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創刊辭
우리 동아문화연구원이 개원한지 어느덧 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적
지 않은 각종 조사와 연구성과도 있었지만 또한 우리 연구원 구성원들의 실력함양을
위한 자체 세미나와 외부 초빙강사에 의한 특별강의 등의 연수기회도 매월 1회 이상
가져왔습니다. 이는 본원 소속 연구원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발굴조사기법의
향상은 물론 자기능력 계발과 학술적 성과의 고양을 위한 노력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회와 방법을 통해 자기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어진 학술적 성과와 축적된 지식은 우리들의 문화유산 보존ㆍ보호의식과 문화재
애호정신을 더욱 깊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으로 얻어진 지식과 성과들
은 결코 우리들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과들을 우리의 문
화유산을 애호하고 연구하는 동학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 동아문화연구원은
고고학을 비롯한 국학 전문 정기학술지『東亞文化』를 매년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국
내의 학문적 성과를 내외학계에 소개하고 아울러 외국의 최근 학문성과와 조사연구
기법을 국내에 소개하는데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 창간호에 등재하는 학술논문들은 그동안 우리 연구원에서 특별강의를 해 주
신 외래 강사들의 강연내용과 본 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의 학술논문 및 해외 선진 학
술성과의 번역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문
화유산 발굴조사ㆍ연구와 학술적 진보에 작으나마 타산지석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 학술지는 발간회수를 거듭할수록 더욱 새롭고 수준 높은 연구성과
들을 계속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조촐하게 상재되는『東亞文化』는 앞으로
모든 이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착실히 성장해 갈 것으로 확
신합니다.

2005年 11月
(財)東亞文化硏究院長 李 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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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史․古代의 地上式建物
배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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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최근까지도 전통적인 주거는 建築史家들에게 큰 관심을 끄는 주제가 아니었다. 오
늘날에도 건축의 뿌리가 ‘自生的 住居’라는 보잘 것 없는 출발에 있다는 개념을 거부
하는 몇몇 현대의 학자들은 “住居는 建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
른 건물의 역사와는 달리 주거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인 동시에 보금자리의 역사이며
진화의 역사이다. 생존과 번식을 위한 절대적인 한정공간을 확보하고 지켜야 하는 본
능에서 충동되어 표출해낸 것이 住居이며 이를 위해 生得的意識이나 習得的意識을
동원해 왔다. 따라서 ‘집’의 역사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핵으로 삼아 확대와 분할을 거
듭해왔으며, 이러한 확대와 분할을 통해서 원형이나 타원형, 방형 등의 주거를 만들
어냈다. 또한 ‘집’은 인간이 처한 환경과 사회ㆍ경제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건축행위의 산물이다.1)
1) 노버트 쉐나우어 지음, 김연홍 옮김, 2004, 뺷집〔6,000년 인류주거의 역사〕뺸, 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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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先史時代의 주거는 竪穴式과 地上式으로 크게 대별된다. 먼저 수혈식주
거는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정착생활을 시작한 新石器時代人부터 시작하여 近代까지
그 명맥이 이어져 온 가장 고전적인 주거형태이다. 이에 비해 地上式建物은 청동기시
대 전기에 初出하여 근대까지 수혈주거와는 다른 용도 및 목적으로 사용된 유구로써
현재까지 그 출토 예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관련 연구자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
다.2) 이러한 요인으로는 유구의 희소성과 함께 발굴조사상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는 추론을 이끌어내기 극히 어렵다는 한계성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地上式建物의 발굴 예가 늘어나게 되어 이에 따른 연구도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
이나, 아직까지는 地上式建物의 용어에 대한 통일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유구
의 성격추정도 한정적이다.3)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이러한 지상식건물의 용어의 사용
및 정의, 문헌기록, 민족지학적 事例, 우리나라와 일본의 출토유적 예를 먼저 살펴 본
뒤, 최근 확인된 함안 충의공원 조성부지내 유적의 地上式建物에 대한 私見을 간략하
게나마 피력하여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2) 地上式建物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고고학보다는 건축학분야에서의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홍식, 1992, 뺷한국의 민가뺸, 한길사
張慶浩, 1993, 뺷韓國의 傳統建築뺸, 文藝出版社
金度慶, 2000, ｢韓國 古代 木造建築의 形成過程에 關한 硏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建築工學科
博士學位論文
고고학분야에서의 지상식건물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崔憲燮, 1999, ｢高床建物址의 機能에 대한 小考｣, 뺷年報뺸創刊號, 昌原大學校博物館
裵德煥, 2000. 2, ｢靑銅器時代 掘立柱에 대한 一考察 -西部慶南 松菊里型 住居址 出土遺蹟을 中
心으로-｣, 뺷제1회 문화재조사연구단 학술세미나 발표요지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金昌億, 2000. 12, 뺷三國時代 時至聚落의 變遷 硏究뺸, 慶北大學校 大學院 文學碩士學位論文
유병록, 2002, ｢Ⅳ.고찰｣, 뺷大邱 東川洞聚落遺蹟-본문 2-뺸, 嶺南文化財硏究院
趙賢庭, 2003, ｢Ⅳ.考察 -2.梨琴洞遺蹟의 地上式建物에 관해서｣, 뺷泗川 梨琴洞 遺蹟뺸, (社)慶南
考古學硏究所
3) 우리나라는 자료의 한계성으로 인해 望樓, 倉庫, 神殿 등으로 해석되나 우리보다 자료가 풍부한
일본에서는 이 이외에 居館, 住居, 殯屋 등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어 있다.

-+-

先史․古代의 地上式建物 3

Ⅱ. 地上式建物의 용어정의와 발생원인
1. 용어정의
본 글에서 地上式建物이라 함은 기존의 掘立柱ㆍ平地式ㆍ地面式ㆍ大壁式ㆍ高床式
建物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발굴조사상에서 나타나는 것만으로는 정
확한 명칭을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竪穴住居와는 대
비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地床式(掘立柱ㆍ地面式ㆍ平地式ㆍ大壁式 포함)과 高床
式이 명확히 구별될 경우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은 용어이다.4)
地床式建物은 땅 위나 속에 기둥을 세우거나 박아 넣어 만든 건물로, 지표면상에
생활면을 설치한 건물을 총칭한다. 高床式建物은 地床式建物이 높은 위치에 생활면
을 만든 것으로, 바닥이 땅에 직접 닿지 않는 것을 말한다. 발굴조사상에서 兩者를 구
별하기는 어렵지만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地床式建物
최근까지 대부분 掘立柱建物이라고 칭하던 것으로 땅을 파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수혈주거와는 차이가 있다. 굴립주건물이라고 부르는 견해에는, 이 형식의 유구가 地
床式 또는 高床式일 두 가지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둔데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나라
에서는 토양의 성질상 기둥을 땅속에 묻어 세우면 밑둥이 썩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
형식으로 기둥을 세우는 방법이 소멸된 것으로 건축학계에서는 보고 있다.5) 우리나
라에 현존하는 목조건축 중 주혈에 기둥을 세운 예는 없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세운
기둥을 부르는 명칭도 없다.6) 반면 일본에서는 현존하는 많은 목조건축 중에 주혈로
기둥을 세운 예를 찾아 볼 수 있으며, 근세까지도 기둥 밑둥을 땅속에 박아 세우는 방
식이 존재하였고 이를 ‘掘立柱’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掘立柱’라는 용어는 이 일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7) 그리고 일본에
4) 본 글에서 床面을 기준으로 땅위에 만들어진 것을 地床式, 높은 위치에 일종의 마루를 만들어
床面으로 삼은 것을 高床式이라 하며 이 두 가지를 총칭하는 용어가 地上式이다. 地上式은 竪穴
式과 대비되는 성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5) 前揭書 註 2) 金度慶 參照
6) 수혈주거의 기둥자리를 의미하는 우리말로서 ‘백이기둥’이란 용어가 있다.
前揭書 註 2) 김홍식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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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굴립주건물을 ‘平屋(地床式)’建物과 ‘高床’建物의 두 종류로 대별하고 있으나 엄
격한 의미로 이러한 개념 외에 움집, 즉 수혈주거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8)
2) 高床式建物
생활면이 직접 바닥에 닿지 않는 것
을 말하며, 가장 기본적 구조로 추정되
는 바닥아래를 트이게 한 것과 외벽을
만들어서 계단을 이용한 多層 건물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시대 전기
의 미사리유적에서 초출하나 일본에서
는 야요이시대에 들어서 地床式建物과
함께 새로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
도면 1. 地上式建物의 長ㆍ短軸 名稱

다.9)

地床式建物이나 高床式建物의 경우, 평면형태가 대체로 방형이나 장방형으로 배치
된다.10) 지붕의 정상에 이용되는 용마루(棟木)와 병행해서 柱頭部를 연결한 재료를
도리(桁-서까래를 받치기 위해 기둥과 기둥위에 걸쳐놓는 나무), 도리와 직교하는 가
구재를 들보(梁)라 하며, 도리가 걸치는 방향을 桁行, 들보가 걸치는 방향을 梁間(또는
梁行)이라 한다.11) 일반적으로 평면형태가 장방형일 경우 장축이 桁行, 단축이 梁間이
된다.
발굴결과 나타난 이들 유구를 地床式 또는 高床式建物 중 어디에 해당시켜야하는
가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기준은 아직까지는 모호하다. 그러나 주혈의 比高 및 내부의
평탄화정도, 유구의 입지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판단가능하다. 그 판단기준으로서는
7) 本 글에서는 掘立柱라는 용어 대신 地床式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8) 淺川滋男 編, 1988, 뺷先史日本の住居とその周邊뺸, 奈良國立文化財硏究所シンポジウム報告, 同
成社
9) 宮本長二郞, 1997, ｢住居と倉庫｣, 뺷弥生文化の硏究7-弥生集落-뺸, 雄山閣
10) 원형의 평면형태를 가진 건물은 미사리, 관창리 유적 등에서 확인되었다.
11) 地上式建物의 규모를 나타낼 때 쓰는 桁行, 梁間(行)은 일본식용어이다. 우리나라에는 이에 해
당하는 적절한 용어가 없어 보통 단축×장축(예: 1×2칸)으로 사용하나 일본에서는 장축×단축을
사용하고 있으며 間의 형성은 건물의 계획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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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바닥면에서 노지, 床面다짐 등의 생활흔적이 확인된다면 地床式建物일 가능성
이 있다. 둘째, 柱穴간 比高가 일정하고 내부면이 평탄하다면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
나12), 경사지에 조성되어 있다면 高床式建物일 가능성이 크다. 셋째, 습지 또는 범람
원, 하천변에 조성된 것은 대체로 高床式建物일 가능성이 있다. 넷째, 柱穴의 수가 적
고 대칭양상이 보이면 高床式建物, 주혈의 수가 촘촘하며 대칭양상이 뚜렷하지 않다
면 地床式建物일 가능성이 있다. 高床式建物은 床面 높이가 높기 때문에 결속방법에
따라 충분히 하중을 버틸 수 있다. 그러나 地床式建物은 벽을 세워야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보조주혈을 요구하게 된다.

2. 발생원인
高床式建物은 고온다습한 동남아시아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다른 문화
권인 시베리아, 서아시아, 북유럽, 남미 등의 고상건물이 독자적으로 발생하여 절충되
었을 가능성이 크다. 발생원인에 있어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高床建物은 벼농사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13), 벼농사는 한번에 수확한 곡
식을 안전하게 저장하여 1년 내내 식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시기의 수혈주거에
서는 옹기를 저장고로 사용하였는데, 커다란 옹기를 만들기도 어려웠을 뿐 만 아니라
거주공간도 제한되었다. 또한 습기나 쥐의 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따라서

12) 地床式ㆍ高床式建物일 두 가지 가능성 모두 공존하기 때문에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13) 일본의 민속학계에서는 高倉의 ‘稻作起源說’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일본의 민속학자인 南 根祐이다. 南은 高倉이 출현하는 야요이 중ㆍ후기 이전에는 낟알
만 수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에서 벼베기수확법에 기초한 벼쌓기 관행이 없었다고 보
았다. 그러나 벼베기도입에 의해 긴 짚단의 벼를 전부 넣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으며, 이것
이 흙저장고의 보급과 함께 高倉이 소멸하게 된 것으로 가정하고, 기존의 주장과는 반대로
‘高倉에서 벼쌓기로의 이행’을 주장하였다. 현재 벼쌓기가 먼저인가 高倉이 먼저인가에 대
한 논의가 분분한 실정이며, 일본 각지에서는 벼쌓기와 高倉으로의 수납이 장기간에 걸쳐
병행되고 있다.
蛸島 直, 1995. 9, ｢高倉の神秘-奄美沖永良部島を中心に｣, 뺷比較民俗硏究뺸12, 筑波大學 比較民
俗硏究會
또한 일본에서는 石毛直道 등에 의해 2석5두 수확량의 수전에서 1일 8시간의 노동량으로 석도
를 이용한 낟알수확과 낫에 의한 수확을 비교실험한 결과, 석도를 사용한 낟알수확의 경우 약
20일, 낫은 단 4일밖에 안 걸려 낟알수확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었다.
石毛直道, 1968, ｢日本稻作の起源｣, 뺷史林뺸51-5ㆍ6

-+-

6 東亞文化 創刊號

다량의 식량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서는 地上式建物 중 高床建物이 가
장 이상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벼농사와 더불어 발생한 高床建物
은 高床倉庫의 형태로 북방으로 전파되어 점차 여름용 주거시설이나 제사와 관련된
건물 등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지역에 따라 오늘날의 高床住居와 마루의 형태로 발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高床式建物의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지면으로부터의 습기방지
② 홍수에 의한 침수예방
③ 짐승ㆍ해충ㆍ독초로부터의 피해방지
④ 청결유지
⑤ 여름철의 피서효과(계절성 주거) : 농업의 발전에 따른 정착생활과 관련되며, 이
경우 수혈주거지의 수, 床面積, 군집현상 등에서 高床式建物과 유사성이 나타나
야 할 것이다.
⑥ 토지이용의 효율성 : 기복이 있는 지형에서도 특별한 토목작업 없이 지을 수 있
다.
⑦ 땅속을 오르내리는 수혈주거의 불편함을 개선 : 정착생활에 있어 주거는 생활의
근거지로서 주거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생활행위가 많아지게 되고, 목조가구기
술의 향상에 힘입어 어둡고 오르내리기 불편한 竪穴住居에서 地上住居로 발전
하였다
⑧ 채광효과
⑨ 수확물의 안전한 확보 : 특히 쥐가 오르지 못하게 기둥을 둥글게 하거나 방지판
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둥근 기둥도 시간이 지나면 표면에 균열이 생겨서 쥐가
오를수 있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토탄이나 기름 등을 바르기도 한다.
이와 같이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먼저형태적인 특
징에서 발생하였다는 실제적인 이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원인중 일부만이 공통
성을 가질 뿐, 각 지역과 민족의 생활풍습에 따라 그 효용은 차이가 있다.14)
14) 姜榮煥, 1999, 뺷한국 주거문화의 역사뺸, 技文堂
한국토지공사, 2000, 뺷김해장유지구 아랫덕정유적 복원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보고서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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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각종 기록 및 民族誌學的으로 본 地上式建物
1. 古文獻
1) 中國
ㆍ뺷三國志뺸魏志 東夷傳 高句麗條 : …읍락에 큰 창고가 없어 집집마다 작은 창고를
두고, 그 이름을 부경(桴京)15)이라 한다…
ㆍ뺷晋書뺸肅愼氏條 : …숙신을 일명 읍루라고도 하며…깊은 산과 계곡에 살고길이
험하여 車馬가 통하지 못하고 여름에는 소(巢)에 居하고 겨울에는 혈(穴)
에 居한다…
ㆍ뺷魏志뺸獠傳 : …나무에 의지하여 목재를 쌓아 그 위에 寄居하는데 이를 간난(干
欄)이라 하며, 간난의 크기는 가족의 수에 따른다…
ㆍ뺷舊唐書뺸卷 197ㆍ뺷新唐書뺸南平獠傳 : …땅에 독기가 많고 산에는 독초와 독충이
많아 사람은 누거를 겸하여 사다리로 오른다하여 간난(干欄)이라 한다…
ㆍ뺷梁書뺸林邑傳 : …그 나라의 풍속에 거처하는 곳을 각(閣)이라 하는데 이름하여
간난(干欄)이라 한다…
ㆍ뺷禮記뺸卷9 禮運 : …선왕 때에는 궁실이 없고, 겨울에는 굴에 살고 여름에는 회소
(檜巢)에 거한다…
중국의 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건축, 역사, 풍습에 관련된 기사
는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사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우리나
라 고건축의 모습은 거의 1,000년에 걸쳐 변화의 모습을 파악할 수 없다. 결국 중국사
서에 기록된 우리나라 고대건축의 모습은 대부분 우리나라 고대국가 성립단계의 모
습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16)

15) 고대 중국의 穀倉은 원형과 방형의 두 가지가 있는데 원형창고를 桴, 방형창고를 京이라 하였
다. 원형곡창은 벽면을 대나무나 풀로 엮고 흙을 발라 사용하였다. 지금도 아무르강 유역의 이
데르멘族이나 해안의 고리악族은 원추형의 고상창고를 사용하고 있다.
前揭書 註 14) 한국토지공사, 2000 參照
16) 前揭書 註 2) 金度慶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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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日本
ㆍ뺷日本書紀뺸: …겨울에는 혈(穴)에 宿하고 여름에는 소(巢)에 居한다…
우리나라에 대한 기록은 아니지만 일본 민속학에 있어서 高床倉庫에 대한 이야기
는 다음의 설화집에 잘 나타나 있어 우리나라 高床倉庫의 연구에 있어 좋은 자료가
된다.
ㆍ뺷南島雜話뺸: 죽은 자를 위해 高倉아래에서 보리밥을 공양하여 제사를 지냈으며,
신ㆍ개축할 때 高倉아래에 새로 담근 술이나 떡을 바쳐서 제사지내는
것은 여성이라고 하였다.17)
3) 韓國
ㆍ뺷三國史記뺸, 뺷三國遺事뺸: 삼국에는 건국초기부터 도성을 비롯한 성곽, 궁실, 관아
및 일반주거 등이 존재하였음과 동시에 그 건축에 관한 내용은 파악할
수 있으나 각종 건축물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 뿐 자세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상과 같이 고문헌에 나타난 각 주거형태 중 뺷晋書뺸, 뺷禮記뺸, 뺷日本書紀뺸에는 계
절성주거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어 주목되나 현재까지 발굴조사상 확인된 적은 없
고 추정만 할 뿐이다.

17) 일본의 민속학적인 연구결과 高倉은 穀靈을 기리기 위한 祭場이며, 주로 여성이 高倉아래서 제
사를 지냈다고 한다. 남성은 高倉 위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하였으며, 여자는 高倉 위로 오르지
못하는 풍습이 일본에서는 전해져 내려온다. 따라서 고창 위 = 남자의 영역, 고창아래 = 여자
의 영역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내리기에는 여성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나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남성이 모자라서 여성들이 짐을 지고
高倉 위를 오르내렸다고도 한다. 또한 일본에서는 이사를 할 때, 高倉의 목재를 다 가져가서 건
물을 지었으며, 목수의 우두머리가 길일을 택해서 주문을 외우며 공사를 개시했다고 한다. 이
이외에도 일본의 민속학적 금기사항 중 주거를 만들 수 없는 장소가 많이 있는데 그 첫째가
“창고, 즉 高倉의 자리에는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前揭書 註 13) 蛸島 直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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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高句麗 古墳壁畵의 建築圖

도면 2. 高句麗古墳壁畵에 보이는 高床式建物
(前揭書 註 14) 한국토지공사에서 인용)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建築圖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城郭圖,
建物圖 및 木造建築 結構圖로 나눌 수 있다. 성곽도는 성곽을 중심으로 하여 그 속의
주요 건물들을 그린 배치도적인 내용이다. 건물도는 단위 건물을 묘사한 것으로 그
내용에 따라 宮室이나 邸宅 등의 주요 殿閣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殿閣圖, 그에
부속된 여러 건물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一般建物圖로 나뉘어 진다.18) 이 중 고분
벽화에 나타는 고상창고는 모두 平柱式이며, 지붕형식은 모임지붕이나 재료는 분명
하지 않다. 그러나 마선구 1호분에 그려진 용마루를 치미로 보면 기와지붕이었을 가
능성도 있다. 벽체는 귀틀집 구조19)로 되어 있다.

3. 家形土器에 나타난 地上式建物
1) 硏究史
ㆍ金元龍20) : 가형토기가 高床式이라는 요소에 착안하여 그 기원을 남방에서 발생
한 것으로 여겼다. 그 증거로서 王禎의 뺷農書뺸 卷16의 기록과 安志敏의 論考(1963, ｢
18) 前揭書 註 2) 金度慶 參照
19) 일본 동대사 정창원의 교창구조와 중국 귀주성 동족의 고상창고와 동일하다.
20) 金元龍, 1969, ｢新羅家刑土器考 - 古代韓國에 있어서의 南方的 要素｣, 뺷金載元博士華甲記念論文
集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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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干欄”式建築的考古硏究｣, 뺷考古學報뺸第一ㆍ二期)를 들었다.
ㆍ李松蘭21) : 古新羅에서 남방적 요소가 반영된 한 예로 고상건물을 들면서, 중국
의 경우 後漢이후 양자강 이북지역까지 확산되었지만 그 이전에 출
토된 漢代 家屋形明器를 통해 광동성 등 남부지방의 독특한 건축양
식으로 보고 삼한시대부터 남방지역과의 교섭루트가 있었던 신라에
서 고구려를 통하지 않고 海路를 통한 고상식건물의 수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운남지역을 주목하고 이곳을 동남아시아식 고상가
옥이 중국 남부에 유입되는 통로로 보고 이곳을 비롯한 중국 남방지
역에서 高床家屋形 건물이 이용되었다고 보고 있다.
ㆍ愼仁珠22) : 지금까지 출토된 가형토기 17점을 조형과 용도에 따라 분석하여 남방
지역에서 유래하였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재고하였으며, 고구려 고분
벽화에 묘사된 귀틀집을 북방적요소로 간주하였다. 또한 고구려와 백
제의 것은 모두 地床式인데 반해 신라ㆍ가야지역의 것은 地床式과 高
床式이 혼재하고 있지만 高床式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高床式은 5세
기, 地床式은 6세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출토유물의
편년에 따라 單柱式(경주 사라리출토품, 4세기 후반)→多柱式(창원 다
호리 출토품, 6세기 전반)으로 발전하며, 高床式은 單柱式→4柱式→8
ㆍ9柱式→重層式→地床式으로 변화한다고 보았다.
2) 家形土器에 나타난 양상23)
ㆍ현재까지 알려진 가형토기는 17점 정도이다.
ㆍ지붕은 맞배지붕에 이엉을 이은 형태가 주류를 이룬다.
ㆍ보, 도리, 대공, 서까래와 같은 목구조양식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21) 李松蘭, 2000, ｢古新羅 古墳出土 土偶裝飾土器에 보이는 南方的 要素｣, 뺷考古歷史學志뺸, 第十六
輯
22) 愼仁珠, 2001, ｢三國時代 家刑土器에 관한 硏究｣, 뺷文物硏究뺸제5호
23) 前揭書 註 14) 한국토지공사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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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벽 재료는 명확하지 않다.
ㆍ매우 정교한 빗장이 묘사된 토기도 있는 것으로 보아 목공기술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ㆍ平柱式24)이 通柱式25)보다 우세하다.
ㆍ기둥의 단면은 원형과 방형이 같은 비율을 보인다.26)
ㆍ토기형태만으로 건물의 용도는 짐작하기 어려우나, 고양이로 보이는 묘상이 조
각된 건물은 防鼠의 의미로 해석하여 창고일 가능성이 있다.

4. 日本의 圖象資料
일본은 銅鏡, 銅鐸, 土器 등에 地上式建物이 많이 묘사되어 있다. 그 중 4세기 近畿
地方의 豪族居館을 묘사한 奈良縣 佐味田寶塚(길이 110m의 전방후원분)출토의 家屋
文鏡에는 高屋 (高床住居) 1, 高倉(高床倉庫) 1, 平屋(地床住居) 1, 伏屋(竪穴住居) 1 등
총 4동의 건물이 묘사되어 있다. 이중 伏屋은 규모가 비교적 대형인 것으로 보아 제
사에 관계된 특수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며, 平屋은 일상주거, 高倉은 고상창
고군을 형성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본 전방후원분에서 출토된 家刑埴輪은 대
부분 平屋으로 추정하고 있다.27)
그 외 야요이 토기나 동탁에 묘사된 地上式建物에는 동물, 사람 등이 함께 묘사된
경우가 많다. 그 중 사슴과 set로 등장하는 예가 가장 많은데, 토기에 묘사된 사슴 중
에는 뿔이 난 사슴, 동탁에는 뿔이 없는 사슴의 예가 많다.28)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ㆍ뿔이 있는 사슴이 고상창고와 조합 = 9월의 벼 수확을 상징
24) 床面을 맞추기 위해 미리 높이를 똑같게 조정하는 방법으로, 기둥위에 床面을 설치하고 그 위
에 건물을 짓는 방식을 말한다.
25) 기둥의 크기와 상관없이 적당한 위치에 床面을 만드는 방법으로, 지붕까지 통기둥을 올리되 그
중간에 床面을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26)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굴조사상 확인된 주혈은 원형이 거의 대부분이며 방형은 극히 드물
다.
27) 石野博信ㆍ岩崎卓也ㆍ河上邦彦ㆍ白石太一郞 編集, 1990, 뺷古墳時代の硏究뺸2.集落と豪族居館,
雄山閣
28) 사슴의 뿔은 매년 4ㆍ5월경에 떨어져서 5ㆍ6월경에 다시 생기기 시작한 후 9월경에 완성되는
성장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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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새와 조합된 鳥人, 배는 학 즉, 벼를 상징 = 稻靈을 맞는 광경을 묘사
ㆍ사슴 = 토지, 학, 배 = 고상창고 = 벼의 상징29)

① 日本

② 中國

도면 3. 日本ㆍ中國의 圖像資料(前揭書 註 14) 한국토지공사에서 인용)

5. 民族誌學的 事例
① 한국 원두막
② 조선족의 桴京
③ 樺太아이누족 : 겨울은 산쪽에 수혈을 만들고 여름은 해변에 작은 小屋을 만들
어 살았다. 일반적으로 겨울의 수혈주거는 여름의 海邊小屋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산쪽의 약간 높은 건조지에 규모 약 5.5m, 깊이 90～150cm정도의 수혈을
29) 春成秀爾, 1991. 2. 9ㆍ10, ｢描かれた建物｣, 뺷弥生時代の掘立柱建物-本編-뺸, 埋藏文化財硏究會
第29回硏究集會實行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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팠으며, 지붕은 풀을 엮은 위에 45cm정도의 흙을 덮어 방한대책을 세웠다. 여름
집은 地床式建物로, 네 모서리에 약 90cm정도의 기둥을 세웠다. 규모는 한 변이
5.5～11m의 방형으로 겨울의 수혈주거보다 약간 크다. 평면형태는 수혈주거가
거의 정방형인 것에 비해 地床式建物은 장방형을 띤다. 화태아이누는 4월부터
11월까지는 여름 집에 살고,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겨울 집에 살았으며, 여름
의 해변의 집을 본래 집으로, 겨울의 수혈주거는 잠시 기거하였다.30)
④ 중국 귀주성 동족 : 중국 섬서성에 사는 소수민족으로 모든 가옥을 나무로 만들
며, 곡식창고(고상창고)는 통풍이 잘되도록 벽은 횡으로 나무만 몇 개 걸쳐 만들
었다. 그 외 일반주거는 사람과 가축이 함께 생활하는데, 전기가 들어옴에도 불
구하고 집 중앙노지에 의존해서 조명 및 취사를 행한다.
⑤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 원주민 :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섬의 밀림에 사는 부족
으로 평균 10m이상의 높이에 마루를 만들어 생활한다. 출입 시 줄사다리를 이용
하며, 마루 중앙부에 노지를 만들어 취사, 보온효과를 얻는다. 높은 곳에 살면서
도 개를 키우기도 하는데, 개 역시 출입시 안고서 오르내린다. 이들이 이런 높은
위치에 주거를 만들어 사용하게 된 이유로는, 주변의 식인부족으로부터의 생명
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⑥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의 잉가쥬ㆍ다야쿠족 : 성스러운 집의 이미지 가운데에 나
가(수사)로 조형된 기둥 위에 본체를 세우고 지붕에서는 서조가 앉아 있다. 나가
는 지하여 신의 상징이고 서조는 천상신을 나타내고 있다. 성스러운 집은 이 천
상계와 지하계의 교점으로 그것들을 결부시켜 이미지화하고 있다.31)
30) 그 외 기리악족과 干島아이누도, 北海島아이누 역시 여름 집과 겨울 집으로 나누어 살았다고
한다.
痲柄一志, 1992, ｢夏の家と冬の家-繩文時代の季節的住み替えの可能性-｣, 뺷考古學と生活文化뺸,
同志社大學考古學シリ-ズ Ⅴ
31) 수마트라 북서의 니아스섬에도 기옥의 지붕 속에 조각한 새는 천상계를 상징하는 것이고, 마루
아래에는 지하계를 나타내는 물뱀이 조각되어 있다. 여기에는 수장의 집이 건설되고 마루아래
에 있는 네모서리의 기둥아래에는 지하신을 위한 공물로서 인간의 두개골이 매납되고 용마루
가까이에는 천상신에게 봉헌하기 위한 많은 두개골이 매달려 있다. 대개의 경우 지붕 속은 정
령들이 사는 영역이고, 수확제, 결혼식, 장례식 등의 특별한 날에는 지붕속에 공물을 봉헌하거
나 의례적인 조리와 신과의 共食이 거기서 행해진다. 고상주거의 지붕 속은 정령들이 거주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고 거주인들은 그 아래의 공간에서 생활한다.
左藤浩司 編, 1998, ｢穀倉から住居へ｣, 뺷先史日本の住居とその周邊뺸, 同成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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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필리핀의 이푸가옥족 : 고상창고에 인간과 돼지를 모방한 ‘부롤’이라는 나무조
각을 안치하며, 쌀 수확이 끝나면 마을의 ‘부롤’을 한데 모아 미주를 쏟고, 떡을
얼굴에 바르며 돼지와 닭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행한다. 여기서는 穀靈이 머
무는 穀倉이 주거보다 높은 상징성을 지니게 되어 고상창고 자체가 숭배의 대
상이 됨. 또한 중요한 인물의 유해를 穀倉과 동일형식의 건물에 매장하며, 이때
에는 마루에 구멍을 뚫어 부패하기 시작하는 유해의 체액을 이 구멍을 통해서
집밖으로 떨어지게 한다. 이 일종의 2차장 습속은 死者의 부와 위신의 표현수단
이 된다.32)
⑧ 필리핀의 본투족 : 고상공간의 아래에서 일상생활을 보내고 결코 고상위에서는
살려고 하지 않는다. 고상위의 공간에는 탈곡전의 벼와 잡곡류, 그리고 보존용
의 고기를 넣은 항아리 등 적은 양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식료저장고로
서의 고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본투족은 매년 1회
주거내의 고상공간을 이용하는 기회를 가지는데, 쌀을 수확한 후 각 집에서는
고상위에 설치한 화로에 불을 두고 제물을 위한 닭을 조리한다. 이 의식은 수확
제의 개막을 고하며 곡령을 고무해서 풍작을 기원하는 역할을 했다. 수확한 쌀
은 군창 또는 주거의 마루아래에 설치한 쌀독에 보관하였으며 주거의 고상부분
에 쌀을 저장하진 않는다. 그러나 농경의례를 행함에 있어서 주거내의 고상은
고상창고와 강한 결부를 시사하고 있다. 고상주거의 공간은 이러한 고상곡창의
상징성을 계승하는 형태로 생겨나고, 곡창전용이 아닌 경우에는 주거의 지붕 속
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곡창에서 유래하였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주거형식을
“穀倉型住居”라고 하기도 한다.33)
⑨ 아마존강유역 북서부에 거주하는 에리그바그차인디언과 쿠베오인디언의 ‘말로
카34)’ : 화전경작민이 거주하였으며, 거주할 가족에 따라 규모에 차이가 있는 타
원형 地床式建物이다. 내부에는 반드시 넓고 어두운 단일공간이 만들어지며 중
앙은 공동회의나 춤을 추는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비워 놓았다. 단지 은신처나
잠자는 막사일 뿐만 아니라 활기찬 사회종교시설이다.
32) 前揭書 註 22) 愼仁珠의 글에서 再引用
33) 前揭書 註 22) 愼仁珠의 글에서 再引用
34) 前揭書 註 1)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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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남미 인디언의 말로카(前揭書 註 1)에서 인용

[말로카 공정]
넓은 공터를 정지→보로 연결되는 주기둥 세우기→서까래를 대고 보조기둥들로 안
정된 구조를 만듦→지붕과 벽면에 야자잎으로 덮음(벽체 및 문을 제일 뒤에 만듦)
⑩ 마야인의 타원형주택과 멕시코인의 자칼

Ⅳ. 地上式建物 出土遺蹟 事例
1. 韓國
1) 靑銅器時代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地上式建物은 송국리형 주거단계에 들어서 집중적으로 확
인되며, 특히 이금동유적에서는 前代의 것과는 규모나 형태적 측면에서 완연한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가 본격적인 地上式建物의 성행시기로 추정된다. 이
중 휴암리형 주거집단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의 高床式이 주류를 이루나 송국리
형 주거집단에서는 보다 다양화되고 규모도 대형화된다. 이와 같은 양상은 청동기시
대 동남해안지방의 외부돌출구가 부가되는 소위 울산형주거지의 분포지역에서는 거
의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두 문화양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한다.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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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靑銅器時代 地上式建物 分布圖
1.용암리, 2.미사리, 3.관창리, 4.영등동, 5.장천리, 6.옥산리, 7.묵곡리, 8.대평리, 9.이금동,
10.동천동, 11.서변동, 12.진라리, 13.금천리, 14.남산, 15.소토리, 16.삼양동

이후 서부경남의 地上式建物은 송국리 문화요소들과 함께 日本의 九州地域으로 파급
되어 야요이문화성립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35) 울산형주거지의 주 분포지역인 포항-경주-울산지역에서는 특이하게도 주거지외에 지상식건물,
수혈, 야외노지 등 송국리형 주거단계에서 나타나는 제유구들의 출토 예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울산형주거지 분포지역에서 송국리형주거지가 울산 검단리유적에서 1동, 양산 신평
유적에서 1동 등 총 2동만 확인되고 있는 양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기존의 단순
유물편년상 울산형주거지 분포범위에서 청동기시대 전·중기만 존재할 뿐 후기가 없는 지역적
ㆍ시기적 한계는 이들 지역의 청동기시대 전ㆍ중기 양상이 후기까지 계속되었으며, 같은 시기
의 송국리형문화가 이들 지역으로는 본격적으로 유입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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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泗川 梨琴洞遺蹟의 大型建物 復原圖

[표 1] 청동기시대 지상식 건물 일람표
지 역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유 적
미사리36)
용암리37)
관창리38)

전라북도

영등동39)

전라남도

장천리40)
동천동41)
서변동42)
진라리43)
남산44)

경상북도

금천리45)

경상남도

대평리46)
묵곡리47)
옥산리48)
이금동49)
소노50)
검단리51)

제주도

삼양동52)

유 형
高床式
高床式
高床式
地床式
高床式
高床式
高床式
高床式
高床式
高床式
地床式
高床式
高床式
高床式
高床式
地床式
高床式
高床式
高床式
地床式
高床式

수
1
12
4
1
4
1
20
3
3
1

구 조
2×3
1×1～2×4
1×4～2×4

면적(㎡)
25
5.5～16
25～62

시기
전기
전ㆍ중기
중기

1×1～1×3

7～20

중기

1×3
1×1～1×9
1×1～2×4
1×4～2×11
1×1

11
2.7～34.4
3～12
15～35
30

중기
중기
전ㆍ중기
중기
중기

9

1×2～2×3

9～82

전기

7
9
12

1×1～1×5
1×2～2×2
1×1～3×3

4.5～12
50

중기
중기
중기

23

1×1～1×8

2
1
6
1

1×1～1×3
1×1
1×1～2×2

174～384
3～38
1
12

중기
중기
중기
중ㆍ후기

36) 高麗大學校發掘調査團, 1994, 뺷渼沙里뺸5
37) 江原文化財硏究所, 2003. 10, ｢華川生活體育公園 造成敷地內 龍岩里遺蹟｣, 현장설명회 자료집
38) 高麗大學校 埋藏文化財硏究所, 2001, 뺷寬倉里 遺蹟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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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三韓時代
[표 2] 삼한시대 지상식 건물 일람표
지 역

유 적

유 형

수

구 조

면적(㎡)

시기

경기도

미사리53)

地床式
高床式

26
1

1×2～2×3

4.2～28

일부는
백제전기

부원동54)

高床式

1

1×2

8

초석사용

용원55)

高床式

5

1×1～2×5

3～23

창고군 분리

평산리56)

高床式

1

3×6

35

환호와 결부

경상남도

삼한시대 수혈주거의 지상건축화에는 구조의 발달 외에 추위를 해결하기 위한 난
방시설의 발달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구조와 난방시설의 발달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圓光大學校 馬韓ㆍ百濟文化硏究所, 2000, 뺷益山 永登洞 遺蹟뺸
木浦大學校博物館, 1986, 뺷靈巖 長川里 住居址Ⅱ뺸
嶺南文化財硏究院, 2002, 뺷大邱 東川洞聚落遺蹟뺸
嶺南文化財硏究院, 2002, 뺷大邱 西邊洞聚落遺蹟Ⅰ뺸
嶺南文化財硏究院, 2005, 뺷淸道 陣羅里遺蹟Ⅰ뺸
昌原大學校博物館, 1998, 뺷昌原의 先史ㆍ古代聚落뺸전시도록
이상길ㆍ김미영, 2003, ｢密陽 琴川里遺蹟｣, 뺷고구려고고학의 제문제뺸, 제27회 한국고고학전국대
회, 한국고고학회
(社)慶南考古學硏究所, 2002. 11, 뺷晋州 大坪 玉房 1ㆍ9地區 無文時代 集落뺸
경남대학교박물관, 1996. 8. 2, ｢산청 묵곡리유적 지도위원회의 및 현장설명회 자료｣
慶尙大學校博物館, 2002, ｢附圖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山淸 玉山里遺蹟 1~2次 發掘
遺構配置圖｣, 뺷山淸 玉山里遺蹟-木槨墓-뺸
附圖에 나타나 있는 지상식건물을 집계한 수치이다.
(社)慶南考古學硏究所, 2003, 뺷泗川 梨琴洞 遺蹟
趙賢庭, 2004. 7, ｢梁山 所土里 小魯遺蹟 發掘 槪要-無文土器時代를 中心으로-｣, 뺷한ㆍ일 교류의
고고학뺸, 영남고고학회ㆍ구주고고학회 제6회 합동고고학대회, 영남고고학회ㆍ구주고고학회
釜山大學校博物館, 1995, 뺷蔚山檢丹里마을遺蹟뺸
제주대학교박물관, 1999, ｢제주 삼양동유적 현장설명회 자료｣

53) 숭실대학교박물관, 1994, 뺷渼沙里뺸3

高麗大學校發掘調査團, 1994, 뺷渼沙里뺸5
武末純一, 1997, ｢韓國ㆍ渼沙里遺跡の溝と掘立柱建物(上)-崇實大學校發掘 A地區-｣, 뺷古文化談叢뺸
第38集
〃 , 2004, ｢韓國ㆍ渼沙里遺跡の溝と掘立柱建物(中)-高麗大學校發掘 A地區-｣, 뺷古文化談叢뺸
第50集 下

54) 東亞大學校博物館, 1981, 뺷金海府院洞遺蹟뺸
55) 東亞大學校博物館, 1996, 뺷鎭海龍院遺蹟뺸
56) 東亞大學校博物館, 1998, 뺷梁山平山里遺蹟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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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혈주거의 취약점인 습기와 채광 등 위생상의 문제와 더불어 지상건축화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생각한다. 이 시기의 地上式建物은 주거군에서의 분리 및 방어적 성격
을 띠는 초소와 같은 시설이 나타나며, 구조도 복잡해진다. 또한 주혈내부에 초석을
넣어 보강하기도 하며, 獨立棟持柱57)와 같은 특수시설도 보인다.
3) 三國 및 統一新羅時代
[표 3]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지상식 건물 일람표
지 역

유 적

유 형

수

구 조

면적(㎡)

시 대

경상북도

칠곡58)

高床式

39

1×1～3×3

3～74

통일신라

반계동59)

高床式

21

1×1～2×2

3～18

가야

가음정동60)

高床式

3

1×2

7～10

가야

봉황동61)

高床式

14

1×1～2×3

7.1～26.7

가야ㆍ신라

경상남도

삼국시대에 들어서면 본격적인 기와건물이 나타나는 시기이며, 건물에 대한 국가
적인 규제도 나타난다. 뺷三國史記뺸屋舍에 “주택 한변의 길이는 진골 24척(약 7.27m),
6두품 21척(6.36m), 5두품 18척(5.45m), 4두품 이하는 15척(4.55m)을 넘지 못 한다”라고
하여 집 크기를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地床式建物은 기와를 얹는 본격적인
건축물로서, 高床式建物은 특수용도 및 성격을 띠는 건물로 분화되며 전국적인 분포
범위를 보이고 있다.
그 뒤 고려ㆍ조선시대에는 임시거처 및 보관용 창고 등의 용도로 명맥을 유지하였다.62)

57) 地上式建物의 단축 중앙부 외ㆍ내곽에 돌출되어 나타나는 주혈을 칭하는 일본식 용어로 우리
말(그대로 풀이하면 독립된 용마루 지지 기둥)을 아직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이 용
어를 사용하고자 하며 미사리ㆍ용원유적에서 보이고 있다.
58)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 뺷大邱 漆谷 3宅地(2ㆍ3區域)뺸
59) 昌原大學校博物館, 2000. 9, 뺷昌原 盤溪洞遺蹟Ⅰ뺸
60) 昌原大學校博物館, 2001. 8, 뺷 ’94 昌原 加音丁洞遺蹟뺸
61) 심재용ㆍ김용탁, 2003, ｢김해 봉황동유적 발굴조사｣,뺷고구려고고학의 제문제뺸제27회 한국
고고학전국대회,
62) 李勳, 1996. 12, ｢瓦窯의 構造形式 變遷｣, 公州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와요와 관계된 고상건물의 성격을 창고 같은 저장시설(태토ㆍ땔감ㆍ기와건조 및 적재), 와공들
의 임시거처, 와요의 관리와 관계된 시설, 별개시설 등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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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日本
1) 弥生時代
ㆍ江辻遺蹟 : 야요이 조기유적으로 環濠의 가운데에 송국리형 주거지 11동이 환상
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그 내측에는 창고로 보이는 고상건물 6동과
함께 대형건물 1동이 확인되었다. 규모는 4×5間(약 58㎡)으로 내부에
는 주축선상에 2개의 棟持柱가 있으며 그 주위를 40여개의 小柱穴이
둘러싸고 있다.63)
ㆍ池上曾根遺蹟 : 야요이 중기 유적으로 1(6.9m)×10(19.3)間, 상면적 133㎡의 초대형
건물이다. 양 단축에 독립동지주를 특징적으로 가지며 바로 앞에 우물
이 위치한다. 柱穴 중 하나에 曲玉이 매납되어 있었다. 이러한 건물의
대형화와 우물 및 곡옥의 출토로 인해 뺷魏志뺸倭人傳에 기재된 宮室이
나 神殿에 비견되는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내 대형건물의 신전론
의 시초가 되어 지금까지도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64)
ㆍ吉野ヶ里遺蹟 : 야요이 후기의 대형환호취락으로 중추지구와 주변지구를 구별하
고, 중추지구를 특별히 구획하였다. 야요이시대의 수장은 취락구성원
과 같이 한 마을 속에 살지만, 일정구역을 목책이나 구로 구획하고 점
유하였다. 북부구주의 야요이시대 早期以來의 대형묘의 전개로 볼 때,
據點聚落의 중추지구의 구획은 보다 빠른 단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吉野ヶ里遺蹟과 같은 야요이시대의 거관은 특별한 구획시
설이나 입지상 차이가 있으며, 대형묘의 등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
로 보고 있다.65)

63) 新宅信久, 1994, ｢江辻遺蹟の調査｣, 뺷九州考古學會ㆍ嶺南考古學會 第1回 合同考古學會(資料編)뺸
〃 , 1994, ｢渡來系稻作集落 ‘江辻遺蹟’で發見された大型建物について｣, 뺷考古學ジャ-ナル뺸
379号
64) 廣瀨和雄 編著, 1998, 뺷都市と神殿の誕生뺸, 日本古代史, 新人物往來社
65) 石野博信, 1990, ｢總論｣, 뺷古墳時代の硏究뺸2.集落と豪族居館, 雄山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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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池上曾根遺蹟의 大型建物(前揭書 註 64)에서 인용)

2) 古墳時代
ㆍ大平遺蹟 : 구릉의 상부를 목책으로 둘렀으며, 목책 내부에는 數棟의 수혈주거와
고상건물이 확인되는 4세기대의 마을유적이다. 수혈주거지와 완전히
분리된 곳에 居館이 위치한다. 야요이시대에는 없었던 마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ㆍ法圓坂遺蹟 : 大阪연안에 인접한 5세기대의 大型倉庫群이다. 지방호족의 부의 축
적을 정연하게 보여주는 高床倉庫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2세기대
의 일본에서는 고상창고가 1동의 크기와 건물배치를 보이는데 반해,
5世紀代에 들어서면 대형창고의 집중현상 및 정연한 배치가 나타난
다. 이는 수세ㆍ수납ㆍ소비가 계획적인 관리시스템에 기초해서 행하
여졌음을 나타내며, 法圓坂遺蹟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66)

66) 石野博信ㆍ岩崎卓也ㆍ河上邦彦ㆍ白石太一郞 編集, 1990, 뺷古墳時代の硏究뺸2.集落と豪族居館,
雄山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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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法圓坂遺蹟의 高床倉庫群(前揭書 註 66)에서 인용)

Ⅴ. 地上式建物의 規模 및 木材의 樹種
1. 規模
日本의 地上式建物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에 이르러 급속히 전개되기 시작하였으
며, 매장문화재연구회에 의한 연구회도 개최67)되는 등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따라
서 地上式建物의 규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상면적 3
5～40㎡이상을 대형건물, 100㎡이상을 초대형건물로 보고 있다.
[표 4] 지상식 건물에 대한 각 연구자들의 분류 기준
연구자

67)
68)
69)
70)
71)

내

용

高倉洋彰68)

상면적 40㎡이상을 대형, 100㎡이상을 초대형건물로 규정

七田忠昭69)

상면적 35㎡ 이상을 대형건물로 규정

武末純一70)

상면적 35㎡이상을 대형, 100㎡이상을 초대형건물로 규정

廣瀨和雄71)

소형 : 상면적 10～20㎡, 중형 : 상면적 20～30㎡, 대형 : 상면적 40～70㎡
거대 : 상면적 100㎡이상, 주기둥의 직경 50～60cm

埋藏文化財硏究會, 1991, 뺷弥生時代の掘立柱建物뺸, 埋藏文化財硏究會 第29回 硏究集會
高倉洋彰, 1994, ｢弥生時代の大型掘立柱建物｣, 뺷考古學ジャ-ナル뺸379号
七田忠昭, 1994, ｢吉野ヶ里遺蹟の大型建物｣, 뺷考古學ジャ-ナル뺸379号
武末純一, 1998, ｢弥生時代の大型掘立柱建物｣, 뺷先史日本の住居とその周邊뺸, 同成社
廣瀨和雄, 1998, ｢クラカら神殿へ-古代カミ觀念に關する一試論-｣, 뺷先史日本の住居とその周邊뺸,
同成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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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기준을 우리나라의 유적에 적용하였을 때, 床面積上 초대형건물에 해
당하는 것은 청동기시대의 이금동ㆍ관창리ㆍ묵곡리유적, 삼국시대의 함안 충의공원
조성부지내 유적, 통일신라시대의 칠곡유적 뿐이다. 유구의 규모가 이렇게 초대형화
되면 상대적으로 주혈의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 보통 地上式建物의 기둥 직경이
20～40cm인데 반해 수혈주거의 기둥 직경은 15～20cm로 상대적으로 적다.72) 이는 地
上式建物이 間을 형성하고 있음과 더불어 부담해야 할 상부의 하중이 수혈주거에 비
해 컸으며, 상부하중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기둥의 역할이 그만큼 증가하였음을 의미
한다. 이는 후대의 목조건축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기둥의 사용은 지붕구조를 더욱 견실히 할 수 있고, 내부공간의 면적을 확
장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73)

2. 木材의 樹種
1) 新石器～靑銅器時代
대부분 참나무이며 오리나무로 추정되는 목재도 확인된 바 있다. 울산 옥현유적은
수집표본의 54%가 참나무, 25%가 굴피나무, 5%가 느릅나무, 4%가 소나무순으로 주
종은 참나무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관창리유적의 논에서 출토된 목재의 수종분석결
과 오리나무가 가장 많이 출토되었으며, 그 다음이 참나무였다. 물론 건축부재와는
용도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목재의 선택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72) 기둥의 직경이 20cm이상이면 단순한 끈에 의한 결구가 아닌 이음과 맞춤 등 짜맞추는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재단면이 확보되었음을 시사한다
73) 주혈을 파지 않고 맨바닥에 세운 기둥은 그 자체만으로는 橫力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
부를 횡부재, 즉 도리에 의해 결구해야 하며, 도리를 사용하기 前 단계의 구조에서 기둥은 그
상부가 직접 서까래를 받는 구조여서 기둥은 그 자체가 수직하중 뿐 아니라 횡하중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로 세워져야 한다, 주혈은 이러한 요구에 의해 출현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
었다. 주혈의 깊이는 도리의 사용여부와 관련되며 도리를 사용하기 이전 단계의 주혈은 깊으나
도리를 사용하면서 주혈의 깊이가 얕아진다.
前揭書 註 2) 金度慶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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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三韓時代
수종이 확인된 경우가 많지 많으나 대부분 참나무를 사용하였으며 소나무 를 사용
한 예도 있다.74)
3) 三國時代
고구려는 소나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으나 신라의 귀족들은 느릅 나무를
널리 이용하였다. 뺷三國史記뺸屋舍에 집짓는 나무로 5두품ㆍ4두품 이하는 ‘느릅나무
(山楡木)를 써서는 안 된다’고 아예 나무 종류까지 규제하고 있으며,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참나무를 주로 사용하였다. 김해 봉황동유적에서 출토된 주 기둥의 수종분석
결과 굴피나무속이 가장 많고, 그 외 밤나무속, 상수리나무속, 팽나무속 등으로 분석
되었다.
4) 高麗時代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급격히 산림이 파괴되었을 뿐 아니라 蒙古亂을 거쳐 후기
로 오면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나무로 점점 바뀌었다. 그러나 깊은 산속에 있는
사찰건물만은 소나무보다 훨씬 오래 쓸 수 있고 주변에서 풍부하게 자라는 느티나무
나 참나무를 주로 사용하였다.
5) 朝鮮時代
고려시대 이후 계속된 벌채 등으로 인해 소나무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뺷朝鮮王
朝實錄뺸세조 7년조 기사 및 뺷經國大典뺸을 통해서 소나무 보호정책을 강력히 추진했
으나 점점 고갈되었다. 왕실건축과 배 만드는데 들어가는 소나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전국 200여곳에 ‘封山’이라는 소나무보호구역을 만들고 벌목을 엄격히 규제하였
다. 조선시대에는 궁궐이나 관아 건축물에 대부분 소나무가 쓰이면서 소나무는 최고
의 나무로, 나머지 나무는 잡목으로 인식되었다.75)

74) 1,400~4,000년 前 우리나라의 식생은 참나무 아종이 우세하면서도 소나무도 상당히 분포하였
다고 한다.
김연옥, 1989, 뺷한국의 기후와 문화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75) 박상진, 2004, 뺷역사가 새겨진 나무이야기뺸,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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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大型建物의 平面積 擴大方法
일부 예외가 있긴 하나 일본의 야요이시대 이전은 평면적을 넓힐 경우는 장축방향
으로 기둥의 수를 늘리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것에 대해 고분시대 이후의 地上式建
物에 보이는 대규모화의 경향은 단축방향으로의 확대화로서 표현된다. 그러나 단축
이 길어지면 그만큼 지붕은 대규모화된다. 따라서 서까래나 기둥 등의 건축부재도 長
大化 할 필요가 있으며, 하중을 버티기 위함과 동시에 풍압 등에 따라 주혈의 넓이나
깊이도 커지며 깊어진다.

1. 棟持柱設置
건물 外에 세운 것과 內에 세운 것으로 크게 대별되며 우리나라에서는 미사리ㆍ금
천리ㆍ이금동ㆍ용원ㆍ함안 충의공원內 유적에서만 확인된다.
1) 建物外에 세운 것
ㆍ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구조의 하나로서 일본의 경우 고분시대 이후, 특히 高床
式建物에 많이 채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ㆍ高床式建物은 높이가 높기 때문
에 중심의 위치도 높게 되며, 풍압
등에 따른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그 때문에 건축부재상호의 접합 등
에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며, 평면
적의 규모는 高床建物이라면, 양단
축의 바깥에 독립동지주를 세워 지
붕하중을 지탱할 필요가 있었던 것

도면 9. 外部 獨立棟持柱

으로 추정된다.
ㆍ복층식구조의 고상건물은 구조적으로는 독립동지주가 큰 의미가 없으며 상징성
이 강하다. 일본의 나라시대에는 이세신궁이외에는 거의 채용되지 않았다.
ㆍ건물 밖의 獨立棟持柱는 주로 비교적 규모가 큰 高床式建物에 이용되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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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측 되어지지만, 건물의 장축 길이 이상의 긴 용마루가 필요하게 되며, 용마루
크기 이상의 대규모화는 건축부재를 구하기 어려워 규모증대를 꾀할 수 없게 된다.
ㆍ우리나라에서는 미사리ㆍ진해 용원유적에서 확인되었다.
2) 建物內에 세운 것
ㆍ일본의 경우 조몬시대의 수혈건축에서 발달했으며, 대규모 지붕을 지탱하는 방
법으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수법으로 생각된다.
ㆍ동지주가 건물내부에 들어설 때에는 장축길이보다 짧은 용마루면 가능하기 때문
에 지붕하중을 적게 받게 된다. 동지주에 따라서 직접 용마루를 지탱하기 때문에 合
掌을 짤 필요가 없으며, 용마루와 側木을
세우고 연결하며, 긴 들보를 결구하지 않
아도 건물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장
ㆍ단축 양방향의 확대화에 극히 유효한 수
법이다. 즉 긴 용마루가 필요 없으며 짧은
목재를 여러 번 세워서 건물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지붕의 하중을 지탱하기
도면 10. 內部 獨立棟持柱

위해서는 여러 개의 내부 동지주를 세우
면 된다.

ㆍ우리나라에서는 금천리ㆍ이금동ㆍ함안 충의공원유적內에서 확인된 초대형건물
의 예가 해당된다.

2. 회랑 및 테라스76) 設置
ㆍ건물의 평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또다른 수법이다. 이 구조에 의하면 적은 건물을
지탱하는 부분은 같은 규모로 사용하며, 그 주위에 회랑을 만드는 것에 의해 상면적
을 넓힐 수 있다.
ㆍ종래 회랑건물은 일본의 경우 6세기말 사원건축의 도입 이후 보급된 것으로 생
76) 지상식건물은 회랑, 고상식건물은 테라스를 설치하여 평면적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추정한다.
도면에 제시된 복원도는 테라스를 설치한 예를 추정해 보았다. 前者의 예로 복원했을 때는 바
깥쪽의 ⊙부분이 처마를 받치는 구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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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었지만 최근의 조사결과 더 올라가는 시기에 회
랑을 붙인 건물이 나타나며, 가장 오래된 것은 야요
이시대 중기로까지 소급될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ㆍ이 건물은 바깥으로의 돌출이 확대되며, 또한 側
柱의 기둥간격은 본 건물의 기둥보다도 넓어지게 된
다. 후의 사원, 궁전건축과 유사한 구조로 주목된다.
ㆍ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산청 옥산리유적
과 삼국시대의 함안 충의공원內유적, 공주 정지산유
적77) 등에서 보이나 주로 삼국시대 이후의 사찰건물
에서 확인된다.
도면 11. 테라스 설치

Ⅶ. 地上式建物의 機能
1. 倉庫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대부분의 地上式建物이 여기에 해당하며 건물의 규모는 보통
10～25㎡이하의 중ㆍ소형 건물이다. 청동기시대～조선시대까지 장기간 사용되었다.
관창리유적의 경우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고상창고가 배치되었는데, 수전과 가까운
곳에 장방형 고상건물이 5～6동, 요지가 집중된 가장 높은 곳에 15～17동이 분포한다.
창고는 대략 20～23동 정도인데 비해 주거지는 100동 정도이다. 대략 5～8동의 주거
지가 한 단위를 이루는 것을 감안하면 20여개 정도의 가족집단이 모여 하나의 취락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창리유적에서는 고상창고가 소가족별 공간에 위치하지
않고 독립된 공간에 집중되어 가족집단별 생산ㆍ관리가 완전히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전체 취락내의 조정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78) 이와 달리 삼한시대의 용원유
적에서는 대형창고군 몇 동으로 취락전체의 공동관리가 이루어져 주거공간과 완전히
77) 국립공주박물관, 1999, 뺷艇止山뺸
78) 李弘鍾, 1997. 10, ｢韓國 古代의 生業과 食生活｣, 뺷韓國古代史硏究뺸12, 한국고대사학회편, 서경
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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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금관가야유적인 김해 봉황동유적에서는
기수환경의 뻘층을 매립ㆍ성토한 후에 주혈을 파고 내부에 기둥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주춧목시설을 만드는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였다. 이러한 시설의 보호와 구릉
자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석열과 옹벽을 설치하였다는 점에서, 이곳이 단순한 취
락의 구성요소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 해상교역과 관련된 상거래가 이루어
졌던 장소이거나 교역품 등을 일시저장하는 창고시설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이런 추
정이 가능하다면 이 역시 국가적 관리의 한 면을 보여주는 시설로 생각한다.79)
일본 야요이시대의 창고의 관리주체에 대한 연구결과 취락→주거→취락→취락내
유력집단의 순으로 변하며, 그 규모도 대→소→대→중으로 일관성 없이 나타나 난제
가 되고 있다.80) 그러나 고분시대가 되면 본격적인 유력자의 등장과 관리가 이루어져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이루고 있다.81)
이러한 창고의 출현은 기존의 저장혈이 갖는 저장규모의 한계성을 극복해 주었다
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유력자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 動因이 된 것으로 보
인다.82)

2. 望樓 및 兵營
地上式建物이 군사적인 성격을 띠기 위해서는 입지의 우월성과 환호, 목책 등과의
결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성격을 띠는 유구들은 모두 高床式建
物로 추정되는데, 이 중 청동기시대의 남산과 검단리유적은 환호와 결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지적으로 전망이 탁월하며, 삼한시대의 평산리유적 역시 환호와 바로 연접
하여 출입자의 감시 및 유사시 공격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또 칠
곡유적은 환호와 목책으로 二重으로 두른 뒤 그 내부에 다수의 高床式建物이 배치되

79)
80)
81)
82)

前揭書 註 61) 參照
武末純一, 1991. 10, ｢倉庫の管理主体｣, 뺷古文化論叢뺸兒鳴陸人先生古稀記念論集
우리나라의 경우 삼한시대의 진해 용원유적에서 통합된 관리체계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乙益重隆은 야요이시대 전기까지는 부족 또는 마을의 공유재산으로 집단관리 되었던 식료저장
혈이 중기 초두가 되면 돌연 1동 또는 1가족, 1세대, 혹은 개인의 관리로 이행되었다는 점에
서, 야요이시대 전기 말~중기 초두의 짧은 기간에 원시공산제에서 사유재산제로 전환된 것으
로 보고 있다.
乙益重隆, 뺷弥生農業と埋納習俗뺸, 人類史叢書 13, 六興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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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는 칠곡유적이 저습지라는 불리한 환경에 위치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며,
이에 따라 兵營과 같은 군사적 성격이 강한 유적이거나 내부의 무엇인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한다.

3. 居館
일본에서는 吉野ヶ里遺蹟과 같은 야요이시대 후기의 대형환호취락에서는 중추지구
와 주변지구를 구별하고, 중추지구를 특별히 구획하고 있다. 야요이시대 초기의 수장
은 취락구성원과 같이 한 마을 속에 살면서 일정구역을 목책이나 구로 구획하고 점유
하였으나 고분시대에 들어서는 완전히 분리되어 나타나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자연하천을 연결해서 방형의 섬을 만들어 居館地조성 : 거관을 두른 폭 30～40m
의 周濠, 古墳葺石의 기술로 쌓은 돌담, 居館台狀部의 판축상 盛土, 突堤에 의한
선착장, 또는 祭場조성 등 특별한 구획시설이나 입지상 차이가 나타난다.
② 居館內를 목책에 의해 구획하고, 主屋+제사공간과 다른 공간을 구별하고 있다.
③ 居館주변취락의 계획배치 有無이다.
또한 豪族居館에 地上式建物이 많이 채용된 이유는 이 양식의 건물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장이 가진 정치력, 경제력을 과시하기 적합하며, 수혈주거에 비해
대형건물을 용이하게 구축할 수 있는 점과 수장의 정치적 직무와 제사를 행하기 위한
공간을 건물배치에 따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83)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유구 중 居館으로 볼 만한 것은 없다.

4. 神殿 및 集會所 등 公共成員을 위한 장소
신전판단의 유무는 역시 제사유구 및 유물이 공반되어 출토되는 경우가 가장 확실
하다. 신전의 주요 판단기준인 獨立棟持柱 중 屋內 棟持柱를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前者는 池上曾根遺蹟처럼 거대건물이나 대형건물에 한정되어, 건물내부의
장대한 용마루를 지탱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들은 모두 안측에 다른 主기둥
을 가지지 않는다. 즉 단축이 1칸인 점이 주목된다. 또한 외부독립동지주가 신전건물

83) 前揭書 註 65)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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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꼭 필요한 이유는 신전 앞부분의 용마루가 뱃머리처럼 휘어져 올라가기 때문에 이
를 지탱하기 위해서이다. 일본에서는 廣瀨和雄이 屋內棟持柱의 有無로 신전을 판단
하였으나 그 비판이 만만치 않았다.84)

[표 5] 廣瀨和雄의 신전인정 근거와 다른 연구자들의 비판 근거
신전인정근거

신전비판근거

ㆍ독립동지주를 가졌다고 해서 신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규모가 작거나 또는 크다고 다
신전이 아니라 집회소 등 다른 용도의 건물
ㆍ기능적으로는 효과가 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일 가능성도 있다.
없지만 독립동지주를 가진 굴립주건물이 야 ㆍ소형건물 중에도 독립동지주를 가진 건물이
요이ㆍ고분시대에서는 희소한 예에 속한다
많은데 이를 다 신전이라고 하기에는 모순이
다.
ㆍ독립동지주는 그 역할만 할 뿐 너무 큰 의미
를 부여하여 과대평가했다.
ㆍ토기 회화가 야요이시대 중기 후반에 한정된
다는 점에서 그 이전에 나타나는 것 역시 같
ㆍ독립동지주를 가진 건물이 농경제사나 神話
은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情景을 표현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야요이토
ㆍ농경제사만 가지고 신전이라고 하기는 어렵
기 회화의 주요한 화제였다
고 수장권을 가진 제사가 필요하다.
ㆍ신화정경을 너무 비약했다.

야요이시대 신전은 다른 地上式建物과 같이 혼재하며, 여기에는 非日常性과 日常
性, 聖과 俗이라는 二元論이 성립된다. 또한 야요이시대의 신전은 농경공동체와 함께
였으나 고분시대에 들어서 신전은 그것을 통솔하는 수장의 거관과, 공동체에 소속된
것으로 분화하면서 존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야요이시대의 신전은 세습되지 않았다.
신이 상주하는 신전은 1세대밖에 존속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일반적이었다. 오히려 수
장의 교체와 함께 폐쇄, 신설된다. 고분시대에 들어서면 동일 장소에서 장기간 증ㆍ
개축을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존속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신전으로 볼 만한 유적은 사천 이금동유적 60ㆍ61호 지상식건물이다.
규모면에서도 월등하지만, 신전 앞쪽에 형성된 지석묘군과 나란히 진행되며, 지석묘
84) 前揭書 註 71)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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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동검, 동촉 등 유력권력자를 상징할 만한 威勢品이 출토되었다. 이금동의 신
전은 生의 공간인 주거지군과 死의 공간인 지석묘 사이에 위치하여 생과 사의 매개
체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단성원의 결속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5. 夏季住居
하계주거는 현재로서는 추정만 하고 있으나 일부 습지에 조성된 유적들의 경우 수
혈주거지와는 다른 용도로 상정하여 하계주거로 추정하는 경우도 있다. 하계주거를
상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각 주거단위 또는 주거군 단위의 共生이었는지의
여부가 해결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다. 즉 각 주거단위로 夏季를 보낸다면 수혈주거지
와 비슷한 규모로 여러 동 群集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주거군 단위로 夏季를 보냈
다면 자연히 건물의 규모 역시 커지며 수혈주거지보다 적은 수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地上式建物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자료 및 유구의 한정성으로 인해 많은 제약
이 따르나 최근 조사 예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보다 정밀한 분석에 의한 접근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6. 殯屋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치르기까지의 동안에 유체를 小屋 등에 임시로 안치해 두는
시설을 빈옥이라 한다. 빈옥의 위치는 屋外에 있다는 문헌기록과 고분의 주위 또는
마을내의 가까운 곳에 있다는 고고학적 연구결과도 있다. 일본의 경우 家形埴輪과 고
분벽화 등에 나타나는 빈옥은 高床式 및 地床式구조의 건물임을 알 수 있는데, 특히
高床式건물의 빈옥은 일정한 높이가 있다는 점에서 하늘로 상천하는 혼을 진혼할 경
우에는 地床式의 빈옥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주 정지산
유적의 기와건물지를 殯殿으로 보고 있는데, 장변 8m, 단변 6.4m, 기둥은 3열로 이루
어져 있다. 이 건물은 상부에 기와를 올렸으며 일반건물과는 달리 기둥을 받쳐주는
적심과 초석이 없어 사용공간은 지상에 떠 있는 부분이고 높이는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변의 수혈은 얼음을 보관하던 시설로 사체의 부패를 방지
하고 殯의 기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 시설된 氷庫로 추정하고 있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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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맺음말 - 함안 충의공원 조성부지내 유적의 대형건물
이번 함안 충의공원 조성부지내에서 확인된 대형건물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된 삼국시대의 대형 地床式建物로서 隅柱處理法, 규모, 내부의 대형동지주 등에
서 전례가 없는 중요한 유구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러한 대형건물에 대한 의문
을 필자의 私見을 위주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1. 과연 얼마나 큰 건물인가?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地上式建物 중 가장 큰 泗川 梨琴洞遺蹟 61호 건물
(384㎡)의 약 2배, 일본 池上曾根遺蹟 神殿(133㎡)의 약 5배에 해당하는 초대형건물이
다.

2. 隅柱를 타원형으로 처리한 예가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시대의 밀양 금천리유적과 삼한시대의 경주 황성동 524-9번
지 유적의 건물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한다.86) 고고학ㆍ민족지학적으로 볼
때 남미 마야인의 타원형주택, 멕시코인의 쟈칼, 브라질 카라야ㆍ파레시ㆍ와우라ㆍ에
리그바그차 인디언의 말로카, 기아나 예쿠아나 인디언의 공동주거에서 찾을 수 있
다.87)

85) 姜玧錫, 2005. 6, ｢일본 고대의 殯(모가리)에 대하여｣, 뺷古文化뺸第65輯
86) 유구배치도상으로 볼 때 7호 건물지의 각 모서리부분과 단축이 둥글게 돌아가는 것으로 여겨
진다.
前揭書 註 45) 參照
國立慶州博物館, 1999, 뺷慶州 隍城洞 524-9番地 溶解爐蹟뺸
87) 前揭書 註 1)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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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함안 충의공원 조성부지내 유적 유구배치도

3. 어떤 유형의 건물인가?
2구역의 대형건물은 地床式建物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88) 이러한 추정의 근거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의 棟持柱이다. 보통 高床式建物은 주혈간 대칭양상이 뚜렷하다. 함안 충
의공원조성부지내 유적의 1ㆍ3구역에서 나타나는 다른 高床式建物들은 주거지의 입
지자체도 경사지이며, 주혈간 대칭양상이 뚜렷이 나타난다. 여기에 비해 대형건물의
내부 棟持柱는 일렬 6주 뿐으로 대칭양상을 나타내지 않는다.89)
둘째, 보조주혈의 배치문제이다. 주변의 타원형 보조주혈은 내부 棟持柱와 연결해
서 高床式建物로 만들기에는 주혈의 직경(주주혈 평균-62.4cm, 보조주혈 평균-26.6～

88) 건물이 아닌 일종의 기념비와 같은 성격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내부의 주주혈은 기념비자체
가 될 수도 있으며, 기념비의 하부구조일 수도 있다. 또한 주변의 보조주혈은 울타리와 같은 성
격으로 추정할 수 있다.
89) 사천 이금동유적에서도 내부 동지주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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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cm)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高床式의 구조를 만들기는 어렵다. 주변의 보조
주혈은 대칭양상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원형으로 열을 이루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地床
式建物의 벽체시설로 추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듯 하다.
셋째, 건물의 북서장벽쪽에 보이는 두 개의 출입구로 추정되는 시설이다. 高床式建
物 하부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기엔 주혈의 공백이 너무 커서 건물
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며 하부에서 다른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
다. 또한 건물의 대칭양상으로 볼 때 한쪽에서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반대
편은 벽체로 사용하여 막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넷째, 내부 동지주의 규모가 보조주혈에 비해 크다. 그 이유는 地床式建物의 지붕
등 상부하중을 적절히 배분하기 위해서는 보조주혈보다 큰 주주혈이 필요하기 때문
이다.
다섯째, 규모가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내부 棟持柱를 늘려 붙이는 방식으
로 地床式建物을 확장해 나갔기 때문이다.

4. 왜 기둥을 세우기 위해 넓게 수혈을 팠으며 수혈 내부에서 목탄과 소토가
확인되는가?
현재까지 확인된 건물의 기둥설치수법으로는 크게 수혈을 파서 기둥을 세우는 방
법과 박아 넣는 방법, 수혈을 파지 않고 땅위에 그냥 세운 경우로 나뉜다. 이 중 수혈
을 파서 기둥을 세우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며 竪穴式ㆍ地上式 가리지 않고 확인된
다. 박아 넣는 방법과 땅위에 기둥을 세우는 방법은 수혈주거지에서 주로 확인된다.
수혈을 파서 기둥을 세울 때 기둥을 세워 놓은 후 흙이나 돌 등으로 빈 공간을 채워
넣어 기둥을 고정한 후 상부구조를 만들어야 하므로 일종의 무게분산이나 지지를 목
적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침하방지를 목적으로 진주 대평리 어은 1지구나
상촌리유적의 청동기시대 장방형 주거지에서는 주혈을 파지 않고 礎石을 等間隔으로
배치하였으며, 진주 대평리 옥방1지구의 송국리형 주거지 양 주혈의 하부에는 토기를
넣어 기둥을 지지했다. 또한 김해 봉황동유적에서는 판재를 사용한 예도 확인되었다.
또한 수혈을 파서 기둥을 세우는 방법은 기둥간 배치를 효율적으로 맞추기 쉬우며
목재의 크기나 길이에 상관없이 설치가능하다. 박아 넣는 방법은 목재의 길이가 너무
-+-

先史․古代의 地上式建物 35

길 경우나 굵을 경우 작업하기 힘들며 하부 가공이 필요해서 손이 많이 가는 등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채용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 토양의 성질상 나무를 그대로 뭍어 두면 썩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
식을 방지하기 위해 기둥 밑둥에 불을 놓아 내구성을 높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5. 누구를 위한 곳인가?
선사시대 취락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廣場은 共同體의 公共利益(共同勞動場, 生産
物分配場, 儀式場)을 위한 公用地로서 공동체 성원의 규제가 존재하였다는 점90)에서
이번에 확인된 대형건물의 입지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선사시대 광장의 역
할을 이 건물이 대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건물은 수장이나 어떤
특수한 계층의 주거라고 보기에는 주거의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91), 일본 고분시
대의 豪族居館에서 나타나는 양상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보다는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중 대형의 수혈주거지 중 일부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
청동기시대 각 취락에서 나타나는 주거지의 규모는 대체로 크게 차이가 없으나 일부
유적에서는 대형의 주거지가 소수 확인되어 일반 거주용의 주거지와는 규모상 차이
가 나타난다. 이들 주거지는 규모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수가 소수인 점, 대체로 바
닥을 다짐처리하지 않은 점, 주거지의 규모에 비해 유물의 출토가 극히 적다는 점 등
에서 일반 주거지와 차별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은 이들 주거지들이 常時的 居住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臨時的 滯留 등을 목적으로 한 유구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 유구 중 대형주거는 이와 같은 공공체 성원을 위한 場
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92)에서 이번에 확인된 대형건물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생
각한다.

90) 崔鍾圭, 1990. 2, ｢廣場에 대한 認識｣, 뺷歷史敎育論集뺸第13ㆍ14合輯
91) 물론 주관은 최상위 계층에서 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부계층만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92) 裵德煥, 2003, ｢Ⅴ.考察-1.靑銅器時代｣, 뺷浦項 院洞 第3地區뺸, 韓國文化財保護財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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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형건물의 입지는 어떠한가?
이번에 확인된 대형건물 1기는 유적 중심부의 평탄면에 위치한다. 1ㆍ3구역의 유구
들이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지점에 입지하는데 비해 강한 차별성을 띠고 있다. 물론
다른 유구들과의 동시기성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도 있지만, 대형건물 주변에
별다른 유구의 중복양상도 현재로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떤 유구와
동시기에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만은 주가 되는 것임은 틀림없다.

7. 어떤 성격의 건물인가?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보통 신전으로 판단하는 주요 근거는 제사유구 및 유물의
共伴이었다. 1998년 廣瀨和雄이 신전판단의 주요근거로 삼았던 棟持柱는 일본내에서
도 많은 비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황을 참작할 때도 적절치 않다. 우리
나라의 泗川 梨琴洞遺蹟이나 일본의 池上曾根遺蹟은 상기의 두 요소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신전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대형건물은 제사유구와 유물
이 공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전으로 인정할만한 적극적인 근거는 없다. 따라서 건물
의 성격을 규모의 극대화에 따라 신전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집회소나 국가적인 공식
행사 등을 위한 場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 생각한다.93) 함안 충의공원 조성
부지內 유적 주변에는 도항리ㆍ말산리고분군을 비롯한 많은 고분군과 추정 왕궁지,
성산산성 등이 입지한다. 이러한 주변 유적과의 관계로 볼 때, 함안 충의공원 조성부
지內 유적은 다른 주변유적들의 거의 정중앙부에 해당할 정도로 좋은 입지조건을 가
지고 있다. 그 중 대형건물은 유적의 중앙부에 단독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정점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지적요인과 건물의 극대화는 그 상징성 자체만
으로도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93) 조사단에서는뺷日本書紀뺸継體皇后 23年條(A.D 529) 기사 - 安羅, 新羅, 百濟, 倭 등이 모인 소위
‘高堂會議’-와의 관련성을 부여하기에는 지리적 여건, 堂山이라는 현재 지명 등이 일치하나 유
적內 출토유물 중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물이 없어 고고학적 자료가 불충분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財)東亞文化硏究阮, 2004. 10. 20, ｢함안 충의공원 조성부지내 유적 중간설명회 자료｣, (재)동아
문화연구원 현장설명회자료집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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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ound Building of
Prehistoric and Ancient Time

It is a paper that writes with the opportunity to excavate a huge building in site
constructing Chungui park in Haman. First, I examine many records and ethnologic examples
all over the world through the definition and origin of the ground building, old literature and
house-shaped earthenware Etc.. The ground building is widely divided with the ground and
high table building moreover the interpretation and characteristic of relics are described.
I examine the distribution and ruin of the ground building in Korea through each time, so
make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japanese ground building. As a result the ground
building in korea had been constructed after the early bronze age, it has been handed down
up to this day.
Now there aren't many ground building identified in korea. Because of limit which is hard
to infer it in relics and lack of research related, it is defined to make the function and use of
it clear. Therefore the use of the ground building is usually presumed to be a warehouse. I
can't overcome the limit in this paper but presume the use through a function of it. A official
and summertime building have been presumed but the example of it does not exist.
Finally the huge building in site constructing Chungui park in Haman is the biggest of all
excavated in korea, I will substitute conclusion for way to solve my curiosity and opinion about it.

【Key Words】the ground building(the ground buildingㆍthe high table building), warehouse,
temple, meeting place, official building, watchtower, summertime dwelling,
funeral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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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史․古代の地上式建物

本稿は咸安忠義公園造成敷地内遺跡における大形建物の発掘を契機に作成されたも
のである。まず、地上式建物についての用語整理をおこなうとともに出現背景につい
て言及し、次に、古文献や家形土器などを通じた各種記録および世界各地の民族誌学
的事例などを検討し、地上式建物を地床式と高床式に大別し、各遺構の判定方法およ
び特徴などについて述べた。
また、韓国で地上式建物が確認された遺跡の分布などを時期別に把握し、比較的多
くの調査がおこなわれている日本の地上式建物のうち、韓国のものと比較検討が可能
な事例を検討した。その結果、韓国に地上式建物が初現する時期は青銅器時代前期で
あり、現在までその脈略が続い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
現在、韓国で確認される地上式建物の数は少なく、出土状況のみだけでは推論を導
き出すのが難しいため関連研究者が少なく、その用途と機能についての推論はきわめ
て限られている。それゆえ、地上式建物の用途は一部の大形建物を除いては、大部分
が倉庫と推定されている。本稿もやはりそのような限界を越えることができないが、
各機能についての推論を通じてある程度その用途を推定してみた。しかし、居館、夏
季住居などは現在まで推定によるのみであり、出土例は皆無である。
最後に、韓国でみられる建物のうち、最も規模の大きい咸安忠義公園造成敷地内遺
跡の大形建物についての私見と疑問点を一つずつ解決していく方法で結語と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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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史․古代的地上式建筑

此文是以咸安忠義公園內遺址的大型建筑物的發掘爲基础，首先闡明了地上式建筑物
的術語和産生原因，還通過對古文獻、家形土器的記彔論述了世界各地的民族誌學的事
例，把地上建筑物分爲地床式和高床式，幷論述了其判斷方法和特点。
接着又對韓國境內的地上式建筑物出土遺址及分布等作了時期性的分類，在此過程中
參考了具有比較有价値的日本地上式建筑物，因爲日本地上式建筑物具有較多調査資
料。其結果得出韓國的地上式建筑物産生時期是靑銅器時代前期，到目前爲止依然還継
承着当時的建筑物樣式。
目前，在韓國确認的地上式建筑物的數量幷不多，以出土的狀况來歸納幷推論有一定
的局限性，再加上有關硏究人員不在位等原因引起的复合作用，對其用途及功能的推論
更具有局限性。因此地上式建筑物的用途除了大型的建筑物以外可推測几乎是用做倉
庫。此文雖然也无法擺脫掉所存在的局限性，但對各方面的推測、對其用途，還是下了
某种程度上的定義。對居館、夏季住居等建筑物，到目前爲止我們只有推測幷沒有具体
的出土的遺址。
最后以解釋幷闡明筆者對以發掘出的大規模建筑物-咸安忠義公園內遺址的觀点和疑難
点來結束此文。
【重点述语】地上式建物(地床式、高床式)，仓库，禅殿，集会所，居馆，望楼，夏季
住居，殯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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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安地域 古墳文化의 展開樣相
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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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함안지역은 가야제국 중 安羅國1)의 故地로 알려져 왔다. 이것은 안라국 지배층의
묘역인 말이산고분군을 비롯한 약 100여 곳이나 되는 수많은 고분군의 분포상을 통
해서 입증되고 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고분군은 말이산고분군이다. 말이산은 원
래 동, 서, 우말이산2)으로 구분되었다고 전하는데, 그 중 동말이산에 분포하는 고분
1) 安羅國, 또는 阿羅加耶에 관련된 기록은 뺷三國史記뺸뺷三國遺事뺸뺷日本書紀뺸등에 기록되어있다. 安
羅國의 國名에 대해서는 安羅, 阿羅伽耶, 阿那伽耶 등으로 명칭되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주로 阿
羅伽耶와 安羅의 용어가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金泰植의 지적대로 阿羅伽耶는 阿羅伽
耶國이라고 쓰인 용례가 없고 뺷三國遺事뺸五加耶條에 나오는뺳某伽耶뺴 중에서 星山伽耶나, 古
寧伽耶가 가야연맹존재 당시의 이름이 아니라 新羅 景德王의 지명개정에 의해서 생겨난 점으로
미루어 가야당시의 國名으로 사용된 安羅國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金泰植, 1993, 뺷加耶聯盟史뺸,一潮閣 p.p 71~74
李永植, 1997, ｢安羅國과 倭國의 交流史｣뺷古代 咸安의 社會와 文化 發表要旨뺸昌原文化財硏究所
p.p 1~5
2) 朝鮮中期(1587년)뺷咸州誌뺸의 기록정황으로 보아 末伊山은 가야읍내를 둘러싸고 있는 산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각 산마다 3개의 대형고분군이 분포한다. 즉, 東末伊山은 道項里․末山里古墳群,
西末伊山은 南問外古墳群, 右末伊山은 筆洞古墳群이 분포하고 있다. 末伊山은 그 유래와 언어학

-+-

2 東亞文化 創刊號

군이 바로 도항․말산리고분군이다. 이 고분군은 일제강점기에 이미 한․일 역사관
계의 규명이라는 目的下에 日人學者인 今西龍에 의해 말이산 34호분(現 4호분)3)과 30
호분(現 5호), 5호분(現 25호분)등이 발굴조사되어졌다. 그러다가 반세기가 지난 1990
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가야유적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항․말
산리고분군에 대한 연차적인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함안지역에 존재한 안
라국의 고분문화에 대한 보다 나은 성격과 양상을 파악하는데 있어 많은 연구성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고분군의 분포 상에 비해 발굴조사가 매우 제한적으
로 이루어졌던 바, 최근까지도 함안지역 고분문화의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는 많은 논
쟁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러한 논쟁과 문제점을 인식하여 필자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견해를 기초로하여 함안지역 고분문화의 전개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주로 고분출토 유물에 대한 검토보다는 묘제의 분포 및 구조적변화상에
중점을 두고자한다.

Ⅱ. 硏究史
함안지역에서 처음으로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가 전개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17
년도 이다. 당시 日人學者 今西龍은 말이산고분군 중 가장 규모가 큰 34호분(現 4호
분)등을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구조와 성격에 대한 약간의 보고문을 남겼다.4) 그러
나 당시의 빈약한 학술자료와 발굴기술은 말이산 34호분의 명확한 구조와 성격을 제
대로 파악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이 기록은 이후 龜田修一, 洪潽植 등에 의해
諸 加耶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5세기 3/4분기) 竪穴系橫口式石室墳으로 해석되어졌
다.5) 그러나 최근, 李熙濬6), 李柱憲7)등은 이 고분에 대한 기존의 발굴방식과 구조가
적 해석에 있어서 확실하지는 않으나, 아마도 安羅國 수장층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머리”에서
파생된 것으로 생각된다.
李永植, 1997, ｢安羅國史의 理解｣ 뺷제 2회 아라가야사 학술토론회 뺸咸安文化院 p.p 2~3
3) 이 글에서 언급되는 道項里古墳群의 號數는 咸安郡에서 부여한 것은 <現>으로 표기하였고, 발
굴조사시 새롭게 확인된 것은 각 연구기관의 첫 글자를 달아 표기하였다. 즉, 昌原文化財硏究所
는 <文> , 昌原大學校博物館은 <昌>, 慶南考古學硏究所는 <경> 등으로 표시하였다.
4) 今西龍, 1920, 뺷古蹟調査報告書뺸大正六年度｢朝鮮總督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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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하면서 수혈계횡구식석실분이 아닌 수혈식석곽묘라는 견해가 제시하여 논쟁이
진행되었다.8) 이렇듯 일제강점기에 명확하지 못한 발굴조사로 인해 말이산 34호분은
지금까지도 제 가야고분연구자에게 많은 문제점과 논쟁거리만 남겨주고 말았다.
1990년을 전후한 시기에 도항․말산리고분군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진행되
면서 함안지역에 대한 고분연구에도 많은 진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가장 주목할 국내
연구자 중에는 李柱憲을 들 수 있다. 氏는9)도항․말산리고분군의 발굴조사를 통해
함안지역 고분문화의 변화와 획기를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모두 4기로 나누었다.
제1기는 三韓時代 末～4世紀 末까지로서 소수 목관묘와 말이산 북쪽 능선 상에 조
영된 4m이내의 목곽묘와 가야읍 주변일대의 篁沙里, 輪外里 등의 목곽묘를 제시하였
다. 제2기는 말이산 능선에 조성된 대형목곽묘 축조기로서 그 시기를 5세기 초엽~중
엽으로 보았고, 이 시기부터 말이산에 安羅國의 中心古墳群이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
하였다. 제3기는 竪穴式石槨墓가 主 墓制로 채용되는 시기로 7m이상의 대형석곽이
능선의 정상부에 설치되고 대형봉토분이 조영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제4기는 목곽
묘가 완전히 사라지고 대형의 수혈식석곽묘와 함께 새로운 묘제인 횡혈식석실분이
출현하는 시기로 파악하였다.10)
5) 특히 龜田修一은 석곽의 외부에 많은 양의 할석이 채우진 점에 주목하여 竪穴系橫口式石室墳
로 파악하였으나, 李熙濬, 李柱憲이 지적한대로 발굴방식의 오류와 구조적 분석이 잘못되어진
것이다. 또한 홍보식은 龜田修一이 제시한 견해를 받아들여 말이산 34호분을 가야지역 竪穴系
橫口式石室분의 발생기로 파악하고, 내부에 설치된 龕은 고구려석실분에 설치된 龕의 構造와
관련하여 고구려계통의 것으로 이해하였다.
龜田修一, 1981, ｢韓半島 南部における竪穴系橫口式石室｣,뺷城二號墳뺸
洪潽植, 1993, ｢嶺南地域 橫口式․橫穴式石室墓의 型式分類와 編年｣뺷韓國考古學報12뺸p.p71~
107
6) 李熙濬, 1990, ｢解放前의 新羅․加耶古墳 發掘方式에 대한 硏究｣뺷韓國考古學報 24뺸p.p 49~80
7) 李柱憲, 1996, ｢末伊山 34號墳의 再檢討｣뺷碩晤 尹容鎭敎授 停年退任 紀念論叢뺸
8) 특히 李柱憲은 도항리고분군 중 <現> 15호분 등을 발굴조사 한 후, 그 구조와 양상이 今西龍
이 발굴한 말이산 34호분의 석곽구조와 거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즉, 구조적으로 모두 半地
下式이라는 점,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에 주축방향 南-北向인 점, 소위 龕室의 존재 및 그 위치가
비교적 일치한다는 점, 개석 수와 그 규모 등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말이산 34호
분을 수혈식석곽묘로 파악하였다.
9) 李柱憲, 1998, ｢韓國古墳文化의 變遷과 安羅古墳群｣뺷安羅古墳群뺸아라가야향토사연구회
, 2000, ｢阿羅伽倻에 대한 考古學的 檢討｣뺷가야각국사의 재구성뺸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
화연구소
10) 그러나 氏의 논고 중 제2기의 변화에 대해서는 필자와 약간 다른 견해이다. 돌발적인 대형목곽
묘의 등장은 당시 어떤 사회적 획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묘제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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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榮濟11) 역시 함안 황사리분묘군을 발굴조사하면서 함안지역의 고분문화에 대한
변화와 획기를 크게 4단계로 구분하였다. 제1획기는 바닥에 시상시설이 설치되는 大
形木槨墓의 등장과 古式陶質土器의 消滅과 新器種이 출현하는 4세기말~5세기초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高句麗 南征이라는 역사적사건과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지적하
고 그 대표적인 묘제로 馬甲塚을 제시하였다. 제2획기는 수혈계횡구식석실분의 등장
과 파수가 부착된 소형의 무개고배가 출현하는 5세기 3/4분기로 설정하고 그 대표적
인 묘제로 말이산 34호분을 제시하였다. 제 3획기는 화염형투창고배가 소멸하고 개배
가 출현하는 5세기 4/4분기로 설정하였다. 제 4획기는 橫穴式石室墳의 출현과 高靈式
土器文化가 유입 및 영향을 미치는 6세기 전반 대로 설정하였다. 또한 氏는 4세기 대
의 筒形高杯(工字形高杯), 爐形器臺, 컵형토기를 중심으로 함안지역의 독특한 토기문
화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이 시기 신라와 가야의 古式陶質土器단계의 共通樣式論12)
에 대별되는 地域色論을 주장하기도 하였다.13)
李熙濬14)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말이산 34호분의 발굴조사방법의 문제점을 제기
하여 하였다. 즉, 트렌치 발굴조사방법으로 조사하면서 조사자가 미리 석실분으로 추
정한 후, 한쪽 단벽을 석실의 입구부로 파악하여 단벽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라 주장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단벽에 설치된 龕室이 파괴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하여 한쪽 단벽
에 감실이 없는 점을 근거로 이 묘제가 수혈계횡구식석실분이라는 기존의 주장에 강
한 의문을 제기하고 말이산 34호분을 수혈식석곽묘로 보았다.
洪潽植15)은 영남지역의 후기고분문화의 단계설정에서 말이산 34호분을 수혈계횡

11)
12)
13)

14)

가 전환된 것은 아니다. 즉, 목곽묘의 규모가 커지고 유물의 부장량이 증가하는 현상은 분명히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간의 계층분화가 일어나는 사회구조상에서는 하나의 큰 변획기라 할 수
있지만 묘제구조는 여전히 규모와 유물의 증가 외에는 전대 목곽묘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으
므로 묘제형태에 의한 획기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趙榮濟, 1994, ｢阿羅加耶의 考古學｣ 뺷아라가야사 학술토론회 발표요지뺸 咸安文化院 p.p 28~48
崔鍾圭, 1982, ｢陶質土器 成立前夜와 展開｣ 뺷韓國考古學報 12뺸
禹枝南, 1986, 뺷大加耶古墳의 編年뺸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특히, 4세기대의 古式陶質土器는 크게 신라와 가야지역이 뚜렷한 지역양식의 구분이 없다는 共
通樣式論과 각 지역별로 지역마다의 독특한 토기양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地域色論으로 대별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咸安地域은 후자의 입장에서 많이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경
주지역의 죽동리, 경산 임당고분군 등에서도 동 기종의 토기들이 출토되는 점을 단순한 유통관
계로만 이해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본다.
趙榮濟, 1994, 뺷篁沙里墳墓群 發掘調査報告書 Ⅳ. 考察뺸경상대학교박물관 p.p 126~132
주) 6의 前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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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식석실분으로 파악하고, 이를 諸 加耶에서 가장 이른 시기인 5세기 후엽의 Ⅰa형으
로 분류하였다.16) 또한 함안지역의 횡혈식석실분을 氏의 형식분류 Ⅱa류로 파악하고
이것은 兩袖式에 연도가 나팔모양으로 벌어지며 현실의 장폭비가 3:1의 세장방형으
로서 백제지역으로부터 6세기 전반 경에 도입된 것으로 보았다.
金亨坤17)은 함안지역 가야전기의 묘제변화를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토광목관묘-토
광목곽묘-수혈식석곽묘-석실분축조기로 크게 4기로 구분하였고, 가야전기라는 시간적
범위를 4세기 대까지 설정하였다. 이 중 토광목관묘를 기원전 1세기 대~기원후 2세
기 대로 설정하고, 그 다음시기인 3세기~4세기 전반 대의 토광목곽묘는 확인되지 않
고 4세기 중엽 전후부터 토광목곽묘가 확인된다고 보았다. 이로보아 함안지역 가야전
기의 대표적인 묘제는 토광묘18)로서 道項里, 輪外里, 篁沙里, 梧谷里遺蹟의 토광묘는
모두 동일한 고분문화속에서 발전하게되어 5세기 중엽부터 축조되는 수혈식석곽묘의
母體가 된다고 보았다.
필자19)는 최근 도항․말산리고분군의 대형무덤에서 확인되는 소위 감실을 대상으
로 연구하여 그 기능에 맞게 들보시설이라 명명하였다. 그 기능은 대형개석의 반절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 및 감실보다는 무덤의 피장자를 보호하는 시설물 즉 목관(목곽)
보호시설물로 판단하였다. 그 계통은 이주헌과 마찬가지로 고구려와 백제지역에서
전래된 것보다는 안라국의 최전성기에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안라국 무덤의 축조
15) 洪潽植, 주) 5의 前揭書 p.p 71~107
16) 이 시기는 영남지역 고분의 매장방식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점인 중기고분문화에서 후기고분문
화로 이행하는 시기이다.
17) 金亨坤, 1997, ｢咸安地域 伽耶前期의 墓制硏究｣뺷제2회 아라가야사 학술토론회뺸
咸安文化院 p.p 11~37
, 2002, ｢火焰形透窓高杯의 再認識｣뺷伽倻文化 15號뺸p.p 155~180
18) 土壙墓라는 용어의 개념은 지표면을 파고서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시신을 중심으로 계획성
있는 유물을 매납한 후 흙으로 상부를 피복하여 매장행위를 완료하는 무덤을 의미한다. 이러한
용어의 개념을 적용시킨다면, 地下式, 半地下式의 무덤은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즉 靑銅
器時代의 支石墓와 石棺墓, 5, 6세기대의 지하식, 반지하식인 竪穴式石槨墓, 6세기대의 반지하
식 橫口, 橫穴式石室墳 모두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묘제의 정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시신을
안치하는 1차, 2차, 시설물인 관․곽의 구분, 그리고 관,곽을 만드는 재료, 관․곽을 보호하는 2
차시설물(적석) 등에 의해 구분된다. 따라서 ‘토광’이라는 말을 묘제 앞에 붙이는 것은 오히려
묘제의 용어에 대한 혼란만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뿐이다.
19) 曺秀鉉, 2004, ｢加耶墓制의 龕室 再檢討-함안 도항․말산리고분군을 중심으로-｣ 뺷영남고고학보뺸35
호, 영남고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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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과 독특한 매장방법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이 외에도 함안지역 고분문화에 대한 연구는 다수가 있다.20) 특히 함안지역의 고식
도질토기를 중심으로 처음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편년연구를 시도한 金正完21),
함안지역 고분출토 도질토기를 중심으로 단계와 편년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禹枝南22),
고분군의 분포상과 출토유물을 대상으로 당시 분포권역과 계층 및 집단의 성격을 논
한 李盛周23)의 논고는 함안지역 고분문화 연구에 초석이 되었다.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 함안지역의 고분조사는 도항․말산리고분군의 일부고분과
황사리, 윤외리, 오곡리유적 및 지표조사24)의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함안지역의 수많은 고분군의 분포상25)에 비한다면 매우 제한적인 발굴조사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安羅國(아라가야) 지배층의 중심고분군인
도항․말산리고분군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조사가 행해져 安邪國과 安羅國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함안지역의 安邪國
은《三國志》위서동이전에 의하면 삼한시대에는 여러 소국보다 金海의 狗邪國과 함
께 비교적 강한 소국으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헌기록에 의한다
면 김해지역과 마찬가지로 삼한시대에는 여러 소국에 비해 보다 더 우세한 고고자료
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발굴조사에 의하면 도
항․말산리고분군의 목관묘는 주변의 창원 다호리유적, 김해 양동, 대성동유적 밀양

20) 本考에서 언급한 논고 외에도 咸安地域 出土土器에 대한 대표적인 論文은 다음과 같다.
金亨坤, 1990, ｢咸安 일원 古墳出土 土器類｣뺷加耶通信뺸19․20合
朴升圭, 1992, ｢咸安 郡北地域 出土 陶質土器에 대한 考察｣뺷晋州專門大學論文集뺸14.
, 1993, ｢慶南西南部地域 陶質土器에 대한 硏究-晋州式土器와 관련하여｣뺷慶尙史
學뺸9.
趙榮濟․柳昌煥, 1991, ｢咸安 院北里遺蹟 採集土器資料의 檢討｣뺷慶南文化硏究뺸13.
河承哲, 2002, ｢4世紀代 咸安土器文化의 變動-진주시 진성․사봉․일반성면 出土 土器를 통하
여｣뺷慶尙考古學뺸1집, 경상고고학회
21) 金正完, 1994,뺷咸安地域 陶質土器의 編年과 分布變化뺸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論文
22) 禹枝南, 1986, 뺷大加耶古墳의 編年뺸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0, ｢Ⅳ.考察 -2. 咸安地域 出土 陶質土器｣뺷道項里․末山里 遺蹟뺸
23) 李盛周, 1999, ｢考古學을 통해 본 阿羅加耶｣뺷考古學을 통해 본 加耶뺸韓國考古學會.
24) 아라가야향토사연구회, 1998, 뺷安羅古墳群-유적답사자료총서 3집뺸
25) 아라가야향토사연구회에 의한 지표조사에서 함안지역의 고분군은 약 100여 곳이 존재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
주) 24의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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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유적 등에서 확인된 목관묘에 비한다면 그 규모나 위세품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한 편이다. 이러한 고고학적 현상에 대해 최근에는 안야국의 위치비정에
관한 재검토까지 제기되고 있다.26) 여기에 부가해서 안라국의 형성과정에 대한 보다
더 큰 걸림돌이 있다. 바로 기원후 3~4세기 대의 대형목곽묘와 표지적인 유물인 후기
와질토기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咸安地域을 포함한 西部慶南
地域에서는 모두 공통된 고고학적 현상이기도 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상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함안지역의 발굴조사가 부분적이고 한정적으로 이
루어져 아직까지 1~4세기 대의 중심묘역이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또 하나는
안라국의 전신으로 비정되고 있는 안야국의 위치비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필
자는 전자에 대해서는 명확하진 않지만 최근, 함안을 비롯한 서부경남지역의 활발한
발굴조사를 통해본다면, 원래 이 지역에는 후기와질토기문화가 타 지역에 비해 크게
유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27) 후자에 대해서는 필자는 유보적인 입
장인데, 만약 안야국이 실제로 함안지역에 존재하였다면 그 중심지는 청동기시대에
가장 큰 고인돌군이 축조되어져 있는 군북 동촌리 일대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
된다. 그리고 기원후 4세기 말~5세기 초에 군북권과 가야권 세력이 합해져서 지배층
의 중심묘역이 도항․말산리고분군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Ⅲ. 分布
함안지역은 선사시대부터 자연․지리적환경 및 고인돌의 분포를 통해 크게 3개의
권역으로 구분되어 왔다. 그것을 살펴보면, 가야, 함안, 산인, 법수, 대산을 중심으로
한 가야권과 군북, 진주의 진성, 사봉, 반성을 중심으로 한 군북권, 칠서, 칠북, 칠원을

26) 趙榮濟, 2004, ｢고고자료를 통해 본 안라국(아라가야)의 성립에 대한 연구｣뺷안라국사의 새로운
이해뺸 제4회 함안문화원 학술대회발표요지
27) 지금까지 서부경남지역을 제외한 전 영남지역에서는 전기와질토기시대→후기와질토기시대→
고식도질토기 공통양식기→도질토기 분화기로 계승되는 토기문화와 경주중심지역을 제외한
목관묘→목곽묘→수혈식석곽묘→횡구․횡혈식석실분이라는 전통적인 묘제의 변화가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함안지역의 경우 후기와질토기문화를 대표하는 3세기대 유적의 부재로 인하
여 고고학적으로 안라국을 형성한 안야국의 정치체와 안라국의 정치체가 동일한 집단으로 보
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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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한 칠원권으로 구분 할 수 있다.28) 먼저, 가야권은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가
야읍, 산인면, 대산면, 함안면, 여항면, 법수면으로 모두 1읍 5개면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함안지역의 중심권역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대형고분군이 분포하는 지역은 가야,
산인, 대산, 여항면이다.
[표 1] 함안지역의 고분군과 산성
지역권

초대형
고분군

가야-도
가야권 항리․
말산리

대형
고분군

가야남문외,
필동고
분군

군북권

칠원권

계

1개군

2개군

중대형고분군

중형고분군

소형고분군

가야-상광, 중광, 신암, 신
기, 덕전, 장명고분군
함안-괴항, 동지산,고시미,
상파,오리미, 미산고분군
법수-윤외리, 황사리고분
군
대산-하동촌, 장장골고분
군
여항-대촌고분군

가야-질목, 돈산, 이
곡, 장명고분군Ⅰ
함안-정동Ⅰ,Ⅱ,백암,
득성, 금천고분군
산인-대밭골, 산익,
유목정고분군
법수-사평, 돌구등고
분군

성산, 봉
산, 성점,
43개군+
동지, 여
6개성
항, 고종
산성

군북-오당골Ⅰ,
수곡Ⅰ고분군

군북-국실,갓먼당, 동촌,
압실, 명동,남산,덕재, 하
림, 집전Ⅰ고분군

군북-오당골Ⅱ, 머정
골, 사랑목, 모로, 죽
산, 수곡Ⅱ,Ⅲ, 지곡,
우계Ⅰ,Ⅱ, 집전Ⅱ,
신사동, 태실, 월촌고
분군

방 어 산 25개군+
성
1개성

칠원-용산고분군

칠서-신산, 안기, 닭재고
분군
칠북-덕촌,양달고분군
칠원-유하Ⅰ,Ⅱ, 오곡리고
분군

칠서-구포,
천계고분군
칠북-내봉촌고분군
칠원-문동재, 유하Ⅲ
고분군

안국, 성
지봉, 무 14개군+
릉, 칠원 4개성
산성

13개군

34개군

33개군

가야-춘곡,선왕
동고분군
산인-달현,중목
골고분군
여항-음촌고분군
대산-송라,무덤
실, 논골고분군

산성

11개성

분포수

82개군+
11개성

고분군의 규모로 살펴보면, 초대형분은 단연 가야읍의 도항․말산리고분군을 들
수 있다. 이 고분군은 안라국 최고지배층의 묘역으로서 현재 봉분이 잔존하는 것만
37기이며 매장된 무덤만 약 1000여 기 정도로 추정된다. 대형분으로서는 도항․말산
리고분군과 마주보고 조영된 서말이산의 남문외고분군을 들 수 있다. 봉분의 규모나
그 수에서 도항․말산리고분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주위의 춘곡, 선왕동고분군에
28) 아라가야향토사연구회, 1996, 뺷安羅國 固城뺸
, 1998, 뺷安羅 古墳群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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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한다면 현저하다고 할 수 있다. 중대형분은 춘곡, 선왕동고분군이 분포한다. 이 고
분군의 규모는 도항․말산리고분군이나, 남문외, 필동고분군에는 못 미친다. 그러나
이 고분군은 주변에 아라왕궁지 및 말이산자락에 위치하고 그 분포로 보아 안라국 상
위층의 무덤으로 파악된다. 이 외 중․소형분은 주로 가야, 함안, 법수, 대산 등지에
조영되어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33개 군이 확인되었다. 또한 고분군이 확인되는 주변
에는 산성이 존재하는데 봉산, 성산, 여항산성 등의 7개성이 고분군과 거의 인접해 있
다. 이러한 양상은 함안지역 뿐 만 아니라 諸 加耶의 고분군 분포상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산성의 초축시기와 축조방법이 최근 가장 큰 논점 중의 하나이다. 군북, 칠원
권은 안라국의 중심지역인 가야권의 좌․우지역이다. 그러나 청동기시대 고인돌의
분포상을 통해보면, 당시에는 군북권이 가야권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이
있다.29) 군북권은 수곡고분군, 오당골고분군의 대형고분군을 중심으로 중․소형고분
군이 약 30여 곳 정도가 분포하고 있다. 주로 구릉의 능선사면과 정상부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방어산성이 인접해 있다. 칠원권은 대형고분군인 용산고분군을 중심으로 13
개의 중․소형고분군이 분포하고, 그 주변으로는 안국산성, 칠원산성 등의 4개의 성
이 분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함안지역은 선사시대부터 고인돌의 분포와 산과 하천 등의 주변지형에
의해 함안지역의 중앙인 가야권과 좌․우의 군북․칠원권으로 3개의 소지역권이 형
성되어있었고, 대략 4세기 후반~5세기 전반에 하나의 문화권으로 합쳐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이유는 이 시기가 되면 안라국 지배층의 무덤으로 볼 수 있는 대형
목곽묘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29) 이러한 양상은 청동기시대까지 주변지형에 의한 소지역문화권과 정치집단에 의한 정치체가 각
지역권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데, 이 3개의 지역권은 안라국이 완전한 성장을 이루게
되는 4세기 후반~5세기 전반경에 하나의 정치체로 통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정치체의
통합으로 인해 군북, 칠원지역에 존재하던 지역집단은 가야읍을 중심으로 한 가야권에 완전히
흡수되고 안라국의 주변지역으로 전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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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分析
1. 木棺墓
목관묘란 지하에 세장하고 깊은 구덩이를 파서 통나무나 판재의 목관을 넣은 다음,
흙으로 피복한 것이다. 부장품들은 주로 묘광과 관사이의 충전토, 보강토 상부, 목관
상부, 목관 안쪽, 별도의 시설인 요갱 등에 매납된다. 목관묘의 기원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설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여, 선비계통의 목관묘와 고조선 준왕의 남하와 관련된 서북한지역의 고조
선 세형동검문화가 전파되었다는 설이 있다.
둘째, 청동기시대의 석관묘의 특성(유구가 갚고 세장한 형태) 및 입지조건(저구릉의
말단평지) 및 부장형태의 전통을 계승하여 재질의 변화에 따른 자체발생설이 있다.
셋째, 와질토기 및 통나무목관, 요갱 등의 요소를 지닌 중국이나 낙랑에서의 전파
설이 있다. 이중 가장 많은 견해를 차지하는 것은 1의 설이다.
이러한 목관묘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경향은 주로 유구보다는 출토유물을 대상으
로 전개되어왔다. 특히 이 시기에는 새롭게 등장하는 청동의기와 철제류 및 와질토기
에 대한 연구가 중점을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묘제의 형태나 규모, 출토유
물의 기종구성이 동일한 관계의 틀 속에서 동일문화권의 성격과 양상을 주제로 진행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변한지역인 함안지역의 목관묘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지금까지 함안
지역에서 확인된 목관묘유적은 도항․말산리고분군의 북쪽구릉에서 확인된 32기가
유일하다. 이 유적은 모두 5단계로 구분되고 있는데,30) 단계별 특징과 편년은 표 2와
같다.
도항․말산리유적의 목관묘의 목관종류에는 판재조립식목관과 통나무목관의 2종
류가 있고, 판재조립식목관묘가 3배정도 더 높은 비율을 알 수 있다. 목관의 규모는
170～180cm×30～40cm정도로 추정되며, 목관묘 내부의 유물은 주로 바닥내부의 상면
이나 보강토내부, 보강토상부, 목관상부 등 다양한 배치구조로서, 각 위치에 따라 유
30) 金 賢, 2000, ｢함안 도항리 목관묘 출토 와질토기에 대하여｣ 뺷도항리 말산리유적 Ⅳ.고찰뺸 경남
고고학연구소
李柱憲, 2004, ｢道項里木棺墓와 安邪國｣문화재 제 37호, 국립문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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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기종도 다양함을 알 수 있다.31) 특히 철기보다 와질토기의 출토량이 높다.
[표 2] 도항․말산리목관묘 출토 와질토기의 단계와 편년
전기와질토기
기종
단계

소형옹

장경호

Ⅰ

73호

48호

Ⅱ

58,59,63호

Ⅲ

72,74,30,
70호

30,
70호

Ⅳ

(문)22호

(문)
22호

Ⅴ

21,24,25,
60,65,
(문)26호

무문토기
단경
호

세

호

옹 발

두형
토기

편년

특징

기원전 무문토기가 중점적으로 출현, 흑도마연
52호 73호 1세기 장경호와 점토대 옹 등의 기형을 계승하
전반 면서 와질토기기형으로 변해감

52,4
8호
63,5
58,
63호
59호
8호

기원전 와질토기의 등장그러나, 저부, 태도, 구
후
연 등의 형태에 무문토기의 전통이 잔재
기원후 무문토기의 소멸. 본격적인 와질토기의
1세기 등장. 장경호 및, 소형옹, 洗, 단경호 등
중반 출현

30, 30,
70호 74호

와질토기이기형의 형식학젖 변화가 일
기원후
어남(장경호의 구연부가 외반함, 주머니
1세기
호의 구연이 외반 동최대경이 아래로쳐
후반
지는 등)

21,,24,25,60, 46,
65,(문)26, (문)2
18호
6호

기원후
와질토기기형의 변화 기종구성이 다양
2세기
하고 다량매납
전반

또한 도항리목관묘는 가장 인접한 창원 다호리유적의 목관묘에서 출토된 절대연대
의 유물을 통해 그 시기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표 2 참조) 그리고 출토유물32)
과 목관의 형태를 통해 창원다호리 목관묘집단과 동일한 문화권속에서 어떠한 유기
적인 관계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두 집단간 출토유물의 비교를 통해 보면, 도항리목관
묘 축조집단의 성격은 창원 다호리유적에 비해 절대적으로 빈약한 철기유물 및 소국
수장의 신분적인 상징으로 사용되었던 동경과 의기류가 전혀 출토되지 않고 있다. 이
것으로 보아 도항리목관묘를 조영한 집단은 당시 대외문화교류의 중심적인 선진지역에
비해 사회문화적인 변동이 덜한 주변지역적인 성향이 강한 집단일 것으로 파악된다.33)
31) 함안지역 목관묘의 구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것은 자료의 제약성에 의한
원인도 있겠지만 목관묘의 구조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부족한 원인도 있다.
32) 이주헌은 도항리 67호 목관묘 출토 주조철부와 다호리 1호 목관묘 출토 주조철부를 같은 地金
의 기능으로 보고, 도항리 목관묘에서 소형철부의 구성비율이 월등히 높은 점과 起耕具로 이용
된 철제따비의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주로 목제농기구의 제작과 사용이 활발한 것으로 보았다.
이주헌, 주 30)의 논문.
33) 이주헌, 주 30)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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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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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木槨墓
1) 木槨墓의 構造變化
목곽묘의 발생34)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요약 된다. 하나는 청동기문화의
전파과정과 결부하여 중국 동북지방에서 이주한 위만계에 의해 처음으로 목곽묘가
조영되었다는 설이며, 또 하나는 낙랑지역의 목곽묘가 도입된 후, 북방문화인 夫餘族
이 낙동강하류지역으로 이주해오면서 북방계의 목곽묘가 축조되었다는 설이다. 즉,
중국 낙랑군의 영향과 북방민족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 목곽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가야에는 기원후 2세기 후반경에 평면 방형의 목곽묘가 처음으로 김해 양동유적에
서 등장한다. 그러나 함안지역은 김해지역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발생기의 방형목곽
묘는 全無하고, 3세기대의 장방형목곽묘 역시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함안지역의 목곽
묘는 주로 4세기 전반 대 이후의 장방형 혹은 세장방형의 목곽묘만이 확인되었을 뿐
이다. 이처럼 함안지역의 목곽묘에 대한 연구는 3세기 대 유적의 부재로 인해서 그
발생시기와 전환과정에 대해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고 역시 그러한 연
구까지는 다룰 수 없고 다만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기원후 4~5세기 대의 목곽묘인 약
100여 기를 대상으로 그 성격과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함안지역 목곽묘는 주로 낮은 야산의 구릉사면에 입지하고 있으며, 그 주변에
는 대부분 하천이 흐르고 있다. 특히 도항리고분군은 높은 산의 脈流들로 둘러싸인
독립구릉으로서, 서쪽으로 新音川, 동쪽으로 咸安川이 흐르고 있다. 목곽묘의 장축방
향은 대부분 南-北向, 東-西向, 北西-南東向 등으로 그 축이 다양하게 조영되어 있으
나, 모두 등고선과 나란하게 조영되어 있는 공통된 현상이 나타난다. 枕向은 지금까
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南-北向일 때 北枕, 東-西向일 때는 주로 東枕으로 추정된다.
한편, 함안지역의 목곽묘는 金海 禮安里, 良洞, 大成洞, 東來 福泉洞 등에 비해 중복
현상의 빈도수는 낮지만 대형목곽묘가 중․소형목곽묘를 파괴하고 축조되는 현상,
또는 중․소형목곽묘끼리 중복되는 현상, 후대의 수혈식석곽묘가 목곽묘를 파괴하고
조영되는 현상 등을 통해보면, 상기한 諸 地域의 조영현상과도 비교적 일치하다. 그
34) 前代의 木棺墓에서 木槨墓로의 변천과정을 알 수 있는 3세기대의 木槨墓가 현재까지 咸安地域
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관계로 그 변천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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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그 출현시기에서 많은 차이가 나므로 검토가 요해진다. 이러한 목곽묘는 출현초
기에는 대부분 중․소형목곽묘가 중심을 이루어 조영되었고, 5세기 전반 대가 되면
안라국 지배층의 대형목곽묘가 末伊山 一帶의 북쪽구릉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조영되
기 시작하였다. 대형목곽묘는 前代의 중․소형목곽묘에 비해 묘역이 어느 정도 일정
한 간격을 유지한 채 해발 20m～30m 내외의 구릉 정상부와 사면에 조영되었는데, 대
부분 방형보다는 장방형의 형태비율이 높다. 그것을 구분해보면, 목곽묘의 장․단축
비가 3:1이하면 장방형(a), 그 이상이면 세장방형(b)으로 나누고, 규모는 목곽의 길이에
따라 6m이상-대형(A), 6m이하~5m이상-중대형(B), 5m이하~4m이상-중형(C), 4m이
하~3m이상-중소형(D), 3m이하-소형(E)으로 나눌 수 있다.

