyay, 2020: 85) 정도인 작은 크기의 등잔 불꽃에 의해 받는 열의 작용
은 부분적이다. 이런 이유로 불꽃
이 맞닿지 않는 곳에 형성된 등
잔 사용흔은 소성흔과 달리 도
기 표면에 완전히 고착되지 않
고 박리되기도 한다고 본다. 등잔
실험에서 모사품 표면의 그을음
이 부분적으로 닦아졌고 박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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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그을음 박리 / 박리된 그을음이 떨어진 후

상(김정수, 2021: 263)이 관찰되
기도 했다. 등잔실험 후 사슴장식
<그림 51> 목부분에 고착된 그을
음 막이 박리되어 그 부분이 떨어
져 나갔다. 이러한 박리현상은 기
마인물상 종자상<그림 52>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말 안장에 앉은
두터운 그을음이 부분적으로 박리

<그림 52> 도제기마인물상 종자상 (국립중앙박물관)

되어 도기 원래의 색을 보여준다. 기마인물상 주인상<그림 53>사진은 발굴된 해인 1924
에 찍은 필름이고 왼쪽<그림 54>은 세척과정을 거친 후의 사진으로 보인다. 1924년 사진
은 말의 얼굴, 굴레, 재갈멈치, 고삐, 가슴걸이, 말방울, 관 그리고 관아래 고리에 그을음
이 두텁게 부착되어 있고 떨어져 나간 부분도 보인다. 그러나 최근 사진은 뚜렷한 사용
흔이 대부분 씻겨져나가 도기 원래의 표면을 잘 보여준다. 가마에서 고온으로 소성된 자
연유는 이렇게 박리되거나 씻겨질 수 없다. 그러므로 박리되기도 하고 유물보존처리 과
정에서 씻겨진 기마인물상토기에 부착된 흔적은 소성흔이 아니라 등잔 불꽃에 의해 형
성된 등잔 사용흔으로 보아야 한다.

<그림 53> 경북 경주 금령총 기마인물상 주인상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54> 기마인물형토기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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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지
필자는 천관사지 출토 기마인물형토기<그림 7> 목에 있는 대롱관의 목질을 심지로 추
정하였다. 기마인물형토기의 용도가 형태에 의미를 두는 명기라면 좁은 관에 목질을 끼
워 둘 필요가 없다. 또 그 용도가 주전자라면 이 목질은 있어서는 안되는 물질이다. 목심
지를 보지 못한 필자는 천관사지 출토 기마인물형토기 부리 끝에서 직물조직이 아니라
목질이 발견된 것에 대해 의아해했다. 그러나 등잔실험에서 관솔심지는 불꽃이 선명하
고 오래 지속되었으며 그을음도 생기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은은한 솔향기까지 내는 목
심지여서 유물과 일치하는 그 결과가 놀라울 따름이었다. 부여 능산리사지 출토 등잔에
서 소나무과 수지는 15점 중 5점에서 확인되었다(이상일 2020: 79). 소나무 껍질이나 인
피부 등 나무 혹은 나무에 스며든 수지가 심지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기마
인물형토기 유물에 남은 목심, 관솔심지의 실험결과 그리고 등잔심지 성분분석은 기마
인물형토기의 용도가 등잔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다.
국내와 국외 유적에서 유물에 남아있는 심지는 대체로 면, 마, 식물섬유(Anna
Shevchenko, et al. 2017: 4), 골풀, 그리고 목화풀(Ingvar Svanberg, 1997: 146~147)들이다.
특이하게 중국 운남성 계가원자(桂家院子) M1: 44호분에서 출토된 동행등(銅行燈)에서
가는 대나무 줄기들을 세섬유질로 감아 심지로 사용한 예가 있다. 우리나라 능산리사지
등잔에서 발견된 소나무과 수지의 등잔 심지는 다른 국내외 유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실제 유물에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서기 2~3세기 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기름
등잔을 밝힐 때 허용하거나 금지하였던 재료에 대한 글을 보면 나무 심지를 확인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나무 껍질 바로 안쪽에 있는 삼나무와 버드나무의 인피부로 만든 심지
는 안식일에 사용할 수 없다(Michael Schorr, et al. 2017: 31)고 밝히고 있다. 즉 평소에는
삼나무와 버드나무로 만든 심지를 사용하였다는 말이다.
9)

전기가 일반화되기 전까지 마, 면(솜) 그리고 한지 등을 심지로 사용 하였다. 이로 보아
직물 외에도 한지와 같이 닥나무 껍질 혹은 닥풀, 관솔(소나무 수지) 그리고 백화수피 등
을 등잔 심지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기마인물형 모사품에 꽂은 면심지는 무
용지물이었다. 한지 심지를 굵게 만들어 사용하면 불꽃의 크기가 좋았지만 가는 관에 꽉
차게 만들기는 힘들었다. 관솔심지도 딱딱하고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심지구에 딱 맞지
않고 틈이 생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백화수피였다. 백화수피는 자작나무 껍질인데 신
라시대 금관모나 모자챙의 심지 그리고 금동으로 장식된 말다래에 사용했던 재료이다.