황사리
윤외리

40

40

20

20

0

0

오곡리
도항리
0

5

10 15 20 25

그래프 1. 목곽묘의 규모분류

그래프 2. 목곽묘 평면형태의 분류

그래프 1,2 에서와 같이 A, B류의 목곽묘는 모두8기가 확인되었다. 주로 5세기 전반
대부터 출현하고, 그 분포는 안라국 지배집단의 묘역인 도항리고분군에 집중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C, D, E류는 각 지역마다 고른 분포 상을 나타낸다. 그리고 칠
원 오곡리유적에서도 5m 이상인 B류가 1기 존재하는데 도항리고분군의 대형목곽묘
와 조영시기가 거의 비슷하다. 오곡리유적의 대형고분군은 당시 안라국 중심지배층
의 묘역을 도항리고분군으로 간주하면, 칠원지역 지역수장층의 무덤이라 상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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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목곽묘 규모와 평면형태의 분류
규모와
형태
유적

A
a

B
b

a

C
b

a

황사리

D
b

a

b

a

b

2

3

7

15

8

4

1

2

3

1

1

1

4

윤외리
오곡리

1

E

도항리

1

4

1

6

1

8

3

14

3

소계

1

5

1

6

6

12

15

31

17

위의 표 3에서와 같이 평면형태의 지역별 양상을 살펴보면, E류 목곽묘는 평면형태
에서 각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지역에 a형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D류부터는 篁沙里, 輪外里, 梧谷里遺蹟은 b형이 많아지는데 비해, 도항․말산
리고분군은 여전히 a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양상으로
보아 대형목곽묘 출현직전의 함안지역 목곽묘의 평면형태변화는 크게 a→b형으로 변
화하는 집단과 도항․말산리고분군과 같이 a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점차 그 규
모만 확대되는 집단으로 크게 구분된다.
한편, 목곽묘의 바닥형태는 크게 3개의 형태로 분류된다. 먼저 바닥에 일정한 높이
로 고운 흙을 깔아 정지하여, 바닥을 편평하게 고른 것(가), 다음으로 구덩이를 굴착
한 생토바닥을 그대로 사용한 것(나), 마지막으로 바닥에 목곽이 안치될 공간에 전면
역석을 이용하여 시상하거나, 목곽의 바닥중앙에 역석을 다시 한번 깔아 棺臺施設로
이용한 것(다)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각 유적 별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그래프 3. 목곽묘의 바닥형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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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목곽묘의 규모와 바닥형태 분류
규모와
형태
유적
황사리
윤외리
오곡리
도항리
소계

A
가

나

B
다

가

나

C
다

가

나

D
다

가

3
2
5

10
3
1
9
23

2

1
1

1
5
6

3
5

나

E
다

가

나

다

22
1
2
3

2
4
13
39

4
6

표 4에서와 같이 중․소형인 D, E류는 대부분 가형의 바닥시설형태가 많고, C형부
터는 가와 다형의 비율이 비슷하고, A․B류는 대부분 다형이 주를 이룬다. 즉, 중․소
형목곽묘는 가형, 중․대형목곽묘는 다형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시간적인 변
화상을 말해주는데, 즉, 가․나→다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다형은 4세기 후반경에
조영되는 대형목곽묘에서 주로 사용하는 형태이다. 주로 10cm 내외의 역석을 이용하
여 피장자 공간에만 깐 것과 전면시상한 것으로 구분되며, 피장자 안치 시 목관을 설
치할 수 있게 관대시설로 이용한 것도 있다.
이와 같이 목곽묘의 시간적인 형태분류에 있어서 바닥형태의 변화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왔다. 주로 전 영남지역의 목곽묘에는 바닥에서 먼저 석재가 이용되었고, 그
시기는 4세기 전반 대로 이해되고 있다. 이 후 목곽의 보강토에 흙과 함께 석재가 가미
되는데, 이러한 발전과정을 거쳐 수혈식석곽묘로 변해 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목곽묘의 유물부장형태에 대해 살펴보자. 유물부장형태는 규모의 대․
소에 의해 크게 구별된다. 대형목곽묘는 피장자가 안치되는 주 공간 외에 양단벽아래
에 부장유물을 매납할 수 있는 부장공간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 주로 피장자의 머리
부분 단벽아래에는 중․소형의 토기류가 매납되고 발치부분에는 대형 호류가 집중
매납되고 있어 목곽묘 조성 시 공간의 분리를 계획하고 유물을 매납한 것을 알 수 있
다. 철기류는 역석이 깔린 시상바닥의 양장벽아래와 양단벽아래에 집중 매납되는데,
양장벽아래에는 무기류, 양단벽아래에는 농공구류와 마구류, 금동유물 등이 매납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부장유물의 배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정형성을 띤다. 이와는 반대
로 중․소형목곽묘는 피장자의 안치공간을 제외한 여유 공간, 즉 양단벽아래의 모서
리부분, 양장벽아래, 보강토내, 목곽상부, 등에 소량의 토기가 매납되고, 철기류는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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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아래의 바닥상부에 주로 매납된다. 또한 시기적으로는 4세기 대에 해당하는 중․
소형목곽묘는 철겸, 철부 등의 농공구류를 중심으로 매납되다가 시기가 늦어지면 차
츰 철촉, 도자, 철모 등의 무기류가 새로이 매납된다. 이후 5세기 전반 대부터 등장하
는 대형목곽묘에서는 장식대도 등의 위세무기류와 등자, 재갈, 안교, 운주, 등의 마구
류 및 철정, 유자이기 등의 의기류도 새롭게 등장한다.
이상과 같이 함안지역 목곽묘는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그 출현시기가 늦고, 출현
초기에는 소량의 와질제 토기와 함께 고식도질토기가 출토된다. 시기가 늦어지면 대
부분 고식도질토기, 도질토기가 주를 차지한다. 철기 역시 초기에는 농․공구류가 중
심이다가 차츰 시기가 늦어질수록 무기류가 증가한다. 특히 대형목곽묘에서는 금․
은상감 환두대도 및 갑주, 마갑, 등자, 금동제장신구 등의 위세품이 다량 매납 되어진
다. 이러한 변화상은 小 地域의 여러집단을 포괄할 수 있는 중심집단의 형성, 즉 안라
국의 성장과 발전과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지금까지 고고학적으로 대형목곽묘의 등
장이전인 4세기 대는 함안지역을 대표할만한 중심집단은 확인되지 않고, 이후 5세기
전반부터 가야읍의 도항리고분군, 칠원면의 오곡리유적에서 대형목곽묘가 조영되기
시작한다.
2) 木槨墓의 段階設定
함안지역 목곽묘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3세기 대의 유적이 확인되지 않
아 그 양상을 명확하게 알 순 없다. 지금까지는 주로 4세기 전반 대부터 古式陶質土
器를 기반으로 한 중․소형의 목곽묘만이 대다수 확인되었는데, 이것으로 보아 4세기
대의 함안지역은 아직까지 타 지역에 비해 이렇다 할 만한 중심정치체의 고고자료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35) 이러한 중심정치체의 등장은 고고자료에 의하면 대형목곽묘
가 조영되기 직전인 4세기 후반대~5세기 전반대로 볼 수 있어 문헌기록과는 많은 차
이가 있다.
또한 함안지역 목곽묘는 대형목곽묘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목곽묘의 구조변화상
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단계와 편년체계 역시 구조변화보다는 주로 그 출토유물
인 토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졌다.36) 즉, 묘제의 구조변화상에 의한 단계와 편년의
35) 李盛周, 2000, ｢考古學을 통해 본 阿羅伽倻｣뺷考古學을 통해 본 加耶뺸韓國考古學會 p.p 49~77
36) 이러한 단계와 편년의 설정에는 함안지역의 목곽묘 뿐 만 아니라, 경주의 죽동리, 황남동, 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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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보다는 변화양상이 민감한 토기유물군에 의한 편년체계는 지금까지 함안지역 목
곽묘와 고식도질토기의 단계와 편년의 기준이 되어왔던 것이다. 각 연구자마다 약간
의 분기 차는 인정되지만, 대부분 함안지역 목곽묘의 단계와 편년의 대강의 틀은 큰
차이가 없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37)
제 1단계는 篁沙里 13호 주변유물, 40호, 道項里 <文> 2, 35호 <慶> 33, 34, 36호,
49호 등이 속한다. 고배의 배신은 직선상으로 평평하고, 구연부가 외반하거나 구연부
아래 1조의 돌대가 돌려진다. 대각에는 세장방형의 투공과 투공문이 있고 구연단과
각단이 수직상의 평탄면을 가진다.
제 2단계는 篁沙里 1, 14, 29, 32, 35, 39호, 44호, 輪外里 2, 6호 등이다. 고배는 배신
중위에서 급격히 꺽여 돌대상으로 처리되어 전체적으로 배신에 2조의 돌대가 띠상으
로 돌려지는 형태를 이루고 배신의 형태가 만곡하며, 구연단이 수평상의 평탄면을 가
진다. 대각에는 소형의 삼각형, 투공문, 투공이 있어 장식성을 더한다.
제 3단계는 篁沙里 4, 30, 36, 44, 47호, 輪外里 1, 7호, 道項里 <文> 32, 33, 41, 42호
등이다. 고배는 배신이 둥글고 구연단의 내연이 홈상으로 처리되며 대각의 통형화가
약해져 서서히 나팔상으로 변해 가는 것이 간취된다. 대각은 상원하방형의 투공이 나
타난다.
제 4단계는 道項里 <文> 1, 3, 6, 17, 33, 36, 44, 45호, <慶> 15, 32호, 末山里10호,
梧谷里 3, 6, 7, 14호 등이다. 이 단계에는 유개식고배가 등장하게 되는데 고배의 기고
가 장대해지고, 투창의 형태가 상하일렬, 장방형, 삼각형투창, 화염형투창 등으로 다
양해지며, 대각은 원통형에서 나팔상으로 급변한다.

로고분군, 울산의 중산리, 하대유적, 부산의 노포동, 복천동, 김해 예안리, 양동, 대성동고분군,
마산 현동유적, 의령의 예둔리 등 함안분지를 벗어난 주변지역의 목곽묘출토 토기유물군이 주
로 단계와 편년의 비교대상이 되었다.
37) 함안지역 출토 토기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아래의 논고를 참조하기 바란다.
趙榮濟, 1994, 뺷咸安 篁沙里墳墓群 發掘調査報告書 Ⅳ. 考察뺸 慶尙大學校博物館 p.p 126~132
禹枝南, 2000, 뺷道項里․末山里遺蹟 附錄2. 咸安地域 出土 陶質土器뺸 慶南考古學硏究所 p.p
135~156
李柱憲, 2000, ｢阿羅加耶에 대한 考古學的 檢討｣ 뺷伽耶各國史의 再構成뺸(부산대학교 한국민족
문화연구소, pp. 207~283
金正完, 1994, 뺷咸安地域 陶質土器의 編年과 分布變化뺸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論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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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4세기 대 함안지역 목곽묘와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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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5세기 대 함안지역 목곽묘와 출토유물

-+-

咸安地域 古墳文化의 展開樣相 21

제 5단계는 道項里 <文> 3호, 10, 馬甲塚 <慶> 13호, 末山里1호, 梧谷里 5, 8호이
다. 이 단계의 고배는 전대에 비해 20cm이상의 대형고배가 등장하며, 구연부가 내경
하고 뚜껑받이턱이 수평으로 길게 발달하고, 배신의 상위에 돌대가 형성된다. 대각에
는 상하 1, 2단으로 화염형투창, 세장방형투창이 뚫려있다.
이상과 같이 목곽묘단계는 토기의 변화상으로 크게 5단계, 구조의 변화상으로는 크
게 2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
각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면, 제1단계에 있어서는 도질제와 와질제가 공존하고 있으
며, 기종은 工字形高杯를 비롯한 爐形器臺, 蓋, 兩耳附壺, 短頸壺, 把手附杯 등이 있다.
그런데, 工자형고배의 출현문제에 있어서 李柱憲은 주변지역인 馬山 縣洞 67호 출토
고배를, 趙榮濟는 篁沙里 13호 주변출토고배 등을 기준으로 삼은 반면, 禹枝南은 고
배의 출현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제2단계는 1단계에 비해 工자형고배의 출토량이 많아지고, 노형기대에 繩蓆文과 횡
침선문이 돌려지며, 透孔의 수가 많아지고 그 형태나 문양에서 장식성이 더해지고 있
다. 또한 토기기종의 亞種가 형식학적으로 세분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양상은 고식도
질토기를 생산하던 공인집단의 증가와 토기제작기술의 발달과 집적을 들 수 있다. 그
러나 토기의 형식변화와는 달리, 전대에 비해 규모와 내부구조는 거의 변화가 없다.
제3단계는 2단계와는 달리 工자형의 고배대각이 나팔상으로 서서히 변해 가는 것
을 알 수 있다. 工자형 대각에는 전대 세장방형투공과 함께 마름모의 투공도 관찰되
고, 노형기대 및, 파수부배 등의 亞種이 前代에 비해 새롭게 등장하며, 대각 중위에는
얇은 점토판을 덧붙힌 장식기법이 가장 유행한다. 이러한 양상으로 보아 이 단계에는
토기제작기술이 집적되어 고식도질토기문화가 가장 극대화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목곽묘의 구조변화는 여전히 2단계와 같이 규모나 내부구조에서는 별다른 변
화양상이 없다.
제4단계는 목곽묘와 출토유물에서 가장 큰 변화상이 관찰된다. 먼저 유물의 변화를
보면, 토기는 工자형고배에서 완전히 八자상으로 변하고 대각에는 2단에 걸쳐 삼각투
창, 또는 세장방형투창이 뚫려지며, 거의 陶質土器化 되어진다. 또한 노형토기가 소멸
하고 통형, 고배형기대가 등장하며, 개는 신부의 천정이 높으며, 三角集線文, 幼蟲文
등의 文樣이 시문된다. 또한 철기류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히 武器類의 증
가와 馬具類의 등장이다. 武器類는 환두대도의 등장과 철모, 철촉, 철검 등이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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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馬具類는 재갈, 갑주 등이 출현한다. 이외에도 유자이기와 철정 등의 위세품과 의
기류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목곽묘는 전 단계의 중․소형목곽묘에 비한다면 돌발적
으로 규모가 커지기 시작한다. 즉, 목곽의 길이만 5m이상이나 되는 대형목곽묘가 등
장하며 내부에는 피장자 안치공간 외에 별도의 유물부장공간이 설치된다. 바닥에는
역석을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고, 중앙에는 목관을 안치한 관대시설물이 설치되었다.
이 단계는 주로 도항리고분군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단계 직전에 중심정
치체가 등장하여 그들의 死後에 도항리고분군에 그 위세가 표출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5단계가 되면, 유물과 유구의 변화가 더욱 다양해진다. 유물의 기종은 전 단계와
비슷하나 기종이 다양해진다. 이 중 고배는 몇 점의 화염형투창고배를 제외하면 주로
1단 장방형투창고배, 2단 세장방형투창고배, 삼각형투창고배 등이 주를 이룬다. 철기
류 역시 前代에 비해 馬甲, 短甲 등의 종류가 새로 등장하며, 무기류 및 유자이기, 철
정 등도 그 수가 많아진다. 유구는 馬甲塚을 비롯한 대형목곽묘의 수가 더욱 증가한
다.

2. 竪穴式石槨墓
1) 竪穴式石槨墓의 構造變化
諸 加耶의 수혈식석곽묘에 대한 연구는 1970년 대부터 加耶의 古都인 金海․釜山,
高靈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함안지역의 수혈식석곽묘는 고
분군의 분포 상만 파악되었을 뿐 그 성격과 편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1980년 대에 들어서 도항리고분군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고조되어 고분
군의 분포상과 규모가 지표조사보고서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창원문화재연
구소 등에 의해 학술조사가 연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5～6세기 대 안라국 지
배층의 주 묘제가 목곽묘에서 수혈식석곽묘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전환
시기는 대체로 5세기 중반~6세기 전반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묘제의 전환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연구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채 낙동강서안에 위치한 諸 加耶의 공
통양상으로만 간주해 버렸다. 지금까지 영남지역 수혈식석곽묘의 발생은 낙동강 하
류역인 김해․부산지역은 대부분 4세기 중․후반 경에 전대 목곽묘의 구조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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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수혈식석곽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함안지역을 비롯한
서부경남지역의 수혈식석곽묘는 전대 목곽묘와 같이 김해․부산권, 울산․경주권38)
등의 낙동강동안지역에 비해 시기적으로 늦은 시기에 출현하고 있다.
최근까지 함안지역에서는 23기의 수혈식석곽묘가 조사되었으며, 함안권역으로 파
악되는 의령 예둔리고분군에서 17기가 조사되어 모두 40여 기에 불과하다. 이 중 함
안지역에서 조사된 23기를 대상으로 그 성격과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수혈식석곽묘의 장축방향은 전대의 목곽묘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등고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축조되어 있고, 주로 동-서향, 남-북향인 경우가 많다. 두향에 있어서는 장축
방향이 남-북향일 때 낙동강하류역인 부산․김해지역과는 달리 주로 북향이며 동-서
향일 때는 주로 동향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묘역에 있어서는 대부분 5m이상의 대형은 구릉 정상부와 사면, 중․소형은 구릉사
면에 조영되어있다. 도항리․말산리고분군의 경우, 1～2세기대의 목관묘는 구릉의 북
쪽에서부터 조영되어 시기적으로 묘제변화를 거치면서 점치 남쪽 구릉으로 축조되어
지다가 6세기 전반경 묘역의 부족현상으로 다시 북쪽능선에 전대의 목관묘와 목곽묘
를 파괴하고 수혈식석곽묘와 횡혈식석실분이 일정한 묘역을 형성하고 조영된다. 또
한 사면에 조영된 대형수혈식석곽묘 중, <文> 38호 등은 봉토의 유실을 방지하고 묘
역을 설정하기 위해 눈썹형의 주구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주구는 인근지역인 의령의
泉谷里, 景山里古墳群39) 등에서도 다수 확인되고 있지만 함안지역의 고분에서는 많
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수혈식석곽묘는 장폭비40)에 따라 크게 장방형과 세장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로 5m이상의 대형수혈식석곽묘는 4.1: 1～6.2:1의 세장방형이며41), 중․소형
수혈식석곽묘는 4:1미만의 장방형이다.42) 대형수혈식석곽묘는 대부분 네벽의 모서리
38) 조수현, 2003, ｢경주지역 초기수혈식석곽묘의 검토｣ 뺷고문화뺸 61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39) 嶺南文化財硏究員, 1999, 뺷宜寧 泉谷里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뺸
慶尙大學校博物館, 2000, 뺷宜寧 景山里古墳群 現場說明會資料集뺸
河承哲, 2001, ｢宜寧 景山里古墳群 發掘調査槪要｣ 뺷6～7세기 영남지방의 고고학- 제10회 영남
고고학회 학술발표자료집-뺸 영남고고학회.
40) 필자는 수혈식석곽묘의 평면형태를 석곽의 장․단벽의 안쪽라인을 중심으로 장폭비를 계측하
였다. 계측비율의 기준은 4:1로 설정하였고, 기준비율에 따라 평면형태를 구분하였다.
41) 道項里(경) 3호의 경우는 大形竪穴式石槨墓 중 유일하게 장폭비3.4:1의 장방형이다.
42) 李柱憲은 咸安地域의 大形竪穴式石槨墓를 대부분 4:1의 세장방형으로 파악하고, 2.8:1의 장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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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원상이거나 말각된 형태보다는 직각을 이루고 있으며, 중․소형수혈식석곽묘는
단벽의 모서리가 주로 말각되거나 宜寧 禮屯里 25호분처럼 한쪽 단벽이 원형의 형태
도 있다.
규모에 있어서는 석곽의 길이가 5m이상인 것을 대형으로 분류하고, 5m이상을 초대
형분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5m이하～3m50cm이상을 중형, 3m50cm이상을 소형으로
분류하였다. 주로 대형분은 도항리고분군에서만 확인되나,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남문
외고분군, 필동고분군, 선왕동고분군을 비롯한 가야권과 군북권의 수곡고분군, 옹당
골고분군, 칠원권의 용산고분군 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발굴조사가 미약하여 지금
으로서는 함안지역 수혈식석곽묘의 평면형태와 규모의 변화상은 타 지역에 비해 수
혈식석곽묘의 축조시기가 비교적 짧고, 주로 지배층의 무덤인 대형수혈식석곽묘가
조사되어 전체적인 양상은 잘 관찰되지 않는다.
축조방법에 있어서 함안지역의 수혈식석곽묘는 타 지역에 비해 강도가 약한 지질
인 점판암계사암을 주로 사용하였다. 크게 평적기법, 수적기법, 평적+수적기법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 최하단석을 종평적으로 쌓고 상부로 갈수록 횡평적기법이 약간
가미된 평적기법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축조기법이 유행하게 된 원인에는 함안지역
의 자연기반층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수혈식석곽묘 축조 시,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기반층은 주로 점판암계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본적으로 강도가 약하며, 횡방향
으로 결이 있어 깨지기 쉬운 약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도항리고분군과 오곡리유적
의 수혈식석곽묘는 비교적 두께가 얇은 점판암계사암은 수적보다는 평적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함안권역으로 판단되는 宜寧 禮屯里古墳群43)은
그 축조기법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확인된다. 즉, 도항리와 오곡리유적의 수혈식석곽
묘는 대부분 기반층인 점판암계사암을 기본으로 한 20cm내외의 판상의 할석을 이용
하여 평적기법으로 모서리를 직각으로 처리한 반면, 의령 예둔리고분군의 수혈식석
를 가진 釜山․金海地域의 長方形竪穴式石槨墓와는 평면형태에서 많은 차이점이 나는 것으로
파악하여 세장방형의 평면형태를 咸安地域 竪穴式石槨墓의 특징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시기
적으로 대별해보면 4세기 중․후반에 출현하는 釜山․金海地域과 5세기 중반이후에 출현하는
咸安地域의 대형수혈식석곽묘의 평면형태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는 없다. 釜山․金海地域
에서 5세기 중반이후에 편년되는(예 連山洞8호분 등)大形 竪穴式石槨墓 역시 細長方形의 평면
형태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두 지역의 대형수혈식석곽묘의 평면형태는 시기적으로 보면 거의
일치하고 있다.
43) 慶尙大學校博物館, 1994, 뺷宜寧 禮屯里 發掘調査報告書 Ⅳ. 考察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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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묘는 주로 평적+수적의 기법을 이용하였고, 벽석의 모서리가 주로 말각되거나 원
형을 이루는 것도 있다. 즉, 양장벽과 단벽을 평적으로 쌓고, 나머지 단벽만을 할석1
매를 이용하여 수적한 후, 그 위에 종평적의 할석을 다시 쌓은 기법이다.44) 필자는 두
지역의 4～5세기 대 토기문화나, 묘제의 변화로 보아 동일권역으로 인정되나, 묘제의
축조기법에서는 각 지역마다의 다양한 지역색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바닥형태와 유물부장형태에 대해 살펴보자. 바닥형태는 전대 목곽묘와
비슷한 양상으로 대부분 대형수혈식석곽묘는 바닥에 10cm내외의 역석을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다.(다) 이 형태는 다시 바닥전면에 시상한 것(다1)과 피장자공간에만 시상한
것(다2)으로 크게 구분된다. 다1형은 도항리 <文> 14, 38, 39, 40, 51호, 말산리파괴분,
<現> 22호, 암각화고분, <昌> 14-2호분의 대형수혈식석곽묘와 중형수혈식석곽묘
도항리 <경> 31호에서 확인된다. 다2형은 말이산 34호 <現 4호분>, 도항리 <文>
13, 54호, <現> 15호, <昌> 14-1호, 마갑총 1호석곽묘, 도항리 <慶> 3호이다. 또한
다형의 수혈식석곽묘 중 피장자 안치공간에는 역석을 다시 한번 더 깔아서 관대시설
물을 설치하였는데, 도항리 <文> 13호, 14, 38호, 도항리 <慶> 3호, 14-1호 등이 있
다. 이 외에도 순장이 확인된 대형수혈식석곽묘는 도항리 <文> 38, 40, 51, 54호,
<現> 15, 22호, 암각화고분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중․소형수혈식석곽묘는 주로
가․나형을 이용하였는데 이 중 주로 가형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시기적으로는 확실
하게 그 변화양상을 단언 할 순 없으나, 바닥의 시상설치는 신분에 따른 규모의 대․
소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역석시상이 주로 설치되는 대형수혈식석곽
묘의 바닥형태는 다2형과 다1형보다 먼저 출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물부장형태는 석곽의 규모에 의해 유물수량과 부장공간의 크기가 구분된다. 대
형수혈식석곽묘의 경우 대형목곽묘와 같이 피장자 안치공간과 구별된 별도의 유물공
간이 설치되며, 유물부장공간 외에 별도의 순장자 안치공간이 마련되는 경우도 있다.
주로 양단벽의 아래에 설치되는데 유물의 부장양상은 5세기 전반대의 대형목곽묘의
유물부장양상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유물의 조합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
다. 토기의 기종구성이 더욱더 다양해지고 마구류를 비롯한 금동제의 장신구류들이
44)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초기수혈식석곽묘Ⅰ기로 편년되는 金海 禮安里 14, 28, 68호는 평적+수
적기법, 釜山七山洞27호, 華明洞5호 등은 평적기법으로 축조되었다.
曺秀鉉, 2003, ｢慶州地域 初期竪穴式石槨墓의 檢討｣ 뺷古文化 61集뺸韓國大學博物館協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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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 부장되어진다. 특히 마구류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실용성보다는 장식성이 가미된
것들이 다량 부장되는데 이것은 신라와 제 가야의 일반적인 양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중․소형수혈식석곽묘 역시 양단벽이나 또는 한쪽단벽아래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
하여 유물이 매납되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대형수혈식석곽묘와 같이 토기의 기종구
성이 다양해지고 점차 무기류와 장신구류 등이 증가한다. 이와 같이 대형수혈식석곽
묘의 시기별 유물부장양상의 변화상은 유물의 조합상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유
물을 부장하는 일정한 패턴은 전대 대형목곽묘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야지역 중 함안지역의 수혈식석곽묘에서만 확인되는 들보시설(龕室)
에 대해 살펴보자. 들보시설은 지금까지 모두 모두 10기가 보고된 바 있다.

45).

대부

분 초대형급의 수혈식석곽묘로서 이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이러한 들보시설의 기능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의 견해로 구분되고 있는데,
1. 朴敬源이 제기한 燈龕施設論46)
2. 李柱憲이 제기한 木造架構施設物論47)
3. 金宰賢이 주장한 墓의 入口部施設 및 燈龕施設論48)
4. 필자가 주장한 피장자의 木棺保護施設物論49)로 구분할 수 있다.

도면 4. 들보시설이 확인되었거나 추정된 수혈식석곽묘의 분포도

45) 이 중 5, 8호분은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아 정확한 양상은 확실히 알 수 없다.
46) 朴敬源, 1974, ｢咸安地域의 照明用土器｣ 뺷又軒 丁仲煥博士 還曆紀念論文集뺸 (紀念論叢刊行委員
會, pp. 37～48
47) 李柱憲, 1996, ｢末伊山 34號墳의 再檢討｣ 뺷碩晤尹容鎭敎授 停年退任紀念論叢뺸 紀念論叢刊行委
員會, pp 403～418
48) 金宰賢, 2002, ｢咸安 道項里 8號墳의 埋葬 프로세스｣ 뺷歷史考古學志 17,18合執뺸 東亞大學校博物
館, pp 31～244
49) 조수현, 2004, ｢가야묘제의 감실재검토-함안 도항․말산리고분군을 중심으로｣ 뺷영남고고학보뺸
35집, 영남고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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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들보시설이 확인되었거나 추정된 수혈식석곽묘의 속성표
석곽규모
(cm)

속성

들보시설
규모(cm)

들보시설
해발고도(m)

들보시설
수(개)

길이

너비

깊이

가로

세로

장벽
하단

단벽
하단

장벽

도항리
4호분

975

172

166

39
～45

39
～45

?

?

4

1

도항리
15호분

910

185

200

50

30～
40

41.40～
41.55

42.15

4

2

도항리
22호분

900

180

220

50

40

도항리(文)
54호분

790

140

150

45

40

도항리
34호분

1060

170

150

40

도항리(昌)
14-1호분

720

130

145

42

도항리(昌)
14-2호분

675

125

50

도항리(文)
51호분

630

140

90

유구

단벽 꺾쇠

잔존 추정

축조
시기
(분기)

13

5세기
3/4

2

1

13

5세기
4/4

2

2

3

9

5세기
4/4

2

5

10

3

10

5세기
4/4

28.92

(1)

2

4

4

10
～13

6세기
1/4

35.85

(1)

5

12

5세기
4/4

36.30～
36.40

2

5
(40)

못

개석수
(매)

4

47.80
36.22～
36.35

목관관련
유물(개)

43.26

(1)

1 10

6세기
1/4

4

5세기
4/4

도면 5. 들보시설의 복원도(상 : 이주헌 1996, 하 : 필자 2004)

이 중 최근 필자가 제시한 4의 설에 대해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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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上 : 함안 도항리(문)54호분 下 : 고령 지산동 32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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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과 같이 함안 도항․말산리고분군의 수혈식석곽묘 내부에서 목관의 존재가
인정되므로 양장벽의 들보시설은 주피장자를 안치한 목관을 1차적으로 보호하는 기
능과 동시에 양장벽에 설치된 들보시설의 위치에 의해 주피장자, 유물부장, 순장자공
간으로 구분되는 표지적인 기능을 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강도가 약
한 벽석의 붕괴를 방지하는 기능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50) 그러면 단벽의 들보시설
은 어떤 기능을 하였을까? 李柱憲의 견해대로 상부개석의 반절현상을 방지하는 기능
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이것은 주기능이 아닌 보조기능의 한 부분으로 판단된
다. 그러한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장․단벽에 설치된 들보시설의 높이나 그
배치에 문제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단벽에 설치된 들보시설의 주 기능은 2
차 목관보호시설로 보아야하며 보조기능으로 벽석의 붕괴방지와 상부개석의 반절을
보호하는 기능 등이라 할 수 있다. 만약 李柱憲의 견해대로 상부의 개석을 보호하는
목조가구시설이 주기능이라면 들보시설이 석곽의 정중앙에 설치되고 여기에 가로방
향의 들보가 끼워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축조공법일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들보시
설의 계통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홍보식의 고구려횡혈식석실분 영향설
2. 박경원, 김재현의 백제 횡혈식석실분 영향설
3. 이주헌의 자체발생설
4. 필자의 자체발생설.
이 중 1의 설은 그 위치와 기능 등에서 함안지역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고, 2의 설
역시 그 형태나 위치, 기능 및 시기적인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3의 설의 근거는
함안지역 및 인근의 창녕지역에 걸쳐 분포하는 점판암계사암의 자연지질구조의 특수
성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점판암계사암은 화강암보다 그 강도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무거운 하중을 오랜기간 지탱하기에는 무리이므로 이를 보완하기위해 안라
(아라가야)인이 고안한 우수한 분묘구축공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李柱憲이
제기한 자체발생설에는 같은 입장이지만 그 발생원인에 관해서는 약간 다른 견해이

50) 이러한 들보시설이 확인되는 무덤은 대부분 석곽의 장축길이가 7m～9m전후의 초대형급의 수
혈식석곽묘에만 한정되어있다. 발굴조사 당시 대부분 석곽의 벽석이 안쪽으로 내경하는 현상
이 관찰되었는데, 이것은 상부의 土壓에 의한 양상일수도 있으나 벽석의 재질이 결이 있어 깨
지기 쉬운 점판암계사암의 판상할석을 이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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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도항․말산리고분군에서 확인된 무덤의 개석은 셰일계 점판암이 높은 비율을
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강암을 이용한 개석도 존재하고 또한 같은 지질구조를 가
진 창녕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들보시설이 확인된 무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들보시설의 발생은 자연지질구조에 의한 것보다도 당시 지배층의 권위
를 표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봉토의 외형과 같이 매장주체부 내부에도 주피장
자의 권위를 사후세계에서도 표출하기 위한 하나의 매장방법에서 비롯된 무덤축조기
법의 한 형태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들보시설은 주로 지배층의 묘역이 형성된
도항․말산리고분군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초대형수혈식석곽묘에만 설치되었고 그
출현시기 역시 가야지역의 고총고분군이 가장 성행한 시기인 5세기 3/4분기～6세기
1/4분기로서 매우 한정적인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竪穴式石槨墓의 段階設定
함안지역의 수혈식석곽묘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그 발생시기가 5세기 후반 즉,
세부적으로 5세기 3/4분기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늦은 시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류창환은 함안지역 출토 馬具類를 분석․검토하여 <경> 말
산리파괴분을 氏의 2단계인 5세기 2/4분기에 설정하였다.51) 필자 역시 축조기법이나,
내부구조양상 및 火焰形透窓高杯의 출현, 기고의 장각화 등 토기유물의 형식학적 변
화상으로 보아 말이산 34호분보다는 이르고, 도항리 <文> 10호, <慶> 3호, 梧谷里
5, 8호, 馬甲塚 등과 거의 같은 단계로 파악된다. 이렇게 본다면, <慶> 말산리파괴분
은 함안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출현하는 수혈식석곽묘로 볼 수 있다.
함안지역 수혈식석곽묘는 유물의 기형변화에 의해 모두 4단계로 구분되며, 내부구
조변화에 의해서는 크게 3획기로 구분 될 수 있다. 그 출현 시기는 전대 목곽묘의 5단
계부터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1) 氏는 함안지역에 馬具類의 등장시기를 5세기 1/4분기로 설정하고, 다음단계인 5세기 2/4분기 까
지는 금관가야, 5세기3/4, 4/4분기는 대가야와 신라, 6세기 1/4분기는 신라와 백제, 6세기 2/4분
기는 대가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도입기인 5세기 1/4
분기의 1단계의 마구는 高句麗 南征으로 야기된 한반도 남부지방의 급격한 정세변동에 의한
것으로 금관가야와의 밀접한 교류관계에 의한 영향으로 보고 있는 점이다.
柳昌煥, 2002, ｢馬具를 통해 본 阿羅伽倻｣ 뺷古代 咸安의 社會와 文化뺸 p.p 13~31國立昌原文化
財硏究所 2002年度 學術大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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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유물의 변화에 따른 단계를 살펴보자.
제1단계는 <慶> 말산리파괴분이 해당된다. 유물의 기종구성에 있어서는 所爲 ‘咸
安樣式土器’의 대표기종인 화염형투창고배가 등장하고, 1, 2단 유개식투창고배, 파수
부배, 고배형기대, 통형기대, 유대직구호, 단경호, 소형기대 등의 기종 등으로 구성된
완전한 ‘함안양식토기’가 출현한다. 철기는 목곽묘 5단계와 거의 비슷한 양상이다. 구
조변화로 살펴보면, 이 단계는 대형목곽묘에서 수혈식석곽묘로 전환하는 과도기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함안지역 고분문화의 대변혁기로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묘제
의 전환배경에는 구조적으로 외부에서 유입되었거나 새롭게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
는 전대 대형목곽묘에서 자체적인 발전상으로 이해되어야할 것이다. 木材에서 石材
의 변환은 묘제 축조기술의 획기적 발전이나, 전대 대형목곽묘에서 바닥에 역석을 이
용하여 시상을 마련한 것으로 보아 내부구조에 石材의 도입은 대형목곽묘단계부터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또한 <慶> 말산리파괴분의 벽석을 자세히 살
펴보면, 다음단계에 출현하는 수혈식석곽묘의 벽석이 비교적 크기와 두께가 고른 판
상의 할석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이 단계는 크기와 두께 등이 일정치 못하고 벽석뒤
의 보강토에 할석이 많이 채워진 점이 전대 목곽묘에서 수혈식석곽묘로의 변화과정
의 과도기적 요소로 볼 수 있다. 또한 석곽내부바닥에는 목관에 이용된 꺽쇠 및 관정
이 다수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내부에 피장자를 보호하는 2차 시설물인 棺(槨)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는 竪穴式石槨墓의 出現期라 할 수 있다.
제2단계는 전 단계까지 조영된 大形木槨墓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평면형태가
더욱 세장하고 보다 규모가 큰 大形竪穴式石槨墓가 등장한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舊> 末伊山 34호분(<現> 4호분), 道項里 <慶> 11, 16호, <文> 14, 38, 39
호 등이다. 유물은 1단계의 기종구성이 정착화 되고, 완전한 咸安樣式土器가 정착한
다. 그 외 수레바퀴모양토기, 등잔형토기 등의 이형토기류 등이 출토된다. 또한 鐵器
는 武器類와 馬具類가 급증하고, 威勢品은 金, 銀象嵌技法 등이 가미되어 점점 고급
화된다. 구조변화에 있어서는 봉토가 20m～30m급 이상인 거대 高塚古墳의 등장이 가
장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전 단계의 대형목곽묘나 대형수혈식석곽묘에서도
거대한 봉토의 존재는 추정되나, 완전한 형태를 가진 高塚古墳은 현재로서는 이 단계
부터 출현한다. 또한 벽석의 축조기법에서도 판상인 할석의 크기나 두께가 거의 동일
하여, 벽석의 축조기술이 발전하여 굉장히 정교하고 안정되게 축조된다. 또한 方形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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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5세기 대 함안지역 수혈식석곽묘와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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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6세기 대 함안지역 수혈식석곽묘와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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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4～5세기 대 함안권역 묘제 편년표(조영제, 2004)
禹枝南

350年

황사리 40.
도항리 <문>2, 35,
<경>33. 34. 36. 49..
예둔리 12. 26 .48. 5.
황사리 32. 39.
윤외리 6.
예둔리 2. 56.

金正完

황사리 40.
39도굴갱
현동 67.
예둔리 48.

李柱憲

曺秀鉉

柳昌煥

황사리 13주변, 40
도항리 <문>2. 35.
<경>33. 34. 36. 49
황사리 31. 40
현동 36. 67

황사리 1. 14. 29. 32.
35. 39. 44.
윤외리 2. 6

황사리 32. 35. 44.
황사리 32. 35. 44. 45
45.
현동 9. 14. 19
현동 9.14.19.
황사리 4. 30. 36. 44.
47.
황사리 44. 47. 4. 36.
황사리 4. 7. 20
윤외리 1. 7.
황사리 4. 7. 20. 36
윤외리 1. 7.
현동 11. 47
도항리 <문>32. 33.
도항리 <문>3
도항리 <문>41.
도항리 <문>32 .33
41. 42
현동 11 .47
현동 51.47
.41. 42.
황사리 1, 7. 35. 45.
윤외리 3.

400年

황사리 26. 47.
도항리<문>1.6.17.33.3
현동 3. 5. 43. 50. 51.
6.44. 45
도항리 <문>3. 36.
61.
<경>15.32.말산리 10.
48
도항리 <문>48.
오곡리 3.6.7.10.14
예둔리 43.
현동 12.50.61.
450年
현동 12. 22. 27. 36.
도항리<문>마갑총.
42. 48. 56. 60.
<경>13.
도항리 <문>마갑총.
말산리 1.
10.
오곡리 5. 8
도계동 2.

도항리<문> 10.
<경>13

도항리<문>1. 3. 6.
17. 33. 36. 44. 45.
<경>15. 32.말산리
10.
오곡리 3. 6. 7. 14

도항리<문>3.
36. 43. 48.

도항리 <문>10.
마갑총.
<경>13. 말산리1.
파괴분
오곡리 5. 8

도항리<문>10.
<경>13. 파괴분

들보시설이 등장하고, 다수의 殉葬이 이루어진다.
제3단계는 <現> 8호, <現> 15, <文> 20, 54호, <昌> 도항리14-1, <慶> 61호
등이다. 이 단계는 전 단계와 같이 유물의 기종구성은 거의 유사하나, 새로운 기종인
蓋杯가 등장한다. 또한 무개식고배의 기고가 전 단계에 비해 약간 짧아지기 시작한다.
철기는 금동유물이 부착된 武器類와 장식성이 강한 馬具類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단계가 함안지역 고분문화의 최대 전성기라 할 수 있다. 구조변화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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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전히 고총고분이 다수 조영되는데, 특히 龕室이 설치된 高塚古墳의 수가 급격히
많아진다. 그 외 내부구조나 양상은 前代와 거의 비슷하다. 제 4단계는 岩刻化古墳,
도항리 <昌> 14-2호분, <慶> 3호분이다. 이 단계의 유물 변화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외래계토기의 매납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그 중에서도 고령 大加耶樣式의 蓋
杯, 把手附宛, 고사리모양파수대부호 등이 다수 출토되고, 다음으로 소가야, 백제, 신
라토기의 순으로 출토되고 있다. 기종의 구성은 전 단계와 비슷하나 기형에서는 약간
의 변화가 관찰된다. 즉 기고가 전 단계에 비해 더욱 짧아지고 고배는 대각과 배신부
에 파수가 부착된 所爲 ‘깔대기형고배’가 유행한다. 鐵器는 전 단계에 비해 武器類 및
馬具類 중 威勢品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나, 有刺異器 등의 義器類는 여전히 출토되
고 있다. 구조변화에서도 전대와 큰 변화양상은 확인되지 않으나, 들보시설이 설치된
高塚古墳群이 감소한다. 묘제에 있어서는 목곽묘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묘제인
횡혈식석실분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Ⅳ. 맺음말
이상과 같이 安羅國의 故地로 알려진 咸安地域을 중심으로 묘제의 分布相과 시기
별 構造變化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木棺墓는 도항․말산리고분군에서만 확인되었
고 출토유물에 의해 모두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木槨墓는 두 획기로, 수혈
식석곽묘는 세 획기로 분류하였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4세기 대의 목곽묘는 주로 하
천을 낀 얕은 구릉사면에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규모는 대부분 中․小形으로 아직까
지 安羅國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中心政治體의 墓域이 형성되지 못한 시기이다. 5
세기 대는 4세기 대와는 달리 大形木槨墓가 돌발적으로 末伊山一帶의 道項里古墳群
에 다수 조영되어 墓域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주변지역의 칠원 梧谷里遺蹟에서도 大
形木槨墓가 조영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부터 中心政治體의 墓域이 형성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安羅國의 登場과 成長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변지역에 조영된
大形木槨墓의 등장은 中心支配層下에 두어진 각 地域首長層의 무덤으로 볼 수 있다.
이 후 竪穴式石槨墓 1단계인 5세기 2/4분기를 기점으로 木槨墓에서 竪穴式石槨墓
로의 墓制轉換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기를 墓制의 大變革期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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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는 大形木槨墓와 大形竪穴式石槨墓가 같이 조영되고 있어 목곽묘에서 수혈식석
곽묘의 이행하는 과도기로 볼 수 있다. 또한 수혈식석곽묘는 前代 木槨墓의 내부구조
가 그대로 반영되어진 것으로 보아 자체발전에 의해 墓制變化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
각된다.
竪穴式石槨墓 2단계인 5세기 3/4분기～5세기 4/4분기는 완전하게 竪穴式石槨墓가
主 墓制로 채택되고 前代보다 더욱 더 규모가 큰 高塚古墳群이 일정한 묘역을 형성하
고 축조되어진다. 이 시기는 高塚古墳群의 형성뿐 만 아니라 피장자의 權威와 身分을
가늠할 수 있는 殉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安羅國의 최대 성장 및 발전기
로 볼 수 있다.
竪穴式石槨墓 3단계인 6세기 전반에는 木槨墓가 완전히 사라지고, 橫穴式石室墳이
등장하면서 묘제변화에 또 하나의 대 변혁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 시기에도 여전히
도항리고분군의 북쪽구릉일대에는 大形竪穴式石槨墓가 조영되고 있으나, 유물조합상
으로 보아 前代의 咸安樣式土器 一色에서 벗어나, 大加耶, 小加耶, 百濟, 新羅系의 外
來系遺物이 다수 출토되고 있어, 이 시기 안라국의 활발한 대외관계를 알 수 있다. 이
후 횡혈식석실분이 주 묘제로 채택된 6세기 중반 경에 신라의 대병에 의해 안라국은
멸망하게 된다.
이와 같이 묘제전환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5세기 대 돌발적으로 조영된 大形木
槨墓와 수혈식석곽묘로 축조된 高塚古墳群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등장배경
에는 지금까지 高句麗의 南征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정에 의한 김해세
력의 쇠퇴와는 달리 咸安, 高靈, 陜川 등의 여러 지역에서는 5세기 전․중반을 기점으
로 거대한 고총고분군이 조영되기 시작한다. 한정적인 시기에 돌발적인 규모의 장대
화와 유물의 증가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규명이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다만 고구려 남정이 당시에 가장 큰 역사적사건인 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
겠지만 이것으로 인해 묘제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재고가 요해진다. 특히 함안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석결과 전대 대형목곽묘에서 수혈식석곽묘로 자체 전환된 것으로
생각되며 그 방증자료로서는 규모의 규격화, 석곽내부에 목곽의 존재와 벽석과 보강
토사이의 할석의 뒷채움 양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함안지역 수혈식석곽묘의 특징으로는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인 점, 축조기법
의 정형화, 들보시설의 존재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들보시설은 5세기 3/4분기부터 주
-+-

咸安地域 古墳文化의 展開樣相 37

로 초대형수혈식석곽묘에서만 존재하는데, 그 용도를 기존에는 내부 등감시설과 개
석의 반절을 방지하는 목조가구시설물로 파악하였다. 연구자의 대부분은 후자의 입
장이지만 필자는 이와는 달리 수혈식석곽묘내에 목관의 존재를 인정하여 목관보호시
설물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木槨墓와 竪穴式石槨墓의 構造變化와 약간의 遺物을 중심으로 4～6세기
대의 咸安地域에 존재한 安羅國의 古墳文化의 한 단면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고분군
의 분포에 비해 거의 發掘調査가 이루어지지 않아 명확한 古墳文化의 樣相을 살피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자료가 부족함을 인식하였다. 앞으로 發掘調査 등에 의한 新 資
料가 보다 많이 축적되면 그 동안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安邪國의 실체와
安羅國의 형성과정을 알 수 있는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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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Aspect of Tumulus Culture in
Haman Region

It is the paper that is written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 and aspect focusing on Anra
tumuluses in Haman region. Haman is classified into 3 regions by natural features and
distribution of tumuluseas identified by field, preliminary and excavation survey. The tumuluses
are divided into huge and small tombs. The wooden-chamber burial and the stone-lined tomb
are constructed between 4C and 6C. The change of attributes (scale, plane figure, flat part,
grave goods) is observed however a huge tomb which didn't exist at former step suddenly
appears at early 5C. It is the cause that was connected with Gogurye's south attack before, that
isn't identified yet. When it comes to middle 5C, the wooden-chamber burial dwindles, the
new stone-line tomb appea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one-line tomb are that single tomb
alone is constructed without guard stone and ditch, the plane figure of it is narrow rectangle,
the technique constructing it is standardized and crossbeam-equipment and so on. The
crossbeam-equipment among these just exists in extra-large stone line tomb, I think that it
protect a coffin in the tomb.
In the turn of this tumulus, I insist that the extra-large stone line tomb itself is developed
from the huge wooden-chamber burial. The materials to be prove are the similarity of the
plane figure and plat part, existence of wooden coffin or outer, filling up stones between
stonewall and reinforcing earth.
Therefore Anra tumuluses are widely divided with the wooden-chamber burial and the stone
line tomb in stage and chronology. In detail the wooden-chamber burial has 2 epoches, is
constructed between early 4C and middle 5C. The stone line tomb has 3 phases, built between
middle 5C and early 6C.
【Key Words】Anra tumuluses, the wooden-chamber burial, the stone-lined tomb, the turn of
tumulus, ep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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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安地域 古墳文化の展開様相

本稿は咸安地域に存在した安羅古墳群を中心に、その性格と様相を明らかにするこ
とを目的とする。咸安地域はこれまで分布調査、試掘および発掘調査によって確認さ
れた古墳群の分布様相と自然地形によって、３つの地域圈に細分できる。そして、古
墳の規模と分布面積によって超大形墳～小形墳に分類される。中心年代は主に4～6世
紀代であり、木槨墓と竪穴式石槨墓である。木槨墓は4世紀代まで漸進的な属性(規
模、平面形態、床面施設、遺物の副葬様相)の変化がみられるが、5世紀前半代になる
と、突然、前段階とは比較できないくらいの大形木槨墓が登場する。その原因には、
先に提起された高句麗南征の影響とも結びつけることができるが、いまだ明らかでは
ない。5世紀半ばになると、木槨墓の数が減り、新たな墓制である竪穴式石槨墓が登
場する。竪穴式石槨墓の特徴としては護石と周溝がみられず、単独墳として築造され
る点、平面形態がおおむね細長方形である点、石材と関連する石槨築造技法の定型
化、梁施設などをあげることができる。このうち、梁施設は5世紀第3四半期から超大
形竪穴式石槨墓にのみ存在するが、筆者は竪穴式石槨墓内に木棺の存在を認め、木棺
保護施設物として把握した。
一方、このような墓制の変遷においては、大形木槨墓→大形竪穴式石槨墓に自主発
展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その傍証資料としては平面形態の類似性、床面施設および
内部空間区分の類似性、石槨内部に木棺(木槨)の存在、壁体と補強土間の裏込めの割
石などあげることができる。
このように、安羅古墳は段階と編年において、大きく木槨墓と竪穴式石槨墓に分類で
きる。細かくみると木槨墓は２つの画期、竪穴式石槨墓は３つの画期に分類できる。
木槨墓はそれぞれ4世紀前半～5世紀半ば、竪穴式石槨墓は5世紀半ば～6世紀前半に設
定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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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安地區古墳文化展開様相

該文是以咸安地區的安罗墳墓爲中心探究其性質和發展演變。咸安地區到目前爲止可
分爲三个地區領域圈。這些是根据地標或以歷史發掘調査材料确認的墳墓群的分布和自
然地形而分的。又以大略可推測的墳墓規模和分布面積分爲超大型墳墓和小型墳墓。其
中心年代爲四至六世紀的木椁墓、竪穴式石椁墓。木椁墓我們已査出到四世紀的屬性(規
模、平面形狀、地面設施、遺物隨藏狀况)，到了五世紀中期突然出現了与前期无法媲美
的大型木椁墓。其原因与曾經提到過的高句麗南征相結合，但到目前爲止還不太明确。
到了五世紀中期木椁墓的數量開始有所减少，逐漸出現的是竪穴式石椁墓。竪穴式石椁
墓的特点是沒有發現虎石和主构、而是單獨存在、平面狀態大体上呈三个長方形、与自
然材料有关的石椁筑造法的定型化、梁的設施等。其中梁的設施主要存在于五世紀四分
之三時期開始存在的超大型竪穴式石椁墓。本人認爲竪穴式石椁墓內的木棺断定为木棺
保護物。
另一方面從墳墓變化角度來說，卽從大型木椁墓到大型竪穴式石椁墓的變化是自身發
展變化的結果。其旁証資料爲平面狀態的相似性、區分地面設施及內部空間的相似性、
石椁內部上的木棺、壁石和补强土之間用割石添加的現象等。
從此我們可以得知，安羅古墳在階段和年譜上可分爲木椁墓和竪穴式石椁墓。木椁墓
又可細分爲两个时期, 竪穴式石椁墓又可分爲三个时期。 木椁墓各階段可追溯到四世紀
前期到五世紀中期，竪穴式石椁墓大槪是在五世紀中期到六世紀前半期定的位。
【重点述語】安羅古墳，木椁墓，竪穴式石椁墓，墓制的轉換，划时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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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지역 출토 마구의 부장양상에 대하여
박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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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전고1)에서는 함안 말산리 451-1번지 유적에서 출토된 마구류의 특징과 연대를 재
갈과 행엽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상기 고분에서는 검릉형 행엽을 비롯한
원환비, 안교 부속구, 철환 등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편원부와 검릉부가 분리
되고 편원부 상부에 역삼각형 돌기를 수하한 행엽의 특징, 인수외환을 한두번 감아
처리한 형태의 원환비의 예를 들어 지산동 44호 주석실이나 월송리 조산고분, 진주
가좌동 1호분과 유사하거나 후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마구의 형식적 속성만으로 비교 검토한 것으로 마구류가 형식이 다양하고 전세가 예
상되는 유물임을 감안한다면 공반유물과 출토 유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1) 박미정, 2004, ｢Ⅵ. 고찰. (3) 마구류｣, 뺷함안 말산리 451-1번지 유적뺸, 경남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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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함안 말산리 451-1번지 유적에 그치지 않고 함안 도항․말산리
고분군에서 확인된 마구류와 출토 유구의 특징을 살피고 이를 통해 함안지역 마구류
의 부장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도항․말산리고분군의 개요
1. 도항․말산리고분군의 개요
함안지역은 남고북저의 분지상 지형으로 남강과 낙동강이 북서쪽에서 자연적 경계
를 이루며 남동쪽으로는 해발 600m 전후의 고산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면서 남쪽으
로는 진동만에서 마산만으로 이어지는 남해바다와 연접해 있다. 이와 같이 함안지역
은 자연적인 경계에 의해 외부로부터 자연스럽게 보호되는 한편 교통적으로는 남강
과 낙동강을 이용하여 동․서 어느 곳으로 든 도달하기 쉽고 남쪽으로는 진동을 거처
남해안에 도달하기 쉬운 위치를 점하고 있다.2)
도항․말산리고분군은 高山들을 뒤로하고 함안읍내의 평야지대를 향하여 뻗은 나
지막한 능선으로 실제로는 고도가 60m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주변의 저습한 평지지
대에서 올려다보면 매우 높아 보이는 위치이다. 동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는 일제강
점기 今西龍에 의해 5호(구-함25호)․34호(구-함4호)분에 대한 조사가 행해졌고 창원
대학교박물관3)에 의해 14-1․2호(창)가 조사되었다. 이후 창원문화재연구소4)에 의해
지속적인 학술조사가 행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도항․말산리고분군 북쪽 끝자
락의 도로공사시 경남고고학연구소5)에 의해 구제발굴조사가 행해진 바 있고, 451-1번
2) 이주헌, 2000, ｢아라가야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뺷가야각국사의 재구성뺸.
3) 창원대학교박물관, 1992, 뺷함안 아라가야의 고분군(Ⅰ)-도항리․말산리 고분군 정밀조사 보고뺸.
4) 창원문화재연구소, 1996, 뺷함안 암각화고분뺸.
창원문화재연구소, 1997, 뺷함안 도항리고분군Ⅰ뺸.
창원문화재연구소, 1999, 뺷함안 도항리고분군Ⅱ뺸.
창원문화재연구소, 2000, 뺷함안 도항리고분군Ⅲ뺸.
창원문화재연구소, 2001, 뺷함안 도항리고분군Ⅳ뺸.
창원문화재연구소, 2002, 뺷함안 마갑총뺸.
창원문화재연구소, 2005, 뺷함안 도항리고분군Ⅴ뺸.
5) 경남고고학연구소, 2000, 뺷도항․말산리 유적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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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주거 신축공사시 건물하부에 잔존해 있던 석곽묘를 경남발전연구원6)에서 조사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해 도항․말산리고분군에서는 조합우각형파수부호와 노형토기
가 공반된 목관묘로부터 목곽, 석곽, 석실묘 등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다양한 묘제가
확인되었다. 이 중 마구류가 출토된 유구는 23기로 모두 대형급7) 이상에 속하는 것
이다.(도1)

도면 1. 함안 도항․말산리 마구 출토 고분 분포도

2. 함안지역 출토 마구류에 대한 기존연구
함안지역 출토 마구류에 대한 분석은 류창환8)氏에 의해 행해진 바 있다. 氏는 동
지역 출토 마구의 형식분류를 통해 수용기(Ⅰ단계)-정착기(Ⅱ단계)-발전기(Ⅲ단계)-전
성기(Ⅳ,Ⅴ단계)-쇠퇴기(Ⅵ단계)로 단계설정 하였다. 또한 마구의 특징을 바탕으로 함
안지역의 대외관계가 Ⅰ,Ⅱ단계-금관가야, Ⅲ,Ⅳ단계-대가야․신라, Ⅴ단계-신라․백
제, Ⅵ단계-대가야로 변화되었다고 보았다. 함안지역 출토 마구를 형식분류하고 이들
의 계보를 추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氏의 연구는 마구의 형태만으
로 형식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편년을 시도하고 있어 공반된 토기나 묘제의 변화
6)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4, 뺷함안 말산리 451-1번지 유적뺸.
7) 조수현, 2003, ｢함안지역의 고분문화｣, 뺷가야문화뺸 제 16호, p209.
氏는 석곽의 길이를 기준으로 5m 이상을 대형, 5m이하~3.5m이상 중형분, 3.5m이하를 소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8) 류창환, 2002. 10, ｢마구를 통해 본 아라가야｣, 뺷고대 함안의 사회와 문화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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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 등에 대한 검토는 미흡하였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도항․말산리고분군 중 마구 출토 고분을 대상으로, 유구 형
태와 마구 부장양상의 변화에 따라 단계를 설정하려 한다. 다음으로 각 단계에서 마
구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며, 이를 통해 함안지역 마구류의 부장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Ⅲ. 마구 출토 고분에 대한 분석
여기에서는 먼저 도항․말산리고분군의 마구 출토 고분을 유구 형태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한 다음 그 유형별로 마구 부장양상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마구 출토 고분의 제속성
유구번호

규모(단위:cm)

유구유형 마구부장유형

36호(문)

455×165×85

Aa

Ⅰ형

내부

3호(문)

520×190×110

Ab

Ⅰ형

내부

43호(문)

530×170×160

Ab

Ⅰ형?

도굴구덩이

도굴

마갑총(문)

600×230×100

Ab

Ⅰ형?

파괴구덩이

파괴

48호(문)

540×200×150

Ab

Ⅲ형

내부

13호(경)

520×150×65

Ac

Ⅱ형

내부

파괴분(경)

잔존735×440×170

Bb

Ⅰ형

내부

파괴

38호(문)

640×140×90

Bb

Ⅲ형

내부

도굴

39호(문)

650×160×160

Bb

Ⅲ형?

도굴구덩이

도굴

5호(함)

710×158×160

Bb

Ⅳ형

내부

도굴

8호(함)

1100×185×190

Bb

Ⅳ형

내부

도굴

14-1호(창)

720×130×145

Bb

Ⅰ형?

도굴구덩이

54호(문)

790×140×150

Bb

Ⅳ형

내부

22호(함)

900×180×220

Bb

Ⅳ형

내부

도굴

암각화(문)

1060×170×150

Bb

Ⅳ형?

내부,도굴갱

도굴

14-2호(창)

675×125×125

Bb

Ⅳ형

내부

파괴

451-1번지(역)

870×170×?

Bc

Ⅳ형

내부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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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기타
․

Ⅰa

Ⅰb

Ⅱa

도굴

도굴
․

도굴
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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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번호

규모(단위:cm)

유구유형 마구부장유형

1호(문)

520×100×65

Bc

Ⅲ형

출토위치

단계

내부

3호(경)

665×195×46

Bc

Ⅴ형

내부

15호(함)

910×185×200

Bc

Ⅴ형

내부

4호(문)

현실:530×175×185

C

Ⅴ형

내부

47호(문)

현실:490×180×105

C

Ⅴ형

내부

기타
파괴

Ⅱb

파괴
도굴

Ⅲ

도굴
․

◆ (문) : 창원문화재연구소, (창) : 창원대학교박물관, (경) : 경남고고학연구소,
(함) : 함안군 부여번호, (역)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유구 유형 A : 목곽묘, B : 수혈식석곽묘, C : 횡혈식석실묘
a : 바닥시설없음, b : 전면시상, c : 중앙 부분만 시상
◆ 마구부장 유형 Ⅰ형 : 재갈단독부장, Ⅱ형 : 재갈+등자, Ⅲ형 : 재갈+등자+안교(운주)
Ⅳ형 : 마구일식(재갈+등자+안교+운주+행엽), Ⅴ형 : 행엽․운주(안교) 부장

1. 출토 고분
도항․말산리고분군에서 마구류가 출토된 고분은 23기로 주체부의 길이가 주로
500cm를 넘는다. 이들을 먼저 목곽묘(A), 석곽묘(B), 횡혈식석실묘(C)로 크게 분류한
다음에 바닥 시설에 할석을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한 시상을 중앙에만 설치하
는지 전체에 설치하는지를 기준으로 무시상 목곽묘(Aa), 전면시상 목곽묘(Ab), 중앙시
상 목곽묘(Ac), 무시상 석곽묘(Ba), 전면시상 석곽묘(Bb), 중앙시상 석곽묘(Bc), 횡혈식
석실묘(C)의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실제 도항․말산리고분군에서 확인된
유구는 Aa, Ab, Ac, Bb, Bc, C유형으로 무시상석곽묘(Ba)는 확인되지 않았다.(표1)

2. 마구 부장양상
다음으로 마구 부장양상을 살펴보는데 부장되는 마구의 조합관계로 보아 제어용
마구인 재갈이 단독으로 부장되는 경우(Ⅰ형), 재갈과 등자만 부장되는 경우(Ⅱ형), 재
갈+등자+안교(운주)가9) 부장되는 경우(Ⅲ형), 재갈+등자+안교(운주)+행엽 등 마구
일식이 부장되는 경우(Ⅳ형), 제어용 마구가 제외된 행엽이나 장식 운주 등의 마장구
만 부장되는 경우(Ⅴ형)로 크게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유구 유형별로 마구 부장양상을 자세히 살펴보자.(표1)
9) 운주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철환으로만 이루어져 가죽끈을 연결한 실용적
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동제로 장식이 가미된 장식성이 강한 형태이다.

-+-

6 東亞文化 創刊號

1) 무시상 목곽묘(Aa)
36호(문)가 해당된다. 다행히 도굴되지 않아 부장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유구
중앙부분에는 철정 수매를 깔아 시상을 대신하였다. 재갈은 남단벽쪽에서 확인된 대
호 아래에서 출토되어 Ⅰ형(재갈 단독부장)에 속한다.
2) 전면시상 목곽묘(Ab)
이 유형은 마구출토 고분들 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3호(문), 43호(문), 10호(문), 마
갑총(문), 48호(문)가 해당된다. 이들 중 10호(문)는 마구류가 내부에서 출토된 것이 아
니라 보고자가 봉토 함몰토로 판단한 부분에서 노형기대, 철촉과 함께 출토된 점10),
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도질토기와는 시기차가 있는 점으로 볼 때 10호(문)와는 무관
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이하 분류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마갑총(문)은 파괴된 부분
에서 재갈이 확인되어 출토위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부에서 마갑이 출토된 것으
로 보아 재갈 외에 등자가 부장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43호(문)는 도굴 구덩이에서 확
인되었으나 내부에서 확인된 철기 중 마구류는 보이지 않으므로 Ⅰ형(재갈만 단독 부
장)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중 출토 위치가 분명한 고분은 3호(문)와 48호(문)
로 전자는 Ⅰ유형이며 후자는 재갈+등자+운주편이 확인됨으로써 Ⅲ형이다.
3) 중앙시상 목곽묘(Ac)
13호(경)가 해당되며 재갈과 등자가 출토되는 Ⅱ형11)으로 삼각판혁철단갑과 함께
출토되었다. 출토된 재갈은 인수외환이 소위 삽자루형이지만 일반적인 삽자루형 인

10) 도항리(문)10호의 경우 재갈은 보고자가 봉토 함몰토로 생각하는 부분에서 노형기대와 철촉
두점과 공반되어 출토되었는데 이들 유물이 출토 된 지점은 토층상의 Ⅱ, Ⅲ층으로 유구의 바
닥면과는 1m 가량 차이가 있고 파괴 된 11호 12호와 바닥 레벨이 유사하다. 또한 내부에서 출
토 된 도질토기들과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노형기대가 목곽 상부의 매몰
토에서 출토 된 것은 10호 조성시 봉토내에 의도적으로 매납되어서가 아니라 10호 조성시 파
괴된 11호나 12호 내부에 매납되어 있었던 유물이 10호 봉토 조성시 파괴되어 교란된 현상으
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11) 재갈은 북동벽쪽에 치우쳐서 출토되고 등자는 유구의 중간지점에서 출토되었는데 서로 170cm
가량의 간격을 두고 바닥에서 10cm 가량 뜬 상태에서 출토되었다. 또한 등자의 출토위치가 피
장자가 안치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해당되어 이들이 목곽 내부가 아니라 목곽 상부에 매납
되었던 것 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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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는 제작방법상에 차이가 있다. 또한 인수부에 연결되었다고 생각되는 Ω형 금구
의 형태가 48호(문) 재갈의 금구와 유사하다.
4) 전면시상 석곽묘(Bb)
마구출토 고분들 중 가장 많이 확인되는 유형으로 14-1호(창), 38호(문), 39호(문), 54
호(문), 14-2호(창), 22호(함), 8호(문), 5호(문), 암각화(문)가 해당된다. 이들은 행엽을 포
함하는 마구일식이 부장되는 Ⅳ형이 주류를 이룬다.
5) 중앙시상 석곽묘(Bc)
말산리 451-1번지(역), 1호(문), 15호(함), 3호(경)가 해당된다. 대부분 도굴 또는 파괴
되어 정확한 부장양상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3호(문)와 15호(문)에서는 행엽과 안장교
구만 확인되어 Ⅴ형으로 추정된다. 한편 451-1번지(역)에서는 출토된 철기편으로 보아
원래는 재갈을 비롯한 등자, 운주, 행엽 등의 마구일식이 부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
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 유구유형은 마구일식부장(Ⅳ형)과 장식마구류만 부장되
는 유형(Ⅴ형)이 공존하고 있다.
6) 횡혈식석실묘(C)
4호(문), 47호(문)가 해당된다. 4호(문)는 15호(함), 3호(경)와 같이 행엽과 운주, 안교
부속구만 출토되어 Ⅴ형으로 판단된다. 47호(문)는 도굴되지 않고 제 위치에서 운주만
출토됨으로써 운주만 단독부장되는 Ⅴ형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유구 유형별로 마구 부장양상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를 도 2로 살펴
보면, 전면시상 목곽묘(Ab유형)에서는 재갈 단독부장(Ⅰ형)이, 전면시상 석곽묘(Bb유
형)에서는 마구일식 부장(Ⅳ형)이 주류를 이루고, 중앙시상 석곽묘(Bc유형)에서는 Ⅳ형
외에 재갈+등자+안교(운주)가 부장되는 Ⅲ형과 운주만 단독부장되는 Ⅴ형, 횡혈식석
실묘(C유형)에서는 Ⅴ형만 확인된다. 그 결과 유구 유형별로 마구 부장유형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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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번호

재갈

등자

안교

운주

행엽

단계

36호(문)
3호(문)

Ⅰa

43호(문)

마갑총(문)
48호(문)
Ⅰb

13호(경)

파괴분(경)

38호(문)

39호(문)

5호(문)

Ⅱa

8호(문)

14-1호(창)

54호(문)

22호(함)

암각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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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호(창)
451-1번지
(역)
1호(문)
3호(경)

Ⅱb

15호(함)
4호(문)
Ⅲ
47호(문)
축척부동

도면 2. 도항리․말산리고분군 출토 마구의 조합관계

Ⅳ. 함안 지역 출토 마구의 특징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검토한 유구 유형과 마구부장 유형의 조합관계를 통해 마구
출토 고분을 Ⅲ단계로 구분하며 각 단계에서의 마구 특징을 살펴보려 한다.12)
12)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함안지역 토기 편년안은 다음과 같다.
이주헌, 2000, ｢아라가야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뺷가야각국사의 재구성뺸, 가야사학술심포지움.
우지남, 2000, ｢함안지역 출토 도질토기｣, 뺷도항리․말산리 유적뺸, 경남고고학연구소.
이들의 연대관이나 단계구분은 거의 비슷하고 일반적인 함안지역 토기편년으로 인식되고 있
는데 이들의 편년안으로 볼 때 함안 지역의 마구는 5세기 2/4분기에 출현하며 모두 목곽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36호(문), 10호(문), 3호(문), 43호(문), 48호(문), 마갑총(문)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5세기 3/4분기는 13호(경), 1호(문), 39호(문), 15호(함), 파괴분(경), 38호(문)이 해당되고 5세기 4/4
분기는 22호(문), 14-1호(창), 54호(문)이 해당된다. 모두 석곽묘이며 재갈외에 행엽, 운주 등이
출토되고 있다. 끝으로 6세기 1/4분기는 3호(경)과 14-2(창), 암각화(문), 6세기 2/4분기에는 4호
(문), 47호(문)이 각각 해당된다.
이상과 같이 이주헌과 우지남의 편년에 따를 때 문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세기 2/4
분기에 돌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재갈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외부적인 충격이라던가 기술적인 혁신이 없고는 어려운 일이다. 이를 고구려의 남정과 관련시
켜 언급하는 연구자들도 있지만 여기서는 조심스럽게 편년상의 오류를 지적해 보고 싶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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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단계
먼저 Ⅰ단계는 목곽묘(Aa~Ac유형)에 주로 재갈이 단독으로 부장(Ⅰ형)되는 단계로
마구부장 유형에 따라 다시 a, b의 2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Ⅰa단계(출현기)
Ⅰa단계는 36호(문), 3호(문), 43호(문)가 해당된다. 36호(문)에서 출토된 재갈의 형태
는 소위 ×자형 환판비로 함과 인수는 모두 꼬아서 만들었던 것이다. 경판은 철판을
이용하여 외환을 만든 후 철봉을 ×자상으로 교차시켜 만들었다. 그리고 면계와의 연
결은 방형의 입문에 2개의 못을 박아 고정하였다. 이와 같이 입문부를 방형의 판을
못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마산 현동 43호 출토 방형 판비에서 볼 수 있고, 재질은 다르
지만 김해 대성동 2호 출토 청동제 ×자형 환판비에서도 보인다.
3호(문) 출토 재갈은 한 매의 철판으로 만들어진 방형의 판비이다. 또한 입문부는
장방형으로 면계와의 연결고리가 帶狀을 이룬다. 함은 꼬고 인수는 꼬지 않은 2조선
이다. 이와 유사한 예로는 동래 복천동 54호, 95호 출토 장방형 판비를 들 수 있다. 43
호(문) 출토품은 표비로 인수가 극히 짧은 형태이다.
Ⅰa기에 해당되는 재갈은 모두 이조선 인수에 함은 꼰 형태로 인수는 꼰 것과 꼬지
않은 것 2가지가 확인되고 있다. 판의 형태도 다양해서 환판비, 판비, 표비 등 초창기
부터 다양한 형태의 재갈이 확인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단계는 인수외환이 꼬지 않은 형태와 꼰형태가 공존하고 있어 4세기 후엽에 해
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2) Ⅰb단계(발전기)
다음으로 Ⅰb단계는 제어용 마구인 재갈 외에 다른 마구류가 부장되기 시작되는
단계이다. 그러나 행엽이나 장식 운주와 같은 장식 마구류는 등장하지 않는다. 마갑
총(문), 48호(문), 13호(경), 파괴분(문)이 해당된다.
이 단계에서 형태적으로 주목되는 마구가 마갑총13) 출토품이다. 함과 인수를 연결
냐하면 대부분의 고분들은 도굴되고 파괴된 상태이며 중복이 상당히 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
고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의 선별없이 편년되었기 때문이다.
13) 마갑총(문)은 재갈만 확인되었지만 내부에서 마갑이 출토되어 이전 단계와는 구별되어야 할 필
요성이 있어 이 단계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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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유환이 8자형으로 두 개의 환을 직각으로 교차시킨 형태이다. 이제까지 銜外環이
8자형을 띄는 것은 전 공주 송산리고분 출토품14)이나 익산 입점리 1호분15), 의령 경산
리 2호분16)에서 확인된 바 있으나 遊環이 8자형을 띄는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다.
또한 48호(문)와 13호(경)에서는 Ω형 금구가 확인되었는데, 동래 복천동 10․11호
분이나 상주 신흥리 39호 토광묘와 동일한 형태이다. 13호(경) 출토 재갈은 소위 ‘ㅗ’
자형 환판비로 인수부가 삽자루형을 띠나 인수외환을 별도로 제작하여 끼운 형태로
일반적인 삽자루형 인수와는 차이가 있으며 청주 신봉동 채집품과 유사하다. 또한 13
호(경) 출토 등자는 윤의 안쪽과 외륜을 철판으로 감싼 것으로 합천 옥전 68호분, 동
래 복천동 21․22호분, 35․36호분과 제작기법이 유사하지만 답수부에 방두정을 박아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있어 이들보다는 늦은 단계의 것으로 생각된다.
Ⅰb 단계에 출토되는 재갈은 모두 함은 꼬고 인수는 꼬지 않은 형태로 파괴분(경)출
토품을 제외하면 모두 일조선식 인수이다. 인수의 형태도 다양하고 판의 형태도 다양
하며 독특한 제작기법이 눈에 띈다.
이 단계는 5세기 전엽에 해당된다.

2. Ⅱ단계
Ⅱ단계는 수혈식 석곽묘(Bb․Bc유형)에 장식마구가 부장되는 단계로 다시 a,b의 2
단계로 나눌 수 있다. Ⅱa단계는 주로 전면시상 석곽묘에 마구일식이 부장되며 Ⅱb단
계는 Ⅱ단계와 Ⅲ단계의 과도기적 양상으로 중앙시상 석곽묘에 장식마구류 일부만
부장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1) Ⅱa단계(전성기)
많은 고분에 마구가 부장되는 단계인데 원환비 및 내만타원형경판비, f자형경판비
14) 伊藤秋男, 1979, ｢공주 송산리고분 출토의 마구｣, 뺷백제문화뺸 제12집.
공주 송산리 출토품(伊藤秋男, 1979)을 보면 f자형 판비로써 함외환에 별도의 고리가 단접되어 있고
그 고리에 인수가 연결된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15) 문화재연구소, 1989, 뺷익산 입점리 고분뺸.
익산 입점리 1호분 출토 경판비는 함외환이 8자형을 띠고 있어 주목된다. 단, 실측도가 부정확하여
유환의 유무는 확언하기 힘들다.

16) 경상대학교박물관, 2004, 뺷의령 경산리 고분군뺸.
경산리 2호분 출토품은 삼연식의 표비로 함외환에 별도의 환이 단접되어 있고 그 환에 유환이 연결되어
유환에 인수내환이 연결되는 형태로 함이 아닌 유환에 고리가 달린 마갑총 출토품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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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행엽 등 장식마구가 등장한다. 또한 금속제로 만들어진 안교와 장식 운주가
출토되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다. 암각화(문)에서 출토된 등자는 철제 등자로 병두부가
병부보다 폭이 넓은 것이다. 14-2호(창) 출토품은 병두부는 암각화(문)와 유사하지만
답수부가 2갈래로 갈라져 있는 형태이다. 14-2호 출토 재갈은 또한 이 단계의 행엽은
심엽형과 편원어미형, 검릉형, 종형 행엽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54호(문) 출토 검릉형
행엽은 아랫부분이 그다지 돌출하지 않은 점, 입문부가 장방형의 帶狀으로 된 점에서
일반적인 검릉형행엽과 차이를 보인다. 22호(문), 15(문)호, 8호(문) 출토품은 편원어미
형으로 입문부가 대상으로 되어 있다. 그 외 다른 행엽은 옷걸이형을 이룬다.
Ⅱa단계는 마구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부장량도 많아지는 시기로, 재갈은 함과 인수
모두 꼬지 않은 일조선으로 인수외환에 별도의 고리를 연결한 형태도 출현한다. 행엽
도 심엽형, 검릉형, 종형 등 다양한 종류가 확인되어 마구의 전성기라 할 수 있다.17)
이 단계는 5세기 중엽~5세기 후엽에 해당된다.
2) Ⅱb단계(쇠퇴기)
(쇠퇴기)-1호(문), 15호(함), 3호(경)
Ⅱb단계에는 안장부속구나 행엽과 같은 장식마구류가 주로 출토되고 재갈이나 등
자 등 기승용 마구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마구에 있어서는 심엽형이나 편원어미
형과 같은 신라계 행엽이 주를 이룬다.
이 단계는 5세기 말~6세기 초에 해당되며 과도기이므로 Ⅱa기 및 Ⅲ기와 일부 겹
칠 가능성이 있다.

3. Ⅲ단계(소멸기)
Ⅲ단계는 횡혈식석실묘(C유형)에 제어용 마구를 제외한 장식마구 일부만 부장되는
단계이다. 4호(문)는 도굴되었으나 내부에서 행엽과 장식운주 및 안장교구가 출토되
었고, 47호(문)는 도굴되지 않았지만 장식운주만 출토되었다. 즉 마구부장이 소멸해가
는 단계로 장식마구 일부만 부장되는 단계이다.

17) 이 단계는 계층적인 분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주로 대형분만 조사된 상황에서 이를 세분하
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차후 조사가 진행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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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는 토기에 있어서 대가야 양식 개배류가 주를 이루는 시기로 6세기 초~6세
기 중엽에 해당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Ⅰ단계는 장식용 마구는 등장하지 않고 제어용 마구만 부장되며, Ⅱ단계는 장식마
구류가 제어용 마구와 함께 부장된다. Ⅲ단계는 마구일식이 부장되지 않고 장식마구
일부18)만이 부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Ⅰ단계(4세기 후엽~5세기 전엽): Ⅰa(출현기)-36호(문), 3호(문), 43호(문), 10호(문)
Ⅰb(발전기)-마갑총(문), 48(문), 13(경), 파괴분(경)
Ⅱ단계(5세기 중엽~6세기 초): Ⅱa(전성기)-14-1호(창), 38호(문), 39호(문), 54호(문),
14-2호(창), 22호(함), 8호(문), 5호(문), 암각화(문), 455-1번지(역)
Ⅱb(쇠퇴기)-1호(문), 15호(함), 3호(경)
Ⅲ단계(6세기 초~6세기 중엽)(소멸기): 4호(문), 47호(문)

[표 2] 류창환 편년안과의 비교19)
단계

본고의 편년

단계

류창환

Ⅰa
출현기

36호(문),3호(문),43호(문)

Ⅰ
수용기

36호(문),3호(문),43호(문),48(문)

Ⅰb
발전기

마갑총(문),48(문),13(경),파괴분(경)

Ⅱ
정착기

13(경),파괴분(경)

18) Ⅲ단계에는 기승에 꼭 필요한 재갈이나 등자가 부장되지 않고 행엽이나 장식운주만 부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전 시기와는 부장의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 류창환씨는 함안지역 마구의 변화과정을 수용기-정착기-발전기-전성기-쇠퇴기의 5단계로 보는
데 비해 필자는 출현기-발전기-성행기-쇠퇴기-소멸기의 5단계로 보았다. 왜냐하면 함안지역은
지금까지의 토기편년안에 따를때 다른 지역보다 마구의 수용이 늦었으나, 출현기에 보이는 재
갈의 형태도 다양하며 출현기 이후 곧바로 타지역에서는 확인된 바 없는 마갑총이나 13호(경)
출토품과 같은 독특한 형태의 재갈이 확인되어 수용과 거의 동시에 함안지역에 마구류의 자체
생산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함안지역은 별다른 정착기를 거치지 않고 출현(수
용)과 거의 동시에 발전기에 들어섰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성기에 있어서 씨의 Ⅴ단계는 실질적으로는 마구의 부장량도 줄어들고 3호나 15호처
럼 장식마구 일부가 부장되는 등 마구의 부장이 형식적으로 변하는 소멸기와 유사한 현상을
드러내기 시작하므로 전성기라기 보다 쇠퇴기에 가깝다.

-+-

14 東亞文化 創刊號

Ⅱa
전성기
Ⅱb
쇠퇴기
Ⅲ
소멸기

유구
번호

Ⅲ
발전기

마갑총(문),4호(함),38호(문),39호(문)
54호(문),22호(함)

1호(문),15호(함),3호(경)

전 Ⅳ
성
기 Ⅴ

4호(문),47호(문)

Ⅵ
쇠퇴기

4호(문),47호(문)

38호(문),39호(문),5호(함),8호(함),14-1호
(창),54호(문),22호(함),암각화(문),14-2호
(창),455-1번지(역)

재갈

고배․개

3호(경),암각화(문),14-2호(창)

컵형토기

기대

단계

36호
(문)

3호
(문)

Ⅰa

43호
(문)
400
마갑총
(문)

Ⅰb
48호
(문)

13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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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분
(경)

38호
(문)
39호
(문)
5호
(문)

8호
(문)

14-1호
(창)

Ⅱa

54호
(문)

22호
(함)

암각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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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호
(창)

451-1
번지
(역)

1호
(문)

Ⅱb
3호
(경)

15호
(함)

500

4호
(문)
Ⅲ
47호
(문)

축적부동
도면 3. 함안 도항․말산리 고분군 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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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이상에서 도항․말산리고분군 중 마구 출토 고분을 대상으로, 유구 형태와 마구 부
장양상의 변화에 따라 5단계20)로 나누고 각 단계별 마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마구 부장양상에 대해 크게 두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5세기 전엽 이후
장식용 마구류가 출토되는 점, 둘째 횡혈식 석실묘 단계가 되면 제어용 마구가 제외
된 채 장식 마구류 일부만 부장되어 이전 단계와는 부장의도에 차이를 보이는 점이
다.
이제까지 함안지역에서 확인된 마구류는 주로 대형분에서 출토되었고, 중소형분에
대해서는 조사자체가 미흡하였다. 그러므로 동시기에 계층적인 차이에 의한 마구 부
장양상의 차이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자료의 증가를 기다
려 다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함안지역 출토 마구는 타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독창적인 형태나 제작기
법의 마구류가 포함되고 있어 자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본고의 Ⅰb단
계에서부터 함안지역에서 마구가 자체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마구
생산체제에 대한 문제는 다른 논고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20) 본고 편년은 마구의 부장양상과 묘제의 변화과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토기를 기준으
로 한 편년안에 비해 각 단계의 시간 폭이 넓은 편이다. 특히, 토기의 변화와 계층적인 차이를
고려하면 Ⅱa단계는 다시 세분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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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ial Aspect of Horse Trappings Excavated in
Haman Region

Dohang and Malsanri tumuluses in Haman region are nucleus of Anragaya, so various burials
of the wooden coffin, wooden chamber, stone-lined and stone-chamber Etc. are excavated
between 4C and 6C. Moreover the frequency
of horse trappings is high in excavation, especially these are certainly identified in the tumulus
whose main part's length exceed 5m. I tried studying the chronology according to existing form
classification of horse trappings. However it is insufficient to examine the change of tumulus
and pottery accompanying with horse trappings.
Therefore it is this paper that establishes phases after classifying types according to changes
of horse trappings buried and relics. First the combinations' changes of horse trappings buried
and relics are as followings:
Type Ⅰ- the gag alone is identified in the wooden chamber of stones totally put on
the plat part(全面屍床) (Ab Type)
Type Ⅲ- gag, stirrup, cylinder are identified in the stone lined tome of stones
middlely put on the plat part(中央屍床) (BcType)
Type Ⅳ- all horse trappings are identified in the stone lined tomb of stones totally
put on the plat part(全面屍床) (Bb Type)
Type Ⅴ- cylinder alone is identified in the stone tomb of stones middlely put on the
plat part(中央屍床) (Bc Type)
Type Ⅴ alone is excavated in the stone chamber. It is known that the burial aspect of horse
trappings has changes according to types of relics. Second, the characteristics and period of
horse trappings' burial aspect each stage are recognized. Finally phase I (Between late 4C and
early 5C) is that the control trappings only is buried without the decoration trappings, phase
Ⅱ (between middle 5C and early 6C) is that the control trappings only is buried with the
decoration trappings, phase Ⅲ (between early 6C and middle 6C) is that part of the decoration
trappings alone is buried except for all trappi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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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安地域出土馬具の副葬様相について

咸安道項․末山里古墳群は阿羅伽耶の中心古墳群であり、4世紀から6世紀にわたっ
て木棺、木槨、石槨、石室など多様な墓制が確認されている。また、同古墳群は馬具
の出土頻度が高いほうであり、特に主体部の長さが500ｃｍを越える古墳では例外な
く馬具が出土している。これら馬具については既に馬具の型式分類をもとに編年がお
こなわれている。しかし、先行研究では馬具と共伴する土器や、墓制の変化様相など
についての検討が不十分であった。
したがって、本稿では同古墳群のうち、馬具出土古墳を対象に、遺構の形態と馬具
の副葬様相の変化によって諸類型に分類し段階設定をおこなった。まず、遺構の形態
と馬具の副葬様相の関係については以下の通りである。全面屍床木槨墓(Ab類型)では
轡の単独副葬(Ⅰ型)が、全面屍床石槨墓(Bb類型)では馬具一式の副葬(Ⅳ型)が主流をな
し、中央屍床石槨墓(Bc類型)ではⅣ型の他に、轡＋鐙＋鞍(雲珠)が副葬されるⅢ型と、
雲珠のみが単独副葬されるⅤ型、横穴式石室墓(C類型)にはⅤ類型のみが確認される。
このように、遺構の類型別に馬具の副葬類型が変化したことがわかる。次に、各段階
ごとに出土馬具の副葬様相の特徴と時期を把握した。その結果、Ⅰ段階(4世紀後葉～5
世紀前葉)では装飾馬具がみられず、制御用馬具のみが副葬され、Ⅱ段階(5世紀中葉～
6世紀初頭)は装飾馬具が制御用馬具とともに副葬される。Ⅲ段階(6世紀初頭～6世紀中
葉)は馬具一式が副葬されず、装飾馬具のうち一部のみ副葬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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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于咸安地區出土馬具的副葬様相

咸阳道项末山里古坟群是阿罗伽倻的中心古坟群，是通过四世纪到六世纪形成的坟
墓，形式上有木棺、木椁、石椁、石室等形态。在东古坟群中出土较多的是马具，尤其
是主体部的长度于500米的古坟中无疑会出土马具。根据这些已出土的马具曾经作过编
年。在氏的研究中发现与马具同伴的陶器庙制的变化并没有深入的探讨。
此文针对东古坟群中出土马具的古坟为研究对象，根据遗构的形体和马具的副藏品形
态的变化分成多类设了几个阶段。首先探讨了遗构的形态和马具的副藏品形态的组合关
系。在前面尸床中发现了马嚼子单独副藏(Ⅰ型)，在前面尸床石椁墓(Bb型)中主要发现了
马具一式(Ⅳ型)，在中央尸床石椁墓(Bc型)中，除了出土Ⅳ型外，发现了马嚼子+鐙子+
運籌等副藏品Ⅲ型，还有就是只副藏運籌的Ⅴ型，在横穴式石室墓(C型)中只发现了Ⅴ
型。从此我们可以得知按照遗构的类型我发现其副藏品类型的变化。其次探讨了各时期
出土的马具类副藏类型的变化。其结果在第Ⅰ时期(四世纪后叶到五世纪前叶)并没有出
土装饰形马具，出土的是制禦用马具副藏品; 第Ⅱ时期(五世纪中叶到六世纪初)一齐出土
装饰用马具类和制禦用马具类副藏品; 第Ⅲ时期(六世纪初到六世纪中叶)并没有出土马具
一式，而只出土了部分装饰用马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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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咸安이란 지명은 이 지역이 신라에 복속된 후 신라가 지방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
하는 景德王 16년(757)에 처음 생긴 것으로 보인다.1) 신라 복속 이전에는 가야의 일국
이 존재하였는데, 그 이름은 安羅(國)였다. 安羅國에 대한 연구는 김해와 고령 가야세
력 중심의 연구 경향을 반성하고, 가야 個別 各國史硏究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權珠賢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대략적인 윤
곽이 드러난 安羅史는 이 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조명되어졌다. 최근에는 安羅國史
를 전론으로 한 단행본까지 간행되었다.2) 고고학적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함안 주변의 대학박물관과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경남고고학연구소 등에서 행하는
발굴작업이 활발하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 개별 연구자들의 성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3)
1) 뺷三國史記뺸권9, 신라본기 9, 경덕왕 16년조.
2) 權珠賢, 1993, ｢阿羅加耶의 成立과 發展｣ 뺷啓明史學뺸4; ｢安邪國에 대하여 -3세기를 중심으로-｣ 뺷大
丘史學뺸50, 1995. 金泰植, 1994, ｢咸安 安羅國의 成長과 變遷｣ 뺷韓國史硏究뺸86. 南在祐, 2003, 뺷安
羅國史뺸 혜안(이는 1998년 成均館大學校 大學院에 제출한 文學博士 學位論文 뺷安羅國의 成長과
對外關係 硏究뺸를 출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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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安羅國에 대한 관심과 연구성과는 가야사를 김해와 고령 중심의 연맹체만
으로 설명하는 논의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기존
연구성과를 토대로 安羅의 史的 전개과정을 살펴 볼 것이다. 이는 安羅 자체의 역사
를 밝혀봄은 물론, 기존 단일연맹체론의 문제점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Ⅱ. 國名과 역사지리적 환경
현 함안지역에 존재했던 小國은 安邪國으로 확인된다.4) 뺷三國志뺸 韓條에 보이는
諸國의 위치 비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安邪國을 함안지역에 존재했던 소국으
로 비정함에는 이견이 없다. 安邪國은 삼한 소국들 중에서도 ‘加優呼’한 國으로 보이
는 만큼,5) 소국에서 지역연맹체단계를 거치면서 주변 소국들을 이끄는 주도국 중의
일국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安邪國이 지역연맹체단계를 거쳐 安羅단계로6) 성장하게 되는데, 그 국명은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뺷三國史記뺸 地理志에는 阿尸良國과 阿那加耶,7) 列傳 勿
稽子傳에는 阿羅國, 뺷三國遺事뺸 五伽耶條에는 阿羅伽耶, 뺷日本書紀뺸에서의 安羅8) 阿
羅,9) 등의 모습으로 확인된다. 뺷梁職貢圖뺸의 前羅10)는 安羅로 보는 설11)도 있지만,
3) 김정완, 1994, ｢함안권역도질토기의 편년과 분포변화｣, 경북대학교 문학석사 학위논문, 이주헌,
1995, ｢함안지역 고분문화의 조사와 성과｣ 뺷加羅文化뺸12 ; ｢토기로 본 安羅와 新羅｣ 뺷加耶와
新羅뺸, 김해시, 1998. 金亨坤, 1995, ｢阿羅伽耶의 形成過程硏究 -考古學的 資料를 중심으로-｣ 뺷
加羅文化뺸12 등이 있다.
4) 뺷三國志뺸 韓條.
5) 뺷三國志뺸 韓條, “ (上略) 臣智或加優呼 臣雲遣支報 安邪踧支 濆臣離兒不例 拘邪秦支廉之號.”
6) 여기서 安羅단계라 함은 安羅 지역연맹체 단계에서 보다 진전된 國의 형태를 의미하며, 이 시
기부터 安羅라는 國名을 사용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단계를 古代國家 단계로 볼 수 있는가
는 별도로 논하기로 한다.
7) 뺷三國史記뺸卷34, 雜志3 康州 咸安郡條, “咸安郡 法興王以大兵滅阿尸良國[一云阿那加耶]
以其地爲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玄武縣 本召彡縣 景德王改名 今召彡部曲 宜
寧縣 本獐含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8) 뺷日本書紀뺸에 보이는 安羅의 용례는 神功紀 49년조의 이른바 가야 7국 평정기사 속의 ‘安羅’를
필두로, 繼體紀에 6회, 欽明紀에 26회(安羅, 安羅日本府, 安羅人, 安羅王, 安羅國 등의 형태로 보
임) 등 모두 33예가 보인다. 한편, 광개토왕릉비문 속에서도 ‘安羅人戍兵’의 형태로 ‘安羅’가 3
회 보이고 있으나, 이를 국명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9) 安羅國을 지칭하는 阿羅는 欽明紀에 1회, 推古紀에 1회 보이고 있다.
10) 뺷梁職貢圖뺸, 百濟國使臣圖經, “普通二年(521)其王餘隆遣使奉表云 (中略) 旁小國有叛波 卓 多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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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山의 押督國으로 비정하는 설12)과 김해의 南加羅로 비정하는 설13) 등이 있어 安羅
의 異稱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이들 중 ‘某가야’의 형태는 가야연맹 존재 당시의 이름이 아니라 新羅末 高麗初에
생겨난 이름으로 추정한 견해14)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阿尸良에서의 ‘尸’는 古語에
사잇 시옷 ‘ㅅ’의 표기로 阿尸良은 ‘아ㅅ라’를 표기한 것이고, 이는 阿那, 또는 阿羅로
도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15) 따라서, 阿尸良, 阿羅, 阿那, 安羅, 등은 모두 ‘아ㅅ라’라
는 國을 표기한 음차 혹은 훈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음을 기준하여 볼 때 사잇
시옷은 ‘ㄹ'받침의 음가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아ㅅ라’는 ‘알라’로 읽혀진다.16) ‘알라’
의 음차자로 가장 가까운 것은 ‘安羅’로 보여지므로, 현 함안 지역에 있었던 국명으로
는 ‘安羅’ 또는 ‘安羅國’으로 표기함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함안군의 지형은 南高北低의 분지형이다. 남동쪽으로 해발 500～800m 전후의 산들
이 창원, 마산, 진주와 경계를 이루며, 북서쪽으로는 낙동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남쪽
에 위치하고 있다. 남강으로서 의령군과, 낙동강으로서 창녕군과 각각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형 조건은 외부로부터의 방어에 유리했을 것이다.
남쪽의 산지에서 발원한 크고 작은 溪谷流水를 이용한 곡간평야들과 남강․낙동강
의 배후 저습지를 이용한 농경이 安羅의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낙동강․남강
을 이용한 교통로 확보와 교통의 결절점을 이용한 경제적 이익 등도 安羅의 주요 성
장기반이었을 것이다. 자연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함안 지역에 존재했었던 安羅는
가야 개별국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安羅國은 뺷三國志뺸 韓條의 安邪國이 그 모체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 뺷三國志뺸 韓條
의 ‘臣智或加優呼 臣雲遣支報․安邪踧支․濆臣離兒不例․狗邪秦支廉之號’ 기사로 미

11)
12)
13)
14)
15)
16)

前羅 斯羅 止迷 麻連 上己文 下枕羅等附之.”
金泰植, ｢6세기 전반 加耶南部諸國의 소멸과정 고찰｣ 뺷韓國古代史硏究뺸1, 1988, p. 204의 주97.
李弘稙, ｢梁 職貢圖 論考 - 특히 百濟國 使臣 圖經을 중심으로 -｣ 뺷高大60周年紀念論文集(人文
科學篇)뺸, 1965; 뺷韓國古代史의 硏究뺸, 新丘文化社, 1971, pp. 416～417.
武田幸男, 1992, ｢文獻よりみた伽耶｣ 뺷伽耶文化展뺸, 東京國立博物館, p. 16의 有力伽耶諸國名の
對照表.
金泰植, 1990, ｢加耶의 社會發展段階｣ 뺷한국 고대국가의 형성뺸, 한국고대사연구회편, pp. 55～
56; 앞의 논문, pp. 32～37.
金廷鶴, 1983, ｢加耶史의 硏究｣ 뺷史學硏究뺸37, p. 57.
‘尸’가 外破의 r, 즉 rV의 표기에 차용됨은 李炳銑, 1982, 뺷韓國古代國名地名硏究뺸, 螢雪出版社,
pp. 213～2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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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 보아 당시 변한 사회를 주도했던 한 세력으로 생각된다. 安邪國 단계의 人口는
大國인 4～5千家로 추정할 수 있다.17) 安邪國의 형성시기를 말해주는 자료는 없지만,
남부 지방에 철기보급이 일반화되는 기원전 2세기 또는 그보다 소급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함안지역의 유적분포현황은 ① 함안분지권, ② 군북권, ③ 칠원권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고 한다.18) 그리고 함안분지권을 세분하면, 신석기시대 유적 1개군→청동기시
대 5개군→삼한․가야시대 13개군으로, 군북권은 청동기시대 2개군→삼한․가야시대
10개군, 칠원군은 청동기시대 4개군→삼한․가야시대 7개군으로 시기별 유적 분포현
황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함안군 전체로 총괄해 보면 신석기유적 1개군→청동기시대
11개군→삼한․가야시대 30개군으로 파악되어 현재 가야읍의 도항리․말산리․신음
리․가야리 일대의 거대고분군을 형성한 ‘아라가야’ 정치체는 이전 시기의 충실한 문
화적 토대 위에서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19)
삼한소국 단계의 安邪國은 이후 지역연맹체 단계를 거쳐 고대국가로 발달하고 멸
망할 때까지 문헌에서도 간단없이 꾸준히 등장한다.

Ⅲ. 성장의 계기와 권역
1. 성장의 계기
安邪國이 소국 단계에서 지역연맹체로 나아가는 시점은 타 지역연맹체보다 조금
빨랐을 가능성은 있다. 이는 김해의 남가라 지역연맹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들
은 모두 삼한시기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國들이다.20)
‘桓靈之末 韓濊彊盛 郡縣不能制 民多流入韓國’의 기사를 중시한다면, 後漢 말 이미
삼한의 주요 중심국들은 주변 소국과 연맹의 형태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야지역에 있어서 지역연맹체의 본격적 형성은 3세기 중․후엽
17) 뺷三國志뺸 韓條, “大國四五千家 小國六七百家.”
18) 김형곤, 1995, ｢阿羅伽耶의 形成過程 硏究 -考古學的 資料를 중심으로-｣ 뺷加羅文化뺸12, 경남대
학교 가라문화연구소, p. 53.
19) 앞의 주와 같음.
20) 주) 5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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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렵부터라고 하더라도, 김해와 함안 지역에 있어서는 2세기 말엽 경으로 소급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安羅가 가야제국 중 비교적 강력한 國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그 영역이 함안 분지
정도에 머물러 있다가 浦上八國의 일원이었던 칠원의 柒浦國 등의 병합 및, 진동만을
통한 해안으로의 진출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3세기 중․후엽에서 4세기
전반대의 시기에 일어났던 浦上八國 전쟁의 결과 安羅는 획기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
던 것이다.
소국 분립 상태(3세기 중엽 이전)에서 지역연맹의 상태로 나아가는 시기인 3세기
중․후엽~4세기 전반대의 시기는 한반도 남부 지방에 있어서 급변기라고 할 수 있
다. 연맹체를 결성하여 전쟁을 통해 주변 지역으로의 진출도 시도한 시기였다. 그러
한 상황을 잘 보여 주는 것이 浦上八國 지역연맹체가 일으킨 전쟁이었다.
浦上八國이 모의하여 阿羅國을 공격하자 아라국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구원을
요청하고, 신라는 이에 王孫인 㮈音으로 하여금 近郡 및 六部의 軍隊를 보내어 팔국
의 兵을 물리치고 아라국을 구하는 상황으로 신라의 도움이21) 있기는 하였으나 결과
적으로는 安羅가 승리하였던 것이다. 이는 安羅가 浦上八國연맹에 대적할만한 역량
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安羅가 소국단계를 벗어난 연맹체단계가
되어야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安羅國 성장의 계기도 이 전쟁에서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浦上八國이 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安羅지역으로의 진출이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입지조건상 교역에
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海上으로부터의 외세 침입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
지대와 농경지의 확보, 내륙지역에 대한 교역망의 확보가 필요했던 것이다. 浦上八國
은 이러한 조건을 보충하기 위해, 그들 주변에 있으면서 호조건을 갖춘 安羅로 진출
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浦上八國의 패배로 나타났다. 이는 역으로 戰勝國 安羅의 해안으로
의 진출과 함께 浦上八國 중의 일부 국이 安羅의 영향권 속에 들어오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보여진다. 3세기 중․후엽~4세기 전반대 安羅의 성장은 이러한 전개 과정 속
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즉 칠원지역의 장악과 진동만으로의 진출은 安羅가
21) 신라의 도움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군대의 규모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특히 뺷三國史記뺸는 신
라 위주의 史書라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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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통해 해외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후 安羅國은 이미 확보
하고 있던 성장 잠재력 위에 浦上八國이 가지고 있던 장점이 결합됨으로 해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4세기 대 이후 함안지역에서 南加羅圈 뿐만 아니라 新羅系 및 倭系 등 외래계 토기
문화의 양상이 다양하게 보이는 것도22) 해상을 통한 교역이 가능했던 까닭이었다. 그
리고 지역연맹체에서 고대국가로의 성장은 연맹지역에 대한 장악력의 강화 속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安羅의 경우 그 시기는 5세기 전반 대 이후로 생각된다. 그 논거
는 말이산고분군 속의 고총고분 축조 시점을 기준한 것이다.
安羅國 지배층의 묘역으로서 고총고분군 형성이 갖는 정치 사회적 의미는 크다. 이
는 4세기대 이전 함안과 그 외곽지역에서 보이는 묘역의 형성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피지배층에 대한 지배층의 배타적 이데올로기가 작용한 것이다. 분산되어 있
던 권력이 집중화를 보여주는 한 표징이며, 지배자 혹은 권력자 개인의 존재가 아닌
지배계층의 출현을 보여주는 것이다.

2. 圈域
권역이란 史的 전개 과정에 따라 부단히 변화하는 것이므로 시기별로 구분해서 설
명할 필요가 있다. 安羅國의 권역도 마찬가지이다.
小國단계에서는 지금의 함안 분지를 그다지 벗어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며, 주변
의 칠원권과 鎭東灣으로의 진출은 浦上八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로 보인다.
뺷日本書紀뺸의 기록으로 보아 6세기 대 安羅國은 동북쪽으로 낙동강을 경계로 신라

와 대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23) 그리고 신라의 군현설치가 복속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본다면 咸安郡의 속현으로 편재된 玄武縣과 宜寧縣 지역을 安羅 말기
의 권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24) 현무현은 지금의 함안 군북지역이며, 의령현은 지
금의 의령읍 일대이다.
기존 연구에서 권역 설정의 잣대로써 사용한 바 있는 山城의 분포양상이나 토기권
의 분포양상 등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즉 山城의 축조 연대가 확인
22) 이주헌, 2000, ｢阿羅伽耶에 대한 考古學的 檢討｣ 뺷가야각국사의 재구성뺸, 혜안, pp. 265～283.
23) 뺷日本書紀뺸卷19, 欽明 5年(544) 11月條, “竊聞 新羅安羅 兩國之境 有大江水 要害之地也.”
24) 뺷三國史記뺸卷34, 雜志3 康州 咸安郡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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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상태란 점과 산성은 권역보다는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축성된다는 점 때문
에 산성의 위치만으로는 권역의 설정은 한계가 있다. 토기의 분포상은 문화상과 정치
적 양상이 일치하는가 라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현 고고학계에서는 일반
적으로 동일시하는 분위기지만 회의적인 연구자도 있다. 이 문제는 출토량 및 공반유
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정치적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한다.
5세기 대 安羅의 권역을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은 화염문투창고배의 분포지역이다.
이를 토대로 安羅國의 권역을 설정해 보면 현재의 함안군 전체와 마산, 창원의 일부,
의령군과 진주시의 일부이다.

Ⅳ. 5~6세기 대 주변정세와 安羅國
1. ‘安羅人戍兵’에 대한 해석과 安羅國
5세기 대 安羅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료는 거의 없다. 다만 고구려 광개토왕릉비문
상에 ‘安羅人戍兵’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 여기에서의 ‘安羅’가 安羅國과 같은 것이라
면 5세기 초 이후 安羅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비문 속의
‘安羅’가 安羅國을 의미하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료 A) : 十年庚子 敎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 至新羅城 倭滿其
中 官軍方至 倭賊退 □□背急追 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卽歸服 ⓐ安羅人戍
兵 拔新羅城□城 倭寇大潰 城□□□盡□□□ ⓑ安羅人戍兵 新□□□□其
□□□□□□□言□□□□□□□□□□□□□□□□□□□□□□□□□
□辭□□□□□□□□□□□□□潰□□□□ ⓒ安羅人戍兵 昔新羅寐錦 未
有身來論事

□國罡上廣開土境好太王□□□□寐錦□□僕勾□□□□朝

貢.25)
기사의 대략적 내용은 (신라의 구원요청에 의해)고구려의 광개토왕은 庚子年(400년)
25) 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1992, 뺷譯註 韓國古代金石文뺸제1권, p. 12의 判讀文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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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步騎五萬을 보내 倭에 점령당한 신라를 구원하고 한반도 남부의 김해 지역까지 진
출하며 ‘安羅人戍兵’과도 모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비문 속에서의 ‘安羅人戍兵’이다. 이에 대
한 해석에는 ‘安羅’를 고유명사로 보는 경우와 고유명사로 보지 않고 ‘安’을 술어로
보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安羅’를 고유명사로 보는 경우도 安羅人戍兵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
가지 설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安羅인의 지키는 군대’로 보아서 임나를 지배하는 왜
군 장군이 통솔하고, 安羅인 병사들로 이루어진 군대로 보는 경우이다.26) 이른바 임
나일본부설과 관련하여 왜의 임나 통치를 역사적 사실로 보는 일본학계 구설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安羅人戍兵을 함안 安羅인으로 구성된 수비병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나 이들을 ‘任那日本府의 傭兵’으로 보지 않고 ‘백제를 돕는 동맹군’으로
보는 견해이다.27) 셋째는 ‘고구려군을 돕는 동맹군’으로 보는 설이다. 앞의 설들이 모
두 고구려 군대에 맞서는 성격의 군대로 본 것과는 달리 安羅의 군대가 고구려군과
동맹하여 백제-왜-임나가라군과 싸우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28)
‘安羅人戍兵’에서의 安羅를 함안의 安羅國으로 보는 설을 부정하고 ‘安’을 술어로
보아 ‘安’과 ‘羅人戍兵’을 띄워 읽는 해석의 시초는 중국의 王健群이 열었다. 그는 과
거 일본인 학자들이 ‘安羅人戍兵’을 임나일본부의 용병이라고 한 해석을 억측이라 하
면서 이 부분의 해석을 ‘(고구려 군대가 어떤 城을 탈취한 후) 신라인을 안치시켜 戍
兵把守했다.’로 해석하였다.29) 이러한 해석은 高寬敏30)에 의해 ‘(고구려)가 巡邏軍을
안치하여 지키게 하였다.’로 해석되게 되었으며 김태식의 補證이 있었다.31)
26) 管政友, 1891,｢高麗好太王碑銘考｣ 뺷史學雜誌뺸24(2-11), pp. 49～50. 那珂通世, 1893, ｢高麗古碑考｣
뺷史學雜誌뺸49(4-12), p. 33. 末松保和, 1956, 뺷任那興亡史뺸, 吉川弘文館, p. 74.
27) 김석형, 1966, 뺷초기조일관계연구뺸, ; 1988, 뺷고대한일관계사뺸, 한마당, p. 406. 千寬宇, 1977, ｢復
元加耶史｣ (중)뺷文學과 知性뺸29 ; 1991, 뺷加耶史硏究뺸, 一潮閣, p. 27. 金廷鶴, 1983, ｢加耶史의
硏究｣ 뺷史學硏究뺸37, p. 5. 李永植, 1985, ｢加耶諸國의 國家形成問題｣ 뺷白山學報뺸32 ; 앞의 책,
pp. 171～172. 延敏洙, 1987, ｢廣開土王碑文에 보이는 倭關係 記事의 檢討｣ 뺷東國史學뺸21, p. 23.
박진석, 1993, 뺷호태왕비와 고대조일관계연구뺸, 연변대출판사, p. 81. 權珠賢, 앞의 논문, p. 31.
金鉉球, 1993, 뺷任那日本府硏究뺸, 一潮閣, p. 99. 白承忠, 1995, 뺷加耶의 地域聯盟史 硏究뺸, 부산
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논문, p. 236.
28) 山尾幸久, 1989, 뺷古代の日朝關係뺸, 塙書房, p. 202. 南在祐, 2003, 뺷安羅國史뺸, 혜안, p. 153.
29) 王健群, 1985, 뺷廣開土王碑硏究뺸(林東錫譯), 역민사, pp. 266～268.
30) 高寬敏, 1990 ｢永樂十年 高句麗廣開土王の新羅救援戰について｣ 뺷朝鮮史硏究會論文集뺸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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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高寬敏설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아서 延敏洙는 고구려가 자국의 군
대를 ‘羅人’이라는 3인칭적 표기법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함께, 비문에 의
거하는 한 고구려 군대는 王師 또는 官軍이지 羅人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羅人=
高句麗 巡邏兵설을 반박하였다.32)
비문의 文面에 입각해 해석해 보면 ‘安’을 동사로 해석하는 것이 순리적으로 보인
다. 즉, 安羅人戍兵은 비문에 세 번 나타나는데, ⓑ의 경우는 앞 뒤 결락이 심하여 잘
알 수 없지만, ⓐ와 ⓒ의 경우 문장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
의 경우는 安羅人戍兵 다음 문장이 ‘昔新羅寐錦 未有身來論事～’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 뒷쪽에서 끊어 읽어야만 한다. ⓐ의 경우는 앞쪽과 뒤쪽 어디에 끊어 읽어야 할
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앞쪽에 끊어 읽으면 ‘安羅人戍兵’이 주어가 되어 이하의 문장
을 이끌게 된다. 그럴 경우 해석은 ‘安羅人戍兵이 新羅城과 □城을 빼앗고, 倭寇를 크
게 궤멸시키고 ----’로 된다. 이는 매우 어색하다. 왜냐하면 신라성은 이미 고구려군에
의해 왜군이 쫓겨난 상태인데, 다시 安羅國의 군대가 신라성을 뺀다는 것은 맞지 않
다. 그리고 戰線도 경주 근처가 아니라 김해의 임나가라를 지난 상태이다. 따라서 ⓐ
는 뒤쪽에서 끊어 읽어야 한다. 그렇다면 ⓐ의 해석은 ‘(고구려군이) 任那加羅의 從拔
城에 이르자 城이 곧 귀복해 오므로 羅人戍兵을 安置하였다.’로 하여야 할 것이다.
‘安’을 동사로 볼 경우, ‘羅人’을 新羅人으로 볼 것인가, 高句麗人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관련 자료들에 의하면 5세기 대 고구려는 남부 지방에 그들의 군대를
주둔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뺷三國史記뺸 朴堤上傳33)을 위시한 中原 高句麗碑34)에서
의 ‘新羅土內幢主’, 뺷日本書紀뺸 雄略紀35) 속에서의 구체적 사실 등은 고구려군이 신
31) 金泰植, 1994, ｢廣開土王陵碑文의 任那加羅와 ‘安羅人戍兵’｣ 뺷韓國古代史論叢뺸6, 한국고대사회
연구소, pp. 86～105.
32) 延敏洙, 1995, ｢廣開土王碑文에 보이는 對外關係｣ 뺷韓國古代史硏究뺸10, 韓國古代史硏究會 編,
p. 245.
33) 뺷三國史記뺸卷45, 列傳5 朴堤上傳, “遂徑入倭國 若叛來者 倭王疑之 百濟人前入倭 讒言新羅與高
句麗謀侵王國 倭遂遣兵邏戍新羅境外 會高句麗來侵 幷擒殺倭邏人 倭王乃以百濟人言爲實.”
34) 邊太燮, 1979, ｢中原高句麗碑의 內容과 年代에 대한 檢討｣ 뺷史學志뺸13.
35) 뺷日本書紀뺸卷14, 雄略 8년(464년) 春2月條, “八年春二月 遣身狹村主靑 檜隈民使博德使於吳國 自
天皇卽位 至于是歲 新羅國背誕 苞苴不入 於今八年 而大懼中國之心 脩好於高麗 由是 高麗王 遣
精兵一百人守新羅 有頃 高麗軍士一人 取假歸國 時以新羅人爲典馬[典馬 此云于麻柯比] 而顧謂
之曰 汝國爲吾國所破非久矣[一本云 汝國果成吾土非久矣] 其典馬聞之 陽患其腹 退而在後 遂逃
入國 說其所語 於是 新羅王乃知高麗僞守 遣使馳告國人曰 人殺家內所養鷄之雄者 國人知意 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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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영토내 주둔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고구려군이 배치된 곳은 어디일까?
그것은 원칙적으로 사료 A)에서 찾아야 하지만 비문의 결락이 심하여 간단한 것은
아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추정은 가능하다. 사료 A)에서 ‘安羅人戍兵’과 관련된 곳이
3곳이다. 하나는 ‘□□背急追 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卽歸服 安羅人戍兵’ 부분으로 이곳
은 비교적 결락이 심하지 않아 고구려군이 屯治된 곳이 任那加羅의 從拔城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도 任那加羅의 위치 문제와 함께 從拔城을 고유명사로 보지 않는 해석
의 문제가 있긴 하나 任那加羅를 부산․김해지역에 위치했던 남가라로 보아 고구려
군의 주둔지 중의 하나는 이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 또 하나는 ‘拔新羅城□
城 倭寇大潰 城□□□盡□□□ 安羅人戍兵’ 부분에서 찾아져야 한다. ‘安羅人戍兵’의
앞쪽이 결락되긴 했으나 첫머리의 ‘拔新羅城□城’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신라 영토내,
혹은 경주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짐작된다. 마지막 한 곳은 ‘安羅人戍兵’만 명백할 뿐
그 앞뒤의 모두가 결락되어 전혀 짐작할 수 없다. 다만 앞의 ‘安羅人戍兵’과의 사이에
는 59字(이 중 판독 가능자는 5字)나 되는 많은 글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의 군
사적 활동이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점은 신라 지역 혹은 남가라 지역에서 거리
상 비교적 많이 떨어진 곳일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고구려군의 진격
로와 관련해 볼 때 남가라국 이서 남해안 지역일 가능성이 있다.
이상 살펴 본 바에 의하면 광개토왕릉비문에 보이는 ‘安羅人戍兵’에서의 安羅는 安
羅國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당시 고구려군은 김해의 남가라를 넘어서 그 以西 남해
안 지역까지 진출했으므로 함안의 安羅國도 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음은 분명하
다 하겠다. 그리고 5세기 대 安羅國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은 없지만, 이 시기 安羅
國은 그들 지배자 집단의 무덤인 말이산고분군의 웅자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36)

2. 6세기대 주변정세와 安羅國
6세기 대 安羅國은 남부 가야제국들을 주도해 가면서 東쪽과 西쪽에서 蠶食해 들
殺國內所有高麗人 惟有遺高麗一人 乘間得脫 逃入其國 皆具爲說之 高麗王卽發軍兵 屯聚筑足流
城[或本云 都久斯岐城] 遂歌儛興樂 於是 新羅王 夜聞高麗軍四面歌儛 知賊盡入新羅地 乃使人於
任那王曰 高麗王征伐我國 當此之時 若綴旒然 國之危殆 過於累卵 命之脩短 太所不計 伏請救於
日本府行軍元帥等.”
36) 昌原大學校 博物館, 1992, 뺷咸安 阿羅伽耶의 古墳群(Ⅰ)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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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오는 新羅와 百濟에 대하여 군사적 또는 외교적으로 대항하였다. 그리고 倭와도 활
발한 외교적 접촉을 하고 있음이 사료에 보인다.
安羅의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安邪國 단계의 對二郡 관계, 3세기 말~4세기 초에 일
어난 것으로 보이는 浦上八國전쟁 기사에서 보이는 주변 浦上八國과 신라와의 관계,
5세기 초 고구려 남정 때의 대외관계 등 간간이 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있
다. 그러나 5세기대까지의 자료는 그 편린일 뿐 구체적 모습을 엿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6세기 대가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뺷日本書紀뺸 繼
體․欽明紀에는 가야지역을 둘러싼 주변국들 즉 고구려, 백제, 신라, 왜 등의 제국들
이 서로 각축을 벌이는 모습들이 비교적 풍부히 실려 있다. 이른바 任那日本府 관계
기사들도 이곳에 집중되어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비교적 풍부한 사료들이라 할지라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많은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이 시기 해당사료들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료비판을 행하지 않으
면 안된다. 이 시기 사료들이 대부분 百濟三書를 바탕으로 구성되긴 했으나 8세기 일
본의 고대 천황주의사관에 의해 왜곡 윤색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기 사료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이나 지명비정을 잘못함으로서 빚어지는 사실 왜곡도 주의해
야 할 것이다. 사료에 등장하는 지명․국명의 경우 음상사와 상황 논리에 의해 비정
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정적 자료가 없는 한 어쩔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명․국명의 비정에 따라 역사적 사실 해석이 치명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이
다. 여기에서는 구체적 지명 비정 등에 대해서는 專論이 필요할 것이므로 할애를 하
고, 安羅에 초점을 맞추어 6세기 대 상황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사료 B) : 백제가 사신을 보내 調를 바쳤다. 별도로 表를 올려 任那의
國, 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 四縣을 청했다. 哆唎國에 파견된 사신
(守; 미코토모찌)인 穗積臣押山이 주청해서 말하기를 “이 4현은 백제의 땅
에 가깝고 日本에서는 먼 곳입니다. 조석으로 통행하기 쉽고 닭과 개의 주
인도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 백제에게 주어 한 나라로 만들
면 보전의 책이 이것보다 나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중략) 表를 올린대로
임나 4현을 주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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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C) : 백제가 姐彌文貴將軍과 州利卽爾將軍을 穗積臣押山(『百濟本
記』에 의하면 ‘왜의 意斯移麻岐彌’라고 한다)에게 딸려보내 오경박사 段
楊爾를 바쳤다. 따로 주청하여 “伴跛國이 신의 나라인 己汶의 땅을 빼앗았
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천은으로 판단하여 본래의 소속으로 되돌려 주
십시오”라고 하였다.38)
사료 D) : 조정에서 백제의 姐彌文貴將軍, 斯羅의 汶得至, 安羅의 辛已
奚, 賁巴委佐, 반파의 旣殿奚․竹汶至 등을 나란히 세우고 은칙을 받들어
선포하고, 己汶․帶沙를 백제국에 주었다. 이 달에 반파국이 즙지를 보내
珍寶를 바치고 기문의 땅을 달라고 하였으나 끝내 주지 않았다.39)
사료 E) : 반파는 子呑․帶沙에 성을 쌓아 滿奚에 연결하고 烽候와 邸閣
을 설치하여 일본에 대비했다. 다시 爾列比․麻須比에 성을 쌓아 麻且
奚․推封에까지 뻗치고, 사졸과 병기를 모아서 신라를 핍박했다. 자녀를
약취하고 촌읍을 약탈하였다. 흉적이 가는 곳에 남는 것이 드물었다. 무릇
포악하고 사치스럽고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살상이 너무 많아 상세히 적을
수가 없었다.40)
사료 F) : 근강모야신은 무리 6만을 이끌고 임나에 가서 신라에게 파괴
된 남가라․탁기탄을 다시 일으켜 임나에 합치려고 하였다.41)

37) 뺷日本書紀뺸卷17, 繼體 6년(512) 12月조, “百濟遣使貢調 別表請任那國上哆唎 下哆唎 娑陀 牟婁
四縣 哆唎國守穗積臣押山奏曰 此四縣 近連百濟 遠隔日本 旦暮易通 鷄犬難別 今賜百濟 合爲同
國 固存之策 無以過此 (中略) 依表賜任那四縣.”
38) 뺷日本書紀뺸卷17, 繼體 7년(513) 6월조, “百濟遣姐彌文貴將軍 州利卽爾將軍 副穗積臣押山[百濟本
記云 委意斯移麻岐彌] 貢五經博士段楊爾 別奏云 伴跛國略奪臣國己汶之地 伏願 天恩判還本屬.”
39) 뺷日本書紀뺸卷17, 繼體 7년(513) 11월조, “於朝廷 引列百濟姐彌文貴將軍 斯羅汶得至 安羅辛已奚
及賁巴委佐 伴跛旣殿奚及竹汶至等 奉宣恩勅 以己汶帶沙賜百濟國 是月 伴跛國 遣戢支獻珍寶
乞己汶之地 而終不賜.”
40) 뺷日本書紀뺸卷17, 繼體 8년(514) 3월조, “伴跛築城於子呑帶沙 而連滿奚 置烽候邸閣 以備日本 復
築城於爾列比 麻須比 而絙麻且奚 推封 聚士卒兵器 以逼新羅 駈略子女 剝掠村邑 凶勢所加 罕
有遺類 夫暴虐奢侈 惱害侵凌 誅殺尤多 不可詳載.”
41) 뺷日本書紀뺸卷17, 繼體 21年(527) 6月條, “近江毛野臣 率衆六萬 欲住任那 爲復興建新羅所破南
加羅․㖨己呑 而合任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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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G) : 백제왕이 下哆唎國守 穗積押山臣에게 일러 말하였다. “무릇
조공하러 가는 사자들이 섬의 島曲〔바다 가운데 섬의 후미진 崎岸을 일
컫는다. 속칭 美佐祁라고 한다.]을 피할 때마다 매번 풍파에 시달립니다.
이로 인하여 가지고 가는 것이 적시고 망가지게 됩니다. 가라의 多沙津을
신이 조공하는 길로 삼을 것을 청합니다”. 압산신은 그 청을 들은 대로 전
하여 주었다. 이 달에 物部伊勢連父根․吉士老 등을 보내 다사진을 백제
왕에게 주었다. 이에 가라왕이 칙사에게 “이 항구는 관가를 둔 이래 신이
조공할 때 기항하는 곳입니다. 어째서 쉽게 이웃 나라에 주십니까 원래 지
정한 경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칙사 부근 등이 이로 인하
여 눈앞에서 주는 것이 어려워서 大島로 물러가고, 따로 錄史를 보내 扶余
(=百濟)에게 주었다.
이 때문에 加羅가 신라와 결당하고 일본을 원망하였다. 가라왕이 신라
왕녀를 아내로 맞아들여 드디어 아이를 가졌다. 신라가 처음 왕녀를 보낼
때 100사람을 함께 보내어 그녀의 從으로 삼았으므로 받아들여 여러 현에
나누어 두고 신라의 衣冠을 입도록 하였다. 阿利斯等은 그들이 변복했다
며 성내며 사자를 보내 소환시켰다. 신라는 크게 부끄러워하여 그녀를 돌
아오게 하려고 하여 “전에 그대가 장가드는 것을 받아들여 나는 즉시 혼
인을 허락하였으나 지금 이와 같이 되었으니 왕녀를 돌려주기 바라오”라
고 말하였다. 加羅의 己富利知伽[미상〕가 대답하기를 “부부로 짝지어졌
는데 어찌 다시 헤어질 수 있겠소. 또한 아이가 있으니 어찌 그를 버리고
가겠소”라고 말하였다. 결국 지나가는 길에 刀伽․古跛․布那牟羅 3성을
함락시키고 또한 북경의 5성을 함락시켰다.42)

42) 뺷日本書紀뺸卷17, 繼體 23년(529) 3월조, “百濟王謂下哆唎國守穗積押山臣曰 夫朝貢使者 恆避嶋
曲[謂海中嶋曲崎岸也 俗云美佐祁] 每苦風波 因玆 濕所齎 全壞无色 請以加羅多沙津 爲臣朝貢
津路 是以 押山臣爲請聞奏. 是月 遣物部伊勢連父根 吉士老等 以津賜百濟王 於是 加羅王謂勅
使云 此津 從置官家以來 爲臣朝貢津涉 安得輒改賜隣國 違元所封限地 勅使父根等 因斯難以面
賜 却還大嶋 別遣錄史 果賜扶余 由是 加羅結儻新羅 生怨日本 加羅王娶新羅王女 遂有兒息 新
羅初送女時 幷遣百人 爲女從 受而散置諸縣 令着新羅衣冠 阿利斯等 嗔其變服 遣使徵還 新羅
大羞 飜欲還女曰 前承汝聘 吾便許婚 今旣若斯 請還王女 加羅己富利知伽[未詳] 報云配合夫婦
安得更離 亦有息兒 棄之何往 遂於所經 拔刀伽 古跛 布那牟羅三城 亦拔北境五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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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H) : (上略) 『百濟本記』의 글을 인용하였기 때문이다. 그 글에 말
하기를 太歲 辛亥 三月에 군사가 安羅에 진출하여 乞乇城을 경영하였
다.43)
사료 I) : 天皇이 新羅가 任那에 침공한 까닭으로 大伴金村大連에 詔하
여 그 아들 磐과 狹手彦을 보내어 임나를 도우게 하였다.44)
사료 J) : 백제는 安羅의 일본부가 신라와 더불어 통모한다는 말을 듣고,
前部 奈率 鼻利莫古, 나솔 宣文, 중부나솔 木劦眯淳, 紀臣奈率 彌麻沙 등을
보내[기신나솔은 아마 기신이 韓의 여자를 얻어 낳은 바, 백제에 머물러
나솔이 된 사람이다. 父는 미상. 다른 사람도 이에 따른다], 安羅에 가서
신라에 온 任那의 執事를 소환하여 임나를 세울 것을 도모하게 하였다. 따
로 安羅日本府의 河內直이 신라에 내통한 것을 심하게 꾸짖었다[『百濟本
記』에 加不至費直․阿賢移那斯․佐魯麻都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미
상이다]. 이에 임나(임나의 왕 및 한기들)에 말하기를 옛날 나의 선조 속고
왕․구수왕이 당시의 한기들과 더불어 처음으로 화친을 맺고서 형제가 되
었다. 이에 나는 그대들을 자제로 삼고 그대들은 나를 父兄으로 삼았다.45)
사료 K) : 百濟가 中部杆率 掠葉禮 등을 보내 “德率 宣文 등이 조칙을
받들고 신의 나라에 이르러 말하기를 ‘요청한 구원병은 때에 맞춰 보내주
겠답니다’하였으니 삼가 은혜로운 조칙을 받들어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그러나 馬津城 전투〔정월 신축에 고려가 무리를 이끌고 마진성을 포위하
43) 뺷日本書紀뺸卷17, 繼體天皇 25年(531) 12月條, “ (上略) 取百濟本記爲文 其文云 太歲辛亥三月
軍進至于安羅 營乞乇城.”
44) 뺷日本書紀뺸卷18, 宣化 2年(537) 10月條, “天皇 以新羅寇於任那 詔大伴金村大連 遣其子磐與狹
手彦 以助任那.”
45) 뺷日本書紀뺸卷19, 欽明 2年(541) 7月條, “百濟聞安羅日本府與新羅通計 遣前部奈率鼻利莫古 奈
率宣文 中部奈率木劦眯淳 紀臣奈率彌麻沙等[紀臣奈率者 蓋是紀臣娶韓婦所生 因留百濟 爲奈
率者也 未詳其父 他皆效此也] 使于安羅 召到新羅任那執事 謨建任那 別以安羅日本府河內直
通計新羅 深責罵之[百濟本記云 加不至費直 阿賢移那斯 佐魯麻都等 未詳也] 乃謂任那曰 昔我
先祖速古王 貴首王 與故旱岐等 始約和親 式爲兄弟 於是 我以汝爲子弟 汝以我爲父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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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에서 한 포로가 이르기를 ‘安羅와 일본부가 (고구려에)부르러 와서
(백제를)벌주기를 권하였기 때문입니다.’하였는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참
으로 그럴 듯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자세히 알고자 세 번이나 부르러 보
냈어도 함께 오지 않았으니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可畏
天皇[西蕃은 모두 일본천황을 가외천황이라고 부른다〕은 먼저 죄를 취조
하시고 (우리가)요청한 구원병은 잠시 머무르게 하고 신이 보내는 보고를
기다리십시오” 라고 아뢰었다. 조를 내려 말하기를 “보내온 소식을 듣고
(그대의) 걱정하는 바를 접해 보건대 日本府와 安羅가 이웃의 어려움을 구
하지 않음은 짐도 걱정하는 바이오. 그리고 (그들이)고구려에 몰래 사신을
보냈다는 것은 믿기 어렵소. 짐이 명하여야 스스로 보낼 것인데 명하지 않
았으니 어찌 할 수 있겠소. 원컨대 왕은 옷깃을 풀고 허리띠를 끌러 편안
히 마음을 안정시키고 깊이 의구치 마시오. 마땅히 임나와 함께 지난번 조
칙대로 힘을 합하여 북적을 함께 막아 각자 所封地를 지켜야 하오. 짐은
약간의 사람들을 보내 安羅가 도망한 空地를 채울 것이오.46)
사료 L) : 고구려왕 平成(양원왕)이 濊와 공모하고 漢北 獨山城을 치니
왕이 사신을 신라에 보내어 구원을 청하였다. 신라왕이 장군 朱珍을 명하
여 甲卒 삼천을 거느리고 떠나게 하였다. 주진이 밤낮으로 달려 독산성 아
래에 이르러 고구려군과 싸워 크게 격파하였다.47)
사료 M) : 이 해 百濟 聖明王이 친히 自國과 2國[2國은 新羅와 任那를
말한다]의 兵士를 이끌고 高句麗를 쳐서 漢城을 되찾고, 또 進軍하여 平壤
46) 뺷日本書紀뺸卷19, 欽明 9년 4월조, “百濟遣中部杆率掠葉禮等奏曰 德率宣文等 奉勅至臣蕃曰 所乞
救兵 應時遣送 祗承恩詔 嘉慶無限 然馬津城之役[正月辛丑 高麗率衆圍馬津城] 虜謂之曰 由安
羅國與日本府 招來勸罰 以事准况 寔當相似 然三廻欲審其言遣召而並不來 故深勞念 伏願 可畏
天皇[西蕃皆稱日本天皇爲 可畏天皇] 先爲勘當 暫停所乞救兵 待臣遣報 詔曰 式聞呈奏 爰覿所
憂 日本府與安羅 不救隣難 亦朕所疾也 又復密使于高麗者 不可信也 朕命卽自遣之 不命何容可
得 願王 開襟緩帶 恬然自安 勿深疑懼 宜共任那 依前勅 戮刀俱防北敵 各守所封 朕當遣送若干
人 充實安羅逃亡空地.”
47) 뺷三國史記뺸卷26, 百濟本紀4 聖王 26년(548) 정월조, “高句麗王平成與濊謀 攻漢北獨山城 王遣使
請救於新羅 羅王命將軍朱珍領甲卒三千發之 朱珍日夜兼程 至獨山城下 與麗兵一戰 大破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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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쳐 모두 6郡의 땅을 회복했다.48)
사료 N) : 百濟‧加羅‧安羅는 中部 德率 木劦今敦과 河內部 阿斯比多 등
을 보내 주하기를, “고려와 신라가 연합하여 세력을 합쳐 臣國과 任那를
멸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구원병을 청하여 기습 공격하려고 합니다. 병의
多少는 천황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조하여, “지금 百濟王‧
安羅王‧加羅王‧日本府臣 등이 함께 사신을 보내 말한 정상은 잘 들었다.
또한 임나와 마음을 합하여 힘을 하나로 하라.”고 하였다.49)
사료 O) : 신라는 久禮叱及伐干을 보내 공물을 헌상하였는데 (중략) 대
사가 돌아와 (일본이)말한 바를 아뢰었다. 그런 까닭에 신라가 阿羅波斯山
에 성을 쌓고 일본에 대비하였다.50)
사료 P) : 이 달에 近江毛野臣을 安羅에 보내 조칙으로 신라에 권하여
南加羅․㖨己呑을 다시 건립하도록 했다. 백제는 將軍君尹貴․麻那甲背․
麻鹵 등을 보내 안라에 가서 조칙을 듣도록 하였다. 신라는 번국의 관가를
깨뜨린 것을 두려워하여 大人을 보내지 않고 夫知奈麻禮․奚奈麻禮 등을
보내 안라에 가서 조칙을 듣도록 하였다. 이 때 안라는 새로이 高堂을 짓
고 칙사를 인도하여 올라가는데 國主는 뒤따라 계단을 올라갔고 國內의
大人으로서 미리 당에 오른 사람은 한 둘이었으며 백제사신 將軍君 등은
당 아래에 있었다. 무릇 몇 달 동안 두세번 堂의 위에서 모의했는데 장군
군 등은 뜰에 있는 것을 한탄했다.51)

48) 뺷日本書紀뺸卷19, 欽明 12년(551) 是歲條, “是歲 百濟聖明王 親率衆及二國兵[二國謂新羅任那也]
往伐高麗 獲漢城之地 又進軍討平壤 凡六郡之地 遂復故地.”
49) 뺷日本書紀뺸卷19, 欽明 13년(552) 5월조, “百濟 加羅 安羅 遣中部德率木劦今敦 河內部阿斯比多等
奏曰 高麗與新羅 通和幷勢 謀滅臣國與任那 故謹求請救兵 先攻不意 軍之多少 隨天皇勅 詔曰
今百濟王 安羅王 加羅王 與日本府臣等 俱遣使奏狀聞訖 亦宜共任那 幷心一力.”
50) 뺷日本書紀뺸卷19, 欽明 22년(561)조, “新羅遣久禮叱及伐干貢調賦 (中略) 大舍還國 告其所言 故新
羅築城於阿羅波斯山 以備日本.”
51) 뺷日本書紀뺸卷17, 繼體 23년(529년) 3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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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Q) : 安羅의 次旱岐 夷呑奚․大不孫․久取柔利, 加羅의 上首位 古
殿奚, 卒麻의 旱岐, 散半奚의 旱岐의 兒, 多羅의 下旱岐 夷他, 斯二岐의 旱
岐의 兒, 子他의 旱岐 등과 任那日本府 吉備臣[이름자를 잃었다]이 백제에
가서 조서를 들었다. 백제 성명왕은 임나 한기들에게 “일본천황이 말씀한
바는 오로지 임나를 다시 건립하라는 것이오. 이제 어떤 계책을 써서 임나
를 일으켜 세울 수 있겠소. 어째서 각자가 충성을 다하여 聖懷를 받들어
펴지 않으시오”라고 말하였다. (중략) 그러나 임나의 경계는 신라에 접해
있으니 탁순과 같은 화를 불러들일까 두렵습니다.”라고 하였다.[등이라 함
은 㖨己呑, 加羅를 말한다. 탁순 등의 나라들은 패망의 禍가 있었음을 말
함이다.] 성명왕이 말하기를 “옛적에 우리 선조 速古王․貴首王의 치세 때
에 安羅․加羅․卓淳旱岐 등이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고 상통하여 두텁게
친교를 맺어 자제로 삼아 항상 융성하기를 바랬다. (중략) 그대들은 탁순
과 같은 화를 불러들일까봐 두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신라가 스스로 강하
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오. 탁기탄은 가라와 신라 사이에 있
어서 매년 공격을 받아 패하는데도 임나가 구원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소. 남가라는 작고 협소하여 갑자기 준비하지 못하고 의탁할 곳을 몰
랐기 때문에 망했소. 탁순은 상․하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서 그 國
主가 스스로 종속되기를 원하여 신라에 내응했기 때문에 망했소. 이로 보
면 세나라의 패망은 참으로 그 까닭이 있었던 것이오.52)
사료 R) : 백제가 사자를 보내 日本府臣과 任那執事를 불러 말하기를
“천황에 보내 올린 奈率得文, 許勢奈率 奇麻와 物部奈率 奇非 등이 일본에
서 돌아왔다. 지금 일본부의 臣 및 임나국의 집사가 와서 칙언을 받들어
듣고, 같이 임나의 일을 모의하라”고 하였다. 일본의 吉備臣, 安羅의 下旱
岐 大不孫과 久取柔利, 加羅의 上首位 古殿奚와 率麻君과 斯二岐君과 散
半奚君의 아들, 多羅의 二首位 訖乾智, 子他의 旱岐, 久嗟의 旱岐가 백제에
갔다. 이에 百濟의 聖明王이 조서를 대략 보이고 말하기를 (중략) 聖明王

52) 뺷日本書紀뺸卷19, 欽明 2년(541년) 4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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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나의 나라는 우리 백제와 옛부터 지금까지 자제가 되겠다고 약속하
였다. 이제 일본부의 印岐彌[임나에 있던 일본신의 이름이다]가 이미 신라
를 치고 다시 우리를 치려고 한다. 또 신라의 허망한 거짓말을 즐겨 듣고
있다. 무릇 인기미를 임나에 보낸 것은 본래 그 나라를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미상]. 옛부터 신라는 무도하였다. 식언하고 신의를 져버리고 탁
순을 멸망시켰으며 고굉의 나라에게 기꺼이 후회를 돌려주려고 한다. 그
렇기 때문에 모두 불러 오게 하여, 다같이 은혜로운 말씀을 받들고 임나의
나라를 일으키고 계승시켜 오히려 옛날과 같이 길이 형제가 되기를 원하
는 것이다. 가만히 들으니 신라․안라 두나라의 경계에 큰 강물이 있는데
요충지오. 나는 이곳에 근거를 두어 6성을 수선하려고 하오. 삼가 천황에
게 3천병사를 청하여 성마다 5백명씩과 아울러 우리 병사로써 채워 농사
를 짓지 못하게 하고 핍박하면 구례산 5성은 스스로 병기를 던지고 항복
하게 될 것이니 탁순국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오. 청하는 병사는 내가
의복과 식량을 댈 것이다. 이것이 천황에 주상하려고 하는 책략의 첫째이
다. 또 남한에 郡領과 城主를 두는 것은 어찌 천황에 위배하여 조공로를
차단하는 것이 될 것인가. 바라는 바는 많은 어려움을 이겨서 강적(고구려)
을 타파하려는 것이다. 그 흉당이 누구엔가 연합할 것을 도모하지 않을 것
인가. 북적(고구려)은 강대하고 우리는 약하다. 만일 남한에 군령과 성주를
두어 수리하고 방호하지 않으면 이 강적을 막을 수 없다. 신라도 막을 수
가 없다. 따라서 여전히 두어 신라를 치고 임나를 보존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여 조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천황에 주상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책략의 둘째이다. 또 吉備臣․河內直․移那斯․麻都가 아
직 임나에 있다면 천황은 임나를 세우라고 조서를 내리더라도 안될 것이
다. 청컨대 이 4명을 옮겨 각각 본읍에 돌아가게 하여야 한다. 천황에 주상
하려고 하는 책략의 셋째이다. 마땅히 일본신․임나한기 등과 함께 삼가
사신을 보내어 천황에게 같이 말씀드려서 은혜로운 조칙 듣기를 청해야
할 것이오” 이에 길비신과 한기 등이 말하기를 “대왕이 말한 세 계책은 저
희 마음에도 듭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가서 삼가 일본대신〔임나에 있는
일본부의 대신을 말한다〕․안라왕․가라왕에게 말하여 함께 사신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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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천황에게 같이 상주하겠습니다. 이는 실로 천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약속이니 깊이 생각하고 헤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53)
사료 B)로 보아 512년 백제는 가야(任那國)의 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 四縣을
점령한다. 사료에는 마치 倭가 소유하던 영역을 백제에게 하사하는 식으로 쓰여 있지
만 백제의 가야지역으로의 진출에 다름 아니다.
사료 C)로 보아 513년에는 伴跛가 己汶지역으로 진출한다. 백제 측의 주장을 역사
적 사실로 인정하여 己汶지역이 원래 백제 땅이었는데 반파국이 침입하여 일시적으
로 영유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54) 이는 『百濟本記』나 뺷日本書紀뺸적인 주장
에 불과하고 백제가 己汶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정당성 확보에 불과한 것이라는 주
장이55) 옳다고 본다. 己汶國은 가야의 한 小國이었을 것이다. 단 기문지역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그리고 가야 지역과의 관계 여부에 따라 가야 소국인지에 대해서는
再考의 여지는 있다. 伴跛는 경북 성주지역에 비정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고령 가라국
으로 보는 견해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사료 D)로 보아 이 해 11월이 되면, 회의의 형식을 띠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백제,
사라(=신라), 안라, 반파의 사신들이 모여 己汶․帶沙 지역을 놓고 의논을 한다. 뺷日
本書紀뺸의 표현대로라면, 각국의 사신들이 倭의 조정에서 왜국왕의 조서를 받는 형식
이다. 그러나 이는 뺷日本書紀뺸의 천황주의 사관에 의해 윤색된 것이고, 그 실상에 대
해서는 잘 알 수 없다. 각국의 왜국 駐在館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 남부 지방내의 모처일 가능성이 높다. 이 기사에 나오는 4국 가운데
어느 일국이라면 安羅일 가능성이 높다. 백제와 반파는 당사국이고, 신라(경주)는 거
리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논의의 결과 두 지역은 백제 귀속으로 확
정되는 것 같다. 이에 반파는 불만을 품는다. 반파는 倭에(倭 뿐만은 아니었을 것이
53) 뺷日本書紀뺸卷19, 欽明 5년(544) 11월조.
54) 金泰植, 뺷加耶聯盟史뺸, 一潮閣, 1993, pp. 114～125.
55) 全榮來, 뺷南原月山里古墳群發掘調査報告뺸, 圓光大 馬韓百濟文化硏究所, 1983, pp. 73～79. 延敏
洙, ｢六世紀前半 加耶諸國을 둘러싼 百濟‧新羅의 動向-소위 ｢任那日本府｣ 說의 究明을 위
한 序章-｣ 뺷新羅文化뺸7, 東國大 新羅文化硏究所, 1990, pp. 14～15. 田中俊明, 뺷大加耶連盟の
興亡と｢任那｣뺸, 吉川弘文館, 1992, pp. 131～134. 李永植, ｢百濟의 加耶進出過程｣ 뺷韓國古代史
論叢뺸7, 1995, pp. 211～219. 白承忠, ｢6세기 전반 백제의 가야진출과정｣ 뺷百濟硏究뺸31, 2000,
pp. 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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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교적 노력을 하는 등, 두 지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지만 실패로 끝난다.
이 시기에 安羅가 등장하는데 己汶․帶沙지역이 백제화되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
같다. 이는 伴跛세력과는 외교적 노선을 달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파는 외교적 노
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사료 E)에 보이는 바와 같이 子呑과 帶沙에 城을 쌓아 滿爰에
연결하고 봉후와 저각을 만들어 전쟁 준비를 한다. 반파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라 할지라도, 신라하고도 적대적 관계(以逼新羅)를 가진다는 점은 주변 제국들과의 관
계 속에서 고립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반파국의 장래는 예견되는 일이
다. 사료 F)를 통해서 볼 때, 신라는 527년 이전에 南加羅․㖨己呑 지역에 진출하고
기타 가야지역을 압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료 G)로 보아 백제 또한 529년에는 加羅 소유의 多沙津에 진출하고 있다. 백제의
다사진 진출은 외교적 노력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백제는 倭와 결합하고 加羅
는 倭와 결별하고 新羅와 결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加羅의 경우 이때 新羅
와의 결합은 불안전한 것이었고 刀伽․古跛․布那牟羅의 三城과 北境五城을 신라에
게 넘겨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安羅에서는 이미 신라화된 南加羅․㖨己呑지역 문제의 해결을
위한 회의가 열린다. ‘安羅高堂會議’라고도 불리는 이 회의에는 倭, 百濟, 新羅가 참석
하고 있으나 백제는 홀대를 받고 있으며, 신라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56) 사료 P)
를 통해 알 수 있는 일이다.
安羅高堂會議의 성격이 압박해 들어오는 신라와 백제에 대한 安羅 중심의 가야 자
구책임을 생각할 때, 이 회의의 결과는 뻔한 것이었다. 급기야 백제는 531년에 安羅지
역까지 진출하여 乞乇城을 조영하기까지 한다[사료 H)]. 이를 신라세력의 압박에 대
한 安羅의 요청으로 보는 시각도57) 있으나 그 형식이야 어떻든 백제의 安羅로의 진출
사실은 분명한 것이다. 신라 또한 가야지역에로의 잠식은 꾸준하였다[사료 I)].
한편 위의 安羅高堂會議에 加羅가 참석하지 않고 있음은 주목되는데, 이는 백제의
多沙津 진출에 대한 安羅의 비협조적 자세에서 빚어진 결과일 것으로 보인다. 또는
이 회의가 反新羅的 성격이 있는 만큼, 加羅는 新羅와의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불참했을 가능성도 있다.58)
56) 백승옥, 2004, ｢‘安羅高堂會議’의 성격과 安羅國의 위상｣ 뺷지역과 역사뺸14, 부경역사연구소.
57) 山尾幸久[白承玉(譯)], 1998, ｢任那日本府에 대하여｣ 뺷加耶史論集뺸1, 김해시,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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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530년 대까지의 사정이라면 540년 대의 상황은 뺷日本書紀뺸 欽明紀에 비교
적 상세하다. 安羅와 加羅를 필두로 한 가야제국들의 대표가 백제에서 聖王과 더불어
이미 신라에 복속된 가야국들의 復建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백제 성왕이 회의를
주도하고는 있지만 백제와 가야 제국들은 서로 의도하는 바가 달랐던 것 같다. 이 때
의 백제는 진정 가야제국의 복건을 희망했던 것도 아니었다. 前稿에서 밝혔듯이 백제
는 사비회의 한 달 전에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화합을 맺고 있다.59) 이러한 백제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은 다분히 북쪽의 고구려 때문이었을 것이다. 백제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있을 고구려와의 일전을 위해 신라와는 우호적 내지는 동맹관계의 유지가 필
요했다. 따라서 신라의 가야지역으로의 진출 저지는 적극적일 수 없었다. 이러한 현
실은 성왕의 언급에서도 그대로 보인다. 옛적의 일을 운운하면서 명분만 강조할 뿐
구체적 대안 제시는 하고 있지 못하다. 安羅를 중심한 가야제국들은 이러한 백제의
의도를 읽었는지, 사료 J)를 보면 신라와 通計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마도 백제와
연합해서는 존속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에 백제는
544년에 다시 2차 사비회의를 개최한다[사료 R)]. 이 때 백제 성왕은 또 다시 명분과
함께, 이른바 3계책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것도 加耶와 倭만 내세우고 백제 자신은 뒤
에서 물자만 대는 등의 소극적 대책이었다. 그러면서도 백제군의 가야지역 주둔의 필
요성은 강조하고 있다[사료 R)]. 그리고 安羅에서 활약하고 있는 친신라계 인사들의
축출을 요구할 뿐이었다. 이에 가야의 회의 참석자들은 안라왕과 가라왕에게 의논하
겠다고 하고 물러 나온다.
백제와 신라로부터는 自存의 문제를 보장받지 못한 安羅는 북쪽의 고구려와 연계
하고 있음이 사료 K)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安羅가 기대했던 고구려는 548년 獨
山城 전투에서 羅濟 동맹군에게 대패를 당하게 된다[사료 L)].60) 이후 安羅는 다시 백
제 편에 서게 됨을 사료 M)과 N)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때의 安羅는 백제에 부용적
위치였을 것이다. 그러나 백제는 554년 신라와의 管山城 전투에서 대패함으로서 더
이상 安羅를 비롯한 가야지역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안라는 신라에 복속되었을 것이다.
58) 南在祐, 앞의 학위논문, p. 168.
59) 白承玉, ｢新羅‧百濟 각축기의 比斯伐加耶｣ 뺷釜大史學뺸15‧16, 1992, pp. 311～313.
60) 이러한 羅濟간의 견고한 동맹은 이후 551년의 한강유역 탈환에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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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羅지역이 언제 신라에 복속되는가는 뺷삼국사기뺸 지리지 함안군조에는 “법흥왕이
대병을 일으켜 阿尸良國[또는 阿那加耶라 한다]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함안군으로 삼
았다”라고 하여 安羅國이 신라 법흥왕대(514～539)에 멸망되었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뺷일본서기뺸에 의하면 安羅는 550년대까지는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뺷삼국사기뺸 지리지의 기록을 불신하는 입장
을 취하고 있다.61)
사료 O)로 보아 신라는 561년 무렵 일본과 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일본 측의
불응으로 실패하고, 安羅(阿羅波斯山) 지역에서 일본에 대비하는 성을 쌓게 된다. 이
시기를 신라의 安羅 지역으로의 진출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견해들에서
도 지리지의 기록은 신라의 安羅 통합에 관련된 어떤 전승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한
편, 安羅의 신라에로의 통합을 560년에서 561년 사이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즉
560년과 561년[사료 O)]에 있었던 신라의 倭에 대한 이례적인 외교교섭을 신라가 安
羅를 통합하였던 사실을 倭에 추인시키고자 한 행동으로 추론하고, 흠명 23년의 임나
멸망 기사의 세주에 보이는 흠명 21년 임나 멸망기사를 安羅 멸망기사로 보는 것이
다.62)

Ⅴ. 맺음말
삼한시대 對二郡과의 전쟁을 통하여 주변국들을 아우르는 지역연맹체를 형성한 安
邪國은 3세기 중․후엽에서 4세기 전반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浦上八國 전쟁
을 계기로 급속한 성장을 이룬다. 浦上八國 중 일부 國의 병합과 진동만을 통한 해안
으로의 진출이 중요 성장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이 시기부터 국명도 安羅로 바뀌었
을 것이다. 고구려 광개토왕릉비문 상의 ‘安羅人戍兵’에 대한 해석은 고구려 군대를
안치한 것으로 해석하여 國名 安羅로 보지는 않았지만 고구려 남정의 영향을 직․간
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5세기 대 이후 安羅國은 말이산고분군의 웅자가 보
61) 李丙燾, 1976, 뺷韓國古代史硏究뺸, 博英社, p. 70. 林炳泰, 1967, ｢新羅小京考｣ 뺷歷史學報뺸35․36, pp.
95～97. 千寬宇, 1976, ｢三韓의 國家形成｣ 下뺷韓國學報뺸3, p. 146. 朱甫暾, 1982, ｢加耶滅亡問題에 關
한 一考察｣ 뺷慶北史學뺸4, pp. 180～182.
62) 白承忠, 1995, 앞의 학위논문, pp. 275～286. 南在祐, 앞의 책, pp. 291～297. 李永植, ｢六世紀 安羅國史
硏究｣ 뺷國史館論叢뺸62, pp. 129～132.

-+-

安羅國史 硏究 23

여주듯 고령의 加羅國과 더불어 가야제국을 주도하는 양대 세력 중의 하나로 성장한
다. 뺷日本書紀뺸의 제 기록을 바탕으로 6세기 대 安羅와 주변 제국들 간의 관계에 대
해서도 알아보았다. 6세기 대 安羅는 동서 양쪽에서 잠식해 들어오는 신라와 백제세
력으로부터 自存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벌이지만 결국 561년 무렵 신라에 병합된
다. 이상과 같이 安羅國은 小國에서 地域聯盟體로 성장하며, 그를 바탕으로 가야 국
가체들을 주도하는 정치체로까지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安羅國의 성장과 발전과정
은 다른 가야국들과 비교해 보아 별개의 한 발전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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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Anra's History

The study on an ancient history in Haman has begun after 1990s. Considering a distribution
of relics, it is disregarded nevertheless Haman region is in center of Gaya. Because at early
period Gimhae's power is nucleus in Haman, in latter period Goryeong also. But Gaya power
in Haman is strong between early and latter period.
Anraguk(安羅國) is called to be a name of Gaya existing in Haman. It is this paper that
is written to examine all history of Anraguk. In second chapter The reason why Anraguk has
to be used is examined but Aragaya(阿羅伽耶) is called all the while. In third chapter an
opportunity and range of Anraguk's development are described. In Three Han period Anraguk
which unites surrounding regions through the war with Lelang(樂浪) and Daifang(帶方)
rapidly grows up after Posangpalguk(浦上八國) war breaking out between middle and latter
3C and early 4C. It is the developmental base that Anraguk amalgamates some regions of
Posangpalguk and advances to the coast through Jindong Gulf. From this time the state's name
is changed into Anraguk. In fourth chapter Anraguk's surrounding situation between 5c and 6C
is argued. On the Great king Guanggaeto's inscription of Gogurye, a interpretation of
'Anrainsubyung'(安羅人戍兵) is to lay Gogurye's army. a name of state isn't regarded as Anra,
however it is recognized as Gogurye's direct and indirect south attack. After 5C Anra grows
up as one of dual powers leading Gaya states with Gara(加羅) of Goryoung, showing a gallant
figure of Mt. Mali tumuluses. Based on records of Japanese literature(日本書紀), at 6C the
relationship between Anra and surrounding states is described at 6C. Anra makes a diplomatic
effort existing of itself from Shilla and Baekjae's eastern and western attack, however it is
finally amalgamated into Shilla in 561.
【Key Words】Anyaguk, Anraguk, Posangpalguk, Anrainsubyung, Anra's meeting in high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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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羅国史研究

現在の咸安地域の古代史に対する研究は1990年代になってから始まった。遺跡の分
布状況からみて強力な力を持った伽耶勢力の中心地で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これま
で等閑視されてきた。それは伽耶全体の歴史のうち、前期は金海の伽耶勢力が中心で
あり、後期は高霊の伽耶勢力が中心であるという考えのためであった。しかし、咸安
の伽耶勢力は前期から後期にわたる全伽耶時期に有力な勢力として存在した。
咸安に存在した伽耶の名前は安羅国であった。本稿は安羅国に対する歴史全体を扱
うものである。2章では、安羅国についてはこれまで阿羅伽耶と呼ばれていたが、阿
羅伽耶よりは安羅国という国名を使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を明らかにした。3章
では安羅国成長の契機と圈域について論じた。三韓時期の対二郡(楽浪、帯方)との戦
争を通じ、周辺国を合わせた地域連盟体を形成した安邪国(安羅国の三韓時期の国名)
は、3世紀中․後葉から4世紀前半の間に起ったとみられる浦上八国の戦争を契機に急
速な成長を遂げた。浦上八国のうち、一部の国の併合と鎮東湾を通じた海岸への進出
が重要な成長基盤となった。この時期から国名も安羅に変わったとみられる。4章で
は5～6世紀代の安羅国をめぐる周辺情勢について述べた。高句麗広開土王陵碑文の뺳
安羅人戍兵뺴についての解釈は高句麗の軍隊を安置したものと解釈し、国名の安羅と
みないが、高句麗南征の影響を直․間接的に受けたものと把握した。5世紀以後、安
羅国は末伊山古墳群の雄姿からもわかるように、高霊の加羅国とともに伽耶諸国を主
導する両大勢力のうちの一つに成長した。《日本書紀》の諸記録をもとに、6世紀代
の安羅と周辺諸国間の関係についても検討した。6世紀代の安羅は東西両側から侵攻
してくる新羅と百済勢力から自存するため、外交的努力を展開したが、結局561年
頃、新羅に併合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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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羅国史研究

對咸安地區古代史的硏究到了一九九零年才開始。從遺物分布狀况來看，其埋藏地雖
是具有强盛勢力的伽倻中心地區，到目前爲止還是放手无人去問津。由于整个伽倻歷史
的前期是以金海的伽倻勢力爲中心; 后期是以高嶺的伽倻勢力爲中心。但是咸安的伽倻
勢力是在前后期都處于有利的勢力。
在咸安時的伽倻叫安羅國，該文論述的是整个安羅國的歷史。第二章主要闡明使用安
羅國國名的必要性，因爲另有阿羅伽倻之名。第三章論述了安羅國成長的動机和權利領
域。三韓時期安邪國(三韓時期的名称)通過与二郡(樂浪, 帶方)的戰爭達成了地區性的聯
盟，在三世紀中叶、后叶和整个四世紀發生的浦上八國之戰而急劇强大起來。安邪國主
要是通過對浦上八國中的一些國家的合幷和向沿海地區的進軍成了其成長的基墊，這个
時期國号也改爲安羅國。第四章論述了五至六世紀期間圍繞着安羅國所發生的戰事。從
高句麗广開土王碑文上的解釋我們得知"安羅人戎兵"安置高句麗軍隊，幷不見有改爲安
羅國号之處，但是直接或間接的受到了高句麗南征的影響。五世紀以后安羅國的말이산
古墳群的雄姿所顯示的，它与高嶺的加罗国一同成长为主导伽倻帝国的两大势力。此文
还以 뺷日本畵纪뺸 的记录为基础了解了六世纪大安罗与周边诸国间的关系。六世纪大安
罗虽然与从东西两边侵入的新罗和百济进行了各种各样的外交努力，但是561年还是被
新罗武装合并。
【重点述语】安邪国，安罗国，浦上八国，安罗人戎兵，安罗高堂会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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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목탄은 근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들의 생활 전반에 이용되어 온 밀접한 열에너지
원이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 급격하게 그 사용이 줄어들긴 하였지만 가장 친숙하게
사용되어 온 물품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시대부터 제련제품생산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1550년에 목탄을 의학에 이용하였고,
중국에서는 2000~ 2500년 전에 이미 무덤에 사용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제련․제철용
도 이외에도 식생활1), 세시풍속2), 의약품3), 건축물4)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해 왔다. 이

+ 이 글은 2004.6.25(제1회) (재)동아문화연구원 학술세미나 발표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1) 식생활에서는 더러움을 정화시키는데 사용되거나, 간장과 된장을 발효시킬 때 불순물을 제거하
거나 발효를 유도하고 산패를 방지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어져 왔다.
2) 오래전부터 목탄은 나쁜 악귀와 귀신을 쫒는 힘이 있다고 믿어져, 아기나 동물이 태어나면 房門
이나 大門에 금줄을 치는데 이용되어 왔다.
3) 한방에서 “죽역”이라 불리우며 중풍(뇌졸중), 소갈증(당요)등 열성질환을 치료하였을 뿐 만 아니
라, 가축에게도 사용되었다.
4) 石窟庵․多寶塔․海印寺 팔만대장경 장경각 건물의 기초에 목탄이 묻혀 있는 것이 밝혀졌다. 건
축물 기초에 목탄을 이용하는 것은 목탄에서 발생되는 전자장이 건물 내 적정습도유지와 수맥
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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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목탄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연료로서의 용도보다는 생활용이나 의료용으로 사용
되고 있기 때문에, 炭을 활성탄5)으로 재가공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목탄을 생산하는 木炭窯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1990年代 이후 木炭窯址가
조사되기 시작하면서 2000年代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좋다. 목탄은 생산공정에 따라서 백탄과 흑탄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문
화재발굴조사에서 백탄요와 흑탄요 두 종류 모두가 조사되었지만, 흑탄요의 경우는
최근에 들어와서야 그 조사례가 확인되었을 뿐 기존조사에서 밝혀진 유구는 대부분
이 고대시기의 백탄요에 한정된 조사였다. 따라서 국내 목탄요 연구의 시작은 고대의
백탄요에 관련된 것인 반면, 흑탄요의 조사례는 중세 ․ 근세시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최근의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첫째, 목탄과 목탄요에 대한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국내와 비교해
이미 상당한 연구성과물이 축적 된, 일본의 목탄요 연구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기초
한 국내연구의 현황을 요약하고자한다. 셋째, 목탄의 제조공정을 살펴본다. 목탄요의
구조와 명칭 그리고 목탄과 관련한 문헌기록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제외하였다.6)

Ⅱ. 木炭 및 木炭窯
1. 木炭
목탄은 우리말로 “신선하고 힘이 좋다”는 뜻을 갖고 있다. 따라서 木炭은 목재를
窯 내부에서 연소 또는 불완전 연소시켜 高純度로 炭素塊化한 것을 말한다. 한편, 목
탄은 그 생산에 있어 窯를 이용하지 않고도 만들 수 있지만, 식물이 가지고 있는 탄
5) 이경순, 1999. 9, ｢민속요법으로 활용되는 숯사용에 관한 연구｣ 뺷가정과 건강뺸, 재인용. 목탄을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시켜야 한다. 목탄은 탄화과정에서 작은 구멍들이
생기게 되는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은 구멍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탄화과정
을 거친 목탄을 다시 섭씨 600~900℃의 온도에서 같은 공정을 한번 더 거치게 하는데 이 과정
을 활성화라고 한다. 우리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목탄은 탄화과정만 거친 것이다.
그 이유는 재래식 목탄요에서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기계식 요에서 생산하
게 때문이다.
6) 목탄요의 구조와 명칭등과 관련하여서는 金鎬詳, 2003. 8, 뺷韓國의 木炭窯 硏究뺸, 대구가톨릭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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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무기물을 용이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공기가 차단된 窯에서 구워낸
다. 이는 나무를 목탄요에 넣고 공기의 공급을 차단, 밀폐한 뒤 약 6일~15일간 1,000℃
~1,200℃의 열을 가해야지만 재가 되거나 산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탄은 연소된 것이 아니라, 나무의 각종 구성원소가 서로 결합하여 여러 가지 화합
물을 만들고, 다시 이들이 결합되거나 분해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복잡한 화합물로
변화, 휘발되어 최후에 남게 되는 것이다. 생산된 목탄은 탄소 85%, 수분 10%, 미네랄
4%, 휘발분 2%의 구성성분을 갖고 있다.
목탄은 경도에 따라서 硬炭과 軟炭으로 구분되고, 탄화과정과 炭의 표면에 따라서
黑炭과 白炭의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7)
흑탄은 600~700℃로 정련한 뒤 窯 내부에서 자연연소 시켜 2~3일간 窯안에 두었
다가 100℃ 정도가 되었을 때 꺼낸 것을 말한다. 흑탄은 불완전 연소되었기 때문에
木炭 內에 가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착화가 쉽고 화력이 강하다. 그러나 급격
한 온도를 갑자기 낼 수 있는 반면,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 취사․난방 및 가정에 필
요한 생활용으로 이용되어왔다.
백탄은 800~1300℃의 높은 온도로 정련한 뒤 꺼내어, 흙과 재를 섞은 消粉을 덮어
빠른 속도로 강제로 불기를 꺼버리는 것을 말한다. 백탄은 외면이 회백색을 띠고, 탄
질이 치밀하고 비중이 크고 굳고 단단하여 고온을 오래토록 유지할 수 있어, 고대부
터 제철 ․ 제련작업이 이용되어왔다. 백탄은 흑탄보다 탄화온도가 높기 때문에 탄소
함유 비율도 흑탄이 75.2%인데 비해 83.3%로 높다.

2. 木炭窯
목탄요는 생산되는 탄의 종류에 따라서 백탄요와 흑탄요로 구분된다. 흑탄을 굽는
窯는 주로 흙으로 만들고, 백탄을 생산하는 窯는 돌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흑탄요
를 土窯 또는 흙가마라 하고, 백탄요를 石窯 또는 돌가마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고대에서 근세에 이르는 목탄요의 구조가 어떠한 형태를 가지는지 명
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현재까지 발굴조사 된 자료를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다

7) 대부분 硬炭이 白炭이고, 黑炭이 軟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백탄이 반드시 경탄이고,
흑탄이 연탄은 아니다. 백탄 중에도 경탄과 연탄이 있고, 흑탄 중에도 경탄과 연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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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구분된다.
한국의 청동기시대에는 분명하게 청동을 제련하고 주조하였을 것이지만, 이와 관
련한 목탄생산의 窯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청동주조는 동과 주석의 합금을 원
료로 하여 800~900℃ 내외의 온도에서 청동을 녹여 거푸집에 넣어 청동제품을 만들
기 때문에, 窯내에서 굳이 백탄을 생산하지 않아도 노천에서 탄을 생산해서도 조업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해본다. 이에 반해 철주조는 철광석을 1200℃ 이
상의 온도에서 목탄으로 제련하고, 이렇게 녹인 선철을 거푸집에 넣어서 철제품을 만
들게 된다. 따라서 철을 만드는데 있어 목탄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앞선 청동기
시대 窯와 마찬가지로 철기시대 목탄요 역시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여 본다면 청동기시대에서도 목탄요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는 철기류의 용도가 급속하게 발전하였을 것임은 고대국가 성
장 상황을 감안해 보더라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이와 동반하여서 목탄요도 급속하
게 발전하였을 것이며 그 규모도 늘어났을 것이다. 삼국시대에 속하는 목탄요는 현재
까지 조사된 모두요는 백탄요의 구조로 확인되며, 흑탄요의 조사례는 없다. 그러나
백탄요에서도 흑탄의 생산은 가능하므로, 고대시기에 백탄요의 구조만이 조사되었
다 하더라도 흑탄의 생산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반대로 중세시기에 해당되는 목탄요는 현재까지 불명확 흑탄요 2例8)를 제외
하고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세시기의 목탄요가 확인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는 현재로서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다만 현재까지, 중세시기에 목탄요가 없었다기
보다는 아직까지 목탄 조사례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근세시기 목탄요 조사례는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窯의 구조와 평면형태를
갖고 있다. 근세시기에 조사된 遺構의 대부분이 흑탄요로 판단되고 있는데, 흑탄요에
서는 백탄의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백탄의 생산량이 없었거나 거의 소량에 치우쳐 생
산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백탄요만이 다수 확인되고 있고,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시기에서는
흑탄요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련기술의 발전과 송풍시설의 발달로
8) 충북대학교박물관, 2002, 뺷陰城 笙里 청자가마터뺸에서 조사된 2基의 목탄요는 층위가 명확하지
않지만, 청자요 퇴적물이 후대에 밀려들어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적에서 조사된 청자요의 시
기가 11世紀 후반에서 12世紀 중반으로 비정됨에 따라서 목탄요는 이전의 시기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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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탄이 아니더라도 제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탄의 생산이 쉽고 많은 양을 얻을 수
있은 흑탄요로 변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유사한 윤동석의 견
해9)도 있다. 그는 야철법에 있어서 종래 삼국시대에는 原鑛과 목탄의 炭燒式이 중심
을 이루었으나, 통일 이후에 규모를 확대시켜 도가니와 풀무를 이용한 방법으로 발전
하였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근대 우리나라의 목탄 생산은 일본강점기 하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나, 광복 이
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것은 삼림이 황폐하여 생산을 억제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
지만 무연탄, 석유, 가스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근대 목탄요의 현황을 보면, 한일합방 당시 통계에 따르면 목탄의 소비는 1910년
약 500만 관에서 1936년에는 2,660만 관이었다. 1936년 조선에는 22,260군데에 목탄요
가 있었는데, 흑탄요보다 백탄요가 많았으며, 당시 목탄요의 유형도 다양했음을 짐작
할 수 있다.10)
현재 국내에서 목탄을 생산하는 지역은 경기도와 강원도 그리고 전라남도 등이 있
으나, 상당부분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에서 요업중인 목탄요는 연료의 목적보다는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목초액의 생산이나,
찜질방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근대까지는 생각지 못했던 효능 등이 밝혀
짐으로 해서 생활용품, 의약품, 공업용 가공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Ⅲ. 木炭窯 硏究現況
일본에서의 목탄연구 역시 다른 고고학분야에 비해 그렇게 활발하게 연구되었다고
는 말할 수 없지만, 국내연구와 비교한다면 조사유적 수량뿐만 아니라 연구방법에 있
어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대표적인 몇 편의 논문을 통해서 일본의
9) 尹東錫, 1989, ｢古新羅의 鐵器｣ 뺷三國時代 鐵器遺物의 金屬學的 硏究뺸 高麗大學校出版部, pp.
134 ~135.
10) 조명제 외, 1996, 뺷한국의 에너지․동력기술발달사뺸 학연문화사, P.328에서 근대목탄요의 1例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는 무화과형 바닥을 이루고 내부길이 8자, 폭 6.3자, 가마벽 높이는 앞
쪽이 2.9자, 뒤쪽이 3.3자이고, 배연구 폭이 1자, 높이 2치, 가마 입구높이 1.8자, 폭이 1.2자. 窯
내부의 후방은 5치가 더 높고 탄화시간이 30시간, 가마당 생산량은 30~40관이다. 또 배연장치
가 전방 또는 후방에 1개, 좌우에 각 2개로 직경 5~6치의 크기로 5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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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대 백탄요와 관련한 연구는 藤原學의 硏究11), 大澤正己의 硏究12), 兼康保明의 硏
究13), 上栫武의 硏究14)가 있고, 근․현세 일본의 목탄요 연구는 村田文夫의 硏究15)가
대표적이다. 이들 선학의 연구업적을 정리한 후 한국의 목탄요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
다.
藤原學은 목탄요 연구에 선행하여 목탄요 연구 분야를 설정함에 있어 임업분야로
파악하였다. 그는 원재료가 나무이므로 원료가 곧 연료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陶業과
같은 窯業遺跡은 아니고, 어딘가 모르게 위화감을 주는 단어이지만 임업유적에 해당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 목탄요 연구에서 첫째로 炭燒라고 하는 특수
한 공정에서 나온 구조상의 특징을 파악할 것과 두 번째로 문헌상의 사료에서 생산의
실체를 추구할 것, 그리고 종래의 발굴조사에 있어서 분명한 유구의 고증을 통하여
목탄요로서의 논지를 전개할 것을 전재하고 있다. 그 결과로 그는 당시까지 조사되었
던 小型平窯 혹은 窯狀遺構 등은 그 구조적인 면에서 목탄요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 문헌자료에 의해서도 大師山遺跡은 중․근세에 있어서 백탄요지였다는 것을 밝히
고 있다. 종래의 연구에서 성격불명으로서 다루어진 이러한 소성유구에 대해 고고학
적인 유구로서의 성격을 규명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窯床遺構 내부에
서 土師器가 검출되고 河內長野市內小山田丘陵에서 조사된 長池窯跡과 堺市內의 泉
北丘陵에서 우연히 조사된 성격불명의 小型窯狀遺構가 土師器窯일 가능성을 강하게
인식하면서 변화하게 된다. 藤原學은 기존의 이러한 유구가 土師器窯라고 판단되었
던 근거인 窯內部 出土 土師器를, 목탄생산자가 목탄을 생산했던 일정한 기간 동안
窯주변에서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던, 최저한도의 생활물품으로 보고, 그 일부가 이러
한 형태로 남겨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목탄요의 경우 窯体의 형태와 출토 목
탄에서 조업시기를 상정한다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窯 내외에서 검출된 이러한 토

11) 藤原學, 1977, ｢木炭窯をめくつて-大師山遺跡檢出の五․六号燒土壙關する考察-｣ 뺷河內長野大
師山뺸 關西大學文學部考古學硏究 第5冊7.
12) 大澤正己, 1979, ｢大山遺跡を中心とした埼玉縣下出土の製鐵關係遺物分析調査｣(뺷大山뺸埼玉縣遺
跡發掘調査報告書第二三集. 埼玉縣敎育委員會.
13) 兼康保明, 1981, ｢古代白炭燒成炭窯の復原｣ 뺷考古學硏究뺸 第27卷 第4號.
14) 上栫武, 2001, 11, ｢橫口付窯跡の基礎的硏究｣ 뺷たたら硏究뺸 第41号.
15) 村田文夫, 1991, ｢發掘調査さおた炭素窯の基礎的硏究｣ 뺷物質文化뺸 55輯. 物質文化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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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소량이더라도 그 실연대를 상정 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
니고 있다는 점도 부연하였다.
藤原學의 이러한 견해는 이전까지 小型窯狀遺構 등으로 불려져 오던 불명확한 유
구에 대해 명확한 성격을 밝혔다는 점에서 탁견이었으며, 향후의 연구에 있어서도 지
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후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大澤正己에 의한, 현재까지 발굴조사 된 炭窯를 종합적
으로 파악한 것이 있다. 그는 각지에서 발굴조사 된 탄요를 분구 ․ 연도 이외의 시설
유무, 횡구와 窯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5타입으로 분류하고 있다. A型은 분구와 연
도 이외의 시설을 가지지 않는 장대한 窯, B型은 횡구를 가진 장대한 窯, C型은 횡구
를 가진 소형의 窯, D型은 구멍이 있는 窯, E型은 연도부에 구멍이 있는 窯로 구분하
였다. 그는 藤原學이 백탄요로 검토한 횡구를 가지는 소형요상유구를 C型으로 분류
하고, 藤原學의 판단을 계승 발전시킨 횡구를 가진 장대한 요상유구도 백탄요로 하여
B型으로 분류하였다. 大澤正己는 B, C型의 탄요에서 확인된 橫口를 보조연소구라 명
칭하고 있다. 이것은 횡구를 열 때 이곳으로부터 窯 내에 공기를 채워 넣고 내부에 채
워진 가스를 연소시키는 역할을 중시해서 붙인 명칭이다.
大澤正己는 목탄의 종류와 제철유적의 제련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언급하면서 흑
탄을「堅爐 타입의 製鐵爐」이고, 백탄은 ｢平型爐 타입의 製鐵爐｣에 이용되었다는
종전의 견해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목탄요연구에 있어서 처음으로 유형의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종합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한편, 兼康保明은 大澤正己가 제시한 방법으로는 백탄을 굽는 작업 공정을 복원하
는데 유구의 각부에 있어서의 검출현황을 통한 논증이 약하고, 전체적으로 막연하여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제까지 불명확한 탄요의 전체상을 살펴보
고 유구의 구조에서 백탄, 흑탄이라는 炭의 종류를 구분한다고 하는 점 등을 높이 평
가하였다. 다만 A형을 대형 흑탄요, B형을 대형 백탄요, C형을 소형백탄요라고 부르
는 방법은 유구의 성격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兼康保明
은 위의 두 사람의 견해를 비교하면서 백탄요의 구조복원에 있어서 세부적인 용어인
요체, 분구, 천정, 횡구, 측정부 등을 정리하고 용도와 구조를 명확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구의 검출상황을 기본으로 민속예를 첨가하여 백탄의 탄소공정을 복원하였
다. 이상의 공정을 요약하면 요채움→폐쇠→불유입→탄화→긁어내기→소화→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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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의 순서이다.
또한 그는 탄요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지붕과 배수구 문제는 요구조상에서 확
인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수종분석을 위한 목탄요 내부에서 목탄편을 채집함에 있
어서 요체 내에서 무작위로 샘플을 수습할 경우 측정부에 남은 탄화된 목탄편과 탄화
된 지탱목 등이 섞이게 돼 정확한 자료를 산출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이점은 수
종분석 자료의 검출 때 주의를 요하는 것이다.
이후 근년의 연구로는 上栫武의 ｢橫口付窯跡の基礎的硏究｣16)가 발표되었다. 그는
횡구부요적의 형태분류에 있어 소성부의 형태분류와 연도부의 형태분류를 한 다음,
조합해서 소성부의 길이와 폭의 관계를 통해 A․B․C型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더불
어 연도부의 구조를 1~5型으로 형태분류를 도출하였다. 이외에도 목탄요 입지에 있
어서 경사면 위쪽에 나타나는 上方溝를 통한 분류를 시도한 점은 연구에 있어 다양한
속성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역시 자연과학적인 측정년대를 신
뢰하지 않고 있지만, 횡구부요적의 편년과 추이로 년대와 형태 변화를 밝히는 데에서
그 일부분을 참고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橫口付窯跡의 지역성도 기도하고 있다. 이
러한 연구는 요적유구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는 근본적인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또
다른 시각으로의 분류를 시도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기존의 백탄요를 형식
분류 한 후 연대가 불명한 자료를 상대년대화시켜서 변화 발전의 흐름을 밝혀 보았
다.
위에서 언급된 목탄요는 일본의 고대에 한정된 것이며, 주로 백탄요를 중점으로 한
연구였다. 村田文夫의 ｢發掘調査さおた炭素窯の基礎的硏究｣에서는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목탄요에 대해 에도시대 후기부터 집중적으로 목탄을 생산하였던 기록이 있
는, 현재의 행정구획으로 多摩뉴타운지역과 인접해 있는 黑川村을 중심으로 광범위
하게 논의하였다. 村田文夫는 多摩뉴타운 지역의 구릉에서 조사된 목탄요를 축요제
탄 유구와 갱내제탄유구로 구분하여 집성하였다.
築窯製炭遺構는 지표면을 반지하식으로 파고 바닥을 평탄하게 벽과 천정을 축조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형태로 파악하고 있다. 축요제탄유구는 土窯와 石窯로 다시 구분
하며 토요에서는 흑탄을, 石窯에서는 백탄을 생산한다고 하였다. 그는 축요제탄유구

16) 上栫武, 2001,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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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탄화실의 크기라든지 평면형상의 변화로 인해 유형화가 가능한 것을 기록,
발굴조사 된 탄소요 각 형의 구조적 특징을 개관하였다. 그는 탄소요의 형태분류개관
에서 토요의 평면 분류를 탄화실의 평면분류를 기준으로 A~O型의 15類型으로 분류
하여 기존에 각 연구자마다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왔던 유구의 분류(무화과나무형․
어깨가 긴 계란형․장대형 등등)를 규모와 형태를 기준으로 유형화시켜서 보고자의
주관을 어느 정도 배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石窯에서는 탄화실의 평면형상에 따라Ⅰ~Ⅶ型으로 분류하였다. 石窯의 탄화실은
편평한 자연석을 깔아서 설계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일부는 窯床에 15~50cm 두
께의 사질토를 깔고 그 위에 잔자갈을 깔아서 窯床이라고 하는 특이한 사례가 있음을
밝혔다. 그는 石窯라고 하는 것은 자연석으로 窯床 ․ 窯壁만이 아니고 천정까지도
짓고 있는 것을 말하지만, 실제 多摩뉴타운의 사례에서는 대부분이 窯床에만 돌이 있
는 타입으로 窯床․窯壁까지 정확히 자연석을 사용해서 구축하고 있는 것은 소수라
고 했다. 더구나 지금으로서는 천정에도 돌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사례를 확인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石窯를 자연석을 꽉차게 축요한 전형적인 형태라고 하
기보다는 요벽, 천정의 구축기술에 있어서는 토요와의 강한 상관성을 엿볼 수 있다.
坑內製炭遺構는 같은 탄소요라도 지표면에 구덩이를 파고 내부에 탄재를 채워 넣
은 뒤 그 위에 뚜껑을 덮고 탄을 구운 흔적이 있는 형태를 말한다. 그는 갱내제탄유구
를 평면형상에서 원형계통과 방형계통으로 나누고, 炭을 생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시도하였다.
이외에도 그는 발굴조사 된 탄소요와 관련하여 목탄이 생산되는 곳에서는 탄을 운
반해 내는 운반수단과, 이들의 작업을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 등 탄 굽기에 부대
적으로 필요한 여러건물들이 필요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목탄요 주변에서 확인되는
굴립주건물지 등의 여러 건물지를 목탄과 관련된 부대시설로 파악하였다.
이점은 이후 窯와 관련된 부대시설을 조사라는 새로운 경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과거의 발굴자료에서 본 문제점, 특히 민속학적․역사학적인 연구성과에 대
해 부분적이나마 비교를 시도하였으며, 이 후의 발굴조사를 통해 검증이 필요한 부분
에 대해서도 세밀한 지적을 펼쳤다. 이러한 그의 연구는 일본의 근․현세 목탄요연구
의 가장 기초적인 연구이면서도 독보적인 연구로 이후 목탄요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
다. 또한 필자도 위의 논문과 연구자들로 부터의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밝혀둔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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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영향 아래에 진행된 국내의 목탄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고대시기의 목탄요는 백탄요만이 조사되었고, 중․근세시기의 것으로 조사된 목탄
요는 현재까지 모두 흑탄요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사는 각 시기에 따라 고대시기에는
백탄요, 중세․근세 시기에는 흑탄요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古代 白炭窯는 1993年 蔚山 檢丹里遺蹟18)에서 2基가 조사된 이래 현재 國內 31個
遺蹟에서 110基 以上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53基는 慶州地域에서 조사되었다. 國內에
서 처음으로 조사된 窯跡으로 蔚山 檢丹里遺蹟과 淸道 蓴池里遺蹟19) 2곳을 들 수 있
는데, 동일한 성격의 遺構가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단의 견해는 차이를 나타
내고 있다.
淸道 蓴池里遺蹟의 조사자는 窯址주변에 無文土器時代住居址와 三國時代古墳群이
함께 분포하고 있음에도 遺構 內部에서 無文土器片만이 확인되고 있어 無文土器時代
前半期의 窯址로 판단하고 있으며, 木炭窯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지 않고 있
다.
蔚山 檢丹里遺蹟의 경우에는 목탄요로 파악하고 있는데, 窯의 바닥과 벽면에 잔존
하는 堀地具의 흔적이 石器를 사용한 흔적이 아니라 철제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鐵製道具의 사용이 일반화된 時期에 만들어진 것으로 無文土器時代 遺構와의
관련성을 배제하였다. 한편 古地磁氣를 이용하여 年代를 측정한 결과 A.D 300±40과
A.D 1,300±40의 서로 다른 測定値가 산출되었다. 일본의 선행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본
다면 일본에서는 철생산과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韓國에서의 鐵生産 時
期와 연관지어 3世紀 後半~4世紀 前半의 遺構로 推定하였다.
위의 논의에 따르면 국내의 木炭硏究는 木炭窯의 否定說과 肯定說로 구분된다.
木炭窯의 否定設로는 淸道蓴池里 發掘調査報告書에서 遺構 내부에서 無文土器편만
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無文土器時代 前半期의 無文土器 窯址로 보았다. 이
외에도 木炭窯의 規模가 小形이라서 실질적으로 木炭을 생산하기 위한 木炭窯 構造
17) 筆者는 白炭窯와 關聯된 위의 古代 白炭窯 諸論文에서 여러 생각들과 基礎的인 知識을 習得하
게 되었으며, 특히 藤原學․森內秀造先生으로 부터는 多年間에 걸쳐서 直接的인 指導를 받았
음을 指摘해둔다. 또한 中世․近世時期의 木炭窯에 대해서는 村田文夫으로부터 遺構의 年代差
異는 있지만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記錄해둔다.
18) 釜山大學校博物館, 1995, 뺷蔚山檢丹里 마을遺蹟뺸.
19) 慶北大學校博物館, 1994, 뺷淸道 大川里․蓴池里遺蹟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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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견해20)와 軟質土器의 窯일 가능성 또는 其他 遺構로서의 가능
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論議의 대부분은 國內에서는 현재까지 口頭 論議에
그치고 있다.21)
木炭窯說에 대한 肯定設로는 窯의 構造 以外에도 窯內部에 木炭이 적재되어 나타
나는 窯가 있다는 점22)과 窯와 인접하여 제철과 관련되는 시설이 확인된다는 점23)등
이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위의 2個所 遺蹟 發掘調査報告書가 다르게 보고된 狀況에서 調査된 千軍洞遺蹟에
서 發掘調査 後 燒成實驗24)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뚜렷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잠
정적으로 일본학계의 견해를 따라 목탄을 굽기 위한 木炭窯로 보았다. 이후 동일한
遺構는 木炭窯로 파악되어 조사되었고, 발굴조사보고서에서도 木炭窯로 파악하고 있
다.
木炭窯 중 白炭窯와 관련한 現在까지의 硏究는 이혜경(1997), 김호상(2000), 김길식
(2001), 장정남(2002)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고, 多數의 發掘調査報告書가 發刊되었
다.25)
李惠京은 慶州競馬場豫定敷地 A地區 17號 木炭窯에 관한 견해를 ｢피리형窯의 性格
과 編年｣이라는 글로 발표한 바 있다.26) 이 論文에서는 백탄요의 측구 배수로에서 수
20) 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1996. 6, ｢慶州月山里 貨物駐車場敷地 發掘調査｣ 說明會資料, p. 12. 목
탄요 構造로 볼 때 燒成部의 폭이 좁고, 天井의 복원 높이가 낮은 점, 橫口部가 소규모로 목탄
生産過程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21) 이러한 점에 관련해서는 日本 역시 木炭窯 初期硏究에 있어 遺構內部로 부터 공반되는 유물의
출토가 거의 없기 때문에 遺構의 性格을 둘러싸고 木炭窯, 土器窯, 製鐵遺構, 아궁이窯 등의 여
러 說이 제기되어 왔다.
22) 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2000. 7. 13, ｢慶州競馬場豫程敷地 A地區現場說明會｣, 13号 木炭窯 내부
측벽에 세워진 상태의 목탄이 확인되었다.
23) 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1996. 6, ｢慶州 月山里貨物駐車場敷地內 遺蹟發掘調査現場說明會資料｣,
遺構配置圖 B-2地域의 시굴조사에서 일부 제철유구와 관련되는 시설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러
나 정작 發掘調査에서는 명확하게 조사되지 못하여 다만 주변의 白炭窯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4) ｢新羅窯｣ 柳孝雄의 협조를 받아 燒成部의 天井部分을 복원하고, 無文土器와 性分이 비슷한 胎
土로 토기를 성형하여 실험한 결과, 유효웅은 무문토기나, 軟質土器窯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
였으나 國立慶州博物館에서는 이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다.
25) 약 40건의 발굴조사보고서가 발간되었으나, 이 중에서 부산대학교 박물관, 1995, 뺷검단리마을
유적뺸 ; 서울대학교박물관, 2001, 뺷용원리유적뺸. 發掘調査報告書가 代表的이다.
26) 慶州競馬場豫定敷地 A地區 17號 白炭窯는 이혜경氏와 筆者가 共同으로 調査한 遺構이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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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된 土器片으로 年代를 추정하고 있어, 以前까지의 고지자기측정에만 의존하여 년
대측정을 보완, 진일보한 측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論文은 백탄요에 관한 전반적
인 논의를 다룬 것이 아니라 17號 遺構에 관한 성격과 편년만을 다루고 있어, 백탄요
의 諸사항에 대한 파악이 시도되지 못하였다는 점과 목탄요의 측면작업장 부분에 위
치한 용도미상의 부정형 구덩이를 백탄을 생산하기위한 생산자의 주거시설로 보고
있어 재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 주거지가 백탄요의 측구와 1m 거리에 위치해 있고 또 측면작업
장의 내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백탄요의 구조적 측면에서 주거지로 본다는 것은 불가
능하다고 판단한다. 필자는 이 수혈유구를 백탄요 이후에 형성된 주변토기요의 부대
시설로 파악하고 싶다. 또한 백탄요의 이름을 ｢피리형窯｣라고 한 것은 發掘調査 당시
까지만 하더라도 이 유구의 성격(목탄요)에 대한 학계의 명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遺構의 형태가 피리를 닮아 ｢피리형窯｣라고 부른 것이며, 그
러나 現在는 학계에서도 이러한 유구를 목탄요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피리형窯라기
보다는 향후 목탄요연구에 있어서의 명칭 혼동을 피하기 위해 목탄요 중에서도 백탄
을 생산했던 白炭窯로 명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金鎬詳은 ｢古代 木炭窯 硏究｣27)에서 기존에 논의 되었던 硏究狀況下에서 木炭窯를
긍정하는 입장에 서서, 부정설 중의 하나인 무문토기 또는 연질토기 窯와 관련한 것
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 反論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조사된 유구
의 현황과 목탄요의 구조 및 세부명칭, 입지, 구조, 탄화공정, 연대 등에 대해서도 논
의하였다. 필자는 기존의 목탄요 부정론에 대한 반론을 4가지로 구분하여 보았다. 첫
째, 無文土器, 軟質土器는 고온으로 인한 燒成에 따른 파손율이 경질토기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窯의 作業場, 燒成部 또는 회원내부에서 토기편이 다수 확인되는 것이 일반
적이나 이 유구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둘째, 다수의 窯에서 소성부 내벽면이
유리질화 되어 있는데, 만약 토기의 소성이 이루어 졌다면 경질에 가까운 토기가 燒
成된다는 점.28) 셋째, 土器窯일 경우 토기의 재임에 사용되는 받침대 그리고 적합한
號 窯의 측면작업장 내부에 位置한 竪穴遺構가 이외의 이 遺構에 대해서는 同一한 見解를 갖
고 있다.
27) 金鎬詳, 2000, ｢古代木炭窯硏究白炭窯를 中心으로｣ 뺷慶州史學뺸19, 慶州史學會에 게재한 논문
을 수정·보완하여 한국고대사학회에 발표한 후, 그 결과를 한국고대사학회, 2002, ｢고대목탄생
산에 대한 고찰｣ 뺷한국고대사연구뺸 26집에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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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토의 채취장소, 공방지 시설 등이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확인되는 것이 보편적이나
이러한 입지조건에 관계없이 遺構가 형성된 점 넷째, 木炭窯에서 확인되는 배수시설
로 볼 때 토기요 배수구 시설과는 차이가 나타나는 점이다.29) 따라서 이러한 근거로
미루어 볼 때 土器燒成 窯로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이 논문은 국내 목탄
요연구에 있어서 논문형식으로는 처음 발표된 것으로 목탄요연구가 학계에 논의되기
시작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30)
金吉植은 ｢古代 炭窯의 築造背景｣31)에서 木炭窯에 대한 肯定論的 입장에 서 있지
만, 목탄요가 제철과 관련된 것이라는 학계의 암묵적인 견해에 대해 제철유적과 관련
된 유구가 아니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현재까지 조사된 목탄요 대부분이 古
墳群 內에 立地하고 있으므로 高塚古墳 또는 墳丘墓의 封墳 盛土와 埋葬主體部 축조
에 필요한 墓炭의 생산을 목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와 관련된 氷庫와
貯藏施設의 상부를 盛土(氷炭․貯藏炭)하고 음식물을 저장하는데 필요한 목탄을 현지
에서 생산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했다. 木炭窯의 성격은 喪葬禮 시스템을 통
하여 파악되어야 한다는 논지로 기존연구에 異見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기존
의 연구가 제철유적과의 관련연구에만 치중되어 온 상황에서 연구시각의 폭과 범위
를 넓혀주었다는 의의를 가진다.
한편, 현재 목탄요의 연구 경향은 금속제련과의 관련성에 집중하여, 각종 發掘調査
報告書에서 製鍊施設과 관련이 있다는 불명확한 주장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
나 일부의 발굴조사보고서에서 명확하지 않은 근거를 들어 무리하게 제철유적과의
관련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 사실이라고는 하나 전체적인 성격에 있어 금속제련유적
과 관련되었다는 것은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32) 다만 이러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제
28) 일반적으로 토기의 소성에 있어 窯內壁의 피열온도 흔적과 비슷한 색상과 굳기를 가진 토기가
생산되기 때문에 窯벽면이 琉璃質化가 될 정도의 高溫이라면 軟質土器의 燒成보다는 硬質의
土器가 燒成되기 때문이다.
29) 土器窯에서의 內部 排水施設은 操業中止時의 濕氣를 배수하는 시설인데 반하여, 木炭窯의 내
부 排水施設은 燒成中의 木材에서 배출되는 습기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 실질적인 구별이 명확하게 조사되어진 例는 없다.
30) 서울大學校博物館, 2001, 앞의 보고서. 註62 재인용.
31) 金吉植, 2001, ｢氷庫를 통해본 公州 艇止山遺蹟의 性格｣ 뺷考古學誌뺸 12号, 韓國考古美術硏究所.
; 金吉植, 2001. 11. 24, ｢古代木炭窯의 築造背景｣ 뺷第4回 東垣學術全國大會發表要旨文뺸 韓國考
古美術硏究所.
32) 釜山大學校博物館, 앞의 보고서. 에서는 경주 천군동 피막유적 ｢라｣ 地區 6号 遺構를 자료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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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유적이 대규모로 확인되는 慶州 隍城洞遺蹟33) 등에서는 많은 數의 木炭窯가 확인
되어야 함에도34)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推定 1基의 목탄요가 조사되는 데 그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철유적과의 명확한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더 많은 자료 축적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硏究狀況을 감안
하더라도 木炭窯가 喪葬禮 시스템의 일환이라는 관점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회의적
이며, 다만 高麗․朝鮮時代에 이르러서 일부 상류층의 묘에서 확인된 예는 있지만 일
반적인 예는 아닌 것이다.
張正男은 日本의 炭窯硏究成果를 인용하여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면서, 木炭窯의
各部名稱과 構造, 型式分類, 發掘事例에 대한 논지를 전개시켰다. 이중 기존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炭窯形式分類를 통한 年代推定은 뜻 깊은 시도였다고 생각하며, 목
탄요 성격에 있어서도 신중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그는 穴澤義功氏가 窯의 構造, 바닥경사도, 측구 수에 따라 窯를 3가지로 類型分類
한 것을 참고로 하여, 窯바닥 경사도와 窯體幅으로 1, 2次의 형식을 분류하고, 측구수
로 3차 분류하였다. 그 결과 時期가 下代로 내려오면서 窯바닥의 경사도가 심해지고,
窯體幅은 넓어지게 된다는 결과를 도출한다. 이러한 양상 國內의 炭窯에 대입한 결과,
古型式은 울주검단리 1號와 월산리 B1-1號로 나타났고, 다음은 나-2號, 늦은 것은 달
천 ｢나｣-1號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炭窯의 形式分類에 있어 그 의의는 인정되
나 기존의 연구에서 形式分類를 시도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古代 白炭窯에 관한 硏究는 시작단계임에도 불구하고 硏究者들의 견해
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遺構의 性格, 年代, 構造, 名稱에 관한 것조차
시하였으나, 뺷천군동피막유적뺸 보고서에서는 6号 遺構를 최근세의 삼가마일 가능성을 제시하
였고, 窯내부에서 확인되는 철재슬래그 등은 인접한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것으로 6号 유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울산검단리마을유적․달천리유적에서 확인
되는 木炭窯를 인접한 달천광산과 관련시켜 보았으나, 考古學的인 證據가 아닌 막연한 추론으
로 제시하고 있다.
33) 國立慶州博物館, 1990, 뺷慶州 隍城洞遺蹟 第一次發掘調査 槪報뺸.
34) 木炭窯와 製鐵遺蹟이 인접해야하는 이유로 木炭의 이동거리가 크면 그만큼 탄소의 입자의 균
열로 炭의 파손이 심하고, 철광석 原石의 移動보다도 목탄의 재료와 경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
므로, 제련유적은 목탄요와 인접한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
는 일본의 木炭硏究에서 제철 시설과 인접한 炭窯가 여러基 발견 되었으며, 國內에서도 月山里
遺蹟, 慶州競馬場豫定敷地 C地區에서 시굴조사에서 확인되었으나 發掘調査에서는 유구의 삭평
으로 조사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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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발굴조
사현장에서는 고대시기의 백탄요로 파악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黑炭窯에 관한 硏究는 白炭窯에 비해 遺蹟의 調査例가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조사
된 흑탄요에서는 形態와 築造方法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
양한 형태와 구조를 갖고 있는 흑탄요는 부분적으로 파괴되고 일부만 잔존한 경우에
연구의 축적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조사에서 불명유구 또는 미확인 유구로 분류되어
지는 실정이다. 기존에 발굴조사 된 유구 중에도 遺構의 性格을 이해하지 못하여 미
상유구, 불명유구, 소토유구 등으로 기록된 다수의 보고서가 있다. 또한 목탄요로 報
告되었다 하더라도 역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히 추론에 그친 例도 있
다.
이러한 理由는 白炭窯의 경우 전국 또는 국내외적으로도 동일한 유구 형태를 갖추
고 있지만, 반면 흑탄요는 遺構의 形態와 構造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부분만
교란되거나 파괴되었다 하더라도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遺構內部에
서도 木炭을 除外하고는 유구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나 연대를 추정 할 수 있
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세․근세시기의 목탄요는 최근년에 들어서야 차츰 조사례가 조사되고 있으며,
조사된 예도 흑탄요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설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
자가 생각하기는 고대시기에는 백탄으로만 도달 가능했던 열효율이 중세 ․ 근세시
기에 이르러서는 흑탄으로도 백탄의 효율을 올릴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전되었기 때
문이다. 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고대의 백탄이 제철과 관련되는 용도로 사용되었
을 것을 감안한다면 중세․근세시기에 이르러서는 송풍구의 발달과 제철기술의 변화
등 흑탄으로도 충분한 열에너지를 일정하게 발생시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백탄을 소성했을 때의 작업의 번거로움과 생산량 등을 흑탄의 그것과 비교한다면 어
쩌면 흑탄으로의 생산변화가 당연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현재까지 흑탄요에 대한 연구는 필자가 2003년에 발표한 ｢近世 韓國의 木炭窯 硏
究｣35)를 제외하고는 학계에 논의된 바 없다. 이 논문에서는 國內에서 조사된 黑炭窯
의 構造를 復元하여 圖面化시켰으며 細部名稱을 정리하였다. 발굴조사된 목탄요에

35) 金鎬詳, 2003. 8, ｢近世 韓國의 木炭窯 硏究｣ 뺷大丘史學뺸 第 72輯, 大丘史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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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類型分類를 시도 하여 近世時期 木炭窯의 構造36)를 築造式 木炭窯와 掘壙式 木
炭窯로 구분하고, 築造式에서는 4型으로, 堀壙式은 3型으로 구분하였다. 이외에도 발
굴조사된 목탄요에서 출토된 목탄의 수종분석37)에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
반적으로 참나무과의 목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
다. 이는 기존 학계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던 중세․근세시기의 목탄요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갖고 있다.

38)

Ⅳ. 木炭 製造工程

현대 목탄요에서 목탄을 만드는 공정은 목재 채우기, 점화, 탄화, 정련 및 소화과정
으로 구분된다. 백탄의 공정과 흑탄의 공정은 마지막 단계에 기인한다.

1. 탄목 구하기
예전에는 탄목에 따라서 窯가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대에 들어오게 되
면서 벌채가 이루어진 곳으로 가서 사오거나 목상으로부터 구입하게 된다. 모든 나무
는 다 숯감이 될 수 있지만 무겁고 잘 부숴지지 않아야 좋은 탄이다. 그래서 숯감으로
갈참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물참나무, 졸참나무 등과 같은 참나무가 으뜸으로 꼽
힌다. 그러나 약용으로 사용되는 탄은 소나무가 가장 좋다고 한다. 목탄소성에는 수
령이 20년쯤 된, 지름 12~15cm인 참나무가 가장 좋으며 그것도 베어낸 직후가 가장
좋다.

36) 築造式窯와 堀壙式窯는 村田文夫가 말한 物質文化硏究, 1991, ｢發掘調査さおた炭素窯の基礎的
硏究｣ 뺷物質文化뺸55輯에서 築窯製炭式窯와 坑內製炭遺構를 기준으로 한국적인 표현을 시도하
여 보았지만, 현재로서는 한글로 표현할 만한 단어가 없어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다. 추후 遺構의 性格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이 있다면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 이전
발표에서 堀壙式窯를 필자는 구덩이式으로 표현한 바 있다.
37) 樹種分析에 대해서는 강애경((재)성림문화재연구원 보전처리실)의 경주 경마장예정부지 B地
區․울산 신현동유적 출토 목탄수종 분석자료에 의한 바 크다.
38) 木炭의 製造過程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박물관, 2001. 뺷용원리유적뺸 보고서에서 자세히 기술되
어 있다. 이를 근거로 他資料를 이용하여 보완하였으며, 필자가 탄요공장에 체재하면서 작업자
들로부터 들은 작업과정을 병행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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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窯에서는 炭木의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적재하여 사용하고 있다.

2. 탄목 채우기
목재를 채우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窯바닥에 종횡으로 잔가지 등의 나무을 채워 넣
기도 한다.39) 이는 탄화가 되지 않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黑炭窯에
서 많이 행해진다. 다음으로 이 위에 탄으로 만들 목재를 채우는데, 窯의 높이에 맞게
나무를 자른 다음 공기의 유입과 배출이 탄화과정에 용이하게 진행되도록 목재를 차
곡차곡 채워서 넣는다. 탄재를 채우는 순서는 배연구 앞쪽으로부터 좌우의 窯벽을 향
해서 반달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차례로 窯口 쪽을 향해 채워간다. 이 때 배연구 앞에
는 연기와 가스가 용이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다소 간격을 띄어 채우도록 하여야하
며 주위의 벽에 가까운 부분에는 비교적 가느다란 탄재를 세워서 채우고, 중심부에는
굵은 탄재를 세우도록 할 것과 밑둥을 위로해서 채워야한다. 탄화실의 앞쪽은 탄화가
덜되거나 과도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교적 불량한 목재는 앞쪽에 양질의 것은 뒤
쪽에 놓는다.
탄재와 천장의 사이에 남아있는 공간부에는 짧게 자른 가지를 채워 상목으로 하되,
상목은 탄화의 열원이 되므로 조심성 있게 채워야한다. 탄화실 깊이가 250cm의 흑탄
요는 탄화실 용적이 대개 4.5~5.6m이며 세우는 나무를 2,500~3,000㎏ 채울 수 있다.
백탄요의 탄화실 용적은 대체로 3m이며 1,500～2,000㎏ 채워 세울 수 있다.

3. 점화작업
탄화실 내부에 목재를 채운 후에 입구의 아래쪽을 조그만 바람구멍을 남겨 놓고 막
은 후 출입구 위쪽의 빈 공간을 통해서 목재의 윗부분에 불을 붙인다. 그 후 작업의
진행과정을 살펴 나머지 공간을 전부 공간으로 막고 아래쪽의 바람구멍을 통해 공기
의 유입을 조절한다.

39) 이때 잔가지 등을 채워 놓는 것을 敷木 또는 숯탄재라고 하며, 요바닥에는 직경 3cm, 길이 60cm
내외의 굵기를 가진 가지를 3~6cm 간격으로 점화실 쪽을 향해 세로로 깔아 놓는다. 탄화시 이
를 시설하지 않으면 탄재를 세워 놓았을 때 연기가 잘 순환되지 않아 未탄화와 회화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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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窯의 지붕에 뚫어 놓은 3개의 구멍을 통해 목탄요 안에 번지는 불길을
확인하거나 목탄요에 유입되는 공기를 조절한다. 목탄요 내부에 불을 지피면 불기운
이 창굴과 연기구멍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통에 불길은 아궁이 쪽에서 뒷벽쪽으로,
나무의 윗동에서 밑동 쪽으로 번져나간다. 이렇게 4시간 쯤 지나면 모든 숯감나무에
골고루 불이 붙는데, 이 때 작업자는 뒷벽쪽으로 번지는 불을 창굴로 유심히 살펴야
한다. 불길이 잘 번져오면 두세 시간마다 창굴 3개를 조금씩 막아간다. 그런 뒤에 뒷
벽쪽의 탄목까지 모두 불이 붙으면 창굴과 아궁이를 완전히 막아 공기가 들어가지 않
게 한다.
現代窯에서는 목재상부에 올린 상목에 점화를 함과 동시에 가열실이 설치되어 있
는 경우에 가열실에서 뜨거운 가스를 탄화실로 공급하여 탄화실의 내부온도를 상승
시킨다. 탄화실의 온도가 발열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300℃)에 도달하면 상
목이 탄화되기 시작하고 이후 본 목재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점화는 종료가 된다. 현
대 窯에서 이렇게 점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탄의 공급이 모자라게 되면서부터 탄 굽는
시간을 단축하고 점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스를 사용한다.

4. 탄화
탄화과정40)은 입구쪽의 바람구멍과 굴뚝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는 것으로 자연히
40) 탄화과정은 以下, 구자임, 2000. ｢목탄요에 의한 숯 제조 조작②｣ 뺷산림뺸8월호, 산립조합중앙회.
의 내용 일부를 재인용 한 것이다. 목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탄소가 50％, 산소가 44％, 수
소가 6％로 이루어져 있다. 목재에 공기를 공급하면서 태우면 완전 연소하여 재만 남게된다.
그러나 공기를 차단하고 불완전 연소시키면 목탄이 만들어지게 된다. 탄재의 온도가 100℃까지
는 수분이 증발될 뿐이고 열분해는 일어나지 않는다. 100℃를 지나서부터 열분해가 서서히 일
어 나고 150℃부터는 점차 빨라지며, 200℃부터는 급속해져 275℃가 되면 빨라지며 강한 열로
인하여 분해생산물이 생긴다. 이때 외부로부터 주는 열기 이상으로 수시로 열을 발하는 자열반
응이 생기는데 이 온도는 외부 가열온도보다 30~40℃가 더 높다. 자발반응열이 발생하는 기간
은 그다지 길지 않고 이 기간만 지나면 분해생산물은 급격히 감소하므로 연기의 발생량도 적어
진다. 그러나 窯內의 온도는 상승하여 540~700℃까지 상승하고 최후에는 목탄이 남게 된다. 이
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275℃에서 탄화하고 나중에 고열을 가하여 제탄을 끝마치는 것이 이상
적이지만, 목탄생산에 있어서 온도의 조절이 곤란하여만 약 275℃ 이하로 된다면 불이 꺼져버
리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대개 이 보다 높은 온도에서 탄화하는 것이다. 목재를
1,100℃까지 온도를 올리면서 탄화하면 목탄은 절건목재 100에 대하여 24.7％, 유출액은 51％,
가스는 24.3％로 된다. 이는 건류되어 액상으로 되는 타르와 목초액 50％정도, 목탄이 25％, 가
스로 되어 기체로 날아가는 것이 25％정도이다.

-+-

韓國의 木炭窯 硏究現況 19

진행된다. 불이 붙은 나무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서서히 타면서 내려간다. 탄화의
진행과정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의 색깔을 보고 파악할 수 있다. 점화초기에 상목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갈색의 연기가 나오며 이후 탄화가 진행되면 나무에서 수증기가
나오면서 다량의 수분을 포함한 백색의 연기가 표출된다. 이후 수증기의 양이 점차
줄어들면서 연기의 색은 청백색, 청색으로 변하여 수증기가 없어지고 일산화탄소 등
의 가스만이 배출되는 무색으로 바뀐다. 탄화과정은 백탄과 흑탄은 구분된다.
․白炭 炭化工程 : 點火→炭化→精鍊→窯內消化→窯出
․黑炭 炭化工程 : 點火→炭化→精鍊→窯外出→消火

5. 정련 및 소화과정
정련과 소화과정은 탄화가 종료되어갈 즈음에 출입구를 일부 헐어 공기를 유입시
켜 탄화실의 온도를 높이면서 시작된다. 정련은 窯내부로 다량의 공기를 통과시켜 탄
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탄소분자가 결합하여 탄질을 개량하는 작업이다. 흑탄은 탄화
실의 내부온도가 500~800℃에 이르러 탄이 불게 타오를 때 일부 헐어냈던 출입구와
굴뚝을 막아 탄화실을 밀폐해 소화시킨다. 이후 2~3일이 지나 탄화실의 온도가 100℃
이하로 떨어지면 입구를 헐고 탄을 꺼낸다. 백탄은 공기의 유입으로 탄화실의 온도가
900℃에서 1000~1200℃에 이르면 발열상태의 탄을 꺼내어 준비한 소분을 덮어 소화
시킨다. 窯에서 불을 붙이고 난 후 대체로 7일 정도가 지나면 아궁이를 열고 탄을 꺼
내는데, 요즈음에는 창굴의 크기를 조절해 6일 만에 炭을 만들어 내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렇게 빠르게 생산하게 되면 탄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한다.
백탄은 생산되기 까지가 4~7일 정도 걸리며 흑탄의 경우 정련과정 후 바람구멍과
굴뚝을 완전 밀폐한 후 2~3일의 자연 소화과정을 거친다.

Ⅴ. 맺음말
목탄은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全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된 열에너지
원이었다. 이러한 목탄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공해산업으로서 또는 생산과정의 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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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업과 생산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목탄요는 기계식요(機械式窯)로 변화되어 전
통방법의 목탄생산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러한 점을 염두해 두고 국내에서 발굴조사된 목탄요와 향후 사라지게 될 목탄요에
대해 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고대의 목탄요에서 근․현대의 목
탄요를 살펴보았다.
발굴조사 된 고대시기의 목탄요는 현재까지 모두 백탄요만 조사되었고, 고대 백탄
요는 측구를 여러개 가진 장타원형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窯의 성격과 관련
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어왔고, 아직까지도 그러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목탄요의 입지는 탄목의 채취가 용이하고, 배수가 편리하며, 풍향의 조건이 좋은
도심외곽의 완만한 구릉경사면에 주로 입지하나 소수이지만 구릉의 정상부나 평지에
위치하기도 한다. 백탄요의 시기는 窯 내부에서 유구와 관련해서 출토되는 유물이 목
탄 이외에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 유구의 연대 측정에 있어서 고고지자기측
정이나 소량의 내부출토 유물에 의하여 시기를 파악한다. 지금까지 여러 결과를 바탕
으로 필자는 고대시기의 백탄요는 AD.4~7世紀에 한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세ㆍ근세시기의 목탄요는 근년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유구가 조사되었으며 현재
까지 조사된 목탄요는 모두 흑탄요 밖에 조사되지 않고 있다.
발굴조사된 목탄요에서 출토된 목탄의 수종분석에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참나무과의 목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수습된 목탄편
으로 확인하였다.
근ㆍ현대시기에 있어서의 목탄요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전통식과 재래식목탄요가 전해져오고 있다. 그러
나 이 시기의 목탄요들은 현재 급속하게 소멸해가고 있으므로 조업중에 있는 몇몇의
목탄요를 기록화 시켜 남겨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고고학적인 대상으로만
연구하였을 경우 목탄의 사용례와 수급 및 유통관계를 통한 사회전반에 끼친 영향을
조사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외에도 목탄요의 연대측정에 주로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였다. 자연과학
적인 측정결과는 아직까지 유적․유구의 실제연대와 오차가 매우 커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뿐 유구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아직 다다르지 못하
였다. 향후 계속적으로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결과가 예상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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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Study on Korean Charcoal Kiln

A charcoal has been used from ancient time as a source of heat energy. The domestic study
on charcoal kiln has been begun by archaeological research after 1990s.
The charcoal is divided with tough and soft in hardness, black and white in process of make
it and on surface.
The black charcoal is refined in kiln and naturally burnt a some 600~700℃. After it is put
in kiln at 100℃ for 2~3 days, taken out. It includes gas in kiln because of imperfect
combustion so ignition is very easy, heating power is strong. It suddenly makes high
temperature on the other hand doesn't maintain heat so long. It is used as cooking and heating
in home.
The white charcoal is burnt at 800~1300℃ and carried out. It is covered with subdivision
mixing ash and earth, compulsorily extinguished. A surface of white charcoal is light gray, a
density and specific gravity are high. Because it maintains high heat long, it is used as making
iron and refining.
The location of charcoal kiln is easy to collect woods and supply water, have good wind.
There is charcoal kiln on incline of hill but a few is top of it and flat. Estimating the age of
ancient charcoal kiln is presumed to constructed between A.D. 4 and 7C by measuring
terrestrial magnetism or examining remains in it. The black charcoal kiln of the Middle and
Modern age alone has been excavated. Analyzing species of tree identified in excavation, the
wood has been used with an oak from ancient times.
Now the charcoal kiln working in korea rapidly disappears, the materials of it has to be
recorded. I suggest that we hand down it to our offsp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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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木炭窯の研究現況

木炭は古代から近代にいたるまで、全世界で最も普遍的に利用された熱エネルギー
源であり、国内の木炭窯に対する研究は1990年代以降、考古学的調査によって始まっ
た。
木炭は硬度によって硬炭と軟炭に区分され、炭化過程と炭の表面によって黒炭と白
炭の二種類に分類される。
黒炭は600～700℃で精鍊した後、窯の内部で自然燃焼させ、2～3日間窯の中に置い
て、100℃程度になったときに取り出したものである。黒炭は不完全燃焼されたた
め、木炭内にガスを含んでおり、そのため着火が容易で火力が強い。しかし、急速に
高い温度を出すことができる反面、長く維持できず、炊事․暖房および家庭で必要な
生活用の炭として使用された。
白炭は800～1300℃の高温度で精錬してから取り出し、土と灰を混ぜた消粉を被
せ、強制的にすばやく火を消すことによって生産される。白炭は外面が灰白色であ
り、炭質が緻密で堅いため高温を長時間維持することができ、古代から製鉄․精錬作
業に利用されてきた。
木炭窯の立地は、木炭の採取が容易で排水が便利で、かつ風量の条件が良い都心外
郭の緩慢な丘陵傾斜面に主に位置しており、少数であるが丘陵の頂上部や平地に位置
することもある。古代白炭窯の年代は考古地磁気測定や内部から出土した遺物によ
り、AD.4～7世紀に限定されるものと推定される。
中․近世の木炭窯の調査ではこれまで黒炭窯のみが調査された。木炭窯の発掘調査
で得られた木炭の樹種分析によって、炭木はクヌギ科の木材が古代から現代にいたる
まで主流をなしていたことがわかった。
国内で操業中の木炭窯は現在、急速に消滅しており、操業中である木炭窯の資料を
記録し、後世に残す必要性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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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的木炭窯硏究現狀

木炭是從古到今在世界范圍內普遍使用的熱能材料，一九九零年以来韓國境內才開始
對木炭窑进行了考古學的調査硏究。木炭根据它的軟硬度可區分为硬炭和軟炭，又根据
炭化过程可把木炭分爲黑炭和白炭兩种。
黑炭指在600至800℃高溫中提煉，然后在窑里自然燃燒兩至三天，等溫度達到100℃
時取出來的木炭。黑炭爲了達到不完全燃燒的木炭，內含有煤气，因此具有易燃烧火力
强的特点。但是由于黑炭具有急熱性，因此多年來一直用于家庭生活中的取暖炊灶。
白炭指在800至1300℃的高溫中提煉后取出，用泥灰摻和的消粉盖上，快速而强制性
的滅掉火苗而生産出來的木炭。白炭的表面呈銀灰色，炭的質量好，比重高，旣堅硬又
結實，可長久保持高溫狀態，因此古代開始用于冶煉和制造工程。
木炭窯的所設之地應是城市郊區，應易就地取材、排水方便、風向明确的丘陵斜坡地
段爲宜。个別的木炭窯設在丘陵頂部的平面地區。古代白炭窯的年代表是根据考古地磁
測量或出土文物而猜測爲AD.4-7世紀。
中世紀、現世紀對木炭窯的調査到目前爲止還只是黑炭窯和白炭窯。在調査發掘木炭
窯的過程中根据所收集的木炭树种分析，我們不難發現主要的炭木材料從古至今都是以
橡樹爲材料使用的。
韓國境內所建造的木炭窯，目前不斷地被毁掉，該文提出了對木炭窯資料的書面記彔
的重要性及留作歷史性材料傳給后一代的必要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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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日本에서는 量의 多寡는 있으나 北海道地域을 除外한 全域에서 高麗靑瓷가 出土되
고 있다.1) 日本 貿易陶瓷에서 차지하는 高麗靑瓷의 比率은 매우 限定되어 있으나 高
+ 이 글은 財團法人 日韓文化交流基金 支援에 의한 “日本 遺蹟出土의 高麗靑磁 硏究(2003/10/21～
2004/10/20)” 結果이다. 또한 이 調査가 可能하도록 積極 協助하여 주신 國立歷史民俗博物館․鎌
倉市敎育委員會․鎌倉考古學硏究所․神奈川考古學財團 등 여러 機關과 小野正敏(國立歷史民俗
博物館)․手塚直樹(靑山學院大學) 등 여러 硏究者들께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1) 日本出土 高麗靑瓷에 對한 代表的인 論著는 다음과 같다.
① 降矢哲男, 2000, ｢遺跡出土の高麗靑磁｣ 뺷南島考古뺸 19, 沖繩考古學會.
② 降矢哲男, 2002, ｢韓半島産陶磁器の流通-高麗時代の靑磁を中心に-｣ 뺷貿易陶磁硏究뺸 22, 日本
貿易陶磁硏究會.
③ 國立歷史民俗博物館, 1994, 뺷日本出土の貿易陶磁뺸
④ 國立歷史民俗博物館, 2005, 뺷東アジア中世海道-海商․港․沈沒船-뺸
⑤ 茶道資料館, 1990, 뺷遺跡出土の朝鮮王朝陶磁 -名碗と考古學-뺸
⑥ 茶道資料館․關西近世考古學硏究會, 1990, 뺷遺跡出土の朝鮮王朝陶磁뺸 シンポジウム.
⑦ 大阪市學藝員等共同硏究實行委員會, 2001, 뺷海を渡つた翡色のやきもの -日本出土の高麗靑磁-뺸
⑧ 東京國立博物館, 1993, 뺷日本出土の舶載陶磁 -朝鮮․ベトナム․タイ․イスラム-뺸
⑨ 東京國立博物館, 2000, 뺷日本出土の舶載陶磁 -朝鮮․渤海․ベトナム․タイ․イスラム-뺸
⑩ 森本朝子․片山まび, 2000, ｢博多出土の高麗․朝鮮陶磁の分類試案 -生産地編年を視座とし
て-｣ 뺷博多硏究會誌뺸 8, 博多硏究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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麗靑瓷의 出土는 日本과 高麗의 交流를 實證的으로 뒷받침하는 遺物로 매우 重要하
다. 또한 이를 通해 當時 日本人의 高麗靑瓷에 對한 選好度와 高麗靑瓷 硏究에도 많
은 資料를 提供하고 있다. 特히 編年이 正確한 遺蹟에서 出土된 高麗靑瓷는 編年에
論難이 있는 高麗靑瓷 硏究에 重要한 資料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日本 遺蹟出土
高麗靑瓷 가운데 體系的인 調査가 이루어져 編年이 安定的인 鎌倉地域 出土 高麗靑
瓷의 性格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通해 高麗靑瓷의 編年과 遺物의 性格을 生産地的
觀點에서 檢討하고자 한다.
鎌倉은 鎌倉時代(1185～1338年)의 中心都市로 다른 地域에 比해 매우 많은 高麗靑
瓷가 出土되고 있다. 이는 九州의 博多보다는 적은 數量이지만2) 首都였던 京都에 比
하면 多量으로 短期間에 많은 數量의 靑瓷가 使用되었다는 것은 鎌倉地域에서 特히
高麗靑瓷를 選好하였음을 알려 주는 證據이다. 따라서 鎌倉地域 出土 高麗靑瓷의 性
格을 밝히는 것은 中世 日本과 高麗의 文化交流의 樣相과 陶瓷史 等을 硏究하는데 매
우 重要하리라 생각된다. 이를 爲해 이제까지 調査된 鎌倉地域 出土(35遺蹟 62点) 高
麗靑瓷의 現況을 遺蹟別로 살펴본 後 그 性格을 檢討하고자 한다.3)

Ⅱ. 鎌倉幕府의 對外關係
鎌倉幕府가 源賴朝에 依해 成立된 時期에 對해서는 1180年說과 1183年說, 1185年
說, 1192年說 等으로 多樣하다. 여기서는 鎌倉地域에 高麗靑瓷가 流入된 交易을 中心
으로 한 鎌倉幕府의 對外關係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4)
⑪
⑫
⑬
⑭
⑮

世界陶磁器엑스포財團, 2001, 뺷東北亞陶磁交流展뺸 2001
手塚直樹, 1985, ｢鎌倉出土の高麗靑磁｣ 뺷三上次男博士喜壽記念論集뺸 陶磁編, 平凡社.
日本貿易陶磁硏究會, 1985, 뺷貿易陶磁硏究뺸 5.
日本貿易陶磁硏究會, 2004, 뺷高麗靑磁の生産と流通뺸 第25回硏究集會資料集.
日本貿易陶磁硏究會, 2005, 뺷貿易陶磁硏究뺸 25.

2) 九州地域이 對外交流의 窓口라는 理由도 있으나 後期靑瓷가 많은 量을 占有하고 있어 倭
寇猖獗에 依한 掠奪의 結果도 反映되었다고 推定된다.
3) 2004년 10월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各 遺物의 編年은 出土層位를 基準으로 한 것이며 發掘
調査團(調査者)의 見解를 따랐다. 遺物의 器種과 器形은 最近의 成果를 反影하여 筆者가 部分的
으로 修正하였다.
4) 다음의 글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① 뺷高麗史뺸․뺷高麗史節要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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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의 對外政策은 貿易에 있어서도 對象 國家에 따라 性格을 달리 하였다. 卽, 對
宋交易은 積極的으로 實施하여 中東商人들까지도 來往할 정도로 活潑하였다. 그러나
日本과는 金州(金海)에 客館을 設置하여 每年 1回 2隻의 進奉船만을 派遣 交易하도록
約定하고 있어5) 日本에 比해 매우 消極的이며 制限的이었음을 알 수 있다.6) 따라서
麗․日交易은 高麗와 大宰府 사이에 進奉船을 通한 制限的인 公務易이 中心이었다.
이러한 制限的 交易도 睿宗 以後 거의 斷絶되었는데 特히, 明宗 以後 13世紀는 武臣
亂 等 複雜한 國內問題와 對蒙抗爭 等으로 麗․日關係도 圓滿하지 못했다. 따라서 鎌
倉時期의 交流는 매우 限定的으로 記錄되어 있는데, 元의 日本 遠征(1274年과 1281年)
以前보다는7) 遠征과 關聯되어 1267年8) 以來 日本의 服屬을 要求하는 元 使臣의 案內
와 元의 要求에 依한 使節 派遣, 日本 使節團의 訪問 等 限定的이지만 持續的으로 文
物交流가 이루어졌다.9) 卽, 元의 征東 野慾으로 因한 對立과 反目의 時期였으나 이를
② 羅鍾宇, 1992 ｢韓國 中世 對日交涉史 硏究｣ 檀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③ 李 領, 1999 뺷倭寇と日麗關係史뺸 東京大學出版會.
④ 網野善彦, 1997 뺷日本社會の歷史뺸 中, 岩波書店.
⑤ 鎌倉考古學硏究所, 1994 뺷中世都市鎌倉を掘る뺸 日本エディタ-スク-ル出版部.
⑥ 大橋康二, 2004 뺷海を渡った陶磁器뺸 吉川弘文館.
⑦ 中村榮孝, 1965 뺷日鮮關係史の硏究뺸上, 吉川弘文館.
5) 뺷高麗史뺸 25卷, 世家 25, 元宗 1, 癸亥 4年(1263) 夏4月 甲寅 : 두 나라가 交通한 以來 每年 正常的
인 進奉은 一回이고, 一回에 배는 2隻으로 決定하였으며….(自兩國交通以來歲常進奉一度船不過
二艘設….)
6) ① 뺷高麗史뺸 22卷, 世家 22, 高宗 1, 丁亥 14年(1227) 5月 乙丑 : 日本國에서 便紙를 보내 賊船이
우리 邊境을 侵掠한 罪過를 謝禮하는 同時에 友好關係를 맺고 通商할 것을 請하였다.(日本國
寄書謝賊船寇邊之罪仍請修好互市.)
② 뺷高麗史뺸 26卷, 世家 26, 元宗 2, 丁卯 8年(1267) 春正月 : 日本은 本來 우리 나라와 通好하지
않았으며 다만 對馬島 사람들이 때때로 貿易하러 金州(現 金海) 땅에 왔다갔다할 따름이다.
(日本素與小邦未嘗通好但對馬島人時因貿易往來金州耳.)
7) ① 뺷高麗史뺸 22卷, 世家 22, 高宗 1, 丙子 3年(1216) 2月 己丑 : 日本國 僧侶가 와서 佛法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다.(日本國僧來求其法.)
② 뺷高麗史뺸 23卷, 世家 23, 高宗 2, 癸卯 30年(1243) 9月 壬申 : 金州 防御官이 報告하기를 日本
國에서 土産物을 바치는 同時에 風浪에 漂流하여 갔던 우리 나라 사람을 돌려 보냈다고 하였
다.(金州防禦官報 日本國獻方物又歸我漂風人.)
③ 뺷高麗史뺸 25卷, 世家 25, 元宗 1, 癸亥 4年(1263) 夏4月 甲寅 : 大官署丞 洪泞와 詹事府錄事 郭
王府 等을 日本國에 보내 海賊을 禁止할 것을 要求하였다.(遣大官署丞洪泞詹事府錄事郭王府
等如日本國請禁賊.)
8) ① ｢蒙古國牒狀｣ 1266年 元 世祖 發行(東大寺圖書館 所藏)
② ｢高麗國牒狀｣ 1267年 高麗 元宗 發行(東大寺圖書館 所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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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決하기 爲한 使臣 訪問으로 高麗靑瓷가 鎌倉幕府에 流入될 수 있었다. 또한 珍島의
三別抄 政府에서도 1271年 獨自的으로 日本에 使臣을 派遣하고 있는데 이를 通해서
도 高麗의 文物이 流入되었으리라 推定된다.10)
鎌倉幕府는 大宰府로부터 九州支配와 貿易管理 權限을 接受하여 南宋과 積極的인
交流를 實施하였다. 이를 爲해 幕府가 直接 貿易船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幕府의 實
力者들도 獨自的으로 中國과의 交易을 實施하여 富를 蓄積하였다. 또한 幕府는 律僧
과 禪僧 等의 勸進上人을11) 支援하였는데 이들 亦是 貿易船을 建造하여 中國과 直接
交易을 實施하여 外來文物의 流入을 促進하였다. 勸進上人들의 活動은 新安海底遺蹟
을 通해서도 알 수 있으며, 高麗靑瓷도 小量 出土되었지만 重要한 交易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12)
幕府는 中國과의 交流를 通해 學文과 文化, 技術, 思想 等 多樣한 人的 物的 交流를
實施하여 獨自的인 宋風中心의 새로운 文化를 創造하고자 하였다. 武家人들은 幕府
의 成立으로 地位가 安定되고 權限이 强化되자 京都의 貴族文化와 中國文化를 받아
들여 現實的이며 實質的인 그들만의 文化를 創造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한편 1191年
榮西가 宋에서 歸國하여 1199年 佛敎 勢力이 弱했던 鎌倉에서 禪宗(臨濟宗)과 함께
茶를 널리 傳播하였다. 禪宗의 修行方法은 武士들의 家風과 類似하여 茶와 함께 鎌倉
에 널리 擴散되어 陶瓷文化의 擴大에 重要한 役割을 하였다. 또한 鎌倉은 幕府의 中
心地로 새롭게 整備된 都市가 必要하였으며, 많은 物産이 集結하여 消費都市로서의
面貌도 갖추게되었다. 따라서 多樣한 文化와 文物이 流入되어 새로운 鎌倉을 創造하
였는데 高麗靑瓷도 이런 背景에 맞추어 새로운 文化的 要素로 流入되었다고 推定된다.
鎌倉時代는 國內外 商品 流通經濟가 매우 發達된 時期였다. 對外交易에서는 陶瓷
가 가장 重要한 物品이었는데, 特히 中國靑瓷가 가장 많이 流入되었다. 中國陶瓷에
比해 小量이지만 日本의 다른 地域에 比해 많은 高麗靑瓷가 鎌倉에 流入되었다. 이들
高麗靑瓷의 流入은 새로운 禪佛敎의 流入 等 京都와는 다른 鎌倉만의 獨自的 文化를
構築하고자 努力하였던 鎌倉人들의 새로운 文化流入에 따른 結果로 생각된다. 卽 禪
文化가 擴散되었던 鎌倉地域에서 靜的이며 自然的 佛敎的 色彩가 强한 高麗靑瓷가
9)
10)
11)
12)

뺷高麗史뺸에 1268년, 1271년, 1272년, 1273년, 1275년, 1279년, 1286년, 1292년 등의 기록이 있다.
｢高麗牒狀不審條條｣ 1271年(東京大學 史料編纂所 所藏; 三別抄 發行 文書에 對한 檢討文)
이들은 勸進를 通해 資本을 모아 寺社의 造營과 修理 等 土木建築事業을 실시하였다.
文化財管理局 뺷新安海底遺物뺸 Ⅰ‧Ⅱ‧Ⅲ‧綜合, 1983․1984․1985․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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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好되었을 可能性이 매우 높다. 따라서 高麗와 日本의 使臣 往來와 中國과의 活潑한
貿易을 通해 持續的으로 高麗靑瓷가 流入되어 使用된 것으로 判斷된다.