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잔,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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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심지 보다 단단하고 관솔 보다 유연하니 좁은 관에 꼭 맞는 굵기와 길이로 조정하여
탄력성 있는 심지로 사용 할 수 있다. 얇은 백화수피를 말거나 겹쳐서 가는 실로 감으면
고대 이스라엘 등잔<그림 28>에 남아 있는 심지와 비슷한 모양이 된다. 기마인물형토기
의 좁은 관은 심지를 잡아주므로 세사로 감지 않고도 심지를 꽉 채워 조력을 극대화 시
킬 수 있다.
이상일(2020: 80)은 심지를 크게 경질심지와 연질심지로 분류하고 동일한 기형의 등잔
에 꼬여진 연질심지, 연질심지 그리고 경질심지의 예를 보여 주었다. 이형토기 모사품들
로 여러 가지 심지를 사용한 등잔실험을 통해 심지의 종류는 심지구의 모양<표 5>과 깊
은 관련이 있었다. 필자는 심지를 연질심지, 반 경질심지 그리고 경질심지로 분류했다
(김정수, 2021: 266).
<표 5> 이형토기 등잔 유형에 따른 심지 추정(김정수, 2021: 266)
연질심지

반경질심지

경질심지

첫째, 연질심지는 재질 자체에 힘이 없어서 개방형 등잔에 걸쳐서 사용하는 심지로 직
물을 꼬아서 만든 것이다.
둘째, 반경질심지는 심지 그 자체에 힘이 있어서 기름 안에서 지탱하여 설 수 있는 심
지이다. 개방형 중 등잔형이나 다배형과 같이 잔 가운데에 기름관과 연결된 구멍이 있는
경우 사용하기 좋았다. 이런 기종에는 반경질심지를 사용해야만 불이 쉽게 꺼지지 않고
그을음도 생기지 않았다. 또 반경질심지는 주유구와 심지구가 분리된 폐쇄형 압형토기
와 주구형토기에도 알맞다. 큰 심지구에 알맞는 높은 조도를 얻기 위해서는 심지구에 꽉
차는 반경질심지를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질심지는 나무 재질로 기마인물형토기처럼 좁은 관형 심지구가 있는 폐
쇄형 등잔에 적합하다. 불꽃이 안정감있고 선명하며 심지에 재도 잘 생기지 않는다. 기
마인물형토기에는 반경질심지나 경질심지 둘 다 사용하기 좋은 심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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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기마인물형토기는 망자가 말을 타고 영혼의 세계를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무덤에 부장
한 명기로 여긴다. 그러나 무덤이 아닌 저습지, 건물지 그리고 유적의 표토에서 발굴된
경우가 더러 있어 이는 명기가 아니라 당시 생활에서 사용하던 용기임을 알 수 있다. 또
널리 알려진 기마인물형토기의 다른 용도는 주자 즉 주전자이다. 그러나 음료를 위한 주
전자이기에는 용액을 채울 수 있는 용량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이다. 부
리모양 또한 주전자의 부리와 구별되는 크기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그러한 특징
은 등잔 심지구의 특징과 일치한다. 대영박물관 소장 등잔과 우리나라 기마인물형토기를
비교해 보면 주유구와 심지구의 기능적 구조와 위치 뿐만 아니라 기마인물이라는 외형까
지도 유사하다. 천관사지에서 출토된 기마인물형토기의 말 목에 부착된 대롱 끝에 목질
이 붙어 있는 것도 그 용도가 주전자가 아니라 오히려 등잔이었음을 웅변해 준다. 주전자
의 주출구로 본다면 이 목질은 미스테리가 된다. 그러나 그 용도를 등잔으로 보면 이것은
바로 심지구 안에 꼽아 두었던 목질심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좁은 대롱관 심지구
형태는 실험을 통해 면실심지가 적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빳빳한 나무재질인 한지와 관솔
심지가 적격이었다. 게다가 등잔실험을 한 후 모사품 표면에 생긴 등잔 사용흔과 동일한
현상을 실제 기마인물형토기 유물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다. 기마인물형토기가 등잔이라
는 주장은 소성흔과 구분되는 등잔 사용흔이 남아 있는 같은 시기의 등잔 유물을 통해 더
힘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기마인물형토기는 말의 형태에 중점을 둔 명기나 제사 때 제기
로 사용된 주전자가 아니라 기마인물로 꾸민 등잔으로 보아야 한다.
기마인물형토기는 작은 크기의 등잔이지만 당시 뛰어난 기술과 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반영해 주는 유물이다. 등잔은 해가 진 후 어둠을 극복하고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위해 오래 태울 수 있고 옮기기 쉬워야 한다(Bine Kramberger, et al. 2020: 102).
당연히 안전한 화재통제 능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기마인물형토기는 기름충전구 구멍이
작은 폐쇄형이라 왠만한 움직임에도 기름이 넘치지 않는다. 가는 관이 몸에서 뻗어나와
있어 불꽃과 기름저장소가 분리된다. 사각형판은 흔들림 없이 안정감 있게 등잔을 받쳐
주는 구조이다. 한마디로 불꽃을 관리할 수 있는 화재통제 능력이 극대화되어 있다. 이
는 당시 밤의 모임과 활동을 가능하게 해 주는 기술이기도 하다.
로마시대 등잔과 유사한 등잔이 왜 5~6세기 초 신라에서 출현될까? 여기에 대한 의문
은 가야와 신라시대 고분에서 출토되는 적지 않은 수의 로만글라스 등 서역계 유물(이
한상 2004: 149-161) 또는 외래유물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B.C. 2000년경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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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로마정복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그들이 널리 퍼져 살았던 근동과 중동지
역에서 특히 여러 종류의 많은 등잔들이 출토되었다. 그레그(Gregg E, 2014: 284)는 빛
의 저장소로서 등잔은 그것을 사용했던 고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였다고 한다. 의
인은 빛과 생명으로 상을 받고 악인은 어두움과 죽음으로 벌을 받는다고 여겼다. 바르다
(Varda, 1998: 189)는 생활에서 사용한 등잔이나 장례식에서 사용한 등잔, 둘 다 구속에
대한 공통의 희망을 표현했을 것이라고 한다. 고대 한국에서도 빛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등잔들을 부장한 것은 아닐까? 가야·신라 시대 무
덤에서 주전자는 거의 출토되지 않는데 신기하게도 등잔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종류의
이형토기들이 출토되고 있다. 둘 다 실생활에서 늘 사용하던 물건이지만 등잔을 껴묻었
다는 것은 이에 대한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금령총 출토
의 기마인물형토기 한 쌍에 현저한 등잔 사용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유물은
살아있을 때 사용하던 등잔이다. 어두움을 빛으로 밝혀주던 손 때 묻은 그 등잔을 무덤
에 밝힘으로써 망자의 영혼이 절대자 앞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어 빛 안에서 부활하기를
소망하며 껴묻은 것은 아닐까?
▶논문접수일(2020.12.30.) ▶심사완료일(2021.6.15.) ▶게재확정일(20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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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use of the warrior on a
horseback-shaped pottery in the Silla Dynasty
Kim, Jeong Soo