Ⅲ. 鎌倉出土 高麗靑瓷의 現況
1. 官衙
1) 宇都宮辻子幕府跡13)
① 靑瓷象嵌蓮瓣文甁(圖面 1, 寫眞 1)
甁의 肩部로 胎土는 灰白色으로 微細한 砂粒이 섞여 있다.
釉는 不透明의 暗靑綠色을 띠고 있다. 文樣은 黑白象嵌의 蓮
瓣文이 確認된다.
宇都宮辻子幕府跡(小町 2丁目 361番 1地点), 遺構外 下層出
寫眞 1.
靑瓷象嵌蓮瓣文甁

土, 13世紀中葉.

2. 武家 家屋
1) 若宮大路周邊遺蹟
(1) 扇ヶ谷 1丁目 74番 8․10地点14)
① 靑瓷象嵌牡丹文甁(圖面 2, 寫眞 2)
甁片으로 文樣은 黑白象嵌의 牡丹文 一部가 確認된다. 透
明한 釉가 均一하게 施釉되었으며 氷裂이 있다.
若宮大路周邊遺蹟(扇ヶ谷 1丁目 74番 8․10地点), 3面 出土,
13世紀中葉～13世紀後葉.
寫眞 2.
靑瓷象嵌牡丹文甁

13) 宇都宮辻子幕府跡發掘調査團, 1996, 뺷宇津宮辻子幕府跡發掘調査報告書-小町二丁目361番1地点-뺸
14) 若宮大路周邊遺跡群發掘調査團, 1999, 뺷若宮大路周邊遺跡群發掘調査報告書-扇ヶ谷1丁目74番
8․10地点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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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雪ノ下 1丁目 210番地点15)
① 靑瓷象嵌葡萄童子文瓢形注子(圖面 3, 寫眞 3)
瓢形注子의 胴體部로 判斷된다. 黑白象嵌의 葡萄와 白象嵌의 葡萄잎, 黑白象嵌의
葡萄를 잡고 있는 童子 손 部分이 確認된다. 釉는 外面은 두텁게 施釉되었으나 釉層
이 均一하지 않고 部分的으로 氷裂이 있다. 內面은 얇고 均一하게 熔融되었다. 酸化
되어 黃褐色調를 띠며 內外 全面에 氷裂이 있다. 胎土는 氣泡와 雜物이 많으나 精選
되었다. 酸化燔造와 함께 燔造溫度가 낮아 胎土의 燔造狀態가 좋지 않다. 胎土의 質
感이 低溫燔造로 因해 軟質의 느낌을 준다. 內面에는 部分的으로 成形時의 물레 回轉
痕이 남아 있다. 大阪市立美術館所藏 靑瓷象嵌葡萄童子文瓢形注子(寫眞 65)16) 等과
類似하다.
若宮大路周邊遺蹟(雪ノ下 1丁目 210番地点), Ⅱ面 舊期 板圍い住居 出土. 13世紀 後
半～14世紀 前半, 現高 8.3, 現幅 7.0, 厚 0.6～1.0㎝.

寫眞 3. 靑瓷象嵌葡萄童子文瓢形注子

(3) 小町 1丁目 106番 1他地点17)
① 靑瓷陰刻蓮瓣文甁(圖面 4, 寫眞 4)
外低部에 陰刻蓮瓣文帶가 남아 있어 陰刻蓮花折枝文長頸甁 또는 陰刻如意雲文長頸
甁으로 判斷된다. 文樣은 外低部의 陰刻蓮瓣文帶만 確認된다. 外面의 釉는 火災로 氣
泡가 있으며 變色되었다. 內面은 翡色調의 두터운 釉가 均一하게 熔融되었으며 部分
的으로 氷裂이 있다. 굽과 굽안바닥 가장자리는 施釉 後 닦아내었으며 굽바닥에 거친
15) 鎌倉市敎育委員會, 1990, ｢若宮大路周邊遺跡群-雪ノ下一丁目 210番地地点｣ 뺷鎌倉市埋藏文化財
緊急調査報告書뺸 6, -平成元年度發掘調査報告16) 國立中央博物館, 1989, 뺷高麗靑磁名品特別展뺸 p. 146.
17) 若宮大路周邊遺跡群發掘調査團, 1999, 뺷若宮大路周邊遺跡群-小町一丁目106番1他地点 第1次-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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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 4. 靑瓷陰刻蓮瓣文甁

耐火土를 받쳐 燔造하였다. 그리고 굽안바닥 中央에 지름 2.0㎝의 陰刻 ｢○｣ 또는 ｢◉｣
文을 施文하였다.
이 甁은 鎌倉에서 陰刻蓮花折枝文梅甁이 많이 出土되고 있어 靑瓷陰刻蓮花折枝文
長頸甁일 可能性이 많다. 특히 굽안바닥에 ｢◉｣文을 시문한 陰刻蓮花折枝文長頸甁이
國立中央博物館에 所藏(東垣 1217; 寫眞 5)되어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18) 그리고
굽안바닥에서 確認되는 陰刻｢○｣(｢◉｣)文은 全羅南道 康津郡 大口面 沙堂里 8․23․
27窯址 等 限定된 陶窯址에서만 確認되는19) 特徵的 文樣으로 1232年 下限의 坡州 惠
陰院址와20) 1237年 築造의 江華 碩陵에서 確認되고 있어21) 製作地와 製作時期를 알
수 있는 資料이다.

寫眞 5. 靑瓷陰刻蓮花文(｢◉｣)甁
18) 韓國考古美術硏究所, 1997, 뺷東垣李洪根蒐集名品選뺸 -陶磁編-, pp. 14․15․228.
19) 崔宣一, 2000, ｢靑磁 굽바닥에 새긴 標識의 實體와 意味-康津窯址 出土品을 中心으로-｣ 뺷高麗靑
磁, 康津으로의 歸鄕 -銘文․符號 特別展-뺸 康津靑磁資料博物館, pp.110～117.

20) ① 姜京男, 2003, ｢坡州 惠陰院址 出土 高麗靑磁 硏究｣ 檀國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② 檀國大學校, 2003, 埋藏文化財硏究所, 뺷坡州 惠陰院址 發掘調査 中間報告書뺸
③ 檀國大學校 埋藏文化財硏究所, 2004, ｢坡州 惠陰院址 4次 發掘調査 指導委員會 會議資料｣
21) 韓盛旭, 2003, ｢碩陵 出土 靑瓷의 性格｣ 뺷江華 碩陵뺸 國立文化財硏究所, 2003, pp.14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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若宮大路周邊遺蹟(小町 1丁目 106番 1他地点, 原七ビル) 出土, 1226～1250年, 現高
2.7, 底徑 14.0, 底幅 0.4, 內側 굽높이 0.2, 外側 굽높이 0.7, 器壁 厚 0.7～0.8, 바닥 厚
0.8～0.9㎝.
(4) 小町 1丁目 116番地点22)
① 靑瓷象嵌菊花文甁(圖面 5, 寫眞 6)
甁片으로 文樣은 菊花文의 一部가 確認된다. 잎과 줄기는
黑象嵌으로 施文하였으며 꽃과 꽃봉우리는 白象嵌 施文하였
다. 釉는 어두운 靑綠色으로 조금 濁하다. 胎土는 灰色으로
粘性이 强하며 雜物이 一部 있으나 精選되었다.
寫眞 6.
靑瓷象嵌菊花文甁

若宮大路周邊遺蹟(小町 1丁目 116番地点) 出土, 13世紀後
半～14世紀前半.

(5) 小町 1丁目 116番 4他地点23)
① 靑瓷陰刻蓮花折枝文梅甁(圖面 6, 寫眞 7)
梅甁의 一部로 文樣은 肩部의 如意頭文과 胴體部의 蓮花折枝文이 確認된다.24) 釉
는 上部의 境遇 翡色調의 釉가 內外面에 均一하게 施釉되었으나, 口緣部 內側 段部分
은 釉가 뭉쳐 있어 밝은 綠靑色을 띠고 있다. 全面에 部分的으로 氷裂이 있는데 胴體
部의 文樣은 氷裂에 依해 뚜렷하지 않다. 胎土는 部分的으로 氣泡가 있으나 精選되었
다. 內面에 成形時의 물레 回轉痕이 있다. 이와 類似한 梅甁은 李憲 所藏品(國寶 第

寫眞 7. 靑瓷陰刻蓮花折枝文梅甁
22) 鎌倉市敎育委員會, 1986, ｢若宮大路周邊遺跡群-小町一丁目116番地点-｣ 뺷鎌倉市埋藏文化財緊急
調査報告書뺸 2, -昭和60年度發掘調査報告23) 若宮大路周邊遺跡群發掘調査團, 1999, 뺷若宮大路周邊遺跡群發掘調査報告書-小町一丁目116番4
他地点 第2次-뺸
24) 1個體分으로 整理하였으나 胴體部가 小片으로 正確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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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號)25) 等(寫眞 57～60)이 있다.
若宮大路周邊遺蹟(小町 1丁目 116番 4他地点, 駐輪場) 出土, 1200～1225年, 口徑 5.9,
器壁 厚 0.4～0.7㎝.
(6) 小町 1丁目 120番 1地点26)
① 靑瓷象嵌雲鶴文甁(圖面 7)
甁의 胴體部로 文樣은 黑象嵌의 鶴 다리部分이 一部 確認된다. 釉는 內外面 모두
施釉하였다.
若宮大路周邊遺蹟(小町 1丁目 120番 1地点 風門社), 遺構內 舊河川 出土, 13世紀初
葉～13世紀後半.
(7) 小町 1丁目 305․308番地点27)
① 靑瓷象嵌葡萄童子文瓢形注子(圖面 8, 寫眞 8)
器壁과 內面 成形狀態로 보아 瓢形注子의 胴體部로 判斷된다. 文樣은 白象嵌의 葡
萄잎과 줄기, 黑白象嵌의 葡萄 一部가 確認된다. 外面은 두터운 釉가 均一하게 施釉
되었으며 氷裂이 있다. 內面은 흘러내린 釉가 매우 얇게 熔融되었다. 胎土는 氣泡와
微細한 砂粒, 雜物이 많이 있으나 精選되었다. 內面에는 成形時의 물레 回轉痕이 남
아 있다. 大阪市立美術館所藏 靑瓷象嵌葡萄童子文瓢形注子(寫眞 65)28) 等과 類似하다.
若宮大路周邊遺蹟(小町 1丁目 305․308番地点, 鎌倉中央郵便局) 出土, 1225年 以前,
現高 4.0, 現幅 5.0, 厚 0.7～0.9㎝.

寫眞 8. 靑瓷象嵌葡萄童子文瓢形注子
25) 國立中央博物館, 1989, 뺷高麗靑磁名品特別展뺸 p.69.
26) 風門社ビル發掘調査團, 1989, 뺷小町一丁目120番-1地点遺跡-風門社ビル建設に伴う發掘調査報告-뺸
27) ① 根津美術館, 1996, 뺷甦る鎌倉-遺跡發掘の成果と傳世の名品-뺸
② 手塚直樹, 1985, ｢鎌倉出土の高麗靑磁｣ 뺷三上次男博士喜壽記念論集뺸 陶磁編, 平凡社.
28) 國立中央博物館, 1989, 뺷高麗靑磁名品特別展뺸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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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小町 1丁目 325番 イ外地点29)
① 靑瓷象嵌梅竹柳蘆水禽文梅甁(圖面 9, 寫眞 9)
一部만 남아 있는 片을 推定 復元하였다. 文樣은 黑白象嵌의 梅竹柳蘆文과 波文의
一部가 確認되며 低部에는 白象嵌 雷文帶가 施文되었다. 釉는 조금 검은 灰綠色으로
半透明이며, 內面은 엷은 釉가 均一하게 熔融되었다. 굽바닥은 施釉 後 닦아내었다.
胎土는 雜物과 微細한 氣泡가 있으나 단단하고 光澤이 있는 灰色이다. 이와 類似한
文樣 構成의 梅甁은 東京國立博物館所藏의 靑瓷象嵌梅竹柳蘆水禽文梅甁(寫眞 10)
이30) 널리 알려져 있다.
若宮大路周邊遺蹟(小町 1丁目 325番 イ外地点), B-5上層 出土, 13世紀 中葉～14世紀
中葉, 復元 最大徑 22.8, 底徑 13.0㎝.

寫眞 9. 靑瓷象嵌梅竹柳蘆水禽文梅甁

寫眞 10. 靑瓷象嵌梅竹柳蘆水禽文梅甁

29) 鎌倉市敎育委員會, 1994, ｢若宮大路周邊遺跡群｣ 뺷鎌倉市埋藏文化財緊急調査報告書뺸 10, -平成5
年度發掘調査報告(第3分冊)
30) 國立中央博物館, 1989, 뺷高麗靑磁名品特別展뺸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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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小町 1丁目31)
① 靑瓷象嵌雲鶴文梅甁(圖面 10, 寫眞 11)
甁片으로 胴體部에서 제일 좁아드는 部分이다. 內面은 흘러내린 釉가 얇고 均一하
게 熔融되었으나 外面은 두터운 釉가 使用으로 磨耗되어 不透明하다. 部分的으로 氷
裂이 있다. 胎土는 氣泡가 一部 있으나 精選되었다. 內面은 成形時의 물레 回轉痕이
남아 있다. 文樣은 白象嵌 雲文이 一部 確認되며 0.2～0.3㎝ 깊이로 매우 깊게 施文하
였다. 雲鶴文梅甁類形은 澗松美術館所藏의 靑瓷象嵌雲鶴文梅甁(國寶 第68號)32) 等(寫
眞 61～63)이 있다.
若宮大路周邊遺蹟(小町 1丁目 扇ヶ谷線路) 地表採集, 現高 4.5, 現幅 6.2, 厚 0.9～1.1
㎝.

寫眞 11. 靑瓷象嵌雲鶴文梅甁

(10) 小町 2丁目 345番 2地点(圖面 11, 寫眞 12～16)33)

寫眞 12. 小町 2丁目 345番 2地点 出土 靑瓷

31) 手塚直樹, 1985, ｢鎌倉出土の高麗靑磁｣ 뺷三上次男博士喜壽記念論集뺸 陶磁編, 平凡社.
32) 韓國民族美術硏究所, 1986, 뺷澗松文華뺸 陶藝Ⅵ 靑磁, 澗松美術館, p.3.
33) ① 根津美術館, 1996, 뺷甦る鎌倉-遺跡發掘の成果と傳世の名品-뺸
② 小町2丁目345番-2地点遺跡發掘調査團, 1985, 뺷小町2丁目345番-2地点遺跡뺸
③ 手塚直樹, 1985, ｢鎌倉出土の高麗靑磁｣ 뺷三上次男博士喜壽記念論集뺸 陶磁編, 平凡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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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靑瓷象嵌鉢(寫眞 12 上左)
口緣이 도톰하며 器形이 곧추서고 있어 海剛陶磁
美術館所藏 靑瓷象嵌菊花文鉢(寫眞 13)과34) 類似한
器形으로 推定된다. 文樣은 黑白象嵌의 二重圓圈文
一部가 確認된다. 釉는 全面에 翡色調의 釉가 均一
하게 施釉되었으며 氷裂이 있다. 胎土는 매우 精選
寫眞 13. 靑瓷象嵌菊花文鉢

되었다.
若宮大路周邊遺蹟(小町 2丁目 345番 2地点) 出土,

1276～1300年, 現高 1.9, 現幅 3.2, 厚 0.3～0.4㎝.
② 靑瓷陰刻蓮花折枝文梅甁(寫眞 14)
梅甁片으로 部分的으로 남아 있으며 文樣은 陰刻蓮花折枝文을 施文하였다. 釉는
外面의 境遇 매우 맑은 翡色調의 釉가 두텁고 均一하게 施釉되었으며 氷裂은 없다.
內面은 灰綠色의 釉가 均一하게 熔融되었다. 胎土는 微細한 氣泡와 雜物 等이 있으나
精選되었다. 內面에는 成形時의 물레 回轉痕이 남아 있다. 이와 類似한 梅甁은 李憲
所藏品(國寶 第254號)35) 等(寫眞 57～60)이 있다.
若宮大路周邊遺蹟(小町 2丁目 345番 2地点, 雪ノ下敎會) 出土, 1225年 以前, 現高
5.3, 現幅 4.6, 厚 0.5～0.6㎝.

寫眞 14. 靑瓷陰刻蓮花折枝文梅甁

③ 靑瓷象嵌雲鶴牡丹文梅甁(寫眞 15)
梅甁의 胴體部 片으로 黑白象嵌의 雲鶴文과 二重圓圈 牡丹文이 確認된다. 그러나
34) 海剛陶磁美術館, 1999, 뺷高麗의 色, 靑瓷의 빛뺸 p.25.
35) 國立中央博物館, 1989, 뺷高麗靑磁名品特別展뺸 p.69.

-+-

日本 鎌倉出土 高麗靑瓷의 硏究 13

二重圓圈 菊花文이 함께 施文된 例도 있어 檢討가 必要하다. 外面은 두터운 釉가 均
一하게 施釉되었으며 氷裂이 있다. 內面도 均一하게 熔融되었으나 酸化되어 黃褐色
을 띠고 있으며 氷裂이 있다. 胎土는 氣泡와 砂粒, 雜物이 많으나 精選되었다. 二重圓
圈 牡丹文만 施文된 類形의 梅甁은 1275年 築造로 推定되는 中國 史天澤墓 出土 靑瓷
象嵌雲鶴牡丹文梅甁(寫眞 62)이 있으며36) 二重圓圈 牡丹文과 菊花文이 施文된 例는
湖巖美術館所藏 靑瓷象嵌雲鶴牡丹菊花文梅甁(寶物 第558號; 寫眞 63)37) 등이 있다.
若宮大路周邊遺蹟(小町 2丁目 345番 2地点) 出土, 1276～1300年, 厚 0.9～1.3㎝.

寫眞 15. 靑瓷象嵌雲鶴牡丹文梅甁

④ 靑瓷陰刻線文枕(圖面 11, 寫眞 16)
方形의 枕으로 文樣은 微細하게 陰刻線文만 一部 確認된다. 外面은 翡色調의 두터
운 釉가 均一하게 施釉되었으며 큰 氷裂이 있다. 內面은 施釉되지 않은 곳과 釉가 뭉
쳐 있는 곳이 있으며 濁한 灰靑色을 띠며 큰 氷裂이 있다. 胎土는 氣泡와 微細한 砂粒
이 매우 많으나 精選되었다. 內面은 打捺技法으로 製作하여 表面이 고르지 않으며,
施釉되지 않은 部分은 布痕이 남아 있다. 純靑瓷枕은 益山 彌勒寺址出土 靑瓷陰刻蓮
花折枝文枕(寫眞 66)38) 等이 있다.
若宮大路周邊遺蹟(小町 2丁目 345番 2地点, 雪ノ下敎會) 出土, 1225年 以前, 現幅
5.1, 厚 0.5～0.7.㎝.

36)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뺷石家莊市后太保元代史氏墓群發掘簡報｣ 뺷文物뺸 文物出版社, 1996-6,
pp.47～57.
37) 國立中央博物館, 1989, 뺷高麗靑磁名品特別展뺸 p.137.
38) http://www.mireuksaji.org/refer/sch/sch.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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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 16. 靑瓷陰刻線文枕

⑤ 靑瓷象嵌菊花文片(寫眞 12 上右)
器形을 알 수 없는 象嵌靑瓷片이다. 文樣은 黑白象嵌의 菊花文이 確認된다. 두터운
釉가 內外面에 均一하게 施釉되었으며 氷裂은 없다. 火災에 依해 內外面에 氣泡가 있
으며 釉色이 變化되었다. 胎土는 微細한 氣泡가 一部 있으나 精選되었다. 器壁과 施
釉狀態로 보아 鉢과 大楪, 楪匙 等 小形器種으로 推定된다.
若宮大路周邊遺蹟(小町 2丁目 345番 2地点) 出土, 1276～1300年, 現高 2.3, 現幅 3.3,
器壁 厚 0.3～0.4㎝.
⑥ 靑瓷象嵌片(寫眞 12 下左)
器形을 알 수 없는 象嵌靑瓷片이다. 文樣은 黑白象嵌으로 施文하였으나 一部만 남
아 있다. 釉는 全面에 均一하게 施釉되었으며 氷裂이 있다. 胎土는 氣泡가 一部 있으
나 精選되었다. 器壁으로 보아 鉢과 楪匙, 盞 等 小形器種으로 推定된다.
若宮大路周邊遺蹟(小町 2丁目 345番 2地点) 出土, 1276～1300年, 現高 2.3, 現幅 3.3,
厚 0.3～0.4㎝.
⑦ 靑瓷象嵌雲鶴文片(寫眞 12 下右)
器形을 알 수 없는 象嵌靑瓷片이다. 文樣은 黑象嵌의 鶴 깃털 一部만 確認된다. 翡
色調의 釉가 全面에 均一하게 施釉되었으며 氷裂이 있다. 火災로 因해 外面 一部에
氣泡가 있다. 胎土는 微細한 氣泡와 砂粒, 雜物 等이 있으나 精選되었다. 器壁으로 보
아 梅甁과 注子, 壺 等 大形器種으로 推定된다.
若宮大路周邊遺蹟(小町 2丁目 345番 2地点) 出土, 1276～1300年, 現高 2.3, 現長 3.0,
厚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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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小町 2丁目 402番 9外地点
① 靑瓷象嵌老松文梅甁(寫眞 17)

寫眞 17. 靑瓷象嵌老松文梅甁

梅甁片으로 下部가 매우 두텁다. 맑고 엷은 灰靑色
釉가 內面까지 均一하게 施釉 熔融되었으며 內面은
全面에 外面은 部分的으로 氷裂이 있다. 胎土는 部分
的으로 氣泡가 있으나 精選되었다. 內面은 成形時의
물레 回轉痕이 뚜렷하게 남아있는데 屈曲이 深하여
器壁 두께가 一定하지 않다. 文樣은 黑象嵌으로 繪畵
的이면서 簡潔하게 施文하였다. 現在 소나무의 下部
가 남아 있는데 나무 表面을 弧線으로 處理하였다.
이와 類似한 文樣構成의 梅甁은 國立中央博物館所藏
의 靑瓷象嵌松下人物文梅甁(寫眞 18)39) 等이 있다.
若宮大路周邊遺蹟(小町 2丁目 402番 9外地点), 2面
寫眞 18.
靑瓷象嵌松下人物文梅甁

B-3(面上) 出土, 1250～1275年, 現高 9.0, 現幅 8.0, 厚
0.4～1.1㎝.

(12) 藏屋敷遺蹟(圖面 12～15, 寫眞 19～22)40)
① 靑瓷盞(圖面 13, 寫眞 19)
器形은 半球狀으로 口緣이 內彎하는 類形이다. 文樣은 確認되지 않는다. 釉는 엷은
黃綠色을 띠고 매우 두터우며 內外 全面에 氷裂이 있다. 胎土는 黃灰白色으로 琉璃質
39) 崔淳雨 外 編, 1981, 뺷韓國의 美뺸 4 靑磁, 中央日報社, 圖72.
40) 鎌倉驛舍改築にかかる遺跡調査會, 1984, 뺷藏屋敷遺跡-日本國有鐵道鎌倉驛舍改築に伴う鎌倉市
小町所在遺跡の調査-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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狀의 斷面을 보여주고 있다. 釉層과 器壁 두께, 胎土 等으로 보아 高麗靑瓷가 아닐 可
能性도 있다.
若宮大路周邊遺蹟(藏屋敷遺蹟, 小町 1丁目), 第Ⅳ層 出土, 13世紀後半～14世紀初葉,
現高 3.9, 口徑 10.8, 厚 0.4～0.7㎝.

寫眞 19. 靑瓷盞

② 靑瓷陰刻線文大楪(圖面 12, 寫眞 20)
大楪의 口緣部로 側面線은 口緣이 內彎하고 있다. 文樣은 內面 口緣部에 陰刻 1줄
線文帶만 確認된다. 透明한 靑綠色 釉가 均一하게 施釉되었으며 內外 全面에 氷裂이
있다. 胎土는 灰色으로 一部 氣泡가 있으나 精選되었다.
若宮大路周邊遺蹟(藏屋敷遺蹟, 小町 1丁目), 第Ⅳ層 出土, 13世紀後半～14世紀初葉,
現高 3.4, 口徑 19.9㎝, 厚 0.2～0.5㎝.

寫眞 20. 靑瓷陰刻線文大楪

③ 靑瓷象嵌菊花文大楪(圖面 14, 寫眞 21)
大楪의 胴體部로 外面은 白象嵌 二重圓圈內에 黑白象嵌 菊花文을 施文하였다. 內
面은 文樣이 없다. 透明한 靑綠色 釉가 均一하게 施釉되었으며 內外面에 氷裂이 있다.
胎土는 灰色으로 精選되었다.
若宮大路周邊遺蹟(藏屋敷遺蹟, 小町 1丁目), 第Ⅳ層 出土, 13世紀後半～14世紀初葉,
現高 4.2, 現幅 3.1, 厚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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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 21. 靑瓷象嵌菊花文大楪

④ 靑瓷象嵌菊花荔枝文大楪(圖面 15, 寫眞 22)
大楪의 胴體部로 推定되며 文樣은 外面의 境遇 黑白象嵌 菊花文, 內面은 白象嵌 荔
枝文이 확인된다. 透明한 靑綠色 釉가 均一하게 施釉되었으며 內外面에 氷裂이 있다.
胎土는 灰色으로 一部 氣泡가 있으나 精選되었다.
若宮大路周邊遺蹟(藏屋敷遺蹟, 小町 1丁目), 第Ⅳ層 出土, 13世紀後半～14世紀初葉,
現高 2.1, 現幅 4.9, 厚 0.4～0.6㎝.

寫眞 22. 靑瓷象嵌菊花荔枝文大楪

(13) 推定藤內定員邸跡(圖面 16～19, 寫眞 23)41)
① 靑瓷大楪
매우 작은 片으로 大楪으로 推定되며 文樣은 確認되지 않는다. 釉는 透明度가 있는
水靑色을 띠며 均一하게 全面施釉하였다. 胎土는 灰色으로 堅固하며 거칠다.
若宮大路周邊(推定藤內定員邸跡, 小町 1丁目 309番 5地点, 松風堂ビル) 出土, 122
6～1250年.
② 靑瓷象嵌蓮瓣文大楪(圖面 16)
內面의 成形時 물레 回轉痕과 斷面 等으로 보아 大楪의 低部로 推定된다. 文樣은
41) ① 手塚直樹, 1985, ｢鎌倉出土の高麗靑磁｣ 뺷三上次男博士喜壽記念論集뺸 陶磁編, 平凡社.
② (推定)藤內定員邸跡發掘調査團, 1983, ｢小町1丁目309番5地点發掘調査報告｣ 뺷松風堂ビル建
設に伴う中世遺跡(推定藤內定員邸跡)の發掘調査報告書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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蓮瓣의 外側은 白象嵌, 內側은 黑象嵌으로 얕게 施文하였다. 釉는 透明한 草綠色을
띠며 均一하게 施釉되었으며 微細한 氷裂이 있다. 胎土는 灰色으로 堅固하며 거칠다.
若宮大路周邊(推定藤內定員邸跡, 小町 1丁目 891番地点, 鎌倉中央公民館) 出土, 13
世紀後半～14世紀, 現高 1.6, 現幅 3.4, 厚 0.6㎝.
③ 靑瓷陰刻蓮花折枝文梅甁(圖面 17)
梅甁의 胴體部로 文樣은 陰刻蓮花文의 一部만 確認된다. 釉는 內外面에 均一하게
施釉되었으며 內外面에 氷裂이 있다. 內面 釉는 灰綠色을 띠고 있다. 胎土는 氣泡와
雜物, 微細한 砂粒이 많으나 精選되었다, 또한 內面은 成形時의 물레 回轉痕이 남아
있는데, 屈曲이 深해 器壁의 두께가 一定하지 않다. 이와 類似한 梅甁은 李憲 所藏品
(國寶 第254號)42) 等(寫眞 57～60)이 있다.
若宮大路周邊(推定藤內定員邸跡, 小町 1丁目 309番 5地点, 松風堂ビル) 出土, 122
6～1250年, 現高 5.3, 現幅 4.2, 厚 0.7～1.2㎝.
④ 靑瓷象嵌梅甁(圖面 18, 寫眞 23)
梅甁片으로 象嵌文樣을 施文하였으나 一部만 남아 있어 正確한 文樣은 알 수 없다.
外面은 두터운 釉가 均一하게 施釉되었으며 큰 氷裂이 있다. 內面은 灰褐色 釉가 均
一하게 熔融되었으며 亦是 큰 氷裂이 있다. 胎土는 氣泡가 많으나 精選되었다. 內面
에 成形時의 물레 回轉痕이 남아 있다.
若宮大路周邊(推定藤內定員邸跡, 小町 1丁目 309番 5地点, 松風堂ビル) 出土, 122
6～1250年, 現高 7.5, 現幅 5.3, 器壁 厚 0.6～1.0㎝.

寫眞 23. 靑瓷象嵌梅甁

⑤ 靑瓷象嵌牡丹文壺(圖面 19)
內面의 成形時 물레 回轉痕과 斷面으로 보아 壺의 胴體部로 推定된다. 작은 片으로
42) 國立中央博物館, 1989, 뺷高麗靑磁名品特別展뺸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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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樣은 黑白象嵌 牡丹文으로 推定된다. 外面의 釉는 두텁고 氣泡가 많으나 均一하게
施釉하였다. 內面의 釉는 얇게 熔融되었다. 胎土는 灰白色으로 堅固하며 精選되었다.
若宮大路周邊(推定藤內定員邸跡, 小町 1丁目 891番地点, 鎌倉中央公民館) 出土, 13
世紀後半～14世紀, 現高 2.1, 現幅 2.8, 厚 0.8～1.0㎝.
(14) 千葉地東遺蹟(圖面 20～23, 寫眞 24～27)43)
① 靑瓷象嵌雲鶴文梅甁(圖面 23, 寫眞 24)
內側의 成形時 물레 回轉痕으로 보아 梅甁片으로 判斷된다. 胎土는 氣泡와 微細한
砂粒이 있으나 精選되었다. 外面은 釉가 均一하게 施釉되었으며 全面에 氷裂이 있다.
內面은 흘러내린 釉가 얇게 熔融되었으며 部分的으로 氷裂이 있다. 文樣은 白象嵌으
로 施文하였는데 雲文의 一部가 確認된다.
若宮大路周邊(千葉地東遺蹟, 御成町 12番 18地点), 第5層 遺構外 出土, 1176～1225
年. 現高 4.5, 現幅 5.8, 두께 0.7～1.1㎝.

寫眞 24. 靑瓷象嵌雲鶴文梅甁

② 靑瓷象嵌雲鶴文梅甁(圖面 20～21, 寫眞 25)
2片이며 內面 물레 回轉痕으로 보아 梅甁으로 判斷된다. 圖面 20 : 胎土는 氣泡가
있으나 精選되었다. 內面은 흘러내린 釉가 얇게 熔融되었으며 氷裂은 없다. 外面 釉
는 均一하게 施釉되었으며 全面에 氷裂이 있다. 火災에 依해 部分的으로 엷은 黃色調
를 띤다. 文樣은 黑白象嵌 二重圓圈과 圓圈內의 黑白象嵌 菊花文(牡丹文)의 一部가 確
認된다. 主文樣인 雲鶴文 中 白象嵌 雲文이 一部 確認된다.
若宮大路周邊(千葉地東遺蹟, 御成町 12番 18地点), 北東側 河川 北側 腐植土層 出土,
1176～1225年. 現高 3.9, 現幅 3.3, 두께 0.7～0.8㎝.
43) 神奈川縣立埋藏文化財センター, 1986, 뺷千葉地東遺跡-鎌倉縣稅事務所建設工事にともなう鎌倉
市御成町所在遺跡の調査-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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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21 : 胎土는 氣泡가 있으나 精選되었다. 內面은 흘러내린 釉가 얇게 熔融되었
으며 部分的으로 氷裂이 있다. 外面 釉는 均一하게 施釉되었으며 全面에 氷裂이 있다.
文樣은 白象嵌 雲文이 一部 確認된다. 이와 類似한 例는 湖巖美術館所藏 靑瓷象嵌雲
鶴牡丹菊花文梅甁(寶物 第558號; 寫眞 63)44) 등이 있다.
若宮大路周邊(千葉地東遺蹟, 御成町 12番 18地点), 河川 一括 出土, 1176～1225年.
現高 3.0, 現幅 3.9, 두께 0.6～0.8㎝.

寫眞 25. 靑瓷象嵌雲鶴文梅甁

③ 靑瓷象嵌菊花文梅甁(圖面 22, 寫眞 26)
黃褐色 釉가 內外面에 施釉되었으며, 內外 全面에 氷裂이 있다. 內面의 釉層은 두
텁게 熔融되었다. 胎土는 氣泡와 微細한 砂粒이 섞여 있다. 外面은 火災에 依해 雜物
이 一部 묻어 있다. 文樣은 黑白象嵌 菊花文의 中央部가 確認된다. 이와 類似한 例는
牡丹文이 함께 施文된 湖巖美術館所藏의 靑瓷象嵌雲鶴牡丹菊花文梅甁(寶物 第558號;
寫眞 63)45) 等이 있으나 壺 또는 缸일 가능성도 있다.
若宮大路周邊(千葉地東遺蹟, 御成町 12番 18地点), 第1層 遺構外 出土, 1176～1225
年, 現高 3.5, 現幅 3.0, 두께 0.6～0.8㎝.

寫眞 26. 靑瓷象嵌菊花文梅甁

44) 國立中央博物館, 1989, 뺷高麗靑磁名品特別展뺸 p.137.
45) 國立中央博物館, 1989, 뺷高麗靑磁名品特別展뺸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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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靑瓷象嵌缸(寫眞 27)
器壁이 두텁고 內側에 물레 回轉痕이 없으며 얇은 釉가 均一하게 施釉되어 있어 缸
으로 推定된다. 外面 亦是 얇은 釉가 均一하게 熔融되었다. 內外 全面에 氷裂이 있다.
文樣은 黑白象嵌 二重圓圈文 一部가 確認된다.
若宮大路周邊(千葉地東遺蹟, 御成町 12番 18地点), 3區 2河川-3砂層 出土, 1176～
1225年. 現高 2.6, 現幅 3.2, 두께 0.7～0.8㎝.

寫眞 27. 靑瓷象嵌缸

2) 今小路西遺蹟
(1) 千葉地遺蹟(圖面 24～43, 寫眞 28～31)46)
① 靑瓷大楪(圖面 24, 寫眞 29)
大楪의 低部로 文樣은 確認되지 않는다. 全面 施釉한 靑綠色의 釉는 얇고 均一하게
熔融되었다. 胎土는 灰色으로 堅固하며 精選되었다. 外低面은 손가락에 의한 壓痕이
있으며 硅石을 받쳐 燔造하였다.
今小路西遺蹟(千葉地遺蹟, 御成町 15番地点), 第2面 出土, 14世紀中葉, 底徑 8.4㎝.

46) ① 鎌倉市敎育委員會, 2004, 뺷鎌倉市埋藏文化財緊急調査報告書뺸 20, -平成15年度發掘調査報告
(第1分冊)-, p.Ⅳ.
② 根津美術館, 1996, 뺷甦る鎌倉-遺跡發掘の成果と傳世の名品-뺸
③ 手塚直樹, 1985, ｢鎌倉出土の高麗靑磁｣ 뺷三上次男博士喜壽記念論集뺸 陶磁編, 平凡社.
④ 千葉地遺跡發掘調査團, 1982, 뺷千葉地遺跡-鎌倉市御成町15-5番地所在中世市街地遺跡の發掘
調査-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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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 28. 千葉地遺蹟 出土 靑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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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 29. 靑瓷大楪

② 靑瓷象嵌唐草文大楪(圖面 25)
大楪의 口緣部로 文樣은 모두 白象嵌으로 內面은 唐草文을 施文하였으며, 外面은 2
줄 線文帶와 唐草文이 確認된다. 釉는 不透明한 草綠色을 띠며 얇고 均一하게 施釉하
였다. 胎土는 灰色으로 堅固하며 精選되었다.
今小路西遺蹟(千葉地遺蹟, 御成町 15番地点), 第3面 出土, 14世紀前半, 現高 1.8, 現
幅 2.1, 厚 0.4㎝.
③ 靑瓷象嵌雲鶴文梅甁(圖面 26～28, 寫眞 30)
胴體部와 低部의 一部만 남아 있다. 文樣은 모두 黑白象嵌으로 胴體部 主文樣은 雲
鶴文과 二重圓圈 雲鶴文으로 施文하였으며, 低部는 蓮瓣文과 連珠文으로 構成되었는
데 一部만 確認된다. 蓮瓣文帶 아래는 2줄 白象嵌 線文帶를 돌렸다. 釉는 外面은 均一
하게 施釉되었으나 氷裂이 있으며, 火災에 依해 部分的으로 氣泡가 있다. 內面은 火
災時의 自然釉가 얇게 形成되어 있다. 굽바닥 釉는 施釉 後 部分的으로 닦아내었다.
胎土는 氣泡와 雜物이 一部 있으나 精選되었다. 內面에 成形時의 물레 回轉痕이 남아
있다. 굽바닥에 거친 耐火土 비짐은 받쳐 燔造하였다. 이와 類似한 文樣構成은 澗松
美術館所藏 靑瓷象嵌雲鶴文梅甁(國寶 第68號; 寫眞 61)47) 等이 있다.
今小路西遺蹟(千葉地遺蹟, 御成町 15番地点), FG 1, 2, 3A面 出土, 1251～1275年, 現
高 4.8, 現幅 4.2, 厚 0.6～1.7, 底幅 1.8㎝.

47) 韓國民族美術硏究所, 1986, 뺷澗松文華뺸 陶藝Ⅵ 靑磁, 澗松美術館,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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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 30. 靑瓷象嵌雲鶴文梅甁

④ 靑瓷象嵌雲鶴牡丹文梅甁(圖面 29～32, 寫眞 31)
口徑과 肩部가 매우 넓은 梅甁으로 뚜껑과 함께 出土되었다. 뚜껑은 一部만 남아
있는데 上面 中央과 外側面에 白象嵌 牡丹文을 施文하였으며, 上面 中央部에 지름 0.5
㎝의 구멍이 있어 靑瓷象嵌雲鶴牡丹文梅甁 뚜껑으로 判斷된다. 釉는 灰靑色을 띠며
얇고 均一하게 內面까지 施釉되었다. 全體的으로 가는 氷裂이 있다. 胎土는 灰色으로
堅固하며 精選되었다. 今小路西遺蹟(御成町 15番地点), 第3面 出土, 14世紀前半, 現高
1.3㎝, 推定徑 10.4㎝.
胴體部 亦是 部分的으로 남아 있다. 文樣은 肩部의 境遇 白象嵌 如意文帶이며 主文
樣은 黑白象嵌의 雲鶴文과 二重圓圈 牡丹文으로 構成되었다. 低部는 白象嵌의 蓮瓣
文帶와 雷文帶로 構成되어 있다. 器外面은 두터운 釉가 均一하게 熔融되었는데 低部
는 釉가 흘러내려 部分的으로 뭉쳐 있는 곳이 있다. 一部 酸化되어 黃褐色調를 띠는
곳도 있다. 또한 部分的으로 큰 氷裂이 있다. 內面은 흘러내린 釉가 熔融되어 低部는
두텁게 뭉쳐 있는 곳이 있다. 또한 肩部 等 施釉되지 않은 部分이 있으며 熔融狀態도
좋지 않다. 釉層은 頸部까지는 外面처럼 두텁게 熔融되었으나 肩部부터는 흘러내린
釉가 매우 얇게 熔融되었으며 部分的으로 뭉쳐 있는 곳도 있다. 또한 內面 釉는 火災
에 依해 肩部以下의 釉는 灰褐色으로 變化되었다. 胎土는 砂粒과 雜物, 氣泡가 있으
나 精選되었다. 內面에 成形時의 물레 回轉痕이 남아 있어 두께가 一定하지 않은데,
特히 低部는 매우 두텁게 成形하였다. 굽바닥과 굽안바닥 釉는 施釉 後 部分的으로
닦아내었으며 一部 釉가 뭉쳐있는 곳이 있다. 굽은 안굽(속굽)으로 굽바닥에 검은 모
래가 섞인 거친 耐火土를 받쳐 燔造하였다. 굽안바닥에 成形時의 손누름 痕이 남아
있으며, 굽바닥은 使用으로 磨耗되었다. 이와 類似한 文樣構成의 梅甁은 1275年 築造
로 推定되는 中國 史天澤墓 出土 靑瓷象嵌雲鶴牡丹文梅甁(寫眞 62)48) 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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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小路西遺蹟(千葉地遺蹟, 御成町 15番地点), 第2․3․4面出土, 13世紀中葉～14世紀
前半․1275年, 推定高 50.0, 口徑 11.2, 底徑 17.0, 厚 0.5～1.7, 바닥 厚 1.3～2.0, 底幅
1.0～1.2, 內側 굽높이 0.3～0.4㎝.

寫眞 31. 靑瓷象嵌雲鶴牡丹文梅甁

⑤ 靑瓷象嵌壺(圖面 39)
斷面으로 보아 壺類로 推定된다. 文樣은 黑白象嵌의 二重圓圈과 內部에 黑象嵌 圓
文이 確認된다. 釉는 氣泡가 많고 不透明하여 暗靑色을 띤다. 엷고 均一하게 施釉되
었으며 작은 氷裂이 있다. 內面의 釉는 透明한 水靑色을 띠며 작은 氷裂이 있다. 胎土
는 灰色으로 堅固하며 精選되었다. 器壁이 얇다.
今小路西遺蹟(千葉地遺蹟, 御成町 15番地点), 第3面 出土, 14世紀前半, 現高 3.1, 現
幅 3.2, 厚 0.3～0.5㎝.
⑥ 靑瓷象形香爐(圖面 40～42)
靑瓷象形香爐 뚜껑의 一部로 動物의 발과 꼬리로 推定되는 部分이 함께 出土되었
다. 뚜껑片의 文樣은 確認되지 않는다(圖面 40). 釉는 透明度가 낮은 靑白色을 띠며 均
一하게 施釉되었으며 氷裂이 있다. 胎土는 灰色으로 堅固하며 精選되었다. 內面에 거
친 耐火土 비짐을 받쳐 燔造하였다. 받침 사이에 0.5㎝의 구멍이 있으며 두께는 0.9㎝
48)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石家莊市后太保元代史氏墓群發掘簡報｣ 뺷文物뺸 文物出版社, 1996-6,
pp.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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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象形香爐의 動物 꼬리部分으로 推定되는 部分이다(圖面 42).49) 外面에 5줄의 針線
이 配置되어 있으며 兩端에 다른 部分과 接合하였던 痕迹이 남아 있다. 釉는 透明한
靑色이다. 胎土는 灰色으로 堅固하며 精選되었다.
象形香爐의 動物 발部分으로 精巧하게 成形하였다(圖面 41). 뒷면에 다른 部分과 接
合하였던 痕迹이 남아 있다. 釉는 不透明한 綠色을 띤다. 胎土는 灰色으로 微細한 砂
粒이 있으나 堅固하며 精選되었다. 現高 2.9, 現幅 2.4㎝.
이와 類似한 造形의 香爐는 國立中央博物館所藏 獅子形香爐(國寶 第60號; 寫眞 32)
와50) 澗松美術館所藏 麒麟形香爐(國寶 第65號; 寫眞 33),51) 湖巖美術館所藏 龜龍形香
爐(寶物 第1027號; 寫眞 34)52) 等이 있다.
今小路西遺蹟(千葉地遺蹟, 御成町 15番地点), 第2․3面 출토, 14世紀前半～14世紀中
葉.

寫眞 32. 靑瓷 獅子形香爐

33. 靑瓷麒麟形香爐

寫眞 34. 靑瓷龜龍形香爐

⑦ 靑瓷枕(圖面 43)
方形枕의 모서리 部分으로 內面에 布痕과 粘土塊가 남아 있어 枕으로 判斷된다. 文
樣은 確認되지 않는다. 釉는 不透明한 灰靑色을 띠며 얇고 均一하게 施釉되었다. 胎
49)
50)
51)
52)

甁과 壺, 缸 等의 귀(耳)部分일 可能性도 있다.
國立中央博物館 編, 1985, 뺷名品圖鑑뺸 三和出版社, 圖108.
韓國民族美術硏究所, 1986, 뺷澗松文華뺸 陶藝Ⅵ 靑磁, 澗松美術館, p.5.
國立中央博物館, 1989, 뺷高麗靑磁名品特別展뺸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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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는 灰色으로 堅固하며 精選되었다. 純靑瓷枕은 益山 彌勒寺址出土 靑瓷陰刻蓮花折
枝文枕(寫眞 66)53) 等이 있다.
今小路西遺蹟(千葉地遺蹟, 御成町 15番地点), 第4面 出土, 13世紀末葉, 厚 0.7㎝
(2) 御成町 625番 3地点(圖面 44～46, 寫眞 35)54)
① 靑瓷陰刻蓮花折枝文梅甁(圖面 44)
靑瓷陰刻蓮花折枝文梅甁으로 推定되는 片으로 文樣은 陰刻의 蓮花折枝文 一部가
確認된다. 釉는 透明한 靑色을 띠며 均一하고 엷게 施釉되었으며 가는 氷裂이 있다.
胎土는 灰色으로 堅固하며 精選되었다. 火災에 依해 器面이 거칠다. 內面은 成形時의
물레 回轉痕이 남아 있다. 이와 類似한 梅甁은 李憲 所藏品(國寶 第254號)55) 等(寫眞
57～60)이 있다.
今小路西遺蹟(御成町 625番 3地点, 御成小學校), 1區1號井戶 第2面 出土, 1340～
1360年, 現高 3.6, 現幅 5.1, 厚 0.6～0.7㎝.
② 靑瓷象嵌雲鶴牡丹文梅甁(圖面 45～46, 寫眞 35)
肩部의 蓮瓣文帶가 千葉地出土 靑瓷象嵌雲鶴牡丹文梅甁과 類似한 梅甁으로 1275年
築造로 推定되는 中國 史天澤墓 出土 靑瓷象嵌雲鶴牡丹文梅甁(寫眞 62)56) 等이 있다.
文樣은 肩部의 白象嵌 如意頭文帶와 胴部의 黑白象嵌文이 一部 確認된다. 釉는 灰靑
色으로 氷裂이 있다. 火災로 器面이 거칠다. 胎土는 精選되었으며 內面에 成形時의
물레 回轉痕이 있다.
今小路西遺蹟(御成町 625番 3地点, 御成小學校遺蹟), 東外周部 1面과 東外4面 出土,
14世紀中葉～14世紀末期.

53)
54)
55)
56)

http://www.mireuksaji.org/refer/sch/sch.htm
今小路西遺跡發掘調査團, 1990, 뺷今小路西遺跡(御成小學校內)發掘調査報告書뺸
國立中央博物館, 1989, 뺷高麗靑磁名品特別展뺸 p.69.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뺷石家莊市后太保元代史氏墓群發掘簡報｣ 뺷文物뺸 文物出版社, 1996-6,
pp.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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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 35. 靑瓷象嵌雲鶴牡丹文梅甁

3) 長谷小路周邊遺蹟
(1) 由比ガ浜 3丁目 228․229番地点57)
① 靑瓷象嵌盞托(圖面 47)
文樣은 전 아래에 陰刻文樣과 象嵌文樣이 一部 確認된다. 釉는 淡草綠色이며, 胎土
는 暗灰色의 弱한 粘土質이다.
長谷小路周邊遺蹟(由比ガ浜 3丁目 228․229番地点), Pit 13 出土, 13世紀末期～14世
紀前半.
4) 橫小路周邊遺蹟
(1) 向荏柄遺蹟58)
① 靑瓷象嵌柳文甁(圖面 48, 寫眞 36)
甁의 胴體 下段部 曲線部分으로 推定된다. 文樣은 黑白象嵌
의 菱花形 窓內에 黑象嵌 柳文이 確認된다. 釉는 灰綠色으로
半透明이다. 胎土는 灰白色이며 巖石質로 燔造되었다. 菱花形
窓內에 柳文이 施文된 甁은 湖林博物館所藏의 靑瓷象嵌柳蘆
寫眞 36.

菊花文梅甁(寫眞 37)․靑瓷象嵌柳竹文扁甁(寫眞 38)과59) 湖巖
美術館所藏의 靑瓷象嵌柳蘆水禽文扁甁(寫眞 39),60) 三星美術

館所藏의 靑瓷象嵌柳蘆水禽文扁甁(寶物 第1384號; 寫眞 40)61) 等이 있다.
57) 長谷小路周邊遺跡發掘調査團, 1994, 뺷長谷小路周邊遺跡-由比ガ浜三丁目228․229番外-뺸 中世前
期の地割を伴う工藝職人居住地の調査.
58) 鎌倉市敎育委員會․向荏柄遺跡發掘調査團, 1985, 뺷向荏柄遺跡發掘調査報告書뺸
59) 湖林博物館, 1992, 뺷湖林博物館所藏品選集뺸 靑瓷Ⅱ, pp.70～71․76～77.
60) http://www.hoammuseum.org/gallery/ce_art_02_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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橫小路周邊(向荏柄遺蹟, 二階堂 向荏柄 874․880番地点), E-4 第1面上包含層 出土,
14世紀 前半～14世紀 後半.

寫眞 37. 靑瓷象嵌柳蘆菊花文梅甁

寫眞 38. 靑瓷象嵌柳竹文扁甁

寫眞 39. 靑瓷象嵌柳蘆水禽文扁甁 寫眞 40. 靑瓷象嵌柳蘆水禽文扁甁

5) 北條時房․顯時邸跡62)
① 靑瓷象嵌菊花文瓜形注子(圖面 49, 寫眞 41)
注子片으로 文樣은 黑白象嵌의 菊花文과 참외를 표현한 屈曲이 確認된다. 釉는 靑
61) http://www.leeum.org/html/collection/ancient_kor.asp
62) 北條時房․顯時邸跡發掘調査團, 1989, 뺷北條時房․顯時邸跡-鎌倉市雪ノ下一丁目271番-1地点發
掘調査報告書-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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色을 머금은 灰色을 띠며 氷裂이 있다. 이와 類似한 文樣의 注子는 梨花女子大學校博
物館所藏의 靑瓷象嵌牡丹菊花文瓜形注子(寫眞 42)63) 等이 있다.
北條時房․顯時邸跡(雪ノ下 1丁目 271番 1地点), 第1面上包含層 出土, 1226～1250
年.

寫眞 41. 靑瓷象嵌菊花文瓜形注子

寫眞 42. 靑瓷象嵌牡丹菊花文瓜形注子

6) 北條泰時․時賴邸跡64)
① 靑瓷象嵌菊花文甁(圖面 50, 寫眞 43)
甁의 胴體部로 判斷되며 文樣은 二重圓圈 菊花文을 黑白象嵌으로 施文하였다. 釉
는 淡靑綠色으로 透明하다. 胎土는 灰色을 띠며 緻密하게 精選되었다. 胴體部에 二重
圓圈 菊花文만을 施文한 例는 湖林博物館所藏의 靑瓷象嵌菊花柳蘆文梅甁(寫眞 44)65)
等이 있다.
北條泰時․時賴邸跡(雪ノ下 1丁目 372番 7地点), 溝下層 出土, 13世紀.

63) http://museum.ewha.ac.kr/kor/sch/sch.htm
64) 鎌倉市敎育委員會, 1985, ｢北條泰時․時賴邸跡｣ 뺷鎌倉市埋藏文化財緊急調査報告書뺸 1, -昭和59
年度發掘調査報告65) 湖林博物館, 1992, 뺷湖林博物館所藏品選集뺸 靑瓷 Ⅱ, 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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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 43. 靑瓷象嵌菊花文甁

寫眞 44. 靑瓷象嵌菊花柳蘆文梅甁

7) 大倉幕府周邊遺蹟
① 靑瓷象嵌陽印刻蓮唐草文大楪(寫眞 45)
大楪의 一部로 文樣은 內面에만 確認된다. 口緣部는 白象嵌의 簡略한 雷文帶를 施
文하였으며, 主文樣은 陶范을 利用한 陽印刻 蓮唐草文 一部가 確認된다. 釉는 全面에
均一하게 施釉되었으나 酸化되어 黃褐色調를 띠고 있다. 全面에 氷裂이 있으며 外面
은 部分的으로 氣泡가 있다. 胎土는 氣泡와 雜物이 있으나 精選되었다. 內面에 象嵌
과 陽印刻을 함께 施文한 例는 매우 異例的인 製作技法이다.
大倉幕府周邊遺蹟(雪ノ下 3丁目 701番地点)出土, 12世紀末期～13世紀初葉, 現高 5.1,
現幅 6.2, 厚 0.3～0.5㎝.

寫眞 45. 靑瓷象嵌陽印刻蓮唐草文大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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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大倉南御門遺蹟66)
① 靑瓷鐵畵牡丹文梅甁(圖面 51, 寫眞 46)

寫眞 46. 靑瓷鐵畵牡丹文梅甁

文樣構成과 內面에 남아 있는 成形時의 물레 回轉痕,
內面 無施釉 等으로 보아 梅甁으로 判斷된다. 文樣은 鐵
畵顔料를 두텁게 施文하였다. 外面 釉는 全面에 均一하게
施釉되었으나 火災로 微細한 氣泡가 있으며 變色되었다.
氷裂은 없다. 胎土는 微細한 砂粒이 있으나 매우 精選되
었다. 內面은 成形時의 물레 回轉痕이 뚜렷하게 남아 있
으며, 器壁이 매우 一定하다. 胎土와 成形, 釉의 熔融狀態
로 보아 海南類形보다는 康津類形의 良質 鐵畵靑瓷로 判
斷된다.67) 이와 類似한 例는 湖林博物館所藏의 靑瓷鐵畵
牡丹文梅甁(寫眞 47)68) 等이 있다.
寫眞 47.
靑瓷鐵畵牡丹文梅甁

大倉南御門遺蹟(小町 4丁目 1番地点), 第3層 上面 出土,
1275年(13世紀中葉), 現高 4.5, 現幅 6.6, 器壁 厚 0.6～0.7㎝.

66) ① 根津美術館, 1996, 뺷甦る鎌倉-遺跡發掘の成果と傳世の名品-뺸
② 手塚直樹, 1985, ｢鎌倉出土の高麗靑磁｣ 뺷三上次男博士喜壽記念論集뺸 陶磁編, 平凡社.
67) ① 崔盛洛․韓盛旭 外, 2002, 뺷海南의 靑瓷窯址뺸 木浦大學校博物館.
② 海剛陶磁美術館, 1992, 뺷康津의 靑瓷窯址뺸
68) 湖林博物館, 1996, 뺷湖林博物館所藏品選集뺸 靑瓷Ⅲ,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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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寺社
1) 建長寺69)
① 靑瓷象嵌如意頭文梅甁(圖面 52, 寫眞 48)
肩部가 넓은 梅甁으로 判斷되며 文樣은 肩部의 黑白象嵌 如意頭文帶만 確認된다.
白象嵌의 2줄 線文帶를 돌린 後 如意頭文帶를 施文하였다. 外面 釉는 均一하게 施釉
되었으며 象嵌文樣 部分에 文樣線을 따라 氷裂이 있다. 內面의 頸部는 釉가 흘러내려
뭉쳐 있는 곳이 있으며 肩部는 灰褐色을 띠고 있다. 胎土는 微細한 砂粒이 많이 있으
나 精選되었다. 內面에 成形時의 물레 回轉痕이 있다. 肩部가 特히 넓은 類形의 梅甁
은 澗松美術館所藏 靑瓷象嵌雲鶴文梅甁(國寶 第68號; 寫眞 61)70) 等이 있다.
建長寺 龍王殿(山ノ內字 巨福山) 出土, 1249年 以後, 器壁 厚 0.6～0.7㎝.

寫眞 48. 靑瓷象嵌如意頭文梅甁

2) 本覺寺71)
① 靑瓷象嵌雲鶴文梅甁(圖面 53～55)
梅甁의 肩部와 胴體部가 各各 出土되었다.72) 文樣은 肩部의 境遇 白象嵌 如意頭文
帶가 確認되며 胴部는 白象嵌 雲文과 黑白象嵌 雲鶴文이 確認된다. 釉는 部分的으로
두터운 곳이 있으나 均一하게 施釉되었으며, 一部 氷裂이 있다. 內面의 釉는 透明한
靑綠色이다. 胎土는 灰色으로 堅固하며 精選되었다. 內面에 成形時의 물레 回轉痕이
남아 있다. 이와 類似한 類形의 梅甁은 澗松美術館所藏 靑瓷象嵌雲鶴文梅甁(國寶 第
68號)73) 等(寫眞 61～63)이 있다.
69) 建長寺境內遺跡發掘調査団, 1991, 뺷巨福山建長寺境內遺跡-車裏改築に係わる昭和61年發掘調査
報告書-뺸
70) 國立中央博物館, 1989, 뺷高麗靑磁名品特別展뺸 p. 136.
71) 手塚直樹, 1985, ｢鎌倉出土の高麗靑磁｣ 뺷三上次男博士喜壽記念論集뺸 陶磁編, 平凡社.
72) 象嵌雲鶴文梅甁 1個體分으로 整理하였으나 各各 別個일 可能性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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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覺寺(小町 1․2丁目), 14世紀前半.
3) 東勝寺74)
① 靑瓷象嵌雲鶴文梅甁(圖面 56, 寫眞 49)
梅甁片으로 文樣은 白象嵌 雲文이 確認된다. 釉는
靑白色을 띠고, 氷裂이 있다. 光澤과 透明度 모두 優
秀하다. 胎土는 灰色을 띠며 精選되었다. 內面에 成形
時의 물레 回轉痕이 남아 있다. 이와 類似한 類形의
梅甁은 澗松美術館所藏 靑瓷象嵌雲鶴文梅甁(國寶 第
68號75) 等(寫眞 61～63)이 있다.
寫眞 49. 靑瓷象嵌雲鶴文梅甁

東勝寺(小町 3丁目 468番 2外地点), Ⅰ區北部 炭化

層 出土. 1333年 以前.
4) 報國寺76)
① 靑瓷象嵌雲鶴牡丹文梅甁(圖面 57)
梅甁의 低部로 文樣은 白象嵌 雷文帶가 確認되어 靑瓷象嵌雲鶴牡丹文梅甁(中國 史
天澤墓 出土; 寫眞 62)77) 또는 靑瓷象嵌雲鶴牡丹菊花文梅甁(寶物 第558號, 湖巖美術館
所藏; 寫眞 63)과78) 類似한 것으로 推定된다. 釉는 透明한 水靑色으로 엷고 均一하게
施釉되었으며 氷裂이 있다. 胎土는 灰色으로 堅固하고 精選되었으나, 內面은 燔造狀
態가 不良하여 黃灰色을 띠고 있다. 內底面에 손가락에 依한 壓痕이 남아 있다.
報國寺(淨明寺字 宅間 533番地点), 13世紀中葉 以後, 現高 3.0, 底幅 1.0㎝.
5) 杉本寺
① 靑瓷陰刻蓮花折枝文梅甁(寫眞 50)
國立中央博物館, 1989, 뺷高麗靑磁名品特別展뺸 p. 136.
東勝寺跡發掘調査團, 2000, 뺷東勝寺跡發掘調査報告書-小町3丁目468番2外-뺸
國立中央博物館, 1989, 뺷高麗靑磁名品特別展뺸 p. 136.
手塚直樹, 1985, ｢鎌倉出土の高麗靑磁｣ 뺷三上次男博士喜壽記念論集뺸 陶磁編, 平凡社.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뺷石家莊市后太保元代史氏墓群發掘簡報｣ 뺷文物뺸 文物出版社, 1996-6,
pp.47～57.
78) 國立中央博物館, 1989, 뺷高麗靑磁名品特別展뺸 p.137.

73)
74)
75)
76)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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梅甁片으로 部分的으로 남아 있다. 文樣은 陰刻으로 施文하였는데 肩部의 如意頭
文帶와 胴體部의 蓮花折枝文이 部分的으로 確認된다. 釉는 內底面 一部를 除外하고
全面에 均一하게 施釉하였다. 內面은 全體的으로 氷裂이 있으며 外面은 部分的으로
氷裂이 있다. 胎土는 部分的으로 氣泡와 砂粒이 있으나 精選되었다. 內底面은 거친
砂粒이 器面에 묻어 있다. 內面에 成形時의 물레 回轉痕이 남아 있다. 이와 類似한 文
樣構成의 梅甁은 李憲 所藏品(國寶 第254號)79) 等(寫眞 57～60)이 있다.
杉本寺(二階堂 912番 1地点)出土, 1250年(13世紀 中葉), 器壁厚 0.3～0.8, 底幅 0.5～
1.1㎝.

寫眞 50. 靑瓷陰刻蓮花折枝文梅甁

6) 能藏寺
① 靑瓷陰刻蓮花折枝文梅甁(寫眞 51)
靑瓷陰刻蓮花折枝文의 低部로 判斷된다. 文樣은 陰刻의 雲文群 一部와 低部의 雷
文帶가 確認된다. 釉는 全面施釉 後 굽바닥을 닦아낸 後 검은 砂粒이 섞인 거친 耐火
土를 받쳐 燔造하였다. 外面은 翡色調의 釉가 均一하게 施釉되었으며 氷裂이 있다.
內面은 强한 綠褐色調의 釉가 均一하게 熔融되었으며 亦是 氷裂이 있다. 굽안바닥은
釉層이 均一하지 않아 두텁게 施釉된 곳은 綠色이 强한 翡色調를 띠며 氷裂이 있다.
胎土는 氣泡가 많으나 精選되었다. 象嵌梅甁에 比해 器壁이 얇다. 굽은 안굽(속굽)이
며 굽바닥은 使用으로 磨耗되었다. 이와 類似한 文樣構成의 梅甁은 李憲 所藏品(國寶
79) 國立中央博物館, 1989, 뺷高麗靑磁名品特別展뺸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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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54號)80) 等(寫眞 57～60)이 있다.
能藏寺(材木座町 2丁目 297番 1地点, 大河內) 出土, 1225年 前後, 器壁厚 0.5～0.8, 바
닥 厚 0.9～1.0, 底幅 0.8～1.0, 內側 굽높이 0.35～0.42㎝.

寫眞 51. 靑瓷陰刻蓮花折枝文梅甁

7) 覺園寺81)
① 靑瓷象嵌雲鶴牡丹文梅甁(圖面 58～59)
梅甁의 胴部片으로82) 文樣은 雲鶴文과 二重圓圈 牡丹文이 黑白象嵌으로 施文되었
다. 이와 類似한 文樣構成은 靑瓷象嵌雲鶴牡丹文梅甁(中國 史天澤墓 出土; 寫眞 62)83)
또는 靑瓷象嵌雲鶴牡丹菊花文梅甁(寶物 第558號, 湖巖美術館所藏; 寫眞 63)에서84) 確
認된다. 釉는 透明한 草綠色으로 均一하게 施釉되었으며 全體的으로 氷裂이 있다. 內
面은 올리브그린에 가까운 色을 띠고 있다. 胎土는 灰色 또는 灰白色으로 堅固하며
精選되었다. 內面에 成形時의 물레 回轉痕이 남아 있다.
覺園寺 徑藏址(二階堂) 地表收拾.
8) 圓覺寺(圖面 60～62, 寫眞 52)85)
① 靑瓷象嵌甁(圖面 60～61)
甁의 胴體部로 外面 一部에 白象嵌 文樣이 確認된다. 釉는 灰靑色으로 二次的인 熱
國立中央博物館, 1989, 뺷高麗靑磁名品特別展뺸 p. 69.
手塚直樹, 1985, ｢鎌倉出土の高麗靑磁｣ 뺷三上次男博士喜壽記念論集뺸 陶磁編, 平凡社.
1個體分으로 整理하였으나 別個일 可能性도 있다.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뺷石家莊市后太保元代史氏墓群發掘簡報｣ 뺷文物뺸 文物出版社, 1996-6,
pp.47～57.
84) 國立中央博物館, 1989, 뺷高麗靑磁名品特別展뺸 p.137.
85) ① 鎌倉市敎育委員會, 1988, ｢圓覺寺舊境內遺跡-山ノ內字瑞鹿山509番1地点-｣ 뺷鎌倉市埋藏文化
財緊急調査報告書뺸 14, -平成9年度發掘調査報告(第1分冊)② 續燈庵境內遺跡發掘調査團, 1990, 뺷円覺寺續燈庵-埋藏文化財發掘調査報告-뺸

80)
81)
82)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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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거칠게 變化되었다. 內面은 施釉하지 않았으며 成形時의 물레 回轉痕로이 남
아 있다. 胎土는 暗灰色인데 斷面部分은 巖石質이다.
圓覺寺 續燈庵(山ノ內字 瑞鹿山 431番地点), 第1次調査 下層出土, 14世紀後半～15世紀.
② 靑瓷象嵌甁(圖面 62)
甁片으로 매우 작은 片이다. 文樣은 黑白象嵌이 確認되나 正確한 文樣은 알 수 없다.
圓覺寺 舊境內(山ノ內字 瑞鹿山 509番 1地点), 3面出土, 1251～1350年.
③ 靑瓷象嵌葡萄童子文梅甁(寫眞 52)
文樣은 白象嵌의 葡萄잎과 黑白象嵌의 葡萄文이 確認된다. 火災에 依해 器面에 氣
泡가 남아 있다. 火災溫度가 燔造溫度에 미치지 않은 듯 內面 釉藥은 燔造狀態를 維
持하고 있다. 釉는 內面까지 均一하게 熔融되었으며 氷裂은 없다. 胎土는 部分的으로
氣泡가 있으나 精選되었다. 內面에 成形時의 물레 回轉痕이 남아 있다. 이와 類似한
梅甁은 澗松美術館所藏 靑瓷象嵌葡萄童子文梅甁(寶物 第286號; 寫眞 64)86) 等이 있다.
圓覺寺 門前(山ノ內字 瑞鹿山) 出土, 13世紀後半～14世紀初葉, 現高 7.0, 現幅 5.9,
厚 1.0～1.2㎝.

寫眞 52. 靑瓷象嵌葡萄童子文梅甁

9) 鶴岡八幡宮(圖面 63～66)87)
① 靑瓷象嵌蓮瓣文大楪(圖面 63)
大楪의 低部로 文樣은 內面의 境遇 黑白象嵌 蓮瓣文帶와 連珠文帶 一部가 確認된
다. 外面은 唐草文帶로 推定되는 文樣의 一部가 確認된다.
86) 韓國民族美術硏究所, 1986, 뺷澗松文華뺸 陶藝Ⅵ 靑磁, 澗松美術館, p.20.
87) ① 手塚直樹, 1985, ｢鎌倉出土の高麗靑磁｣ 뺷三上次男博士喜壽記念論集뺸 陶磁編, 平凡社.
② 鶴岡八幡宮, 1983, 뺷鶴岡八幡宮境內發掘調査報告書-直會殿用地發掘調査報告書-뺸
③ 鶴岡八幡宮境內遺跡發掘調査團, 1987, ｢雪ノ下2丁目16番2地点 伝․正覺院跡｣ 뺷鶴岡八幡宮
境內遺跡發掘調査報告뺸 Ⅱ, 鶴岡八幡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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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岡八幡宮 伝正覺院跡(雪ノ下 2丁目 16番 2地点) 出土, 4期 遺構調査 過程 中 出土,
16世紀中葉～16世紀後半.
② 靑瓷象嵌牡丹文甁(圖面 64)
甁의 胴體部로 文樣은 黑白象嵌으로 二重菱花形 窓과 그 中央에 牡丹文을 施文하
였다. 釉는 透明한 灰靑色으로 얇고 均一하게 施釉되었으며 全體的으로 작은 氷裂이
있다. 內面 亦是 灰靑色 釉가 매우 얇게 施釉되었다. 胎土는 灰色으로 堅固하며 精選
되었다. 內面에 成形時의 물레 回轉痕이 一部 確認된다. 이처럼 菱花窓과 牡丹文이
施文된 例는 國立中央博物館所藏의 靑瓷象嵌雲鶴牡丹折枝文枕(寫眞 53)과 靑瓷象嵌
辰砂彩牡丹雲鶴文陶板(寫眞 54) 等이 있다.88)
鶴岡八幡宮境內遺蹟(雪ノ下 2丁目) 出土, 14世紀中葉. 現高 6.0, 現幅 4.6, 厚 0.8～
0.9㎝.

寫眞 53. 靑瓷象嵌雲鶴牡丹折枝文枕

寫眞 54. 靑瓷象嵌辰砂彩牡丹雲鶴文陶板

③ 靑瓷象嵌葡萄童子文梅甁(圖面 65)
梅甁의 胴體部로 文樣은 黑白象嵌으로 施文하였는데 葡萄와 덩굴 等 一部만 確認
된다. 釉는 透明度가 있는 水靑色으로 얇고 均一하게 施釉되었으며 작은 氷裂이 있다.
內面의 釉는 얇고 透明度가 높다. 胎土는 灰色으로 堅固하며 精選되었다. 內面에 成
形時의 물레 回轉痕이 남아 있다. 이와 類似한 梅甁은 澗松美術館所藏 靑瓷象嵌葡萄
童子文梅甁(寶物 第286號; 寫眞 64)89) 等이 있다.
鶴岡八幡宮境內遺蹟(雪ノ下 2丁目) 出土, 14世紀中葉, 現高 5.8, 現幅 3.2, 厚 0.6～0.9㎝.

88) 國立中央博物館, 1989, 뺷高麗靑磁名品特別展뺸 pp.130․181.
89) 韓國民族美術硏究所, 1986, 뺷澗松文華뺸 陶藝Ⅵ 靑磁, 澗松美術館,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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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商街
1) 材木座町屋遺蹟90)
① 靑瓷陰刻蓮花折枝文梅甁(圖面 67)
梅甁의 胴體部로 判斷되며 文樣은 蓮花折枝文 一部가 확인된다. 釉는 灰綠色을 띠
며, 透明度와 光澤이 좋다. 胎土는 精選되었다. 이와 類似한 文樣構成의 梅甁은 李憲
所藏品(國寶 第254號)91) 等(寫眞 57～60)이 있다.
材木座町屋遺蹟(材木座町 1丁目 910番地点), 中世遺物包含層 出土, 13世紀前半～13
世紀中葉.
2) 米町遺蹟92)
① 靑瓷象嵌雲鶴牡丹文梅甁(圖面 68～69, 寫眞 55)
梅甁의 胴體部와 低部로 文樣은 胴體部
의 境遇 黑白象嵌의 二重圓圈과 그 內部에
牡丹文을 施文하였다. 牡丹文은 黑象嵌의
줄기와 白象嵌의 꽃봉우리가 確認된다. 低
部는 白象嵌 2줄 線文帶가 確認된다. 胴體
部의 釉는 綠色을 머금은 灰褐色을 띠며,
微細한 氣泡가 많고 透明度가 떨어진다.
寫眞 55. 靑瓷象嵌雲鶴牡丹文梅甁

低部는 灰靑色을 띠며, 光澤과 透明度가

좋다. 胎土는 精選되었다. 二重圓圈 牡丹文과 低部의 2줄 白象嵌線帶가 施文된 例는
千葉地出土品과 類似한 文樣構成으로 1275年 築造로 推定되는 中國 史天澤墓 出土
靑瓷象嵌雲鶴牡丹文梅甁(寫眞 62)93) 等이 있다.
米町遺蹟(大町 2丁目 2338番 1地点), 2面 出土, 13中葉～14中葉.

90)
91)
92)
93)

材木座町屋遺跡發掘調査團, 2001, 뺷材木座町屋遺跡發掘調査報告書-材木座1丁目910番-뺸
國立中央博物館, 1989, 뺷高麗靑磁名品特別展뺸 p. 69.
米町遺跡發掘調査團, 1999, 뺷米町遺跡發掘調査報告書-鎌倉市大町2丁目2338番1-뺸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뺷石家莊市后太保元代史氏墓群發掘簡報｣ 뺷文物뺸 文物出版社, 1996-6,
pp.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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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港口
1) 和賀江島遺蹟94)
① 靑瓷象嵌雲鶴文梅甁(圖面 70, 寫眞 56)
外面은 翡色調의 두터운 釉가 均一하게 施釉되었으며, 內面은 흘러내린 釉가 얇고
均一하게 熔融되었다. 外面은 全面에 內面은 部分的으로 氷裂이 있다. 胎土는 氣泡와
微細한 砂粒, 雜物이 一部 있으나 精選되었다. 文樣은 白象嵌 二重圓圈內에 黑白象嵌
雲鶴文이 施文되었으며 二重圓圈 周邊은 白象嵌 雲文이 確認된다. 象嵌文樣이 깊게
施文되었다. 內面에 成形時의 물레 回轉痕이 남아 있으며 成形痕으로 器壁의 두께가
一定하지 않다. 이와 類似한 文樣構成의 梅甁은 澗松美術館所藏 靑瓷象嵌雲鶴文梅甁
(國寶 第68號; 寫眞 61)95) 等이 있다.
和賀江島遺蹟(材木座町 海岸), 現高 7.0, 現幅 6.5, 厚 0.8～1.1㎝.

寫眞 56. 靑瓷象嵌雲鶴文梅甁

Ⅳ. 鎌倉出土 高麗靑瓷의 性格
鎌倉地域에서는 日本의 다른 地域에 比해 많은 高麗靑瓷가 出土되고 있으나 그 器
種은 梅甁을 비롯한 甁類를 中心으로 壺, 注子, 枕, 香爐 等 莊嚴과 權威를 象徵하는
特殊 器種이 가장 많으며 鉢과 大楪, 盞 等 日常 生活用品은 稀少하다.96) 또한 釉의
94) ① 根津美術館, 1996, 뺷甦る鎌倉-遺跡發掘の成果と傳世の名品-뺸
② 手塚直樹, 1985, ｢鎌倉出土の高麗靑磁｣ 뺷三上次男博士喜壽記念論集뺸 陶磁編, 平凡社.
95) 韓國民族美術硏究所, 1986, 뺷澗松文華뺸 陶藝Ⅵ 靑磁, 澗松美術館, p.3.
96) 大形器種의 境遇 梅甁으로 大部分 整理하였으나 蓮花折枝文과 葡萄童子文은 注子와 壺, 甁 等
의 器種도 있어 一部 片으로 器種을 判斷하여 誤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鉢과 碗 등 生活 容器
가 매우 小量 確認되고 있는데, 이는 小形器種의 片일 境遇 文樣이 없으면 中國産과의 區分이
쉽지 않아 整理가 未洽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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熔融狀態가 매우 優秀하며, 器形이 端正한 良質의 靑瓷가 大部分으로 限定된 數量에
매우 嚴選된 高品格의 靑瓷가 流入되었음을 알 수 있다. 特히 甁 또는 梅甁이 大部分
의 遺蹟에서 出土되고 있어 高麗靑瓷 가운데 甁類에 對한 鎌倉人들의 嗜好를 엿볼 수
있다.97) 한편 寺社에서는 모두 甁類가 出土되고 있다. 鉢과 大楪, 盞은 生活容器임에
도 不具하고 6곳에서 10餘点만 出土되고 있으며 楪匙는 확인되지 않아 鎌倉人들이
一般容器는 그다지 選好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表 1] 鎌倉出土 高麗靑瓷 出土 現況
35遺蹟 62点; 2004年 12月 現在
番號

圖面

寫眞

1

1

1

遺蹟名
宇都宮辻子幕府跡

遺蹟位置
小町 2丁目 361番 1地点

遺蹟性格
官衙

出土遺物
甁1

出土層位時期
13世紀中葉

2

2

2

若宮大路周邊

扇ヶ谷 1丁目 74番 8․10地点

武家屋敷 甁 1

13中葉～13後葉

3

3

3

若宮大路周邊

雪ノ下 1丁目 210番地点

武家屋敷 瓢形注子 1

13後半～14前半

4

4

4

若宮大路周邊

小町 1丁目 106番 1他地点

武家屋敷 長頸甁 1

1226～1250年

5

5

6

若宮大路周邊

小町 1丁目 116番地点

武家屋敷 甁 1

13後半～14前半
1200～1225年

6

6

7

若宮大路周邊

小町 1丁目 116番 4他地点

武家屋敷 梅甁 1

7

7

․

若宮大路周邊

小町 1丁目 120番 1地点

武家屋敷 甁 1

13初葉～13後半

8

8

8

若宮大路周邊

小町 1丁目 305․308番地点

武家屋敷 瓢形注子 1

1225年以前
13中葉～14中葉

9

9

9

若宮大路周邊

小町 1丁目 325番地 イ外地点

武家屋敷 梅甁 1

10

10

11

若宮大路周邊

小町 1丁目

武家屋敷 梅甁 1

小町 2丁目 345番 2地点

鉢 1, 梅甁 2,
武家屋敷
枕 1, 不明 3

1225年前後
1276～1300年

小町 2丁目 402番 9外地点

武家屋敷 梅甁 1

1251～1275年

小町 1丁目

武家屋敷 大楪 3, 盞 1

13後半～14初葉

11

11

12

․

12～16 若宮大路周邊
17

若宮大路周邊

․

13

12～15 19～22 若宮大路周邊(藏屋敷遺蹟)

14

16～19

15

20～23 24～27

16

24～43 28～31 今小路西遺蹟(千葉地遺蹟)

御成町 15番地点

大楪 2, 梅甁 2,
武家部屋 壺 1, 香爐 1, 枕 13後半～14中葉
1

17

44～46

35

御成町 625番 3地点

武家部屋 梅甁 2

18

47

․

長谷小路周邊

由比ガ浜 3丁目 228․229番

武家部屋 盞托 1

13末期～14前半

19

48

36

橫小路周邊(向荏柄遺蹟)

二階堂 向荏柄 874․880番

武家屋敷 甁 1

14前半～14後半

23

若宮大路周邊(推定藤內定
大楪 2, 梅甁 2, 1226～1250年
小町 1丁目 309番 5․891番地点 武家屋敷
員邸跡)
壺1
13後半～14世紀
若宮大路周邊(千葉地東遺
御成町 12番 18地点
蹟)

今小路西遺蹟

武家屋敷 梅甁 3, 缸 1

1176～1225年

14中葉～14末期

20

49

41

北條時房․顯時邸跡

雪ノ下 1丁目 271番 1地点

武家屋敷 瓜形注子 1

1226～1250年

21

50

43

北條泰時․時賴邸跡

雪ノ下 1丁目 372番 7地点

武家屋敷 甁 1

13世紀

22

․

45

大倉幕府周邊

雪ノ下 3丁目 701番地点

武家屋敷 大楪 1

12末期～13初葉

23

51

46

大倉南御門遺蹟

小町 4丁目 1番

武家屋敷 梅甁 1

1275年(上限)

97) 一部 壺와 注子가 있으나 片이기 때문에 甁일 可能性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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番號

圖面

寫眞

24

52

48

建長寺

遺蹟名

山ノ內字 巨福山

遺蹟位置

遺蹟性格
寺院

梅甁 1

出土遺物

1249年 以後

出土層位時期

25

53～55

․

本覺寺

小町 1․2丁目

寺院

梅甁 1

14世紀前半

26

56

49

東勝寺

小町 3丁目 468番 2外

寺院

梅甁 1

1333年 以前

27

57

․

報國寺

淨明寺字 宅間 533

寺院

梅甁 1

13世紀中葉以後

28

․

50

杉本寺

二階堂 912-1

寺院

梅甁 1

1250年

29

․

51

能藏寺

材木座町 2丁目 297番 1地点

寺院

梅甁 1

1225年前後

30

58～59

․

覺園寺

二階堂

寺院

梅甁 1

寺院

甁 2, 梅甁 1

13後葉～15初葉

․

31

60～62

52

圓覺寺

山ノ內字 瑞鹿山 431․509番 1
地点

32

63～66

․

鶴岡八幡宮

雪ノ下 2丁目

社寺

大楪 1, 甁 1,
梅甁 1

14世紀中葉
16中葉～16後半

33

67

․

材木座町屋遺蹟

材木座町 1丁目 910番

商街

梅甁 1

13前半～13中葉

34

68～69

55

米町遺蹟

大町 2丁目 2338番 1

商街

梅甁 1

13中葉～14中葉

35

70

56

和賀江島遺蹟

材木座町 海岸

港口

梅甁 1

․

文樣은 甁類에서는 陰刻蓮花折枝文과 象嵌雲鶴文을 所在로한 二重圓圈牡丹文․二
重圓圈雲鶴文․二重圓圈牡丹菊花文이 主로 確認된다. 陰刻蓮花折枝文은 梅甁 뿐만
아니라 甁과 長頸甁, 淨甁, 瓢形注子, 瓜形注子, 壺, 四耳壺, 盤, 枕 等 特殊 器種을 中
心으로 多樣한 器種과 器形에 施文된 當時 가장 널리 施文된 文樣 中 하나이다.98) 그
리고 象嵌葡萄童子文이 多數 確認되고 있는데, 이는 韓國에서도 遺蹟 出土例가 매우
稀少하며 日本에서도 廣島縣 草戶千軒町遺蹟에서99) 1点 確認되고 있는 매우 特徵的
인 遺物로 鎌倉에서의 出土 意味가 檢討되어야 하겠다.100) 器種과 文樣의 關係는 純
靑瓷梅甁은 陰刻蓮花折枝文을 選好하였으며 象嵌梅甁은 雲鶴文 類形을 中心으로 葡
萄童子文이 一部 流入되었다. 注子는 象嵌葡萄童子文을 選好하였던 것으로 推定된다.

98) 國立中央博物館, 1989, 뺷高麗靑磁名品特別展뺸
99) 東京國立博物館, 1975, 뺷日本出土の中國陶磁뺸 寫眞 231.
100) 葡萄童子文은 永生과 富貴 多男을 象徵하는 것이다. 卽 永生不滅과 家系의 永遠한 繼承, 經濟
的 富를 象徵하는 文樣이다. 蓮花文과 雲鶴文, 牡丹文, 菊花文 등은 佛敎 또는 自然과 關聯된
文樣인데 比해 葡萄童子文은 中東에서 發生하여 中國을 經由하여 流入된 外來文樣으로 多少
人爲的 意味를 갖는 文樣이다. 따라서 葡萄童子文이 鎌倉地域에 많이 流入된 背景을 具體的
으로 考察할 必要性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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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 鎌倉出土 高麗靑瓷 器形文樣別 現況
35遺蹟 62点; 2004年 12月 現在
器形
鉢

大楪
(7)

盞

甁
(7)

梅甁
(10)

壺
缸
注子
枕
盞托
香爐
不明
9

文樣
象嵌
無文
陰刻線文
象嵌陽印刻蓮唐草文
象嵌菊花文
象嵌菊花荔枝文
象嵌唐草文
象嵌蓮瓣文
無文
陰刻蓮瓣文
象嵌菊花文
象嵌雲鶴文
象嵌牡丹文
象嵌蓮瓣文
象嵌柳文
象嵌
陰刻蓮花折枝文
象嵌雲鶴文
象嵌雲鶴菊花文
象嵌雲鶴牡丹文
象嵌如意頭文
象嵌葡萄童子文
象嵌梅竹柳蘆水禽文
象嵌老松文
象嵌
鐵畵牡丹文
象嵌牡丹文
象嵌
象嵌
象嵌葡萄童子文
象嵌菊花文
無文
陰刻線文
象嵌
象形
象嵌菊花文
象嵌雲鶴文
象嵌
38

出土遺蹟
11
14․16
13
22
13
13
16
14, 32
13
4
5․21
7
2․32
1
19
31․31
6․11․14․17․28․29․33
10․15․15․16․25․26․35
15
11․16․17․27․30․34
24
31․32
9
12
14
23
14
16
15
3․8
20
16
11
18
16
11
11
11
62

數量
1
2
1
1
1
1
1
2
1
1
2
1
2
1
1
2
7
7
1
6
1
2
1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62

1

9

1

10

28

2
1
3
2
1
1
3
62

高麗靑瓷의 流入 背景은 새로운 禪佛敎의 流入 等 京都와는 다른 鎌倉만의 獨自的
文化를 構築하고자 努力하였던 鎌倉人들의 새로운 文化流入에 따른 結果로 생각된다.
卽 禪文化가 擴散되었던 鎌倉地域에서 靜的이며 自然的 佛敎的 色彩가 强한 高麗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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瓷가 選好되었을 可能性이 많다. 그러나 鎌倉地域에서 靑瓷文化 以外의 高麗的 要素
가 確認되지 않으며 記錄 亦是 매우 稀少하다. 따라서 靑瓷 以外의 文化에서 高麗와
鎌倉幕府의 交流關係를 찾는 것도 重要한 課題라고 생각한다.101)
鎌倉地域에서 高麗靑瓷의 流入은 鎌倉幕府 成立(1192年) 以後 始作되어 13世紀代
活潑하였으나 麗元聯合軍의 日本侵入(1274․1281年) 以後는 關係가 梗塞되어 매우 限
定的으로 流入되었던 것으로 推定된다. 이를 反影하듯 鎌倉地域에서는 13世紀代 翡色
類의 全盛期 餘韻이 남아 있는 靑瓷가 出土의 中心을 이루며, 器形이 鈍하고 圖式的
인 反復文樣이 中心을 이루는 14世紀代 類形의 靑瓷는 거의 確認되지 않는다. 特히
若宮大路周邊 小町 1丁目 106番 1他地点 遺蹟의 1226～1250年 層位에서 出土된 靑瓷
陰刻蓮瓣文甁은 굽안바닥에 陰刻｢○｣ 또는 ｢◉｣文이 施文되어 있는데, 이 文樣은 全
羅南道 康津郡 大口面 沙堂里 8․23․27窯址 等 限定된 陶窯址에서만 確認되는102)
特徵的 表示로 1232年 下限의 坡州 惠陰院址와103) 1237年 築造의 江華 碩陵에서 確認
되고 있어104) 製作地와 製作時期를 알 수 있는 資料이다. 이들 類形은 그 동안 12世
紀代에 製作된 것으로 推定되었으나 全盛期 靑瓷의 下限를 새롭게 認識하는 資料로
活用되고 있다. 또한 若宮大路周邊 小町 2丁目 345番 2地点 遺蹟의 1276～1300年 層
位와 千葉地 1251～1275年 層位 等에서 出土된 靑瓷象嵌雲鶴牡丹文梅甁은 1275年 築
造로 推定되는 中國 史天澤墓 出土 靑瓷象嵌雲鶴牡丹文梅甁과105) 文樣構成 等이 類
似하여 이의 製作時期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出土狀況은 旣存 12世紀로 比定되
었던 翡色調의 靑瓷가 13世紀代에도 繼續 生産되었음을 알려 주는 것으로106) 最近 韓
國의 考古學的 發掘․硏究 成果와도 一致하고 있다. 이는 鎌倉地域에서 出土되는 日
本陶器와 中國陶瓷의 生産 使用時期와도 一致하고 있어 그 可能性을 더욱 높여주고
101) 當時 公式的인 外交關係는 京都의 朝廷과 實施되었으며, 交流도 地理的으로 가까운 九州地域
을 中心으로 實施되어 鎌倉과의 具體的인 資料가 高麗靑瓷로 限定될 수도 있다.
102) 崔宣一, 2000, ｢靑磁 굽바닥에 새긴 標識의 實體와 意味-康津窯址 出土品을 中心으로-｣ 뺷高麗
靑磁, 康津으로의 歸鄕 -銘文․符號 特別展-뺸 康津靑磁資料博物館, pp.110～117.

103) 檀國大學校
104) 韓盛旭, 2003, ｢碩陵 出土 靑瓷의 性格｣ 뺷江華 碩陵뺸 國立文化財硏究所, pp.148～164.
105)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뺷石家莊市后太保元代史氏墓群發掘簡報｣ 뺷文物뺸 文物出版社, 1996-6,
pp.47～57.
106) ① 今井敦, 2001, ｢日本出土の高麗靑磁について｣ 뺷海を渡つた翡色のやきもの -日本出土の高
麗靑磁-뺸 大阪市學藝員等共同硏究實行委員會.
② 伊藤郁太郞, 1994, ｢高麗靑磁をめぐる諸問題-編年論を中心に-｣ 뺷東洋陶磁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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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鎌倉出土 高麗靑瓷가 13世紀 高麗靑瓷의 生産과 流通을 理解하는데 매
우 重要한 資料임을 立證하고 있다.
鎌倉地域出土 高麗靑瓷의 生産地는 굽안바닥에 陰刻 ｢○｣ 또는 ｢◉｣文이 施文된
靑瓷陰刻蓮瓣文甁의 製作地가 全羅南道 康津郡 大口面 沙堂里 8․23․27窯址 等 限
定된 陶窯址에서만 確認되고 있어 康津에서 流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照淸造｣
銘靑瓷陰刻蓮花折枝文梅甁(東京國立博物館)과107) ｢孝文｣銘陰刻蓮花折枝文甁(國立中
央博物館),108) ｢孝文｣銘陰刻蓮花折枝文梅甁(國寶 第252號, 湖巖美術館)109) 等과 類似
한 陰刻蓮花折枝文梅甁이 鎌倉地域에서 多量 出土되고 있는데 이들 銘文甁은 모두
全羅北道 扶安郡 保安面 柳川里 陶窯址에서 出土되고 있다.110) 그리고 良質의 鐵畵靑
瓷는 現在 康津地域 陶窯址에서만 確認되고 있어 康津에서 製作되어 鎌倉에 流入되
었음을 알 수 있다.111) 따라서 鎌倉出土 高麗靑瓷는 良質靑瓷를 專擔 生産하였던 2大
生産地인 康津과 扶安에서 製作 流入되었음을 알 수 있다.112)
鎌倉地域의 高麗靑瓷는 全體 輸入陶瓷 가운데 量이 微弱하여 高麗의 積極的인 輸
出보다는 使節을 通한 交流와 高麗靑瓷 嗜好者에 依한 小規模 交易을 中心으로 流入
되었던 것으로 推定된다.113) 그리고 新安海底沈沒船의 例로 보아 高麗에서 中國으로
輸出되어 中國에 依해 日本으로 再輸出되었을 可能性도 있다.114)
長谷部樂爾, 1977, 뺷陶磁大系뺸 29, 高麗の靑磁, 平凡社, 寫眞 28.
鄭良謨․秦華秀, 1992, 뺷高麗陶瓷銘文뺸 國立中央博物館, pp.14～15.
國立中央博物館, 1989, 뺷高麗靑磁名品特別展뺸 pp.70․97.
梨花女子大學校博物館, 1983, 뺷扶安 柳川里窯 高麗陶瓷뺸 pp.137․179.
靑瓷陰刻蓮花折枝文은 康津에서도 出土되고 있어 康津産일 可能性도 있다. 그러나 銘文의 目
的이 安定的인 良質의 靑瓷를 製作하기 爲한 手段이므로 良質의 靑瓷가 多量 流入된 鎌倉의
特徵으로 보아 扶安靑瓷도 流入되었을 것으로 判斷된다.
111) ① 崔盛洛․韓盛旭 外, 2002, 뺷海南의 靑瓷窯址뺸 木浦大學校博物館.
② 尹龍二․金善基, 1994, 뺷扶安 柳川․鎭西里靑瓷窯址 調査報告書뺸 圓光大學校 馬韓․百濟
文化硏究所.
③ 海剛陶磁美術館, 1992, 뺷康津의 靑瓷窯址뺸
112) ①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1994, 뺷扶安 柳川․鎭西里靑瓷窯址 調査報告書뺸
② 海剛陶磁美術館, 1992, 뺷康津의 靑瓷窯址뺸
生産地 問題는 向後 科學的 分析을 通해 康津과 扶安 等을 明確하게 區分할 必要性이 있다.
113) 高麗靑瓷의 量이 中國靑瓷에 比해 微弱한 原因은 輸出品의 量이 相對的으로 小量이었음도 있
으나 文樣이 없는 小片 靑瓷의 境遇 中國靑瓷와의 區分이 쉽지 않음에도 起因한다. 日本出土
高麗靑瓷의 大部分이 陰陽刻과 象嵌, 鐵畵 等 文樣이 施文된 靑瓷임에서도 類推할 수 있다.
卽 無文의 純靑瓷는 初期 日暈底(해무리굽)靑瓷 以外에는 報告 例가 매우 稀少하다.

107)
108)
109)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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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 日本 高麗靑瓷 出土 遺蹟現況
地域
東北(14)

關東(43)

中部(11)

近畿(28)

中國(23)

四國(5)

九州(250)

沖繩(15)
合計(354)

縣名
靑森
岩手
宮城
山形
茨城
群馬
東京
神奈川
長野
山梨
岐阜
新瀉
石川
富山
福井
滋賀
京都
大阪
兵庫
奈良
和歌山
岡山
廣島
山口
鳥取
島根
愛媛
高知
福岡
佐賀
長崎
熊本
大分
鹿兒島
沖繩
35

遺蹟數量
11
1
1
1
1
1
5
36(鎌倉 35)
1
1
1
1
3
1
3
2
18
2
1
2
3
1
8
6
2
6
3
2
177
30
33
6
1
3
15
389

出典 : 降矢哲男, 2002 ｢韓半島産陶磁器の流通-高麗時代の靑磁を中心に｣ 뺷貿易陶磁硏究뺸 22, 日本貿易陶
磁硏究會.

114) ① 金允貞, 2003, ｢高麗後期에서 朝鮮 初期象嵌靑磁에 나타난 元代磁器의 影響｣ 弘益大學校大
學院 碩士學位論文.
② 文化財管理局, 1983․1984․1985․1988, 뺷新安海底遺物뺸 Ⅰ‧Ⅱ‧Ⅲ‧綜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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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日本에서는 量의 多寡는 있으나 北海道地域을 除外한 全域에서 高麗靑瓷가 出土되
고 있다. 이들 가운데 限定된 時期(1185～1338年)에 다른 地域에 比해 많은 高麗靑瓷
가 流入되었으며 體系的인 調査가 이루어져 編年이 安定的인 鎌倉地域 出土 高麗靑
瓷의 性格을 살펴보았다.
鎌倉地域에서는 幕府 成立以後 13世紀代 翡色靑瓷의 餘韻을 간직한 全盛期類의 靑
瓷가 流入되어 使用되었다. 이들 靑瓷는 首都인 京都와는 다른 새로운 文化를 創造하
려는 鎌倉人들의 選好에 依해 流入되었는데, 特히 甁과 注子, 壺, 缸 等 酒宴과 茶禮,
裝飾 等에 使用되는 特殊器種이 中心을 이루어 莊嚴과 權威를 象徵하는 器種이 選好
되었음을 알 수 있다. 文樣은 陰刻蓮花折枝文과 象嵌雲鶴文, 象嵌雲鶴牡丹文, 象嵌雲
鶴牡丹菊花文 等 限定된 文樣이 收用되었다. 特히 象嵌葡萄童子文은 韓國遺蹟에서도
出土例가 매우 稀少한 文樣으로 鎌倉에서의 出土意味를 檢討할 必要性이 있다. 器種
과 文樣의 關係는 純靑瓷梅甁은 陰刻蓮花折枝文을 選好하였으며, 象嵌梅甁은 雲鶴文
類形을 中心으로 葡萄童子文이 一部 使用되었다. 注子는 靑瓷象嵌葡萄童子文을 가장
選好하였던 것으로 推定된다.
그리고 鎌倉地域에서 出土되는 高麗靑瓷는 13世紀代 遺蹟에서 重點的으로 出土되
고 있는데 이들은 大部分 全盛期의 翡色調의 靑瓷와 유사하다. 따라서 13世紀代에도
翡色靑瓷類가 繼續 生産流通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鎌倉의 出土狀況은 旣存 12
世紀로 比定되었던 翡色調의 靑瓷가 13世紀代에도 繼續 生産 流通되었음을 立證하는
것으로 最近 韓國의 考古學的 硏究成果를 뒷받침하고 있다. 鎌倉地域 高麗靑瓷의 生
産地는 陰刻｢○｣ 또는 ｢◉｣文이 施文된 靑瓷陰刻蓮瓣文甁의 例로 보아 全羅南道 康
津郡 大口面 沙堂里 陶窯址가 確認되고 있다. 또한 ｢照淸造｣銘과 ｢孝文｣銘靑瓷에서
確認되는 陰刻蓮花折枝文과 類似한 陰刻蓮花折枝文이 鎌倉地域에서 많이 確認되고
있어 全羅北道 扶安郡 保安面 柳川里 陶窯址 生産品일 可能性이 매우 높다. 따라서
鎌倉出土 高麗靑瓷는 良質의 高麗靑瓷를 專擔生産하였던 康津과 扶安에서 製作 流入
되었던 것으로 判斷된다. 이들 康津과 扶安에서 生産되었던 高麗靑瓷는 新安海底沈
沒船의 例로 보아 高麗에서 中國으로 輸出되어 中國에 依해 日本으로 再輸出되었을
것으로 推定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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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 57.
靑瓷陰刻蓮花折枝文梅甁
(李憲, 國寶 第254號)

寫眞 58.
靑瓷陰刻蓮花折枝文梅甁
(新安海底遺蹟 出土)

寫眞 59.
靑瓷｢孝文｣銘陰刻蓮花折
枝文梅甁(湖巖美術館,
國寶 第252號)

寫眞 60.
靑瓷陰刻蓮花折枝文梅甁
(美國 필라델피아美術館)

寫眞 61.
靑瓷象嵌雲鶴文梅甁(澗松
美術館, 國寶 第68號)

寫眞 62.
靑瓷象嵌雲鶴牡丹文梅甁
(中國 史天澤墓 出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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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 63.
靑瓷象嵌雲鶴牡丹菊花文
梅甁(湖巖美術館所藏,
寶物 第558號)

寫眞 64.
靑瓷象嵌葡萄童子文梅甁
(澗松美術館, 寶物
第286號)

寫眞 65.
靑瓷象嵌葡萄童子文瓢形
注子(大阪市立美術館)

寫眞 66. 靑瓷陰刻蓮花折枝文枕(益山 彌勒寺址 出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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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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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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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Gorye Celadon Excavated in
Japanese Gamagura

Gorye Celadon is excavated in all japanese region except for Hokkaido, however the quantity
is very small. This comes into Gamagura at limited period (between 1185 and 1338), examined
systematically, celadon having a stable chronology in Gamagura furnishes various materials.
Celadon of heyday which keeps an blue aftertaste is flowed and used after existence of
Gamagura shogunate, 62 celadons are excavated in 35 sites (up to december, 2004). An
archaeological find is brought by Gamagura people who create other new culture which is
different from capital, Kyoto. Especially, it can be known that a special kind of containers like
bottle, kettle, jar and pot Etc. is used for a feast, an ancestor-memorial service, an adornment
and is chosen as solemnity and authority. The patterns like pattern incised with a lotus flower
(陰刻蓮花折枝文), pattern inlaid with cloud and crane(象嵌雲鶴文), pattern inlaid with
cloud, crane and peony(象嵌雲鶴牡丹文), pattern inlaid with cloud, crane, peony and
chrysanthemum(象嵌雲鶴牡丹菊花文) Etc. are limitedly adopted. Especially in the pattern
inlaid with grape and boy(象嵌葡萄童子文) which is little confirmed in Korea, a symbol
excavated in Gamagura is needed to be examined. In the relationship with a kind of container
and pattern, pattern incised with a lotus flower is favored in Maebyung of jade celadon, the
pattern incised with grape and boy(葡萄童子文) is partly used in inlaid Mabyung. It is
presumed that the pattern inlaid with grape and boy is most favored in kettles.
Gorye Celadons are preponderantly excavated in Gamagura region at 13Cs, these are similar
to blue celadons of the heyday. Therefore it can be known that blue celadons are continually
produced and circulated at 13Cs. The present situation in Gamagura is proved as blue celadon
at 12C is connected with 13C, the new archaeological result in korea is supported. According
to the example of the celadon bottle incised with lotus petals(靑瓷陰刻蓮瓣文甁) engraved
with figures「○」 and「◉」, it is recognized that Gamagura's celadons are produced in
porcelain kiln of Sadangri, Daegumyun, Dangjingun, Jeonnam province. Moreover pattern

-+-

日本 鎌倉出土 高麗靑瓷의 硏究 53

incised with a lotus flower identified in a celadon incised with characters「照淸造」,「孝文」
and the imitation are excavated in Gamagura,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se are
produced in Ucheonri, Boanmyun, Buangun, Jeonnam province. Therefore I suggest that Gorye
Celadon in Gamagura is produced in Dangjin and Buan. It is flowed into Gamagura.
According to the example excavated in the ship sank into Sinan, it is presumed that Gorye
Celadon produced in Dangjin and Buan is flowed from China to Korea. It is drained again to
Japan by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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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鎌倉出土高麗青磁の研究

日本では出土量の多寡はあるものの、北海道を除く全域で高麗青磁が出土してい
る。このうち、限定された時期(1185～1338年)に他地域に比べ出土量が多く、体系的
な調査がなされ編年が安定している鎌倉地域の高麗青磁は多様な資料を提供してい
る。これら青磁は鎌倉幕府成立以後、翡色青磁の余韻を残す全盛期類の青磁が流入し
ており、35遺跡から62点(2004年12月現在)が出土した。鎌倉出土品は、首都である京
都とはことなった新文化を創造しようとする鎌倉人の好みによって流入したが、特に
瓶と注子、壷、缸など酒宴と茶礼、装飾などに使用される特殊器種が中心をなし、荘
厳と権威を象徴する器種が好まれたことがわかる。文様は陰刻蓮花折枝文と象嵌雲鶴
文、象嵌雲鶴牡丹文、象嵌雲鶴牡丹菊花文など、限定された文様が受け入れられた。
特に象嵌葡萄童子文は韓国の遺跡でも出土例が非常に稀少なもので、鎌倉での出土の
意味を検討する必要がある。器種と文様の関係は、純青磁梅瓶には陰刻蓮花折花文が
選ばれ、象嵌梅瓶には雲鶴文類型を中心に、葡萄童子文が一部使用された。注子には
青磁象嵌葡萄童子文がもっとも選ばれたものと推定される。
鎌倉地域で出土する高麗青磁は13世紀代の遺跡から集中的に出土しており、大部分
は全盛期の翡色調の青磁に似ている。したがって、13世紀代にも翡色青磁類が継続し
て生産流通されていたことがわかる。このような鎌倉での出土状況はこれまで12世紀
に比定されていた翡色調の青磁が、13世紀代にも継続して生産流通していたことを立
証するものであり、最近の韓国考古学の成果を裏付けるものである。鎌倉地域の高麗
青磁の生産地は、陰刻「○」または「◉」文が施文された青磁陰刻蓮弁文瓶の例から
みて、全羅南道康津郡大口面沙堂里陶窯址が指摘しうる。また、「照清造」銘と「孝
文」銘青磁にみられる陰刻蓮花折枝文と類似する陰刻蓮花折枝文が、鎌倉地域で多く
みられるため、全羅北道扶安郡保安面柳川里陶窯址の製品である可能性が非常に高
い。したがって、鎌倉出土の高麗青磁は良質の高麗青磁を専門に生産していた康津と
扶安で製作され、․流入したものと判断される。これら康津と扶安で生産された高麗
青磁は新安海底沈没船の例からみて、高麗から中国に輸出され、中国によって日本に
再輸出されたものと推定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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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鎌倉出土的高麗靑瓷硏究

根据系统的调查在编年方面可靠的鎌倉地区的高丽青瓷的有关资料给我们提供了研究
上的方便。日本雖有量的多寡，但除北海道地區以外日本整个地區都出土高麗靑瓷。在
一定的時期內(至1185至1338年)与其他地区比较起来流入的量较多。这些青瓷是鎌倉幕
府成立以后具有翡色青瓷余韵的全盛时期的青瓷传入并开始使用的，在35遗物中出土62
点(到2004年12月为止)。我们从鎌倉出土品了解到鎌倉人为了有别于首都京都的文化而
创造了另一种新文化，因此鎌倉人选择并接hsou了青瓷。尤其是以瓶、注子、壶、缸等
酒宴用品和茶礼、装饰等方面使用的特殊品种为中心流入，可知当时所选择的是象征庄
严、权威的物品种类。花纹大部分局限在阴刻莲花折枝纹、象嵌云鹤纹、象嵌云鹤牡丹
纹、象嵌云鹤牡丹菊花纹等。特别是像象嵌葡萄童子纹在已出土的韩国遗物中是非常少
见的花纹，因此探讨鎌倉出土的文物有其必要性。从器种和花纹的关系来看，纯青瓷梅
瓶采用阴刻莲花折枝纹，象嵌梅瓶以云鹤纹类型为中心一部分使用了葡萄童子纹，注子
可推测采用了青瓷象嵌葡萄童子纹。
鎌倉地区出土的高丽青瓷大部分是13世纪的遗物，大部分与全盛时期的带有翡色调的
青瓷相似。以此可知13世纪也继续生产并流通了翡色青瓷类。鎌倉的这些出土状况可以
证明12世纪带有翡色调的青瓷到了13世纪仍然继续生产并流通，不仅如此还将成为目前
韩国考古学研究成果的后盾。鎌倉地区的高丽青瓷的生产地使用阴刻的"○"或"◉"花纹，
从青瓷阴刻莲瓣纹瓶的例子来看我们可以从全罗南道康津郡大口面沙堂里陶窑址得到确
证。从"照清造"铭和"孝文"铭青瓷中确认的阴刻莲花折枝纹和类似阴刻莲花折枝纹，在鎌
倉地区得到了多方面的确认，我们可以断定这些产品很可能是全罗北道扶安郡保安面柳
川里陶窑址生产出来的产品。因此我们可以断定鎌倉出土的高丽青瓷是专门生产优质高
丽青瓷的康津和扶安两地生产制作的青瓷流入进去的。这两个地区生产的高丽青瓷以新
安海底沉没的船的事例，我们可以断定是从高丽出口到中国，再经由中国出口到日本
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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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朝鮮時代 邑城과 鎭城의 槪觀
邑城은 거주 주체가 郡․縣의 주민의 보호와 군사적․행정적인 기능을 함께 한 성
이다. 특히, 倭寇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쌓은 것으로 고려 高宗(1213～1259)때부터 倭
의 侵寇記事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恭愍王(1351～1374)과 禑王代(1374～1388)
에 들어와 경상, 전라, 양광도에 왜구의 侵禍가 가장 심하였다.
한편, 조선 초기 太祖代(1392～]1398)에서 太宗代(1400～1418)까지의 對倭備邊策은
山城을 중심으로 한 소극적인 淸野入堡였으나 太宗 15(1417)년부터 下三道에 적극적
으로 沿海邑城의 축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또한 세종대(1418～1450)에는 가장 긴
요한 연해읍들은 산성대신 읍성을 축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산성입보 중심에서
읍성입보 중심을 기본원칙으로 하였다.
뺷世宗實錄뺸地理志(1454)에 의하면 335개의 행정구역 중 읍성이 수록된 것은 전국

96개소로 도별로 살펴보면 경상도가 27개소, 전라도가 20개소, 평안도가 16개소, 충청
도가 15개소 여타 18개소로 경상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成宗때에는 전국의 행정구역 330개소 가운데 190개의 읍성중 179개소가 石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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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20개소, 경상 45개소, 전라 39개소, 함경 23개소, 평안 33개소로 북방 및 왜구에
대비 해안지방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읍성이 위치하는 가장 좋은 입지조건으로는 넓고 평평한 곳, 水原이 풍부한
곳, 險阻함에 의지하는 곳, 교통이 편리한 곳, 비옥한 토지가 있고 경작지가 가까운
곳, 내부가 험하고 큰 곳, 주민들이 번성한 곳, 그리고 석재가 많아서 工力을 덜 수 있
는 곳의 순위로 들고 있다. 읍성이 입지한 지형상으로 볼 때는 평지와 구릉, 산상 능
선의 말단에 입지하여 平地에 가깝게 있는 平山城의 형식 등이 있으나 대부분의 古邑
城은 산성에 입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1), 조선초기의 읍성들은 시가지로 산지를
배경으로 하는 산성과 평지성의 장점을 취한 평산성의 형식이 대부분이다.2)
읍성의 축조방법에 있어서 조선 전기 세종년간에 축조된 읍성은 기존의 성곽축조
방식에 일정한 規式을 더하여 石城을 축조토록 하였다. 즉, 世宗 20(1438)年에 전국의
모든 읍성 축조에 뺷築城新圖뺸에 의거하여 성곽을 수축하도록 하였다.3)
왜구의 침입에 대비한 가장 적극적인 방어 전략으로서 읍성뿐만 아니라 남해안 鎭
堡가 적극적으로 축조되었다.
鎭은 축성논의를 거쳐 축조된 鎭城 및 주둔부대의 부대명칭을 의미하는 것으로 軍
政權과 軍令權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諸隊 단위를 유지한 순수 兵營施設로서 내부에
는 각종 軍器庫와 倉庫, 官衙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에 堡는 15세기 이후에는 堡의 크
기가 커져 鎭으로 불린 곳도 있지만 諸鎭 및 하급부대의 병영시설을 부르는 명칭이
다. 뺷世宗實錄뺸에 보면 적의 동태 감시, 주민대피, 전투시설 등이 중요한 기능으로, 堡
주변에는 煙臺가 설치되어 즉시 烽燧나 放砲 혹은 吹角을 통하여 주변의 주민과 인근
지역 및 내지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4)고 한다. 또한, 堡는 읍성․진과는 달리 읍성
1) 沈正輔, 1994, 뺷忠南地方 邑城硏究뺸, 東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 孫永植, 1976, 뺷韓國 城郭의 硏究뺸.
3) 이와 관련하여 세종 22(1440)年 知中樞院使 成達生이 올린 상소 내용에 ｢…本道(黃海道) 각 고을
의 읍성은 내면에 흙을 메우지 않은 곳이 많아 성이 견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벽 상부가 狹
窄하여 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하면서 풍년을 기다려 내면에 모두 흙으로 내탁하자는 내용이 나
타나고 있다. 또한 世宗 25年(1,443年)에는 兼成均主簿 李甫欽은 상소를 통하여 ｢外面의 6․7尺
은 大石으로 築造하고, 內面의 7․8尺은 雜石을 섞어서 흙으로 단단하게 쌓되 다 쌓은 후에는 2
尺의 두께로 흙을 덮게 하고 그 위에는 莎土(잔디)를 입히되 안으로 경사지게 하여 물이 빠지기
쉽게 하기를 都城의 제도와 같이 하면 사람이 오르내리기 쉬워 적을 쉽게 制御할 수 있으며…雨
水가 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1~3尺 깊이에 불과하므로 體城 위에 흙을 덮으면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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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에 가깝되 진에서 權管과 兵士를 파견하였는데5), 권관은 대략 內廂의 武才軍
官이 擇差되었다.
危急時에는 인근의 주민들이 堡內로 들어오는 入堡處의 역할도 겸하였다. 따라서
堡는 읍성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되기도 하였다.
鎭堡는 朝鮮 太宗, 世宗代의 陸軍 兵營과 成宗代에는 水軍의 關防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時期로 水軍의 船上守禦 措置가 倭의 內亂에 刺戟되어 成宗 16(1485)年～成宗
22(1491)年 수군의 營鎭에도 城堡를 쌓도록 1차적인 조치가 있었다. 慶尙左道와 全羅
左道의 水軍管下에 있는 24개소의 영진에 城堡가 축조되어 남해안에 왜의 침입이 있
으면 우선 船上에서 방어하다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성보로 入堡籠城하면서 陸軍의
營鎭에 응원을 요청토록 방어체계가 변화되었다.6)
成宗代에 水軍이 육지에 주둔하면서부터 평지나 해안변의 계곡에 石築城이 축조되
기 시작한다. 성종대의 1차적인 水軍營, 鎭에의 城堡築造에 이어서 中宗代에는 三浦
倭亂을 계기로 水陸軍의 合邦措處와 함께 수군영․진에의 성보축조가 계속 추진되었
다. 中宗 17(1522)년까지는 남해안뿐만 아니라 西海岸과 東海岸의 水軍營․鎭도 城堡
를 가지게 되었다. 수군영․진에 축조된 성보들은 대개 바다가 낀 방어가 용이한 위
치에 있었으며, 兵船의 泊立處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축성위치가 설정되었다.
城堡의 立地條件은 海岸을 낀 山地나 丘陵이 대부분이며 彎曲된 浦口를 同伴하여 風
害를 豫防할 수 있는 곳이 選擇되었다.

Ⅱ. 最近 發掘調査된 慶尙南道地域 城郭의 槪觀
지금까지 文獻이나 地表調査를 통하여 밝혀진 우리나라 내의 성의 수는 1,650여개
정도7)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조사된 것을 합치면 약 3,000여개로 추정8)되고 있다.
한편, 慶南地域에는 약 365개의 城名이 보이고9) 있으나 중복된 것을 감안하면 약 300
4)
5)
6)
7)
8)
9)

뺷世宗實錄뺸卷七十三, 世宗 十八年 閏六月 癸未條.
뺷成宗實錄뺸卷一百, 十年 正月 癸亥條
車勇杰, 1988. 8, 뺷高麗末․朝鮮 前期 對倭 關防史 硏究뺸, 忠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論文.
文化財管理局, 1983, 뺷 全國文化遺蹟現況뺸.
文化財管理局, 1980, 뺷80 全國山城調査報告書뺸.
① 井上秀雄, 1982, ｢朝鮮城郭一覽-慶尙南北道篇-｣,뺷朝鮮學報뺸 第103號, (3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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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내외의 성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현재 지표조사 또는 시․발굴조사 된 유적은 30여
개에 이른다.

1. 邑城
1) 金海邑城

사진 7, 金海邑城 外壁 全景

사진 8. 金海邑城 體城 全景

慶尙南道 金海市 東上洞 824番地 일대에 위치한다.
읍성의 전체길이는 1,950m이며 平地城으로 東(海東門), 西(海西門), 南(鎭南門), 北
(拱辰門)의 4대문이 있었으나 성과 성문은 高宗 32(1895)년 이후 거의 철거되고 현재
는 東上洞 818번지 일대에 20여m가 남아 있다. 기록에 의하면 김해읍성은 世宗
16(1434)년 石城으로 築造되었고, 文宗 元年(1451) 三道體察使 鄭苯의 書啓에 의하면
당시 읍성은 周圍 4,418尺, 높이 13尺 女牆높이 2尺, 敵臺 20개소, 擁城門 4개소, 女牆
이 931개소였으며, 성내에는 川 1, 井 28, 海子의 둘레는 4,683尺이라 하였다.
1998년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소방도로개설로 인해 釜山廣域市立博物館이 試掘
調査하였다.
城壁의 外壁은 生土面에 80×60cm 정도 크기의 長方形 地臺石을 놓고 지대석의 끝
에서 약 25cm정도 뒤로 물리어 그 위에 70～80×40cm 크기의 화강암제의 基壇石을 배
치한 다음 그 위로 城壁石을 축조한 형태이다. 석재의 수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부
②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77, 뺷文化遺蹟總攬뺸.
③ 韓國보이스카우트聯盟, 1990, 뺷韓國의 城郭과 烽燧뺸, 240個.
④ 沈奉謹, 1995, 뺷韓國 南海岸沿岸城址의 考古學的 硏究뺸, 學硏文化社, 286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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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대석과 좌우 석재의 틈 사이에 5～20cm크기의 잔돌을 끼워 쌓았다. 대체적인 석
재의 형태는 윗면은 평평하고 좌우 측면은 斜線狀으로 깨어진 석재로써 좌우의 석재
를 맞대었을 때 圓錐狀의 틈새의 아래쪽에는 비교적 큰 잔돌을 끼웠으며, 윗쪽은 비
교적 작은 잔돌로 끼워 쌓았다.
성벽석도 기단석의 끝에서 안으로 약 20cm정도 안으로 들여서 쌓았는데, 地臺石이
나 基壇石보다 훨씬 큰 1～1.6×1m 정도 크기의 석재를 이용하여 쌓았다. 기본적인 축
조양상은 기단석의 축조방법과 동일하다. 地臺石을 포함한 성벽의 잔존 높이는 1.6～
3.6m에 이른다. 外壁과 內壁사이에는 50cm내외의 석재로써 뒷채움한 상태이다. 이 뒷
채움석의 바닥에는 내벽의 끝까지 板石이 깔려 있어 성벽의 바닥에는 전면적으로 지
대석을 깔고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城幅은 약 8m로 內壁은 거의 멸실된 상태로 외벽과는 달리 50cm 내외 크기의 방형
석재로 축조하였고, 1段정도 잔존한다. 또한 외벽에서 내벽쪽으로 7m지점에서 성벽
과 나란한 石列이 확인되고 있어 增築되거나 원래 階段狀으로 뒷채움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 東萊邑城址(부산광역시 기념물 제 5호)
東萊邑城은 東萊邑城 이전에 釜山廣域市 水營區에 築城된 文獻에 보이는 東萊 古
邑城(문헌상의 東萊郡城)과 最近 發掘調査를 通하여 確認된 高麗末 또는 朝鮮初 現在
의 東萊地域에 축조되었다가 壬辰倭亂으로 廢城된 朝鮮 前期 東萊邑城, 그리고 壬辰
倭亂 以後에 朝鮮 前期의 邑城을 넓혀서 築造한 현재의 釜山廣域市 東萊區에 所在하
고 있는 朝鮮 後期의 東萊邑城으로 區分할 수 있다.

① 東萊古邑城
東萊邑城의 前身은 東萊古邑城으로 高麗時代 以前에 이미 築造되었다. 이 古邑城
은뺷新增東國輿地勝覽(1530)뺸에 “옛 邑城이 海雲浦에 있으며, 東南은 石築이고, 西北은
土築인데 둘레가 4,430尺이나 지금은 頹廢하였다”고 하였고10)뺷高麗史뺸兵條에 顯宗
10) 뺷新增東國輿地勝覽뺸 卷之二十三 東萊縣 古跡 古邑城在海雲浦東南石築西北土築周四千四百三十
尺今頹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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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21)年 때 東萊郡城을 修築하
였다는 記事가 보인다.11)
이 古邑城址는 水營區 望美洞
舊 國軍統合病院 일대에 위치하는
데, 이 일대는 사방이 산으로 막혀
있는 盆地狀의 지형으로 남동쪽으
로는 바다와 연한 해상교통의 요
지이자 東南海岸 倭寇防備의 最前
線에 해당된다.
2002年 부산지방 병무청부지에
사진 3. 東萊 古邑城 城壁 全景

대한 東義大學校의 試掘調査12)에

서 土城 延長 96m와 우물 4개소가 조사되었고, 2003年과 2005年度 慶南文化財硏究院
의 試掘調査13)와 發掘調査에서 版築土城壁 135m와 통일신라시대 建物址 2개동, 담장
지 1개소, 排水路 2기, 溫突遺構 2기, 高麗時代 建物址 1개동, 도기․기와 埋納坑群 1
개소, 舊河道 및 堤防 1개소, 推定步道雜石列 1기, 建物址로 추정되는 石列 4기와 溝
狀遺構 4기, 廢瓦무지 5개소 등이 조사되었다.
城壁은 內外夾築의 基壇石築型版築土城으로 砂質土와 粘質土를 이용 기단부를 內
托式으로 다진 후 2단 割石으로 들여쌓기 한 폭 870cm～1000cm에 이르는 初築基壇이
확인되었다. 또한 무너진 초축 성벽을 ｢L｣자로 정지하여 그 위로 2단 할석으로 수직
쌓기 한 폭 870～920cm에 이르는 1차 수축기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外壁에는 직경
20cm의 木柱와 틀을 길이 400∼435cm 간격으로 基壇石列 사이에 설치하여 磨砂土와
粘土를 교대로 다져 쌓는 版築用 永定柱의 흔적이 조사되었다. 초축과 수축기단 외곽
에는 基壇補築이 되어 있고 내측에는 폭 4～6m, 깊이 50cm정도의 溝狀遺構가 확인되
었다. 한편, 통일신라시대 관련 건물지, 담장지, 배수로, 온돌유구 들은 모두 正南向
및 正東向으로 배치하여 성 내부를 계획적으로 구축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舊河道의
경우는 인위적으로 掘鑿과 浚渫을 한 점과 바닥 면을 수평으로 조성한 것으로 보아
11) 뺷高麗史뺸 第三十六兵二 顯宗十二年修東萊郡城
12) 東義大學校 博物館, 2002. 9, 뺷釜山 兵務廳 新築敷地內 遺跡 試掘調査뺸.
13) 慶南文化財硏究院, 2003. 8, 뺷釜山 望美洞 共同住宅 建設豫定 敷地內 文化遺蹟 試掘調査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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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水址로 추정하고 있다.
古邑城址에서는 印花紋土器와 中板線文 平瓦, 重辦複葉蓮花文軒瓦 등이 출토되고
있어 초축시기는 統一新羅時代 後期 前半(8～9세기) 까지 올려 볼 수 있으며, 1차 수
축은 顯宗 12(1021)年 東萊郡城을 修築하였다는 기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토성의 폐성시기는 뺷高麗史뺸｢兵志｣에서 보이는 朴葳의 동래읍성 축조기사와 溝
狀遺構에서 出土된 靑磁象嵌草文壬申銘楪匙의 제작시기(1332年)를 감안하면 1332
년～1387년 즉, 14世紀 中半傾으로 추정되며 폐성 원인은 왜구의 침입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읍성의 초축시기가 8세기대로 소급된다면 고읍성의 위치선
정과 축조배경 그리고 현재의 동래읍성으로 옮기기까지의 정치․사회적 배경의 해석
이 주목된다.
② 朝鮮 前期의 東萊邑城
2002年에 東萊區 福泉洞 304번지에서 工事前 埋
藏文化財確認 入會調査時 基壇部만 남아 있는 城
壁이 確認되어 2002年 9月～12月에 걸쳐 發掘調査
되었다.14) 뺷慶尙道續撰地理志뺸에 “世宗 28(1446)年
石築 둘레 3,092尺, 높이 15尺” 등의 기록이 보이
며, 뺷新增東國輿地勝覽뺸에는 “元帥 朴葳가 禑王
13(1387)年 8월 19일 동래읍성의 축성에 착수하여
한 달 이상 걸려서 완공하였는데 석축으로 둘레가
3090척, 높이 13척으로 우물이 6個가 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 기록은 東萊 古邑城 축조이후
및 동래후기 英祖 7(1731)年 동래부사 鄭彦燮이 축

사진 4. 朝鮮前期 東萊邑城壁

조한 동래 후기읍성과 별개의 기록으로 壬辰倭亂 때 陷落, 廢城된 朝鮮前期의 邑城을
指稱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된 성벽은 약간 북쪽으로 기운 동서방향으로 조사지의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
으며, 길이 30m가 확인되었다. 體城15)의 상부 성벽석은 이미 훼손되었으나 기단부와
14) 福泉博物館, 2002, 뺷東萊 福泉洞 304番地 遺跡 發掘調査 略報告書뺸.
15) 城郭의 몸통을 이루는 것으로 城壁의 附屬施設과 區別하여 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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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석, 그리고 성벽의 기초를 조성하기 위한 적심석은 원형 그대로 확인되었다. 城
壁 基壇部의 築造手法은 먼저 풍화암반생토를 ｢L｣자상으로 整地하여 外壁 쪽에 人頭
大 크기의 積心石을 5～6단 정도 축조하고 그 안쪽으로는 약 70cm 높이까지 돌로 채
웠는데, 외벽의 적심석 최상단 위에 폭 40cm 내외, 두께 20cm 內外의 板石을 地臺石
으로 사용하였으며, 지대석으로부터 30cm 뒤로 물러서서 폭 100cm, 길이 60cm내외,
두께 35cm내외의 대형의 板石을 기단석으로 삼았다. 한편, 內壁은 外壁으로부터
600cm 안쪽에서 확인되며 30～35cm×35～40cm 크기의 삼각형상의 석재로 立垂積 하
여 3～4단 정도 쌓았는데 그 바깥쪽으로는 黃褐色磨砂土와 褐色粘土가 덧대어져 있
어 修築 또는 增築된 흔적이 확인되었다.
內壁의 바닥을 조사하면서 外壁에서 內壁 쪽으로 400cm되는 지점에 風化巖盤으로
形成된 生土를｢L｣자상으로 깎아 그 안에 30×40cm정도 크기의 돌을 5～6단 外壁 쪽으
로 面을 맞추어 縱平積한 石築이 조사되었다. 이 석축의 안쪽으로 200cm정도는 뒷채
움석이 60cm 정도로 남아있으며 그 안쪽 400cm 까지는 雜石이 드문드문 깔려있다. 縱
平積한 석축으로부터 약 600cm 지점에서 성벽과 나란한 석열이 일부 잔존하고 있으
며 그 상부에는 내벽석축 아래 다져져 있는 黃褐色磨砂土와 褐色粘土가 덮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雜石 아래 생토층에는 직경 7cm 내외, 길이 50cm 내외의 木柱가 30cm 간격으
로 촘촘히 박혀 있는데 일부는 그 상부를 덮고 있는 盛土 아래층까지도 확인되었다.
성벽의 축조공법 또는 선행유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木柱孔의 분포범위
는 上部 內壁이 調査된 곳으로부터 성벽 안쪽으로 약 400cm정도며 그 끝이 서쪽으로
가면서 상부 내벽 안쪽으로 줄어들고 있다.
前記한 석축과 木柱孔은 앞서 조사된 내벽의 안쪽 아래층에 위치하며 木柱孔이 위
치한 곳까지 雜石이 분포되어 있는 점, 縱平積 한 石築으로부터 약 600cm 지점에 內
壁으로 볼 수 있는 석열이 일부 확인되어 城幅이 같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상부
의 석축성 보다 선행된 또 다른 석축성벽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킨 것으로 보고 있
다. 성벽의 최종 단면조사에서 상부의 성벽 바닥층에서도 木柱孔이 조사되어 기단부
의 軟弱地盤을 다지기 위한 토목공법의 흔적으로 理解하고 있다.
성벽하부에서는 대부분 粉靑印花文大楪과 印花文壺片이 다수 수습되었으며, 內壁
의 안쪽 다짐토 아래층에서도 대부분 인화문분청사기편 들만이 보이고 있어 고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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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南地域 邑城과 鎭城의 試․發掘調査 成果 9

사진 5. 東萊邑城平面圖 및 ｢東萊府殉節圖｣

또는 조선전기에 축조된 前期邑城으로 推定하고 있다. 그 중 “慶州長興庫(태종
17(1417)년 경)銘” 粉靑沙器로 보이는｢慶…庫｣등의 銘文도 보이고 있어 築城記錄과
一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朝鮮前期 東萊邑城壁의 존재 확인은 朝鮮時代 記錄畵인 ｢東萊府使殉節圖｣에서 보
이는 朝鮮前期 東萊邑城의 실체를 밝히게 된 것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東
萊府使殉節圖｣를 통하여 본 발굴지점은 북문지 주변으로 보이며, 조선전기 읍성의 범
위는 鶴巢臺를 동북쪽으로 끼고 돌아 현재의 남문지역을 통과하는 平地邑城으로 남
문지역은 조선후기에도 그대로 利用하였을 可能性이 큰 것으로 보인다.
③ 朝鮮後期의 東萊邑城

사진 6. 後期 東萊邑城圖

사진 7. 後期 東萊邑城 城壁 實測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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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廣域市 東萊區 明倫洞, 福泉洞 일대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東將臺가 있는 東
萊高等學校 뒤쪽의 望月山頂에서 서북쪽으로 馬鞍山을 거쳐, 西將臺가 있는 東萊鄕
校 뒷산까지의 구릉지와 현재 동래지역 시가지 중심의 평탄지를 일부 포함하는 평면
末角方形으로,둘레 2.7km의 전형적인 平山城 형식으로 축조되었다.
壬辰倭亂으로 廢墟가 되었던 동래읍성은 英祖 7(1731)년 당시 東萊府使 鄭彦燮이 1
월 3일에 城基를 측량, 공사를 시작하여 동년 4월에 성벽을, 5월에 성문을, 7월에는
門樓가 각각 완공되었고, 8월 19일에 낙성되었다. 이 때 쌓은 읍성은 둘레 17,291尺,
女墻 1318垜, 西門, 南門, 暗門이 있고, 중요한 門樓였던 남문에는 翼城을 두고 문은
前門(洗兵門)과 後門(朱鳥門)의 이중으로 되어 있으며, 西門, 暗門, 北門밖에는 甕城을
부설하였다. 성내에는 守城倉, 守堞廳을 두어 守城의 임무를 맡게 하였다. 이후 1735
년에 각 5間으로 된 보루 15개소와 仁和門을 건립하였고, 1740년에 南門 및 門將廳을
開倉하고, 1870년에 東萊府使 鄭顯德이 일본의 침입에 대비 다시 성벽과 문루를 수축
하였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市街地 計劃｣에 의해 서문～남문 사
이의 성벽이 철거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望月山을 중심으로 한 산지에만
성곽의 모습이 남아 있다. 2000년 5월～7월까지 福泉博物館에 의한 柒山洞 332-1번지
일원의 人生門 북쪽 주변의 발굴조사가 있었는데 동래읍성의 동쪽 산지의 성 外壁은
地臺石 없이 割石의 약 1m안쪽으로 잡석채움을 한 후 그 안쪽은 흙다짐하여 쌓은 內
托의 片築城壁 임이 확인되었다. 城幅은 5.3ｍ로 추정되었고 잔존 높이는 1.5ｍ～3.0
ｍ로 상부 폭이 2.4ｍ 내외이다. 2003년 8월～10월에는 慶南文化財硏究院의 조사에
의하여 동쪽 산지인 人生門 북쪽에서
城壁과 雉城이 조사되었는데 성벽은
內托式片築城壁으로

축조되었으며,

城幅은 620～670cm정도로 조사되었
다. 雉城은 성 외벽 하부를 版築狀으
로 다져 地臺를 조성한 후 반원형으
로 지대석을 돌리고 그 위에 일변 길
이 420cm의 四角形城壁을 덧붙인 것
이다. 성 외벽석은 割石으로 쌓은 것
에 비하여 雉城은 加工石을 사용한

사진 8. 東萊邑城 雉 全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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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己巳三月”, “辛未五月” 銘文瓦가 이곳에서만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英祖 25(1749)
년을 전후한 시기에 增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2005년 3월～4월에 실시된
東萊區廳 인근의 조사에서 평지의 성벽의 폭은 530～600cm로 조사되었다. 성벽은 생
토면을 굴착한 후 粘質土와 砂質土를 교대로 다져 지대를 조성한 후 외벽에는 기단석
없이 80×40cm 크기의 治石된 割石으로 橫目을 맞추면서 안쪽 180cm까지 雜石으로 뒷
채움하였다. 內壁은 1단정도 확인되는데 外壁에 비해 조잡하다. 外壁 바깥쪽 뻘흙에
서 軟弱地盤을 補强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末木이 조사되었으며 水口 2곳이 확인
되었다.
3) 堂甘洞城址(東平縣城址)
堂甘洞城址는 문헌에 보이는 東
平縣城址로 釜山廣域市 釜山鎭區
堂甘洞 350번지 주변 東平初等學校
일대를 포함하는 남북 장축의 타원
형에 가까운 平山城형태의 읍성이
다.
뺷三國史記뺸｢地理志｣에 東平縣은

원래 大甑縣으로 후에 景德王때 東
사진 9. 堂甘洞城址 南壁 全景

平縣으로 改名하였으며 甲火良曲縣

(機張縣)과 함께 東萊郡의 領縣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高麗 禑王 2(1376)년에는 동
평현에 왜구가 침입하여 방화 약탈한 기록과 조선 太祖 6(1397)년 부산에 설치된 鎭을
世宗 5(1423)년에 東平縣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다. 동평현성지는 東萊縣의 남쪽 20
리에 위치하며, 뺷世宗實錄뺸｢地理志｣에서는 石城으로 周圍가 264步, 성내에 泉 1개소,
池 4개소가 있었고, 이후 각 기록에서 동남은 石築, 서북은 土築으로 된 성으로 周圍
3,508尺 규모의 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도로공사로 인하여 2차례에 걸쳐 釜山廣域市
立博物館에 의해 긴급 수습조사가 실시16)되었다. 1992년 성벽의 남쪽 부분을 조사한
1차 발굴조사에서 3차례에 걸친 축조와 南門址, 排水口 등이 확인되었고, 1995年 2차

16) 釜山廣域市立博物館, 뺷堂甘洞城址 Ⅰ(1996)․Ⅱ(1998)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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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는 내벽의 階段施設과 西門址 등이 확인되었다.
성벽은 3차례의 改․補修가 있었는데, 1⋅2차 축조는 직경 20∼30cm의 木柱와 틀
을 길이 420∼430cm 간격으로 基壇石列 사이에 설치하여 磨砂土와 粘土를 交代로 다
져 쌓는 區間別 版築을 하였다. 城壁의 폭은 1차가 8.5m, 2차가 7.5m, 3차가 6.0m로 시
기와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성벽 외부의 堆積層은 3개층으로 1차 퇴적층에서 綠靑磁, 2, 3次 퇴적층에서 靑磁,
象嵌靑磁, 粉靑沙器, 白磁片 등이 출토되었다. 出土瓦 중 ｢大平｣, ｢南面東萊郡｣, ｢文盖｣,
｢三品｣, 등 2차 축조와 관련된 퇴적층에서 銘文瓦도 出土되었는데, ｢大平｣이란 명문
은 遼의 연호인 太平(1021∼1030年)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분청사기편 중에서는 仁壽
府(1400년, 1457～1556년)의 명이 있어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것도 있다. 이 성의 축
조년대는 1차 축조와 關聯이 있는 퇴적층에서 綠靑磁盌이 출토되었고, 그 윗 층에서
靑磁 및 粉靑沙器, 白磁片 등이 출토되어 늦어도 高麗 初에는 축조된 것으로 보이며
뺷新增東國輿地勝覽(1530)뺸에서 廢城의 기록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朝鮮初

(1530年) 이전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 固城邑城(경남 문화재자료 제89호)

사진 10. 固城邑城 體城 全景

사진 11. 固城邑城 基壇部

固城邑城은 慶尙南道 固城郡 東外里, 樹南里 일원에 위치하며 고성읍의 중심지를
둘러 싼 조선시대의 읍성이다. 伽倻時代 末露王의 王宮址라고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
는 固城邑城과 固城倭城의 성벽 일부가 확인되고 있다. 읍성의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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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상으로 볼 때 末角梯形이며 각종 문헌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성읍성의 정확한
축조년대는 世宗 30(1448)년으로 밝혀졌다. 뺷新增東國與地勝覽뺸에 뺵둘레 3,524尺, 높
이 15尺, 그 안에 우물 4개처, 연못 1개처가 있다뺶고 한다.
2003年 11月과 2004年 3月에 걸쳐서 東亞大學校博物館에 의하여 발굴조사17)되었
다. 고성읍성의 계획도로 구간에 잔존하는 남쪽 성벽의 단면을 통하여 體城의 築造手
法을 알 수 있다.
먼저 성벽이 될 부분의 표토를 제거하고 성 안쪽에서 외벽 쪽으로 생토면을 ‘L’자
상으로 整地한 후, 그 위로 10cm 내외의 자갈을 깔아 基底部를 조성하였다. 그 위에
두께 20cm 내외의 板石을 깔아 地臺石을 만들고, 地臺石 상부에 基壇石을 배치한 후
基壇石의 끝에서 약 20cm 정도 안쪽으로 180×100×80cm 정도 크기의 自然大石을 놓
은 형태이다. 內壁은 ‘L’자상으로 절토된 내벽쪽의 수평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內壁의 안쪽의 채움석은 지름 50~60cm 내외의 석재를 사용하여 가급적 편평한 면이
바깥쪽으로 보이도록 쌓고, 그 안쪽으로는 積心石을 채워 넣은 상태이다. 城壁의 幅
은 526cm를 보이고 있다.
성벽석은 가급적 평면이 바깥쪽으로 보이도록 하면서 立垂積과․橫平積을 석재에
따라 고르게 사용하고 있다. 城石의 크기는 170×120×80cm 정도의 것이 대부분이며
상부로 갈수록 작은 돌로 축조하고 그 틈새를 잔돌로 메우는 방식이다.
垓子는 남벽과 동벽에서 확인되었는데 동벽의 경우 16m 지점에서 垓子18)로 추정되
는 구역이 조사되었다.
뺷東國與地勝覽뺸이후 모든 기록에서 고성읍성의 전체 길이는 3,524尺으로 나타나 있

는데 이를 世宗 때의 布帛尺인 46.73cm로 계산하면 전체길이는 1,647m가 되어 현 지
적도상의 계측치인 1,644m와 부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7) 東亞大學校博物館, 2004, 뺷신기-남포간 都市計劃道路 開設區間內 固城邑城址 發掘調査 槪要뺸.
18) 垓子는 海子라고도 하는데 城壁周邊에 人工的으로 땅을 파서 고랑을 내거나 自然河川 等의 障
碍物을 移用하여 城壁의 防禦力을 增進시키는 施設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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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河東邑城

사진 14. 河東邑城 羊馬牆

사진 12. 河東邑城 外壁

사진 13. 雉城外壁
木柱痕

河東邑城은 慶尙南道 河東郡 古田面 古下里에 위치한 海拔 149m인 양경산에서 蟾
津江의 지류인 舟橋川이 위치한 남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地穀頂上의 高位平坦面에
悌形狀으로 형성된 능선을 따라 북쪽 정상부로부터 동쪽과 남쪽의 구릉 정상을 남北
으로 달리다가 지형적으로 가장 낮은 남쪽의 계곡부을 감싸는 包谷式 石築城으로, 남
북을 장축으로 한 마름모 형태를 하고 있다.
현재 잔존 둘레는 1,400m이고, 幅 4.5m 잔존 최고 높이는 5.2m 정도의 규모이며, 東,
서, 남쪽 體城 중간에 甕城19)을 두른 문지와 그 좌우 및 城隅에 方臺狀의 雉城을 배
치하고, 體城 바깥에는 다시 해자를 두르고 그 해자와 나란하게 羊馬墻을 두른 구조
로 되어 있다.
體城은 표토를 제거하고 생토면을 정지하여, 그 위로 두께 20cm 내외의 板石을 깔
아 地臺石으로 삼은 뒤, 그 위에 두께 30cm, 길이 50~70cm 내외의 長方形 석재를 基
壇石으로 배치하였다. 그 상부로는 基壇石 끝에서 약 10cm 정도 뒤로 물리어
60~13×30~70cm 정도 크기의 治石된 자연대석을 地臺石과는 수직이 되게 성벽을 축
조하였다. 현재 대부분 地臺石과 基壇石을 포함한 2~3단 정도가 남아있다.
문지는 동, 서, 남문이 배치되어 있다. 南門址 甕城의 둘레는 대략 40cm 이고 성벽

19) 甕城은 城郭에서 가장 脆弱地區인 城門을 保護할 目的으로 城門外郭에 半圓形이나 四角形의
城壁을 덧붙여 만든 附屬施設로서 城門을 밖으로부터 保護하기 위하여 城門 外部로 둘려쳐진
城壁으로 二重의 出入門 役割을 하는 施設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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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폭은 夾築부분은 최대 8m, 최저 6m이며, 甕城의 外壁은 地臺石을 포함하여 2~3단
이 남아있다. 축조수법을 살펴보면 먼저 암반층을 정지하고 그 위에 점토와 자갈을
섞어 다진 후 체성부와 달리 일정한 높이까지 內托式으로 쌓은 후 1m 위로부터 內外
夾築 상태로 축조하고 있다. 內壁의 경우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부분에 “ㄱ”자
형태로 굴절을 두고 있으며 甕城部에 연결된 체성부도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장방형
의 자연대석을 地臺石 아래에 쌓아 올렸다. 甕城部는 외벽 면석과 직교하게 沈石이
놓여 있다.
體城部와 甕城部 사이에 기둥자리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수혈이 있다. 南門址의 甕
城 地域에서 북쪽으로 약 5.3m 되는 지점에 바닥에서 粘質土가 깔린 폭 2.1m, 길이
3m 규모의 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석축시설이 조사되었다.
河東邑城의 雉城은 11개소가 축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차 학술조사에서는
9개소의 雉城이 확인되었다. 그 가운데 서벽에서 2개소, 동벽에서 1개소, 북벽 頂上에
서 1개소를 조사하였고, 2차 학술조사에서는 서문지를 基準으로 서남쪽으로 2개소,
서벽과 남벽이 만나는 서남쪽 城隅에서 1개소 등 3개소가 調査되었다.
6) 四川邑城(경상남도 기념물 제144호)

사진 15. 四川邑城 平面圖

사진 16. 四川邑城 南門址 周邊 城壁

四川邑城은 慶尙南道 四川邑 貞義 2里~宣仁 1里에 위치하며, 현재 四川市廳舍 및
公設運動場, 四川高等學校 등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북동쪽의 해발 106.8m의 낮은 야산자락에서 이어지는 구릉 말단부를 시작으로 현
재의 山城公園을 포함하여, 남서쪽 평지로 이어지는 平山城으로 자연지형을 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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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용, 남쪽의 貞東面 禮樹里의 城隍堂山城과 서로 마주하고 있다. 조선시대 초기
까지 성황당산성이 이곳 사천일대의 치소 역할을 담당했으나 世宗 24(1442)년 명에
의하여 世宗 27(1445)년 四川邑城이 축조되면서 사천현의 행정치소가 옮겨졌다.
이때 완공된 읍성의 규모에 대해서는 뺷文宗實錄뺸에 “泗川縣邑城은 周圍가 3,015尺,
높이는 平地가 11尺 5寸이고, 높고 험한 곳은 10尺 5寸이며, 敵臺가 15개소이고, 門이
3개소인데 擁城이 있고, 女墻이 580개이며, 성내에 우물이 7개소이고, 垓子는 아직 파
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사천읍성의 잔존 體城 6곳이 지표조사20)되었다. 읍성의 잔존구간 중 추정남문지
동쪽 지점의 경우, 體城의 길이는 8m가 조사되었는데, 높이 80~100m 정도, 石築 1~2
단이 잔존하고 있다. 外壁은 하부의 基壇石에서 20cm 정도 안쪽으로 들여서 60×60cm
또는 120×50cm 크기의 석재를 立垂積과 橫平積을 혼용하여 축조하였다. 읍성의 體城
상부 幅은 4m, 하부 幅이 6m 내외로 추정된다.
기록에서 우물지 4개소와 연못지 2개소가 보이며 垓子는 기록에는 보이지 않으나
지적도를 확인한 결과 체성 바깥 20~30m 거리를 두고 소방도로가 확인되었는데 과거
에 小河川이 흐르던 것을 복개하였다 함으로 垓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7) 密陽邑城(경상남도 기념물 제167호)

사진 17. 密陽邑城 外壁

사진 18. 密陽邑城 體城內 杭木痕

密陽邑城은 慶尙南道 密陽市 內一洞에 위치한다. 예로부터 밀양은 낙동강을 끼고

20) (財)東亞文化硏究院, 2005. 1, 뺷四川邑城 復元事業을 爲한 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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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釜山, 金海, 馬山 등 연안도서지역에서 멀지 않은 내륙에 위치하며, 漢陽과 東萊
(釜山)를 잇는 嶺南大路에 위치하고 있어 내륙으로 통하는 교통상의 요지이며 군사적
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다. 密陽邑城의 전체 평면형태는 다소 不定形狀의 梯形이며 衙
東山, 衙北山 등의 구릉과 선상지, 저위면 등의 평탄지를 포괄하는 平山城으로 축조
되었다.
뺷朝鮮王朝實錄뺸의 기록을 통하여 밀양읍성은 文宗 元(1450)년에 道體察使 鄭苯의

보고에 의해 改築이 논의된 후 成宗 10(1479)년 10월에 축조가 완료된 것으로 둘레가
4,670尺, 높이가 9尺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밀양읍성이 石城으로 축조되기 이전
에 성곽이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지의 경우 뺷慶尙道邑誌뺸에서 ｢有東西南三
門｣이라 하여 19세기초까지 밀양읍성에는 동문․서문․남문의 세 성문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垓子의 경우는 방어에 가장 취약한 서쪽 성벽을 따라 길게 인공적인
垓子를 축조하였으며 현재에도 확인된다.
2002년 1월 10일부터 3월 10일에 걸쳐 密陽大學校에 의하여 지표조사21) 되어 체성
의 축조수법이 확인되었다.
密陽邑城 구간중 비교적 양호하게 잔존하고 있는 衙東山 정상부의 1Tr 지점을 통해
서 밝혀진 성벽의 축조수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체성의 기초지반을 조성하였는데 階段狀으로 조성한 기반암의 전체적인 횡단
면은 梯形을 이룬다. 삭평된 횡단면의 하단 폭은 12.49m이상이고 상면 폭은 약 9.8m
이다. 整地한 基盤岩 위에는 掘土하면서 생긴 黃褐色巖盤片을 다량으로 혼입하여 최
대 높이 90cm 이상 幅 7m 이상으로 매우 치밀하고 단단하게 版築 내지는 版築狀 工
法으로 다져 올리면서 盛土․整地하였는데 整地層의 橫斷面은 梯形 혹은 階段狀이며,
縱斷面은 階段狀을 이룬다. 외벽 아래쪽의 정지층의 가장 자리에는 堡壘石을 1~2열
쌓아 정지층의 法面을 補强한 것으로 보고 있다.
體城部分의 基底部 상면에서는 끝이 뾰족하고 직경이 5~7cm인 단면 圓形材와 角
材가 斜向 또는 垂直으로 불규칙하게 기반암까지 박혀 있는 杭木材痕이 확인되었다.
調査團에서는 基底部의 構築時 일반적인 版築工法과 마찬가지로 사용된 結構材또는
基底部 위의 석축작업시 사용한 結構材로 推定하고 있으며 굵기가 너무 얇아 杭木材
21) 密陽市․密陽大學校博物館, 2002, 뺷密陽邑城-密陽邑城 基礎資料調査 및 基本設計 用役結果 報
告書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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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도를 명확하게 단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저부 정지층 상면에는 外壁 바깥 1m지점까지 60×40×5～8cm정도 크기의 板狀割
石으로 地臺石을 부설하였다. 지대석 위에는 두께 10cm, 길이 50～60cm크기의 割石을
縱平積하여 基壇石을 배치한 후 기단석 끝에서 10～15cm 안쪽부터 78～80×80cm 크
기의 대형할석의 가공면을 가능하면 바깥쪽으로 오도록 최하단을 立垂積하였다. 2단
석 이상부터는 橫平積 내지는 立垂積을 중심으로 쌓아 올리되 일부는 橫平積으로도
쌓아 외벽석과 체성 내부 석재간에 결합을 强化하여 외벽석의 붕괴를 방지하고 있다.
한편, 내벽의 축조상태는 단면상으로 볼 때 人頭大 크기의 割石으로 면을 맞추어 쌓
은 듯하며 체성 내외벽 사이에는 높이 1.5m까지 割石을 채운 후 그 상부로 內壁쪽 약
3m 지점까지 補强土 작업을 동시 병행해가며 梯形을 이루게 쌓아올렸다. 석축 성벽
의 하면 폭은 4.47m, 상면 폭은 4.2m이고 높이는 最低 2.71m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한편, 기록에 보이는 密陽邑城의 둘레 4,670尺을 布帛尺의 1尺인 44.75cm, 46.73cm
으로 계산하면 각각 약 2.092km, 약 2.18km로 계산된다. 높이 9尺의 경우는 각각
402.75cm, 420.57cm로 환산된다. 營造尺 31.22cm로 환산하면 둘레의 경우 1.457km높이
의 경우 280cm로 계산되며, 현재의 잔존높이 271~288cm의 수치와 거의 일치한다.
8) 鎭海 熊川邑城

사진 19. 熊川邑城 外壁

사진 20. 熊川邑城 甕城 外壁 基底部

熊川邑城은 慶尙南道 鎭海市 熊川洞에 위치한다. 沿岸邑城으로 전체길이는 946m의
平地城이다. 웅천읍이 입지한 城內洞일대는 전방이 南山에 의해 폐쇄되어 천연의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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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제공받을 뿐 아니라 對岸으로는 子馬山 자락이 남서축으로 뻗어 내려 평면이
마치 병과 같아 바다로 통하는 입구는 좁혀져 있으나 그 안쪽에는 충분한 공간이 마
련되어 있어 외적에 대한 방비에 유리한 地形이다. 臥城灣(熊浦)은 주변의 여러 만 가
운데 서쪽의 行巖灣에서 동쪽의 熊東灣에 이르는 5개의 만 중에서 유일하게 곧장 바
다로 열리지 않은 곳으로 이곳에서 남쪽으로 1km 떨어진 薺浦鎭城 및 濟德土城과 더
불어 대왜구방어의 최일선에 위치하던 주요거점성곽이다.
熊川邑城에 관한 最初의 기록은 뺷慶尙道續撰地理誌(1469)뺸慶州道 熊川條로서 朝鮮
前期인 世宗 16(1434)년에 初築하였고, 端宗 1(1453)年에 增築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
다. 이후 中宗 5(1510)년 三浦倭變時에 현성이 일시 함락 당하였고 壬辰倭亂(1592년)
때에는 熊川邑城을 비롯한 주변일대가 日本水軍에 의해 점령되었다. 이듬해에는 현
성 남측의 南山과 安骨浦, 明洞에 倭城이 축조되었다.
熊川邑城의 規模는뺷慶尙道續撰地理誌뺸에 의하면 둘레가 3,514尺이고, 높이는 15尺
이다. 성의 사방에는 4대문이 개설되어 있었으며 시설물은 우물 2개소와 軍倉이 있다
고 한다. 이후 기록과 지적도를 참고로 하면 동서남북 사방에 半圓形 甕城門址를 두
고 基本的으로 4隅에 方臺狀의 雉를 배置하였다. 또한 동, 서문의 좌우에 하나씩 총
6개의 雉城을 배치하고, 사방에 垓子를 구비한 構造를 갖고 있다.
慶南發展硏究院에 의해서 2001년 2월 12일부터 3월 23日까지 동벽에 대한 발굴조
사22)가 있었다.
熊川邑城의 동쪽 성벽의 단면을 통하여 체성의 축조수법을 살펴보면 먼저 성벽이
될 부분의 표토를 제거하고 성 안쪽에서 외벽 쪽으로 생토면을 ‘L'자상으로 정지하여,
그 위로 10cm 내외의 점토를 다지고 자갈로서 바닥을 정지하여 8.1m 내외의 성벽의
기저부를 구축하고 있다. 외벽은 내벽쪽으로 1.6m 정도까지 3단의 人頭大石을 쌓고
그 위에 두께 20cm 내외의 板石을 깔아 地臺石을 만들고, 그 위에 基壇石을 올려 약
20cm 정도 안쪽에 200×160×150cm정도 크기의 自然大石을 놓은 형태이다.
內壁은 외벽 기저부 끝에서 내벽쪽으로 약 2.6m 정도 地點에 지름 50~60cm 내외의
石材를 사용하여 가급적 편평한 면이 바깥쪽으로 보이도록 쌓았는데 외벽까지가
5.5m로 외벽 안쪽은 막돌로써 뒷채움 하였다. 성벽의 상단부를 올려 쌓으면서 내벽측
22) 鎭海市․慶南發展硏究院歷史文化센터, 2001, 뺷鎭海 熊川邑城-鎭海市熊川邑城 整備復元을 爲한
試掘調査報告書-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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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0cm, 60cm, 90cm의 높이로 階段狀을 이루고 있다.
처음 내외벽의 기단부 폭은 基底部가 약 8.1m이고 성벽의 幅은 5.5m이나 최상부의
폭은 260cm로 夾築하였다. 그 상단에는 楣石을 30cm 외벽쪽으로 돌출시켜 設置하고
그 위에 幅 70cm의 女墻이 2단정도 잔존하고 있는데 성벽의 잔존고는 3~5m 내외다.
東門址 외곽에서 시계반대방향으로 돌아서 성벽과 나란히 開口部가 북쪽으로 난
半圓形의 片門式 甕城이 조사되었다. 甕城의 幅은 약 6.8m이고 半圓狀의 내경은 11～
13m이다. 잔존 최고높이는 3.5m이며 개구부의 폭은 3m정도 확인되나 巨濟 古縣邑城
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잔존상태는 불량하나 기단부는 체성과 마찬가지로 바닥
에 人頭大의 割石을 깔고 외벽 끝에서 약 1.6m까지 板石으로 깐 地臺石이 돌출되어
있고 그 위에 基壇石을 설치, 그 끝에서 20cm 안쪽 들여서 성벽석을 쌓고 있다. 성벽
은 2m×1.5m×1m 크기의 성석으로 가급적 평면이 바깥쪽으로 보이도록 하면서 立垂積
과 橫平積을 하고 있으며 상부로 갈수록 작은 돌로 축조하고 그 틈새를 잔돌로 메워
쌓았다. 甕城築造時 바닥 全面에 板石으로 基壇部를 조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甕城
內壁의 뒷채움은 내벽이 무너져도 안쪽의 積心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석의 바로 뒤편
에 沈石처럼 생긴 돌을 일정한 폭으로 쌓았다.
雉城은 城隅 4곳에 設置되어 있고 동쪽의 雉城은 폭이 5.5m, 길이가 7.6m, 높이 4m
이다. 북동쪽의 雉城의 경우는 현존하는 높이 4.5m, 폭 8.4m, 길이 5.5m이다.
垓子23)는 동쪽과 남쪽에서 확인되었다. 남쪽의 경우 성의 외벽 바깥쪽으로 약 9m

사진 21. 熊川邑城 階段式 內壁

사진 22. 熊川邑城 垓子內 木杙

23) “海子”라고도 기록되어 있으며, 물이 흐르지 않는 경우는 “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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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 垓子의 석축이 조사되었는데, 幅이 3m이고 잔존 높이는 약 2.5m이며, 동쪽
의 경우 성벽에서 약 11m 떨어져서 幅 6.8m 규모로 설치되어 있다. 가운데의 垓子는
앞부분의 해자가 폐기된 후 다시 축조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2회 이상의 增改築이 이
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垓子의 床面에서 割石과 자갈을 이용하여 고정한 定型性을
띤 木杙이 성 내외벽을 향해 교차로 설치되어 있어 垓子內의 이중 방어시설물로 보고
있다. 한편, 성벽에서 昌寧府․晉州府民의 동원사실을 기록한 銘文石이 조사되었는데
인근 군현의 읍민을 동원하여 쌓은 사실이 확인된다.
9) 彦陽邑城(국가 사적 제153호)24)

사진 23. 彦陽邑城 體城 全景

사진 24. 彦陽邑城 外壁

彦陽邑城은 蔚山廣域市 彦陽邑 東部里와 西部里 일대에 위치하며 花欌山의 東南쪽
기슭 아래에 형성된 沖積臺地上에 축조되었다. 평면구조가 正方形에 가깝고 4방의 중
앙에는 壅城을 두른 門址를 갖추고 그 좌우뿐만 아니라 城隅에 方臺形의 雉城을 배치
하고 체성 바깥에는 垓子와 木杙 등이 모두 확인되기 때문에 조선시대 성곽구조의 典
型을 보이고 있다. 뺷慶尙道續纂地理志(1469)뺸, 뺷新增東國與地勝覽(1530)뺸, 뺷輿地圖書
(1757～1765)뺸등의 彦陽縣條에 의하면 高麗 恭讓王 2(1390)년에 처음으로 둘레 1,417
尺, 높이 8尺, 軍倉이 있고 연못이 4곳과 우물 2곳이 있는 土城을 築造하였다가 朝鮮
時代인 燕山君 6年(1,500年)에 당시 縣監이었던 李聃龍이 土城을 石城으로 고쳐 쌓으
면서 둘레3,064尺, 높이 13尺, 女堞(女墻)834堞, 우물 4개 규모로 넓혀 현재에 이르고
있다.
24) 東亞大學校博物館, 2003, 뺷彦陽邑城 綜合整備復元을 爲한 學術調査報告書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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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城의 築造手法은 우선 생토층에 막돌이나 자갈돌을 깔아 地盤을 다지는데 그 두
께는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外壁部의 경우 그 위에는 두께 30cm 전후의 편평한
板狀 석재를 깔아 地臺石을 설치한 후 그 끝에서 40~80cm 정도 안쪽에 基壇石을 올
려놓은 상태이다. 外壁 面石 안쪽의 채움 돌은 長大石을 배치하여 面石이 무너져도
체성 자체는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대체로, 외벽에서 내벽쪽 250cm 정도는
비교적 큰 돌이 보이나 내벽부로 갈수록 그 크기가 줄어들어 人頭大의 막돌이나 割石
으로 채워져 있다. 체성 상부의 구조와 관련하여 체성부의 구조나 폭은 지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이는 北壁과 西壁에는 內壁部에서 石築 바깥
으로 토층이 체성을 향하여 경사진 상태로 나타나고 있어 內壁部를 중심으로 그 바깥
과 체성 상부에는 흙으로 덮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世宗 20(1438)年에 頒布된 石城 築造에 관한 뺷築城新圖뺸의 全般的인 內容에
大體로 附合한다. 또한 뺷經國大典뺸이나 뺷大典會通뺸의 兵典 城堡條의 內容25)으로 보
아 城壁 內部는 夾築된 것이 아니고 內托한 狀態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垓子(海子)의 境遇 體城 外壁 基壇部에서 660cm~690cm 정도 떨어져 上部 幅 510cm,
깊이 170cm 정도 規模의 內溝가 確認되었는데, 斷面은 U字狀에 가깝고 兩쪽에는 自
然石을 깔았다. 그리고 垓子(海子)의 入水部는 西門址와 西北쪽에 위치하는 雉城 10,
그리고 北門址 바깥쪽 3곳으로 보고 있으며, 構造上 垓子 바깥 地域이 높게 나타나
滿水時에는 體城 外壁 基壇部까지 물이 채워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甕城의 境遇 東, 西, 南, 北 4門에 半圓形甕城이 配置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南門址
의 境遇 體城과 同時에 築造되었으며 나머지 門址는 體城이 먼저 築造된 後 甕城을
덧붙여 築造한 것으로 確認되었다. 門址 周邊에서는 瓦片이 收拾되는 것으로 보아 門
樓가 있었던 것으로 推定된다. 門址 開口部의 幅은 350cm 내외고, 甕城 開口部의 幅
은 北門址 220cm, 西門址 450cm, 南門址 730cm이다.
雉城(敵臺)26)의 境遇 4곳의 城隅部分과 四方의 門址 左右에 各各 方臺型의 雉城이
配置되어 모두 12個所가 設置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調査된 雉城은 西壁의
25) “城 곁에는 내외 모두 溝渠를 開通하고, 草木이 生長한 곳은 곧 깎아 버린다. 故意로 牛馬를 放
牧하여 떼잔디를 밟아 損傷시키고, 城堞(弓家)를 받아 破損케 한 자나 塼石을 훔치는 자는 修城
禁火司가 每月 巡行하여 檢擧한다.”
26) 체성에서 돌출되게 쌓아 성밑에 접근하는 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시설, 성문좌우에도
門址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敵臺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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境遇 715×800cm, 720×944cm, 700×970cm, 715×800cm, 北壁의 境遇 800×1,045cm이다.
문헌기록에 나타나 있는 雉城의 규모에 대해서는 世宗 15(1433)年 正月 兵曹에서 잘
못 축조된 慶尙道 昆陽邑城과 관련하여 前面 15尺, 左右 各 20尺의 규모를 제도로 정
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리는 150步(150尺의 誤記)마다 敵臺27)를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布帛尺의 기준척인 46.73cm로 환산하면 적대는 前面 7m, 길이 9.4m
정도 규모로 언양읍성의 경우 조금 긴 편이나 문헌과 흡사하다.
문헌 기록에 의하면 언양읍성의 규모는 둘레 3,064尺이고 높이는 13尺이며, 834個
의 女墻을 갖춘 구조로 나타나 있는데, 현지 측량한 결과 총 둘레 1,559.7m이고 그 중
壅城과 雉城을 제외한 4벽의 길이는 1,500m였다. 이를 기록상에 나타난 둘레 3,064尺
으로 환산하면 1尺當 49cm로 나타난다. 따라서 뺷新曾東國與地勝覽뺸에 나타나는 用尺
은 土木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營造尺(31.21cm)이 아니라 布帛尺(46.8cm)에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체성의 높이 13尺은 布帛尺에 적용할 경우 624cm로 雉城 11
의 외벽에서 확인된 잔존 최고 높이가 485cm인 점도 이러한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록의 성벽 상부에 834개의 女墻은 壅城과 雉城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체 길이로 추정되는 1,559.7m로 계산할 경우 女墻 1개는 대략 187cm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비록 선행하는 기록이지만 女墻의 규모에 관한 뺷文宗實錄뺸元(1450)년
9월 庚子條를 보면 女墻의 높이는 모두 2尺(94cm)과 3尺(141cm)의 2종류가 보이지만
대부분 3尺이며, 女墻의 간격은 4.5尺(211cm)~8尺(374cm)사이로 최소치에 근접한다.

사진 26. 彦陽邑城 南門甕城實測圖

사진 25. 彦陽邑城 甕城

27) 뺷世宗實錄뺸卷 五十九 十五年 正月 丁酉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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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靈山邑城

사진 27. 靈山邑城 外壁

사진 28. 靈山邑城 外壁 實測圖

慶尙南道 昌寧郡靈 靈山邑山 城內里邑 山城 14番地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靈山邑
城은 조선조 成宗 8(1477)년에 축조되기 시작한 읍성이다. 靈鷲山 남쪽 기슭에서 평지
와 연결해서 남북으로 축조된 평면 船形의 平山城이다. 東亞大學校博物館이 1998년 7
월 6일부터 1998년 9월 20일까지 地表調査28)하였다.
전체적인 구조는 동․서․남쪽에 門址(壅城)를 가지고, 그 주위에 6개의 雉城(城隅
包含)과 水口를 갖춘 형태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규모는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뺷輿地
圖書뺸에 나타나는 전체길이 3810尺(1,155m)보다 약간 긴 1,465m 정도였고, 높이는 12
尺5寸(379cm)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최고 높이는 400cm 정도가 확인되어 기록보다 높
게 나타나고 있다. 城壁의 폭은 太子閣이 있는 高地구간과 水口가 있는 구간에서는
660cm 정도였고, 평지인 G구간에서는 폭이 710cm로 나타나서 평지와 고지간의 지형
적 특징에 따른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한 곳은 모두 13個 지점으로, 크게 산지와 평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
적인 축성기법은 동일하다. 지형적으로 산지에 해당하는 高地에는 丘陵斜面의 생토
층면을 절토하여 整地한 다음, 자갈을 깔아 다지고 그 위에 두께 20~30cm 정도의 板
石狀의 長大石을 일렬로 배치하여 地臺石으로 삼고 있다. 그 위에는 직경 100cm 정도
의 자연대석을 이용하여 20cm 가량 안쪽으로 세워 基壇石을 삼았다. 다시 그 위에는
長大石을 積心쪽으로 걸쳐 쌓고 그 위로 基壇石과 같이 大石을 세워쌓는 수법을 반복
28) 昌寧郡, 東亞大學校博物館, 1998, 뺷靈山邑城址地表調査報告書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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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워쌓기와 눕혀쌓기를 반복하는 것이 상부로 갈수록 점차 보
이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평지의 경우는 생토면을 깍아 정지한 후, 그
위에 地臺石을 깔고 전술한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단석과 상단부를 축성하였다.
11) 巨濟 古縣城址(경상남도 기념물 제43호)29)

사진 29. 古縣邑城 城壁 實測圖

사진 30. 古縣邑城 垓子 全景

慶尙南道 巨濟市 新縣邑 古縣里에 위치한 古縣城은 鷄龍山(海拔554.9m) 南斜面의
넓은 臺地上에 동서에 가까운 장축을 가진 평면 長方形의 平地城으로 성벽 길이
818m정도다. 世宗 4(1422)년에 축성을 계획하여 世宗 14(1432)年에 완공, 治所로 삼았
으나 1592년 壬辰倭亂時 함락 당한 후 顯宗 4(1663)년에 巨濟面으로 치소를 옮긴 다음
곧장 廢墟가되었다. 고현읍성의 축조에는 慶尙道民 2萬名이 참가하였으며 永川郡事
鄭次泰 晋州判官 楊淵, 昆陽郡事 崔性老, 淸道郡事 李椅, 泗川縣監 張俁, 鎭海縣監 金
漢珍이 監督하였고, 巨濟縣令 李孝誠은 官衙와 府庫를 세우는 等 3,600尺의 성벽과 40
余間의 건물을 9년간에 걸쳐 완성하였다고 한다. 뺷東國與地勝覽뺸 巨濟縣 邑城條에 ｢石
築周三千三十八尺, 高十三尺 內有三泉二池｣라 하여 石城으로 둘레가 3,098尺이고 높
이가 13尺인데 성내에는 3個의 우물과 2個의 연못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1991년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東亞大學校博物館이 1개월간에 걸쳐 발굴조사
를 하였다.
조사된 북벽의 경우 성벽 기단부분은 생토층을 “L”자상으로 먼저 절개하고 그 위를

29) 東亞大學校博物館, 1991, 뺷巨濟古縣城址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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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로 다진 다음 납작한 長大石을 한번 깔고 그 위에 큰 城石을 올려놓은 형태이다.
이 경우 內壁보다는 外壁이 낮아 성벽 단면상으로는 內托狀을 보인다. 外壁에 사용된
大石은 2m×3m×0.5m 크기로 평평한 면을 垂直으로 세운 형태인데 積心쪽으로 沈石같
은 것을 걸친 흔적은 없었다. 壁石을 쌓을 때는 北壁의 중간지점은 비교적 大石을 이
용하여 세워쌓기 수법을 많이 썼으나, 동쪽 벽은 立垂積 橫平積을 교대로 하였다. 城
內쪽인 內壁은 지형적으로 外壁보다 높아 基壇部가 外壁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며 地
表面을 50~60cm 깊이로 파고 그 속에 割石을 채워 基壇部를 補强하고 내벽과 외벽사
이는 자갈로 채워 積心으로 삼았다. 동쪽 벽의 경우는 人頭大의 割石으로 시골 담장
쌓듯 床面에 垂直하게 쌓아 올렸다. 성의 내외벽간의 積石은 자갈을 이용하였고 幅은
5.5m정도이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北門址 甕城의 경우 북쪽에서 半圓狀으로 만곡하다가 서쪽에
개구부를 두는 형태로 甕城壁의 幅은 6～7m이고 半圓狀의 內徑은 11～13m이다. 體城
과 開口部의 幅은 3.6m, 門址의 幅은 4.15m로 경사진 부분의 基壇石 아래에는 1～2m
폭으로 板石狀의 地臺石을 깔아 보강하였다
雉는 지적도상으로 甕城 四隅와 북벽, 서벽, 남벽에서 모두 6개가 확인되었다. 북
벽과 서벽이 만나는 모서리부분의 雉는 方臺狀으로 體城壁에 덧대어 축조한 것으로
하단부는 경사로 인하여 內托하듯 生土로 채웠으나 상부로 갈수록 夾築하여 내부에
자갈돌로 채운 형태다. 10.2m×7.4 m 크기로 2.55m 정도 잔존한다.
垓子는 서쪽 성벽의 外郭에서 확인한 바 있는데 성벽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幅
20m, 깊이 3~4m로 生土層을 切開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隍이며, 그 외 지역은 자연계
곡을 이용하였다. 2004년 2월 慶南發展硏究院 歷史文化센터에 의해 東門址로 추정되
는 지역에서 垓子가 조사30)되었는데 城壁에서 5,1m 정도 떨어져 幅 4.5m, 깊이 0.9～
1.5m 규모로 길이 54m가 확인되었다. 垓子의 성벽은 생토층을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
고 굴착면에 덧대어 石築을 쌓았는데 石築 안쪽 1m 까지는 작은 割石으로 채웠다. 최
하단석의 경우 83×40cm 크기의 대형의 川石을 이용하여 세워쌓기 하였고 이후 상부
로 가면서 크기가 작아진다. 垓子內部 바닥 면은 뻘이 16cm 가량 堆積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길이 70cm, 직경 2×4cm정도의 끝이 날카로운 角材가 확인되어 垓子 내부에

30) 慶南發展硏究院 歷史文化센터, 2004. 2, ｢巨濟古縣 住商複合建築物 發掘 指導委員會議 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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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禦施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營․鎭․堡城
1) 蔚山 兵營城址(사적 제320호)
兵營城은 蔚山廣域市 中區 東洞, 西洞, 南外洞에 걸쳐 축조된 石築城으로 둘레
2,120m31)에 달한다. 조선시대 이 곳에 慶尙左道兵馬節制使營32)이 설치된 연유로 하
여 現在 이 곳을 뺵兵營洞뺶이라고 한다. 東川下流의 강변에 위치하며 慶州로 통하는
길목이 觀望되고 東川을 이용한 水運과 海運도 가능한 곳이다. 지형적으로 남쪽을 除
外한 三面이 높은 형태를 이루고 있다.

사진 32. 兵營城址 全景

사진 31. 兵營城址 雉 實測사진

朝鮮 太祖 6(1397)년 당시 蔚山郡 治所인 兵營에 朝鮮初期 軍事施設인 鎭이 倂設되
었다가 太宗 13(1413)年 慶州로 鎭이 옮겨졌다. 太宗 15(1415)年 慶州에 설치되었던 慶
尙左道兵馬節制使營이 현재의 병영으로 이설되었다. 太宗 17(1417)년에는 石築城으로
축조된 후 世宗 8(1426)년에는 馬山 合浦의 慶尙右道 內相城과 일시 합치된 후 世宗
19(1437)年 다시 左道兵馬節制使營이 复立되었다. 宣祖 17(1584)년에는 다시 이 곳에
兵營이 설치되었다. 壬辰倭亂時에는 성이 함락된 후 加藤淸正이 蔚山倭城을 축조하
면서 兵營城과 邑城에서 城石 대부분을 반출하여 갔다고 한다. 哲宗 10(1859)년 南門
31) 蔚山廣域市, 1997, 뺷兵營城綜合整備計劃뺸.
32) 兵馬節度使는 地方의 兵馬(軍士)를 指揮하는 從 2品 武官으로 各道에 1～2人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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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外城을 축조한 사실에서 兵營城은 조선 말기까지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뺷文宗實錄뺸 원(1450)년 9월조의 蔚山 內相城은 周回 3,732尺, 高8尺, 女墻高 3尺 敵臺

21個중 3個가 未築, 甕城 있는 門이 4개, 女墻 908, 城內 井 11, 川 3 垓子或鑿或未鑿
이라 하여 그 규모가 나타나 있다.
병영성에 대한 발굴조사는 1985년 東亞大學校博物館에 의해 兵營城의 東南쪽 일부
區間에 대한 調査가 實施33)되어 체성과 雉城이 확인된 바 있다.
體城의 경우 구릉 정상에 해당되는 지점을 내벽의 끝으로 삼고 외벽 끝은 비스듬한
경사면을 절개하여 평탄하게 만든 다음 점토와 자갈돌을 섞어 단단하게 다진 뒤
90×150×100cm크기의 地臺石을 배치하고 그 위에 地臺石 끝에서 약 50cm 안쪽으로
基壇石을 배치한 형태이다. 內壁의 경우에는 40×25×45cm크기의 막돌을 이용하여 地
臺石 없이 지면에 수직되게 가지런히 쌓아 올렸는데 내외벽면의 폭은 약 700cm로 그
사이에는 막돌을 이용하여 채웠다. 여기서 내벽과 외벽쪽에 가까운 積心은 바깥 체성
이 무너져도 積心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階段狀을 띠고 있었다. 동쪽 외벽 약간 돌출
된 지점에서 基壇部만 남아 있는 사방 8m 규모의 평면 正方形의 雉城이 조사되었는
데 체성에 덧대어 基壇石을 배치하고 그 안쪽에 막돌로 뒷채움한 것이다. 조사지의
북쪽에서 확인된 垓子의 경우에는 체성에서 약 10m 바깥으로 생토층을 단면｢U｣자상
으로 굴착한 것으로 폭 8m, 깊이 2m정도가 잔존한다.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는 蔚山廣域市 中區 西洞 216-1번지 일대의 兵營城 北門
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1999년 8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34)하였
다.
조사된 體城은 生土面 위로 粘土+자갈 다짐층과 그 위로 粘土+割石다짐을 하고
난 후 40～75cm×20～35cm 크기의 地臺石을 배치하고 地臺石의 바깥 끝에서 20cm 안
쪽으로 城壁의 基壇石이 배치되면서 40～85cm×20～60cm×65～150cm 크기의 돌로 石
面을 맞추어 수직되게 쌓으면서 그 사이에는 잔돌을 끼워 틈새를 메운 형태다. 內壁
은 유실로 인해 거의 확인할 수 없으나 東亞大學校의 발굴조사에서 약 7m지점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그 사이에는 人頭大 크기의 막돌로 속채움 한 형태다.
兵營城에는 서문과 북문에 甕城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垓子는 동문지 동쪽 절
33) 東亞大學校博物館, 1986, 뺷蔚山倭城․兵營城址뺸.
34) 國立昌原文化財硏究所外, 2001, 뺷蔚山 兵營城北門址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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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지 단애면에 垓子로 추정되는 부분에 일부 석열이 노출되어 있다. 일반적인 체성의
폭이 약 7m이나 북문지와 동문지 사이에서 일부 확인되는 체성의 폭은 580cm에 해당
되는 좁은 부분도 있다. 동문지와 북문지 사이에 약 8m 크기의 雉城으로 추정되는 부
분이 약 90m간격으로 잔존하고 있다
2) 馬山合浦城址
慶尙南道 馬山市 合城洞 73- 4․18번지에 위
치하는 平地城이다. 지적도를 통해 보면 성의
평면은 方形에 가깝고, 현존 부위는 북문지주
변의 체성 일부와 敵臺이다.
뺷新增東國與地勝覽(1530)뺸는

高麗

禑王

4(1378)년 왜구방비를 위하여 裵克廉이 축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뺷慶尙道續撰地理志
(1469)뺸에는 朝鮮 世宗 12(1430)年에 石築으로
축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裴克廉이
축조한 慶尙右道兵馬節度使營地로 世宗 12年
에 土城을 石築으로 改築한 것으로보고 있다.
기록에 보이는 이 성의 규모는 둘레가 4,291
尺이고, 높이는 15尺이라 하며, (李詹의 築城記

사진 33. 合浦城址 體城 및 外壁

에는 성위에 2尺 간격으로 女墻을 설치하고 女墻마다 防牌 하나, 槍 하나씩을 배치하
고, 4대문 가운데 동문을 元仁門, 남문을 會禮門, 서문을 懷儀門, 북문을 勇智門이라
하고 성내에 儀慲倉, 會盈庫를 두었다고 한다. 그 후 조선 世宗 8(1426)年에 左右道兵
營이 합쳐져 合浦城이 慶尙道兵營이 되었다가 世宗 19(1437)年 다시 분리되었으며, 宣
祖 16(1593)年에 慶尙兵使 李守一이 晋州에 慶尙右道兵營을 옮긴 뒤, 合浦鎭으로 남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석축 성벽이 직선상으로 80m 정도 東亞大學校博物館에 의해 기초조사35)되었다.
比較的 良好하게 남은 外壁의 경우 축조수법은 朝鮮前期 沿岸邑城 축조수법과 크

35) 東亞大學校博物館, 1991, 뺷馬山合浦城址基礎조사報告書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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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를 바 없었다. 즉 표토층을 걷어내고 생토면에 栗石을 한번 깔아 평평하게 다진
뒤 그 上部에 납작한 長大石을 깔아 地臺石으로 삼고 地臺石 위에 다시 基壇石을 올
려 놓았다. 그리고 그 끝을 長大石 끝에서 안으로 약간 들어간 지점에 놓아 階段狀을
이루게 하고 城石은 가급적 평면이 바깥쪽으로 보이도록 하면서 立垂積과 橫平積을
石材에 따라 고르게 사용하고 있다.
성석의 크기는 200x150x80cm 정도의 것이 대부분이고, 外壁은 長大石을 地臺石에서
수직으로 쌓아 올렸는데 상단부로 오를수록 대석에서 소석으로 바뀌는 경향을 보이
고, 外壁 바깥은 10m 幅으로 둘러지고 그 끝에 단면 ｢U｣자상의 垓子가 있었다고 한
다. 또 內壁은 당시 표토층을 30cm 정도의 깊이로 파서 표토를 제거한 뒤, 다시 크고
작은 돌을 채워 지반의 기초를 형성하고 그 위에 割石을 일렬로 배치하여 內壁 基壇
部로 삼아 축조하였다. 내벽 안쪽은 자갈로 뒷채움 하였고, 그 뒤에는 沈石처럼 생긴
긴돌을 일정한 폭으로 쌓아 內壁이 무너져도 그 안쪽의 積心은 훼손되지 않도록 積心
石에 자갈과 긴 돌을 교대해서 배치하였다. 內壁에서 안쪽으로 폭 200cm 그리고 외벽
에서 안쪽으로 幅 200cm의 위치에서 각각 석열이 구분되고 있어 체성 상면이 階段狀
을 이루고 있다. 체성 높이를 15尺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朝鮮前期에 축조된 읍성들
의 높이가 대부분 13尺이고 이 城에 2尺 幅으로 女墻을 배치하였다는 기록을 참고할
때, 처음 내외벽의 基壇部 幅은 880cm였다가 다시 720cm 지점, 400cm 지점에서 각각
階段狀을 이루도록 하였고 外壁에서 幅 400cm 지점부터 본격적으로 夾築하고 그 상
단에는 안팎에 女墻을 설치, 女墻 높이를 포함한 15尺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기단부의 성폭은 가 Tr.부분은 폭이 880~900cm, 나 Tr의 경우는 폭이 600cm
정도고 건물지를 포함한 전면 축대까지 폭이 900cm정도로 내벽 폭이 위치에 따라 다
른 것으로 보인다.
敵臺의 경우 지적도에 의하면 성벽의 四隅에 위치했던 城隅와 동, 서, 남, 북문지,
左右의 敵臺를 포함하여 8개 정도의 치성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있으나, 축조된 體城
에 덧대어서 方臺形의 敵臺를 축조한 것이며 長大石의 地臺石은 배치하지 않았다.
敵臺의 規模는 길이 720cm 이상, 幅 700cm 인데 方臺狀으로 石築한 內部에는 자갈
과 人頭大 크기의 割石을 차례로 채우는 뒷채움을 하였고 상단부가 훼손되어 확실한
높이를 알 수 없으나 체성과 같이 15尺 정도였을 것으로 推測하고 있다.
한편, 북쪽 體城의 內壁 안쪽에서 正面 3間, 側面 1間의 木造建物址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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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크기는 前面 幅 720cm, 側面 幅 270cm 정도고 전면의 경우 좌우측간은 각각
210cm, 중앙간은 300cm로 중앙간이 90cm 정도 더 크다.
3) 蔚山 開雲浦城址(울산광역시 기념물 제6호)
開雲浦城址는 조선초기에 설치되어 壬辰
倭亂 이전까지 水軍節度使營으로 운영된
곳으로 蔚山廣域市 南區 城巖洞 443-1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이 일대는 外隍江과 蔚山
灣이 만나는 곳으로 開雲浦城址는 外隍江
邊의 해발 50m정도의 구릉과 평지를 포함
하는 包谷式城으로서 平面모양은 南北으로
치우친 橢圓形을 띠고 있다. 성지 내부에는
조망권이 좋은 두갈래의 溪谷部가 형성되
어 있으며 성지의 남서쪽은 바다로 돌출되
어 水深 3m이내인 外隍江과 접하고 있다.
城址는 둘레 1,264m, 면적 102,919㎡, 체성
은 최대폭 400~470cm, 최대높이 240cm 정
사진 34. 開雲浦城址 位置圖

도다.36)

蔚山發展硏究院 文化財센터에 의하여 2002년과 2005년37) 2차례의 발굴조사를 실시
하였다.
開雲浦에 水軍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최초의 기록은 太宗 7(1407)年의 ｢開雲浦 兵船
을 거느리고 三浦‥｣이다. 開雲浦에 萬戶鎭이 있었다는 기록은 太宗 11(1411)年의 ｢‥
開雲浦萬戶 曺敏老가 바다의 적을 막을 만한 재질을 갖추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의 職
帖을 剝奪한다.‥｣라는 기사를 통해서이다. 그리고 뺷慶尙道地理志뺸에 보면 世宗 7年
(1425年)에도 開雲浦 萬戶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成宗 24(1493)年에 ｢慶尙左道水營
이 본래 東萊縣 富山浦에 있었는데 국가의 主將이 倭人과 혼처하고 있어 거처로서 마
땅하지 아니하여 蔚山 開雲浦로 移轉하였다.｣라는 연유로 左水營을 開雲浦로 이전하
36) 財團法人 蔚山發展硏究院 文化財센터, 2004, 뺷蔚山 開雲浦城址뺸.
37) 蔚山發展硏究院 文化財센터, 2005, ｢蔚山 開雲浦城址 2次 발굴조사 指導委員會 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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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한다. 開雲浦에서 東萊 海雲浦(南村)로 左水營이 이전된 시기에 대하여 中宗
29(1534)年과 宣祖代 및 宣祖 25(1592)年으로 兩分되는데 보고자는 中宗 29년으로 보
고 있다.
1차조사시 동문지, 서문지, 남쪽 성벽 2곳이 조사되었고 2차 조사시 推定南門址와
北門址를 조사하였다.
東門址는 城址에서 가장 조망이 좋은 동쪽 구릉에 위치하며 바깥에는 半圓形의 甕
城이 夾築으로 축조되어 있다. 門址의 안쪽에는 確石 2개가 대칭으로 조사되었으며
문지 북쪽의 체성은 初築時 幅 300cm, 增築時 400cm 정도다. 문지의 체성은 지표를
정지한 후에 板石과 割石을 교대로 쌓아 基礎를 補强한 후에 基壇石을 축조하였으며
체성 내부는 막돌을 채워 넣어 완성하였다. 甕城의 축조기법은 체성과 동일하나 면석
의 크기가 체성에 비해 조금 큰 편이다. 옹성내부의 가장자리를 따라 石築의 배수시
설이 만들어져 있다. 특히 確石周邊에 瓦片이 많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樓閣施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推定西門址는 城址內部에서 外隍江으로 連結되는 골짜기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體城은 2회 이상 增築 및 改築되었는데 最初의 體城은 幅 300cm, 잔존높이 260cm 정
도며 增築 體城은 幅 500cm, 잔존높이 360cm이다. 체성외벽은 암반바닥에 납작한 割
石을 보도block狀으로 깔고 그 위에 地臺石을 놓고 基壇石 사이의 빈 공간에는 작은
割石을 끼워 넣어 外壁을 마무리 하였다. 內壁은 30cm 정도의 割石으로 쌓고 그 상부
는 巖盤土와 腐植土를 內托으로 쌓아 올려 內壁을 마무리 하였다. 門址는 初築된 체
성에서만 확인되며 체성에는 320cm 정도로 開口部가 만들어져 있다. 推定西門址의
성격은 문지 내부에 뻘이 상당한 두께로 쌓여 있고 문지 위치가 골짜기 입구에 위치
한 점으로 볼 때 開放式 水口와 유사한 水門施設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추정 남문지는 外隍江과 沿하는 곳으로서 城址에서 가장 낮은 지대에 해당한다.
조사결과 門址施設은 확인되지 않았고 體城壁이 확인되었다. 體城壁의 外壁은 板
石狀의 地臺石 上部에 있는 基壇石 끝에서 20cm정도 안쪽에 1m 이상 크기의 大石으
로 세워쌓기하였는데 2단정도 확인된다. 外壁에서 480cm 안쪽으로는 20～30cm내외의
人頭대 크기의 割石이 內壁 까지 경사지게 뒷채움되어 있다. 잔존높이 130cm 규모로
외벽 바깥으로는 120cm 폭으로 보도block狀의 地臺石이 축조되어 있다.
推定南門址의 서쪽 벽인 南體城Ⅰ의 성벽은 지표에서 생토층까지 비스듬히 굴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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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1, 開雲浦城址 南體城 全景

사진 42. 開雲浦城址 南體城 斷面

고 20～30cm 이내의 割石을 3~4段 정도로 敷設하여 地臺石을 설치하였다. 地臺石 상
부에는 50～80×40cm크기 내외의 基壇石을 橫平積 후에 제1단 성벽석은 기단석 끝단
에서 20cm 안쪽에 80×100～150cm 크기의 大石으로 立垂積을 하였으며, 두 번째 壁石
은 橫平積으로 축조하였다. 壁石 사이의 빈 공간은 작은 割石으로 끼워 넣은 식으로
벽석의 축조를 마무리 하였다. 割石의 축조 폭은 약 430cm정도고 잔존높이는 150～
240cm이다. 내벽에는 10cm내외의 조잡한 할석으로 덮혀 있으며, 그 상부로 굴착하여
모여진 흙을 비스듬히 다져 축조하였다. 內壁 끝단 안쪽으로는 직경 20cm 내외의 용
도미상의 柱穴이 여러 개 확인되었다.
推定南門址의 동쪽 벽인 南體城Ⅱ는 구릉과 연결되는 낮은 지대에 위치한다. 성벽
은 먼저 城壁을 축조할 부분을 지표에서 220cm아래의 생토층까지 비스듬히 굴착 조
정한 면에 20～40cm크기의 납작한 자연석을 幅 620cm 정도에 한 벌 깔아 地臺石을
설치하였다. 內壁은 地臺石의 끝으로부터 40～120cm 안쪽에 30～40cm크기의 割石으
로 높이 80cm 까지 쌓았으며 그 외곽으로 480～500cm 지점에 3~4단의 城壁石을 세
워쌓기와 눕혀쌓기 方法으로 축조한 후 割石으로 뒷채움한 상태이다. 뒷채움석은 外
壁에서 약 250cm지점에서 단의 흔적이 觀察된다. 뒷채움석 상부로는 黃褐色과 풍화
토를 교대로 4차례 정도 版築하여 內托하였다. 그리고 內托된 黑褐色腐植土가 外壁石
의 150cm 안쪽에서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어 改․補修와 관련된 흔적으로 보고 있다.
北門址의 경우 開口部가 서쪽 성벽쪽으로 난 半圓形 片門式甕城이 조사되었다. 체
성의 경우는 內托式城壁으로 밝혀졌으며, 문지는 개구부가 약 2m정도였으나 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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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힌 흔적이 조사되었다. 甕城의 경우는 기존 옹성의 외측부에 약 1,5m 정도 확장하
여 增築한 것이 확인되었다.
垓子의 경우 성벽전체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된 동편의 垓子는 자연경사
면을 최대한 이용하여 깊이 6m이상으로 축조하였으며, 서편의 垓子는 동편보다 얕으
나 체성에서 약 10～15m이상 떨어져 幅 10m정도 단면｢V｣자상으로 양호하게 남아 있
다. 한편, 南體城Ⅰ의 성 외벽에서 720cm 지점에 있는 1열 2단 형태의 주축방향이 성
벽과 평행선인 석축시설도 垓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推定 南門址 부근의 면석에서 ｢‥南村‥乙(?)未四二九‥｣가, 北門址 서편의
面石에서 ｢‥南北村‥｣이 刻字된 축성관련 명문석이 확인되어 축성시점과 동원된 마
을 및 居民에 關한 端緖를 提供하고 있는데, 北村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南村은 左水
營이 있었던 東萊(釜山)의 海雲浦이며 四二九는 성을 축조한 날짜를 意味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開雲浦營城의 축조는 開雲浦 以前에 左水營이 있었던 東萊縣의 南
村에서 거민이 성곽축조에 동원되어 ｢乙(?)未四二九｣까지 축조하였던 것으로 추정하
고 있으며, 四二九는 성곽을 축조와 관련한 척도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출토된 유물은 ｢卍｣, ｢甲｣의 銘文이 새겨져 있는 와편이 있으며 특히 ｢卍｣이 새겨
진 銘文瓦가 많다. 東門址 근처에서 塼과 ｢密陽長興庫｣銘 粉靑沙器片이 수습되었고,
西門址에서는 白磁 굽의 안쪽에 ｢上｣, ｢水｣자가 새겨진 銘文白磁가 수습되었다.
4) 慶尙左水營城址

사진 37. 慶尙左水營城址 位置圖 사진 38. 慶尙左水營城址 體城 斷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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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尙左水營城址는 釜山廣域市 水營區 水營洞 일대에 위치하며, 동북쪽은 萇山, 서
남쪽에는 荒嶺山, 동남쪽으로는 水營江을 끼고 있어 전형적인 背山臨水의 지역이다.
또한, 南쪽의 바다 쪽으로는 白山이 있어 왜구로부터 어느 정도 은폐가 가능한 위치
다. 조선시대에 이곳에 慶尙左道水軍節度使營이 있었기 때문에 略稱하여 水營이라
일컫는다.38) 또한 慶尙左水營의 營名을 東萊水營, 嶺左水營, 柳營이라고도 하였다.39)
성지는 동서장축의 장타원형에 가까운 평면을 띠고 있으며, 성벽은 서남쪽의 경우
海拔 27.4m의 丘陵斜面에 축조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구릉의 말단 平地에 축조되어
있다.
성의 규모는 남북직경이 279.6m, 동서가 534m로 성벽의 총 길이는 1,480m, 내부면
적은 109,728㎡로 추산되고 있다.40) 전체 성벽중 서문지를 중심으로 한 서남쪽 지역
은 잔존 높이 약 1.3m 정도로 2～3단의 석축이 보이고 있으며, 동문지 주변과 동남쪽
모서리의 양호한 곳에서는 6～7단의 석축이 2m 높이로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성벽의
부속시설로 타가 375개, 雉城 6(7)개소중 鋪樓가 3곳, 동문루가 2층으로 6칸, 홍예식
남문루가 2층으로 6칸, 북문루가 2층으로 2칸인데 모두 甕城이 설치되었다.
慶尙左水營城址의 서문지 일대 복원정비의 일환으로 釜山廣域市立博物館이 1998년
10월 10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左水營城의 서남쪽 성벽을 발굴조사를 실시41)
하였다.
성벽의 축조수법은 외벽에 石築을 하고 그 內部는 흙으로 채우는 內托式으로 주로
산지에서 축조되는 수법을 취했다.
初築의 城壁은 推定西門址 남쪽 축대부근으로 地臺石으로 추定되는 30～40×25×10～
15cm 크기의 橫平積 된 석재 위로 20cm정도 뒤로 물리어 基壇石으로 보이는 40～
50×60～70×30cm 크기의 석재로 縱平積된 석축이 조사되었다. 기단석과 기단석 사이
에는 간혹 잔돌이 끼워져 있는 경우도 있고 地臺石과 基壇石 사이에도 잔돌을 이용하
여 床面을 고르게 하고 있다. 삭평된 생토면 위로는 10cm 내외 크기의 잡석이 보이고
있어 성벽 내부에는 잡석 채움이 행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유사한 수법의 석
축은 雉城의 좌우벽과 조사지 남쪽의 推定排水口 주변에서 일부 확인된다. 이 石築의
38)
39)
40)
41)

金義煥, 1970, ｢東萊 水營城址 一帶遺蹟調査書｣, 뺷鄕土文化뺸 2집.
뺷東萊營誌뺸 官職條, 뺷興地圖書뺸 慶尙道 左水營 官戰條
釜山大學校 韓國文化硏究所, 1990, 뺷慶尙左水營城址 學術조사報告書뺸.
釜山光域市立博物館, 2001, 뺷慶尙左水營城址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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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쪽은 基壇石의 下部 또는 基壇石에서부터 안쪽 약3m 지점까지는 雜石을 한번
깔고, 기단석과 성벽석을 놓은 다음 城壁石 가까운 쪽으로는 비교적 큰 돌을, 내벽 쪽
으로는 比較的 작은 잡석으로 채우면서 내탁한 것으로 보인다.
增築 城壁은 서쪽과 남쪽 모두 축조상황이 비슷한데, 대체로 하부석축 위에 축조된
것으로 하부석축의 기단석 상부에 바로 城壁石을 橫平積하거나, 間層을 두고 축조하
였다. 그러나 서쪽의 경우 下部石築 상부에 板石狀의 석재를 基壇石으로 하여 그 위
에 城壁石을 立垂積하는 축조수법을 보이고 있으나, 남쪽의 경우는 간층을 두고, 바
로 板石狀의 長方形 割石를 얹어 城壁을 축조하거나 생토면 위까지 整地하여 長方形
석재를 성벽석으로 한 경우도 있다. 특히, 남쪽 끝처럼 얇은 板石을 基壇石으로 하고
안으로 약간 들여서 大形의 長方形石材로 城壁을 축조한 곳도 있다.
성벽의 단면조사를 통하여서 성벽 내탁부는 두께 10～20cm의 褐色係磨砂粘土로 다
졌으며 내탁부의 성폭은 7～8m에 이른다. 지역에 따라서 성 외벽석으로부터 내벽 쪽
으로 약 7m지점에서 溝가 조사되었는데, 2차례의 굴착 흔적이 보인다. 내탁부의 다짐
토는 중간지점에서 上下로 土層이 나뉘어 지는데, 상층은 하층인 褐色粘質土層을 파
내고 褐色磨砂土係 다짐층으로 內托이 이루어졌다. 또한 상부석축의 외벽 안쪽에서
상층의 갈색마사토계 다짐층을 파고 들어와 상부석축을 축조한 흔적이 있어 부분적
으로 2차례 이상의 修改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雉城은 推定西門址를 기준으로 하여 남쪽으로 약 62m 지점에서 조사되었다. 雉의
규모는 6m×6m로 殘存 높이는 1m이다. 치성벽과 연접된 좌우벽은 體城壁과는 달리
雜石다짐층 上部에 35×30×10cm 정도의 板石狀의 돌을 깔아 地臺石으로 삼고 地臺石
끝에서 약 15cm정도 안으로 두께 30cm, 길이 40～45cm 크기의 基壇石이 놓여지고 다
시 20cm 정도 안으로 들여서 수직의 성벽을 축조한 형태다.
雉 주변에서 瓦塼의 출토량이 많은 것과 雉城壁의 내부에서는 남북 약 2m 간격의
心礎石으로 보이는 대형석의 배치로 볼 때 기록에서 보이는 3개의 鋪樓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으며 正面 1間 側面 3間 정도의 八作지붕을 想定하여 볼 수 있다.
出土遺物 중 瓦片은 無文과 滄海波文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문양의 와전도
치성주변에서 출토되고 있다. 와편 중에는 ｢北面｣,｢○六月｣, ｢癸○｣｢西｣,｢卍｣ 등의 銘
文瓦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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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統營城址(경상남도 기념물 제160호)

사진 39. 統營城址 北鋪樓 斷面圖

사진 40. 統營城址 外壁 全景

統營城址는 慶南 統營市 文化洞 일대와 中央洞, 太平洞, 北新洞 일부지역에 위치하
고 있다. 統營城의 형태는 남쪽의 閑山灣과 統營灣 남쪽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북쪽
의 餘艎山을 배후로 하고 統營市街地를 성내로 하는 包谷式 平山城이며 성의 평면형
태는 남서쪽 부분이 사각형 모양으로 돌출되어 있는 末角長方形이다.
統營城은 1592년 壬辰倭亂 이후 巨濟島의 烏兒浦에 둔 統制營을 宣祖 35(1602)年에
固城 頭龍浦(現 統營市)로 옮기면서 왜적을 방어하고 軍營地와 生業地를 구분하기 위
한 목적으로 肅宗 4(1678)년에 제57대 통제사 尹天賚가 축조한 성이다. 高宗末 建陽
元(1896)年 廢營될 때까지 당시 조선의 남해안을 방비하는 중요역할을 담당한 곳이었
다. 당시 통영성은 4대문, 동서의 2暗門, 북동서의 3鋪樓, 3池, 9井, 東西水柵이 있었다
고 하며 동문을 春生門, 남문을 淸南樓, 서문을 金潚門, 북문을 의두문이라고 하였다.
統制營內에는 扇子房, 漆房, 畵員房, 箇箇房, 靴子房, 鞍子房, 周錫房, 銀房, 笠子房, 聰
房, 小木房, 箱子房 등의 많은 부속관아가 있었다고 한다.
統營城의 규모는 남-북 직경이 600m(돌출부 제외, 包含: 720m), 동-서 직경이 710m
이며, 南쪽 城壁의 길이는 790m(돌출부 포함), 동벽 590m, 북벽 710m, 서벽 690m로 성
의 총길이는 대략 2,780m정도며, 내부 면적은 444,900㎡정도다
統營城址는 중앙에 위치한 洗兵館을 중심으로 남쪽은 대부분 시가지로 바뀌면서
훼손되었고 북쪽 餘艎山 주변에는 체성이 일부 잔존한다. 남쪽 시가지부분은 민가의
담장 사이에서 간혹 석축 기단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훼손이 심하다.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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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북쪽 餘艎山周邊의 土石混築으로 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훼손되었다.
체성은 북쪽 餘艎山 주변 일부는 토성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石築城으로 北鋪樓 주
변에서 확인된 체성42)에 의하면 내외壁은 割石으로 片築하고 그 中間에는 山土로 채
웠으나 版築狀을 띠는 것은 아니다. 현존하는 토성 가운데 가장 양호한 곳은 폭 4.5m,
높이는 2.3m 이다. 平地에 축조된 체성의 경우는 인접한 거제 사등성이나 고현성, 오
양성에 비해 석재가 다소 소형에 속하면서 그 축조수법이 조잡한 상태이다.
2003년 7월에서 2004년 1월까지 실시한 慶南文化財硏究院의 지표조사43)에서 체성
이 확인되었는데 서문지 남쪽의 잔존높이는 4~9단, 220~390m이고, 西鋪樓 주변 및
南暗門址 주변 그리고 北門址 주변과 餘艎山 東쪽 말단부 구릉, 餘艎山 정상부와 北
鋪樓 주변은 잔존높이 5~7단 120~230cm 내외다.
體城의 축조수법은 外壁을 石築으로 하는 夾築式과 外壁에 石築을 하고 그 내부는
흙을 채우는 內托式을 구간별로 혼용하여 쌓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협축식 수법을 사용한 구간은 대체로 門址周邊으로 巖盤위에 별다른 시설 없이 最
下段石을 基壇石으로 使用하였던 것으로 推定된다. 축성은 20~100×20~90cm 정도의
治石되지 않은 부정형 할석을 사용하여 亂積쌓기를 하였으며, 그 사이는 쐐기돌을 끼
워 견고성을 높혔다. 비교적 대형의 석재를 이용하여 4~5단은 거의 수직이 되게 쌓
고, 그 위로 올라갈수록 작은 석재로 조금씩 들여쌓기를 하였는데 경사도는 80°정도
다.
內托式 手法은 이 부分을 제외한 거의 모든 체성에서 보이고 있는데, 基底部는 粘
土와 割石을 混合하여 다졌으며, 外部에 基壇石과 外壁에 面石을 쌓았다. 治石되지
않은 割石을 이용하여 基壇石으로 깔고 그 위로 10cm 정도 들여서 30~100×
10~100×20~50cm 정도의 割石을 이용하여 亂積쌓기를 하였으며, 그 사이의 빈틈은
쐐기돌을 끼워 견고성을 높혔다.
통영성의 축조양상을 종합해보면 古縣城이나 慶尙左水軍營址, 全羅左水營址의 축
조양상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42) 忠武市, 1991, 뺷忠武統營城北鋪樓地表조사報告書뺸.
43) 統營市․慶南文化財硏究院, 2004, 뺷統營城址內 西鋪樓一圓 地表조사(統營市 文化洞 216番地 一
圓)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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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舊所乙非浦城址(경상남도 기념물 제138호)

사진 41. 舊所乙非浦城 外壁

사진 42. 舊所乙非浦城 內壁

慶尙南道 固城郡 下一面 東禾里 398-4番地 일대에 위치한다. 이 城은 紫蘭彎의 서
쪽으로 뻗은 구릉의 9分 稜線上에 石築으로 축조한 包谷城으로 지리적으로 巨濟島와
統營, 南海島 사이의 內灣에 위치하고 있어 왜구가 내륙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해당된
다. 지형적인 측면에서도 좁은 해협내에 형성된 내만의 中間에 반도상으로 돌출된 지
形 위에 성지가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마치 자연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성지 아래에 軍船을 碇泊시키기에는 아주 적합한 환경을 이루고 있다. 성지의
平面은 동서가 길고 남북이 짧은 長方形을 이루고 있다. 문헌에서 所非浦의 名稱은
所非浦, 所乙非浦, 乺非浦, 舊所(乺)非浦 등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水軍船舶의 제
조에 쓰이는 소나무를 재배하고 관리하는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뺷舊鐵城誌뺸,
뺷固城誌뺸등의 기록에 石城의 둘레는 825尺이고 높이는 14尺으로 나타나 있다. 전체

체성의 길이는 335m이고, 성폭은 580cm, 총면적은 7,878㎡의 小規模 石築城이다. 뺷慶
尙道地理志(1425)뺸에 인근의 佐耳山烽燧臺는 나타나고 있으나 所乙非浦城址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世宗 37(1455)年 기록에는 蛇梁을 所非浦로 고치고
萬戶營을 駐屯시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조선 전기의 지명은 대체로 수군의 이동
과 명칭이 같이 따라다니고 있음을 참고한다면 所非浦는 그 이전부터도 水軍에 있어
서 군사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체성의 축조수법은 지형에 따라 생토면을 삭평하고 그 위에 두께 20cm~30cm정도
의 편평한 地臺石을 깔았다. 外壁은 이 地臺石 끝에서 약 20cm 정도 들어간 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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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대석의 기단석을 수직하게 세워 쌓고 그 안쪽에는 割石으로 積心을 채웠으며 그
위의 성석은 基壇石보다 약간 작은 臺石을 이용하여 橫平積과 立垂積을 교대하여 축
조한 것이다. 內壁의 경우는 외벽에 비해 석재의 크기가 작은 板石狀의 석재를 차곡
차곡 눕혀쌓는 수법으로 축조하였으며 西門址 북쪽 體城 끝부분에서는 생토층을 약
100cm 깊이로 파고 가장자리를 板石狀의 돌로 지면에 수직하게 축조하였다.
성내에서 가장 낮은 D지구의 경우는 계곡부에 해당하는데 해변에 인접하여 지반이
軟弱하기 때문에 體城에서 150cm 정도 바깥에서부터 割石을 깔아 지반을 튼튼히 하
고 그 위에 두께 20cm의 地臺石과 基壇石을 階段狀으로 배치하고 있다. 城壁은 높이
60～80cm에 이르는 판석상의 성석을 橫平積과 立垂積을 교대로 하였는데 상부로 갈
수록 城石이 작아지며 잔존 높이는 350cm에 이른다.
門址는 동․서․북 3곳에 배치되어 있으며 그 중 北門址가 가장 양호한 상태를 유
지하고 있다. 처음에는 내부에 正面 3間 側面 1間 構造의 門樓를 배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 후 3~4차에 걸친 改修한 흔적이 있으며 문지의 폭도 500cm에서 각각
330cm, 180cm, 150cm로 좁힌 흔적이 보인다. 西門址는 正門으로서 읍성의 정문과 같
이 비교적 큰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작지 개간으로 대부분 훼손되었다. 이
西門址는 외곽으로 둥근 평면형태의 石築基壇部가 확인되어 북쪽으로 開口된 壅城을
구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西門址에서 약 30m 외곽에는 環濠와 같은 垓子도 확인되었
다.
垓子는 폭 640cm, 깊이 200cm의 단면 ｢U｣자상을 보이고 있으며, 서남쪽에서는 폭
430cm, 깊이 180cm 규모로 확인되었다.
한편, D지구 동쪽 경사면 상단부에 비교적 두꺼운 板石狀의 석재가 체성에서 4～
5m떨어진 지점에서 확인되는데 古地圖를 통하여 볼 때 雉城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
이러한 축성수법은 조선 전기에 축조된 성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며, 成
宗17(1486)年 鎭을 蛇梁에서 所非浦로 옮기면서 성을 개수축한 기록과 부합되는 것으
로 보고 있다. 그것은 당시 연해진성들이 조선조 成宗代에 船上勤務 원칙에서 육지에
서 성을 쌓고 근무하게 되는 사실과 관계되며, 특히 당시 관방성의 축조는 조선 전기
읍성 축조수법과 유사함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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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唐浦城址(경상남도 기념물 제63호)

사진 43. 唐浦城 全景

사진 44 唐浦城 城壁

기록에 처음으로 唐浦라고 나타나는 것은 조선 世宗 20(1438)년 4월에 露梁을 平山
浦로 개칭하고 樊溪를 唐浦로 개칭한다는 기록이 처음이다.
唐浦城의 體城 축조방식은 東門址의 甕城과 서쪽으로 연결된 체성 외벽부분인 가
구역 성벽과 다구역 성벽에 잘 나타나 있다. 먼저 생토층면에 小割石을 여러 겹 깔고
튼튼하게 다진 후 편평한 長大石(길이 60~90cm)을 1~2단 깔았다. 그 위에 基壇石(길
이 1~1.6m)을 약 20cm 정도로 들여쌓기를 하고 그 위로 거의 수직에 가깝게 쌓는데
상부로 올라갈수록 석재의 규모는 조금씩 작아지고 있다. 또한, 城內는 가파른 경사
지대가 많아 階段狀의 축조방식이 잘 보이는데 雉 6으로부터 雉 7까지는 성내부에서
가장 경사가 심해 성벽 높이 약 3m~3.5m, 幅 약 3m 내외, 각 단의 간격은 1m~2m, 높
이 30cm~50cm 정도로 축조되었다.
한편, 唐浦城의 구조는 동-서문지의 좌우에 각각 1개의 雉를, 그리고 남벽에 4개의
雉 등 모두 8개의 치가 있는데 조사 당시에 치 1은 길이 7.1m, 幅 4.9m, 높이 3.5m의
규모로 복원된 상태이고, 雉 2는 復元 工事中이었다. 雉 가운데서 비교적 잔존상태가
양호한 것은 성의 북편에 위치하는 雉 6인데 50cm~80cm 크기의 석재를 이용하여 길
이 5.9m, 幅 6m, 殘存높이 2.7m 가량이 남아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민가의 담장으로
이용되는 등 파괴가 심하여 원형이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東門址의 壅城은 현존하는 開口部의 幅이 2.8m이며 잔존높이는 2.72m이다. 개구부
좌측은 地臺石만이 도로변에 노출되어 있고 우측의 성벽은 경작지를 조성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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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축을 쌓으면서 멸실되었으나 甕城과의 연결부분인 城郭은 부분적으로 잔존한다.
城門의 개구부 근처에서는 城門을 축조하는데 쓰인 화강石이나 虹霓石을 發見 할
수 없고 體城과 壅城의 連結部分과 陸築이 自然石으로 되어있는 点으로 미루어 보아
上部가 開放된 형태인 開据式 城門에 門樓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체성은 片築으로 지형을 이용한 夾築의 형태는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체성의 기울기
는 거의 수직에 가깝게 축성하였으며 여장의 존재는 성벽의 상부 구조가 남아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7) 金丹串堡城址

사진 45. 金丹串堡城址 外壁

사진 46. 金丹串堡城址 甕城 全景

金丹串堡城址는 釜山廣域市 江西區 菉山洞 山 129-4번지 일대로 진해-부산간 2호선
국도 중 菉山과 松亭洞을 경계로 한 城고개의 동쪽 아랫부분에 위치한다. 성은 石築
으로 城고개 정상부를 남북 직선으로 하여 동쪽 경사지로 이어져 門址로 연결되며,
남쪽으로는 山과 平地가 만나는 경계면을 따라 성벽이 축조되어 包谷式형태를 보이
며 평면은 타원형을 보이고 있다. 둘레 약 450m로 문헌기록에 의하면 石築城으로 둘
레가 2,568尺이고 성내에는 큰 우물이 있었다. 成宗 16(1485)年 四都巡察使 洪應의 請
에 의하여 성을 쌓고 병사를 두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中宗 5(1510)年 三浦
倭亂때에는 崔洋이 金丹串의 軍士 100명을 거느리고 熊川城을 구원하기 위하여 출동
한 사실이 있다.
금단곶보에 대한 1차 발굴조사와 추가 발굴조사44)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체성의 축조는 북쪽 성벽의 경우 성 안쪽에서 외벽 쪽으로 생토면을 ‘L’자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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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하여, 바닥면에 10cm 크기의 잡석을 전면적으로 깔았다. 外壁 쪽에서 內壁 쪽으
로 1.5m정도까지는 雜石 上部에 두께 20cm 내외의 板石을 깔아 地臺石을 만들고, 그
위로 약 10～20cm정도 뒤로 물리어 基壇石을 배치한 뒤 90×60×80cm 정도의 대형 성
벽석을 올려놓은 형태이다. 한편, 외벽 기단부의 1m 바깥에서 성벽의 기단부를 保護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높이 50㎝내외의 基壇補助石築도 확인되었다. 補助石築 중
양호한 곳은 잔존높이 50㎝내외, 石築 2단 정도로 석축의 안쪽에 잡석이 채워져 있는
곳도 있다.
내벽은 내벽에서 외벽 쪽으로 ‘L’자상으로 절토된 생토면의 잡석층 위로 정방형에
가까운 석재로 축조하였는데, 내벽의 뒷채움석은 성벽 안쪽에서부터 여러 겹을 석열
상으로 덧붙여 평면상으로 다중벽을 이루고 있다.
성벽의 幅은 6m내외로 ‘L’자상으로 생토면을 정지한 部分에서 외벽간이 4.5m정도
고, ‘L’자상으로 절토 된 곳에서 내벽까지가 약 1.5m정도다. 잔존 높이는 1m내외로 대
부분의 장대한 외벽석은 훼손된 상태이다. 한편, 동쪽 경사지에서의 성벽은 기본적으
로 階段式 축조수법을 사용하였는데, 북쪽 정상부에서 동남쪽의 雉城까지 경사져 내
려오는 성벽은 약 5m 간격으로 0.5～1m 정도 높이 차를 유지하면서 기단부의 수평을
維持하고 있으며, 동북쪽 성벽의 경우 성벽의 진행방향과 직교하는 높이 약 2m 내외
의 석축이 각각 3m, 3.3m, 3.6m, 4.2m, 3.6m, 4.8m 등의 幅으로 조사되었다.
성벽의 부속 시설물로서 雉는 동북 절개지 斷面에서 확인되었는데 성벽에 덧대어
쌓은 것으로, 가로 2.7m, 세로 5m정도의 규모이다. 치성벽의 축조방법도 체성벽의 축
조방법과 동일하다.
한편, 동쪽 경사지의 석축이 남쪽 평지로 연결되는 部分에서 甕城 門址가 조사되었
는데, 正面 1칸, 側面 2칸의 規模이다. 礎石간의 中心距離는 正面이 3.6m, 側面이 1.7m
내외이다. 문지의 바닥에는 板石狀의 석재를 全面에 깔았는데, 남쪽에 치우쳐 소형의
배수구의 흔적도 조사되었다. 門址의 성벽 폭은 4.8m로 원래 5m 전후였을 것으로 보
고 있으며 문지의 바닥에서 다수의 瓦片이 출토되어 門樓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甕城은 성밖에서 볼 때 시계반대 방향으로 둘러진 것으로, 북쪽으로 성벽과 나란히

44) 釜山廣域市立博物館, 2001, 뺷金丹串堡城址Ⅰ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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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口部가 난 半圓形의 片門式 甕城이다. 基壇部의 축조수법은 체성벽과 동일하며 옹
성벽석은 대체로 100cm×50cm 크기의 비교적 큰 면석을 세워 쌓았고, 그 위에 가로 40
㎝, 세로 60㎝ 정도 크기의 종장석을 걸쳐 무게 중심이 성벽 안쪽에 오게 하여 성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였다. 甕城의 내직경은 약 7.4cm이고, 성폭은 4.8m, 최고 잔존높이
2.5m로 성벽과 동시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雉의 동쪽 경사지에 축조된 성벽의 경우 경사면의 생토층을 幅 3m～4m, 높이 약
1m 되게 기단을 수평화하여 마치 階段式으로 조성하였는데, 조성된 바닥면의 아래쪽
수직면에는 삭평된 생토면 높이만큼 그 내부를 割石으로 채운 뒤 그 상부에 이 보다
단이 높은 구간의 상면 높이까지 축대를 쌓고 다시 그 사이를 할석으로 수평을 맞추
면서 저지부터 반복적으로 채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8) 巨濟烏壤城址45)

사진 47. 巨濟 烏壤城址 外壁

사진 48. 巨濟 烏壤城址 雉

烏壤城址는 慶尙南道 巨濟郡 沙等面 烏良里에 위치하고 있다. 烏壤城은 고려시대
부터 驛으로 사용되었으나 조선 燕山君(1494～1506年)때에 堡를 설치하면서 2,150尺
의 石築城을 쌓아 관방역할까지 겸하였다. 그 과정에서 석성이 축조되었는데 현재의
둘레는 650m의 석축성벽은 늦어도 문헌상에 나타나는 조선 燕山君朝에 축조되어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이 위치한 곳은 지형적으로 동쪽이 높고 西쪽이 낮은 충적지대 위에 평면 方形에

45) 東亞大學校博物館, 1994, 뺷巨濟烏壤城址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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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형태로 축조되어 있다. 성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각 성벽중앙에 東西南北 4대
문지를 두고 門址 옆에는 方臺狀의 雉城을 배치하였으며 四隅에도 동형의 城隅(雉城)
를 배치하여 雉城은 모두 8개소이다. 해변쪽인 서문이 정문이면서 개구부를 산쪽인
南쪽으로 하고 나머지 북문과 남문, 그리고 東門도 모두 海邊에서 보아 은폐와 엄폐
가 용이한 산쪽으로 개구부를 갖도록 배치하였다. 그리고 성벽 외측에는 東쪽 산골짜
기의 자연 물줄기를 이용하여 幅 20m 크기의 垓子를 사방에 둘렀다.
雉城의 경우 체성에서 분리시켜 별도로 쌓는 것이 아니고 성벽양단을 둔각상으로
넓히면서 연속해서 쌓은 것이 特徵이다.
잔재부위에 의하면 치성단벽과 북측벽이 2차에 걸친 교량공사로 파손되어 확실한
규모를 알 수 없으나 幅7m, 길이 5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축조수법은 자갈로 堆積된 地盤을 두드려 다진 다음 人頭大보다 약간 작은 川石을
한 벌 깔고 그 위에 다시 납작한 川石을 한 벌 깔아 基礎地盤으로 삼았다. 그 상부에
長大石으로 된 地臺石이 올려지고 지대석상에는 다시 階段狀으로 안으로 15～20cm정
도 들어간 지점에 대석인 성벽 기단석을 올려 세웠다. 이때 기단석은 지대석에 수직
되게 세워진 상태이며 뒤편에는 人頭大의 川石을 채워 積心石으로 삼고 인접한 기단
석과의 연결은 약간 치석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세워진 基壇石의
顚覆을 막기 위해 양기단석의 연결부분 상단부까지 채워진 적심석 上部에 걸쳐지도
록 장대석을 橫架하여 고정하였다. 그리고 내측에 채워진 積心石의 경우 바깥 성석부
분에 가까울수록 대석을 사용하였으나 안쪽에는 자갈과 같은 소석을 채운 상태였다.
북쪽 치성부분과 연결되는 체성의 경우 기단부까지의 상태는 치성의 축조수법과
동일하며 기단부 위의 성석은 지대석과 수직하게 大石을 이용하여 쌓았고 積心石이
놓인 성폭은 4.5cm 정도며 내벽은 외벽과는 달리 소석으로 수직되게 쌓아 적심석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한 정도다.
서쪽 북벽에 있는 垓子에 해당하는 성곽 바깥부분의 雉城에 근접한 곳의 퇴적물을
제거하고 基壇部 상태를 확인한 결과 기단하의 地臺石이 1m 정도 깊이에서 확인되었
다. 地臺石 하부는 川石과 扁平石을 깔아 地盤으로 삼았고 基壇石은 大石을 이용하여
地臺石에 수직되게 쌓는 등 그 축조수법이 전기한 치성이나 북벽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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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鎭堡와 關聯한 防禦施設
1) 鎭海 薺浦水中遺蹟

사진 49. 薺浦 水中木柵

사진 50. 薺浦 全景

薺浦水中遺蹟은 慶尙南道 鎭海市 薺德洞 177-4번지일대 해안에 위치한다. 薺德灣은
釜山에서 2번국도를 따라 서쪽으로 가면 金丹串堡가 있는 菉山 城고개와 龍院, 熊洞
을 지나 熊川에 이르게 된다. 熊川에는 熊川邑城이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는데 熊
川에서 서남쪽으로 바다로 향한 길을 따라 약 1km 정도를 지나면 냉이고개가 나오는
데 이 고개에서 남서쪽 아래로 보이는 바다가 제덕만이다. 이 일대는 조선 전기 三浦
의 하나로 최초로 개항한 역사적인 對日貿易港으로 倭館이 설치되고 恒居倭人이 거
주하였던 곳이다. 薺德灣 일대에는 熊川邑城, 薺浦鎭城, 熊川倭城, 頭洞陶窯址 등 조
선 전기의 유적들이 다수 分布하고 있다.
이 유적은 薺德灣 공유수면매립공사가 진행되다가 매립된 토사의 무개로 갯벌 속
에 木柵遺構가 수면에 떠올라 알려지게 되어 1997년 6월 10일부터 1997년 12월 10日
까지 東亞大學校에 의해 발굴조사46)되었다.
조사 당시 木柵은 현재의 海岸線에 근접하는 위치에서 발견되었지만 木柵을 설치
하던 당시는 해안선이 현재보다 100m이상 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으므로 바
다 한가운데 위치하였을 것이다.
이 곳에서 조사된 木柱는 150cm 정도의 길이와 10cm 내외의 직경을 가진 것으로서
크게 4群을 이루면서 일렬로 분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 zone은 약 15cm 정도의 간격
46) 東亞大學校博物館, 1999, 뺷鎭海 薺浦水中遺蹟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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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각 木柱들은 직경 5cm내외의 칡넝쿨이나 싸리나무를 이용하여
엮은 동아줄로 서로 묶어서 하나의 목책을 형성하도록 하였고 그 사이 사이에는
20×30×15cm 크기의 人頭大의 割石이 놓여 있었다. 水中木柵에 사용된 목재는 소나무
와 상수리나무가 주종으로 木柱의 하단은 도끼나 낫으로 끝을 뾰족하게 깎아 수중에
잘 꽂히도록 하였다. 木柱의 크기는 대체로 길이 200cm, 직경 15cm가 주류를 이룬다.
水中木柵과 관련하여 당시 三浦倭亂이 평정된 이후에 왜적에 대한 대비책으로 실
시된 것이 薺浦를 비롯한 永登浦, 安骨浦, 釜山浦, 多大浦에 木柵을 설치하여 성문을
쇠로서 감싸고 바다에는 木柵을 설치하여 차후에 있을지도 모를 왜인들의 난동에 대
비하고자 하였다. 木柵의 분포와 그 주위로 둘려진 동아줄, 木柱 사이의 割石들은 기
록과 정확히 부합되는 것으로 水中木柵은 船舶의 出入을 統制하고 倭賊으로부터 船
舶을 保護하기 위한 裝置로서 薺浦鎭城을 중心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아 1510年頃에
는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뺷中宗實錄뺸15(1520)년조에 의하면47) ｢“…(三浦倭亂 以後) 右道 巨濟땅의 永登浦, 玉

浦, 知世浦, 助羅浦와 固城땅의 唐浦와 熊川땅의 安骨浦 등은 모두 방어의 긴요한 땅
인데 성을 모두 부서진 돌로 쌓아서 여러 해가 되어 무너져 내리고 높이도 5~6尺에
不過합니다. 敵이 만일 크게 쳐들어온다면 임의로 들어오기가 어렵지 않으니 급히 고
쳐 쌓아야 수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농사철을 당하여 백성을 부리기가 또
한 어려우니 우선 성 머리와 성 밑에 鹿角을 설치하고 웅덩이와 末木(나무를 깎아 그
끝을 뾰족하게 하여 坑塹에 박아 놓은 것을 “末木”이라 한다.) 등을 嚴하게 설비하여
또 성문의 門짝이 모두 얇은 목판이라 적이 오면 불태우거나 부수기가 심히 쉬우니
도내 會計에 있는 鐵物의 수를 헤아려 齊給하여 얇은 鐵板을 만들어서 문짝 외면을
싸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전자에 왜적들이 제포, 영등포, 安骨浦, 釜山浦, 多
47) 뺷中宗實錄뺸卷 十五(1520)年 庚午 五月條｢都元帥柳順汀狀棨曰 右道巨濟地永登浦玉浦知世浦助羅
浦 固城地唐浦 熊川地安骨浦等處 則皆是防禦最緊之地 城子俱以碎石築之 年久頹圮 其高亦不過
五六尺 賊若大擧而來則闌入不難順急改築 庶可守禦矣 正當農月 役民亦難 姑於城頭及城底 設
鹿角 其坑坎末木(削木銳其末植諸坑塹 名曰末木) 等事 嚴加備設 城門扉類皆薄板 賊來則或焚燒
或破切甚易 道內會計付鐵物 量數題給打造薄鐵 裹排於門扉外面何如 且前者賊倭等 焚蕩薺浦永
登浦安骨浦釜山浦多大浦兵船無餘 賊若復寇 則必如前焚蕩 順植大木 以鐵鎖 次次聯接 橫截藏
船浦口 又用葛大索 縣重石于木 使木沈水下一尺許 使賊船拘礙 不得踰入 且不得斫斷 又於聯
木中央 置鐵鉤 或鎖或解 令開閉在我 我欲用船 則解鉤出去 庶合守船之策 故令虞侯金良弼 先於
水營試驗如其便益 可於左右道各浦 一樣造排也 柳順金壽童成希顔等 請의 柳順汀所啓 上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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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浦의 兵船을 불태워 버려서 남은 것이 없으니 敵이 萬一 다시 入寇하면 반드시 前
과 같이 불태울 것이니 모름지기 큰 나무를 박아 세우고 쇠사슬로 여러차례 連結하여
배를 감춘 浦口를 橫斷하고 또 칡 동아줄로 무거운 돌을 나무에 달아 그 나무를 물
밑 한자쯤 잠기게 하여 敵船이 걸리어서 넘어들어 오지도 못하고 찍어서 끊지도 못하
게 하고, 또한 연결한 나무 중앙에 쇠갈고리를 설치하여 잠그기도 하고 풀기도 하여
열고 닫는 것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우리가 배를 쓰고자 하면 갈고리를 풀고 나가게
하면 거의 배를 지키는 計策에 합당함으로 虞侯 金良弼을 시켜 먼저 水營에서 시험하
게 하였습니다. 만일 편하고 도움이 된다면 左右道 各浦에 한 모양으로 만들어 배치
하겠습니다”하였다. 柳順, 金壽童, 成希顔 등이 柳順汀의 아뢴 대로 하기를 請하니 上
(王)이 그대로 따랐다.｣고 하였다.｣
결국 薺浦의 水中木柵은 倭人의 침략에 대비하여 설치한 것으로 조선측의 배를
보호하고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시설이며 설치구간은 지금의 薺德마을 부근 즉 薺浦
鎭城 앞에서 동서로 薺浦灣을 가로지르며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51. 薺浦 水中木柵 固定用 繩

사진 52. 薺浦 水中木柵 固定用 割石

2) 唐浦水中遺蹟
唐浦水中遺蹟은 慶尙南道 統營市 山陽邑 三德里 大晴마을과 인접한 海岸에 위치한
다. 1998년 6월 三德港 공사현장에서 다수의 木柱가 발견되어 慶南文化財硏究院에 의
하여 발굴조사를 실시48)하게 되었다.