(Pusan National University)
Among the different types of the singular pottery, the warrior on a horseback-shaped
pottery is the best known pottery as a kettle of the Silla Dynasty royal fami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newly reveal the use of the warrior on a horseback-shaped pottery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The two main theories about the use of the warrior on a horsebackshaped pottery ar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Focusing on the appearance of the pottery,
it is interpreted as funerary objects, or the function as a storage container which is said
to be a primitive type of kettle. Since a pair of the warrior on a horseback-shaped pottery
were excavated at Geumnyeongchong Tomb, this type of pottery was also excavated at a
historical si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claim that the use of the warrior
on a horseback-shaped pottery is a funerary object. Also, although it is similar in shape to a
kettle, it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kettle’s functional form. First, this study compares
the spout and capacity of the warrior on a horseback-shaped pottery and a typical kettle to
find out the differenc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apacity of the warrior on a horsebackshaped pottery is quite insufficient to be used as a kettle. However, the capacity is adequate
to use as an oil lamp. Second, the warrior on a horseback-shaped pottery was compared
with one of the ancient oil lamps in the British Museum’s collection. When comparing these
two, surprisingly, not only was the functional structure similar, but also their appearance.
In addition, the angle of the cut at the tip of the spout of the warrior on a horseback-shaped
pottery is different from the angle of the tip of a kettle spout. Nevertheless, it coincides with
the shape of the wick hole of the oil lamps from other countries. This shape of the wick
hole is the high-tech shape of the oil lamp’s wick hole. A kettle experiment was conducted
using a replica of the warrior on a horseback-shaped pottery to prove this case. Third, the
lamp experiment was followed.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it was a very inconvenient
form to use the warrior on a horseback-shaped pottery as a kettle. After all, as an oil lamp,
it optimized its functional structure. Finally, after the experiment, the traces of its use as
an oil lamp was discovered on the surface of the warrior on a horseback-shaped pottery
replica rather accidently. As a result of observing the warrior on a horseback-shaped pottery
excavated from the Geumnyeongchong Tomb, it was also found that there were traces of
soot and ashes fixed on the surface of the pottery of the historic relic, which was proof as
being used as a lamp. Therefore, after observing the warrior on a horseback-shaped pottery
through the various methods and experiments outlined above, it is possible to come to the
conclusion that its function serves as an oil lamp rather than being used as a kettle or tomb
object.
Keywords : Warrior on a horseback-shaped pottery, Horse-shaped pottery, Uses, The singular
pottery, 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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