48) 馬山地方海運廳․慶南文化財硏究所, 2001, 뺷統營三德港內 唐浦水中遺跡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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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3. 唐浦 水中遺跡 全景

사진 54. 唐浦 水中木柵

木柱가 발견된 후 조사단에서 확인Tr을 설치한 지점에서는 木柱가 발견되지 않았
다. 이에 대하여 수중에 설치된 木柵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木柵이 일정한 길이와 폭
으로 群을 이루어야 하는데 공사과정에서 출土된 木柱는 그렇지 못하여 계속해서 이
어져 오던 水中木柵의 가장자리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수습된 木柱는 모두 44個에 달한다. 이를 살펴보면 길이는 가장 긴 것이
318m, 가장 짧은 것이 102cm 정도이지만 평균 155cm 내외며 木柱의 굵기는 16cm~
10cm 가량으로 평균 13cm 정도다. 목주의 직경이 13cm 내외인 것은 목재를 구하는 과
정이나 운반하기에 용이한 굵기였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갯벌에 설치하기 위하여 하
단을 뾰족하게 다듬을 경우에도 손질이 비교적 용이한 굵기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唐浦에 水中木柵이 설치된 것은 薺浦의 水中遺跡과 같은 이유에서 이다. 즉, 薺浦,
永登浦, 玉浦, 知世浦, 助羅浦, 唐浦, 安骨浦 등 방어에 긴요한 곳에 왜구의 침입으로
부터 병선을 보호하는 방책을 수립하는 過程에서 농번기를 당하여 많은 백성을 동원
하기는 어려우니 임시로 바다에 끝을 뾰족하게 한 나무를 박고 이를 쇠사슬로 연결
하고 또한 동아줄에 돌을 달아 그 나무를 수면 아래 한자쯤 되게 잠기게 하여 적선이
오지 못하게 하는 수중시설을 한 것이다.

Ⅲ. 慶南地域 邑城과 鎭城의 城郭遺跡의 發掘調査 成果
발굴조사된 유적을 통하여 朝鮮時代 慶南地域 邑城과 鎭城의 特徵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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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할 수 있다.
1. 대체로 東萊古邑城, 堂甘洞城址 등과 같이 古邑城으로 알려진 土築城도 있으나
彦陽邑城, 密陽邑城 등에서와 같이 이전의 土築의 읍성을 석축으로 바꾸는 등 축성재
료 면에서는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뺷世宗實錄뺸地理志에 수록된 下三道의 61개소의
읍성중에서 土築邑城은 불과 5개소로 원칙적으로 石築을 기본으로 하여 방어력을 높
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은 高麗末부터 戰場에서 화약과 화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서 종전의 방어시설들에 대한 改善의 必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 慶南地域 邑城 부속시설 및 현황비교표49)(文宗 원(1451)년 현황)를 보면 朝鮮 前
期에는 기본적으로 敵臺, 女墻, 甕城, 垓子 등의 설치를 규식화 함으로써 자연히 성벽
은 높고 堅固하게 되었는데 現存하는 大部分의 邑城들이 朝鮮 前期에 대부분 축조되
고 있어서 규모 및 그 축조수법이 유사함을 엿볼 수 있다.
1) 城 周圍의 경우 巨濟邑城 3038尺, 東萊邑城 3,000尺, 固城邑城 3,011尺, 河東邑
城 3,943尺, 泗川邑城 3,015尺정도로 3,000尺 내외가 多數를 차지한다.

[표 1] 慶南地域 邑城 附屬施設 및 現況比較(文宗元(1451)年 現況)
區分

周回
(高, 尺)

女堞數
(高, 尺)

敵臺
(個)

慶州府邑城
金海府邑城
昌原府內相城
昆陽郡邑城
機張縣邑城
東萊縣邑城
固城縣邑城
南海縣邑城
河東縣邑城
蔚山郡內相城
四川縣邑城
鎭海縣邑城
密陽邑城

4,075(11.6)
4,418(13.0)
3,775(12.6)
3,765(12.0)
1,527(11.0)
3,000(13.0)
3,011(12.0)
2,806(12.0)
2,943(8.0)
3,732(8.0)
3,015(11.5)
1,325(7.4)
4,670(9.0)

1155(1.4)
931(2.0)
635(1.8)
514(2.0)
383(2.0)
513(2.0)
575(2.0)
553(3.0)
588(3.0)
908(3.0)
580(?)
382(3.0)
1580(?)

26
20
12
12
6
12
12
13
11
21
15
6
?

甕城
垓子
(有, 無) (有, 無)
○
×
○
○
○
○
○
○
○
○
○
○
?

×
○
○
○
×
×
×
×
×
×
?

城門
(個)

備考

3
4
4
3
3
4
3
3
3
4
3
2
3

井:83
井:28,川:1
井:7
井:3, 泉:3
井:1, 防川貯水:1
井:6
井:4
川:4, 泉:3
泉:5, 貯水池:1
井:11, 泉:3
井:7
井:1, 防川貯水:1
井:4, 貯水池:1

49) 密陽市․密陽大學校博物館,, 2002, 뺷密陽邑城-密陽邑城 基礎資料조사 및 基本設計 用役結果 報告書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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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城壁高는 지형에 따라 다르지만 巨濟邑城 13尺, 昌原邑城 12尺, 昆陽邑城 12尺,
東萊邑城 高平地 13尺, 固城邑城 12尺, 河東邑城 8尺, 鎭海邑城 7尺, 泗川邑城 11尺,
南海邑城 12尺, 機張邑城 11尺 등 13尺 이내가 多數를 차지한다. 특히 熊川邑城의 경
우 殘存高 5m지점에서 幅 70cm의 여장이 2단정도 확인되었고, 彦陽邑城의 雉城 11외
벽의 잔존고 485cm가 확인되었는데 13척을 포백척으로 환산할 때 624m가 되어 女牆
高를 감안할 경우 대체로 성벽의 높이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3) 城門은 古縣邑城 3門甕城, 鎭海邑城 2門甕城, 泗川邑城 3門甕城, 河東邑城 3門
甕城, 南海邑城 3門甕城, 固城邑城 3門甕城, 機張邑城 3門甕城, 昆陽邑城 3門甕城 등
과 같이 3門인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門址에 甕城이 부설된다. 熊川邑城과 金丹串堡
城址에서는 甕城축조時 바닥 全面에 板石으로 基壇部를 조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甕城內壁의 뒷채움도 內壁이 무너져도 뒤편의 積心이 毁損되지 않도록 城石의 바로
뒤편에 沈石처럼 생긴 돌을 일정한 幅으로 쌓았다.
4) 雉의 경우 규모에 있어 慶尙左水營城址 6m×6m, 巨濟 烏壤城址 5m×7m 등을
보이나 彦陽邑城이 7.15～8m×8～10.45m, 古縣邑城이 7.4m×10.2m, 의 규모를 보이고
있어 읍성이 다소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古縣邑城 6개소, 金海邑城 20개소, 昌原內
廂城 12개소, 昆陽邑城 13개소, 機張邑城 6개소, 東萊邑城 12개소, 固城邑城 12개소,
南海邑城 13개소, 河東邑城 11개소, 泗川邑城 15個所, 鎭海邑城 6개소, 兵營城 21개소
로 치의 설치는 城의 둘레와 關係가 있음을 알 수 있다50).
5) 垓子의 경우 城壁에서 대체로 10m 전후를 띄우는 경우가 많으며 斷面은 U字
狀에 가깝다. 해자의 兩岸에는 석축벽을 축조하여 해자의 유실을 방지하고 있는데 내
외벽간의 幅은 大體로 3～10m에 이른다. 특히, 熊川邑城과 古縣邑城, 彦陽邑城의 예
에서 보듯이 垓子 바닥에 木杙施設을 하여 방어력을 높이고 있으며, 해자내의 柱孔은
체성 기저부나 외벽인근에서 조사되는 柱孔과 비교된다.
3. 邑城의 平面形態는 山地에 축조된 山城과는 달리 朝鮮 前期의 平地邑城은 대체
로 方形 또는 抹角方形을 띠는 경향이 있으며, 성 둘레가 클수록 자연지세에 따라 橢
圓形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鎭城의 경우는 대체로 성곽의 平面이 直線形을 보이는

50) 沈奉謹, 1995, 뺷韓國 南海沿岸城址의 考古學的 硏究뺸, 學硏文化社,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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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있는데 이와 같이 方形이나 直線形의 성벽의 등장은 前시대의 平地土城의 影
響 또는 中國城制의 도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推定된다.
4. 體城축조와 관련하여 邑城과 鎭城의 축성법은 대체로 같으며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城壁 基壇부분은 기본적으로 生土層을 ‘L’字狀으로 切開한 다음 상부에 자갈
이나 雜石, 割石 등으로 다진다. 그리고 상부에 두께 10cm～20cm정도의 납작한 長大
石으로 地臺石이나 基壇石을 깔고 그 상부에 큰 城壁石을 올려 놓았으며 통상 地臺石
이나 基壇石의 끝에서 20cm 정도 안쪽으로 들여서 城壁石을 축조한다.
2) 基底部 생토층에는 地盤을 보강하기 위해 직경 5～8cm정도의 末木을 박은 경
우가 東萊 前․後期邑城, 河東邑城, 固城邑城 등지에서 확인된다. 밀양읍성의 경우 의
圓形 또는 角材가 절토된 생토층면에서 확인되었다. 密陽邑城의 경우 보고자는 작업
의 結構材인 뺵杭木뺶으로 보았고, 하동읍성의 경우는 치성 하부의 것을 치성축조시
의 架構시설 또는 海美邑城의 경우처럼 탱자나무를 이용한 障碍物로 추정하고 있으
나 전․후기의 동래읍성의 예와 같이 경사가 심하거나, 지반이 약한 지역의 경우 이
를 보강하기 위한 요즈음의 뺵파일공법뺶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
3) 地臺石의 경우 基壇石이나 外壁에서 약 1m정도 바깥쪽으로 延長하여 步道
block狀으로 까는 경우가 많으며 體城의 안쪽으로도 2m 내외 지점까지 깔고 있다. 이
것은 성벽의 특성상 外壁에 주로 大石이 놓이는 점에서 基壇部를 鞏固히 하기 위한
措處로 보인다.
4) 대체로 壁石을 쌓을 때 바깥쪽으로 고른 면을 맞추어 體城 1～2段의 경우는
大體로 大形石을 立垂積하지만 上部로 가면서 城壁石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橫平積하
는 경우가 많으며 大型의 割石과 割石 사이에는 水平을 맞추기 위하여 잔돌로 채우고
있다.
5) 內壁은 古縣邑城이나 所非浦鎭城의 경우와 같이 地臺石 없이 生土層을 파고
그 下部에 자갈을 깔거나 內壁石을 生土面 아래부터 축조한 경우도 있으며 뒷채움석
은 人頭大 크기의 割石으로 마구 채워 놓아 粗雜한 狀態이나, 大部分 積心쪽으로는
沈石 같은 長大石을 걸쳐서 外壁이 崩壞된 後에도 城壁의 全面的인 崩壞는 막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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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체로 城壁의 基壇部는 密陽邑城이 7m이상, 熊川邑城 등이 8.1m 등으로 약
7.5m 내외의 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內外壁間의 密陽邑城이 4.47m, 熊川邑城이5.5m,
金丹串堡, 前期 東萊邑城 등이 6m로 積心의 幅은 5.5m인 경우가 많다.
7) 城壁의 傾斜는 全般的으로 上部로 올라가면서 內壁 쪽으로 약간 기울이나 甕
城이나 雉의 壁面 기울기보다는 全般的으로 수직狀을 보인다.
8) 體城 上部의 幅은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一定하지 않으며, 熊川邑城, 彦陽邑城,
合浦城址, 金丹串堡城址에서와 같이 體城 안쪽으로 緩慢하게 傾斜를 이루거나 階段
狀의 傾斜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
5. 경남지역에서 조사된 대부분의 邑城과 鎭城들은 文獻資料에 의하면 朝鮮 太宗朝
에서 燕山君朝에 걸쳐 축조된 것들이다.51) 이 時期에 축조된 城郭은 치수와 척도에
있어서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발굴조사에서 밝혀진 축조수법과 같이 世宗
20(1438)年에 頒布된 ｢築城新圖｣의 규정에 近似한 것으로 邑城과 鎭城의 축조에 基本
이 된 것으로 이해된다.
6. 邑城과 鎭城의 축조에 있어서 성벽하부에서 銘文石이 조사되었는데 熊川邑城에
서 ‘昌寧’, ‘晋州’ 등의 명문과 後期 東萊邑城에서의 ‘淸道’, ‘慶州’ 개운포성지에서의
‘南村’, ‘北村’ 등의 地名이 보이고 있어 邑城과 營鎭城의 築造에 있어 경상도 관내의
여러 고을에서 合力하여 축조된 것으로 城壁 築造手法의 細部 差異는 이에 基因하는
것으로 보인다.
7. 조선후기에 축조된 동래읍성의 경우 산지는 물론 평지에 축조된 성벽은 생토면
을 굴착한 후 粘質土와 砂質土를 교대로 다져 지대를 조성한 후 외벽에는 基壇石 없
이 治石된 割石으로 橫目을 맞추면서 안쪽 180cm까지 雜石으로 뒷채움 한 점은 전기
읍성과 축조수법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統營城址와 함께 壬辰倭亂 以
後의 축조수법에 있어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51) 各種 文獻을 參考하면 蔚山兵營城은 太宗 17(1417)년, 合浦城은 世宗 12(1430)년, 古縣邑城은 文
宗에서 端宗年間(1451∼1453), 彦陽邑城과 烏壤城은 燕山君 6(1500)년에 現在의 石築城으로 축
조된 것으로 推定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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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鎭堡城의 축조수법은 基本的으로 邑城과 同一하며, 대체로 規模에 있어서 읍성
보다 소규모이며 立地上에서 읍성과의 差異가 인정된다.
1) 關防城으로 代表되는 鎭堡城의 경우 蔚山 兵營城, 開雲浦城址, 統營城, 慶尙左
水營城, 固城 所乙備浦城, 金丹串堡城址 등을 비롯해서 馬山 合浦營城, 巨濟 玉浦城,
烏壤城, 통洋倉城 等이 조사되었다. 倭寇防備를 目的으로 주로 축조되었고, 馬山 合浦
城址, 巨濟 烏壤城과 같이 平地城도 있으나 대부분 海岸邊의 野山 溪谷部를 城內로
삼은 包谷城이 많다.
2) 韓國 慶南海岸地域의 鎭城 現況을 보면 南海岸-地域의 朝鮮時代 鎭堡의 立地
的 特徵으로서 크게 內陸型, 島嶼型으로 나눌 수 있으며, 規模에 있어서는 通常의 鎭
의 둘레가 1000～1500尺, 높이 13尺, 丘陵과 山의 끝자락을 이용하여 축조한 包谷式의
平山城 형태가 많고, 堡의 경우 築城手法은 鎭城과 비슷하고 둘레는 500～1000尺사
이, 높이는 5～13尺을 보이고 있다.
[표 2] 韓國 慶南海岸地域의 鎭城 現況52)
鎭堡名
(島嶼型)

平面
形態

海拔
高度

附帶施設
備考
門

雉

垓字

加背梁

長方形 25-50m

2

5

○

知世浦

橢圓形 20-75m

3

9

○

玉 浦

方 形

4

○

永登浦

橢圓形 25-40m

2

○

烏壤城

方 形 10-15m

4

加德鎭

方 形 10-20m

天城鎭

方 形 20-30m

赤 梁

橢圓形 20-30m

沙等城

橢圓形 10-20m

4

舊栗浦

長方形 35-40m

4

舊助羅

方 形 20-85m

2

平地

2

8

8

○

泉池

推定

二泉

○
一池

4

6

○

○

一泉

附帶施設

鎭堡名
(陸地型)

平面
形態

海拔
高度

左水營

橢圓形

27.4m

多大浦

橢圓形

平地

釜山浦

橢圓形

120m

薺 浦

不定形 10-70m

4

4

○

所非浦

方 形 10-20m

3

1

○

金丹串

橢圓形 189.2m

4

2

○

兵營城

橢圓形 30-35m

4

1

○

安骨浦

不定形 10-65m

2

2

○

唐 浦

橢圓形

5-85m

2

合 浦

方 形 27-28m

4

西生浦

方 形 20-80m

備考
門

雉 垓字

4

6

4

三井

○

○
8

○
○

井

52) 李日甲, 2000, ｢南海岸 地域 朝鮮時代 鎭․堡에 關한 硏究｣, 東亞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 論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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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現存 鎭堡 유적으로 보아 鎭堡城은 邑城에 비하여 鎭城의 축조 規模가 작은
편이나 형태 및 축조수법이 邑城과 類似하다.53) 立地로서는 海岸이나 周邊地形을 眺
望하기 좋고 敵의 內陸 進出을 막을 수 있는 要衝地로서 성의 정면은 반드시 바다와
接해 있고 城門은 사방에 두거나 최소한 3면에 설치하며, 반드시 甕城과 雉, 배후에
垓子를 설치하여 防禦力을 높이고 있다.
4) 堡의 立地는 鎭城과 같으며, 城門은 사방에 두거나 最小限 3면 혹은 2면에 설
치하고 城門을 비롯한 體城에 甕城, 雉와 같은 防禦施設을 두고 있고, 堡 周邊에 垓子
를 설치하고 있다.54)
5) 薺浦의 水中遺跡과 唐浦의 水中木柵은 진성 앞바다에 끝을 뾰족하게 한 나무
를 박고 이를 쇠사슬로 연결 하고 또한 동아줄에 돌을 달아 그 나무를 수면 아래 한
자쯤 되게 잠기게 하여 적선이 오지 못하게 하는 水中施設로서 문헌기록과 일치된다.
따라서 薺浦, 唐浦를 위시하여 永登浦, 玉浦, 知世浦, 助羅浦, 安骨浦 등 차후 鎭城의
調査에 있어 함께 確認되어야 할 防禦施設이다.
6) 한편, 朝鮮 前期에 축조된 대부분의 邑城과 鎭城 들은 내외벽 중간에 막돌로
채우는 것이 보통이지만 開雲浦城址의 體城이나 慶尙左水營城址의 體城과 같이 營․
鎭城類에서 積心區間 상부를 版築狀의 흙으로 채우는 경우가 있으며, 統營城의 산쪽
과 같이 겉쌓기를 막돌로 하고 흙을 채우면서 盛土한 土石混築城系列의 城이 朝鮮後
期까지 存在함을 알 수 있다.

53) 車勇杰, 1988, ｢高麗末․朝鮮 前期 對外 關防史 硏究｣, 忠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54) 李日甲, 2000, ｢前揭論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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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of the Preliminary and Excavation Survey of a Town Wall
and Mountain Fortress in Gyungnam Province

Up to the present, according to the preliminary and excavation survey of the town wall(邑
城), garrison(鎭) and bastion(堡) in Gyungnam province,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in the
region are as followings:
1. In case of a town wall at early Chosun Dynasty, stone walls is rebuilt from soil fortress
in the construction material. Watchtower(敵臺), battlement(女墻), the wall protecting castle(甕
城) and moat(垓子) are installed in a town wall and garrisonㆍbastion, a defensive power is
promoted. It is presumed that using the gunpower and gun in the war from the end of Korye
dynasty it is needed to improve former defensive equipment.
2. A town wall of early Chosun dynasty exists on a flat, a hill and a ridge of mountain so
usually has the form to prefer merits of a mountain and flat fortress. A plat form of castle is
inclined to a square and a square removing angles(抹角方形), the circumference of the castle
becomes bigger, according to terrain a elliptical form appears. A garrison using a hill and ridge
of mountain is generally built as wrapping a valley, the plate form of castle is inclined to a
straight line form of polygon.
3. A scale of castle and the attached facilities
1) In case of castle's circumference and height, the town wall is about 3,000Chuck and
13Chuck, the garrison is about 1000~1500Chuck and 13Chuck, the bastion is about
500~1000Chuck and 5~13Chuck. In the scale the town wall, the garrison and bastion are
comparative.
2) In castle gate the town wall's is 3, garrison and bastion's are 2~4. Usually the gate is
attached to the wall protecting castle.
3) The scale of Chi(雉) is 6~10m×5~10m, it is not regular. But the case of the town wall
is little big. The number of Chi is related to the circumference and topography of castle.
4) The moat is installed at about 10m from castle's wall, the width of castle is 3~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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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over a wooden fence is installed in the flat of it and a defensive power is raised.
5) The garrison existing on the seaside is the guide equipment to block enemies, the
wooden fence in the sea is installed.
4. In the constructing method of castle, the town wall, the garrison and bastion's are mainly
similar,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ings:
1) The stereobate of castle is constructed as cutting out a ground like 'L' form, hardening
by gravels, ripraps and talcs. the foundation and stereobate stone lay on the ground by flat
stones of thickness 10~20㎝. And then the castle wall is built at some 20㎝ distance from the
end of the foundation and stereobate stone.
2) It is excavated that the piles of diameter 5~8㎝ are driven into the ground. In case of
the very inclined mountain and soft ground, it is similar to a pole building(파일공법) today.
This method is the object reinforcing the soft ground.
3) The foundation stone is laid from 2m distance of the castle and about 1m of outer wall
or the stereobate like a footpath. In the castle's trait what lay under the outer wall strengthens
the stereobate.
4) Usually building the outer wall, in case of the first and second layer of castle a
large-sized stone lays lengthwise(立垂積). But Laying upper, the size of the wall stone becomes
smaller, it is laid crosswise(橫平積). The space among stones is inserted with small stones to
level off.
5) The stone laid after the castle wall is human head-sized, is filled in disorder. The large
stone laid on the castle wall generally keeps away the collapse.
6) The inner wall is constructed by digging the ground without the foundation, stereobate
stone and put gravels on the lower part. Differing from the outer wall, it is built in disorder.
The height of the inner wall isn't high according to stonework.
7) Usually width of the stereobate indicates about 7.5m, width of pillar hole(積心) between
inner and outer wall is 5.5m.
8) In case of the upper part on the castle, the stone laid after the castle wall is built as
a gentle slope or stair form from the outer wall to the inner wall. It is presumed that the
upper part of the castle is covered with earth and sand to regular depth easily to go up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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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
5. The town wall, the garrison and bastion excavated in Gyungnam province are built
between King Taejond and Yeonsan, the measure of these is little different, but the
construction method identified in excavation is similar. It is recognized that constructing the
town wall, the garrison and bastion is based on Chuksungsindo(築城新圖) distributed at Sejong
20(1438).
6. The town wall, the garrison and bastion constructed at the early Chosun dynasty generally
fill the inner and outer wall with ripraps. But the space of pillar hole(積心) in some garrisons
and bastions is filled with soil of the plate method(版築法) to the height of the outer wall. I
suggest that the castle constructed with soil and stone exists until the latter Chosun dynasty.
7. In case of the town wall Dongrae's the outer wall built at the latter Chosun dynasty, the
stone trimmed is used without stereobate. After filled with ripraps at regular interval,
soil-making method(土築法) is basically different from construction method of the town wall at
the early Chosun dynasty. There are changes in the construction method of the town wall
Dongrae and the wall Tongyoung at the latter Chosun dynasty after Imjin war(壬辰倭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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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南地域 邑城と鎮城の試․発掘調査成果

これまで試․発掘調査された慶南地域の朝鮮時代邑城と鎮․堡城遺跡を通じ、この
地域の邑城と鎮․堡城の特徴を次のように要約することができる。
1. 朝鮮前期邑城は、築城資材面でおおむね以前の土築城から石築城に改築され、邑城
と鎮․堡城では基本的に敵台、女墻、甕城、垓字などを設置し防御力を高めている
が、これは高麗末から戦場で火薬と火砲が多く使われるようになり従前の防御施設に
対する改善が必要になったためと理解される。
2. 朝鮮前期の邑城は平地と丘陵、稜線の末端に立地し、山城と平城の長所を取り入れ
た平山城の型式が大部分である。城郭の平面形態はおおむね方形または隅丸方形をな
す傾向があるが、城の周囲が長いほど自然地勢によって楕円形をなす。鎮城の場合
は、丘陵と山麓を利用し築造した包谷式の平山城の形態が多数を占め、おおむね城郭
の平面が多角形の直線形をなす傾向がある。
3. 城郭の規模と付属施設面から
1) 城の周囲と城壁の高さは、邑城が3000尺と13尺内外、鎮城が1000～1500尺と13尺
内外、堡城が500～1000尺と5～13尺が多数を占め、規模の面からは邑城と鎮․堡城が
比較される。
2) 城門は邑城の場合、3門、鎮․堡城の場合は2～4門が多く、大部分の門址に甕城
が設置される。
4) 雉は大きさが6～10ｍ×5～10ｍで、大きさが一定ではないが、邑城がやや大きい
とみられる。雉の数は城の周囲や地形と関係がある。
5)

垓字はおおむね城壁から10ｍ前後離れて設置されたが、垓字の内外壁間の幅は

3～10ｍにいたる。また、垓字の床面には木杙を設置し防御力を高めている。
6) 海岸に立地した鎮城の場合、文献記録にあるように、海岸近くに敵が来ないよう
に防御施設として水中木柵(末木)を設置していたことが調査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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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体城の築城方法は、邑城と鎮․堡城がおおむね同じであり、具体的な特徴は次のと
おりである。
1) 城壁の基壇部は、地山を뺳L뺴字状に掘削し礫や雑石、割石などで固め基底部を
造成し、その上部に厚さ10～20ｃｍ程度の平らで長大な石材を地台石や基壇石として
敷いたのち、地台石や基壇石の端部から20ｃｍ程内側に城壁石を積み上げた。
2)

基底部の地山では直径5～8ｃｍ程度の末木が打ち込まれているのが調査された

が、地形上傾斜が急な山地や軟かい地盤の場合、現代の뺵ファイル工法뺶と同一の工
法で地盤を補強している。
3) 地台石は、体城の内側2ｍ内外の地点から外側に、基壇石や外壁から約1ｍ程度延
長し歩道ブロック状に敷いた場合が多いが、城壁の特性上、主に外壁に大きな石を置
くことから基壇部を強固にするための措置とみられる。
4) 外壁石を積む際、体城の1～2段の場合は大形石を縦に積む(立垂積)が、上部にい
くにつれ城壁石の大きさが小さくなるとともに、横に積む場合が多く、壁石の間には
水平を合わすため礫をはめ込む場合が多い。
5) 裏込めは人頭大の割石で粗雑にうめたようにみえるが、大部分は沈石のような長
大な石をわたして城壁の全面的な崩壊を防いでいる。
6) 内壁には地台石や基壇石がみられず、地山を掘りその下部に礫を敷いたり、内壁
石を地山面から築造した場合が多い。外壁とはことなり、雑石を荒らく積んでおり、
内壁は石築状態からみてそれほど高くなかったとみられる。
7) 城壁基壇部の幅は約7.5ｍ内外であり、内外壁間の積心部分は幅5.5ｍ前後の場合
が多い。
8) 体城の上部は、裏込めの石材が体城の外壁から内側に緩慢に傾斜をなしたり、階
段状の傾斜をなす場合が多い。本来、体城の上部には、城壁の上に登りやすいように
一定の高さまで土砂で埋めていたものと推定される。
5. 慶南地域で調査された大部分の邑城と鎮堡城は、朝鮮太宗朝から燕山君朝にわたっ
て築造されたものである。尺度に多少の違いがあるが、発掘調査で明らかになった築
造手法と同一のものであり、基本的には世宗20(1438)年に頒布された「築城新図」の
規定が邑城と鎮堡城の築造の基準となったものと理解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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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朝鮮前期に築造された大部分の邑城と鎮堡城は内外壁を雑石でうめたものが普通で
あるが、一部の鎮․堡城で体城壁の積心部分上部を残存外壁の高さまで版築状に土で
固める場合があり、土石混築城系列の城が朝鮮後期まで存在することがわかる。
7. 朝鮮後期に築造された東莱邑城の外壁の場合、基壇石がなく整えられた割石が使用
され、外壁の一定の幅にのみ雑石で裏込めした後、土築した点は朝鮮前期の邑城築造
手法と根本的にことなり、統営城址ともに壬辰倭乱(文禄․慶長の役)以後、朝鮮後期
に城郭の築造手法において変化があったと解釈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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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南地區邑城和鎭堡城的試․發掘調査成果

通過慶南地區的歷史發掘調査出的朝鮮時代邑城和鎭、堡城遺址，可以把此地區的邑
城和鎭、堡城的特点槪括如下。
1.

从朝鮮前期邑城的建筑材料方面着手，大体上是仿造以前的土筑城和石筑城來建造

的。邑城和鎭堡城基本上設有敵台、女墻、瓮城、垓子提高防備，這种防備措施是根据
已有的防備措施改善而來的，由于從高麗末期開始戰場上開始使用了火藥和火炮。
2. 朝鮮時期的邑城大部分都是位于平地、山上的棱線末端，取山城和平地城的优点而形
成的平山城。城市輪廓的平面形狀大体上呈方形或抹角方形，城越大其自然地勢也隨之
形成橢圓形。鎭城多數是利用丘陵和山脚而建成的包谷式的平山城，城市輪廓的平面大
体上呈多角形或直線形。
3. 城市輪廓的規模与部署設施
1) 邑城的城周圍和城壁高在3000尺和13尺左右，鎭城在1000至1500尺和13尺左右，堡
城在500至1000尺和5至13尺，在規模上邑城和鎭堡城形成對比。
2) 邑城有三个城門，鎭堡城有兩个至四个城門，大部分在門址上設有瓮城。
3) 從雉的方面看，其規模是6-10m×5-10m,

大小不允，邑城的較大，雉的數量与城

的周圍或地勢有關系。
4)

垓子設在离城壁10m的地方，垓子的内外壁間的幅度有3-10m，垓子的地面設有木

械，以此具有防備效果。
5) 建在沿海地區的鎭城，正如文獻記載，在海岸線附近設置了防敵的防備設施水中木
柵。
4. 体城的筑造方法与邑城和鎭堡城大体相同，其特点如下。
1) 城壁的基壇部用生土城切成"L"字形狀，小石子、雜石、割石等墊上，其上部用厚度
爲10厘米到20厘米的薄薄的長大石來墊地台石或用基壇石來墊，之后在地台石和基壇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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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里部20厘米的地方建造城壁石。
2) 在基底部的生土層發現直徑爲5至8厘米的木柵釘在此處，地形上考察是个斜度比較
大的山地，是地基比較弱的地方，因此采用与現代的"高强混凝土管樁(PHC)"相同的打樁
方法來打樁。
3) 地台石從体城的里部2米左右的地方向外延伸到基坛石或外壁1米左右，大部分会连
接到走廊，外壁一般用大石铺成，这是为了巩固基坛部的措施。
4) 砌外壁石时，体城1至2段一般的情况下用立垂积的方式竖着砌，越往上城壁石将用
小石以横平积的方式横着砌，在壁石与壁石间为了达到水平用小石子来填平。
5) 后园的填石由人头大的割石粗糙而填平，大部分的积心都由沈石般大的长大石头来
顶着以免塌落崩溃。
6) 内壁大部分无地台石或基坛石，而是挖生土城以后，在底部垫小石子或从生土面底
部开始筑造内壁石。内壁与外壁不同是用杂石粗糙砌成，内壁从建筑的状态来观察好象
并不会很高。
7) 城壁的基坛部宽度大约有7.5米，内外壁之间的积心幅度大约有5.5米左右。
8)体城上部情况来看，填石由体城的外壁开始往里缓缓倾斜或以阶梯形状倾斜为多。
原来的体城上部仿佛是为了便于往城壁通行猜测用土沙盖到一定的深度。
5. 在庆南地区调查发掘的大部分邑城和镇堡城是朝鲜太宗朝到燕山君朝时期筑造的，虽
然在尺度上有所差异，但与调查发掘中所发现的筑造方法相同，基本上于世宗二十年间
(1438年)颁布的<筑城新图>上规定的筑造邑城和镇堡城的基准一致。
6. 朝鲜前期筑造的邑城和镇堡城的内外壁一般是用砖块填平，但是一部分镇堡城的体城
壁积心区之间上部到外壁用版筑状的泥土填平，从而可知土石混筑城系列的城墙到朝鲜
后期一直存在。
7. 朝鲜后期筑造的东莱邑城的外壁，没有基坛石，而使用治石为材料的割石，只有外壁
的宽度用杂石填平的土筑这一点，与朝鲜前期的邑城筑造方法表现出差异，与统营城址
一同壬辰倭乱之后朝鲜后期城廓的筑造方法才有所变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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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화재 보존(보존과학)의 정의

문화재란 인류가 과거에 만들어 현재에 전하고 있는 문화적 대상물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문화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풍요롭게 채워 줄 역사의 증거물이
기 때문에 온전하게 후세에 전달해야하는 당위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문화재에 직접
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적합한 환경을 마련하여 수명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즉 현대의 발달된 과학지식과 기술을 응용하고 전통적인 방법과 재
료를 사용하여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거나 되살리고 문화재에 알맞은 환경에서 보
존 관리하여 후세에 물려주는 것이 문화재 보존(보존과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 김주삼, 2001, 뺷문화재의 보존과 복원뺸, 책세상.
2) 정문교, 2000, 뺷문화재행정과 정책뺸, 서경문화사, pp. 22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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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방보존
문화재 보존은 예방보존과 보존복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방보존은 문화재의 원
형은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자연적인 노화현상이나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전 조치이다. 수장고 또는 보호각과 같은 구조적인 보호시설은 물론 운반 시 포장
과 운송 방법의 개선, 각각의 재질에 맞는 취급방법을 통한 물리적인 손상방지와 빛
또는 온․습도 등 보존환경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문화재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일련
의 조치들을 말한다.

2. 보존복원
보존복원은 손상된 문화재에 각종 조치를 취하여 본래 문화재가 가지고 있던 원형
을 회복시키고 미적,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며 문화재의 수명연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보존복원의 의미는 물건을 고치는 수리라는 개념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
해되어야 한다. 즉 고장 난 물건을 수리하여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존복원
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물건의 희귀성이나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박물관의 소장품이 되었다면 최초 용도에 대한 의미는 사라지고 예술적 가치가 강조
되는 보존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최초의 용도를 되살려주는 수리 개념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고 원래의 형태를 유지시키는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처럼 파손된 대
상물의 원래 용도보다는 원형보존을 위한 조치를 보존복원이라 할 수 있다.

3)

Ⅱ. 보존처리 원칙

1. 수명연장을 통한 영구보존의 추구
문화재는 자연적인 노화현상이나 여러 요인에 의한 파손으로 물리적으로 약화된다.
3) 여기에서 언급한 보존처리 원칙 및 윤리는 여러 보존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보존전문가가 보
존처리 시 실천해야 할 규범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표현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그
것을 대략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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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약화된 문화재를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수명연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을 위한 원칙 중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2. 원형 존중 또는 왜곡의 금지
문화재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원래의 형태를 훼손하거나 고쳐서는 안 된다는 것
이다. 그리고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흔적도 고스란히 남겨 두어야 하며, 손상
된 부분을 복원하였을 경우 어떤 형태로든 복원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복원 흔적을 보
이게 하거나 사진 또는 기록으로 남기는 조치가 필요하다.

3. 문화재로서의 가치 부여
파손이나 이물질로 덮여 있는 문화재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러므로 본래 모습을 감추고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파손된 문화재를 원래 형태로 처
리하여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문화
재에 손을 대는 순간부터 어떤 형태로든 문화재의 변형이 올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처리가 필요하며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존 담당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처
리 보다는 관련 전문가와 보존에 필요한 모든 방법과 조치들에 대한 사전 협의가 선
행되어야 한다.

Ⅲ. 보존 윤리
보존 윤리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은 문화재의 개념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문화재 자체의 가치만 중시하고 문화재가 주는 인류발전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
하는 매개로서의 기능이 무시되었던 시대에는 문화재를 다루는 사람의 개인 취향이
나 생각에 의해 변형되거나 수정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일들은 문화재의 원
형왜곡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보존 윤리는 기존의 문화재를 원형보다 더 잘
만들고자하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가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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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물의 가치에 따른 차별적인 보존처리 지양
문화재의 현재 가치에 따라 보존 방법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문화
재는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으로 무엇을 다루느
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2. 무리한 복원작업을 자제
복원작업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처리의 필요성이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
서만 복원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복원 시 능력 부족으로 인해 보존처리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능력에 늘 비평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처리에 임
한다.

3. 문화재에 대한 충분한 지식 습득
보존 담당자는 처리하고자하는 문화재의 역사적, 미적 내용은 물론 그 문화재를 구
성하고 있는 재질의 물리․화학적인 특성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이를 근거로 처
리에 임해야 한다.

4. 필요시 보존처리 전 상태로 돌이킬 수 있는 재료와 처리방법 선택
문화재를 치료하기 위한 재료는 나중에 다시 처리할 것에 대비하여 가능하면 제거
가 쉬운 물질을 선택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제거가 어려운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면
처리 시 제거가 쉬운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한다. 왜냐하면 현재는 제일 좋은 재료와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했다 할지라도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재료
와 방법이 개발되면 현재의 처리가 잘못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학문 및 기술 연마
보존 담당자의 처리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하면 처리로 인해 문화재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보존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꾸준히 연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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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학적인 방법론 이해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과학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다. 문화재의 손상원
인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효과적인 보존처리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사용하는 기기나 재료가 어떤 원리와 역할을 통해 문화재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지식의 습득이 없이는 보존처리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모든 지식
을 습득한 후 처리에 임해야 한다.

7. 전문가와 사전 협의
보존처리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 보존과학 전문가의 협조를 얻는 것
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과학, 역사, 미술사 등과 같은 분야의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처리에 임한다.

8. 처리 정보 기록 및 지식 공유
보존 담당자는 보존처리를 진행하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
여 이들을 문서화해야 한다. 처리 방법이나 사용되는 기기, 약품, 재료는 물론 처리
시 발생되는 사소한 일들도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겨 훗날 보존처리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존 담당자는 자신의 보존처리 기술이나 방법, 처리를
통해 습득한 모든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되며 문화재 보존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서 다
른 연구자와 지식을 공유하여야 한다.

4)

Ⅵ. 문화재 보존과학의 태동
1. 우리나라의 보존과학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과학의 시작은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문화재의 원형보
존을 위한 보존복원의 의미가 아닌 문화재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수리 또는 보수
4) 이오희, 2005, 뺷보존과학기초연수교육교재뺸, 국립문화재연구소, pp. 14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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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인류가 한반도에 정착하여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던 시기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류가 생활하면서 사용하던 도구나 건축물이 파손 되었
을 때 수리하거나 보수를 통해 다시 사용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청동기 시대의 땜질 기법5)인데
땜질 기법이란 청동기를 제작하면서 나타난 주조 결함이나 사용 중 파손된 것을 때워
고치는 것으로 남성리 석곽묘 출토 동경 등 많은 수의 청동제 유물에서 그 흔적이 발
견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일부가 썩거나 파손되었을 때 부재를 교체하여 수명을
연장한 예를 문헌상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도자기 접합 및 복원에 관
한 방법이 뺷산림경제뺸 및 뺷규합총서뺸 등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그 당시에 도자기
의 수리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좋은 예이다.
그리고 도자기의 경우 석고로 결손부분을 복원하고 그 위에 금분 또는 은분을 칠
과 같은 접착제로 부착하거나, 생칠과 불에 구운흙을 갈아 만든 토분을 혼합하여 복
원하고 그 위에 금분 또는 은분을 부착하여 처리한 예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도자기 본래의 기능 회복보다는 예술적 가치 상승에 역점을 두고 처리한 것으로 박물
관의 전시실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후로 각종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보존과학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우리나
라에서 발굴된 문화재에 대한 보존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61년 문화재관리국의 설립과 1962년「문화재보
호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68년 과학기술처에서『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에 관한
연구』(사진 1)라는 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하면서 유형문
화재의 과학적 보존에 대한 새로운 장이 열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과 국립
중앙박물관에 보존처리실이 설치되면서 문화재 보존처
리 및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사진 1. 1968년에 발간된
보존과학 연구 보고서

5) 이건무, 1987, ｢청동유물의 땜질기법｣, 뺷삼불김원룡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Ⅰ뺸, 고고학편, 일지사,
pp. 16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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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보존과학
외국에서의 보존과학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흙이나 역청, 석회, 시멘트 등이 이미 수천년 전부터 토기의 수리에 사용되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 이중 역청은 기원전 6500년 전부터 사용되었고, 석회와 시멘트 등은 기
원전 약 5000년 전부터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하는 기록이 있다. 또한 옻칠의 경우
도 크랙이 간 질그릇의 수리에 사용하였으며, 동물 또는 식물에서 추출한 접착제도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다고 한다.6) 이렇게 인류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시작된
도구들의 수리가 과학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부터라고 볼 수 있다.
19세기에 이르러 과학적 보존처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보존연구기관이 설립되어
체계적인 보존처리가 이루어 졌는데, 1861년에 Beeton에 의해 쓰여진 뺷Book of
Household Management뺸7)에 손상된 도자기를 다양한 종류의 접착제를 사용하여 수리
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20세기에 이르러서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국제 역
사 및 미술품 보존기구(IIC) 등에서 문화재 보존의 정의와 보존윤리, 보존원칙 등을 규
정하면서 오늘날 문화재 보존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 전문기관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 전문 연구기관의 본격적인 활동은 1969년 문화재관리국 문
화재연구실내에 보존처리반이 설치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75년 국립중앙
박물관 보존처리실이 개설되고 이후로 목포보존처리장, 경주고적발굴조사단 보존처
리실 등이 차례로 설치되면서 활동이 활성화되었으며, 국립 경주, 부여, 창원문화재연
구소와 서울역사박물관(사진 2), 경기도립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호암미술관, 등에서 보존과학실을 운영하면서 문화재 보존 전문기관의 저변이 확대
되었다. 현재 약 30여개의 기관에 약 200(정규직은 약 80여명)여명의 인력이 문화재
보존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각 지방문화재연구원 등의 발굴전문기관과 대학박
물관 등에서도 보존과학실을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설치하여 출토 문화재 및 소장품
6) Stephen Koob, 1998, Obsolete Fill Materials Found on Ceramics, JAIC, Volume 37, Number 1.
7) Beeton, MRS. I.M. 1981, Book of Household Management, S.O. Beeton,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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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문
화재보존과학회에 매장문화재, 석조문화재,
목재문화재, 벽화․회화․지류문화재, 문화
재분석, 문화재환경, 근대문화재 등 7개의 분
과가 설치되어 보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으며, 특히 석조분과에서는 우리나라 석
조문화재 현황 및 보존방안에 대한 연구 성
사진 2. 서울역사박물관 보존처리
실험실

과를 보고서8)로 출간하기도 하였다.

4. 보존과학 교육기관
보존과학 교육기관으로는 1992년 대전보건대학에서 박물관과(보존과학전공)를 개
설한 것을 필두로 1993년 경북과학대학, 1996년 나주대학, 1997년 용인대학교, 1998년
한서대학교, 1999년 공주대학교, 2000년 경주대학교, 예원대학교, 2002년 한국전통문
화학교 등에서 보존과학 관련학과를 설치하여 문화재 보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
으며, 여기에서 배출된 인력이 박물관 등 보존전문기관에서 문화재 보존 실무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Ⅳ. 문화재의 손상원인
온전하게 후세에게 전달해야하는 문화재는 여러 요인에 의해 손상된다. 손상의 주
원인은 문화재를 구성하고 있는 재질의 주성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크게 인
위적인 손상(주로 물리적인 손상)과 자연적인 손상(화학적인 손상, 생물학적인 손상)
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손상요인은 문화재가 처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한 가지 요인에 의한 손상도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문화재를 손상시킨다. 따라서 위의 요인은 손상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편의상 분류해
본 것이다.

8)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02, 뺷석조문화재 보존관리연구뺸,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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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위적인 손상(물리적인 손상)
인위적인 손상(물리적인 손상)은 문화재에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 손상되는 것으로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파손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매장문화재의 경우에는 대부
분 무너진 무덤의 토압과 토양에 함유된 다양한 물질에 의해 부장품의 손상이 일어나
지만 발굴 후 보존․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크고 작은 손상이 일어
나고 있다. 전세된 무기질문화재는 물리적 손상의 대부분이 인위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리적 손상은 다음에 소개하는 여섯 가지의 원인 이외에도 다양한 원
인에 의해 문화재에 크고 작은 손상이 일어난다.
1) 고의적인 파손
야외에 있는 문화재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손상으로, 고의적으로 문화재를 훼손하는 경
우이다. 날카로운 물체나 낙서 등으로 문화재
의 표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인데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화재 손상
의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종교적인
이유나 헛된 미신에 따라 문화재를 파손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
리고 아프카니스탄의 <바미안 대불>(사진 3)

사진 3. 이슬람 세력에 의해 파괴된
바미안 대불

이 이슬람세력에 의해 파괴되는 것과 같은 반달리즘(Vandalism)에 의한 손상과 이라크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한 피해도 문화재 손상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무심코 만진 행위들이 문화재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는데 나체 인물 조각상의 특정 부위만을 계속적으로 만짐으로서 변색 또는
파손되는 피해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2) 관리부주의에 의한 손상
우리는 화재로 인해 문화재로서 중요한 건축물이 전소되거나 건물 내에 있던 문화
재가 손상되는 것을 종종 보아왔다(사진 4). 이런 화재로 인한 피해는 원형의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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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화재 진압 시 사용되는 물 및
물대포의 압력에 의한 문화재의 손상은 치명적이다.
다음으로는 취급상 부주의로 인한 손상인데, 문화재를
전시하거나 연구하기 위해서는 운반과 접촉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자연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특
히 도자기와 같이 충격에 약한 유물은 한번 파손되면
원형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는다. 따라서 이러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는 소화 장비 시
사진 4. 화재로 소실되기
전의 쌍봉사 대웅전

스템을 물에 의한 소화시설보다는 이산화탄소를 이용
한 소화시스템으로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각 재질에
맞는 취급요령을 숙지하고 취급 시 세심한 주의를 요

하며, 문화재에 안전한 운반 및 취급방법의 개선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발굴 및 무분별한 공개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동안 지하에 묻혀 있
던 문화재가 발굴을 통해 노출하게 되면 급
격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손상을 입게 된다.
특히 유기질 문화재의 경우, 발굴 후 적절한
보존환경을 유지하거나 보존처리를 하지 않
으면 변색이나 원형의 변형은 물론, 심하면
본래의 형태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
사진 5. 무용총의 수렵도

서 발굴시 출토될 수 있는 유물의 보존대책
을 수립한 후 발굴이 이루어져야 손상을 최

소화할 수 있으며, 가능하면 발굴현장에서 적절한 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존
담당자를 발굴단에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공개로 인한 문화재 손상의 대표
적인 사례가 고구려 벽화이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무용총의 수렵도(사진 5)는 몇
십 년 전에 촬영된 사진으로 현재는 파손이 심하게 진행되어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한다. 천 오백여년 동안 모습을 유지하고 있던 아름다운 벽화가 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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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십 년 만에 그토록 심한 파손을 입게 된 것은 발굴에 따른 환경의 변화와 고분이
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적절한 보존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공개했기 때문이다.
4) 미숙한 보존처리 행위에 의한 손상
보존과학에 대한 윤리나 원칙들이 인식되기 전에 수리 복원된 문화재에서 많이 발
견되는 손상은 도자기의 경우처럼 파편이 잘 맞지 않을 경우 갈아내거나 깎아내는 손
상과, 박락되거나 변색된 회화에 덧칠하여 원형이 훼손된 것들이다. 그리고 보존처리
비전문가의 경험부족이나 무지에 의한 무분별한 처리와 상업성을 앞세운 처리 등도
문화재에 손상을 입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제작기법상의 결함이나 보존처
리 재료 선택의 잘못으로 인한 손상도 의외로 많이 나타난다. 현재 보존처리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처리 잘못으로 인한 손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5) 동․식물에 의한 피해
쥐나 새와 같은 동물에 의한 피해는 주로
노출된 문화재에 많이 나타난다. 쥐의 경우
목재로 된 유물을 갉아 미관이나 구조상의
위협을 주기도 하며 배설물로 인해 서적이나
회화류를 오염시키기도 한다. 새의 배설물 또
한 야외 건축물이나 석탑, 금속조각품 등의
문화재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 식물이 입히
는 피해는 주로 뿌리로 인해 나타나는데 나
무 등 식물이 유적 내부에 있는 유물의 약한

사진 6. 나무뿌리에 의해 손상된
앙코르 유적

부분이나 마애불과 같은 석조 조각의 균열사이에 뿌리를 내리며 자라는 과정에서 손
상이 일어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캄보디아의 앙코르 와트 유적(사진 6)이라 할 수 있
다.
6) 자연재해에 의한 손상(천재지변에 따른 손상으로 자연적인 손상의 범주에 들
어가지만 물리력에 의한 손상이 많으므로 인위적인 손상에 포함시킴)
홍수와 지진,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에 의한 문화재의 피해는 비록 자주 발생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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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지만 상상을 초월한다. 1966년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는 홍수로 인해 박물
관의 수장고가 침수되어 회화 및 서적 등이 아직도 복구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피해
를 보았다. 지진의 피해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단
한번의 지진이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가는 일본 고베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
었는데 향후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내진 설계는 물론 전시 케이스, 수장
고, 각각의 유물에 대한 방진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화학적 손상(환경요인에 의한 손상)
모든 문화재는 그 문화재가 놓인 조건에 상관없이 제작된 순간부터 각종 위험으로
부터 위협을 받게 되며 손상되기 시작한다. 특히 온습도와 같은 대기 환경의 변화는
문화재의 재질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파손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재를 오
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재질에 맞는 환경에서 보관․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온도
문화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재료는 온도가 상승하면 팽창하고 하강하면 수축된
다. 이와 같이 온도 변화에 따라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면 문화재의 물리적인 성질이
약화된다. 지류, 목재류, 칠기류, 섬유류 등 유기물 문화재는 고온상태에서 형태가 변
형될 수 있으며 수분의 변화로 인해 조직이 약화되기도 한다. 또한 야외에 있는 건조
물이나 석조물 등은 일교차가 심한 지역에서는 쉽게 파손이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석조물은 온도가 영하로 내려갈 경우 동파에
의한 손상을 입게 된다.
2) 습도
수분은 공기 중에 항상 존재하고 모든 유
물에도 존재한다. 높은 습도에서 금속유물은
부식이 촉진되며, 지류나 섬유류와 같은 유기
사진 7. 습기와 미생물에 의해 손상된 질 문화재는 산화 또는 변색과 같은 손상(사
지류 문화재

-+-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 13

진 7)이 일어난다. 또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공기 중의 산소와 빛의 작용으로 퇴색
이 가속될 수 있으며,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이 발생할 조건이 충족되어 이들 미생물
에 의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반대로 습도가 낮으면 유기질 물질의 수분 함량이 떨어
져 물리적인 약화를 초래하고 목재나 칠기 문화재 등에서는 수축, 갈라짐, 박락, 들뜸,
비틀림과 같은 형태의 변화가 일어난다.
3) 빛에 의한 손상
빛은 문화재에 광손상과 열손상을 일으키는데 태양에서 나오는 빛 중에서 자외선은
염료, 안료, 섬유소와 단백질 등의 분자를 파괴하여 유물을 손상시킨다. 특히 지류나
섬유류 문화재의 재질를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탈색과 변색 등의 심각한 피해를 가져
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열선이라고 하는 적외선이 문화재에 흡수되면 그 영
향으로 대상물의 표면 온도가 상승하고 또 일부는 전시 공간 등의 온도를 상승시켜
상대습도의 변화를 초래하여 균열, 박락, 비틀림과 같은 현상변경 등의 물리적인 손
상이 일어나게 된다. 인공조명도 태양과 마찬가지로 자외선과 같은 문화재에 유해한
빛이 나오므로 자외선이 차단된 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백열등이나 할로겐
램프도 매우 강한 열을 발생하여 문화재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가급적 대상물과 거
리를 충분히 두어야 한다. 설사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제거한다 해도 가시광선은 유물
에 피해를 입힐 수 있을 정도의 빛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빛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4) 대기오염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은 여러 가지 발생인
자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발생된다. 산업이 발전하고 자
동차가 늘어남에 따라 유해가스의 발생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황화물, 질소산화물, 산소화합물 등은 습기와
결합하여 문화재에 많은 피해를 준다. 공장의 매연이나
자동차에서 많이 배출되는 아황산가스는 대리석을 침식
시키고(사진 8) 종이, 섬유 등의 손상을 초래하며, 질소산 사진 8. 대기오염 및 동물
화물은 면이나 양모로 제작된 문화재의 셀룰로오스에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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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염료를 변질시킨다. 오존은 강력한 산화물로서 유기물뿐만 아니라 금속 등을 산화
시킨다. 그리고 암모니아는 안료의 색상변화를 일으킨다. 건축물의 내장재에서 방출
되는 포름알데히드와 콘크리트 건물에서 발생되는 알카리도 문화재에 손상을 일으키
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 생물학적 손상
생물에 의한 문화재의 피해는 주로 유기질 문화재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유기
질 문화재는 천연재료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충이나 균의 영양원으로 활용되므로 생
물학적 손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균에 의한 손상보다 충에 의한 가해가 큰 편이
다.
1) 곤충 피해
충해(사진 9)는 유기질 문화재의 손상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적과 같
은 지류 문화재는 좀벌레의 피해가 심각하며,
섬유류는 나비목, 좀목, 딱정벌레목의 유충에
의한 피해가 많다. 곤충에 의한 지류, 섬유류
문화재의 피해발생은 온도, 습도에 따라 손상
속도가 다른데 온도는 25～30℃, 습도는 75%
사진 9. 곤충에 의한 목재 피해

정도일 때 최대 피해가 발생된다. 목조문화재
에 대한 곤충의 가해는 주로 흰개미목과 딱

정벌레목에 의한 피해가 매우 심하다. 목조 문화재에 대한 충해의 초기 단계는 목부
재 표면만 가해하는 경미한 손상만 발생하지만 피해가 발전된 최종 단계에는 목조문
화재에 치명상을 입혀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손상을 초래시킨다.
2) 미생물 피해
문화재는 그 자체가 미생물의 영양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류 문화재의 경
우 과다한 함수량을 지니게 될 경우 곰팡이(사상균)가 거의 100% 발생하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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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미생물은 지류의 섬유소를 분해하거나 색소를 분비하여 서적에 얼룩반점 등을
생성함으로서 문화재의 가치와 보존상태를 훼손시키게 된다. 또한 섬유질 문화재도
사상균에 의해 주성분인 셀룰로오스가 분해되어 재질이 약화되며, 목재 역시 사상균
이 분비하는 섬유소 분해효소에 쉽게 손상된다. 문화재를 손상시키는 미생물은 양분,
온도, 그리고 수분이 충족되어야만 발생되므로 미생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
해서는 미생물의 생육이 어렵게 낮은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 주어야 하며, 산소를
차단하는 것도 미생물 발생 억제에 효과적이다.
3) 석조문화재의 이끼류 피해(사진 10)
지의류나 이끼류는 수분이 충분하고 유기
물과 토양이 축적되면 발생되는데 석조물의
움푹 파인 곳에 먼지가 쌓여 토양화되거나
암석과 식물사이에 잘 자란다. 지의류는 석재
와의 접촉 부위가 넓어 유기산에 의한 부식
이 발생하며 이끼류는 석조물 위에 수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유기물에 의한 화학적인
사진 10. 석탑에 발생된 오염물

부식작용을 촉진한다.

9)

Ⅵ. 발굴현장의 유물수습

장기간 매장환경에 놓인 유물은 유물 자체의 무게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식되
어 출토되므로 수습하기 전에 강화처리와 같은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유물들
을 현장에서 바로 수습하게 되면 원형손상과 같은 파손이 발생되므로 토층과 함께 수
습하여 보존처리실 내에서 해체함으로 유물의 손상을 최소화 하고 관련된 정보를 알
아낼 수 있다.
중요한 유물들은 관련 분야의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서 자문을 구하고 유물수습기
술에 관한 문헌을 참고하여 체계적인 유물수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장비를
9) 위광철, 2005, 뺷보존과학기초연수교육 교재뺸, 국립문화재연구소, pp. 175~191

-+-

16 東亞文化 創刊號

준비하도록 한다. 이 때 유물 수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사전 계획도 철
저히 하고 가능하면 계획을 꼼꼼히 지켜서 하루에 완벽하게 유물수습을 끝내도록 한
다. 또한 유물을 수습하기 전에 유물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물론 사진 촬영, 모사 등
을 실시하고, 유물을 수습할 때 주위에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물이 수습되면 상자 외부에 위, 아래, 내용물의 상세한 정보와 취급 시 주의 사항
등을 포함한 적절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한다.

1. 상태가 양호한 소형의 금속유물(사진 11)
출토되는 철제유물의 경우 대기 중에 장기간 노출하게 되면 내부의 수분이 증발하
-

면서 부식인자인 염이온(Cl )의 결정화되면서 부피의 팽창을 가져와 균열이 진행되며
결국에는 판상으로 떨어지거나 가루처럼되어 형태의 변형을 가져온다. 상태가 양호
하고 소형의 유물일 경우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유물을 수습하는 과정과 같은 방법으
로 수습하되, 급격한 환경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시료봉투나 Escal Film(고불투과
성 비닐)에 밀봉하여 외부 공기와 차단하여 보관하거나 빠른 시간 안에 보존처리를 실
시하는 것이 좋다. 주의 할 점은 가능한 주변의 파편이나, 육안으로 판별이 불가능한
유물로 추정되는 경우 일괄로 수습하여 하나의 상자에 함께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2. 부식이 심한 소형의 금속유물
1) 출토 유물 대부분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먼저 그 수분이 유지되도록 조
치하여 수분의 증발로 인한 균열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부식이 심한 경우 조그마한 충격에도
파손될 위험이 있으므로 유물의 가장자리부
분을 강화처리한 후 수습하는 것이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강화제로는 유물에 손상
을 주지 않고 가역성이 있는 Cemedine-C를
사진 11. 석고붕대를 이용하여 유물
수습을 완료한 상태

Acetone으로 약 5~10%정도로 용해하여 가장
자리부분에 도포하여 강화처리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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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여러 종류의 강화제가 있으나 차후 보존처리 시 제거가 용이하고 현장에서 사
용하기 편리한 강화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형이고 수습 시 손상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진 11처럼 바탕흙 위에 직접 석고붕대로 지지한 후 수습해도
된다.
3) 균열부분이나 부식이 심한 부분의 강화처리가 완료되면 유물을 주변의 흙과
같이 수습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변의 흙을 파낸다. 토양이 사질토거나 흘
러내려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경우 주변의 흙을 Acryl계 합성수지인 Paraloid B72 또는
Paraloid NAD-10 5~20% 용액으로 강화처리를 실시하여 준다.
4) 유물 주변의 강화처리가 완료되면 유물 수습과정 및 운반도중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유물 표면에 한지를 덮고 유물과 밀착되도록 물 또는 물풀을 분무하여 여러
겹 덮어준다. 한지 도포과정 중 완전히 밀착되지 않으면 유물이 움직여 파손될 위험
이 있으므로 한지 3~5겹 정도를 유물에 밀착되도록 덮어준다.
5) 한지를 밀착한 후 그 위에 거즈를 두 세 겹 정도 덮고 Cemedine-C를 Acetone 으
로 약 10~15%정도로 용해하여 거즈위에 2~3회 도포하고 건조시켜 유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이때 Cemedine-C 용액이 유물표면에 스며들지 않게 주의하
여야 한다.
6) 밀착시킨 부분과 바닥 흙을 분리하기 위하여 바닥 면과 수평으로 대나무 칼이
나 도구를 이용하여 지면과 분리하여 들어올린 후 밀착이 되지 않은 바닥면부분도 위
와 같은 방법으로 밀착 시킨 후 밀폐용기에 넣어 운반하거나 또는 분리된 유물과 흙
이 부서지지 않게 주의를 Air vinyl 또는 토이론 등으로 완충한 뒤 밀폐시켜 보존처리
실로 운반한다.

3. 우레탄폼을 이용한 유물수습(사진 12~17)
발포성 우레탄폼을 이용한 유물수습은 여러 개의 유물이 녹물에 의해 고착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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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수습이 어려운 경우나 유구의 단단한 바닥 면과 고착되어 있거나 대형의 유물의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습이 어려운 경우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1) 처리방법은 위의 소형유물을 수습하는 방법으로 유물을 완전히 밀봉한 후 주
변을 합판이나 골판지로 칸막이를 한 후 발포성 우레탄폼을 혼합(중량비 1:1)하여 빈
공간에 부어주어 충진한다. 이 과정 중 보존처리를 위한 우레탄폼 제거 시 유물의 위
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나무젓가락, 못 등으로 유물 주위에 박아 표시해두면 유
물을 안전하게 수습할 수 있다.
2) 바닥 흙을 분리한 후 흙이 있는 하단이 위로 오게 뒤집어 놓고 한지 및 거즈로
밀착 시킨 후 다시 발포성 우레탄을 발포시켜 완전히 포장한다.
3) 우레탄폼을 사용하여 유물을 수습 할 때에는 우레탄폼이 유물에 직접 닿으면
제거가 어려우므로 묻지 않게 하여야 하며 발포 후 경화되면 약 30~60배로 부피가
증가하므로 정확한 체적 계산을 한 후 알맞은 양을 사용하도록 한다.
4) 수습이 완료된 유물은 보존처리실험실로 운반하여 X-선 촬영을 하여 그 내부
구조를 정밀 조사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해체한다.

사진 12. 수습대상 유물

사진 13. 주변 흙 제거

사진 14. 한지 밀착

사진 15. 칸막이 작업

사진 16.우레탄 발포

사진 17. 수습 완료

-+-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 19

4. 도토기문화재의 유물수습
도토기문화재는 다른 유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물을 수습하기가 쉽다. 하지만 유
물이 심하게 파손되었거나 재질이 매우 약화되었을 때는 앞서 소개한 부식이 심한 금
속유물을 수습하는 방법이나 우레탄 폼을 이용한 방법으로 수습하여야 한다.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출토된 도토기는 급격하게 건조되면 균열이 발생하거나 파
손될 수 있으므로 이동시 건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처리 시에는 가급적 상온 상태에
서 서서히 건조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파편이 많이 발생된 도토기의 경우에는 나중에 접합이 용이하도록 수습 시 각 파편
에 접합순서에 따라 임시번호를 부여하여 수습하거나 노출된 순서대로 수습하도록
한다. 유물 수습 시 주의할 점은 도토기 내부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씨앗 등과 같은
역사의 흔적물이나 표면에 부착된 유기물질 등이 제거되지 않도록 한다.

5. 목재 및 칠기문화재의 유물수습
발굴 현장에서 출토되는 목재 및 칠기문화재는 건조상태에서는 대부분 열화되어
남아 있지 않으나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 원형이 생생하게 남아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수침상태에서 출토되는 목재 및 칠기문화재는 재질이 매우 약화된 상태
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해도 원형을 찾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형태가 변형되기 쉽
다. 따라서 수습 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수습하여야 한
다.
발굴 시 유물이 노출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출토된 목재 및 칠기문화재가 건
조되어 균열이 발생하거나 칠이 말리지 않도록 스프레이 등으로 수분을 충분이 공급
하여야 한다. 수습 후에도 밀폐용기 등에 수분을 충분이 공급한 상태에 넣고 밀봉하
여 처리실로 운반하도록 한다. 장기간 물속에 보관할 때에는 곰팡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미제를 소량 첨가하여 침적한다.
유물의 열화가 심해 직접 수습이 어려운 유물은 앞서 소개한 부식이 심한 금속유물
을 수습하는 방법이나 우레탄 폼을 이용한 방법으로 수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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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금속문화재의 보존처리
금속유물은 대부분 장시간 동안 매장상태에서나 보관 도중 화학적인 반응 또는 전
기화학적인 반응으로 인해 본래의 모습을 잃고 부식이 진행되게 된다. 특히 발굴을
통해 출토되는 금속유물은 대기 중에 노출되게 되면 공기 중의 산소․수분 및 온도변
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부식산화물이 생성되었거나, 철제품인 경우에는 녹물과 이물
질이 고착되어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균열과 파
손 등 급격한 형태의 변형을 가져온다. 이렇게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유물을 보존처
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원래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
다. 따라서 각 재질에 따라 알맞은 보존처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인 보존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처리 전 조사
처리 전 조사는 고고미술사적인 형식 분류 및 부식정도․손상여부․유기물질의 부
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유물카드에 기록한다. 특히 사진촬영은 보존처리
전과 처리 과정 그리고 처리 후의 상태를 가능한 같은 크기로 촬영해야 한다. 유물의
재질 및 상태에 따라 자연과학적인 조사연구도 필요하다. X-선촬영으로 상감문양, 명
문, 부식정도, 결함, 내부구조, 제작기법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보존처리 중 극미량의
시료를 채취하여 정량분석과 미세조직 분석 등으로 야금기술, 가공방법, 열처리기술
등 당대의 기술체계를 규명한다.
1) 유물카드 작성
유물카드 작성은 보존처리 이전의 유물상태를 고고학적, 미술사학적, 보존과학적
관점에서 기술한다. 즉 유물의 전체적인 구조형식을 먼저 기술하고, 녹과 부식상태,
재질, 파손(크랙)부위, 유기물질 부착여부, 실측, 중량, 크기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유물카드에 기록한다.
2) 사진․촬영
사진촬영은 정면, 후면, 측면, 평면과 밑면 등을 촬영하고, 세부사진은 보존과학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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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중요한 결손이나 크랙부위, 특이한 녹과 부식상태, 제작당시의 흔적, 표면의 유
기질 부착여부를 촬영한다. 또한 고고학적, 미술사학적으로 중요한 구조, 문양 및 제
작기법 등을 상세하게 촬영한다. 유물 촬영 시 주의할 점은 조명등으로 인해 유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육안 및 현미경 조사
육안 및 현미경을 통해 현재 유물의 손상 정도, 부식 상태, 제작기법 등을 파악하여
보존처리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고고학 또는 미술 자료로 제공한다.
4) 기본적인 자연과학적 분석 응용
X-선촬영장비는 비파괴 방법으로 문화재의
손상여부를 조사하는 장비로 X선을 시료에
조사시키면 배면에 설치된 필름이나 모니터
에 투과 상이 나타난다. 이때 필름이나 모니
터에 나타난 농담의 비율을 관찰하여 문양이
나 명문의 상감 여부, 내부구조 및 제작기법
등을 조사하는 장비(사진 18)이다.
금속현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SEM)은 전

사진 18. X-ray 발생장치

자선을 시료 상에 주사시켜 발생하는 2차 전자 및 반사전자를 이용하여 확대 관찰하
는 장비로 주사전자현미경은 주로 시료 내부의 표면을 확대하여 구성재질의 형태를
관찰하고, 에너지분산형 X-선분석기(EDX)를 부착하여 주요성분 원소와 불순물 등을
분석한다. 금속현미경은 금속 시료의 표면을 연마한 뒤 표면을 확대하여 금속조직을
관찰하는 장비이다.
형광X-선분석법(XRF)은 비파괴분석법으로 청동기, 자기의 유약성분, 유리, 토기 및
안료분석 등에 응용되고 있다.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분광분석법(ICP-ES)은 고주파 자기장에서 무전극 방전으로 고
온(약 1000。K) 플라즈마 중에 용액을 흡취하여 발광분광분석법으로 시료를 정량하
는 다원소 동시 분석법이다. 정밀도 및 정확도가 우수하여 문화재 자료의 정량분석에
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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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회절분석법(XRD)은 X-선을 시료에 조사시키고, 시료의 특성에 따라 회절되는
X-선을 측정하며 격자 간격으로부터 화합물을 동정하여 조성분석 및 상태분석을 할
수 있다. 점토질 유물(도기, 토기, 자기)의 화합물 동정, 단청안료 및 벽화안료 색소의
성분, 금속 표면의 부식생성물(녹)의 화합상태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분석기기가 활용되고 있으며 문화재 분석에서는 그 물질을 구
성하고 있는 원소의 성분 확인과 원소들의 결합 등에 관한 정보를 연구하고 이를 통
하여 문화재의 연대, 산지, 기원, 문화의 흐름, 재질 등의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분
야이다.

2. 녹 제거(Cleaning)
1) 철기유물
철기유물은 부식화합물(녹), 이물질(흙) 등이 심하게 고착되어 있으므로 유물의 형태
가 변형되어 있거나 부풀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보존처리 시 유물의
형태를 정확하게 규명하여 원래의 형태로 복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부식
생성물질과 심하게 고착되어 있는 흙을 제거하려면 우선적으로 실체현미경과 확대경
등을 사용하여 유물표면에 대한 자세한 관찰을 실시하고, X-선촬영 필름을 참고로
하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녹을 제거해야 한다.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녹 제거는 유
물의 외형에 손상을 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전조사(X-선촬영, 유물의 재질, 실측, 유
물에 관련된 문헌, 고고학적 견해 등) 결과에 따라 숙련
된 보존 담당자에 의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유기물질(아주 작은 나뭇조각․천 등)이 부착된 경우
에는 Paraloid B72 2~7% 용액을 이용하여 붓으로 경화처
리 한 다음 녹을 제거 한다. 경화처리는 저 농도에서 고
농도의 순서로 수지가 유기질 내부로 완전히 침투될 수
있도록 하고, 유기질이 없는 부분은 경화제가 묻지 않도
록 조심한다.
특히 X-선촬영 결과 명문, 문양 등이 상감된 경우에는
사진 19. 상감표출 과정

보존처리 순서를 일부 바꾸어 실시한다. 즉, 녹 제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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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약화된 재질을 강화처리 한 다음 실체현미경을 보면서 부식생성물질(녹)을 제거
한다. 상감표출 작업은 X-선 필름을 통해 유물을 관찰하면서 실체현미경으로 상감부
위와 상감 주변의 철 녹을 제거(사진 19)하게 되는데, 이때 상감이 표출되지 않을 정
도까지 Power Pen으로 조심스럽게 한 층씩 벗겨 낸다. 그리고 수술용 칼을 수직으로
세워 상감된 부분을 눌러 주면 나머지 얇은 철 녹층은 금 또는 은과 친밀성을 갖지
못하므로 쉽게 제거된다. 참고적으로 철기유물을 단면으로 관찰하면 최외각 층에
Goethite층, 철산화물과 모래, 흙 등이 혼합된 Soil-mineral 층으로 되어 있고, 그 바로
밑층인 Magnetite층에 상감되어 있으므로 녹 제거 시 주의해야 한다.
2) 사용기기 및 도구
① 정밀분사가공기 : Air-Brasive (사진 20)
고압의 질소 gas 또는 건조된 공기압으로
미세한 유리분말을 분사시켜 철기유물에 형
성된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비가 정밀
분사가공기이다. 이 방법은 금속유물, 석재,
경질토기 등 비교적 재질이 강한 유물의 이
물질 제거에 유용하나, 재질이 연한 금속(금,
은, 청동, 주석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상

사진 20. 정밀분사가공기

감된 철기유물이나 금동유물에는 상감이나 도금막이 손상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기질 층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유기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가스의 압력과 유
리가루의 량을 조절하여 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 정밀분사가공기는
철기유물 표면의 녹과 이물질 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때 철 금속심이 드
러나지 않도록 유물과 먼 거리에서부터 유리가루를 분사시키고, 점차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분사시켜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녹 제거 작업이 끝나면 미세한 유
리가루가 유물 표면에 잔류할 수 있으므로 고압의 질소 가스 또는 공기압으로 제거한
뒤 에칠 알콜로 잘 세척해 주어야 한다.
② Vibrotool 과 Motortool
Vibrotool 과 Motortool은 전기적인 떨림과 회전하는 힘을 이용하여 철, 청동, 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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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제유물 등에 강하게 고착된 부식생성물질과 철기유물의 상감을 표출할 때 사용한
다. Vibrotool은 주로 금동유물 표면 위의 녹 및 이물질이 단단하게 고착된 것을 제거
할 때 유용한데 이를 사용할 때는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부식화합물이나 이물질의
가장자리부터 조심스럽게 Vibrotool의 바늘에 힘을 가하여 사용한다.
Motortool은 단단하게 고착된 부식화합물을 갈아내거나 잘라낼 때 유용하고, 이때
갈아내거나 잘라낸 부분은 광택이 있으므로 정밀분사가공기나 치과용소도구로 광택
을 줄여 전체적인 질감과 맞추어 준다. 특히 Vibrotool로 금동유물이나 은제유물의 단
단한 부식화합물을 제거하거나, Motortool로 상감을 표출할 때는 숙련된 보존담당자가
해야 한다. 그리고 처리 시 눈에 부식생성물질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보안경
을 착용해야 한다.
③ 초음파세척기(사진 21)
세정액 속에 유물을 넣고 초음파를 발생시
켜 미세한 녹 및 수용성 부식화합물을 제거
시키는 기기로 금속유물, 섬유, 피혁 등의 미
세한 녹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다.
재질이 연한 금속유물과 수용성 금속 부식화
합물 제거에 유용하나 미세한 크랙이 발생된
주조품에 사용하면 작은 파편으로 파손될 우
사진 21. 초음파세척기

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④ 소도구
일반적으로 치과용 소도구, 조각용 도구, 각종 붓, 핀셋, 나무로 된 판, 소형의 니퍼
등을 보존과학에서는 소도구라 칭한다. 소도구로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유물
의 형태와 구조가 변형되지 않도록 소도구 종류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3) 청동유물
고대의 청동유물은 부식 환경과 합금성분에 의해서 부식화합물(녹)의 종류와 표면
층의 색상이 다양하게 형성되며, 오랜 기간 보존된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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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화학적으로 보다 안정된 파티나(patina)를 형성하게 된다. 청동 표면의 안정
된 파티나는 얇고 균일한 녹색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성분은 탄산구리염 녹인
Azurite와 Malachite로 청동유물을 더 이상 부식시키지 않는 좋은 녹이다. 따라서 청동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청동유물의 부식 메커니즘을 충분하게 이해한 다음 보존
처리 해야 한다.
청동유물의 부식생성물 및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실체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서 유물 표면에 형성되어 있는 좋은 녹인 Azurite와 Malachite는 제거하지 말고 청동병
을 유발하는 녹인 염화동 Nantokite와 Paratacamite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청
동유물의 부식생성물질 및 이물질 제거는 실체현미경으로 세심하게 표면층을 관찰하
면서 치과용 소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해야 한다. 특히 소도구를 이용한 녹 제거는 숙
련을 요구하는 만큼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청동유물에 형성되어 있는 청동병(靑銅病)은 여러 가지 형태로 유물에 치명적인 손
상을 주므로 가급적 발병 초기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동병을 초기에
안정시키는 데는 산화은(Ag2O)을 사용하여 처리한다.
4) 금동유물
금동유물의 금박 위에 형성된 청동 녹을 제
거하기 위해서는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한다.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유물의 상태를 잘
파악해야 하며 화학적인 방법은 물리적인 방
법보다 오히려 유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우
려가 있으므로 유물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
하면서 두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사진
22)해야 한다. 유물의 상태를 잘 관찰하여 도

사진 22. 물리․화학적인 방법으로
녹제거한 금동풍탁의 처리전․후사진

금 막의 색상변화, 박락 등에 유의해야 하고,
화학적인 처리 후에는 필히 흐르는 물에서 장시간 세척하여 잔류되는 약품이 없도록
한다. 잔류약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약품으로 인하여 유물이 재부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사용하는 약품들이 강산이나 강알칼리이므로 약품 제조 시에는
적정량의 증류수를 먼저 용기에 넣고, 만들고자 하는 농도만큼 약품을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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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역으로 약품에 물을 넣으면 폭발할 수 있으므로 약품이 튀어 처리자가 다칠 위
험이 있다. H2SO4나 개미산(fomic acid)과 같이 강산은 가스가 발생되므로 뚜껑이나 덮
개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주변의 유물이나 기기가 급격히 부식될 수 있으므로 필히
약품 병에 넣고 뚜껑을 닫아야 하며, 사용자가 코로 직접적으로 냄새를 맡으면 기관
지를 다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① Fomic acid법
3~5% 개미산(in 증류수)을 제조하여 얇고 작게 만든 탈지면 또는 고함수 수지에 흡
수시켜 제거하고자 하는 녹 표면에 3~5분 정도 올려놓아 녹을 용출시키고 흐르는 물
로 잘 씻어내는 과정을 반복하여 도금막이 나타날 때까지 처리하는 방법이다. 도금
층 표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너무 장시간 용출시키거나 탈지면으로 처리
할 때 너무 많은 약품이 흡수되면 도금의 색상이 변화하고, 도금 막 밑의 녹이 용해되
어 도금막이 들떠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잘 관찰하면서 처리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현
상이 발견되면 즉시 중단하고 흐르는 물에서 잘 세척하고 건조한 후 물리적인 방법으
로 도금 층을 표출한다. 또한 고함수 수지로 녹을 용출한 후에는 유물을 건조하기 전
에 60℃이상의 뜨거운 증류수에 1시간 정도 침적하여 잔류약품을 제거하고 ph가 중
성이 될 때 까지 반복 처리한다.
② Alkali Glycerine법
5~10% 수산화나트륨(NaOH)을 제조한(in 증류수) 후 Glycerine 40ml를 잘 혼합하여
제거하고자 하는 녹을 용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Glycerine의 점성이 높아 용액상
의 약품이 유물 틈에 들어가므로 흐르는 물에서도 잘 씻겨지지 않는 단점이 있어 근
래에는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③ 묽은 황산법
1% 이하의 묽은 황산(H2SO4)액을 제조(in 증류수)하여 면봉에 용액을 묻혀 제거하
고자 하는 녹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조심스럽게 닦아 준 뒤 개미산법과 같이 흐르
는 물에서 잘 세척한 후 건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주로 Cuprite(붉은색 청동녹)를 제거하는데 많이 사용되며, 1% 이상 고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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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H2SO4 용액을 사용하거나 묽은 H2SO4 용액으로 장시간(3분 이상) 유물에 올려놓
으면 유물이 손상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강산인 H2SO4를 사용하기 때
문에 유물이 손상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④ 물리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으로 금동유물의 녹제거시 도금층의 손상이 있을 경우 손상된 도금
층을 통해 흘러들어간 약품이 소지금속인 동의 표면에 접촉하게 되어 손상을 초래한
다. 따라서 소지금속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녹과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물리적인 녹제거는 현미경으로 유물을 관찰하면서 도금층 위에 부
착된 녹을 치과용소도구로 제거하거나 Vibrotool을 사용하여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제거 한다.
5) 은제품의 녹제거
고대 은제품도 약간의 불순물(동, 납, 철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고, 제작
방법은 주물이 어려워서 대부분 단조품이다. 대기 중에서는 대체로 안정하나 얇고 검
은 색의 녹(산화은, 황화은)이 생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장 시에는 두꺼운 부식층
이 형성되는데 짙은 회색의 염화물 녹은 위험한 상태임을 나타낸다. 은제품의 녹제거
는 유물의 상태에 따라 물리적인 방법으로 규조나 규사를 에탄올에 혼합하여 면봉을
이용하여 녹을 제거한다. 화학적으로는 개미산 또는 레몬산, 중탄산나트륨, EDTA 등
약산이나 약알칼리로 세척이 가능하다. 또한 물리적방법과 화학적 방법을 같이 혼용
하기도 한다. 2차적으로 초음파세척기, 증류수, 에탄올 세척으로 잔류약품과 규조, 규
사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은제품에 얇게 형성된 산화물을 제거하거나 광택을 요구하는 금속제품을 닦아줄
때는 유리섬유로 만든 솔이 유용하게 이용된다. 또는 유리섬유솔 대용으로 볼펜잉크
지우개를 사용하기도 한다. 유리섬유 솔이나 볼펜잉크 지우개를 사용할 때는 부드러
운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며 강하고 거친 것을 사용하면 광택을 내고자 하는 표면에
수많은 긁힌 자국이 생기거나 손상되므로 예비실험 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사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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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염처리
매장상태에서 금속유물 대부분은 고습도(98%), 염화물 이온, 토양중의 산소 확산율
이 적은 매장환경 등에서 여러 가지 부식인자들의 영향으로 서서히 부식되어 있다.
이러한 금속유물이 대기 중에 노출되면 산소 확산율이 높고,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인
하여 유물표면과 내부의 부식인자들이 활발하게 반응함으로써 발굴 후 2~3년 내에
급격하게 부식이 진행되어 가루처럼 산화되는 경우도 발생된다. 이처럼 갑작스런 환
경변화에 의한 부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부식인자들을 제거하고, 부식을 억제시
킬 수 있는 탈염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탈염처리는 철제유물의 부식인자 중 가장 치명적인 수용성 활성염 Cl-를 추출 제거
하는 것이 과제이다. 탈염처리를 각각의 유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유물의 부식
정도와 상태, 매장환경, 제작기법 등을 철저히 조사한 다음 알맞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탈염처리 방법은 가열방법과 비가열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열방법은 비가
열법보다 빨리 부식인자를 제거할 수 있으나, 금속심과 유물표면의 산화물인
Magnetite층간의 열팽창 정도가 틀려 유물의 표면인 Magnetite층에 크랙이나 박락이 많
이 일어나게 되어 접합 복원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 이러한 크랙이나 박락이
많으면 아무리 잘 접합 복원한다 해도 유물이 손상되므로 가열법을 적용하는데 신중
-

을 기해야 한다. 비가열법은 Cl 의 용출시간은 길어지나 열팽창이 없어 크랙이나 박락
이 비교적 심하지 않은 편이다. 균열이 심한 유물은 실로 묶어 탈염처리 시 보다 안전
하게 처리할 수 있다. 단, 발굴된 지 5년 이상이 지나 대기환경에서 잘 적응되어 고온
다습(30℃, 60~70%)한 환경에서도 녹물이 나오지 않는 철제유물(주로 철갑류)과 이미
부식되어 금속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유물의 경우는 탈염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금속유물은 염화물 이온이 함유되어 있으면 부식이 계속해서 진행되므로 염화물 이
온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탈염처리 시 염화물 이온을 제거하기 위해
서는 약품 속에 함유되어 있는 Cl- 값을 알고 있어야 하며, 탈염과정 중 용액을 교체할
-

-

때마다 Cl 값을 측정하여 Cl 농도가 일정하게 측정되면 탈염처리를 종료하도록 한다.
1) LiOH법 (Litium Hydroxide)
수산화 리튬으로 염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반응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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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OH + Cl

→ LiCl + OH

이 방법으로는 우선 무수메틸알콜과 에틸알콜을 같은 양으로 혼합한 후 중량비로
약 0.2% 수산화리튬을 혼합한다. 여기에 용액의 2배에 해당하는 용량의 이소프로필알
콜을 더한 것을 탈염액으로 사용한다. 수회 반복하여 탈염처리 하되, 탈염용액에 용
출된 염화물 이온량을 측정하고 일정량에 달하면 새로운 수산화리튬, 알코올용액과
교환한다. 그 이상의 추출량이 없어지면 탈염처리를 완료하고 꺼낸 유물은 메틸알콜
에 세척한다. 이후 열풍순환건조기에 넣어 강제 건조한다.
2) NaOH법 (Sodium Hydroxide)
0.5~2% 정도가 되도록 수산화나트륨을 증류수에 용해시켜 ph 11이상의 수용액을
만든 후 철제유물을 담가 주면 철제 유물 표면 및 내부의 염화물이 수용액으로 용출
된다. 이후 증류수로 수회 세척하여 유물 표면의 수산화나트륨을 깨끗이 씻어낸다.
일반적으로 0.1M NaOH(in 증류수)용액에 유물을 5~7일간 침적한 후, 매회 용출된 Cl양을 측정하여 더 이상 변화가 없을 때까지 실시한다. 강알칼리성(ph 13) 임으로 단조
품에 사용하며, 부식이 심한 주철이나 크랙이 심한 유물은 외형이 손상될 수 있으므
로 사용하지 않는다.
3) Sodium Sesquicarbonate법
가열법과 비가열법이 있으며, NaOH용액보다 알칼리도가 낮아(ph 11) 유물에는 안
전한 편이다.
가열법은 60~80℃의 Sodium Sesquicarbonate 0.5~3% 용액에 유물을 넣고 유물을 8시
-

간 침적 후 증류수로 세척하는 방법을 반복하여 매회 Cl 를 측정하여 변화가 없을 때
까지 추출한다.
비가열법은 Na2CO3 : NaHCO3 = 5.3g : 4.2g 의 비율로 0.5~3% 용액에 (in 증류수)
-

유물을 침적 후 증류수로 세척하는 방법을 반복하며 매회 용출된 Cl 양을 측정하여
더 이상 변화가 없을 때까지 실시한다.
비가열법은 비교적 유물에 안정한 처리법이며, 가열법은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학
반응을 촉진시켜서 탈염시간은 단축되나 유물 표면인 Magnetite층과 크랙부분이 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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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위험이 있으므로 유물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적용해야 한다. 크랙이나 박락될 경우
에는 사철과 같은 철가루처럼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로 단조철기유물, 바
다에서 인양된 청동유물 등에 사용되며 유물상태에 따라 용액농도를 조절하여 사용
하는 것이 좋다.
4) Intensive Washing법(냉온수교체법)
80℃ 항온수조에 유물을 6시간 이상 침적시킨 후 이를 다시 꺼낸 다음 상온의 증류
수에 침적하여 세척하는 방법으로 8회 이상 반복하며, 매회 Cl-를 측정하여 변화가 없
을 때까지 추출한다. 또한 탈염 후 잔류 알칼리용액을 추출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처리 중 수중의 용존산소와 반응하여 수화물 부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용존산소가 없는 증류수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수축과 팽창이 반복되어 유물 표면인
Magnetite층과 크랙부분이 박락될 위험이 있으므로 유물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적용해
야 한다.
5) 붕사
금속유물이 매우 열악하고 부식이 심한 유물의 탈염처리 방법이다. ph가 9.5정도이
고, 비교적 유물에 안전한 처리방법이다. 붕사 0.1M 수용액에 침적시켜 5~7일 간격으
-

로 교체하고 매회 용출된 Cl 양을 측정하여 더 이상 변화가 없을 때 까지 실시한다.
붕사 방법을 가열법과 비가열법의 2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6) Auto-Clave 법
이 방법은 Auto-Clave에 냉온수교체법과 Sodium Sesquicarbonate법을 병행하여 1.5기압
120℃에서 6~8시간 추출하고 증류수로 씻어주는 가열추출 방법으로 모든 금속유물
에 적용이 가능하다.
고압과 열에 의해 철제유물의 부식인자인 혐기성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최근에는 Sodium Sesquicarbonate 용액을 사용하지 않고 산소를 제거한 탈산수
소를 사용하여 추출시간과 처리 기간 중 부식을 억제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장
비가 너무 고가이고 금속심이 있을 경우 크랙과 박락될 위험이 큰 단점이 있다.

-+-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 31

7) Soxhylet장치법
Soxhylet장치는 Auto-Clave법과 냉온수교체법을 혼합 자동화한 장치로 유물을 1.5기
압 80℃ 증류수에 넣고 산소(O2)를 차단하기 위해 질소가스(N2 gas)를 주입한 탱크에
-

넣고 2시간 단위로 Cl 를 측정하여 변화가 없을 때까지 80℃ 증류수를 연속적으로 흘
려보내 추출한다. 모든 금속유물에 적용할 수 있으며 비교적 적은 시간이 소모되며,
수소프라즈마 환원을 시켜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방법 역시 가열법이므로
크랙과 박락이 발생되기가 쉽고, 설치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8) 수소 Plasma 환원장치
수소기체 속에 전극을 설치하여 방전하면 수소기체 분자는 이온과 전자의 혼합된
플라즈마 상태로 되는데 이 기체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유물 표면에 충격을 주면서 산
화된 금속을 환원하는 장치이다. 부식이 심하지 않은 금속유물과 Soxhylet장치법의 전
처리에 효과적이나, 용융점이 낮은 유물과 부식층(두께 1mm 이상)이 두꺼운 유물에는
부적합하다. 또한 이 장치 내에서 유물이 350℃ 이상 열을 받기 때문에 금속조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9) 탈 알카리 및 잔류약품 제거
유물의 상태에 따라 60~80℃로 항온수조, 가열기, Auto-Clave 등을 사용하여 증류수
에 유물을 3시간~8시간 침적하여 ph가 중성이 될 때까지 반복 처리한다. 수중의 용존
산소와 반응하여 수화물부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붕사 0.1%를 넣어주면 붕
사가 물 속의 용존산소와 먼저 반응하여 철제유물에 일어날 수 있는 수화물부식을 막
을 수 있다.

4. 항온건조
금속유물에 포함되어 있는 잔류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
용한다. 아세톤과 같은 유기용제로 표면을 잘 세척하고 메틸알코올 또는 에칠알코올
에 8시간 이상 침적하여 물과 알코올이 치환한다. 그리고 표면의 알코올을 자연건조
시킨 후 105℃ 열풍건조기에서 48시간 이상 건조한다. 이때 유기질이 부착된 유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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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풍건조기의 온도를 80~85℃로 낮추어 높은 열에 의한 유기질의 탄화나 화재의 위
험성을 막고 대신 건조 시간은 72시간 이상 건조시킨다. 진공건조기를 이용하여 시간
을 단축하는 방법도 있으나 재질이 약한 유물은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
다.

5. 방청처리
금속유물 중 부식이 가장 활발한 부분은 유물의 표면이 아니라 부식층과 금속심이
접해있는 부분과 크랙이 발생되고 있는 미세한 틈 같은 부분으로 이러한 부분에 부식
억제제를 투입시켜 부식을 억제하는 과정을 방청처리라 한다.
부식억제제는 금속재질에 따라 여러 가지의 약품이 사용되며, 철, 동, 은 등 유물
하나에 여러 가지 재질이 복합된 유물은 이온화 경향이 가장 활성적인 재질의 부식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온화 서열은 K〉Ca〉Na〉Mg〉Al〉Zn〉Fe〉
Ni〉Co〉Sn〉Pb〉H〉Cu〉Hg〉Ag〉Pt〉Au 이다. 부식억제제는 무기억제제와 유기억
제제가 있으며, 금속유물에는 유물표면의 색상변화가 적고 안전한 유기억제제가 많
이 사용되며 각 재질의 성분에 따라 선별하여 사용된다.
1) KR-TTS
액상으로 원액을 크실렌(Xylene)으로 희석시킨 3% 용액에 유물을 2시간 이상 침적
시킨 후 자연 건조한다. 주로 철제 유물의 부식억제제로 사용되며 흡착성이 있어 이
약품으로 처리한 후 아크릴 수지로 강화시키면 유물표면에 수지를 고르고 강하게 흡
착 코팅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2) Dicyclohexyle Ammonium Nitrite, DAN 법
에틸알코올에 0.3% 용액을 만들어 사용하고 사용법은 B.T.A와 동일하다. 철기유물
에 주로 쓰이는 부식 억제제이다.
3) B.T.A (1.2.3- Benzotriazole)
벤조트리아졸법은 동과 B.T.A가 반응하여 동 금속에서 염화물이온의 침식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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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하는 Cu-B.T.A(polymer film) 막을 형성시켜 부식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에틸알코
올에 3%로 용해시켜 진공함침 또는 일주일정도 침적시킨 후 자연 건조한다.
열풍 건조기를 사용하여 강제 건조 시키면 B.T.A는 승화성이 있으므로 빠르게 기화
되어 부식억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98℃ 이상에서 건조하면 B.T.A가 융해되
고 크랙이나 동의 열화가 심한 부분에 결정화되어 유물에 손상을 주므로 유물의 상태
에 따라 80℃ 이하에서 건조해야 한다. 또한 건조 시 B.T.A용액이 많이 남아 있던 부
분에서 흰색분말이 석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에틸알코올을 사용하여 붓으로 칠
하거나 분무하여 제거해 주어야 한다. B.T.A는 발암물질인 벤젠기가 있어 승화 시 인
체에 해로우므로 사용 시 주의한다.

6. 강화처리
금속유물이 부식되면 금속특유의 성질인 강성, 인성, 연성, 전성 등을 상실하게 되
어 취급이나 보존이 어렵다. 그러므로 약화된 금속유물의 내부까지 수지를 주입하여
부식으로 인해 약화된 유물을 강화시켜 주고, 유물 표면에 강화처리제로 일정한 피막
을 형성시켜 공기 중의 습기 및 오염가스와 같은 부식인자와 차단시켜 주는 것을 강
화처리라고 한다.
1) 처리방법
① 감압함침법
금속유물을 진공탱크 속에 넣고 약 700mm/Hg 까지 감압을 시킨 다음 유물이 수지
에 완전히 잠기게 한다. 그리고 약 2~3시간이 지나면 함침기내에 외부 공기를 유입시
키면 약화된 유물의 내부는 물론 미세한 기공 깊숙이 강화제가 들어가게 되고 이 강화
제가 건조되면서 부식되고 연약한 재질은 강화되는데 이를 감압함침강화처리라 한다.
② 가열용융법
금속용기에 왁스를 가열용융시키며(2~6시간 정도) 유물내부로 왁스용액을 침투시
킨 후 유물을 냉각시키면 왁스는 고체로 되면서 약화된 유물이 고체 왁스에 의해 강
화되고 표면이 코팅된다. 금속유물과 수침목재유물 등에 많이 사용되는데, 냉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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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히 온도를 낮추면서 왁스가 한곳에 뭉치지 않도록 잘 닦아 주어야 한다. 현재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③ 자연 함침법
농도가 낮은 수지에 약화된 유물을 상태에 따라 2시간에서 6시간 이상 침적하고,
수지를 자연적으로 침투시킨 후 건조하는 방법이다. 부식이 심하지 않은 금속유물,
두께가 얇은 금동제유물 등에 사용되며, 저 농도의 수지함침에 적합하나 접합된 유물
은 접착제가 유기용제에 용해되어 분리될 수 있으며 너무 연약한 유물은 와해될 우려
가 있다.
2) 강화제의 종류
① Paraloid NAD-10
Paraloid NAD-10(원액 40%), 용제(Naptha)를 사용하여 5~10% 용액으로 희석하여 진
공함침강화처리 한다. 유기용제에 섞여 사용하는 수지로 비교적 휘발성이 느리며, 유
백색이나 건조 후에는 투명하다. 필름은 농도가 높을수록 광택이 나고 공기 중의 이
물질을 끌어당기는 단점이 있다. 주로 철기유물에 많이 쓰인다.
② Paraloid B72
Paraloid B72를 용제(Acetone, Xylene)를 사용하여 3~10% 용액으로 희석하여 진공함
침강화 피복 한다. 에탄올에 대해 높은 공차를 가지고 유백색으로 정연한 필름이 형
성됨으로 금속재질에 상관없이 사용해도 비교적 좋은 강화 및 부식인자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③ 인크라락(Incralac)
인크라락(Incralac)수지의 제조방법은 아세톤과 톨루엔을 1:5로 혼합한 용액을 용제
로 하여 Paraloid B72 14.6%, B.T.A 0.4%(아세톤 50ml, 톨루엔 250ml, 파라로이드 B72
48.5g, B.T.A 1.5g의 비율로 혼합)를 넣어 만들며, 제조된 용액은 동합금유물 및 금동
유물의 강화 코팅제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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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Paraloid MV1-C
수용성 아크릴수지인 Paraloid MV1-C는 방미제가 첨가된 수지로 철기유물에 주로
사용되며 진공함침 강화처리를 한다. 대부분의 수용성 수지가 그렇듯이 일단 건조되
어 굳으면 재용해가 어려우므로 사용 시 유물을 잘 판단하여 사용하고, 철제유물인
경우는 재부식 되지 않고 금속심을 잃어버린 유물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⑤ V-flon
일본도료주식회사에서 제조한 불소계 수지이다. 종래의 이액형 불용제형을 용제에
용해될 수 있도록 개선한 수지로 얇은 피막과 함께 가스 또는 물과 같은 부식 환경인
자로부터 차단성이 우수하다. 매우 낮은 점도와 표면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좁고
긴 균열 사이로 쉽게 침투할 수 있으며 피막도 Paraloid B44 보다 단단하다.
⑥ Wax류
비즈왁스(Bee's wax)와 마이크로크리스탈린왁스(micro crystalline wax)를 주로 사용하
며, 금속유물을 가열용융법으로 함침하는 강화 코팅제이다. 이러한 왁스로 코팅된 유
물을 접합할 때에는 접합면이 왁스 때문에 접합되지 않으므로 접합면의 왁스를 트리
크로로에칠렌(trichloroethylene)으로 닦아 완전히 제거 한 다음에 접합해야 한다. 유물
에 먼지와 같은 작은 입자들이 묻게 되면 잘 털어지지 않는 점과 처리 후 잘 제거되
지 않는 불편함이 있어 근래 들어 잘 사용하지 않으나 일부 야외에 있는 금속유물의
코팅재로 사용하고 있다.

7. 접합․복원
부식된 유물을 강화 처리하여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유물의 원형을 찾아 주기 위해
깨어진 것은 접합하여 주고 결손 된 부분은 복원하여 준다. 접합․복원 시에는 다음
과 같은 기본방침이 있다.
1) 가능한 발굴 당시의 형태 유지 및 원형으로 복원시켜야 한다.
2) 접합․복원 후 유물의 형태에 변화가 없도록 한다.
3) 결손 된 부분의 복원은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때 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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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처리가 가능한 방법 및 재료를 선택하여 가역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5) 틈새나 균열부분은 접착제로 꼼꼼하게 메워준다.
접합․복원제는 여러 형태의 합성수지와 접착제, 충진
제가 있으나 문화재 보존처리 목적에 맞는 재료를 선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유물의 부식 상태, 접합면의
상태, 접합면적 및 두께 등을 파악한 다음 접착제의 강도
와 특성을 고려하여 Cyanoacrylate계의 순간접착제(Ateco
사 또는 Loctite사 제품 등), 셀룰로오스계 Cemendine-C, 에
사진 23. Araldite(Rapid
type) 접착제

폭시계 Araldite(Rapid type) 등의 접착제와 무기안료, 페놀
계 충진제(Microballoon) 등을 함께 혼합하여 접합한다. 복

원제의 재료는 에폭시계 합성수지인 Araldite(Rapid type;사진 23)로 복원하고 복원할 부
분이 많은 경우에는 Araldite SV427(주제), HV427(경화제)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특히
에폭시 수지는 분자의 양끝이 에폭시기로 되어있고 경화제에 의해 중화반응으로 경
화되는 열경화성수지 이다. 접착성, 기계적강도, 내약품성, 내구성이 우수하나 가역성
이 없으며 유기용제에 잘 용해되지 않아 재처리 시 유물의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로
사용해야 한다.

8. 마무리
1) 색맞춤
색맞춤은 무기안료 또는 아크릴 물감 등을 사용하여 복원된 부분이 전체적인 분위
기와 어울리는 색을 이용하여 착색한다. 이때 착색된 부위의 1m 거리 내에서 구분되
지 않고 30cm 이내에서는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색 맞춤에 사용되는 안료의 용제는
강화처리 시에 사용된 것과 같은 수지를 이용하고, 안료가 잘 용해되지 않을 경우에
는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접합․복원된 유물은 접합․복원 시 복원제가 유물표면
을 조금씩 덮게 되므로 그 형태를 관찰하면서 복원제를 제거한다. 이 때 제거된 부분
이 대부분 심한 광택이 나므로 커팅 성형으로 주변과 비슷한 질감이나 문양 등을 만
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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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촬영 및 유물카드 작성
보존처리 기록카드에 처리과정, 사용 약품 및 기기, 처리 후 중량, 크기, 처리과정에
서 새로 발견된 문양이나 구조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처리 후 사진촬영으로 마무
리 한다. 사진촬영은 처리전과 같이 촬영하되 처리과정에서 새로 발견된 문양이나 구
조 등을 세부촬영하고 필요시에는 현미경으로도 촬영하여 자료로 활용한다.

9. 금속문화재의 보관관리10)
1) 취급요령
금속유물은 가능하면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이 좋으나 불가피하게 만질 경우에는
면장갑을 끼어 땀이나 기름기가 금속 표면에 묻어 산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반지, 시계, 귀걸이 등 몸에 부착된 장신구는 물론 상의 주머니 속의 필기구나 라이터
등의 물건도 꺼낸 다음 작업에 임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X-선 촬영 등으로 먼저 내부
를 파악한 다음 취급한다. 이동 시에는 유물을 직접 들어서 운반하지 말고, 운반용 상
자에 충진재로 유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채운 다음 운반한다. 운반상자에 유물을 넣어
움직일 때는 한손으로 들지 말고 반드시 두 손을 사용한다.
길이가 긴 금속유물은 들어 올릴 때 중간이 부러질 수 있으므로 받침대 등을 이용
하여 움직이도록 한다.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유물은 먼저 그곳에 에어비닐과 같은
물질로 감싼 다음 취급한다.
2) 보관관리
금속유물은 보존처리가 완료된 유물이라 하더라도 금속의 물리화학적 특성상 불안
정한 상태이므로 본래의 안정한 광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 때문에 재부식이 일어나
게 된다. 그러므로 금속유물은 보존처리 된 후에도 적정 보존환경에 보관하거나 전시
되어야 한다. 보관․관리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각 재질별로 유물을 수장고에 보관하거나, 전시실 전체를 항온․항습하여 전
시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다.

10) 이내옥, 1996, 뺷문화재다루기뺸, 열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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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유물의 재질, 상태 및 출토지 등에 따라 밀폐용기에 Silica gel과 같은 건조제를
넣어 임시 보관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조시설을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셋째, 실링보관법으로 공기가 통하지 않는 비닐에 유물과 항습제를 함께 넣고 진공
포장하여 보관하는 방법이다. Rp-시스템은 금속산화의 원인인 산소와 수분, 그리고
부식가스 등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환경을 간편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오랜 기간 금
속유물의 변형을 방지해주는 포장방법이다.
3) 보존환경
금속유물의 적정 보존환경은 온도 20±2℃, 상대습도는 45% 이하가 좋으며 조도는
150~750Lx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속유물 중 철제유물은 상대습도가 60% 이
상이면 녹물이 발생하므로 특히 습도 관리에 주의하여 최적의 보존환경에서 보관․
관리하도록 한다.

Ⅷ. 도토기문화재의 보존처리
1. 도토기 보존처리 역사
도토기는 아주 고대에서부터 만들어진 공예품이다. 이러한 공예품은 실제로 사용
되거나 제사 용품으로 활용되었는데 도토기의 희소성(稀少性)이나 예술적 종교적 가
치 때문에 손상된 도토기를 보존처리하는 것은 불가피 하였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의 도토기 보존처리는 문헌상으로는 뺷산림경제(山林經濟)뺸11)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외국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가장 오래된 유물의 수리는 브
리티시 박물관에 의해 이루어진 약 7,000 여 년 전에 만들어진 토기였다고 한다.
1) 우리나라 도토기 보존처리 역사
우리나라에서의 도토기 수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뺷산림경제뺸에 나타난 것을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수리가 진행되었을 것이라
고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현재 수리 방법이 확인된 도자기의 처리법은 제외하고
11) 민족문화추진회, 1997, 뺷고전국역총서, 산림 경제 Ⅱ뺸, 山林經濟 卷之四 雜方, p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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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보존처리 실태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뺷산림경제뺸 제2책 권지4 잡방(第二冊 卷之四 雜方)에 자기(磁器)와 기와 붙이는 법

이 나오는데 자기는 ‘계자백(鷄子白 ; 계란의 흰자)에 백반(白礬)가루를 섞어서 자기를
붙이면 매우 단단하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기와 붙이는 법은 ‘느릅나무의 흰 껍질(楡白皮)을 질게 풀처럼 짓찧어 기와와 돌을
붙이는데 사용하면 아주 효력이 좋고, 백교향(白膠香 ; 단풍나무 진) 진품 1냥, 황랍
(黃蠟)․역청(소나무 진) 각 1전, 향유(香油) 1적(滴)에 부서진 돌로 색깔이 같은 것을
갈아 찧어 가루로 만들어서 섞어 고약을 만들어서 뜨겁게 하여 붙이는데, 이것이 곧
보석(補石)이라고 하는 신교(神膠)이다. 만약 산석이 잘라진 것을 붙이려면 돌가루를
버리고 합분(蛤粉 ; 조개가루)을 더 넣어 섞어 말려서 붙인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선시대 빙허각 이씨가 쓴 뺷규합총서뺸12) 에도 사기그릇 등을 수리하는 방법이 소
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그릇 깨어진 것을 달걀 흰자위에 백반가루를 섞어 붙이면 좋고 깨어진 사기를 먼
저 불에 쬐고, 달걀 흰자위에 석회, 대왐풀 가루를 섞어 붙인 후, 노끈으로 동여 불에
쬐어 말리면 뜻대로 쓰되 다만 닭국 담기를 꺼린다.
파를 땅에 심은 채 두고, 그 잎 뾰죽한 부리를 무질르고, 대가리 흰 지렁이를 넣어,
끝을 매어 봉하여 두라. 하룻밤 뒤에는 다 녹아 물이 되었을 것이니 그 즙으로 사그
릇, 질그릇을 다 붙인다.
밀가루를 고운 수건에 쳐서 생 옻 맑은 것과 합하여 깨어진 벼룻돌과 질그릇을 다
붙인다.
독그릇(도깨그릇)붙이 깨어진데 풀무의 쇠똥을 초에 개어 막으면 좋고, 토란을 반은
설고 반은 익혀(반생반숙) 꽤 문지르면 새지 않는다.
독과 항아리가 깨어져 새는데, 먼저 대비로 정히 쓸고 뜨거운 햇빛에 십분쯤 말리
고 숯불을 피워 위에 놓아 그릇 몸이 끓은 후에 좋은 역청가루를 새는데 놓아라. 녹아
즙이 흘러 틈과 안에 가득하도록 다시 숯불로 약간 쬐어 바르면 다시는 영 새지 않는
다.
또 다른 문헌은 일본인에 의해 쓰여진 뺷조선의 소반․조선도자명고뺸13)라는 책으로
12) 憑虛閣 李氏原作, 鄭良婉 讀, 註 뺷閨閤叢書뺸, 寶晉齋, pp. 167-8.
13) 아사카와 다쿠미 작, 심우성 역, 1996, 뺷조선의 소반․조선도자명고뺸, 학고재. pp.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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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산림경제뺸와 뺷규합총서뺸 내용을 참고하고, 여기에 민간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추가

하여 도토기를 수리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2) 외국의 보존처리 역사14)15)
중국의 도자기 수리는 우리나라와 같이 계란의 흰자나, 쌀, 석회, 오디나무 즙, 단백
질 접착제(부레풀 등) 등을 사용하여 도자기를 수리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지며, 중동지
방에서는 옛날부터 석유에서 추출된 역청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밀랍과 밀랍의 혼합
물은 고대 이집트와 로마에서 많이 사용하고, 러시아에서는 로진, 밀납, 아마인유, 물
감을 혼합한 접착제 사용하였다. 쉘렉(남아시아 곤충인 Laccifer lacca에서 분비되는 수
지)과 무기물 접착제(포클랜드 시멘트, 규산소다, 황 등)도 여러 지역에서 도자기 수리
물질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합성접착제는 19세기 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접착제 대신 기계적인 접합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사용되었다.
① 리벳팅은 도자기에 홈을 파되 구멍을 내지 않고 못으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예전
에는 리벳팅 흔적이 드러나게 하여 처리하였으며, 하나의 장식으로 생각하기도 하였
다.
② 타잉은 깨진 조각을 끈 등으로 묶는 방법으로 도자기에 구멍을 뚫지 않으며, 고
대 그리스에서는 납 끈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③ 레이싱은 도자기에 구멍을 낸 다음 끈 등을 꿰어서 고정하는 방법이다.
④ 도웰링은 깨진 도자기의 가장자리의 두 쪽을 파고 그곳에 은못, 뼈, 바늘, 목재
등의 도웰을 박는 방법으로 오늘날에도 무게가 많이 나가는 도자기를 접합할 때 사용
하기도 한다.
결손부 복원 및 색맞춤 방법으로는
① 중동지역에서는 석고 또는 점토로 결손부를 만들고 그 위에 색맞춤 처리를 하기
도 하였으며,
② 중국에서는 다른 유물 조각 사용하여 결손부에 붙이고 유약을 시유한 다음 다시
번조하여 붙이는 수리법이 많이 이루어 졌다.
14) Nigel Williams, 2002, Porcelain repair and restoration, Loretta Hogan and Myrtle Bruce-Mitford, London.
15) Susan Buys and Victoria Oakley, 1993,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eramics, ButterworthHeinemann Ltd. Ox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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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국 등에서는 결손부를 석고 등으로 만든 뒤 그것의 주형을 제작한 다음 유약
을 시유하여 번조한 후 결손부에 접착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였다.
복원부분 색맞춤은 접착제로 옻칠을 바른 후 금박(금분), 또는 은박(은분)으로 코팅
한 방법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양에서 많이 시행되었다. 이밖에도 쉘렉, 기름, 고무,
식물 또는 동물성 접착제, 합성 접착체 등 다양한 재료가 색맞춤 물질로 사용되었다.

2. 도토기의 손상원인16)
1) 물리적인 손상
① 제조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은 도토기가 사용되지 않았
을 때부터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손상에는
많은 원인이 있는데 그 중 다수는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추지 못한 동체, 잘못된 모양과 구
조, 부주의하고 균일하지 않은 소성, 태토에
첨가한 비가소성 물질(fillers)의 양이 적거나
너무 빨리 건조시켰을 경우, 태토 내부에 들
어 있던 공기가 빠져 나오지 못했을 때 나타
나는데, 동체가 찌그러지거나 균열이 발생하

사진 24. 제조상의 결함으로 균열이
발생된 도자기

고 도토기 표면이 부풀어 오르거나 터지는
등의 손상(사진 24)이 나타나게 된다.
② 충격에 의한 손상
토기 손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인으로
토기는 무너진 무덤의 토압에 의해 주로 파
손된다. 다음으로는 취급 부주의에 의한 도토
기의 파손으로, 발굴 후 정리하는 과정이나

사진 25. 취급 부주의로 파손된
백자호

운반, 전시 또는 보존처리를 진행하는 동안의 부주의에 의한 파손(사진 25)이다. 이 밖
16) J.M.Cronyn, 1990, The Elements of Archaeological Conservation, Routledge,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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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홍수나 화재, 지진과 같은 재난들도 도토기에 균열을 발생하게 하거나 파손시키
는 주된 원인이 된다.
③ 열 충격에 의한 손상
갑작스런 가열 또는 냉각으로 인한 열 충격은 도토기의 파손을 초래할 수 있다. 특
히 동체에 균열이 발생되어 있거나 약한 부분은 열에 의한 팽창과 수축에 따른 압력
으로 쉽게 손상을 입는다. 열에 의한 손상은 일반적으로 소성 시에 생길 뿐 아니라 불
위에 도토기를 놓고 사용할 때도 발생된다.
④ 가용성 염(Soluble Salts)에 의한 손상
도토기의 내부는 기공이 많은 다공성이기 때문에 매장되어 있는 동안 모세관현상
에 의해 물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가용성 염이 녹아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물이 증발
하면 염은 도토기 내부에 남게 된다. 이러한 염은 매장되어 있는 동안이나 발굴 후 기
공 내에 존재했던 용액들이 건조되면서 결정화된다. 이렇게 염을 흡수하고 있는 도토
기를 상대습도의 변화가 심한 곳에 전시하거나 보관하게 되면 고습상태에서 가용성
염류는 몸체 안으로 용해되어 들어가고 저습일 때는 표면으로 이동하여 재결정을 이
루게 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반복되면 도토기 표면에 염류를 농축시키고 결정화
되는 과정이 반복되어 균열에 영향을 주고 때로는 도토기가 완전히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⑤ 동파에 의한 손상
도토기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경우
온도가 낮아 얼었다가 온도가 상승하여 녹는
과정이 반복되면 부피가 팽창된 얼음의 압력
에 의해 표면 박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균열
이 일어나거나 도토기가 파괴되기도 한다.
이러한 도토기 중 표면손상이 심한 것은 경
사진 26. 동파 등에 의해 표면이
박락된 토기

화제로 강화시키는 처리가 필요하다. 사진
26은 매장 시 동파 등 여러 원인에 의해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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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박락되고 태토의 구성성분이 약화되어 손상이 일어난 예이다.
⑥ 나무뿌리에 의한 손상
도토기는 매장되어 있는 동안 여러 손상원인으로 인해 약해진다. 특히 연질 토기는
더욱 그러한데 이렇게 약해진 토기는 식물의 뿌리가 쉽게 파고 들어오게 된다. 이러
한 나무뿌리에 의한 손상은 발굴현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현상으로 취급 시 주의를 하
지 않으면 균열 부분이 파손되므로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⑦ 무분별한 보존처리에 의한 손상
도토기의 손상 중 충격에 의한 손상 다음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파손원인이다. 주
로 보존처리 과정 중에 일어나는데 보존처리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손상이 많다. 특
히 보존처리 방법이나 재료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또는 처리 미숙으로 인한 손상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손상에 대한 설명은 보존처리 실태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고자 한
다.
2) 화학적인 손상
화학적인 손상의 가장 주된 요인들은 도토기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주로
일어난다. 습기가 많은 환경에 매장되거나, 화재, 보존처리 시 처리 약품, 강산이나 강
염기에 노출되는 상황을 거치게 되면 낮은 온도에서 구워진 도토기는 일그러지는 등
의 형태의 변화가 오게 되고 태토의 구성성분도 변할 수 있다. 또한 산성 혹은 알카리
조건에서는 칼슘이나 실리카를 함유한 비가소성 물질이 용해되어 표면이 박리되는
손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도토기는 다
공성이기 때문에 침전된 물질에 의한 얼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도토기가 철기와 함
께 매장되면 철제품에서 나오는 용해성 철
화합물을 흡수하고 그 결과 황색을 띤 철 얼
룩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혐기성 황산염 박
테리아에 의해 검은색의 얼룩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진 27은 물리적, 화학적 요인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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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손상된 예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3. 도토기의 보존처리 실태
1) 토기의 보존처리 실태
① 보존처리 잘못으로 파손되거나 파손 우려가 있는 토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연질토기를
순간접착제나 Cemedine-C로 접합한 경우이다.
이처럼 순간접착제나 Cemedine-C만으로 접합
하였을 경우 몇 년이 지나면 접착제의 접착
력이 떨어져 사진 28처럼 다시 파손되기도
하며, 처리 방법의 잘못으로 인해 손상을 입
기도 한다. 이러한 토기는 시간이 경과함에
사진 28. 재료선택 및 처리방법의
미숙으로 재 파손된 토기 시루

따라 접착제가 수축되면서 접합면의 토기 편
이 같이 떨어져 접합된 토기가 파손되는 예

가 많은데 이것을 재처리 할 경우 파편 단면의 손상으로 본래의 토기보다 규격이 작
아지기도 한다. 또 발굴 후 정리 및 세척하는 과정 중 부주의로 인한 손상도 발생되는
데 특히 연질 토기의 경우 과잉세척으로 인해 표면이 마모되는 손상이 많다. 이러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전문가에 의해 정리
및 보존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파편 접합 시 순간접착
제를 사용하더라도 나중에 재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는 복원제로 보강해 주어야 한다.
② 시각적으로 거슬리거나 표면까지 덧칠한 토기
토기를 접합한 후 석고 또는 지점토와 같은 물질을 사
용하여 결손된 부분을 복원한 토기를 많이 접하게 되는
데, 사진 29에서 보는 것처럼 표면에 지점토로 복원한 뒤
사진 29. 지점토로 복원
후 표면정리와 색맞춤
을 하지 않은 토기

표면정리도 되지 않았고, 토기의 표면색깔과 비슷하게
색맞춤을 하지 않아 시각적으로 거슬리는 경우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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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옹관과 같은 대형의 토기를 시멘트와 같은 물질로 조잡하게 복원하고 흙과 접착
제 등을 혼합하여 토기 표면에 발라 놓은 경우도 있다. 이런 토기는 표면에 복원제로
쓰이는 이물질이 많이 부착되어 있고 해체작업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파
편단면이 접착제에 붙어서 떨어져 나와 재처리 시 원래의 토기보다 작아지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석고처럼 토기 표면색과 다른 재료의 사용
을 자제하고 CDK-520과 같은 복원제를 사용하여 복원 후 표면정리를 하지 않아도 되
는 처리법으로 보존처리 한다.
③ 접착 테이프가 부착되거나 접착제가 토기표면에 흘러내린 경우
접착제가 토기 표면위로 흘러내리게 되면
시각적으로 매우 거슬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
떨어져 나가면서 토기표면을 손상시킨다. 또
한 유성펜과 같은 각종 필기구로 서로 맞는
파편끼리 표시한 것은 유기용제에도 잘 제거
가 안 되는 매우 곤란한 경우도 발생한다. 그
리고 사진 30처럼 접합 시 접착테이프를 사
용하여 접합한 토기가 많은데 이를 바로 제

사진 30. 테이프가 부착된 토기

거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접착제 성분이 남아 있게 된다. 또한 청색 테이프
를 표면이 약한 토기에 사용하게 되면 접착 면의 토기표면이 묻어 나와 테이프 자국
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전문가에 의한 세심
한 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접합 시 필기구로 토기 표면에 직접 표시하지 말고
접합순서에 따라 파편을 그림으로 그려 놓거나 각각의 번호를 부여한 뒤 그 순서에
따라 접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접착테이프는 표면이 약한 토기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경질 토기에 사용하였을 때도 가능하면 빨리 제거하도록 한다.
④ 파편단면을 갈아 낸 토기
토기의 접합 시 접합순서를 잘못하여 접합할 경우 파편이 끼워지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이것을 끼워 넣기 위해 파편 단면을 갈아내고(사진 31) 접합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보존처리 시 유물의 손상을 최소화해야 하는 보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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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에 위배되는 문화재 파손행위로 반
드시 근절되어야만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는 접합하고자 하는 파편을 미리 가접합해
본 다음 그 순서에 따라 본 접합이 이루어져
야 한다.

사진 31. 접합 순서가 잘못되어
파편단면을 갈아낸 토기 세부

⑤ 잘 처리된 토기
보존처리 전문가에 의해 매우 깔끔하게 잘 처리된 토기
이다. 파편끼리 서로 어긋남이 없이 잘 접합되었고 표면에
도 접착제 같은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은 상태이며, 복원부
분도 주위의 토기 표면색과 비슷하게 채색된 토기이다. 사
진 32는 접착제로 접합 후 접합면은 메우지 않고 결손부만
에폭시 수지로 복원하였다. 이렇게 처리하면 재파손의 위
험이 상당히 줄어든다. 사진 33은 복원부분을 접합제와 복
원제로 채운 뒤 채색을 하지 않고 복원부 위가 표시나게
처리한 토기이다. 사진 34는 내부는 복원부는 물론 접합선
사진 32. 접합 후
일부분만 복원된 토기

까지 모두 복원하고 외부는 각 파편간 접합선이 그대로 드
러나게 복원한 토기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파손된 토기의
상태가 잘 드러나면서도 내부가 전부 복원되
었기 때문에 보관․관리에 유리하다. 사진 35
는 내․외부에 접합․복원된 흔적이 나타나
지 처리된 가형토기로 이렇게 처리하면 재
파손의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어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있으나 처리한 흔적이 많이 보이
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진 33. 복원부분을 표시 나게 처리한
형태의 복원방법은 필자는 물론 여러 토기
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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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4. 파편선이
나타나게 처리한 토기

사진 35. 내․외부에 복원된 흔적이
나타나지 않게 처리된 토기

보존 전문가가 보존처리 한 것으로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보존처리 담당자와 토기 전문가들이 서로 협의하여 복
원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처리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현재 사진 34번처럼
내부는 모두 복원하되 외부는 각 파편간의 선이 드러나게 처리하고 있다.
2) 도자기 보존처리 실태
① 석고와 금분 또는 은분을 이용한 처리법
결손부를 석고로 복원한 후 금분 또는 은분
등으로 바른 경우인데 복원부분이 확연하게
구분되도록 처리(사진 36)되었다. 처리방법은
먼저 석고로 결손부를 복원하고 각종 도구를
사용하여 표면을 원래의 모양과 같이 깨끗이
정리한 다음 다시 옻칠을 바르고 그 위에 금
분이나 은분을 바른다. 은분으로 처리한 것
중에는 나중에 은이 부식되어 흑갈색을 띠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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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분을 바른 도자기

48 東亞文化 創刊號

② 주사비 또는 아교와 금분(은분)을 이용한 처리법
석고 대신 결손부에 주사비나 아교 등으로
복원한 뒤 건조되면 표면을 정리하고 그 위
에 생칠을 바른 다음 금분 또는 은분을 칠해
주는 방법이다. 주사비는 칠사비(사진 37)라
고도 부르는데 생칠에 충진제로 구운 토분을
섞어 도자기의 결손부에 바른 다음 표면을
정리하고 그 위에 접착제로 다시 생칠을 바
사진 37. 주사비로 복원한 도자기

르고 금분 또는 은분을 입혀 처리한다. 이때

구운 토분(초벌구이 토기 가루)을 사용하는 것은 복원 후에 토분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아 습기에 강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교를 사용할 때에는 충진제로 토분 대신 조개
가루(호분)을 사용하여 복원한 후 주사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또한 파손된 파
편을 이 주사비나 아교를 이용하여 접합하고 접합선을 따라 길게 금분(은분)을 바른
경우도 있다.
③ 합성수지로 복원한 도자기
첫 번째로는 결손부에 석고 또는 수지를 사용하여 복
원한 후 그 위에 각종 물감이나 안료를 이용하여 색맞
춤 한 다음 에포마이카, 에폭시 등의 수지로 유약의 효
과가 나도록 처리한 것이 있다. 두 번째로는 결손부에
석고 또는 수지를 사용하여 복원한 후 그 위에 락카와
같은 공업용 칠이나 아크릴 수지, 에폭시 수지와 안료
를 혼합하여 색맞춤과 유약처리를 동시에 하였다. 이
경우 대부분 복원부위에 황변현상이 나타나 있으며(사
진 38), 환경의 변화로 인해 석고와 수지의 접착력이
사진 38. 복원된 수지가
변색된 도자기

약해져 박락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처리된 도자
기는 실제 복원부분보다 넓게 덧씌워 처리한 것이 대

부분이며 복원과 색맞춤이 용이하도록 유약을 갈아낸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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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잘 처리된 도자기
복원과 색 맞춤, 유약처리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 경우로 최근에 가장 많이 이용하
는 방법이다. 먼저 에폭시 수지에 충진제를 넣고 결손부를 복원한 후 그 위에 각종 물
감이나 안료를 이용하여 색맞춤 한 다음 에폭시 등의 수지로 유약의 효과가 나도록
처리하거나 복원 후 그
위에 같은 재질의 수지
를 사용하여 색 맞춤과
유약처리를 동시에 실시
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
우 서로 다른 물질의 사
용에서 오는 박락과 같
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
는다. 사진 39, 40의 도
사진 39. 처리 전 상태

사진 40. 처리 후 상태

자기는 과산화수소수를
사용하여 세척하였는데

가급적이면 오랜 세월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물질의 일부분만 제거하였다.
이 밖에도 다양한 재료와 방법들을 사용하여 도자기를 보존처리한 예를 쉽게 발견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존처리 시 도자기에 손상을 주지 않고 처리 작업이
용이하며, 나중에 있을지도 모를 재처리에 대비하여 가능한 한 가역적인 재료를 사용
해야 한다는 것이다.

5. 도토기의 보존처리 방향17)
1) 원형 왜곡 금지
보존처리 실태에서도 보았듯이 비전문가에 의해 원형이 왜곡된 보존처리가 많이
발생된다. 이것은 보존윤리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왜곡된 문화재를 후대에게 물
려주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존처리 시 처리한 흔적을 알
수 있도록 색상이나 형태에 약간의 차이가 나도록 처리해야 하며, 또한 결손부분의
17) 양필승, 2003, ｢토기의 보존처리 실태와 처리방향｣, 뺷박물관지뺸, 제 3권, 한양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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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시 보존담당자 주관대로 하지 말고 도토기 연구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원형 왜
곡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원이 이루어져야한다.
2) 최소한의 처리
보존담당자는 원형보존이라는 개념을 항상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유물
의 손상이나 상태에 따라 최소한의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과잉
세척으로 인하여 채색된 토기의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도자기 빙렬사이
에 들어 있는 이물질도 오랜 세월 동안 쌓인 흔적이므로 섣불리 제거하지 말고 세척
시 반드시 도자기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한다.
또한 색맞춤 시 도토기 원래의 표면까지 덧칠하여 원 유물을 가급적 가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존관리상 문제가 있거나 결손부분이 시각적으로 많이 거슬리는 경우
에 한정하여 복원처리 한다.
3) 가역적인 재료의 사용
현재 보다 나은 약품이나 처리법이 나중에 개발되는 것에 대비하여 재처리할 수 있
도록 가능한 한 가역적인 재료를 선택하여 보존처리를 하여야 한다. 보존처리에 사용
되는 재료들은 유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언제라도 최초의 상태로 돌릴 수 있도록
제거가 가능한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보존처리의 기본원칙이다. 하지만 가역성의 의
미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연질 토기 중 강화처리를 하지 않으면 원래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의 것들이 있는데,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
이기 때문에 가역성이 있는 강화제의 사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가역성이
있는 물질로 강화처리 했다가 다시 용해시켰을 경우 그 원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가역적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원형보존에 효과적
이라 할 수 있다.
4) 가역적인 처리법의 적용
비가역적인 물질을 사용하더라도 가역성이 있게 처리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Epoxy계 접착제인 Araldite(Rapid type)는 유기용제에 용해되지 않는 비가역적인
물질인데 이 접착제를 사용하기 전 토기 파편 단면에 먼저 가역성이 있는 Paral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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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2로 강화처리를 한 후 Araldite로 접합하면
가역적인 처리 방법(사진 41)이 된다. 이처럼
비록 비가역적인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가역성 여부가
달라지므로 적절한 처리 방법의 적용이 중요
하다.
사진 41. Paraloid B72 용액으로 파편
단면을 강화처리 하는 모습

5) 장기간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 및 처리방법 선택
보존처리 후에도 형태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재료의 선택과 처리방법을 도입
하여 보존처리를 하여야 한다. 앞장의 보존처리 실태에서 보았듯이 Cemedine-C 또는
순간접착제와 같은 재료만으로 접합하면 재 파손될 우려가 있는 토기의 결손부나 내
부에 에폭시 수지로 조금만 보강하여 주어도 다시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처리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원형 손상 없이 빠르고 쉬운 처리법을 적용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6) 처리 전 사전 테스트 시행
약품이나 새로운 처리법을 보존처리에 적용할 때는 사전에 약품의 위해성이나 새
로운 처리법이 어떻게 유물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테스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
전에 그런 준비 없이 곧바로 보존처리에 적용하였다가 오히려 유물을 손상시키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처리
에 임한다.
7) 처리 정보의 기록
보존처리 담당자는 조사와 처리를 진행하는 동안 관찰한 토기의 정보나 현상을 자
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처리 중 사용한 약품이나 기기와 처리 방법은 물론 처리 중에
일어난 손상 징후나 사소한 실수까지도 명확하게 기록하여 훗날 보존처리 담당자는 물
론 고고학자나 미술사학자가 필요로 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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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토기 보존처리 과정
1) 처리 전 조사
처리 전 조사는 처리하고자 하는 도토기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앞으로
의 처리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다.
① 육안 및 현미경 관찰을 통해 제작기법, 문양 등을 조사하고 유약의 박락과
같은 재질의 손상여부를 파악한 다음 처리 전 사진 촬영을 실시한다.
② 기존에 복원된 도토기일 경우 복원에 사용된 물질이 무엇인지, 파손 부분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를 조사하여 해체 및 세척 작업에 대비한다.
③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내부 균열이
나 복원 범위 등은 X-선 투시촬영으로 확인
(사진 42)하고 수리․복원된 부분은 암실에서
자외선램프로 도토기를 비춰 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결손된 부분이 남아 있지 않아 형태
사진 42. 복원된 주구의 X-ray 촬영
사진

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복원에 대비한다.

⑤ 그 밖에도 각종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도토기의 태토와 유약을 분석하여 주요
성분 및 미량성분을 알아내 산지를 추정하거나 도자사 연구의 자료로 제공한다.
⑥ 처리 전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은 기록카드에 사진과 글로 상세하게 기록하여
남기고, 처리 계획에 따라 필요한 약품과 각종 도구 등을 준비한다.
2) 세척 및 해체
① 세척에 필요한 물품 및 도구
증류수(수돗물), Caparol, Xylene 등 유기용제, Paraloid B72, Ethyl Alcohol, 과산화수소
수, 염산, 솜, 거즈, 분무기, 칫솔 등 각종 브러쉬, 면봉, 산업용 종이와이퍼, 밀폐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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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도구, 초음파세척기, 정밀분사가공기, 에어콤푸레샤 등.
② 토기의 세척방법
가. 태토가 매우 약하고 젖어 있는 연질 토기는 큰 흙덩이 정도만 제거하고 밀폐용
기에 넣거나 물을 적신 거즈로 감싼 솜 등으로 덮어 습기가 마르지 않도록 조치하여
처리실로 옮긴 다음 서서히 건조시키면서 부드러운 솔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나. 만지면 표면이 부스러질 정도로 약한 연질 토기는 유기 용제에 잘 용해되는
Paraloid B72를 유기용제로 2～5%정도의 농도로 용해시켜 스프레이 등으로 토기 표면
에 뿌려 준 다음 강화제가 완전히 굳으면 면봉에 유기 용제를 적셔 표면에 부착된 흙
등 이물질을 조금씩 제거한다.
다. 비교적 단단한 토기는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부드러운 솔로 털어준다. 이때
파편의 깨진 단면에 부착된 이물질은 각종 도구를 사용하여 가능하면 전부 제거해 주
어야만 나중에 올바른 접합이 가능하다.
라. 염분이 많은 지역에서 출토된 토기는 거즈로 감싼 다음 흐르는 물에 침적시켜
염분을 녹여 내면서 제거한다. 이때 사용하는 물이 약간 따뜻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마. 기존에 접합 복원된 토기를 해체하여 재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는 먼저 사용된
접착제의 종류를 파악한 다음 어떤 물질에 용해되는지를 테스트한 다음 침적하여 해
체하는데 석고나 에폭시 수지처럼 용해되지 않는 물질은 각종 소도구로 제거한다.
③ 도자기의 해체 및 세척
가. 기존에 수리․복원된 도자기는 복원 부분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종 용제
에 용해되는지 여부를 테스트 한 다음 유기용제에 손상될 만한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파악한 뒤 침적시키도록 한다.
나. 유기용제에 용해되지 않는 에폭시 수지라면 뜨거운 물에 담구어 기존 복원제를
제거하거나 치과용 소도구로 제거한다. 파편 단면에 부착된 복원제의 제거가 어려울
경우에는 정밀분사가공기, 또는 에어 컴프레샤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되 주위의 유약
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다. 바다에서 인양된 도자기일 경우 흐르는 수도물이나 지하수에 2~4주정도 침적
시켜 염분을 제거한다. 물의 온도를 40~50℃ 정도로 유지시켜주면 염분의 용출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제거되지 않은 패각류는 0.6~0.8N 정도의 염산용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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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적시킨 뒤 대나무 칼이나 치과용 소도구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패각류의 제거가
끝나면 염분을 제거하던 방법으로 중화처리를 실시한다.
라. 도자기 표면의 먼지 등은 따뜻한 중성
세제로 세척하고 기름기는 유기용제로 제거
한다. 식물성 얼룩은 염소표백,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오염은 효소표백으로 세척한다. 균
열내부나 빙렬 내부에 스며든 오염물은 과산
화수소수를 10% 이하로 희석한 용액을 묻힌
솜이나 고함수수지 등으로 감싸 오염물을 표
사진 43. 과산화수소수를 희석시킨
용액을 흡수시킨 고함수 수지로
표면을 세척하고 있는 사진

면으로 용출시켜 제거(사진 43)한다. 이밖에
도 초음파세척기를 사용하여 틈새에 부착된
미세한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기도 한다. 화

학적인 방법으로 세척하였을 경우 내부에 약품이 남아 있지 않도록 처리한다.
④ 처리 시 주의사항
가. 세척 시 가장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양, 채색물질,
섬유질과 같은 유기물 및 제작기법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를 제거해 버리는 실
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 이물질 제거 시 표면손상의 우려가 있으면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게 좋다.
완전히 젖어 있는 연질 토기의 경우 현장에서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거나 보관상 부주
의로 인해 급속히 건조되면 수축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거나 휘어짐과 같은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격한 건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도토기 해체 및 세척 과정 중에 어떤 약품을 사용하든 반드시 그 약품의 위해여부
를 먼저 테스트 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세척 시 사용되는 화학약품이나 세척액들
이 2차 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여 세척에 임하도록 한다.
3) 강화처리
① 사용약품 및 도구
Paraloid B72, Caparol, Golden, 수용성 Emulsion, Xylene 등 각종 유기용제, 증류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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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함침기, 분무기, 붓, 각종 밀폐용기, 산업용 종이와이
퍼, 면봉
② 처리방법
가. 태토가 연약한 연질 토기나 환경의 변화로 인해 약
해진 토기 중 만지기가 어려 울 정도로 약한 토기는 분
무기에 2～5% 정도의 강화제(Caparol 등)를 넣고 토기표
면에 분사한다. 분사된 강화제가 경화되면 위의 방법을
4～5회 정도 반복하여 강화처리 한다.
나. 표면이 부스러질 정도의 연질 토기는 2～5% 농도
의 강화제에 침적시킨 후(사진 44) 기포가 표면으로 올라
오지 않을 때까지 두었다가 꺼내어 표면에 묻은 강화제

사진 44. Caparol 용액으
로 강화처리 중인 토기편

를 킴와이프스와 같은 산업용 종이와이퍼로 조심스럽게 닦아 낸 다음 상온에서 건조
시킨다.
다. 도자기의 강화처리는 유약이 약화되어 박락되기 쉬운 부분에 Paraloid B72나 수
용성에멀젼 등의 강화제를 주사기에 넣어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화처리를 실시한다.
③ 처리 시 주의사항
가. 강화처리에 어떤 수지를 사용하더라도 토기의 색상은 약간 진하게 변색되므로
먼저 색상의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 실험을 해 본 후에 강화처리를 한다.
나. 강화제를 희석할 때 빨리 기화되는 유기용제를 사용하면 토기표면에 수지성분
이 많이 남아 있게 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강화제로는 Caparol과 같은 수용성수지가 있다. 수용성수지
는 한번 경화되고 나면 녹지 않으므로 표면이 부스러질 정도로 약한 토기에 한정해서
사용한다.
라. 강화처리 후 강제로 건조시킬 경우 토기 내부에 침투한 수지가 밖으로 흘러나
오거나 급격한 건조로 토기가 파손될 수 있으므로 상온에서 자연 건조시킨다.
마. 분청사기 중 유약의 박락이 우려되는 도자기는 탈락 우려가 있는 유약사이에
주사기 등으로 강화제를 침투시켜 강화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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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합
① 사용약품 및 도구
Cemedine-C, Cyanoacylate, Loctite 401, Araldite(Rapid type), Polyvinyl Acetate, Caparol,
Paraloid B72, Acetone 등 유기용제, 각종 무기안료, 고정용 도구, 각종 치과용소도구,
모래상자, 접착테이프, 이쑤시개, 면봉 등
② 처리방법
가. 각 파편들 간의 접합 우선순위 확인과 어긋난 접합
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가 접합을 실시한다. 가 접합을
통해 확인된 접합순서에 따라 저부에서부터 구연부쪽으
로 접합하는 것이 좋으나 처리하고자 하는 도토기의 상
태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나. 파편 단면을 강화하고 나중의 재처리에 대비하여
각 파편단면에 유기용제에 잘 용해되는 Paralroid B-72와
같은 아크릴계 수지 5～10%로 강화시킨다.
다. 접착제로는 순간접착제인 Loctite 401(사진 45)이나
사진 45. 토기접합에 많이
사용되는 순간접착제

Araldite(Rapid type)을 사용하여 접합하는데 크기가 비교
적 작은 도토기는 순간접착제를 사용하고 힘을 많이 받

거나 큰 것은 Araldite(Rapid type)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이때 접합한 파편들은 접착제
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모래상자에 넣어놓거나 각종 고정용 도구를 사용하여 고정시
킨다.
라. 수십 개의 파편으로 파손된 도토기는 먼저 작은 파편들을 순간접착제로 접합하
여 비교적 큰 파편으로 만든 다음 접합한다.
마. 도토기의 구연부가 좁거나 높이가 높아 접합 후 내부의 복원과 색맞춤이 어려
운 경우에는 접합과 복원, 그리고 색맞춤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한다.
③ 처리 시 주의사항
가. 가(假)접합 시 사용한 접착테이프는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하고 접착제가 접합 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만일 접착제가 흘러서 도토기 표면에 묻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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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접착제가 굳기 전에 바로 아세톤과 같은 유기용제로 제거한다.
나. 접합 시 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접합되면 나중에는 파편 간에 틈이 많
이 벌어지거나 크게 어긋나게 되므로 처음부터 세심하게 접합하도록 한다.
5) 복원
① 사용약품 및 도구
CDK-520, Araldite SV427+HV427, Araldite AY103+HY956, Araldite AW 131～137,
Araldite(Rapid type), Epo-Tec 301, XTR-311, SN-시트, HN-시트, Tarc, 카오린, 유성점토,
석고, 유리섬유, 자유수지, 파라핀판, 은박지, 알루미늄 호일, 랩, 비닐, 각종 문양을 새
길 수 있는 도구.
② 처리방법
가. 결손부분이 작을 경우 직접 복원제로
채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복원할 부분에
비닐로 싼 고무찰흙을 부착하거나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 복원제를 채워 넣는 방법이
있다.
나. 특이한 문양이나 형태가 있는 곳의 결
손 부분은 자유수지나 파라핀판(사진 46)에
열을 가해 복원부분 주위에 대고 틀을 뜬 다

사진 46. 파라핀판으로 이용한 복원

음 이것을 결손부에 부착한다. 다음에 에폭시
수지 등 복원제로 채운 다음 표면을 정리하
고 그 위에 색맞춤 및 유약처리를 한다.
다. 구연부가 좁아 도토기 내부에 대한 처
리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먼저
도토기 안쪽에 풍선(사진 47)이나 에어백 등
을 넣고 공기를 주입하여 부풀린 다음 결손
부를 에폭시 수지 등과 같은 복원제로 채워
준다. 복원제가 완전히 굳은 다음 풍선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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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의 공기를 빼고 제거한 다음 표면을 원래의 도토
기와 같이 정리하고 색맞춤 및 유약처리를 실시한다..
라. 결손부에 먼저 에폭시 수지판(사진 48)이나 SN-시
트, HN-시트 등으로 보강한 후 그 위에 복원제를 덧씌워
주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복원하게 되면 복원 후 표면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주의의 도토기와 비슷하게 질
감을 낼 수 있다. 또한 복원제가 굳기 전에 색맞춤도 실
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진 48. 에폭시 수지판을
이용한 복원방법

마. 아주 복잡한 문양 등이 있는 도토기는 앞서의 방법
으로는 복원이 불가능하므로 실리콘라바를 사용하여 결
손부 주위의 문양을 떼어 낸 다음 그 거푸집을 이용하여

복원한다. 이 방법은 복잡한 문양이 있는 곳의 복원에는 좋으나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③ 복원범위(정도)
가. 각 파편들을 접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게 토기의
내부와 외부를 전부 메워주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보
존처리 후에 접착제의 접착력이 떨어지더라도 결손부를
수지가 보강하고 있어 다른 방법에 비해 가장 안전하게
보존관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 두 번째 방법으로는 내부는 첫 번째와 같이 파편들
끼리 접합된 선도 모두 메워 주되 외부는 결손된 부분만
수지로 보강하고 외부는 각 파편들의 접합 선을 그대로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필자가 주로 시행하고 있는 방법
그림 49. 파편들의 접합선이 (사진 49)이다.
보이게 복원한 토기

다. 결손부만 복원하고 내부나 외부의 접합된 파편들

의 선을 그대로 두는 방법이다. 나중에 접착력이 약해져 재 파손의 우려가 있다.
④ 처리 시 주의사항
복원 시 가장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담당자 임의대로 복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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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복원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보존상 문제가 있거나 미적으로 눈에 거슬리는 부
분을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연부 등이 완전히 없어진 부분을 복원할 때는
먼저 그 유물에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전문가와 협의를 거
쳐 복원하도록 한다. 그리고 복원작업 시 접착제가 도토기 표면에 묻거나, 접착제 성
분이 복원부분 주위를 변색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색맞춤 및 유약처리
① 색맞춤 및 유약처리에 필요한 물품
Araldite AY103+HY956, Araldite AW 131～137, Araldite(rapid type), Epo-tec 301, XTR-311,
아크릴 물감, 각종 무기안료, 수채화 물감, 붓 등 회화도구, 에어콤프레샤, 분무기, 유기
용제, 산업용 종이와이퍼, 면봉, 솜, 거즈, 아크릴 수지, 미디움, 에폭시 수지 등
② 처리방법(사진 50)
가. 토기의 경우 색맞춤 할 때는 토기의 기본이 되는 색을 먼저 바탕에 칠하고 그
밖에 특징 있는 색들을 하나씩 입혀 가면서 완성한다. 처음에는 색상을 엷게 시작하
여 점점 진한 색으로 바꿔 가면서 칠한다.
나. 도자기의 경우는 색 맞춤 후에 유약처리를 실시하거나 색 맞춤과 유약처리를
동시에 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아크릴물감, 수채화물감 등 각종 물감을 사용하여 복원부분을 위와
비슷하게 색 맞춤 한 다음 그 위에 아크릴 수지나 Epoxy계 수지를 표면에 도포하여
유약과 같은 효과가 나도록 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유약처리 재료로 사용되는
Epoxy계 수지에 각종 무기안료나 Araldite
Color로 색 맞춤하여 복원부분에 도포하는 것
(사진 50)으로 첫 번째 방법처럼 도포 후 색상
의 변화는 없으나 한번에 색을 맞추기 어려
워 여러 번 반복해서 실시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다. 빙렬이 발생되어 있는 도자기는 유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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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0. 색맞춤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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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후 날카로운 도구로 홈을 파서 빙렬처럼 나타내거나 붓으로 가는 선을 그려 빙렬
과 같은 효과가 나도록 한다.
라. 색맞춤의 정도는 보존처리 규범에 색맞춤 부분이 30cm 거리에서는 식별이 가능
하게 하고 전시되었을 경우 일반 관람객은 거의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하도록 권장하
고 있다. 하지만 위의 규범대로 색맞춤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협
의하여 색맞춤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③ 처리 시 주의사항
색맞춤 시 주의할 점은 색맞춤 재료가 주위의 도토기 표면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하
고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만일 물감이 표면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굳기 전에 빨
리 제거한다. 또한 덧칠 등으로 도토기 본래의 색상이 왜곡되어 보여 지는 일이 없도
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7) 마무리
색맞춤이 완료된 도토기는 처리전의 상태와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화된
내용을 기록카드에 기록하고 처리 후 사진을 촬영을 실시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존
처리 과정 중에 일어났던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특히 사용한 약품과 방법
에 대한 기록은 나중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재처리에 대비하여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기록한다.

7. 도토기의 취급요령
도토기의 손상원인 중 대부분은 취급 부주의에서 오는 파손이다. 따라서 도토기를
취급할 때는 실수로 인한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
토기를 취급할 때 장갑을 끼면 미끄러져 손상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끼지 않는 것이
좋으며 반지, 시계, 귀걸이 등 몸에 부착된 장신구는 물론 상의 주머니 속의 필기구나
라이터 등의 물건도 꺼낸 다음 작업에 임한다.
도토기를 잡을 때는 항상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항아리는 구연부와
바닥을 함께 잡거나 두 손으로 안전하게 받쳐 든다. 목이 있는 도토기는 사진 51처럼
목과 바닥을 동시에 잡는다. 뚜껑이 있을 경우는 뚜껑을 분리하고 난 다음 몸체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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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다. 또한 도토기를 들 때에는 반드시 수리
여부를 확인하고 취약한 부분이 있는 지를
먼저 확인하여 약한 부분에 힘이 가지 않도
록 한다. 또한 귀와 같은 돌출된 부분만을 잡
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바닥과 함께 잡는다.
도토기를 이동할 때는 에어비닐과 같은 완
충제가 채워진 상자(사진 52)에 넣어 운반한
다. 오동나무 상자와 같은 곳에 들어 있는 도

사진 51. 토기를 두 손으로 안전하게
잡은 모습

토기를 꺼낼 때는 완충제로 싼 상태가 대부
분이므로 먼저 완충제를 조심스럽게 꺼낸 후
약한 부분이나 파편 등이 있는지 확인한 다
음 꺼낸다. 또한 주변에 있는 포장 재료나 보
관상자 끈 등이 작업 중에 발이나 손에 걸리
지 않도록 정리정돈을 한 다음 작업을 한다.
오동나무 상자를 취급할 때는 상자를 묶은
끈만 잡고 들거나 앞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피해야 한다. 끈이 풀어지거나 끊어지면 손상

사진 52. 도자기를 완충제로 채워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 운반상자

의 위험이 있으므로 한 손은 상자의 바닥을 잡고 한 손은 끈이나 몸체를 잡아 이동한
다. 이동 시 가장 좋은 방법은 바퀴가 달린 이동용 밀차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운반 중 걸려 넘어지거나 떨어뜨
리는 등 만일의 사태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8. 도토기의 보관관리
도토기의 보관은 비록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각
각의 규격에 맞는 보관 상자를 제작(사진 53)하여 그 안
에 보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면 혹시 있을지
도 모르는 불의의 사고에 최대한 대비할 수 있고 도토기
를 보관대에서 취급할 때나 이동시에도 안전하게 옮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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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3. 유물정보가
부착된 보관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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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리고 상자 내에 어떤 형태의 유물이 들어 있는지, 귀나 주구, 손잡이 등 돌
기된 부분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진을 상자 외측에 부착하고 그 밖의 특징 및 취
급상 주의사항, 보존처리 여부 등을 기록해 준다면 불필요한 취급을 최소화하여 운
반과 취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보관 상자에 넣을 때는 안에서 도토기가 움직
이지 않도록 솜 주머니나 에어비닐과 같은 완충제를 채워 주어야 한다. 특히 귀나
주구, 손잡이 등 돌기된 부분이 있으면 이들을 먼저 안전하게 포장한 다음 상자에 넣
도록 한다.
보관대(사진 54)는 따로 보관 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나무로 제작하고 보관대
에 도토기를 보관할 때 간격을 충분히 유지
시켜 혹시 넘어지더라도 옆에 있는 도토기에
닿지 않도록 배치한다. 또한 내부에 있는 도
토기를 쉽게 관찰 할 수 있도록 유리가 부착
된 문이 있으면 더욱 좋다. 보관대가 너무 깊
사진 54. 보관된 도토기 상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폭이 깊지 않게
제작된 보관대

으면 안쪽에 있는 유물을 다루기가 어려우므
로 적절한 깊이가 되도록 한다. 그리고 많은

유물을 보관할 때는 작은 유물이 앞쪽에 오고 큰 유물이
뒤쪽에 가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다. 크기가 커서 보관장
에 보관이 어려운 도토기는 형태, 무게, 상태 등을 고려하
여 안전 받침대를 제작(사진 55)하여 보관한다.

사진 55. 안전받침대에
보관된 대형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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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토기의 보존환경
도토기를 전시할 때는 전시케이스 바닥에 융과 같은 완충제를 깔아 혹시 도토기가
넘어지더라도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관람객들의 손에 직접 닿지 않
도록 고정된 전시 케이스나 유리로 차단된 단독장을 사용하여 전시하여야 한다. 굽이
평평하지 않아 흔들리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도토기는 반투명한 실리콘 막대 등으
로 받침대를 만들어 주거나 투명한 낚시줄과 같은 끈으로 묶어 고정시키도록 한다.
지진과 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특수 물질을 깔거나 혹시 넘
어지더라도 주위의 도토기에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도토기의 간격을 충분히 벌려서
전시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도토기는 환경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미세한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도토기에 손상을 미치는
환경요소는 온도와 습도, 빛, 오염물질, 진동, 그리고 인간에 의한 취급 부주의 등이
다.
도토기의 전시 및 보관에 알맞은 온도는 20±2℃, 습도는 45% 이하이다. 온도가 급
격하게 변화하게 되면 열에 의한 충격을 입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합성수지로 처
리한 도토기는 습도의 변화로 인해 사용된 수지가 손상을 받는다.
빛에 의한 손상은 그리 크지 않으나 합성수지로 처리된 도토기는 자외선의 영향으
로 변색되거나 접착력이 약화된다.
오염물질도 도토기 손상에 관여하는데 합판과 같은 목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
드는 인체에 해로운 것은 물론 유약의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다. 또한 미세한 먼지들
이 표면에 쌓이게 되면 습도의 변화에 따라 미생물의 발생으로 인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지진과 같은 큰 진동은 도토기의 손상에 매우 치명적이다. 하지만 미세한 진동도
장기간 계속되면 균열이 발생된 도토기에 영향을 주어 균열을 더 확대시키거나 나중
에는 파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도토기는 전시하거나 이동 중에 인간의 취급 부주의에 의해 일어나는 손상이 대부
분이므로 앞서 언급한 취급요령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손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

64 東亞文化 創刊號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 Focusing on metal relics, potteries ―

It is the cultural property conservation that it conserves and renovates prototype of the
cultural property applying the modern developmental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ique,
administers in proper circumstance and hands descendants over. Based on principles and ethics
as preservation of prototype and prohibition of distortion, the cultural property has to be
conserved and treated.
Installing the conservation laboratory in National Cultural Properties Research Institute(國立
文化財硏究所), the conservation science in korea begins. Since then including the conservation
laboratory in National Museum of Korea(國立中央博物館), the institutions for conservation
are built in each facilities, these are well run corresponding to actual circumstances.
It is important to know how the cultural properties get damaged, to conserve and treat
more scientifically and efficiently. A damage cause of the cultural properties is very various.
Looking about damage causes of the cultural properties, physical, chemical, biological damage
are classified. According to materials, the main cause of damage is different, the damages occurs
complexly.
Taken away in excavation site, remains which are easy to be rotten and damaged are carried
out with surrounding earth. Remains where these are moist have to be dry, be carried to a
laboratory and conserved.
The conservation of metal relics progresses these orders: Examining before treating, Removing
rust, Stabilizing, Strengthening, Joining, Reconstructing and Coloring. Although remains are
finished, these are stored where a thermo-hygrostat or RP system is installed because these are
rotten again according to change of environment.
The conservation of potteries progresses these orders: Examining before treating, Cleaning,
Joining, Reconstructing and Glazing. Because potteries are easy to be broken in characteristic
of weak quality, be careful of right treatment and custody method to minimiz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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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財の保存と復元
― 金属, 陶․土器遺物を中心に ―

文化財の保存(保存科学)は現代の発達した科学知識と技術を応用し、文化財の原形
を保存したり、元に戻し、文化財に合った環境で保存管理し、後世に伝えるものと定
義することができる。また、正しい文化財の保存のためには原形尊重および歪曲の禁
止のような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いくつかの保存原則と倫理に立脚し、保存処理がな
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韓国における保存科学は、国立文化財研究所に保存科学室が設置され始まり、以
後、国立中央博物館保存科学室をはじめ、諸機関に文化財保存専門機関が設置され、
各機関の実情にあわせて活動している。
文化財をより科学的で効率的に保存処理するためには、文化財がどのような原因に
よって損傷したのかを知ることが何よりも重要であり、文化財の損傷原因は非常に多
様である。文化財の損傷原因をみてみると、大きく物理的損傷、化学的損傷、生物学
的損傷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が、材質によって損傷の主要原因がことなってあらわ
れ、大部分の場合、いくつかの原因が複合的に作用し損傷がおこる。
発掘現場で遺物を取り上げるとき、腐食がひどかったり、損傷が憂慮される遺物は
周辺の土とともに取り上げるのが良く、湿気の多いところから出土した遺物は乾燥し
ないように処置したのち、処理室に運搬し保存処理が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金属の保存処理は処理前調査、錆び除去、安定化処理、強化処理、接合復元、着色
などの順序で進行し、保存処理が完了した遺物でも環境の変化によって再腐食が起る
ため、RP systemなどを活用し保管したり、抗温抗湿施設が整った場所で保管しなけれ
ばならない。
陶․土器の保存処理は処理前調査、クリーニング、接合、復元、着色および薬品処
理などの順序で進行する。材質の特性上衝撃による破損が多いため、正しい取り扱い
要項と保管管理方法を熟知し、不注意によって陶․土器が割れるのを避けなければな
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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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財保存和復元
― 金属、陶․土器遺物爲中心 ―

文化遺物的保存管理是利用高科技技術复原文化遺物原形，使之在适当的环境中得以
保存幷管理，使之流傳后世。爲了達到文化遺物完好无損的保存下去，我們應做到尊重
原形，堅持禁止歪曲的倫理性原則。
韓國的保存科學是從國立文化遺物硏究所建立保存科學硏究室以來才開始，以國立中
央博物館保存科學硏究室爲中心屬下設立了文化遺物保存机构，各自在自己的崗位上充
分發揮着自己的所能。
爲了更科學更有效的保存管理文化遺物，應当弄淸楚遺物被損的原因，其原因各式各
樣，在我們調査中發現的主要原因是物理性的破損、化學性的破損、生物化學性的破
損。根据遺物的材料所呈現的原因又有所不同，大部分是以上几种原因綜合起來受到損
坏。
在發掘現場有易腐易損的遺物時，應以周圍的泥土處理爲托; 如在潮濕地帶發掘的遺
物應該防止其遺物干燥，之后再搬運管理。
金屬文化遺物的保存管理應按管理前調査、除銹、安全性處理、强化處理、粘接复
原、上漆等順序來進行。卽使是保存管理已了的遺物也有生銹的可能，因此利用 RP system
保管或保存在抗菌防潮的地方。
土瓷器文化遺物的保存管理應按管理前調査、擦干淨、粘貼、复原、上漆及有机化學
處理等順序來進行。由于材料的特点上有易碎的可能性，因此事先應熟悉其搬運保管等
方法，防止土瓷器破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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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이 小論은 경남지방 향토사 연구의 일환으로서 최근 필자가 시도하고 있는 조선시
대 경남지역의 효자․열녀 사례에 대한 일련의 분석 작업 중1) 전고에 이어 계속되는
그 네 번째 연구 성과이다. 이번 분석 작업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지역은 경남의 중
부 내륙지방인 창녕군 일원이다. 지금은 지역이 경상남도 창녕군으로 통합되어 있지
만 조선시대에는 후기까지 경상도의 창녕현과 영산현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곳이다.2)
이 지역은 조선 후기와 일제침탈 기간,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구역상 여러 번의 변화를 거쳤다.3)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 拙稿 ｢조선시대 마산ㆍ창원 지역의 효자ㆍ열녀 사례분석-경남지역의 효자열녀사례 연구(1)(뺷加
羅文化뺸 제15집, 뺷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뺸 2001.12. PP.143~167 이하 이를 拙稿(1)이라 한
다). 拙稿 ｢조선시대 경남의 도서ㆍ연해지역 효자ㆍ열녀 사레분석 -거제ㆍ남해ㆍ고성ㆍ하동을
중심으로-｣(뺷加羅文化뺸 제16집,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2002.12, PP.91~122, 이하 이를 拙稿
(2)라 한다.) 拙稿 ｢조선시대 김해ㆍ진해지역 효자ㆍ열녀사례 분석 - 경남지역의 효자ㆍ열녀 사
례 연구(3)｣(뺷加羅文化뺸제17집, 2003.12, PP.123~161, 이하 이를 拙稿(3)이라 한다.)
2) 뺷昌寧郡誌뺸(昌寧郡誌編纂委員會, 1984) 제2장 沿革條 PP.64~66.
3)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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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현재의 창녕군을 옛날의 창녕현과 영산현(지금은 창녕군 영산면이다)의 두 곳으
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창녕현의 효열사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영산현의 효열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두 지역의 사례를 차례로 살펴본 뒤 그 내용이 제시하는 의미를 분
석해 봄으로써 경남의 내륙지역인 창녕ㆍ영산 지역의 효열사례가 가지는 성격을 정
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경남의 향토사 연구에서 경남 내륙 지역의 효열 사
례가 보여주는 특징적 성격의 구명은 물론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기존의 연구 성과인
拙稿 ① ② ③ 등)와의 비교 검토를 위해서도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의 분석 작업은 결과적으로 ｢조선시대 경남 지역 효자ㆍ열녀 사례
연구｣에서 또 하나의 조그만 축적이 되어줄 것이다. 이번 분석 작업에서 검토의 자료
로 삼은 직접사료는 前稿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후기에 간행된 官撰邑誌인 뺷慶尙道
邑誌뺸 와 뺷嶺南邑誌뺸4)에 편입되어 있는 해당 郡縣의 邑誌이다.5) 이를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뺷朝鮮王朝實錄뺸 뺷新增東國輿地勝覽뺸 뺷文獻備考뺸 뺷韓國近代邑誌뺸 27권 慶尙道
篇(23)의 뺷鷲山郡誌뺸, (1999년, 한국인문과학원), 뺷嶠南誌뺸, 뺷擇里誌뺸, 뺷輿誌圖書뺸의 각
해당부분과 창녕군지 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뺷昌寧郡誌뺸(2003) 창녕문화원에서 발행
한 뺷昌寧郡人物錄뺸(2001) 뺷昌寧金石文뺸(1998) 등을 함께 참고하였다.

Ⅱ. 창녕현 효열사례
1. 창녕군 효자사례
위에서 제시한 읍지에 의하면 창녕현의 효열사례로는 효자ㆍ효녀 17건, 열녀 19건
으로 모두 36건이 된다.6) 여기에서는 이를 효자사례와 열녀사례로 나누어 개인별 효
4) 韓國學文獻硏究所 編 뺷韓國地理志叢書뺸 所收 뺷慶尙道邑誌뺸 ①②③④(전4책)(아세아문화사 1982)
에 뺷경상도읍지뺸와 뺷영남읍지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5) 昌寧縣은 위의 뺷慶尙道邑誌뺸 ①소수 제 19책 뺷昌寧縣邑誌뺸의 孝烈 사례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앞의 책 ② 所收 제15책 뺷昌寧縣邑誌付事例뺸와 같은 책 ④ 所收 제9책 뺷昌寧縣邑誌뺸의
효열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분석의 대상자를 취합 정리하였고, 靈山縣 역시 위의 책 ① 所收 제
13책 뺷靈山縣邑誌뺸와 같은 책 ② 所收 제 11책 뺷靈山縣邑誌付事例뺸와 같은 책 ④ 所收 제 10책
뺷靈山縣邑誌뺸의 효열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분석의 대상자를 취합 정리하였다. (위의 책 ③에는
뺷창녕현읍지뺸와 뺷영산현읍지뺸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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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 열행을 살펴보고자 한다.
1) 朴近仁 : 성균관 진사이다. 부모를 위하여 3년 동안 시묘(侍墓: 廬墓)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旌閭)되었다. 閭는 昌樂에 있다.
2) 朴 冑 : 부모를 위하여 3년 동안 시묘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되었
다. 벼슬이 인산(獜山) 군사(郡事)에 이르렀다.
3) 朴云 : 14살 때 아버지가 호랑이에 물려갔다. 박운은 작은 도끼를 들고 8살 된
동생(云山)과 함께 30여보(步) 쯤 뒤쫓아 가면서 하느님을 부르며 크게 통곡하였더니
호랑이가 아버지를 버리고 달아나 버렸다. 이에 박운은 아버지의 시신을 업고 돌아오
는데 운산은 뒤에서 도끼를 들고 따라 왔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를 받았다.
4) 孫若虛 : 임진란에 아버지 仁甲이 힘껏 싸우다 전사하였다. 若虛가 곧 이를 복
수하고자 왜적을 토벌하다가 적에게 포로가 되었는데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적을
꾸짖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되었다. 그리고 부자가 忠孝
로써 中峰(書院)에 배향되었다.
5) 張孝遠 : 임진란에 왜적이 그 아버지를 죽이려 하자 孝遠이 자기 몸으로 아버
지를 감싸 덮으니 두 사람이 함께 죽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되었다.
6) 盧弘彦 : 임진왜란에 왜적이 그의 어머니를 죽이려 하자 弘彦이 자기 몸으로
어머니를 감싸 덮고 칼날을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 이에 왜적
이 그의 효성에 감동하여 표(標)를 세우고 돌아갔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되었
다.

6) 그러므로 창녕현의 효열 사례 36건은 뺷韓國近代邑誌뺸 昌寧縣條와 뺷嶠南誌뺸의 昌寧縣條 등에서
보이는 효열 사례 숫자와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이들까지 포함하여 정리한 최근의 뺷昌寧郡誌뺸
의 효자ㆍ열녀 사례 숫자와도 물론 차이가 있다. 이는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자료의 차이 때문
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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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私奴 石松 : 어느 때 호랑이가 그의 아버지를 덮쳐 아비가 호랑이 배 밑에 깔
리자 석송이 돌을 주워 호랑이를 치는데 아비가 말하기를 내 배 밑에 도끼가 있으니
그것으로 호랑이를 치라고 하므로 석송이 이에 도끼를 찾아 호랑이를 치니 호랑이는
죽고 아비는 살아났다. 이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되었다.
8) 曺鎭南 : 임진왜란 때 대산(臺山)에서 크게 패하였는데 이 때 진남이 적군 가운
데로 뛰어들어 아버지를 안고 함께 전사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되었다.
9) 金廷哲 : 부모를 섬기는데 그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항상 기쁘게 해 드렸다. 이에
하늘이 감동하여 한 겨울에도 복숭아를 구할 수 있었고 작은 개울에서 큰 고기를 잡
을 수 있었다. 상(喪) 중에 있을 때는 예를 극진히 하였다. 이는 정성스러운 효성에 하
늘이 감동한 것이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되었다. 義禁府 都事에 증직되었다.
10) 李聖泰 : 아버지의 병환이 위중할 때 斷指를 하여 소생하게 하였고, 또 아버
지가 한 겨울에 생선을 찾으시므로 구할 길이 없어 강가에 가서 통곡을 하였더니 얼
어붙은 강에서 고기가 스스로 얼음을 뚫고 뛰어 올라오므로 이를 잡아 잡수시게 하였
다. 급기야 부친상을 당하자 侍墓(여묘) 살이를 하면서도 노모가 집에 계시므로 부친
의 산소와 집을 왕래하면서 노모 봉양을 극진히 하였다. 어느 때 도적이 집에 쳐들어
와 재물을 노략질하고 집에 불을 질렀는데 때마침 노모가 불길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자 성태가 불길을 무릅쓰고 뛰어들어 노모를 안고 함께 죽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되었다.
11) 張是行 : 高麗 參理 張鎰의 후손이다. 代를 이어 孝行을 하였으며 부모를 섬
기는데 정성을 다하였다. 부친의 병이 깊어지자 侍湯을 하면서 손가락을 잘라(斷指)
탕약에 피를 섞어 드시게 하였더니 다시 소생하셨다. 상을 당하여 거적을 덮고 자다
가 실화로 불길이 빈소에까지 이르자 시행이 관을 안고 하느님을 부르며 통곡하였더
니 때맞추어 역풍이 불어 불이 꺼졌다. 장례를 마치고 시묘를 하면서 죽을 먹으며 연
명만 하니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되었고, 義禁府 都事에 증직되었다. 그의 손자
滿 또한 지극히 효성스러웠는데 弱冠이 되지 아니한 나이로 3년 동안 시묘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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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조정에 알려져 給復되었다.
12) 張翼禎 : (張)是行의 아들이다. 그 또한 효성이 지극하였는데, 부친의 병환이
위중해지자 칼로 손가락을 잘라 피를 마시게 하였더니(斷指) 아버지의 병환이 조금
차도가 있었다.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居喪 중에 실화로 빈소에 불길이 번졌을 때
익정이 그 아비 시행과 함께 빈소에 뛰어들어 함께 관을 안아 보전하였다. 아버지(시
행)의 장례 때는 동생 翼禧와 더불어 3년 동안 시묘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
려되었다. 工曹佐郞에 증직되었다.
13) 張滿 : (張)是行의 손자이다. 대를 이어 하늘이 내려 준 효자였다. 모친의 병환
이 위급해지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모친의 입에 흘려 넣어 주었고(斷指), 상을 당하였
을 때는 예를 다하였으며 시묘할 때는 매일같이 통곡하면서 보릿가루로 겨우 연명만
하였는데 안색은 평상시와 다름이 없었다. 나무하는 아이가 매일 땔나무를 제공하여
도와주는데, 日月이 이를 보호하였다. 도적이 그의 옷을 훔치려다가 그의 효성에 감
복하여 옷을 버리고 가 버렸다. 그는 항상 형과 함께 살았다. 향리 사람들이 관찰사에
게 글을 올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게 함으로써 형제가 함께 給復되었다.
14) 張凁 : 효행으로 관찰사가 조정에 보고함으로써 그 또한 급복되었다. (필자補:
그는 張滿의 형이다.)
15) 朴震翰 : 부모를 효성으로써 섬겼다. 어머니의 병환이 위중해지자 손가락에
피를 내어 입에 흘려 넣음으로써(斷指) 며칠 동안 회생시켰다. 상을 당하자 시묘하였
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司憲府 持平에 증직되었다.
16) 孝女 白二娘 : 萬戶 璲의 딸이다. 임진왜란 때 왜적이 그녀의 부모를 죽이고
이랑을 납치해 가려하므로 이랑이 자기 몸으로 부모를 덮어 이를 막으려 하자 셋이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되었다.

-+-

6 東亞文化 創刊號

2. 창녕군 열녀사례
1) 姜氏 : 郭再欽의 처이다. 임진왜란 때 항상 몸에 작은 칼을 차고 있었다. 남편
과 함께 숲 속에 숨어 있었는데 왜적이 나타나 이들을 잡아가려하자 이에 강씨가 칼
을 뽑아 자신의 목을 찌르니 유혈이 낭자하므로 왜적들이 이에 감동하여 남편을 놓아
주고 가버렸다. 이 일이 알려져 정려를 받았다.
2) 尹氏 : 進士 梁好生의 처이다. 나이 23세에 과부가 되었다. 이에 시아버지 判事
成允德이 개가시키려고 하였으나 윤씨의 뜻을 굽힐 수가 없었다. 51세에 몰하였다. 24
년(二紀)여 동안 수절하면서 가문의 화목을 지키고 이를 더욱 돈독히 하였으므로 나
라에서 그녀의 節行을 가상히 여겨 특별히 정려비를 세웠다.
3) 姜氏 : 善士 河 濩의 처이다. 남편이 風疾에 걸리자 여러 해 동안 극진한 정성
으로 약 수발을 들었는데 마침내 병몰하자 예를 다하여 服喪하였으며, 상례를 마치고
서도 오히려 상복을 벗지 아니하였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를 받았다.
4) 裵氏 : 成墩의 처이다. 임진왜란 때 남편이 病死하자 예를 다하여 服喪하였고,
祭祀를 더욱 공경하게 하였으며, 죽을 때까지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고, 몸
에는 비단옷을 걸치지 아니하였으며 슬피 통곡하며 남편을 부르는 정이 갈수록 더욱
애틋하고 두터웠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를 받았다.
5) 周氏 : 白惟精의 처이다. 임진왜란 때 왜적의 포로가 되었는데 끝까지 항거하
여 절개를 지키다 왜적에게 살해되었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를 받았다.
6) 尹氏 : 成遠春의 처이다. 임진왜란 때 왜적이 들이닥쳐 위급해지자 스스로 깊
은 연못에 뛰어들어 자살하였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를 받았다.
7) 金氏 : 남편이 나쁜 병에 걸려 생명이 위독해지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산 사람
의 피를 마시면 병이 나을 것이라 하므로 김씨가 작은 칼로 玉門을 베어내고 그 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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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하게 하였더니 남편의 병이 나았다. 그러나 김씨는 이로 인해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를 받았다.
8) 辛氏 : 金越의 처이다. 임진왜란 때 왜적에게 붙잡혔는데, 그녀를 욕 보이려하
자 물에 뛰어들어 자살하였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를 받았다.
9) 張氏 : 曺德成의 처이다. 임진왜란 때 왜적이 들이닥쳐 위급해지자 스스로 馬
輪川에 뛰어들어 자살하였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를 받았다.
10) 田氏 : 裵夢瑞의 처이다. 임진왜란 때 갑자기 왜적을 만났으므로 자결하려고
하였으나 방법이 없자 조용히 순종하겠다는 뜻을 보였더니 이에 왜적이 더 이상 핍박
하지 않았다. 이 틈을 타 田氏는 작은 칼을 구하여 돌연히 자기 목을 찔러 자결하였
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를 받았다.
11) 朴氏 : 成禮安의 처이다. 임진왜란 때 남편이 왜적을 만나 해를 입으려 하자
박씨가 아이를 업은 채 왜적에게 먼저 달려들었으므로 남편과 함께 죽었다. 이 사실
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를 받았다.
12) 李氏 : 金鉉의 처이다. 임진왜란 때 왜적이 남편을 죽이려하자 이씨가 몸을
던져 남편을 감싸다 죽었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를 받았다.
13) 良女李召史 : 陸軍 金承化의 처이다. 남편이 물에 빠져 숨지자 이에 이소사가
물에 뛰어들어 남편의 시체를 끌어안고 죽었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를 받
았다.
14) 吳氏 : 成琓의 처이다. 顯宗 때 남편이 문둥병에 걸렸으므로 부부가 집을 나
와 山谷間에 움막을 짓고 지내면서 정성을 다해 남편을 구호하였다. 어느 날 밤에 도
적이 나타나 남편을 죽이고 吳氏를 뺏어가려하므로 吳氏가 순순히 말하기를 ｢만약
내 남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겠으나 그렇지 아니하면 나도 반드시 따라 죽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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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므로 이에 도적들이 과연 그 말을 믿고 남편을 살려둔 채 吳氏만을 말에 태
워 데리고 갔다. 20여리 쯤 갔을 때 吳氏는 말위에서 가만히 자신의 목을 졸라 숨져
말에서 떨어졌다. 이에 도적들은 그녀를 버린 채 가버렸다. 남편은 이로써 화를 면해
목숨을 건졌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를 받았다.
15) 金氏 : 學生 盧大河의 처이다. 어렸을 때 모친의 병이 위급해지자 단지하여
모친을 회생시켰다. 출가한 뒤 남편이 병으로 요절하자 초상 때 염습과 빈소 등 장례
일체를 예법대로 치루었는데, 이 때 김씨는 남편과 같은 무덤에 함께 묻힐 것을 결심
하고는 이러한 결심을 아버지에게 글을 올려 알렸다. 그리고는 가만히 장례 때 쓰는
띠를 통발 속에 숨겨두었다가 빈소 안에서 목을 매어 자결하였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를 받았다.
16) 良女 朴召史 : 良人 金戒云의 처이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땔나무를 베어 배를
타고 돌아오다가 배가 강 가운데서 뒤집히는 바람에 함께 물에 빠졌는데 박소사가 물속
에서 헤엄쳐 나와 보니 남편이 보이지 않는지라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는 곧 다시 물속
으로 뛰어 들어가 남편의 시신을 안고 죽었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를 받았다.
17) 烈婦 孫氏 : 成孝悅의 처이다. 남편이 일찍 죽자 이에 孫氏는 이미 남편 따라
죽을 결심을 하였는데 이때 고아가 된 어린 자식이 하나 있었으므로 시부모님께서 어
린 고아를 잘 보살펴야 한다며 자결하지 못하도록 엄히 지키고 있었다. 후일 어린아
이가 죽어 혼자 남게 되자 밤에 식구들이 잠든 틈을 타 세 가닥 끈으로 목을 매어 자
살하였다. 이때 그녀의 나이는 24세였다.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를 받았다.
18) 節女 文玉只 : 良人 必長의 딸이다. 아직 笄禮를 치르기도 전인 소녀 때 이웃
집 목동으로부터 욕보임을 당하자 이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결하였다. 이 사실이 조정
에 알려져 정려를 받았다.
19) 盧氏 : 學生 李安世의 처이다. 어릴 때부터 孝行으로 이름이 나 있었는데 아
버지가 큰 종기로 병이 들자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 낫게 하였다. 출가하여서는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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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만에 남편이 병으로 요절하자 모든 장례절차를 예법대로 치루었다. 그리고는 絶命
詞를 지어놓고 장례식 때 쓴 띠를 통발 속에 숨겨 두었다가 목을 매어 자결하였다. 사
림에서 이 사실을 누차 도백에게 글로 상서하자 도백이 조정에 알려 정려를 받았다.

Ⅲ. 영산현 효열사례
1. 영산현 효자사례
영산현의 효열사례는 효자ㆍ효녀가 9건, 열녀ㆍ절부가 7건으로 모두 16건이 된다.7)
이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朴延守 : 나이 14살인 永樂 甲辰年(세종6년, 1424년)에 아버지를 따라 山谷에
들어가 벌목을 한 후 밭을 일구려 하였는데 아버지는 그만 虎食을 당하였다. 이에 연
수는 왼손으로는 아버지의 발을 잡고 오른 손으로는 낫을 휘두르며 호랑이에게 수백
보 끌려가다가 마침내 아버지의 시신을 되찾아 돌아왔다. 이에 景泰 乙亥年(세조 원
년, 1455) 정려의 표창을 받았다.
2) 安堵 : 관직은 右獻納에 이르렀다. 모친상을 당하자 혼자 여막에서 3년 동안
시묘하면서 통곡하였다. 永樂 乙酉年(태종5년, 1405년)에 정려되었다.
3) 朴椅 : 어머니가 몹쓸 병에 걸리자 椅가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내어 국을 끓여
드렸더니 마침내 병이 나았다. 성종 때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를 받았다.
4) 辛時望 : 弼周의 玄孫이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는데 돌아가시자, 시묘살이를 예절대로 다 마쳤다. 丙子胡亂이 일어나자 과거를
포기하고 오로지 心性之學(성리학)에만 전념하였다. 숙종조의 丁亥年(숙종33년, 1707
7) 靈山縣의 효자ㆍ열녀 사례에 나타나는 효열 숫자 역시 조선 후기 官撰邑誌에서 보이는 사례만
을 정리하였으므로 그 이외의 읍지나 최근의 뺷昌寧郡誌뺸 등에서 보이는 숫자와는 차이가 있다.
위의 註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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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효행으로써 工曹佐郞(정6품)에 증직되었다.
5) 裵命胤 : 鶴의 玄孫이다. 성품이 본래 순수하였으며 몸가짐을 예의범절대로 하
였다. 연거푸 부모상을 당하자 6년 동안 죽만 마시며 시묘 살이를 하였다. 숙종조 때
工曹佐郞에 증직되었다.
6) 朴聖民 : 良人이다. 일찍 부모를 모두 여의었는데 평소에 늘 服喪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기다가 나이 50세에 이르자 부모상을 다시 치르고 6년 동
안 산소 곁에 움막을 지어 시묘하는데 단지 보리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기만 하였다.
산소가 높은 산봉우리 위에 있어 평소에는 우물물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밤
에 큰 바위 밑에서 우물이 용솟음쳐 나왔다. 이 우물은 비가 와도 넘치지 않았고 날이
가물어도 마르지 않았으며 성민이 시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자 우물도 저절로 말라
버렸다. 또한 호랑이 한 마리가 밤에는 여막 옆에 와서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 있기만
할 뿐 끝내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이를 모두 성민의 효성에 감동한 탓이라
고 하였다. 숙종 경인년(숙종 36년, 1710년)에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를 받았다.
7) 南斗房 : 貢生이다. 나이 10여세에 단지하여 (피를) 약과 함께 모친에게 드려 모
친의 병을 낫게 하였다. 모친상을 당하여서는 슬퍼함이 몸을 상할 정도였고, 장례를 치
른 후에는 죽만 먹으면서 시묘하였는데, 예를 마친 뒤에는 다시 부친을 위하여 3년 상
을 치루었다. 숙종 갑오년(숙종40년, 1714년)에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를 받았다.
8) 李時達 : 良人이다. 부모상을 당하자 죽만 먹으면서 시묘살이를 하였고 매일
피눈물로 호곡하면서 상례를 마쳤다. 영조 기유년(영조 5년, 1729년)에 이 사실이 조
정에 알려져 復戶되었다.
9) 孝娘兪氏 : 亨志의 玄孫女이다. 시집 가기전의 처녀로서(未笄女) 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노모를 봉양하였다. 오라비가 사고로 익사하자 노모가 아들을 따라서 투신
자살하였다. 효랑 유씨가 말하기를 노모가 돌아가시고 오빠도 죽었으니 나만 홀로 살
아서 무엇하리오 하고 마침내 자기도 물에 뛰어들어 자결하였다. 영산현의 서쪽 10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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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청태산에 효랑묘가 있는데 큰 가뭄에 여기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곧 비가 내
렸다. 읍인들이 이곳을 효랑포라 하였다. 정조 갑인년(정조18년, 1794년)에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復戶되었다. 지금은 효량묘가 없다.

2. 영산현 열녀 사례
1) 節婦 朴氏 : 孫演의 처이다. 오래 전 일이라 기록이나 다른 흔적은 모두 유실되
어 알 길이 없고, 단지 현(縣)의 서쪽 馬耳山에 정려만 있다.
2) 節婦 兪氏 : 學生 金鐸의 처이다. 임진왜란 때 왜적에게 붙잡히자 크게 호통쳐
서 말하기를 “속히 나를 죽이라”하고는 땅에 엎드려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왜적이
몽둥이로 때리고 땅바닥에 끌고 다녔다. 이에 유씨가 틈을 보아 갑자기 우물에 뛰어
들어 자살하였다. 선조 萬曆 甲辰年(선조37년, 1604년)에 정려를 받았다.
3) 烈婦 金氏 : 護軍 李時樞의 처이다. 밤중에 화적이 갑자기 침입해 들어와서 칼
로 남편을 난도질하려하므로 이에 김씨가 자기 몸으로 남편을 감싸니 도적들이 그녀
의 팔을 잘랐다. 그러나 김씨는 허벅지로 또다시 남편을 감싸니 이제는 그녀의 다리
를 잘라버려서 몸에 성한 곳이 없었다. 도적들이 화가나 남편을 살해하였고, 金氏는
한 조각 누더기만 남았는데 남편이 죽고 없는지라 죽 한 모금 약 한 첩 쓰지 않고 버
티다가 닷새 만에 운명하였다. 숙종 병술년(숙종 32년, 1706년)에 정려를 받았다.
4) 李氏 : 成萬一의 처이다. 남편이 역병에 걸려 죽자 李氏는 주야로 통곡하다가
4일이 되자 의복을 깨끗이 빨아 입은 뒤 종일토록 통곡한 후 밤중에 빈소에 들어가
흰 끈으로 목을 매어 죽었다. 병술년(숙종 32년인 듯, 1706년)에 이 사실이 조정에 알
려져 정려를 받았다.
5) 鄭召史 : 良人8) 黃胤憲의 처이다. 남편이 병사하자 6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오직 시신이 남긴 오물과 시신에서 나오는 즙액만 울면서 삼킬 뿐이었다. 이에 시부
8) 읍지③에는 律生으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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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정소사에게 필사의 의지가 있음을 알고는 밤낮으로 지켰다. 그러자 정소사가 부
드러운 말로 시부모를 안심시키기를 ｢죽은 이는 이미 죽었는데 헛되이 몸을 상하게
해서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하고는 몸을 씻고 머리를 빗은 다음 음식도 먹었다.
시부모가 이를 믿고는 염려하던 마음을 놓고 잠시 이웃으로 외출하자 이 틈을 타 순
식간에 선반에 목을 매어 자결하였다. 이 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27세였다. 영조 정사
년(영조13년, 1737년)에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를 받았다.
6) 守禮 : 私婢이다. 나이 열일곱 살 때 주인 집 가족 중의 소년 하나가 계략을 세
워 수례를 강제로 사통하였다. 몇 년 뒤 주인집에서 이 일을 알고는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려 하자 수례가 울면서 소년에게 청하기를 ｢맹세하건대 죽어도 다른데 시집갈
뜻이 없으니 나를 거두어 주겠다는 말 한마디만 해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이 소
년은 수례가 죽을 결심을 하였다고는 짐작하지 목하고 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아니하
였다. 여러 날을 이렇게 한 끝에 수례는 소년이 자기를 거두어 줄 뜻이 없음을 알고는
어느 날 아침에 곱게 몸을 단장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음독자살하였다. 영조 무오년
(영조14년, 1738년)에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를 받았다.
7) 權氏 : 牧使 權宇亨의 손녀이다.9) 通訓大夫 行横城縣監 裵滿의 孫子인 學生 允
徽의 妻이다. 시집간 이후 婦道를 아주 잘 지켰다. 남편이 천연두를 앓다가 사망하였
으므로 이에 權氏 는 가만히 자결할 계획을 세웠는데 시부모가 울면서 말리기를 ｢네
가 남편을 따라 죽으면 義로운 일이기는 하나 이제 자식 없이 죽으려하니 우리 집안
의 종중제사를 네가 영영 끊어버리는 것이 된다. 그러니 죽지 말고 잠시 기다렸다가
후사를 세운 뒤에 자결하여도 되지 않겠느냐?｣하였다. 이 말을 듣고 권씨가 감동하여
끊었던 식사를 계속하여 살아남았다. 후일 시동생이 사내아이를 낳자 양자로 맞아 드
리고 장가를 보내어 며느리를 맞이한 다음 제반 가정사를 맡긴 뒤 남편의 기일을 맞
아 모든 행사를 마친 뒤에 혼자 침실로 들어가 음독자살하였다. 유서를 남겼는데 여
기에서 말하기를 ｢남편이 죽던 날 함께 죽으려 하였으나 남의 집 종가 며느리가 되어
9) 이 裵允徽의 妻 安東 權氏의 사례는 읍지 ①(1832년 편찬)에는 나타나지 않고 읍지 ②(1895년 편
찬)에서만 <新增>이라 하여 추가된 기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조선시대 영산현의 官撰邑誌에
서 보이는 열녀는 7명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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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宗祀를 맡길 곳이 없으므로 이에 시부모의 뜻을 순순히 따라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이제 자식이 장성하였고 며느리 역시 현숙하니 宗祀를 맡길 만 하다. 내가 바라던 일
을 모두 마쳤으니 지하에 있는 남편을 따라 가는 것이 도리이다.｣라고 하였다. 영조
갑술년(영조30년, 1754년)에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를 받았다.

Ⅳ. 사례내용 분석
위에서 창녕현과 영산현의 효자ㆍ열녀 사례를 적시하였다. 이들 사례를 정리해 보
면 조선시대 창녕현의 효자ㆍ효녀 사례는 모두 17건이 되고, 열녀ㆍ절부 사례는 모두
19건이나 된다. 한편 영산현의 경우에는 효자ㆍ효녀 사례가 9건이고, 열녀ㆍ절부 사
례는 7건이다. 그러므로 창녕현의 효열 사례는 남녀 합쳐서 모두 36건이 되며, 영산현
의 효열 사례는 모두 16건이 된다. 이를 지역별 차이로 본다면 창녕현의 효열 사례는
이웃한 영산현의 두 배를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시(조선 후기)
두 지역의 現住人口數의 비교와도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10) 양 지역의 효열 사례
모두를 효자와 열녀로 나누어 일괄 계산하면 창녕ㆍ영산 두 지역의 효자ㆍ효녀는 26
건, 열녀ㆍ절부 사례도 26건이 된다. 따라서 양 지역의 효자ㆍ효녀, 열녀ㆍ절부의 숫
자는 묘하게도 26건씩 동수가 되고 합계는 52건이나 된다. 이들 두 지역의 효열 사례
52건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11) 이는 이 두 지역
이 가지는 지역적 특성이나 시대적 상황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 이들
두 지역의 효열 사례를 효행 형태와 열행 형태별로 나누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효행 사례 분석
위에서 제시한 창녕ㆍ영산 두 지역의 효행사례들을 형태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0) 邑誌에 나타나는 두 지역의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창녕은 元戶 5,921戶에 人口 32,791口이고 남
녀 비율은 男 12,796口, 女19,995口로 여자의 숫자가 월등히 많아 男女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영산현은 辛卯式 元戶가 3,526戶요 人口는 17,423口이다. 이 중 男은 8,049口요, 女는 9,374口이
다. 여기 영산에서도 여자의 숫자가 많아 남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창녕
인구는 영산에 비해 倍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읍지 ① ④참조)
11) 위의 拙稿 ① ② ③의 각 지역 효열 사례 빈도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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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듯이 20개 형태로 정리된다.
[표 1] 효행 형태 분류표
사
례
斷 指
割 股
부모 시묘 3년
부친 시묘 3년
시묘 6년
시묘 3년
시묘
부친 호환후 시신수습
부친 호환시 구난
부자 왜란 참전 전사
부자 왜란시 참변
모자 왜란시 참변
모자 봉적 사망
임란시 부모녀 3명 참변
부친 익사위험 구조
3년상
노모따라 투신 자살
3대 효행
효행
이적(효성 감동)
계

창녕현
5

영산현
1
1

2
1

4
1
1
2
1
1
1
1
1

2
1
3
1

1
1
1
1
2
25

1
2
14

계
6
1
2
1
2
1
7
2
1
2
1
1
1
1
1
1
1
1
2
4
39

위의 [표 1]에 의하면 창녕현의 경우 효행 사례가 15종이나 되고, 영산현은 10종이
된다.12) 양 지역에서 동일한 사례의 경우는 부모가 위독할 때 손가락의 피를 내어 먹
이는 斷指와 侍墓, 부친 호환 후 시신 수습, 효행과 이적(異蹟) 등 5가지 사례가 보이
고 그 밖의 것은 대부분 두 지역 간에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喪主의 侍墓는 두 지역
에서 비슷한 수의 효행 예를 보이고 있고(창녕 4건, 영산 3건), 斷指의 경우는 창녕 5
건, 영산 1건으로 영산보다 창녕 쪽이 훨씬 많은 효행 사례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전체적인 효행 사례를 보면 侍墓가 7건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고, 다음은

12) 여기에서 두 지역의 효행 건수(창녕 17건, 영산 9건)와 효행 형태 간의 숫자 사이에 차이가 나
는 것은 동일인이 두건 이상(영산의 경우)의 효행을 하거나 같은 효행을 두 사람 이상이 하는
경우(창녕현)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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斷指로서 모두 6건(창녕 5건, 영산 1건)이나 된다. 그리고 효성에 감동하여 天地가 이
에 감응한 것으로 일컬어지는 異蹟은 창녕ㆍ영산이 꼭 같이 2건씩 나타나 모두 4건으
로서 그 다음이 된다. 이 밖에는 대부분 2건 또는 1건씩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시묘와 단지의 두 가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
통적인 장례 의식에서 시묘는 상주의 일반화된 도리일 것인데도 이를 특별한 효행으
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전근대사회에 있어서 창녕ㆍ영산 지방의 효행 사례로서는 이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보아야겠다. 다음으로 6건의
사례를 보여주는 斷指인데 이는 수적으로 보아 창녕 쪽이 영산보다 절대적으로 우세
하다. 그만큼 창녕 쪽 효자들의 행위가 심각했던 것이거나, 혹은 창녕 쪽 노부모의 병
세가 특히 위중했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밖
의 효행 사례로는 부모상을 당한 뒤 3년 동안 시묘한 것이 2건(창녕 2건), 시묘 6년이
2건(영산 2건), 부친이 虎患을 당하여 사망한 뒤 시신을 수습하여 돌아와 장례를 제대
로 치른 사례가 2건(창녕, 영산 각 1건), 부자가 임진왜란 때 참전하여 부친을 보호하
다 함께 전사한 사례가 2건(창녕 2건), 내용을 알 수 없는 단순 효행이 2건(창녕, 영산
각 1건) 씩 이고, 단 한 건의 사례만 확인 되는 것이 위의 표에서 보듯이 12건이나 되
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대부분 시묘 3년 혹은 왜란시 모자 참변 같은 것으로 이를 통
해서 보면 창녕, 영산 두 지역의 효행은 부모에 대한 효를 위해서 지극한 효도를 했거
나 자기 목숨을 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들 효자ㆍ효녀ㆍ효부들의 효행 결과 국가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정표를
받았는데 이들이 받은 정표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2]
와 같다.
[표 2] 효자 정표 유형
창 녕

영 산

계

정

려

12

5

17

증

직

4

2

6

복

호

4

2

6

서원향사

1

계

2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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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2]에 의하면 창녕ㆍ영산 지역 효자들의 정표 유형은 정려가 17명, 증직이
6명, 복호가 6명, 서원 향사가 1명 등 30명이다. 이중 창녕 부분은 정려가 12명, 증직
이 4명 복호가 4명, 서원향사가 1명으로 모두 21명이 되는데, 실제 창녕현의 효자는
17명이므로 여기에서 4명이 이중 표창을 받은 것이 된다.13) 영산의 경우에는 정려 5
명, 증직 2명, 복호 2명으로 모두 9명이 되므로 이 지역 효자ㆍ효녀 합계 9명과 일치
한다. 그러면 창녕현에서 이중으로 표창을 받은 자는 누구일까? 위에 제시한 창녕현
효자 사례에서 보면 孝子 金廷哲이 정려와 동시 義禁府 都事에 증직되었고, 孝子 張
是行 역시 정려를 받은 뒤 다시 義禁府 都事에 증직되었으며, 孝子 張翼禎도 정려를
받고 工曹佐郞에 증직되었으므로 이들 3명이 정려와 함께 증직의 표창까지 받았으며,
孫若虛는 정려를 받은 뒤 中峰書院에 亨祠되었으므로 모두 4명이 이중으로 표창을
받은 것이 된다.
특히 여기에서 贈職의 경우를 보면, 司憲府 持平(正5品) 1명(朴震翰), 義禁府 都事
(從5品) 2명(金廷哲, 張是行), 工曹佐郞(正6品) 1명(張翼禎) 등 4명인데 이들은 모두 正
ㆍ從5品에서 正6品職이란 중간급의 높은 관직에 증직되고 있다. 이러한 중견 관직은
다른 지방의 효자에 대한 贈職에서도 가끔 보이기는 하나 대부분 童蒙敎官(從9品)에
증직된 것에 비하면 상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14)
다음, 이들 효행자들의 정표시기를 살펴보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 효자ㆍ효녀 정표 시기
창녕현
태 종
세 조
성 종
선 조 (임란)
숙 종
영 조
정 조
미 상
계

영산현
1
1
1

6
4
1
1
11
17

9

계
1
1
1
6
4
1
1
11
26

13) 조선시대 孝ㆍ烈에 대한 국가의 표창 형태는 旌閭, 贈職, 復戶의 3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등급은 旌閭, 2등급은 贈職, 3등급은 復戶(給復)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拙稿 ①의 155
쪽 註(11) 참조.
14) 앞의 拙稿 ①, ②, ③ 의 각 지역 효자의 증직 관련 사례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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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3]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창녕ㆍ영산 지역에서 효행이 있었거나 정표가
있었던 시기는 조선시대 전ㆍ중ㆍ후기에 고루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임란시
기인 선조(1568~1608, 재위) 때(6건)와 숙종(1675~1720) 때(4건)가 가장 많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효행과 정표시기를 알 수 없는 11건의 사례를 제외하고 본다면 15건
중 10건으로서 전체의 67%에 달하는 대다수가 이 시기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조선시대 미증유의 대재난인 임진왜란이 있었던 선조시기이며, 또한 임란 후의 안정
기로 각종 민폐를 숙정하고 예학을 강조하면서 민심을 수습한 숙종 시기로, 그 동안
이반되고 해이해진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대동법 등 각종 안정책을 실시한 시기이
다.15) 따라서 이러한 전쟁으로 인한 혼란과 민심 수습이라는 상반된 두 시기에 가장
많은 효자 표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전쟁으로 인해 효자ㆍ열부가 많이
발생하였고, 민심수습과 안정책의 차원에서 효ㆍ열에 대한 국가 표창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었던 것으로 보인다.16) 그 외 태종에서 성종까지는 초창기의 민심안정책이
었다고 보여지고, 영정 시기는 조선 후기 태평시대의 민심 고무책으로 또한 유교적
풍속교화를 위하여 효자ㆍ열녀에 대한 표창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던 시기이
다.17)
그러면 이들 두 지역의 효자들의 출신 성분은 어떠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4] 창녕ㆍ영산 효자ㆍ효녀 출신 성분
창녕

영산

계

관리

1

1

2

진사

1

양반

4

3

7

양인

9

5

14

군졸

1

1

노비

1

1

계

17

1

9

26

15) 朴 珠, 뺷朝鮮時代의 旌表政策뺸 (一潮閣, 1993) 제2, 제3, 제4장 참조.
16) 朴 珠, 위의 책 뺷朝鮮時代의 旌表政策뺸 및 拙稿 ① ② ③ 참조.
17) 朴 珠, ｢18세기의 旌表政策｣ 同氏 뺷朝鮮時代의 孝와 女性뺸 (국학자료원, 2000) 所收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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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4>에 의하면 창녕ㆍ영산에서 효행을 실천하여 국가의 표창을 받았거나
향리 인사들의 칭송을 받은 효자ㆍ효녀들의 출신성분(신분)을 보면 현직 관리가 2명,
진사가 1명, 양반이 7명, 양인이 14명, 그리고 군졸이 1명, 노비가 1명이다. 구체적인
이들의 신분을 다시 양반급과 양인급, 천민급으로 크게 구분해 본다면 관리와 진사를
포함한 양반급이 10명이고, 군졸을 포함한 양인급이 15명, 그리고 천민급이(노비) 1명
으로서 천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5명 모두가 양인급 이상이 된다. 이것은 유교윤리
를 기반으로 하는 조선시대 왕조의 對民敎化 대상은 일부 천민을 포함하여 거의 대부
분이 양민급 이상을 목표로 삼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
의 통치대상은 양반과 양인 두 계층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지배계층인
양반급이 10인인데 비하여 피지배계층인 양인급이 15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천민까
지 포함하면 16명이다) 敎化의 主對象이 양인들이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고, 이는 4
民(士農工商) 중 양인급인 3民(農工商)이 수적으로 백성의 다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
이기도 하겠으나, 국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통치와 교화의 대상으로서 바로 이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때문에 양인 중에서 忠과 孝에 탁월한
실천자가 나타나면 국가가 이를 즉각 표창함으로써 향리의 모범이 되게 하였던 것이
다.18) 이는 두 지역의 표창 중에서 정려와 급복이 증직(양반층에게만 주어졌다)보다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위의 [표 2] 참조)으로서도 증명된다.

2. 열행사례 분석
창녕ㆍ영산 지역에서 있었던 부녀자들의 烈行은 창녕현이 19명, 영산현이 7명으로
모두 26명이 된다. 이들 26명이 실천한 열행의 형태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19)

18) 앞의 註 16과 같음.
19) 이 표에서 나타나는 창녕․영산 두 지역 부녀자들의 열행은 위의 열녀․절부 사례 내용을 자세
히 검토하여 개별적인 사실들을 한 가지씩 정리하여 도표화한 것이므로 자료의 來源은 읍지에
기록된 사실 그대로이다.

-+-

조선시대 창녕․영산지역 효자․열녀 사례분석 19

[표 5] 열행 형태 분류표
창녕현

영산현

계

수절자살

7

7

수절후 투신자살

2

2

남편보호위해 자살

1

봉욕후 자살

1

1

2

남편보호하다 피살

2

1

3

수절하다 피살

1

1

1

남편사후 수절자살

1

1

남편따라 수절자살

3

3

玉門割肉注血 사망

1

1

단지(斷指)

1

1

장기수절

1

1

절행(節行)

1

1

효행(孝行)

1

1

입으로 고름 빨아냄

1

1

극진한 간병

1

1

상례 후 계속 복상

1

1

복상

2

2

제사 지성

1

1

절검과 통곡

1

1

미상
계

26

1

1

7

33

위의 [표 5]에 의하면 창녕현의 경우 19명의 열녀가 26종의 열행을 실천하였고(한
사람이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열행을 한 것도 각기 한 건으로 계산하였다.) 영산현
의 경우에는 7명의 열녀가 7종의 열행을 실천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들 33건의 열행 중에서 64%에 가까운 21건이 열행의 결과, 자살 혹은 피
살로 목숨을 던지고 있고, 나머지 13건도 대부분 이들이 생전에 실천한 열행에 속하
고 있다. 아무튼 두 지역 26명의 열녀ㆍ절부 가운데 생사여부를 알 수 없는 미상 2명
을 포함하여 5명을(3명만 자연사하고 있다) 제외한 21명이 남편 사후 조만간 절명하
고 있는 것이다. 효행이 부모를 위하여 혹은 부모와 함께 목숨을 버리는 행위보다 부
모와 함께 살면서 효도를 다하는 비율이 많은데 비하여 열행은 거의 대부분이(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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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목숨을 버리는 절명의 경우에도 유부녀가 남편 사후에
수절하기 위하여 자살하거나 봉욕 후 자살하는 경우, 그리고 남편의 목숨을 보호하다
피살되는 경우, 시집가기 전의 처녀가 봉욕 후 자살하는 경우 등 그 사유가 다양한데,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한 가지 사례는 남편의 질병 쾌유를 위하여 절명을 각오하고
자기의 玉門을 割肉하여 피를 마시게 한 뒤 남편은 쾌유하였지만 자신은 과다출혈로
숨지고 마는 경우이다. 남편을 위해 실로 처절한 헌신을 한 사례라고 아니할 수가 없
다. 이러한 열행 형태에서 우리는 조선시대 유교윤리의 극단적인 표현을 보게 된다.
말하자면 女必從夫, 不事二夫 등 삼강오륜의 교과서적 行實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 열녀ㆍ절부들의 열행에 대한 국가의 표창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 6] 열녀 정표 유형
창녕현

영산현

계

정려

19

7

26

증직

무

무

무

복호

무

무

무

계

19

7

26

위의 [표 6]에 의하면 창녕현과 영산현 두 곳 모두 모든 열녀들이 자기들의 열행에
대하여 정표의 최상급인 정려의 표창을 받고 있다. 부녀자들이므로 증직의 사례는 없
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복호의 사례가 단 한 건도 보이지 않을 만큼 이들의 열행 실천
사례는 심각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것은 열녀ㆍ절부 26명 중 21명이 절명으로 열행을 실천하고 있고, 미상 2명을 제
외한 3명만이 열행 후에도 생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이들이 얼마나 치열한 각오
로 열행을 실천하였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정표의 시기는
언제였는지 다음 표에서 확인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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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열녀 정표 시기
창녕현

영산현

계

선조(임란)

9

1

10

현종

1

1

숙종

2

2

영조

3

3

미상

9

1

10

계

19

7

26

위의 표에 의하면 창녕ㆍ영산 지역 열녀에 대한 정표 시기는, 임진ㆍ정유 왜란이
있었던 선조시대가 10명이고, 현종 때가 1명, 숙종 때가 2명, 영조 때가 3명이고, 시기
를 알 수 없는 정표가 10명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시기 미상의 10명을 제외하면 임
란시기인 선조 때가 창녕 9명, 영산 1명 등 10명으로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특
히 창녕 지역에서는 시기를 알 수 없는 9명과 현종 때의 1명을 제외하면 전부가 선조
때 열행을 실천하였거나 아니면 표창을 받고 있다. 이렇게 창녕ㆍ영산 지역에서 열녀
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은 위의 사례 설명에서 보았듯이 임란 때 왜적으로부터
남편이나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저버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20)
그것은 임란 초기에는 이 창녕ㆍ영산 지역이 왜군의 主北上路에 위치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 일대를 포함한 경상도 일대에서 왜군이 장기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특히 현풍ㆍ창녕ㆍ영산 3邑은 일찍 적들에게 함락되어 山野에 왜적이 충만해 있었으
며 곳곳에서 왜적의 분탕과 노략질 및 인명의 피해를 입게 되었기 때문이다.21)
따라서 이때의 창녕ㆍ영산 지역은 전장의 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
다. 이러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시기 창녕ㆍ영산 지역의 백성들 특히 부녀자들이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을 것이고, 이때 열녀ㆍ절부들의 행적이 두드러지
게 나타났을 것이 분명하다. 이는 앞에 제시한 두 지역의 열녀 사례에서도 충분히 확
인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표시기 미상의 사례가 10건이나 되는 것은
20) 임란 시기 창녕을 포함한 경상도의 忠孝烈 정표와 수가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열녀의 숫자
는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정표자가 많았던 곳은 전라도였다. 朴 珠, 앞의 책 뺷朝鮮時
代의 旌表政策뺸 144~146쪽 도표 참고.
21) 뺷慶尙道七百年史뺸 (慶尙北道 慶尙道七百年史編纂委員會, 1999,10) 제4편 제6장 842쪽. 뺷昌寧郡
誌뺸(昌寧郡 昌寧君誌編纂委員會, 2003) 제2편 제3장 6절 212~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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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지에서 열녀 사례 채록 당시 이들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
으로 보이나 이 중에서도 상당수가 임란 시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이 밖에 현종과 숙종, 영조 시대의 사례는 삼강오륜의 유교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열
녀를 현창하기 위하여 정려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22) 그러면
이들 열녀ㆍ절부들의 죽음의 형태는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8] 열녀ㆍ절부의 순절 형태
창녕현
自刎

영산현

2

계
2

割肉 자살

1

1

投身 자살(강)

5

5

投身 자살(우물)
목매어 자살

4

음독 자살

1

1

2

6

2

2

피살

3

1

4

미상

1

1

2

생존

3

계

19

3
7

26

위의 <표 8>에서 보듯이 絶命까지 간 21명의 사례 중에서 적이나 타인에 의하여
피살된 경우는 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7명의 열녀는 죽음의 방법에만 차이가 있을
뿐 모두가 스스로 목숨을 내 던진 自決을 하였다. 죽음을 택한 절개에 무슨 차이가 있
겠는가마는 여기에서 특히 스스로 목에 칼을 찔러 自刎한 경우나 칼로 玉門을 찔러
과다 출혈로 자살에까지 이른 경우 같은 사례는 처절하기 이를 데 없는 결연성을 보
여 주고 있다. 아무튼 창녕현과 영산현의 열녀들이 보여준 순절 형태는 갑자기 왜란
을 당한 이곳 열녀들의 꿋꿋한 자기희생과, 남편을 사별하고 난 뒤에 남겨진 부인의
不事二夫 정신은 삼강오륜의 유교적 윤리의식이 짙게 배어 있음을 여실하게 보여주
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열녀들의 출신 성분(신분)은 어떠하였을까? 이는 다음의 표에서 확

22) 朴 珠, 앞의 책 및 졸고 ① 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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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들어난다.
[표 9] 열녀ㆍ절부의 출신 성분
창녕현

영산현

계

양반

15

5

20

양인

4

1

5

1

1

7

26

천민(노비)
계

19

위의 표에 의하면 창녕현은 19명의 열녀 중에서 양반 계층으로 판단되는 열녀가 15
명, 양인으로 보이는 열녀가 4명이고, 영산현은 7명의 열녀 중에서 양반계층이 5명,
양인계층이 1명, 천민계층이 1명이다. 그러니까 창녕ㆍ영산 지역의 열녀들은 양반층
이 모두 20명, 양인이 5명, 천민이 1명으로 양반층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 여
기에 양인계층까지 합하면 전체 26명 중 25명이 유교 지식을 습득하였거나 습득 가능
성에 접근한 소위 지식층 부녀자가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이들 열녀들이 국가의 지배이념이나 유교윤리에 대하여 투
철한 인식을 의식의 밑바탕에 깔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된다. 나아가
이러한 증거들은 조선시대의 도성뿐만 아니라 향촌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녀자
들에게 조차 忠孝烈이라는 삼강의식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말하자면 조선사
회 전체가 상당히 경직된 의식구조 속에 갇혀 있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식의 경직성은 조선시대 사회 각 계층을 강력하게 지배하
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 된다.

Ⅴ. 맺는말
이상에서 우리는 조선시대 창녕ㆍ영산 지역의 효자ㆍ열녀 사례에 대하여 관찬읍지
에 나타나는 그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조사ㆍ분석 작업을 해 보았다. 이제 결론에 갈
음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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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된다.
첫째, 창녕ㆍ영산 지역은 지금은 창녕군으로 통합되어 있으나 조선시대에는 후기
까지 창녕현과 영산현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이번의 조사ㆍ분석 작업에서도 현재의
창녕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만큼 그 대상지역의 자료를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하여 각
기 창녕현 읍지와 영산현 읍지를 검토의 대상으로 하였다. 두 현의 읍지 기록에서 나
타난 바에 의하면 창녕현의 효열 사례는 효자ㆍ효녀 17건, 열녀ㆍ절부 19건으로 모두
36건이 되고, 영산현의 효열 사례는 효자ㆍ효녀 9건, 열녀ㆍ절부가 7건으로서 모두 16
건이 되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창녕현의 숫자는 영산현 숫자의 두 배를 상회하는데
특히 창녕현의 경우 한 지역의 효열 숫자로는 상당히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필자가 조사ㆍ분석해 본 다른 지역의 효열 사례와 비교해보면 더욱 그러하
다. 즉 김해부(25건), 창원부(17건), 웅천현(10건), 칠원현(22건), 사천현(14건), 진해현(8
건, 지금의 진해가 아니다), 거제현(3건), 남해현(4건), 고성현(15건), 하동현(14건) 등과
비교해 보면23) 창녕현의 36건과 영산현의 16건은 위의 다른 지역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시 창녕현과 영산현의 거주 인구수가 여타지역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감안해 보면 이 두 곳의 효열 사례는 분명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
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창녕현과 영산현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조건과
관계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나 보다 정확한 판단은 향후 여타지역의 효열 사례를 모두
정리해 본 뒤라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창녕ㆍ영산 두 지역의 효열 형태를 유형화하여 분석해 본 결과 이들 두 지역
의 효열 형태는 필자가 이미 조사ㆍ분석해 본 경남의 다른 지역 효열 형태와 별반 차
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효행의 경우 부모의 병환에 斷指하거나 割股, 異蹟, 虎患 시
의 격투, 부모상을 당한 뒤의 3년 侍墓, 服喪 등 대부분이 前例와 대동소이 하고, 열행
의 경우에는 自決이 대부분인 것도 그렇다. 다만 창녕ㆍ영산의 경우 自刎과 玉門割肉
같은 사례는 다른 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라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효행과 열행의 사례는 창녕ㆍ영산도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는 일반적인 형태를 보
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23) 위의 拙稿 ② 93~9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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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창녕현과 영산현의 효자ㆍ열녀에 대한 정표 유형을 보면, 정표 사실을 알 수
없는 사례는 한 예도 없고, 모두 정려, 증직, 복호, 서원향사 등 어떤 형태로건 정표를
받고 있는데 이는 정표 받은 사례만 당시 읍지의 채록 대상으로 삼았는지 모르겠으나
두 곳 52건의 효열 사례 모두가 정표를 받고 있다. 이 점 역시 창녕ㆍ영산 지역은 지
금까지 조사해 본 다른 지역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24)
넷째, 창녕ㆍ영산 지역의 효자ㆍ열녀 사례에서 효행이나 열행이 있었던 시기나, 이
들에 대한 정표시기에 있어서 선조시대가 가장 많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선
조 때의 임진왜란ㆍ정유재란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창녕ㆍ
영산 지역이 임진왜란시 초기에 적군에 의해 실함되었고, 임란 중에는 전쟁의 와중에
있었으며, 임란 후기에는 왜적들이 장기 주둔하고 있어서 왜적이 이곳 山野에 가득하
였다고까지 하였으므로 이곳의 효행과 열행 대부분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었다고 보
여진다. 그만큼 당시 이들 두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지경이었던 것이다. 이 점 역시 창녕과 영산 지역의 효열 형태가 다른
지역의 그것과 대비되는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다섯째, 임진왜란시 열행이나 정표가 가장 많았던 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지만 이
들 두 지역의 정표가 태종에서부터 세조, 성종, 선조, 현종, 숙종, 영조, 정조 등 조선
시대 전 시기에 걸쳐 고루 분포되어 있고, 효자의 정표 시기 미상 11건과 열녀의 정표
시기 미상 10건 등 모두 21건이 시기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사례는 효열 사례
채록 당시 기록이 부실하였기 때문이겠으나 이들 시기 미상의 정표 역시 위에서 제시
한 선조 때를 포함하여 각 왕조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을 것이고, 더욱이 조선 후기 즉
위의 읍지가 간행되던 시기 이전까지(19세기 이전)는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
렇다면 창녕ㆍ영산의 효열 행위가 있었거나 표창되었던 시기도 이에 따라 조선 초기
부터 후기까지 계속하여 분포되어 있었지 않았겠는가 생각된다. 여기에는 아직 조사
분석되지 않은 여타 지역의 조사와 함께 앞으로 계속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사
료된다.
여섯째, 창녕ㆍ영산 두 지역 효열 사례 실행자들의 출신 성분을 보면, 대부분 관리
나 士人 등 양반과 양인 계층이고 천민은 전체 52건 중 2건에 불과하다.(효자 창녕 1

24) 위의 졸고 ① ② ③ 의 정표 형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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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열녀 영산 1건) 그러므로 52건 중 50건이 유교적 규범에 익숙한 지식 계층이거나
이에 가까운 계층이었던 것이다. 이는 창녕과 영산이란 지역이 합천, 밀양과 인근하
여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으로 이름난 곳이었다는 점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 그만큼 유교적 윤리의식이나 왕조의 대민교화에 적극적으로 照應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말하자면 3강 5륜의 유교 정신에 비교적 투철한 지방이었다고 보여
지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어느 곳인들 유교적 윤리 의식에 덜 교화되어 있었겠는가
마는 이곳 창녕ㆍ영산 지역은 그 농도가 훨씬 강하였던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는 위에서 본 효열 사례가 충분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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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Filial Son and Virtuous Woman's Instances
in Changnyoung and Youngsan Region
- Study on instances filial piety and chasteness
in Gyengnam region at Chosun dynasty(4)

Filial son and virtuous woman's instances in Changnyoung and Youngsan region at Chosun
dynasty are filial son and virtuous woman's 17 cases, virtuous woman and chaste lady's 19 cases
in Changnyoung, both amount to 36 cases in all. There are filial son and virtuous woman's 9
cases, virtuous woman and chaste lady's 7 cases in Youngsan, both amount to 16 cases in all.
Therefore there are filial son's 26 cases and virtuous woman's 26 cases in two regions, these
amount to 52 cases in all. In consequence analyzing filial son and virtuous woman's 52
instance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ings:
1. The reasons of filial son and virtuous woman's instances in Changnyoung and Youngsan
occur from duty to parent and faithfulness to husband. The filial piety represents giving blood
for parents' sickness(斷指注血), cutting one's fleshy inside of the thigh and scalding(割股侍湯),
protection(保護), coming to grips with dead parents after tiger's eating(虎食後 屍身收拾),
dying together(同死), mourning at the grave of one's parents for three years(3年 侍墓),
wearing mourning(服喪) Etc., the virtuous woman represents maintaining one's integrity(守節),
killing oneself by plunging to river(投水自殺), suicide oneself by stabbing in the throat(自刎),
suiciding oneself by taking poison(飮毒自殺), refusing remarriage(改嫁不應) Etc.. These aren't
different from to what is examined in the former paper. It is similar to filial son and virtuous
woman's instances each region of Chosun.
2. The tokens of filial son and virtuous woman's instances in Changnyoung and Youngsan
are to build a gate for filial son and virtuous woman(旌閭), to give official rank(贈職),
exempting from national duty(復戶) and performing a religious service in a lecture hall(書院亨
祀), to build a gate for filial son and virtuous woman(旌閭) is abundant of all. It is the highest
-+-

28 東亞文化 創刊號

grade as national reward of filial son and virtuous woman at Chosun dynasty, differs from other
regions.
3. Executive and token time of filial son and virtuous woman's instances are continuously
between Taejong and Jeongjo. There are many instances at Sunjo when Imjin war (壬辰倭亂)
breaks out. There are most scapegoat at Imjin war because the both regions of the above
statement is in center of invasion road. It is presumed that filial son and virtuous woman's
instances occur because of Imjin war.
4. This origination of filial son and virtuous woman's instances at Chosun is voluntary affair
as consequence of confucian controlling ideology and popularity enlightenment in Chosun
dynasty because of people's confuc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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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寧․靈山地域 孝子ㆍ烈女の事例分析
- 朝鮮時代 慶南地域孝烈事例硏究(4)

朝鮮時代の昌寧ㆍ靈山地域の孝子ㆍ烈女事例は、昌寧縣の場合、孝子ㆍ烈女事例が
17件、烈女ㆍ節婦事例が19件で兩者の合計は36件になる。そして、靈山縣の場合は、
孝子ㆍ烈女事例が9件、烈女ㆍ節婦事例は7件で兩者の合計は16件である。それゆえ、
兩地域の孝子事例は26件、烈女事例も26件であり、合わせて52件となる。この52件の
孝子ㆍ烈女事例を分析した結果、次のような結論に至った。
1.

昌寧縣と靈山縣の孝子ㆍ烈女事例の發生事由は、すべて兩親に對する至極の孝

誠、夫に對する貞節觀念によるもので、孝道は父母病中の斷指注血、割股侍湯、保
護、虎食後 屍身收拾、同死、3年侍墓、服喪などであり、烈女は守節、投水自殺、自
刎、飮毒自殺、改嫁不應などで、筆者の前稿での調査と大きな違いはみられない。こ
の點は朝鮮時代の各地域での孝烈事例內容と類似する。
2. 昌寧縣と靈山縣の孝烈事例に對する旌表は、旌閭、贈職、復戶、書院亨祠の4つ
の形態でなされており、このうち旌閭がもっとも多くを占めていた。これは朝鮮時代
の孝子ㆍ烈女に對する國家の褒賞としては最高等級のものであり、他地域とはことな
ることがわかった。
3. 兩地域における孝烈事例の實行時期、または旌表時期は、朝鮮時代の太宗朝から
正祖朝まで續いた。なかでも、壬辰倭亂(文祿․慶長の役)があった宣祖朝の時期に
もっとも多くの事例がみられる。これは當時、兩地域が倭軍の北上侵入路の中心にあ
り、犧牲者がもっとも多かったためであろう。それゆえ、昌寧ㆍ靈山地域の孝子ㆍ烈
女は壬辰倭亂の影響のためといえる。
4. このような朝鮮時代の孝烈事例の發生は、朝鮮王朝の儒敎的な支配理念と民心敎
化の結果として、百姓たちに儒敎意識が透徹していたため起こった自發的な現象とい
えるであ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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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宁、灵山地区孝子、烈女事例分析
-朝鲜时代庆南地区孝烈事例研究(4)

朝鲜时代的昌宁、灵山地区孝子、烈女事例中，昌宁县的孝子、烈女事例有十七例，
烈女、节妇事例为十九件，合计共三十六件。再有就是灵山县的孝子、烈女事例有九
件，烈女、节妇事例为七件，合计共十六件。两地区的孝子事例为二十六件，烈女事例
也是二十六件，共合计五十二件。通过这些五十二件孝子、烈女的事例分析，我们可以
得出下列结论。
第一: 昌宁县和灵山地区的孝子、烈女事例发生的原因都是对父母的忠孝之心，来自
对丈夫的贞节观念。孝道是对父母的断指注血、割股侍汤、保护、虎食后尸身收拾、同
死，三年侍墓、服丧; 烈女指守节、投水自杀、自刎、饮毒自杀、改嫁不应等。笔者曾
经对此调查分析过，并没有发现其区别。这一点类似于朝鲜时代各地区的孝烈事例的内
容。
第二: 对昌宁县和灵山县两地区的孝子、烈女事例的旌表中分为旌* 、赠职、复户、
书院亭祠四种类型，其中旌*所占的数量最多。这是朝鲜时代对孝子、烈女的国家的最
高褒奖级别，与其他地区相比之下有一定的差异。
第三: 上述两地区的孝烈事例的实行时期或者旌表时期从朝鲜时期的太宗持续到正
祖。其中在宣祖朝时期壬辰倭乱期间这种事例尤其多。这是因为壬辰倭乱此地区位于倭
军北上侵入必须通过的的中心要道，因此付出的代价与牺牲的生命如此之多。我们可以
断言昌宁、灵山地区孝子、烈女事例是受到壬辰倭乱的影响的结果。
第四: 朝鲜时期出现这种孝烈事例是朝鲜王朝儒教的统治观念所产生的结果，也是民
心教化的结果。由于老百姓透彻的儒教观念所产生的自发的现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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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寧 校里 552․553번지 주택신축부지내
文化遺蹟 發掘(試掘)調査 報告書
김권일

[목 차]
Ⅰ. 머리말
Ⅱ. 調査對象地域의 環境
Ⅲ. 調査內容
1. 石槨墓
2. 溝狀遺構
3. 竪穴遺構
4. 敷石遺構
Ⅳ. 맺음말

Ⅰ. 머리말
이번 조사는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552ㆍ553번지에 대한 시굴조사로, 주택 신축
사업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
거하여 상기지역의 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결과 문화재청에서는 매장문
화재의 분포유무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창녕
군에서는 2004년 5월 3일 우리 연구원에 시굴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우리 연구원에서
는 2004년 5월 14일부터 동월 24일까지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의 남동쪽 약 500m 지점에는 史蹟 第80號인 校洞古墳群이 위치하고 있으
며, 보다 남쪽으로는 史蹟 第81號인 松峴洞古墳群이 자리하고 있다. 조사지역과 그
주변으로도 삼국시대의 토기편 및 墳墓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石材 등이 산재하고
있어, 주택 신축부지내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시
굴조사를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분포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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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및 주택 신축공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번 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慶南 昌寧郡 昌寧邑 校里 552ㆍ553番地에 위치하며 明德
저수지의 동쪽 가장자리를 따라 약 50m 정도 떨어진 도로변 동쪽에 위치하고, 조사대상
2

면적은 494m 이다. 조사대상지의 남동쪽으로는 사적 제80호인 校洞古墳群과 사적 제81
호인 松峴里古墳群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末屹里遺物散布址가 위치하고 있다.
특히 조사지역의 남서쪽 약 100m 지점에는 대형봉토분 6~7기가 여러 개의 커다란
도굴갱이 드러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또한 현재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조사지역
경계부 및 주변의 경사단에서도 石槨墓로 판단되는 石築들이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지는 동쪽의 교동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는 야산에서 뻗어 내린 해발 약 97m
정도의 구릉 말단부에 해당되며, 조사당시 이 일대는 계단식 밭으로 경작되고 있었다.
조사대상지는 북동에서 남서쪽으로 약간 경사가 낮아지는 지형이며, 서단은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상당부분 切削된 상태였다.
모두 12개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한 결과, 石槨墓 2基, 溝狀遺構 1基, 敷石遺構
1基, 竪穴遺構 1基 등 모두 5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석곽묘는 조사지역의 서쪽편에
서 도로 개설로 인해 일부가 훼손된 상태로 확인되며, 구상유구는 트렌치12를 제외한
11개의 트렌치에서 모두 연결되어 확인되었다. 유물은 거의 확인되지 않았으나, 석곽
묘와 구상유구를 정리중에 2점의 토기편이 수습되었으며, 시굴조사의 성격상 기록후
원상회복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현장조사는 2004년 5월 14일에 착수하여 2004년 5월 24일(실조사일수 7일)에 마무
리하였으며,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신용민(동아문화연구원 고고역사조사단장)
책임조사원 : 신용민(

〃

)

조 사 원 : 김권일(동아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조사보조원 : 허영지(동아문화연구원 연구원)
현장에 대한 조사는 신용민의 책임하에 김권일이 맡아서 하였으며 보고서의 작성
에 있어 원고는 김권일이, 도면과 도판의 편집은 김권일 노양필이 담당하고, 신용민
이 이를 최종 수정․보완하였다. 특히 현장조사와 보고서 발간에 여러모로 도와주신
창녕군의 조경화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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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조사대상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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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조사대상지역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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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조사대상지역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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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調査對象地域의 環境
창녕군은 조선후기의 창녕현과 영산현이 합쳐서 하나가 된 곳이다. 창녕현은 高宗
32년(1895)의 개편 때, 대구부 관할 2등 군의 하나인 창녕군으로, 영산현은 대구부 관
할 4등 군의 하나인 영산군으로 되었다가, 이듬 해인 1896년 개편 때 비로소 창녕군
은 경상남도 관할 3등 군의 하나인 창녕군으로, 영산군은 4등 군의 하나인 영산군으
로 되었다.1) 금번 조사대상지역인 창녕읍 교리 552, 553번지 일원은 교동고분군(사적
제80호)의 구릉 아래 경사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창녕읍은 山水를 근거로 하여 취락을 형성한 고대부터 인근지역의 중심지였다. 통
일신라 景德王 16년(757)에는 화왕군 읍내면으로 되었다가, 고려시대 太祖 23년(940)
에 창녕군 읍내면이 되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縣廳이 있었던 곳을 ‘邑內’라 불리웠
으며, 그에 따라 면 이름 자체가 자연스럽게 읍내면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예에
따라 옛 지도에는 이 곳이 ‘邑治’ㆍ‘縣治’ 등으로 나오고 면 이름도 ‘邑內面’으로 기록
되어 있다.2)
이후 별다른 큰 변화가 없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 고
암면의 도야리와 하리를 편입하였고 1918년에 이르러 읍내면이 창녕면으로 개칭되었
다. 그러다가 1955년 창락면이 창녕면에 합병되는 과정을 거치어 1960년 비로소 창녕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였다.(창녕읍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명칭이 아니라 새로 생겨 현
재까지 지속되는 명칭이다)
지리적으로 창녕읍은 창녕군의 중앙으로부터 동쪽으로 약간 치우친 곳을 점하고
있다. 동으로는 밀양시 무안면과 북으로는 고암면, 서부에는 대지면과 유어면 남으로
는 계성면과 접하고 있다. 동쪽에 영취산, 서쪽에 성지산, 남쪽에 지경골과 비들재, 북
쪽에 화왕산과 관룡산 등이 있어 다른 면들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화왕산과 관룡
산에서 계성천이 발원하여 계성면으로 들어가고 兎川과 南昌川이 西流하고 있다.3)
서쪽으로 낙동강과 인접한 저습지인 어울벌(光山浦), 사말리벌(沙末浦, 蛇沒浦, 後浦),
1)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편, 1997, 뺷경상남도 연구뺸, 경남대학교.
2) 조선시대 중기의 문헌으로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뺷호구총수뺸 에 보면 창녕읍은 읍내면이라
표기되어 있다. 여러 가지 명칭이 나라 이름, 군, 현의 이름이라면 그 군현의 소재지는 읍내라
불리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다.(昌寧郡誌編纂委員會, 2003, 뺷昌寧郡誌뺸 (下卷))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뺷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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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거리벌(細巨里浦) 등이 가깝게 이어 있고 동쪽으로는 비교적 험준한 산악지대와 인
접하여 천연적인 요새를 이룩한 곳이다.4)(대체적으로 동부산악은 화왕산을 위시한 산
악지대이고 서부는 평야지대이다) 고온다습한 성격의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면적은 61.43㎢로 창녕군 전체 면적대비 11.5%에 해당하며, 가구 수 6,284세대에 인
구는 17,828명(2003년 통계)이다. 금번 조사대상지역인 校里를 비롯하여 17개의 법정
리와 교리의 관할인 교리, 갈전, 창서의 3곳을 포함하여 31개의 행정리로 이루어져 있
으며, 읍소재지는 송현리이다. 교통상으로 구마고속도로가 지나며, 대구ㆍ마산ㆍ밀양
ㆍ합천 등지로 연결되는 국도를 지니고 있어 편리한 편이다. 校里(또는 校洞)는 창녕
향교가 있는 마을로 붙여진 명칭으로 지금은 동편지역의 행정리 명칭이다. 이미 조선
중기의 문헌에서 ‘校洞’과 ‘司倉洞’으로 나오고 있는 점으로 보아 오래된 지명임을 쉽
게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자연마을은 생애골, 숲골(교동), 사창동, 이문재, 바깥생골 등
이 있다. 인근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곳으로 창녕군청의 동쪽으로 명덕저수지와 고
분군 등이 있는 지대이다. 명덕저수지 북쪽 산 아래에 창녕향교가 자리잡고 있으며,
전체 가구 수는 539호이다.
비사벌의 얼이 숨쉬는 문화의 고장으로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왜군을 물리친
곽재우 장군의 승전지로 유명하다. 그리고 교동고분군에 위치한 창녕박물관에는 많
은 문화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현재 창녕읍의 문화재 현황은 국보 2점, 보물 8점,
사적 4점, 중요민속자료 2점 등을 포함 총 27점이 산재하고 있다. 이 중 교리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살펴보면, 탑금당치성문기비(교리 292, 보물 제227호)ㆍ교동고분군(교
리일대, 사적 제80호)ㆍ보부상 유품(교리 438, 중요민속자료 제30호)ㆍ창녕향교(교리
440, 도유형문화재 제212호) 등이 있다. 특히 교리일대는 가야시대의 고분군이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신라 때 큰 사찰들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흔적들이 곳곳에 남
아 있다. 창녕향교는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건물로 조선시대 관제학교이다.

4) 昌寧郡誌編纂委員會, 2003, 뺷昌寧郡誌뺸 (上卷), 昌寧郡誌編纂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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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트렌치 및 유구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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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調査內容
시굴조사는 조사대상지역이 남→북 방향의 타원형에 가까운 형태인 점과 북동에서
남서쪽으로 약간 경도한 점 등의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동→서 방향으로 총 12개의 트
렌치를 설치하였다. 트렌치의 길이는 3.5~14.5m로 지형에 따라 길이를 다르게 하였으
며, 너비는 150㎝, 각 트렌치의 간격은 5m로 하였다. 조사지역의 토층상태는 비교적
단순하여 두께 10~40㎝ 정도의 表土耕作層 아래에서 生土層인 層石巖盤 및 밝은 황
갈색 사질점토층이 확인된다. 상부의 경작충은 풍화암반 부스러기인 석립의 함량이
많으며, 소량의 토기편과 옹기 및 백자편들이 검출된다.
이번 조사결과 조사대상지에서는 石槨墓 2基, 溝狀遺構 1基, 敷石遺構 1基, 竪穴遺
構 1基 등 모두 5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석곽묘는 조사지역의 서쪽편에서 도로 개
설로 인해 일부가 훼손된 상태로 확인되며, 구상유구는 트렌치12를 제외한 11개의 트
렌치에서 모두 연결되고 있다.
조사된 유구의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石槨墓
조사지역의 중앙부 서단에 위치하여 트렌치4(석곽묘 1호)와 트렌치5(석곽묘 2호)에
서 각각 1기가 확인되었다. 1호 석곽묘는 트렌치 서단의 절삭단면에서 全長이 확인되
며 장축은 남→북 방향이다. 북쪽에 있는 2호 석곽묘와의 거리는 약 370㎝이며, 표토
하 30㎝에서 유구의 굴광선 및 벽석이 확인되었다. 生土인 밝은 황갈색의 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으며, 西長壁의 대부분이 도로개설로 인해 파괴된 상태지만 東長
壁과 南短壁은 바닥까지 남아 있다. 즉 남동벽 상부의 벽석과 남서모서리 부분의 벽
석 중․하단이 일부 남아있는 상태로, 길이는 410㎝, 남아있는 너비는 134㎝ 정도이
다. 벽석은 길이 40㎝ 이하의 냇돌을 平積하여 축조하였으며, 벽석 최상부에서 바닥
면까지의 깊이는 약 85㎝이고, 바닥은 특별한 시설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물은 파괴된 서장벽 부분을 정리하던 중 高杯의 杯身으로 보이는 토기편 1점이 수
습되었다.
석곽묘 2호 역시 트렌치의 서단에서 도로개설로 인해 북단벽과 서장벽이 약간 절
삭된 상태로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부분은 비교적 잘 남아 있는 상태이다. 동쪽에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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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트렌치4(석곽묘 1호) 평면도

도면 6. 트렌치5(석곽묘 2호)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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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구상유구와의 거리는 약 940㎝이며, 표토하 25㎝ 정도의 황갈색 사질점토층에서
석곽묘의 굴광선이 확인된다. 장축방향은 석곽묘 1호와 나란한 남→북 방향이며, 길이
는 345㎝, 남아있는 너비는 123㎝ 정도이다. 석곽의 벽면은 길이 45㎝ 이하의 냇돌을
平積하여 축조하였으며 내부는 함몰된 벽석과 암갈색의 사질점토로 이루어져 있다.

2. 溝狀遺構
조사지역의 동쪽 경사단에 인접하여 확인된 유구로 트렌치1에서부터 트렌치11까지
연결되어 나타난다. 유구의 형태는 溝狀으로 등고선과 나란한 방향인 남→북방향으
로 나타난다. 중앙부가 약간 돌출된 상태이며, 각 트렌치에서 확인되는 너비는 대체
로 비슷하다. 표토하 10~32㎝ 정도의 層石巖盤層을 완만한 ｢U字狀｣으로 굴착하여 조
성하였다. 현재 확인되는 전체길이는 51m 50㎝ 정도이며, 너비는 최대 360㎝, 최소
181㎝이다. 토층단면을 조사한 결과 유구의 내부토층은 3개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확
인되었다. 상층인 Ⅰ층은 암갈색 점질토로 석립과 풍화암반 부스러기 및 30㎝ 이하의
냇돌이 혼입되어 있으며, Ⅱ층은 갈색 점질토로 점성이 강하다. Ⅲ층은 짙은 암갈색
의 점질토로 목탄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고운 모래로 이루어진 실트층
이

Ⅰ
Ⅱ
Ⅲ
Ⅳ
Ⅴ
Ⅵ
Ⅶ

:
:
:
:
:
:
:

암갈색 부식토층(Hue 10YR 5/4)→표토경작층
암갈색사질점토층(Hue 10YR 4/3), 점성이 약하고 석립 소량 혼입→경작층
암갈색 점질토층(Hue 10YR 4/4), 석립 및 풍화암반 부스러기 다량 함유층→퇴적경작층
황갈색 점질토층(Hue 25Y 4/4), 석립 및 풍화암반 부스러기 다량 함유→구상유구 제1내부토
암갈색 사질토층(Hue 10YR 4/4), 점성이 높고 석립 함유→구상유구 제2내부토
짙은 암갈색 점질토층(Hue 25Y 3/3), 점성이 높고 목탄분 함유→구상유구 제3내부토
풍화암반층

도면 7. 트렌치1(구상유구) 남벽 토층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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介在된 곳도 있어 流水의 흔적을 보여준다. Ⅱ층에서 옅은 회청색의 평저 토기편 1점
이 수습되었다.

3. 竪穴遺構
조사대상지의 서쪽편에 해당되며, 트렌치4의 석곽묘 1호 동장벽 중앙부분을 파괴하
고 조성되었다. 生土인 밝은 황갈색 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조성된 圓形의 유구로, 내
부토는 암갈색 사질점토이다. 구상유구와는 약 960㎝의 거리에 위치하며, 규모는 남
북길이 124㎝, 동서길이 112㎝ 정도로, 내부에는 소량의 목탄층과 소토편이 혼입되어
있다. 상부에는 길이 28㎝ 이하의 냇돌과 層石이 13매 정도 흩어진 채 놓여 있다.

4. 敷石遺構
트렌치8의 중앙부에서 확인된 유구로 표토하 12㎝ 아래의 황갈색 사질점토층에 조
성되었다. 길이 30㎝, 두께 4㎝ 내외의 판석을 깔아 놓은 형태이며, 남쪽과 북쪽은 一
列로 이어지는 정형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중앙부 및 동ㆍ서쪽은 이와 같은 정형성이
보이지 않는다. 敷石 사이의 내부토는 암갈색 점질토로 세석립과 풍화암반 부스러기
가 다량 혼입되어 있다. 현재 확인되는 길이는 128㎝, 너비는 95㎝ 정도이며,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유구의 동쪽 가장자리가 溝狀遺構의 내부토에 의해 중복된 상태이며, 내부토 역시
溝狀遺構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이들 유구의 관련성은 확실치 않다.

Ⅳ. 맺음말
이번 창녕 교리 552ㆍ553번지 주택신축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시굴)조사에서는 삼국
시대의 석곽묘 2기 및 시대불명의 수혈유구, 부석유구 그리고 구상유구가 각각 1기씩
확인되었다. 비록 시굴조사의 성격상 유구의 구체적인 규모와 성격을 밝히기는 어렵
지만 조사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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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구속성
(단위 ㎝)
규모

일련
번호

유구명

1

석곽묘 1호

2

석곽묘 2호

3

구상유구

4

수혈유구

5

부석유구

평면형태

내
길이

너비

깊이

장방형

410

134
(잔존)

85

장방형

345

123

5,150 181~360

원형

용

서장벽 부분 반파, 벽석 40㎝이하
의 냇돌 평적, 바닥 생토면 이용

비고

토기편 1

북단벽과 서장벽 일부 파괴, 벽석
45㎝이하의 냇돌 평적, 내부 함몰
된 벽석과 암갈색 사질토
단면 완만한 U자상, 내부토 3개로
구분, 냇돌 및 실트층 게재,

124

112

석곽묘 1호 파괴하면서 축조, 내부
에 소량의 목탄층과 소토편 혼입
28㎝ 이하의 냇돌 혼입

128

95

판석을 부석한 형태, 일부 일렬로
이어지는 정형성, 구상유구와 중복

토기편 1

먼저 석곽묘는 경작과 도로개설로 인해 파괴가 심한 상태지만 유구의 규모와 벽석
의 축조상태 및 대략의 시기를 알 수 있는 토기편 1점이 수습되었다. 석곽묘의 규모
는 전술한 바와 같이 4m 내외이고 너비는 123~134㎝(잔존너비) 정도이다. 등고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축조되었고, 벽석은 40㎝ 내외의 냇돌을 평적하여 축조하였으며, 바
닥면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석곽묘의 내부에서 수습된
것은 아니지만 석곽묘 1호의 절개된 서장벽 부분을 정리하면서 배신의 일부만 남은
고배편 1점이 수습되었다. 내외면은 짙은 회청색을 띠며, 속심은 자갈색이다. 배신은
반구형으로 깊은 편이며, 구연부는 약간 내경하고, 뚜껑턱은 짧게 돌출되었다.
구상유구는 시굴조사의 특성상 그 정확한 성격을 밝히지는 못하였지만 잔존상태가
양호하고 규모도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내부토층에서 평저의 경질토기편
1점이 수습되었는데, 내외면 및 속심은 옅은 회청색으로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어
삼국시대 이후의 유물로 판단된다. 부석유구 및 수혈유구는 석곽묘나 구상유구와의
중복상태로 보아 석곽묘보다 후대에 형성된 것으로 구상유구와 관련된 유구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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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다.
지금까지 창녕지역의 고분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여러 차례 있어 왔으며, 그
개요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녕지역의 고분문화는
크게 교동→송현동지구와 계성지구, 영산지구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연구성
과 중 5~6세기대의 창녕지역의 고분문화는 수혈식석실묘→수혈계횡구식석실묘→횡
구식석실묘→횡혈식석실묘로의 계기적인 연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5)
또한 5세기 중후반에서 7세기 중반대까지 나타나는 횡구식석실묘는 석실의 구조와
유물의 조합상으로 볼 때, 4개의 단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6)
[표 2]. 창녕지역 고분유적 조사사례
일련
번호
1

유적명

조사기간

昌寧桂城里南 北5號墳

1967

2

昌寧 桂城里 古墳群

3

昌寧 桂城古墳群
發掘調査報告

1976

4

昌寧 桂城古墳群

1994

5
6

昌寧 桂城新羅古冢群
昌寧 桂城 古墳群

1998
1998

7

慶尙南道昌寧郡古墳

1918

8

昌寧校洞古墳群

1992

10

昌寧松峴洞古墳群

2000

11

昌寧 松峴洞古墳群
6․7號墳 發掘調査

2004

횡구식석실분, 구유형 목관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12

昌寧 靈山古墳群

2003

정밀지표조사
분묘 53기

경남문화재연구원, 2003

13

昌寧 友江里古墳群

2001~2002

14

昌寧 武率古墳群

2003

내

용

계남리 일대 고분

1968~1969 계남리 1호분․4호분
사리 중소형고분군
삼국시대 횡구식석실묘
조선시대 와요, 회구부 등
횡구식석곽묘, 횡구식석실묘
횡구식석실분, 명문토기
교동 제5․6․7․8․9․
10․11․12․21․31호분,
송현동 제89․91호분
횡구식석실묘, 봉분 판축시
사용한 주혈열 확인
정밀지표조사
봉토분 12기

참고문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영남대학교박물관
1991
경상남도
부산대학교박물관, 1995
경남고고학연구소, 2001
호암미술관, 2000
조선총독부, 1922
동아대학교박물관, 1992
경남문화재연구원, 2000

석관묘, 석곽묘, 옹관묘, 화
장묘 등

경남발전연구원, 2004

횡구식석곽묘 등 9기

경남발전연구원, 2003

5) 홍보식, 2001, 뺷6~7世紀代 新羅古墳硏究뺸,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6) 金錫煥, 2005, 뺷昌寧地域 橫口式石室墓 硏究뺸, 東義大學校 大學院 文學碩士 學位論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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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창녕지역에서 조사된 삼국시대의 묘제는 대부
분 횡구식석곽묘 혹은 횡구식석실묘로, 목곽묘→수혈식석곽묘→횡구식석실묘로의 이
행과정 중 마지막 단계인 횡구식 묘제가 대부분이다. 다만 계남리고분에서 수 기, 우
강리유적에서 수 십 기의 수혈식석곽묘가 조사되었다. 교동→송현동고분군도 아직까
지 정식으로 조사된 것은 수 기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구릉 정상부에 가까운 중대형
석실분만이 조사되었기 때문에 전체 규모를 밝히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이중 우강리유적에서 조사된 삼국시대 묘는 88기로, 석곽묘가 73기, 옹관묘가 1기,
횡구식석곽묘가 12기 그리고 화장묘가 1기이다. 석곽묘는 세장방형, 석곽의 봉토내
추가설치, 최하단석의 긴모 눕혀쌓기 등의 가야후기 석곽묘의 축조 전통을 고수하고
있으나, 토기류는 창녕계에서 신라계로 급격히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특징을 지
니며, 축조연대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대로 편년되고 있다.7)
이번 조사대상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인근한 교동고분군과 같은 능선자락에 위치
하며, 현재는 도로로 인해 구분되어 있지만 남서쪽의 대형봉토분이 위치한 능선과도
이어지는 지형을 이루고 있다. 고분의 성격이나 시기도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
변으로도 고분의 잔재로 보이는 석재들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결국 이 일
대의 고분들은 교동고분군과 동일한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굴조사의

특성상 전체적인 구조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남아있는 상태로 보아 소형의 수혈식석
곽묘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앞서 언급한 우강리유적의 석곽묘와 비슷한 구조로 추
정된다. 다만 우강리유적의 경우 앞서 언급한 창녕지역의 중심고분들에 비해 비교적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 중심고분군이 5세기 중후반대에 이미 횡구식석실묘가
성행하고 있었던데 비해, 횡구식석실묘의 채용이 비교적 늦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
강리유적의 석곽묘보다 약간 이른 시기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교동→송현동 고분
군의 조사가 구릉 정상부에 가까운 중대형분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 소형의 석
곽묘도 다수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창녕 교리 552ㆍ553번지에서 확인된
석곽묘의 구조와 시기 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끝으로 이번에 조사된 창녕읍 교리 552ㆍ553번지는 현재 사적으로 지정ㆍ보호되고
있는 교동고분군과 약 240m 정도의 거리에 있지만, 같은 능선상에 있기 때문에 교동

7) 慶南發展硏究院歷史文化센터, 2004, 뺷昌寧 友江里古墳群뺸, 調査硏究報告書 第12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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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군의 범위에 같이 포함시켜 철저한 유적의 관리가 필요하며, 주변으로도 다수의
석곽묘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고분 등의 유적이 다량으로 산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확한 유적의 분포범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주
택신축 및 도로공사 등의 현상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굴조사를 반드시 실
시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유적의 보존대책이나 공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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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 조사대상지역 조사전 전경(북서→남동)

도판 2. 조사대상지역 조사후 전경(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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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 트렌치1 전경(남동→북서)

도판 4. 트렌치 1 구상유구 전경(남동→북서)

-+-

昌寧 校里 552․553번지 주택신축부지내 文化遺蹟 發掘(試掘)調査 報告書

도판 5. 트렌치1 구상유구 토층단면(동→서)

도판 6. 트렌치2 전경(남동→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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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7. 트렌치3 전경(남동→북서)

도판 8. 트렌치4 전경(남동→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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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9. 트렌치4 석곽묘1 및 수혈유구 전경(남→북)

도판 10. 트렌치4 석곽묘1 단면상태(서→동)

-+-

21

22 東亞文化 創刊號

도판 11. 트렌치4 수혈유구 전경(남→북)

도판 12. 트렌치5 전경(남동→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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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3. 트렌치5 석곽묘2 전경(남→북)

도판 14. 트렌치5 석곽묘2 단면상태(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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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5. 트렌치6 전경(남동→북서)

도판 16. 트렌치7 전경(남동→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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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7. 트렌치8 전경(남동→북서)

도판 18. 트렌치8 부석유구 전경(남동→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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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9. 트렌치9 전경(남동→북서)

도판 20. 트렌치10 전경(남동→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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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1. 트렌치11 전경(남동→북서)

도판 22.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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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3. 조사지역 주변 석곽묘1 노출상태(서→동)

도판 24. 조사지역 주변 석곽묘2 노출상태(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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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寧地域 가마터 新例 報告
김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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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 연구원에서는 ‘창녕군으로부터 창녕군문화유적분포지도 및 문화재지표조사’를
의뢰받고 2003년 12월부터 창녕군 전체에 대한 문화재 전반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
하였다. 이 가운데, 매장문화재분야에서는 분묘지역을 제외한1)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확인한다는 의미로 조사에 임하였다.2) 특히, 창녕군지역에서 기 조사된 문화재
가운데 학계에 보고된 바 없거나 그 예가 드문 문화재에 대해서 이번 조사에서 확인해
보고자 노력하였는데 이를 위해 조사의 방법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실시하였다.
1) 동아대학교박물관․창녕군, 1998, 뺷文化遺蹟分布地圖뺸(墳墓遺蹟)으로 기조사가 실시되었음.
2) 동아대학교박물관, 1985. 5, 뺷伽倻文化圈遺蹟精密調査報告書뺸慶南 昌寧郡에 의해 창녕군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그 외에도 창녕군, 뺷昌寧郡 文化財 整備 5個年 計劃뺸,
1994.가 있으나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문화재를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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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조사대상지역도(경상남도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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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첫번째 방법으로는 창녕군내에 흐르고 있는 하천 水界를 주변으로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과거와 현재 불려지는 지명을 대상으로 유적지와 관련된
명칭을 찾아 그 지역 일대를 조사하는 방법이다.3)
금번 우리 연구원 학회지의 지면을 빌어 소개하는 창녕지역 가마터는 이제까지 창
녕지역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유적일 뿐 아니라 창녕지역에서는 가마터의 유
적이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던것이 새롭게 밝혀짐으로 이 분야 연구에 좋은 자
료를 제공해 준다는 학술적 의의가 있다. 즉, 창녕읍 외부리 평동가마터의 경우는 이
제까지 창녕지역의 수많은 고분유적에서 출토되었던 대형토기의 생산지를 확인하였
다는 점에서 중요한 수확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부곡면 청암리 점촌에서는 15세
기~16세기에 분청사기를 창녕지역에서도 제작하였다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경남지역 도자사연구에 큰 성과라 하겠다.
본문에서는 유적의 현황과 지표조사시 수습된 유물에 도면, 특징 기술과 함께 이들
유물을 통하여 가마의 요업시기에 대해서 간단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유적 현황
1. 창녕읍 외부리
창녕읍에서 국도 20호선을 따라 합천 방향으로 약 3.7km 가면 유어면소재지에 이
른다. 여기서 다시 국도 79호선을 이용하여 부곡방향인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약
700m 정도 들어가면 외부교가 나온다. 이 외부교를 건너면 외부마을이다. 외부리는
안가마실, 바깥가마실과 평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곳에서 바깥가마실과 평동으로
두 개소의 토기가마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창녕읍 외부리 바깥가마실 토기가마터
외부교에서 외부마을쪽으로 마을길을 따라 들어가서 2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연
결된 길로 400m 가량 들어가면 바깥가마실 마을이 나온다. 마을 입구에 느티나무보
3) 이 조사방법의 기본적인 자료로 과거의 지명은 한글학회, 뺷한국지명총람뺸경남편, 1980.을 참조하
였다. 그리고 현지명에 대하여는 1/5,000 지도에 표기된 촌락단위의 지명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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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2003년 12월 30일 창녕군 지정) 한그루
가 위치하며 이 나무의 북쪽으로 유적이 위
치한다.
토기가마터는 聖智山(해발 200.2m) 북동쪽
의 끝 봉우리(해발 122.1m)의 동쪽 사면에 자
리하고 있으며 북쪽의 계단상 경작지와 동쪽
구릉사면 2~3부 능선상에 위치할 것으로 예
상된다. 그리고 유적과 직선으로 약 100m의
거리에 南昌川이 흐르고 있어 유적이 입지하
기에 적합한 자연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조사 결과, 계단식 경작으로 인해 가마의
형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벽체와 대호편을 비롯하여 경질토기편이 다수 수
습된 것을 비롯하여 가마 벽체와 토기편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삼국시대 토
기가마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흑백상감이 정교하게 시문된 분청사기편
과 조질의 백자편이 일부 수습되는 것을 봤을 때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계속 사
람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가마터의 뒤쪽인 산의 서쪽사면에 봉분직경 3~4m 가량의 분묘 50여기 이상이
지표상 확인되며, 4~6부 능선의 대나무 숲 안에 자리하고, 동-서 40~50m, 남-북
30~40m 가량의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들은 중․소형급으로 조선시대
의 분묘군으로 추정된다.
2) 창녕읍 외부리 평동 토기가마터
바깥가마실마을을 빠져나와 남쪽으로 내려가면 외부리 새마을회관이 보인다. 외부
리 새마을회관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평동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을 가로질러 산
길을 따라 감나무 과수원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해발 153.4m 산의 북쪽 계곡부에
유적이 자리하고 있다. 계곡부로 얕은 실개천이 흐르고 있으며 계곡을 따라 바람의
유통이 원활하여 가마의 입지조건과 잘 부합되어 요업활동에 더욱 좋은 조건으로 작
용하였을 것이다.
조사결과, 대호편을 비롯하여 타날문이 시문된 단경호 동체부편, 대호의 구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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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부․저부편과 벽체편 등이 다수 발견되
었다. 기종으로는 대호가 다수를 차지하며
단애면에 각종토기편이 폐기된 상태로 퇴적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이 토기의
퇴적양상을 보아 가마는 이 퇴적층 보다 산
의 정상부쪽의 북서향으로 위치하였을 것으
로 추정된다.

2. 성산면 대산리 월곡마을
창녕읍에서 국도 5호선을 타고 고암방면으로 향하여 방리마을에서 지방도로 1034
호선으로 바꾸어 타고가면 냉천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을 100m 가량 지나서 우회전
을 하여 300m 가량 들어가면 대산리가 나온다. 대산리는 해발 564.0m의 산의 중턱에
위치하며 마을 앞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水原이 발달해 있고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입지조건에 위치한다. 대산리는 백촌마을과 월곡마을이 있다. 이 중 월곡마을에
서 가마터가 확인되었다.
1) 성산면 대산리 월곡마을 옹기가마터
백천마을에서 월곡마을(북→남)로 향하는
도로의 왼쪽에 유적이 위치한다. 현재 감나무
과수원 및 계단식 경작지로 개간하여 사용하
고 있다. 감나무 과수원의 경작으로 가마는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보이며, 과수원을 구획
한 둑에서 가마벽체편이 집중적으로 확인되
고, 과수원 전지역에서 옹기편과 벽체편이 채
집된다. 불과 50m 가량 떨어진 곳에 산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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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부에서 내려오는 수원이 위치하고 있다.
2) 성산면 대산리 월곡마을 토기가마터
옹기가마터에서 남쪽으로 600m 가량 내려
오면 도로의 오른편으로 빨간벽돌집이 보인
다. 마을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 집이 있는
자리에 예전에 가마가 있었다고 전한다. 빨간
벽돌집은 성산면 대산리 월곡마을 760번지
변동수氏의 집으로 서쪽으로 텃밭이 있고 동
쪽으로 도로가 나있다. 이 집을 건축하는 과
정에서 유적이 파괴되고 마당에 콘크리트 포
장시 일부 유물이 혼입된 상태다. 집의 동쪽
도로쪽으로 세워둔 낮은 돌담 안에서도 인화
문토기편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집의 뒤
편 텃밭에서도 인화문토기편들과 시기를 같이 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식 기와편 등이
채집되었다.

3. 부곡면 청암리 점촌 분청사기가마터
창녕읍에서 국도 5호선을 타고 부곡방향인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국도79호선을 타고 부
곡방향으로 향한다. 부곡온천에서 79번 지방
도로로 빠져나와서 창원방향으로 2.7km가면
청암마을 이정표가 보인다. 그곳에서 마을 안
으로 30m 들어가면 삼거리가 나온다. 삼거리
에서 왼편으로 가면 감나무 과수원 단지가
보인다. 유적은 해발 281.3m의 마을 뒷산
3~4부 능선상에 위치하며 지금은 감나무 과
수원으로 개간되어 사용하고 있었다. 과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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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서 방향으로 얕은 실개천이 흐르고 있다. 이곳도 성산리 월곡마을의 옹기가마
터와 마찬가지로 과수원의 조성과 계단식 경작으로 인해 가마가 파괴되었을 가능성
이 높으며, 가마가 있었다면 양쪽으로 실개천을 두고 능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는 상감분청사기편, 인화분청사기편, 인화분청사기 초벌편
및 흑백상감의 초벌편, 벽체편 등이 확인되었고 특히 태토비짐이 발견되어 가마가 존
재하였음을 증명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

4. 부곡면 노리 점촌 옹기가마터
앞의 청암마을에서 나와 79번 지방도로를
타고 창원방향으로 다시 2.9km 내려오면 노
리마을이 있다. 이 곳에서 청암마을 방향으로
약 1km를 올라가면 도로의 우측편에 편평한
대지면에 이른다.
유적은 비리산(해발 330.9m)의 남동쪽의 웃
곡넘어골의 말단부에 위치하며, 예전에 사람
들이 살았던 집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마을
사람들의 전언에 의하면, 1960년대까지 사람
들이 살았다고 하며 점촌이라는 지명은 잔존
하지만 현재는 숲으로 바뀌었다. 가마는 산의
2~3부 능선에서부터 말단부에 이르는 남서사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등고선과 직
교하는 방향으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의 약 100m 가량 앞으로 낙동강이 흐르고 있어 옹기의 제작과 수송에 용이함
을 적절히 상응되는 장소라고 생각된다. 마을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1960년대 말
까지 요업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하며 채집된 옹기편에서도 광명단을 사용하기 전의
것으로 판단되며 조선 후기부터 근현대까지 요업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가
마는 인가가 생기고 지방도로 79호선이 개설되면서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

8 東亞文化 創刊號

Ⅲ. 출토유물 검토
1. 토기 가마터
1) 창녕읍 외부리 바깥가마실 토기가마터
(1) 대호저부편(도판 6-③)
경질의 대호 저부편으로 색조는 회청색을 띤다. 가마의 벽체와 함께 수습되었다.
소성은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함유되어 있으나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기벽이 2.0㎝로 다소 두꺼우며 저부는 환저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가운데가 오목하게
올라와 있다.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여 마무리하였다. (벽체에 부착되어 있
어 개측 불가)
(2) 분청사기 흑백상감편
잔존량이 얼마 되지 않아 전체적인 기형은 알 수 없으나 동체의 일부로 생각된다.
문양은 내면에는 무문양이며, 외면에는 흑백색 선상감을 꽃모양으로 시문하였다. 유
색은 밝은 회록색으로 전면 시유된 것으로 보이며 빙렬은 없다. 태토는 회색으로 양
질이며 충분히 자화되어 경질이다. (잔장 2.5㎝, 잔폭 2.0㎝)
2) 창녕읍 외부리 평동 토기가마터
(1) 대호 초벌 구연부편(도판 7-①)
초벌 구연부편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섞여 있기는 하나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구연은 경부로부터 거의 직각으로 꺾이면서 급격히 외반하며 대상의 구연단이 수평
으로 돌출한다. 경부 내면에는 성형시에 생긴 지두흔이 관찰되며 기면은 회전물손질
로 처리하였다. (잔고 19.3㎝, 복원구경 50.0㎝)
(2) 대호 구연부편(도판 7-②)
경질의 대호 구연부편으로 색조는 회청색을 띠고 소성도는 양호하다. 태토는 정선
된 점토에 소량의 세사립이 함유되어 있다. 구연은 직립하다가 외반하며 대상의 점토
를 부착하여 수평상으로 처리하였으며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여 마무리 하
였다. (잔고 15.7㎝, 복원구경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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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호 구연부편(도판 7-③)

경질의 대호편으로 색조는 짙은 황녹색을 띠며 구연부 일부분은 흑적색을 띠는 부
분도 있으며 소성도는 양호하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사립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구연은 대상의 점토를 대어 수평상으로 외반하며 구연을 따로 제작하여 견부와 접합
한 윤적흔이 확인되며 견부 상단에 유두상의 돌기가 부착되어 있다. 내외면에는 회전
물손질로 정면하여 마무리하였다. (잔고 13.8㎝, 복원구경 36.0㎝)
(4) 대호 저부편(도판 7-④)
경질의 대호 저부편으로 저부의 1/4가량만 잔존한다.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띠나 불
을 맞은 부분에 따라 암록색이나 암황색의 띠가 돌아가는 곳도 있다. 소성은 양호한
편이며 태토는 사립질이 섞여 있지만 정선된 편이다. 기벽은 2.0㎝ 가량으로 두꺼운
편이며 저부의 한 귀퉁이에 환저의 대호가 기울어지지 않게 지탱하는 둥글게 귀가 나
있으며 이것은 저부의 한쪽면을 둥글게 파내어 미리 만들어 놓은 귀를 접합한 것으로
접합한 부분에 지두흔이 확인된다. 내외면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여 마무리하였다.
(잔고 12.3㎝, 잔폭 32.0㎝)
(5) 타날문 동체부편(도판 8-①)
경질의 호 동체부편으로 색조는 회백색을 띠고 소성은 보통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
토에 세사립이 소량 함유되어 있다. 외면에는 전체에 타날 시문하고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침선문을 돌려서 승석문을 이루고 있다. (잔장 6.0㎝, 잔폭 6.2㎝)
(6) 동체부편(도판 8-②)
경질토기 호 동체부편으로 색조는 적색을 띠고 있고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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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점토에 기벽은 얇은 편이다.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조정흔이 뚜렷하나 내면에는 손
으로 눌린 자국과 소성시 산화흔적이 관찰된다. 구형상의 동체를 가진 호류이다. (잔
고 3.8㎝, 잔폭 10.2㎝)
(7) 동체부편(도판 8-③)
경질의 토기편으로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기벽은 두꺼운 편이다.
소성시 기형이 찌그러져서 원래의 기형을 알 수 없으나 구형상의 동체를 이룬 듯 하
다. 토기 외면 상부에는 녹갈색의 자연유가 산화되어 있고 내면은 적갈색을 띠며 단
면은 회청색을 띤다. (잔고 8.6㎝, 잔폭 12.7㎝)
(8) 타날문 동체부편(도판 8-④)
경질의 호 동체부편으로 색조는 회백색을 띠고 소성은 보통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
토에 기벽은 얇은 편이다. 외면에는 타날문을 시문하고 침선을 둘러 승석문을 이루고
있다. (잔장 7.8㎝, 잔폭 7.8㎝)
(9) 동체부편(도판 8-⑤)
경질의 호류 동체부편으로 색조는 청회색을 띠고 소성은 양호한 편이다. 태토는 정
선된 점토에 소량의 세사립이 포함되어 있다. 구연의 일부가 잔존하나 나팔상으로 외
반하는 짧은 구연과 동체는 능형에 가깝도록 견부가 돌출된 형태로 아래쪽으로는 급
격히 축소된 형태이다. 내면에는 동체 상단부와 그 아래에 윤적한 점토띠가 불규칙하
게 관찰된다. (잔고 6.6㎝, 잔폭 12.5㎝)
3) 성산면 대산리 월곡마을 토기가마터
(1) 병 구연부편(도판12-①)
경질의 반구병 구연부편으로 색조는 흑회색을 띠고 자연유가 부착되어 있다. 태토
는 정선되었으며 소성도는 양호하다. 구연부는 수평상으로 외반하나 구순은 ‘凹’자
상으로 처리하였다. 통일신라시대 반구병 구연부의 특징을 닮고 있다. (잔고 2.2㎝, 복
원구경 8.0㎝)
(2) 소옹 구연부편(도판12-②)
경질의 소옹 구연부편으로 색조는 회백색을 띠고 소성도는 보통이다. 태토는 정선
된 점토에 세사립이 소량 함유되어 있다. 구연은 수평상으로 외반하며 구순은 안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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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둥글게 말려있다. 구연 아래까지는 회전물손질 조정하였고 그 아래는 격자타날되
어 있으며 동체일부가 소성시 찌그러진 상태다. (잔고 2.1㎝, 복원구경 22.0㎝)

(3) 잔편(도판12-③)
경질의 소형 잔편으로 색조는 회청
색을 띠고 소성도는 양호한 편이다. 태
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사립이 소량 포
함되어 있다. 구연부는 직립하다가 살
짝 외반한 형태로 구순 외면 아래에는 일조의 침선을 두른 후 다치구로 단사선상의
문양을 시문하였다. 동체 아래부분은 깎기 수법으로 정면하여 마무리 하였다. (잔고
3.5㎝, 복원구경 8.8㎝)
(4) 개구연부편(도판12-④)
경질의 개 구연부편으로 색조는 흑청색을
띠고 소성도는 양호하다. 태토는 정선된 점
토를 사용하였으며 표면산화가 심한편이다.
구연은 수평상에 가깝게 외반되게 꺾여 있고 전체적으로 기벽이 얇으며 회전물손질
로 정면하였다. 7세기대 이후 통일기 개의 특징을 닮고 있다. (잔고 3.2㎝, 복원구경
15.0㎝)
(5) 병동체부편(도판12-⑤)
경질의 소형 병형 토기 동체부편으로 색조는 회청색을 띠고 소성도는 양호하다. 태
토는 정선된 점토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표면에는 자연유가 일부 흘러내린다. 외
면에는 다치구를 이용한 점열문이 지그재그 문양으로 시문되어 있고 동체부 일부에
는 구멍이 뚫려 있다. 7~8세기 통일신라시대 토기의 특징을 닮고 있다. (잔장 4.7㎝,
잔폭 5.4㎝)
(6) 동체부편(도판12-⑥)
경질토기 동체부편으로 색조는 회청색을 띠고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정선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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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에 세사립이 함유되어 있다. 외면에는 1조
의 침선을 두르고 그 내부에 파상문을 2열 시
문하였다. 기벽은 두꺼운 편으로 대형토기의
동체부편으로 추정되며 전체적인 기형은 알
수 없다. (잔장 5.6㎝, 잔폭 6.6㎝)
(7) 저부편(도판12-⑦)
경질의 평저호의 저부편으로 색조는 회청색
을 띠고 소성은 보통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사립이 소량 포함되어 있다. 저부
와 동체하부의 접속부분은 기벽을 두껍게 처리하였고 외면에는 격자타날되어 있고
동체 아래로 일조의 침선이 둘러져 있다. (잔고 7.0㎝, 복원저경 14.6㎝)
(8) 개편(도판12-⑧)
경질의 개편으로 색조는 회청색을 띠고 소성은 양호하다. 소성시 가마벽체와 함께
부착되어 있는 상태이다. 외면에는 다치구로 삼각집선문이 2열로 나란하게 시문되어
있다. 7세기 통일신라시대 토기의 특징을 닮고 있다. (벽체편에 부착되어 개측 불가)

2. 분청사기 가마터
1) 부곡면 청암리 점촌
(1) 분청사기 인화문편 (도판 14-①)
잔존량이 얼마 되지 않아 전체적인 기형은 알 수 없다. 문양은 내면에는 3개의 백
색 선문을 상감하고 아래, 위로 인화문을, 외면에는 백색 선상감을 여러 줄 시문하였
다. 유색은 진녹색으로 전면 시유된 것으로 보이며 빙렬은 없다. 태토는 회색으로 양
질이며 충분히 자화되어 경질이다. (잔장 2.5㎝, 잔폭 2.0㎝)
(2) 분청사기 상감초벌편(도판 14-②)
초벌편으로 동체일부분만 잔존한다. 내면에는 문양이 없고 외면에는 횡으로 흑상
감을 넣은 뒤 양쪽으로 백상감이 선으로 시문되어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여 있으
나 대체로 양질이다. (잔장 3.5㎝,잔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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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청사기 상감초벌편(도판 14-③)
초벌편으로 동체일부분만 남아 전체적인 기형을 알 수 없다. 문양은 내면에는 3조
의 백상감을 선으로 두른 뒤, 그 위에 포도문(육원문)을 시문하였고 외면에는 문양이
없다. 태토는 비교적 양질이며 15세기 전반의 분청사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
(잔장 2.5㎝, 잔폭 4.5㎝)
(4) 분청사기 상감저부편(도판 14-⑤)
저부의 1/3가량 잔존하며 전체적인 기형
은 알 수 없다. 전체적으로 기벽이 얇은 편
이며 굽은 죽절의 형태는 사라지고 내경하
는 형태로 접지면이 좁으며 태토비짐을 놓
고 번조하였다. 문양은 내면에는 바닥에 동심원상의 백상감을 선문으로 시문하였고
외면은 무문이다. 유색은 옅은 회록색을 전면에 두껍게 시유하였고 빙렬이 전체적으
로 보인다. 태토는 회색이며 미세한 석립이 섞여 있으나 양질이다. (잔고 2.3㎝, 복원
저경 3.8㎝)
(5) 분청사기 인화저부편(도판 14-⑥)
저부편이나 잔존량이 많치 않아 전체적인 기형을 추정하기는 힘들다. 기벽은 매우
얇은 편이고, 굽은 죽절굽의 잔재가 남아 있으며 접지면이 좁으나 일정하다. 내화토
비짐을 받쳐 포개구이하였다. 문양은 내면에는 바닥에 지름 2.5㎝의 국화문을 시문하
였고 외면에는 무문이다. 유색은 박리가 심하여 알 수 없으며 태토는 회색으로 양질
이며 충분히 자화되지 못하여 연질이다. (잔고 2.3㎝, 복원저경 3.8㎝)
(6) 분청사기 저부편(도판 14-⑦)
저부의 1/4가량이 잔존하며 기면이 사선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아 대접으로 추정된
다. 기벽이 1.0~1.3㎝가량으로 상당히 두꺼운 편이며 내면에는 내저원각이 얕게 있다.
굽은 매우 낮으며 접지면이 넓은 편이며 태토비짐으로 포개구이하였다. 문양은 내외
면 모두 무문양이며
유색은

진녹색으로

전체적으로

두껍게

시유되어 있고 빙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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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체적으로 퍼져있다. 태토는 회색으로 비교적 양질이다. (잔고 2.3㎝, 복원저경
6.6㎝)
(7) 분청사기 귀얄저부편(도판 14-⑧)
저부만 잔존한 상태로 전체의 기형은 알 수 없다. 굽은 죽절굽의 형태이며 굽 안바
닥을 둥글게 처리하였고 내화토비짐을 5개 받
쳐 포개구이하였다. 문양은 내면에는 귀얄로
거칠게 시문하였으며 외면에는 박리가 심하여
알 수 없다. 유색은 귀얄문 위로 투명유가 전체적으로 얇게 씌웠으며 미세한 빙렬이
있다. 태토는 회색으로 사립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조질에 가깝다. (잔고 1.9㎝, 복
원저경 4.6㎝)

3. 옹기 가마터
1) 성산면 대산리 월곡마을 옹기가마터
(1) 구연부편(도판 12-⑩)
경질의 소호구연부편으로 색조는 황갈
색 유약이 내외면에 시유되어 있다. 태토
는 정선된 점토로 소성도는 양호하다. 구
연은 수평상으로 외반하며 ‘凹’자상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기벽은 얇은 편이며 소형
옹편으로 추정된다. (잔고 2.8㎝, 복원구경 10.4㎝)
(2) 구연부편(도판 12-⑪)
경질의 옹형도기 구연부편으로 색조는 황갈색의 유약이 내외면의 시유되어 있고,
소성도는 보통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구연은 수평상으로 외반하기
위하여 대상의 점토를 붙이고 구순은 ‘凹’자상으로 처리하였다. 기벽은 얇은 편이다.
(잔고 4.2㎝, 복원구경 21.6㎝)
(3) 구연부편(도판 12-⑫)
경질의 소옹 구연부편으로 색조의 흑색을 띠고 소성도는 양호하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이용하였고 내면에는 소성할 때 부착된 벽체가 붙어 있다. 구연은 대상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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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를 부착하여 수평상으로 외반한다. (잔고 4.1㎝, 잔폭 5.3㎝)
(4) 구연부편(도판 12-⑬)
경질의 옹기 구연부편으로 색조는 짙은 황록색을 띠고 소성도는 양호하다. 정선된
점토를 이용하였고 기벽은 매우 얇은 편이다. 구연은 대상의 점토를 부착하여 수평상
으로 외반하고 구순은 ‘凹’자상으로 처리하였다. 내면에는 구연을 동체에 부착하기
위한 기면조정시 생긴 지두흔이 관찰된다. (잔고 4.9㎝, 복원구경 21.2㎝)
(5) 저부편(도판 12-⑭)
경질의 평저호 저부편으로 색조는 내면은 회록색, 외면은 황녹색을 띠고, 소성는
양호하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기벽은 얇은 편이다. 동체와 저부 부착시 생긴 지두
흔이 관찰된다. (잔고 6.2㎝, 복원저경 22.4㎝)
2) 부곡면 노리 점촌 옹기가마터
(1) 옹기구연부편(도판 16-①)
경질의 구연부편으로 색조는 흑갈색을 띠고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
에 소량의 사립이 포함되어 있고 내외면에 유약이 시유되어 있다. 구연은 두꺼운 대
상의 점토를 부착하여 수평상으로 이루다가 아래로 약간 쳐지게 처리하였다. 수평상
의 구순부에는 소성시의 세사립이 부착되어 있다. (잔고 4.9㎝, 복원구경 31.0㎝)

(2) 옹기구연부편(도판 16-②)
경질의 옹형도기 구연부편으로 색조는 적갈색을 띠고 소성은 양호하다. 태토는 정
선된 점토에 세사립이 소량 함유되어 있다. 얇은 기벽에 대상의 띠를 구연부에 부착
하여 수평상을 이루고 있는데 단면상에서 구연을 안에서 밖으로 말아서 부착한 흔적
이 관찰된다. (잔고 7.3㎝, 잔폭 13.0㎝)
(3) 도지미(도판 16-③)
옹기 제작시 사용한 도지미로 추정된다. (잔고 6.5㎝, 잔폭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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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토유물로 본 요업시기
각각의 가마터에서 수습된 유물을 도면과 함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유물들
이 수습된 가마의 요업시기를 토기, 도자기, 옹기로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창녕읍 외부리의 바깥가마실과 평동 토기가마터는 바깥가마실과 평동마을의 뒤 야
산의 계곡부에 해당한다. 이곳들은 현재 가마의 벽체가 육안으로 다량 확인되며 특히
평동 토기가마터는 지금도 토기의 퇴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며, 가마는 지금
퇴적된 토기들보다 산의 정상부쪽에 가깝게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깥가마실 토기
가마터는 삼국시대 회청색 경질토기편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흑백상감이 가미된 분
청사기편과 백자편이 수습되고 그 뒤로 소형급의 민묘군이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삼
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생활의 터전이 되었던 곳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평동 토기
가마터에서 수습된 유물은 대부분 대호에 해당되며 그 외에 타날문이 시문된 토기편
과 작은 호편도 수습되었다. 이곳에서 수습된 대호편들은 지난 1995년 국립진주박물
관에서 조사한 ‘창녕 여초리 토기가마터’에서 출토된 유물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
이며 인근한 고분군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거리상 여초리가마
터에서 만든 대호는 교동고분군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평동 토기가마터에서
제작된 대호는 인근한 곳에 대형의 고분군이 있어 공급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
정해 볼 수 있겠다. 현재 여초리 가마터의 요업시기가 5~6세기대로 편년되는 것을 볼
때 외부리 평동토기가마터도 그와 동일한 시기에 요업활동이 이루어 진 것으로 생각
된다.
성산면 대산리의 토기가마터는 지방도로의 개설과 집의 건축으로 인해 파괴된 가
마로 추정된다. 토기편을 비롯하여 기와편, 벽체편들이 수습되나 확실한 가마의 위치
는 알 수 없다. 병구연부편, 호 구연부편, 잔, 개 구연부편, 동체부편 등 다양한 토기편
과 고식기와편이 확인되었다. 파상문이 시문된 토기편이나 구연이 S자형으로 말리고
동체부에 격자타날문이 시문된 호 동체부편, 삼각집선문이 시문된 다량의 동체부, 구
연부편을 볼 때, 통일신라시대 7~8세기대의 것으로 사료된다.
부곡면 청암리 점촌의 뒷산의 능선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되는 분청사기가마터에서
는 사천시 곤양면 송전리, 진주시 수곡면 효자리, 대곡면 월아리, 양산시 원동면 화제
리 지나마을일대의 분청사기가마터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유사하다. 외면에는 무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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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내면에는 3조의 선문을 시문한 다음 그 위에 포도문(육원문)이나 국화문 등을 시
문하는 수법으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초기분청의 전형적인 경향을 보이며 15
세기 전반의 대접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태토비짐받침도 확인되어 가마
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전성기의 분청사기는 물론 귀얄분청사기
와 무문의 분청사기(일명 회청사기)도 확인됨에 따라 최소 100년 이상 요업활동이 행
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뺷세종실록 지리지뺸에 기록된 경상도지역의 자기소 중에서
자기소 진주시 효자리, 월아리, 사천시 송전리 포곡마을에서도 같은 특징의 유물이
발견됨에 따라 태토의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창녕지역에서도 당시의 유행에 따르는
자기들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창녕이라는 지리적 입지조건이 이러
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창녕 지역은 밀
양, 합천, 산청, 사천, 양산, 김해 등 당시 분청사기의 주요 제작 지역의 가운데 자리하
고 있으며 삼국시대부터 고도의 토기문화가 발달하여 왔고 또한 인접한 밀양, 합천,
김해 등 지역에서의 장흥고가 설치되었을 만큼 분청사기의 중심지가 있었던 지역에
서 문화적 유입이 용이한 이점을 띠고 있었다고 볼 때 분청사기가 제작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즉 경남이라는 전체적인 문화적 카테고리 안에서 도자 제작기술의 전파와 이동이
용이했다는 점과 당시 경기도나 충청도에서 유행한 이러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은
경남지방이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제작에 뒤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곳은 낙동강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 수송이 유리한 곳에 위치하
며 낙동강을 따라 당시 창녕군과 영산읍으로 분청사기를 공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
다.
옹기가마터는 성산면 대산리 월곡마을과 부곡면 노리 점촌 두 곳에서 확인되었다.
성산면 대산리 월곡마을은 해발 450m이상 높은 산의 서쪽사면에 위치한다. 또한 주
변으로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산의 정상부에서 내려오는 수원이 있어
가마터의 입지조건은 물론 사람들이 입지하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월곡마
을의 옹기가마터는 백천마을과 월곡마을을 잇는 도로의 개설과 감나무 가수원의 개
설로 파괴된 것으로 보이며 확인되는 벽체편과 옹기편으로 추정할 때, 조선후기의 옹
기가마로 추정할 수 있다. 또 부곡면 노리 점촌의 옹기가마터는 비리산의 남서사면에
위치하며 앞쪽으로 낙동강이 흐르고 있어 옹기를 제작하여 수송의 용이함을 띠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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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에 위치하여 수요와 공급이라는 생산체제의 효율적인 위치에 입지하고 있다.
이 곳은 1960년대까지 사람이 살았다고 전해지며 인근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1960년
대까지 요업활동이 있었다고 말한다. 유물로 확인해 볼 때도, 광명단이 사용된 흔적
이 없고 기벽이 약간 두터운 감이 있어 1960년대 이전 광명단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의 옹기가마터로 판단된다.

Ⅳ. 맺음말
유물들의 제특징과 가마의 입지조건을 살펴보고 그들의 각각의 요업활동 시기를
알아보았다. 이번 창녕지역 가마터 지표조사는 창녕군에 흐르는 수계를 중심으로 하
여 뺷한국지명총람뺸에 나타난 가마터가 존재하였던 마을의 이름과 유사한 지명4)을 찾
아 조사하여 일부 국한된 지역에 대한 단편적인 조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조사된
지역 이외에도 가마터의 존재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로 인해 얻어진
성과는 크다.
첫째, 창녕지역의 태토의 악조건 속에서도 가마터 존재가 확인되어 최초의 가마터
소개라는 점과 둘째, 토기뿐만 아니라 당시 유행에 따른 분청사기 가마터의 확인이라
는 점이다. 셋째, 창녕군 내의 하천을 중심으로 유적이 분포하거나 큰 하천인 낙동강
과 멀지 않은 곳에 유적이 입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마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절
대적인 관계를 따져 볼 때 다들 크게 수계에서 벗어나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마터 중에 무문별한 과수원의 조성과 계단식
경작으로 인해 가마가 무참히 파괴된 예가 많았으며 이에 따라 수습되는 편이 소량에
불과하였다. 조금 더 경작과 개발이 진행되기 전에 가마터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어
가마의 파괴가 최소화되는 것이 하나의 바람이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계속적으로 경남일원의 가마터 조사를 실시하여 경남 일원의
지방 도자사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4) 사기골, 사기막, 사기정, 독점, 옹동, 너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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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 창녕읍 외부리 바깥가마실 토기가마터 원경(동→서)

도판 2. 창녕읍 외부리 바깥가마실 토기가마터 전경(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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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 창녕읍 외부리 평동 토기가마터 원경(북→남)

도판 4. 창녕읍 외부리 평동 토기가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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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 창녕읍 외부리 평동 토기가마터 토기 퇴적양상

도판 6. 창녕읍 외부리 수습 벽체
(①,②: 평동 토기가마, ③: 바깥가마실 토기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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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7. 창녕읍 외부리 평동 토기가마터 수습유물 Ⅰ

도판 8. 창녕읍 외부리 평동 토기가마터 수습유물 Ⅱ

-+-

昌寧地域 가마터 新例 報告 23

도판 9. 성산면 대산리 월곡마을 옹기가마터 원경(북→남)

도판 10. 성산면 대산리 월곡마을 옹기가마터 원경(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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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1. 성산면 대산리 월곡마을 760번지 토기가마터 원경(동→서)

도판 12. 성산면 대산리 월곡마을 760번지 토기가마터 수습유물(①~⑨)
성산면 대산리 월곡마을 옹기가마터 수습유물(⑩~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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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3. 부곡면 청암리 점촌 분청사기가마터 원경(동→서)

도판 14. 부곡면 청암리 점촌 분청사기가마터 수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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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5. 부곡면 노리 점촌 옹기가마터 원경(남서→북동)

도판 16. 부곡면 노리 점촌 옹기가마터 수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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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대 가마터의 조사와 발굴
번역：신

용민

[목 차]
Ⅰ. 건국이래 발굴된 자기가마터 개요
1. 동한시기 자기가마터
2. 위진남북조시기의 자기가마터
3. 수당오대의 자기가마터
4. 송원(요․금)시기의 자기가마터
5. 명대의 자기가마터
Ⅱ. 자기가마와 자기주제의 연구와 토론
1. 중국자기의 기원문제에 관한 토론
2. 청화자기 기원문제에 관한 토론
3. ‘官’과 ‘新官’字가 새겨진 도자기 산지에 관한 토론

Ⅰ. 건국이래 발굴된 자기 가마터 개요
도자기 가마터의 조사와 발굴조사작업은 신중국 건립 이전(1949년:역자주)에는 매
우 드물어서 연구작업은 겨우 문헌자료의 고증과 전세된 자기의 시대를 판단 하는데
에 불과하였다. 신중국이 건국된 이후에는 고고학 조사의 발전에 따라 각 시대의 유
적, 무덤, 창고 등지에서 서로 다른 가마의 계통인 자기가 끊임없이 발견되었고, 어떤
것은 절대연대를 추론할 수 있는 것도 있었다. 이와 동시에 도자기가마 유적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아울러서 중요 가마터에 대하여는 발굴이 진행되었으
며 중요한 과학자료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의 전개는 중국 도자발전사의
연구를 촉진하였을 뿐 아니라, 자기생산과 관련된 고대무역, 외국과의 교통, 수공업
경제의 발전 등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켰다. 이제까지 건국이
래 발견된 가마터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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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한시기의 자기가마터
1970년대 저쟝성 상위현(浙江省 上虞縣)에서 동한시기의 가마터가 발견되었고,1) 계
속하여 저쟝성의 닝포(寧波),2) 롱쟈(永嘉),3) 위야오(余姚)4) 및 쟝수성(江蘇省)의 이싱
(宜興)5) 등지에서 동한시기의 청자가마터가 발견되었다. 상위현(上虞縣)의 가마터의
분포가 가장 밀집하면서 퇴적층도 가장 두껍다.
상위현의 동한시대 청자가마는 산 구릉부에 만들어져 있는데, 구릉의 경사도를 이
용하여 좁고 긴 경사형 가마형태이다. 길이는 10m로 가마는 나팔형과 복발형 받침,
원형 및 쌍족형 받침병 등을 갖추고 있다. 상위(上虞)에서 발견된 동한가마터 중 ‘상
포공사 소선단 가마’(上浦公社 小仙壇), ‘석포대대 가마’(石浦大隊)에서 출토된 청자는
품질이 높고 유색이 담청색으로 광택이 있는데 두께 0.1-0.2cm의 것이 있다. 자기의
태토는 단단하고 치밀하면서, 옅은 백색을 띄고서 유약과 흙의 결합이 견고하다. 기
형은 罍(큰 접시), 壺, 罐(옹형 항아리), 盤(대접) 등이 있다.
小仙壇 가마터에서 출토된 청자 罍는 과학적 측정 시험에 근거하면 소성온도가 이
미 1310°±20°C에 이르렀고, 물 흡수율은 0.16-0.5%이며, 습기투과율은 0.62% 정도이
다. 강도는 710Kg/㎡ 정도이고 자기토 중 산화철(Fe₂
O₃)과 산화규소(TiO₂)의 함량이
1.56-2.4%와 0.97%, 이산화규소(SiO₂)는 75.40-76.07%, 산화알루미늄(Al₂O₃)의 함량
은 15.94- 17.73% 이다. 이 수치를 근거로 동한시기의 청자는 이미 자기의 각종 조건
을 갖추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상위(上虞)의 동한 청자가마터에서는 청자 외에 黑釉
瓷器도 만들어 졌다. 흑유자기의 유약층은 얇고, 광택은 비교적 떨어진다.
이밖에 청자가마터에서는 인화문 경질도기(印紋硬陶)도 함께 제작되었는데 청자기
형 중의 直口雙系罐, 四系罐(구연이 직립인 손잡이가 2개 달리거나 4개달린 항아리),
罍, 盤口壺 등에서 보이는 문양의 장식으로는 견부에 물결문양, 그물문양 등이 있는
데, 이들은 모두 인화문 경질도기의 기형과 문양장식과 비슷하다. 이런 발견은 인화
문 경질도기와 청자간의 관련성 연구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1) 1. ｢新中國陶瓷考古的主要收獲｣, 뺷文物뺸 1956-9. 2. ｢三十年來我國陶瓷考古的收獲｣, 뺷故宮博物院
院刊뺸 1980-1. 3. ｢關于我國陶瓷起源的看法｣, 뺷文物뺸 1978-10.
2) ｢浙江寧波漢代瓷窟調査｣,뺷考古뺸 1980-4
3) 1. 同 1). 2. ｢三十年來浙江文物考古工作｣, 뺷文物考古工作三十年뺸.
4) 1. 同 1). 2.同 3). 2.
5) ｢江蘇文物工作三十年｣, 뺷文物考古工作三十年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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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진남북조시기의 자기 가마터
위진남북조시대인 300여년의 기간은 청자의 제작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고분
발굴유물에서 보면 주요 부장품으로 이미 청자가 도기를 대체하였다. 예를 들어, 저
쟝성(浙江省) 황옌(黃岩)의 진(晉)대 고분 32기에서 출토된 자기 123점 중 도기는 겨우
70점이었다.6)
이 시기의 자기가마는 여전히 대부분 남방에서 발견되는데, 그 중 저쟝성(浙江省)에
서 그 분포가 가장 밀집하며, 일부는 제작 시간이 수세기를 걸쳐 계속되기도 하였다.
자기가마가 가장 많이 발견된 저쟝성에서는 상위(上虞),7) 닝포(寧波), 위야오(余姚),8)
인시엔(鄞县)9), 샤오산(肖山),10) 찐화(金華),11) 롱쟈(永嘉),12) 위항(余杭), 더칭(德清),13)
우싱(吴興)，린하이(臨海)，샤오싱(紹興),14) 리쉐이(麗水),15) 펑화(奉化) 등지에서 가마
터가 있다.16) 가마터의 연대는 삼국시대에서 남조시대까지 제작된 곳도 있고, 일부는
동진(東晋)에서 남조시대까지이며, 일부는 남조에서 당․송시대까지 지속적으로 구어
낸 곳도 있다. 공예 기술상 부단한 발전을 해왔고, 각기 특징있는 청자가마의 계통을
형성하였다. 이밖에 쟝수성(江蘇省)의 이싱(宜興),17) 쟝시성 펑청(江西 豊城), 푸지엔성
(福建)의 푸져우(福州)와18) 찐쟝(晋江),19) 후난성(湖南)의 샹인(湘陰),20) 스촨성(四川)의
6) ｢黃岩秀岭水庫古墓淸理報告｣, 뺷考古學報뺸 1958-1.
7) 1. ｢浙江上虞發現晋代瓷器遺址｣, 뺷考古뺸 1955-5. 2. 『南京出土六朝靑瓷』文物出版社, 1957.
8) 1. ｢邢越二窟及定窟｣, 뺷文物뺸 1953-9. 2. ｢再談越器｣, 뺷文物뺸 1954-5. 3. 뺷中國靑瓷史略뺸, 上海人
民出版社, 1956. 4. ｢浙江余姚靑瓷窟址調査報告｣, 뺷考古學報뺸 1959. 5. ｢余姚窟瓷器探討｣, 뺷文物뺸
1958-8.
9) 1. 同 8). 5. 2. ｢浙江鄞縣古瓷窯址調査紀要｣, 뺷考古뺸 1964-4. 3. ｢調査浙江鄞縣窖址的收獲｣
10) 1. ｢浙江蕭山縣上董越窯窯址發現記｣, 뺷文物뺸 1955-3. 2. ｢簫山縣石蓋村發現古窯址｣, 뺷文物뺸
1957-4. 3. ｢最近調査古代窯址所見｣, 뺷文物뺸 1955-8.
11) 1. ｢浙江金華靑瓷窯址調査｣, 뺷考古뺸 1965-5. 2. ｢從浙江武義墓葬出土物談婺州窯早期靑瓷｣, 뺷文
物뺸 1981-2.
12) 1.同 10). 3. 2. ｢溫州西山窯的時代及其與東甌窯的關系｣, 뺷考古뺸 1962-10. 3. ｢溫州地區古窯址調
査記略｣, 뺷文物뺸 1965-11.
13) 1. ｢德淸窯調査記｣, 뺷文物뺸 1957-10. 2. ｢德淸窯瓷器｣, 뺷文物뺸 1959-12.
14) 同 1)
15) ｢浙江省龍泉縣靑瓷窯址調査發掘的主要收獲｣. 뺷文物뺸 1963-1.
16) 1.同 1). 1. 2.同 1). 2.
17) 1. ｢宜興發現六朝靑瓷窯址｣, 뺷文物뺸뺸 1960-2. 4. ｢宜興湯渡村古靑瓷窯址掘簡報｣, 뺷文物뺸1964-10.
18) ｢福州發現本省最早的窯址｣, 뺷文物뺸 1962-9.
19) ｢調査閩南古代窯址小記｣, 뺷文物뺸 1957-9.
20) 1. ｢從湘陰古窯址的發掘看岳州窯的發展變化｣, 뺷文物｣ 1978-1. 2. ｢岳州窯遺址調査報告｣, 뺷文物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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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뚜(成都),21) 총라이(邛崍),22) 신진(新津)23) 등지에서도 양진에서 남조시대의 청자가
마가 발견된다. 아래에는 몇 곳의 자기가마가 발견된 것이다.
1) 저쟝성 상위현(浙江省 上虞縣) 가마터
차오어강(曹娥江) 중류 양안에 분포한다. 동한시대부터 자기를 제작하여 당․송시
대까지의 가마 바닥이 남아 있다. 가마의 시기가 길고 가마터의 분포 또한 밀집한데,
약 100기 정도로 산 구릉에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긴 경사형 가마형태이다.
이 시기에 사용한 제작도구는 이미 동한시기때보다 복잡해져서, 이빨형과 못형받
침과 점주(墊柱, 받침)등이 발견된다. 주로 제작된 기형은 완(碗), 대계호(帶系壺:손잡
이가 달린 항아리), 절연세(折沿洗), 웅족연(熊足硯), 벽사수주(辟邪水注) 등이 있다. 그
릇 외면에는 획을 긋거나 인문을 새겼으며, 파도문, 연판(蓮瓣)문, 그물문과 용, 봉황,
닭, 토끼 등 동물로 이루어진 대상인(带狀印)문도 있다. 남경(南京) 조사강(趙士岡)에서
출토된 赤烏 14년(251년)이 기년이 새겨진 청자호자(青瓷虎子)에는 “会稽上虞師袁宜
造”의 글자가 새겨져 있어,24) 上虞의 가마는 전문적으로 자기를 제작하는 공장이 있
었음을 알수 있게 하고, 또한 일반적인 작은 民窯가 아님을 알려준다.
2) 저쟝성 샤오산(浙江省 肖山窯) 가마
肖山窯의 분포범위 또한 비교적 넓은 편인데 진화취(進化區) 마오완리(茅灣里) 일대
가마터의 연대가 가장 이르다. 가마형태와 도구는 上虞窯와 비슷하다. 그릇은 나선무
늬완 위주이고 두께가 비교적 얇고, 태토는 세밀하고 딱딱한 편이다. 상동촌(上董村)
과 석개촌(石盖村)에 있는 가마터에서는 자기의 종류가 비교적 많고 기형에는 완, 웅
족연(熊足硯), 대문고리를 단 반구호, 천계호(天鷄壺), 등잔 등이 있다. 유색의 특징은
선명하면서 청록색, 담청색이나 청색에 황색을 띤다. 자기 구연부에는 갈색의 반점을
더하였는데 이것은 양진(兩晋)청자 장식의 특징을 이룬다.

21)
22)
23)
24)

1953-9.
｢靑羊宮古窯址試掘簡報｣, 뺷文物뺸 1956-6.
｢川西古代瓷器調査記｣, 뺷文物뺸 1958-2.
｢新津縣鄧雙鄕發現古代窯址二處｣, 뺷文物뺸 1957-1.
同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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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져장성(浙江省) 德淸窯와 余杭窯
德淸窯의 청자는 상위, 사오산 가마와 비슷하나 德淸窯는 청자 뿐만아니라 흑유기
(黑釉器)도 제작 생산하였다. 흑유의 유약층 두께는 불균등하여 두꺼운 층은 칠흑색을
띄고 얇은 부분은 엷은 갈색을 띄고 있다. 기형은 雙系罐(손잡이가 둘달린 항아리), 鷄
首壺, 盤口壺(호의 견부에는 방형 다리모양의 손잡이가 장식됨), 碗, 盤, 熊足硯 등이
있고, 문양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余杭窯도 흑유기를 제작하였는데 주로 계수호를
제작하였고, 대중소의 3가지 형태를 가지며 생산량이 매우 많다. 이미 발견된 기년묘
(紀年墓)인 항저우(杭州)의 흥녕(興寧) 2년(364년)의 고분에서 흑유기가 출토되었는
데,25) 이것으로 흑유기가 출현한 연대는 동진(東晋) 흥녕(興寧) 2년보다 늦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4) 장수성 이싱현(江蘇省 宜興縣) 均山窯
宜興縣 鈞山窯에서는 오랜 기간동안 자기를 제작하였다. 일찍이 동한시기에는 청
자를 제작하였고, 또한 삼국양진(三國兩晋)에서 남조(南朝)시대의 가마터도 상당수 발
견되며 송․원(宋․元)시대에도 계속해서 청자를 제작하였다. 가마는 긴 경사형의 용
요(龍窯)이고 도구로는 갑발, 이빨 모양의 받침과 점토덩어리 등이 있다. 갑발의 출현
은 자기 제작 공예상의 커다란 진보가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주로 鉢, 雙復系罐, 손
잡이가 달린 盤口壺 등이 제작되었다. 유색은 옅은 녹색에 황색을 띄고, 혹은 회청색
도 있다. 태토는 황백색이고 장식 문양은 상위, 사오산요의 것과 비슷하여 그릇의 견
부와 동체부에 사선의 방격그물문, 연주문, 깃털모양의 문양 등이 있다. 남경에서 발
견된 기년이 있는 감로(甘露) 원년(265년)의 고분중 출토된 靑瓷羊의 유약은 청록색이
고, 기면 위에 그린 장식 문양이나 조형 및 공예는 상당히 정교하고 아름답다. 이것과
宜興 周處墓에서 출토된 청자기와 남경지역의 六朝시대 무덤에서 출토된 청자기는
모두 鈞山窯에서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위진시대의 북방지역에서 발견된 자기 가마는 지금까지 단 한곳 뿐인데, 산둥성(山
東省) 즈뿌오시(淄博市) 즈뿌오요(淄博窯)로26) 靑釉器를 제작하였고, 기형은 민간에서
자주쓰는 碗, 盤, 罐, 鉢 등이다. 그러나, 북방지역의 고분에서는 다양한 유색의 자기
25) ｢杭州晉興寧二年墓發掘簡報｣, 뺷考古뺸 1961-7.
26) ｢山東淄博市淄川區磁村古窯址試掘簡報｣, 뺷考古뺸 1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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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괄 출토되었는데, 그 중 허베이성(河北省) 징시엔(景縣) 펑씨(封氏)고분군에서 출
토된 青釉蓮花尊은 북방 청자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27) 그 형태제작과 태토 및 유
약은 남방 자기 가마에서 출토된 청자와는 현저한 구별이 있어서 자기는 태토가 두껍
고 그릇이 무겁고 유약색은 푸른색에 황색빛이고 꽃문양 장식을 붙였다. 태토의 함유
성분 또한 남방의 청자와 다르다. 허베이성(河北), 허난성(河南), 산시성(山西) 등지에
서 발견된 동위(東魏), 북제(北齊)의 기년(紀年)이 있는 고분 출토의 청자는 모두 이러
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청자 외에 이 시기의 고분에서는 백자와 흑자도 발견된다. 허
베이성 핑산(平山) 북제(北齊) 천통(天統) 2년(556년) 崔昴의 무덤에서 출토된 黑釉四系
罐이 그 예이다.28) 허베이성 찬황(贊皇) 북제(北齊) 무평(武平) 6년(576년) 李希宗 부부
묘에서도 흑유자기의 조각이 발견되었는데29) 유약이 칠흑색이고 광택이 있다. 남방
요에서 출토된 흑유자기와는 기형과 태토 및 유약에서 다르므로 이것은 분명 북방 자
기요에서 생산한 것이다. 이외에도 허베이성 츠시엔(磁縣) 동진촌(東陳村) 북제(北齊)
묘,30) 허난성 푸양(濮陽) 북제(北齊) 李云墓,31) 안양(安陽) 북제(北齊) 范粹墓32) 등 연
대가 기록되어 있는 고분에서 진한 갈색과 황색 유약의 자기가 출토되었다. 주의할
만한 것은 范粹墓에서 출토된 9점의 백자로, 지금껏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빠르고
완전한 백자다. 그 유약의 색은 유백색이며, 일부는 유약 아래에 녹색으로 시문하였
다. 이런 백자와 각종 다른 유약색의 자기를 생산한 北齊시대의 가마터는 아직 발견
되지 않았다.

3. 隋․唐․五代의 자기 가마터
隋는 통일된 정권을 건립하였고, 경제를 발전시킴에 따라 자기생산도 수공업경제
상 나날이 중요해져갔다. 수나라의 고분에서 출토된 자기는 수량과 품질 및 종류 모
두가 이전에 비해 풍부해졌다. 후베이(湖北) 우한(武漢) 저우쟈따완(周家大湾) 隋墓에
서33) 출토된 60여종의 자기와 허난(河南)안양(安陽)의 張盛墓,34) 산시(陝西) 시안(西安)
27)
28)
29)
30)
31)
32)

｢河北景縣封氏墓群調査記｣, 뺷文物뺸 1957-3.
｢河北平山北齊催昂墓調査報告｣, 뺷文物뺸 1973-11.
｢河北贊皇東魏李希宗墓｣, 뺷考古뺸 1977-6.
｢河北磁縣東陳村東魏墓｣, 뺷考古뺸 1977-6.
｢河南濮陰北齊李云墓出土的瓷器和墓志｣, 뺷考古뺸 1964-9.
｢河南安陰北齊范粹墓發掘簡報｣, 뺷文物뺸 1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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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李静訓,35) 姬威36) 등 귀족들의 고분 등이 그 예인데, 청자, 백자, 百釉彩绘 등 유색
이 아름다운 자기들이 출토되었다. 隋代에 자기를 생산해낸 가마터는 허베이 츠시엔
(河北 磁县),37) 취양(曲陽),38) 허난 공시엔(河南 巩縣),39) 안양(安陽),40) 쟝수 이싱(江蘇
宜興),41) 안후이 서우시엔(安徽 壽縣),42) 쟝시 펑청(江西豊城), 린촨(臨川),43) 푸지엔 푸
저우(福建 福州),44) 스촨 청두(四川 成都),45) 공라이(邛崃)46)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남
방의 일부 가마터인 저쟝 상위(浙江 上虞), 위야오(余姚), 닝뽀(寧波) 등지에서는 가마
가 빽빽하게 들어서 수백개의 가마터가 분포한다. 이곳은 동한이나 삼국시대부터 청
자를 만들기 시작하여 唐․五代와 宋代까지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隋代에 이르러서도
계속된다. 남방지역의 가마는 여전히 긴 경사진 언덕에 있는 용요(龍窯)형태가 위주이
다.
북방지역의 隋代 가마터는 비교적 적은 편인데, 최근에 발굴한 허난 안양(河南 安
陽窯)이 그 예이다. 안양가마는 안양시 북쪽 교외의 환허(洹河)에 인접해 있는데, 가마
는 도기 가마에서 원형직염(圓形直焰)가마로 발전해온 형태이다. 가마의 실내는 직경
이 약 1m, 도구는 구울때 받치는 받침대(支燒，墊燒)의 두 종류가 있다. 주로 생활용
구인 碗, 盆, 鉢, 甕, 四系罐, 高足盤 등이 많이 발견된다. 그외에 고분에서 주로 출토
되는 瓷器俑, 瓷器模型과 玩具 등의 그릇이 있다. 태토는 회백색이고 유약은 투명한
청록색을 띈다. 장식문양은 주로 조각하거나 그리거나 인화하는 것으로, 蓮花, 忍冬,
草葉, 파도문 및 삼각형문양이 주류이다. 북방의 기타지역에서 발견된 가마터에서도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武漢市周家大灣241號隋墓淸理簡報｣, 뺷考古뺸 1957-6.
｢安陰隋張盛墓發掘記｣, 뺷考古뺸 1959-10.
1. ｢西安西郊隋李靜訓墓發掘簡報｣, 뺷考古뺸 1959-9. 2.『唐長安城郊隋, 唐墓』, 文物出版社. 1980.
｢西安郭家灘隋姬威墓淸理簡報｣, 뺷文物뺸 1959-8.
｢河北磁縣賈璧村隋靑瓷窯址初探｣, 뺷考古뺸 1959-3.
1. ｢河北曲陰縣澗磁村定窯遺址調査與試掘｣, 뺷考古뺸 1965-8. 2. ｢調査平原, 河北二省古代瓷窯｣, 뺷文
物뺸 1952-1.
｢河南鞏縣古窯址調査紀要｣, 뺷文物뺸 1959-3.
｢河南安陰隋代瓷窯址的試掘｣, 뺷文物뺸 1977-2.
同 17).
｢壽州瓷窯址調査記略｣,뺷文物뺸 1961-12.
｢江西臨川南豐窯址調査｣, 뺷考古뺸 1963-12.
同 18).
同 21).
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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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청자와 유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隋代 고분에서 발견되는 백자는 제작 수준이
비교적 높고, 백색유약의 색조가 안정되고 백색의 색감이 높은 편이다. 일부 俑과 동
물의 표면에는 홍색, 황색, 녹색, 흑색 등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이것들은 모두
隋代의 자기 제작기술의 발전을 알 수 있게 하지만, 지금까지도 隋代에 백자만을 전
문적으로 제작한 가마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唐代는 중국 봉건사회 중기에 속하는 정치, 경제, 문화의 번영시기이다. 자기 수공
업도 당나라에서 동전 제작을 위하여 銅器 제작을 금지하였고 唐 중기 이후에 차 마
시는 문화가 성행함으로써, 자기로 만든 차도구의 수요량도 증가한다. 또한 대외무역
에 있어 자기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국내외적으로 각종 요소들이 자기의 발전에 충분
한 요인이 되었다. 唐代의 가마터는 이미 40여개의 省과 自治區에서 발견되었다.
북방지역에는 허베이 취양(河北 曲陽)47), 산시 양취엔 핑딩(山西 陽泉 平定)48)(이상
白釉瓷 생산) 산시 훈위엔(山西 渾源)49)(白釉 생산), 산둥 츠뿌어즈춘(山東 淄博磁村)50)
(靑釉 생산), 허난 안양 티엔시쩐51)(河南 安陽 天僖鎭)(白釉, 黑釉), 공시엔(巩縣)52)(白
靑釉 생산), 미시엔(密縣)53)(靑, 白, 黑釉), 덩펑(登封)54)(白, 黑釉), 허삐(鶴壁)55)(白釉),
후이시엔(輝縣)56)(白釉), 지아시엔(郏縣)57)(黑, 白, 黃釉) 등지 및 산시 통취엔 야오저우
(陕西 銅川市 耀州窯)58)(白, 靑, 黃釉), 위화(玉華窯)(靑, 白, 黑釉)가 있다.
남방지역은 이 시기 가마터의 80%를 차지하는데, 그 중 져쟝성에서 가장 많이 발견
되었다. 모두가 청자 가마터로, 상위(上虞)59), 닝뽀(寧波)60), 위야오(余姚)61), 린하이(臨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同 38).
同 1).
同 1).
同 26).
1.同 38). 2. 2. ｢古宮博物院十年來對古窯址的調査｣,『古宮博物院院刊』. 2.
同 39).
1. ｢河南省密縣, 登封唐宋窯址調査簡報｣, 뺷文物뺸 1964-2. 2. ｢河南密縣, 登封唐宋古窯址調査｣, 뺷文
物뺸 1964-3.
同 53).
｢湯陰縣鶴壁古瓷窯遺址｣, 뺷文物뺸 1956-7. 2. ｢鶴壁集印象｣, 뺷文物뺸 1957-10. 3. ｢河南省鶴壁集
瓷窯遺址發掘簡報｣, 뺷文物뺸 1964-8.
｢河南輝縣古窯址調査簡報｣, 뺷文物뺸 1965-11.
同 1).
1. 뺷陝西銅川輝州窯뺸. 科學出版社. 1963. 2. ｢輝州瓷窯分析｣ 뺷文物뺸 1955-4. 5. ｢瓷器淺說｣, 뺷文物뺸
1959-8. 6. ｢略談北方靑瓷｣, 뺷古宮博物院院刊뺸. 1.
｢記五代吳越國的另一官窯 — 浙江上虞縣窯寺前窯｣, 뺷文物 뺸 1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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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 찐화(金華)62), 리쉐이(麗水)63), 롱쟈(永嘉)64), 원저우(温州)65), 똥양(東陽)66)，주지
(諸曁), 승시엔(嵊縣)67), 시안쥐(仙居), 칭위엔(慶元), 우싱(吳興)68), 시앙산(象山)69), 인시
엔(鄞縣), 펑화(奉化)70), 루이안(瑞安), 황옌(黃巖)71), 란시(蘭溪)72) 등의 현에서 모두 唐
代 혹은 五代의 가마터가 발견되었다. 각 현에서는 그곳의 자기토를 이용해서 원료로
삼았기 때문에 생산품의 태토질, 유약색의 성분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결과 위에
(越), 오우(甌), 우(婺) 등 3가지 계열의 가마로 나눌 수 있다.
오우(甌)가마는 백색태토와 옅은 청색의 유약을 쓰고, 철 함량이 겨우 2% 정도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우(婺)가마는 태토의 색이 홍색을 띄고, 유약이 청갈색이며 철 함
량은 4% 정도이다.73) 위에(越)가마는 생산품의 질이 가장 우수하여 唐代 청자의 대표
작이라 할 수 있다. 져장성 뿐만 아니라 쟝수 이싱(江蘇 宜興)74)(靑釉)，쟝시 펑청(江
西 豊城)75)(靑釉)，저우쟝(九江)(靑釉, 白釉)，징더쩐(景德鎭)76)(靑釉, 白釉), 위에핑(樂
平)77)(靑釉, 黑釉), 롱난(龍南)78)(黃釉, 白釉), 린촨(臨川)79)(靑釉, 黑釉)，안후이 화이난
서우저우(安徽 淮南 壽州窯)80)(黃釉), 사오시엔 바이투(肖縣 白土窯)81)(黃釉와 白釉),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同 1).
同 8).
同 11).
同 15).
1.同 10). 3. 2.同 12).
同 12).
｢浙江東陰象塘窯址調査記｣, 뺷考古뺸 1964-4.
同 1).
｢浙江象山唐代靑瓷窯址調査｣, 뺷考古뺸 1979-5.
1.同 9). 2. 2.同 9). 3.
同 1).
｢浙江黃巖古代靑瓷窯址調査記｣, 뺷考古뺸 1958-8.
同 1).
同 3). 2.
同 17).
同 1).
｢景德鎭幾個古代窯址的調査｣, 뺷文物뺸 1953-9.
1. ｢樂平縣上華家瓷窯址調査記｣, ｢文物뺸 1964-1. 2. ｢江西樂平, 龍南兩縣發現古窯址｣, 뺷考古뺸
1966-5.
同 77). 2).
同 43).
同 42).
1. ｢肖縣調査記略｣, 뺷考古뺸 1962-3. 2. ｢安徽肖縣白土窯｣, 뺷考古뺸 19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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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湖南)의 시앙인 위에저우(湘陰 岳州窯)82) (靑釉), 창사(長沙)의 통관(銅官窯)83)에
서의 靑釉, 白釉，레이양(耒陽)84)의 靑釉, 白釉, 黑釉，롱싱(永興)의85) 靑釉，꽝똥(廣
東)의 차오저우(潮州窯)86)는 靑釉, 黃釉，산쉐이(三水)87)의 靑釉，광저우 시춘(廣州
西村窯)88)의 靑釉, 黑釉，까오밍(高明)89)의 靑釉，신후이(新會)90)의 靑釉, 黑釉，양쟝
(陽江)91)의 靑釉，푸어산(佛山)92)의 靑釉, 黑釉，남하이(南海)(靑釉, 黑釉)，꽝시(廣西)
의 텅시엔(藤县)93), 허푸(合浦)94)의 靑釉，푸지엔(福建) 찐쟝(晋江)95)의 靑釉, 黑釉，난
안(南安)96)의 靑釉，통안(同安)97), 지장러(將樂)98)(이상 모두 靑釉)，푸저우 티엔산마
링(福州 天山馬嶺)99)의 黑釉，스촨(四川)의 청두(成都)100)，공라이(邛崃)101)，신진(新
津)102)，꽌시엔(灌縣)，화양(華陽)103)，피시엔(郫縣)104)，쑤앙리우(雙流)105)는 모두 靑
釉로 唐代 혹은 五代의 가마터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몇 곳의 중요한 요지를 간
단히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82) 同 20).
83) 1. ｢長沙瓦渣坪唐代窯址調査記｣, 뺷文物뺸 1960-3. 2. ｢從兩次調査長沙銅官窯所得到的궤點收獲｣,
뺷文物뺸 1960-3. 3. ｢唐代長沙銅官窯址調査｣, 뺷考古學報뺸 1980-1.
84) ｢湖南耒陽, 永興等地發現古代窯址｣, 뺷考古뺸 1960-10.
85) 同 84).
86) 1. ｢廣東潮安北郊唐代窯址｣, 뺷考古뺸 1964-4 2. ｢從幾件瓷造像談到廣東潮州窯｣, 뺷文物뺸 1957-3.
3. ｢廣東潮州古瓷窯址調査｣, 뺷考古뺸 1975-5.
87) ｢佛山專區的幾次古窯址調査簡報｣, 뺷文物뺸 1959-12.
88) 1. 뺷廣州西村古瓷遺址뺸. 文物出版社. 1958. 2. ｢廣州西村發現北宋瓷窯建筑｣, 뺷考古뺸 1957-3.
89) 同 87).
90) ｢廣東新會官衝古代窯址｣, 뺷考古뺸 1963-4.
91) ｢廣東陽江石灣村發現古代窯址｣, 뺷文物뺸 1955-3.
92) 同 87).
93) 同 1).
94) 同 1).
95) 同 19).
96) 1. ｢福建南安石壁水庫古窯址試掘情況｣, 뺷文物뺸 1957-12. 2. ｢福建南安四都發現新石器時代遺址
和宋瓷窯窯址｣, 뺷文物뺸 1973-1.
97) ｢福建省同安窯址調査記略｣, 뺷文物뺸 1974-11.
98) ｢福建將樂縣發現唐代窯址｣, 뺷文物뺸 1959-9.
99) 同 18).
100) 同 21).
101) 同 22).
102) 同 23).
103) ｢四川華陽縣瑠廠調査記｣, 뺷文物뺸 1958-2.
104) 1. ｢成都附近古窯址調査記略｣, 뺷文物뺸 1966-2. 2. ｢四川崇寧縣鐵玷山的古窯址｣, 뺷文物뺸 1956-3.
105) 同 1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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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져장성 상림후(浙江省 上林湖) 연해지역의 越窯
이곳에서 30여곳의 가마터가 발견되었다. 이른 시기로는 東漢에서 東晋 시대의 청
자가 있고, 隋․唐․五代에서 北宋 초기에 제작이 성행하였다. 당나라의 루위(陸羽)가
저술한 『다경(茶經)』에서도 越窯가 기록되어 있다. 唐代에 제작한 종류는 풍부한데,
기형은 碗, 壺, 瓶, 罐, 鉢, 盒, 盤 등이 있고, 유색은 청황색이 위주이다. 광택이 있어
밝고 투명하다. 五代 이후에는 청회색과 청록색 등이 있다. 唐의 초기에는 그릇의 기
형이 단정하고, 태토가 불규칙하면서 두꺼우며, 회백색이나 옅은 회색을 띄고 있다.
注子, 天鷄壺, 鳳頭壺, 雙柄龍首壺, 唾盂 등이 그 예이고 일반적으로 표면에는 문양 장
식이 없다.
후기에는 태토의 두께가 얇고 태질이 세밀해지고 화도가 높아지며, 문양 장식이 점
점 복잡해진다. 장식기법은 그리거나 찍기 위주인데, 刻, 雕,鏤 등의 기법을 함께 사용
하기도 한다. 선은 조잡하면서 가늘게 변하는데 이것은 金銀器와 漆器에서 보이는 장
식기법을 모방한 것이다. 문양장식의 소재는 화훼위주의 도안으로 이루어지고, 꽃,
풀, 곤충, 물고기와 새, 동물과 인물로 장식한다. 가마터 내에서 龜蓮文 접시 한점이
출토되었는데, 접시 바닥에는 ‘太平戊寅’의 네글자가 있어, 이것은 宋代의 太平興國3
년(978년)에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접시는 北宋代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상위(上虞), 츠시(慈谿), 닝뽀(寧波), 인시엔(鄞縣), 펑화(奉化), 시앙산(象山), 린하이(臨
海) 등지의 청자가마의 제작품과 상림호 가마의 제작품은 매우 유사하여, 이것은 분
명 越窯계의 청자가마에 속하는 것이다.
일부 연대가 기록되어 있는 고분에서 출토된 越窯 청자는 越窯가마의 전성기때의
기형과 문양장식의 변화과정에 중요한 증거가 된다. 예를 들면, 시안(西安) 總章 元年
(668년)의 李爽의 무덤에서 나온 葫蘆瓶106), 浙江 紹興 元和 5년(810년) 王叔文의 무덤
에서 출토된 內劃粗線條花卉盤이107) 그것이다. 또 浙江 嵊縣 元和 14년(819년) 및 余
姚縣 大中 4년(850년)의 명문이 새겨진 甖이 있고108), 大中 4년의 항아리에는 墓誌 44
字가 새겨져 있다. 上虞縣 咸通 7년의 且軫의 무덤에서 출토된 高形杯는 위에는 덮개
가 있고 아래는 접시가 있으며, 잔의 몸통에는 291자가 새겨진 墓誌가 있다. 이 두 종
106) ｢西安羊頭鎭唐李爽墓的發掘｣, 뺷文物뺸 1959-3.
107) 同 3). 2.
108) 同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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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그릇에 있는 墓誌의 청자는 다른 가마터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다.109)
2) 후난성 시앙인시엔(湖南省 湘陰縣) 岳州窯
후난성(湖南省) 시앙시엔(湘陰縣)시내의 제방 일대에 산포하고 있다. 퇴적층이 가장
두꺼운 부분은 약 4m 정도로 兩晋․南朝시대에 이미 청자를 제작하였고, 隋․唐代에
성행하였다. 碗, 杯, 盤, 壺, 罐 등이 주로 제작되었고, 유약색은 청색이나 진한 녹색,
진한 황색 등 다양하다. 태토는 회백색, 갈회색이 있고, 장식기법은 印, 劃, 点彩, 雕塑
등이며, 문양은 蓮花, 券草, 幾何印文이 많이 보이며 이외에도 人物, 鴛鴦, 용머리, 코
끼리머리등을 장식하기도 한다. 발견된 도구로는 갑발이 가장 많고, 받침대, 기대, 크
고 두터운 덩어리 같은 것(墩子) 등도 발견되었다.
岳州窯에는 대량을 갑발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제작공예가 비교적 진보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釉下彩繪의 출현은 문양장식 기법이 상당히 진보되었음을 알 수 있
게 한다. 그러나 越窯의 것과 비교하면, 그 태토나 유약이 다소 조잡하고, 문양장식에
서도 비교적 간단하다.
3) 후난성 창싸시(湖南省 長沙市) 銅官窯
가마터는 창싸시(長沙市) 왕청시엔(望城縣) 書堂公社에 위치하는데, 통꽌쩐(銅官鎭)
의 스주후(石渚湖)의 남북쪽 연안에 위치한다. 면적은 약100만㎡ 이상이다. 경사를 가
진 긴 龍窯로 길이는 25미터 정도로, 생산품의 수량이 많다. 기형은 주로 壺, 碗, 盤
등이 주류를 이루고, 俑, 文具用品, 玩具 등도 적지 않아, 모두 20여종을 제작하였다.
태토색은 회백색이고, 그 질이 미세하고 매끄럽다. 겉에는 태토에 유약을 두르고, 다
시 청색이나 백색의 유약을 칠하였다. 유약 밑에는 황색, 갈색, 녹색으로 그림을 그렸
는데, 釉下彩繪는 長沙窯의 특징이다. 이는 찍기, 붙이기, 새기기, 그리기, 홈파기, 조
소, 투각하기 등의 기법을 결합시켜, 자기 위에 복잡한 문양장식이나 글귀(詩, 詞, 格
言, 款識, 紀年, 등)와 함께 구성하였다. 가마터에서 발견된 기년명이 있는 것은 ‘元和
三年’의 罐 손잡이의 도기 모형과, ‘大中九年’이라는 기년이 손잡이가 두개달린 항아
리의 동체부에 적혀있다. ‘□(咸)通十四年’의 기년이 적힌 罐 구연부편 등은 長沙窯에
서 자기 제작이 번성했을 시기가 唐 중기와 말기 였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109) 同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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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후이성 화이난시(安徽省 淮南市) 壽州窯
가마터는 화이난시 田家庵區 幸福公社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우시엔(壽縣)에서는
40km 정도 떨어져 있다. 가마는 4km 정도 연속되어 있는데 壽州窯의 가마는 圓形으
로, 일찍이 六朝시대에 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하여 隋, 唐代에는 성행하게 된다. 靑釉
외에도 주로 산화염으로 黃釉瓷와 攪釉瓷 등을 제작하였다. 도구로는 갑발이 있고 태
토는 백색, 진홍색, 회백색, 청회색 등을 띠고 있으며 태질이 조잡하고 균일하지 않다.
기형은 碗, 杯, 鉢, 注子 등 일용기 및 爐, 枕, 玩具 등이 있다. 安徽省의 肖縣, 浙江省
의 東陽, 廣東省의 潮安 등지에도 황색자기를 생산했던 唐代 가마터가 발견되었는데,
일부는 壽州窯의 영향 혹은 모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쟝시성 펑청시엔(江西省 豊城縣) 洪州窯
洪州窯는 최근에 발견된 것으로, 쟝시성 펑청시엔 曲江公社 羅湖大隊에 위치하며,
면적이 약 15,000㎡에 이른다. 퇴적층의 두께는 6m 정도로 일찍이 東晋, 六朝시기부
터 이미 청자를 제작하여 唐代에 성행하였다. 기형은 碗, 杯, 盅(손잡이가 없는 작은
잔), 高足盤, 鉢 등이 있고, 유색은 옅은 청색과 연황색을 띄고 있어, ‘蟹壳靑(게 등의
껍질 색깔과 같은 청색)’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진갈색이나 황갈색의 盞과 多系罐(손
잡이가 여러개 달린 항아리)이 있다. 연판문 문양에도 碗의 구연부에 한바퀴 두른 소
용돌이 문양을 찍은 것도 특징이다. 江西省지역의 唐代 고분에서 출토된 그릇은 이곳
에서 출토된 것과 비슷하다.
6) 스촨성 공라이시엔(四川省 邛崍縣) 邛窯
이곳은 四川省 공라이시엔(邛崍縣)의 固驛, 什方堂, 尖山子 등지에 위치한다. 南朝
시대에 제작하기 시작하여 唐代에는 제작이 성행하게 되는데, 長沙窯의 것과 비슷한
청색유에 갈색, 녹색의 채색자기이다. 가마는 긴 경사형의 龍窯이고, 도구 중에는 흔
히 보이는 갑발과 거치형 받침대, 支釘 외에도 環形板托 등이 있다. 이런 도구는 四川
省에서 발견되는 唐宋시대 자기가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唐代에 자주 보이는 기형
은 碗, 盤, 杯, 碟，壺, 罐, 鉢 등이 주요 생산품이다. 또한 많은 양의 동물형 완구 등의
자기 인형이 있다. 태토색은 회색이나 황색, 주홍색을 띄고, 청색유약 밑에 녹갈색이

-+-

14 東亞文化 創刊號

나 황색, 남색 등으로 채색한 것 외에도, 장식이 없는 것도 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成都 青羊宫, 華陽, 灌縣의 唐代 가마터 에서도 발견된다.
7) 광뚱성 광저우(廣東省 廣州市) 西村窯
廣州市에서 5km 정도 서북쪽에 떨어진 곳으로 가마터는 西村의 중심에 있는 明皇
帝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唐 末期에 제작하기 시작하고 五代를 거쳐 北宋까지 성행
하였다. 가마는 긴 경사형으로 길이는 35m 정도이며, 제작도구는 원통형과 깔때기형
의 갑발, 받침대, 받침고리 등이 있다. 또 함께 발견된 것 다량의 자기로 만들어진 공
구로써 인화모형본, 청동숟가락, 도자기농기구, 牙盘, 乳鉢, 乳杵 및 벼루, 접시 등 모
두 15종이다. 무늬장식에서는 새기기, 찍기, 그리기, 채색 등의 기법이 있고, 문양에는
화훼, 나뭇잎, 구름문이 주류이다. 청색유에 흑색 꽃을 그린 자기는 유색에 윤기가 나
고, 무늬장식이 고아하고도 힘이 있는 것이 이 가마의 특징이다. 동남아 지역의 것과
다소 거리가 있다.
8) 허베이성 취양시엔 지엔츠춘(河北省 曲陽縣 涧滋村) 定窯
이곳은 曲陽縣 중심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定窯는 북방의 유명
한 가마터이다. 唐 말기부터 시작하여 제작하였고, 발굴결과 元代까지도 계속 제작하
였음이 밝혀졌다. 五代의 가마는 말굽형으로 길이는 6.5m, 넓이는 2.6m, 굴뚝, 가마실,
불구덩이(火坑)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굴뚝은 장방형이고 가마실은 방형이며,
불구덩이는 반원형인데, 이 모두는 내화벽돌을 이용하여 쌓았다. 불구덩이내에는 목
탄찌꺼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남방의 가마와 같이 목탄을 원료로 쓴 것을 알수 있다.
제작도구는 갑발, 받침대 외에도 支圈 등이 있다. 定窯의 유물 중에는 구연부에 유약
이 없는 芒口器가 상당량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릇을 구울때 씌워서 제작하기위해
만든 것이다. 芒口器에 유약이 없도록 덮어씌우는 것은 사용할 때 종종 금은이나 동
을 상감하여 그릇의 미관과 실용성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가마터에서는 자기로 만든
도구인 쐐기, 실패, 철칼, 자기걸상 등이 있다. 잔존하는 북송대의 자기 작업장은 길이
가 3.5m, 넓이가 2.3m이며, 벽돌벽의 두께가 0.3m인 장방형 瓷泥槽(자기틀)이 발견되
었는데 일부는 길이 0.9m, 넓이 0.3m의 긴 돌로 쌓았다. 작업실과 공구의 발견은 定窯
자기의 제작공예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唐代에는 황, 녹, 청색, 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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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유자기가 많았고, 소량의 백자가 있다. 그러나 五代 이후에는 백자가 주로 제작
되었고, 흑․녹유기도 있다. 宋代의 定窯는 백색 유약에 꽃무늬를 찍거나 새긴 자기
가 성행하였고, 여전히 흑․녹유기도 함께 제작하였음을 문헌상에서 ‘黑定’, ‘紫定’,
‘綠定’으로 불리원진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기형은 완(碗), 접시(盤), 호(壺), 물버리는
그릇(洗), 합(盒) 등이 주류를 이루고, 태토는 고르고 백색으로 비교적 세밀하다. 유약
은 균일하고 깨끗하며, 무늬는 자유롭게 찍거나 굳고 힘있는 듯 새기었으며, 무늬장
식의 소재는 풍부하다. 좋은 일에는 주로 연화문에 잉어를 그린 것이 많고, 주위에는
모란문, 망우초, 날아다니는 봉황 등의 무늬 도안을 찍어내거나, 물고기 한쌍, 구름과
용, 원앙 등을 안에 새기고, 밖에는 연꽃잎을 무늬를 새겼다. 주의깊게 볼 만한 것은
가마터에서 발견된 몇몇의 문자가 있는 자료들인데, ‘尙食局’, ‘五王府’, ‘官’자 등의
명문이 있는 것들이다. 각지에서 唐, 宋, 遼代의 고분 및 유적 중 일찍이 많은 양의 백
자가 출토되었는데, 이 중 대부분이 定窯에서 생산한 것이다. 河北省 定縣의 塔墓 2기
에서 출토된 100여점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백자들이 그 예이다110). 그 중 몇몇의 자
기바닥에는 ‘官’이나 ‘新官’의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일부는 공급용 자기로, 이것은
분명 定窯에서 전문적으로 寺院에 공급하기 위해 제작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定
窯에서는 질이 비교적 조잡한 자기도 생산하였는데, 이것은 定窯에서 관청이나 궁궐
용으로 제작할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사용하는 것도 만들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북방지역의 唐代 자기 가마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백자를 주로 생산하였으
며, 동시에 흑, 청, 장(醬), 황, 백유 녹채(綠彩), 흑유 남채(藍彩), 안은 백유이고, 겉면은
흑유인 자기 및 교유(攪釉:유약을 섞어서 제작), 교태(攪胎:태토를 섞어 제작), 삼채 등
각종 다른 유색의 자기들을 함께 제작했다. 발견된 가마는 모두 원형, 타원형이나 말
발굽형이다. 백자는 定窯의 것이 대표적으로 유약색이 유백색이고, 그릇 형태가 남방
에서 제작된 청자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북방지역은 원형요에서 각종 유색자기를
제작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이미 유약을 다양하게 배합하여 제작하는 방법과 자기를
구울때의 불조절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것은 唐代에
자기 제작공예가 또 한번 진보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110) ｢河北定縣發現的兩座宋代塔墓｣, 뺷文物뺸 1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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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宋․元(遼~金)時代의 가마터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宋․元시대에는, 수공업 작업장과 도시중심지가 출현하고,
조정에서의 자기 수요량이 나날이 증가하였으며, 국내외 무역이 점차 발달하게 되어
자기 가마의 수량도 급증하였다. 소성제작 기술, 장식기법 및 유약색의 변화 등에서
모두 두드러진 성과를 얻었다. 궁정전용의 자기를 제작하는 官窯가 출현하였는데, 이
들은 모두 궁정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감시를 하였다. 송나라 太平興國(976-983) 시기
趙仁濟를 越州窯에 파견하여 감시하도록 하였고, 景德(1004-1007) 연간에는 관리를 饒
州窯에 파견하여 자기의 품질을 향상토록 하였다. 이런 관요들은 또한 주위의 민요
제작기술을 향상시키는데에 영향을 끼쳤고, 다투어 관요의 제작품들을 모방하게 되
어, 각지에 다른 풍격과 다양한 유약색 및 문양을 자기요系를 형성하게 하였다. 唐과
五代때의 유명한 越窯와 定窯 외에도 耀州, 龍泉, 景德鎭, 建, 磁州, 鈞, 霍窯 등 그들
의 톡득한 자기를 제작하는 유명요 들이 출현하게 된다.
또한, 해외무역이 발달함에 따라 자기는 중요한 해외판매 상품이 되어, 수출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해지역 각지에도 다량의 자기가마가 출현한다. 제작품에는 내
륙의 유명가마를 모방한 것도 있고, 일부는 해외에서 선호하는 것들도 있다. 宋․元
시기의 자기가마는 현재 90개의 省과 市, 自治區 및 132개의 縣, 市에서 발견되었는
데, 일부는 몇백여 곳이 넘는다. 북방지역에서는 河南省에서 가장 많이 발견었다. 예
를 들어 安陽111), 林縣112), 淇縣113), 鶴壁114), 輝縣115), 修武116), 禹縣117), 臨汝118), 郟
縣119), 寶豊120), 魯山121), 密縣, 登封122), 滎陽123), 宜陽124), 內鄕125), 新安126) 등지의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同 1). 2. 同 51). 2.
同 1).
同 1).
同 55).
同 56).
｢談當陽峪窯｣, 뺷文物뺸 1954-4.
1. ｢禹州之行｣, 뺷文物뺸 1975-6.
｢汝窯的我見｣, 뺷文物뺸 1951-2. 2. ｢汝窯址調査簡報｣, 뺷文物뺸 1956-12. 3. ｢汝窯址的調査與嚴 和
店的發掘｣, 뺷文物뺸 1958-10. 4. ｢江南省臨汝縣宋代汝窯遺址調査｣, 뺷文物뺸 1964-8
同 117).
同 118).
｢河南魯山段店窯｣, 뺷文物뺸 1980-5.
同 53).
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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縣이 그 예이다. 河北省에서는 曲陽127), 磁縣128), 邯鄲129) 등에서 발견되고, 山西省에
는 太原130), 介休131), 霍縣132) 및 陽泉, 高平, 大同, 懷仁과 渾源 등이 있다133). 山東省
의 淄博134), 泰安135)에서도 발견되었고, 甘肅省에서는 蘭州136), 天水137) 등이 있다.
陝西省에는 銅川138), 栒邑139) 등의 縣에서 찾아볼 수 있다.
遼代의 가마터는 북경시 龍泉務140), 遼寧省 赤峰141), 內蒙古 昭烏達盟 등지142)에서
발견되었다. 남방지역에서는 여전히 折江省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福建省, 廣東省
등의 연해지역에서도 많은 가마터가 발견되었다143).
각 성별 가마터를 예를 들면, 折江省의 杭州, 臨按, 餘杭, 上虞, 寧波, 余姚144), 慈谿,
鄞縣145), 臨海, 金華146), 麗水147), 永嘉148), 瑞安, 溫州149), 東陽150), 蘭溪, 無義, 諸曁,
黃巖151), 嵊縣, 新昌, 仙居, 文成, 龍泉152), 雲和153), 遂昌154), 泰順, 江山 등의 현과 시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同 118).
同 1).
1. ｢江南省新安縣古瓷窯遺址調査｣, 뺷文物뺸 1974-12. 2. ｢新安古窯址的新發現｣, 中 1978-1.
同 38).
1.同 38). 2. 2.同 51). 2.
1. ｢觀台窯址發掘報告｣, 뺷文物뺸 1959-6. 2. ｢磁州窯遺址調査｣, 뺷文物뺸 1964-8.
｢孟家井瓷窯遺址｣, 뺷文物1뺸 1964-9.
｢山西介休洪山鎭宋代窯址介紹｣, 뺷文物뺸 1958-10.
｢山西霍縣發現重要瓷窯｣, 뺷文物뺸 1980-2.
同 1).
同 26).
同 1).
同 1).
1.同 1). 2. ｢中國瓷器史上存在着的問題｣, 뺷文物뺸 1963-1.
同 58).
｢陝西新發現的兩處古瓷窯遺址｣, 뺷文物뺸 1980-1.
｢北京門頭溝區龍泉務發現遼代瓷窯｣, 뺷文物뺸 1978-5.
｢赤峰缸瓦窯村遼代瓷窯調査記｣, 뺷考古뺸 1973-4.
｢林東遼上京臨潢府故城內瓷窯址｣, 뺷考古學報뺸 1958-2.
1.同 1). 2.同 51). 2.
同 8). 4. 5.
同 9).
同 11).
1.同 15). 2. ｢麗水寶定窯址發現八思巴文瓷片｣, 뺷文物뺸 1962-11.
同 10). 3.
同 12).
同 66).
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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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견된다. 江西省에는 九江, 景德鎭155), 樂平156), 臨川157), 南豊158), 橫峰159), 吉
安160), 贛州161)와 江蘇省의 宜興162)이 있다. 安徽省에서는 肖縣163), 繁昌164)지역이 있
고, 湖南省에서는 湘陰165), 耒陽166), 永興지역167)이 있다. 廣東省의 潮安168), 廣州169),
南雄, 封開170), 惠州171), 佛山172), 南海, 番禺173), 惠陽174), 中山175), 澄邁176) 등지에서
가마터가 발견된다. 廣西省은 藤縣, 桂平, 北海, 永福, 容縣, 興安177), 柳城, 全州, 大新
등지에 있다. 四川省에서는 廣元178), 成都179), 華陽180), 邛崍181), 新津182), 雙流183), 郫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同 15). 2. ｢龍泉溪口靑瓷窯址調査記略｣, 뺷考古뺸 1962-10
同 15).
同 15).
1.同 76). 2. ｢景德鎭湖田窯考察紀要｣. 3. ｢景德鎭湖田窯各期典型椀類造型特征及其成因考｣, 뺷
文物뺸 1980-11.
同 77).
同 43).
同 43).
｢江西橫峰, 弋陽窯址調査｣, 뺷文物뺸 1973-2.
1. ｢吉州窯遺址槪況｣, 뺷文物뺸 1953-9 2. 뺷吉州窯뺸. 文物出版社. 1958.
｢贛州市七里鎭發現宋代窯址｣, 뺷文物뺸 1956-8.
同 17).
同 81).
｢試掘繁昌瓷窯遺址｣, 뺷文物뺸 1958-6.
同 20).
同 84).
同 84).
同 86).
同 88).
1. ｢廣東封開縣都墓宋代窯址調査｣, 뺷文物뺸 1975-7.
｢廣東惠州北宋窯址淸理簡報｣, 뺷文物뺸 1977-8.
1.同 87). 2. ｢廣東石灣古窯址調査｣, 뺷考古뺸 1978-3
同 87).
1. ｢廣東惠陽新菴三村古瓷窯發掘簡報｣, 뺷考古뺸 1964-4. 2. ｢廣東惠陽白馬山古瓷窯調査記｣, 뺷考
古뺸 1962-8.
同 87).
1. ｢廣東博羅, 揭陽, 澄邁古瓷窯調査｣, 뺷文物뺸 1965-2. 2. ｢海南島汀邁古瓷窯調査記｣, 뺷考古뺸
1963-6.
｢興安發現古窯址｣, 뺷文物뺸 1962-9.
｢四川廣元黑釉窯初探｣, 뺷文物뺸 1955-3.
同 21).
同 103).
同 22).
同 23).
同 1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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縣184), 灌縣, 彭縣, 金堂, 樂山, 奉節 등지에서 확인된다. 雲南省의 가마터는 玉溪185)에
서 발견된다. 福建省은 福州186), 浦城187), 崇安188), 光澤189), 松溪190), 政和, 建陽191),
建甌, 泰寧, 建寧, 寧德, 閩淸192), 閩侯193), 連江194), 福淸195), 德化196), 仙遊, 安溪197),
永春, 南安198), 晋江, 泉州, 厦門, 同安, 漳浦, 莆田199) 등의 현과 시에서 가마터가 발견
되었다.
이상에서 서술한 가마터 중에서 金代에도 지속적으로 제작한 곳은 모두 40여곳으
로, 그 중 북방지역에서 13곳이다. 즉, 山東省의 淄博, 河南省의 登封, 陝西省의 耀州,
栒邑, 甘肅省의 天水 등이 해당된다. 남방지역은 安徽省의 肖縣으로 한 곳 밖에 없다.
이러한 100여곳이 넘는 현과 시의 가마터에서 자세한 조사나 발굴을 한 곳은 약 20
여곳으로, 이를 통하여 宋․元시대의 남방과 북방의 다른 가마계통의 자기가마의 구
조, 제작공예, 생산품의 특징 등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이를 나누어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1) 져장성 롱취엔시엔(浙江省 龍泉縣) 龍泉窯
龍泉窯는 절강성 남부에 위치하며, 龍泉縣이 중심이다. 遂昌, 雲和, 慶元, 麗水, 永
嘉 등의 현에서도 가마터가 발견되었다. 福建省 북부의 浦城등의 현에 있는 청자 가
마터도 龍泉窯계에 속한다. 龍泉窯에 대한 발굴은 일찌기 두차례에 걸쳐 비교적 대규
184) 同 104).
185) 1. ｢雲南玉溪發現古瓷窯址｣, 뺷考古뺸 1962-2. 2. ｢雲南玉溪古窯遺址調査｣, 뺷考古뺸 1980-3.
186) 同 18).
187) ｢浦城宋代窯址｣, 뺷文物뺸 1959-6.
188) 1. ｢崇安宋代古窯址｣, 뺷文物뺸 1959-6. 2. ｢崇安星村宋代黑瓷窯｣, 뺷文物뺸1959-6.
189) ｢光澤茅店宋代瓷窯址｣, 뺷文物뺸 1958-2.
190) ｢宋溪縣宋代窯址｣, 뺷文物뺸 1959-6.
191) 1. ｢“建窯”調査記｣, 뺷文物뺸 1955-3. 2. ｢福建建陽水吉宋建窯發掘簡報｣, 뺷考古뺸 1964-4.
192) ｢閩淸宋代窯址｣, 뺷文物뺸 1959-6.
193) ｢福建閩侯硋油宋代瓷窯調査｣, 뺷考古뺸 1963-1.
194) ｢連江縣的兩個古瓷窯｣, 뺷文物뺸 1958-2.
195)1. ｢福建省東門水庫古窯調査簡況｣, 뺷文物뺸 1958-2. 2. ｢福淸東張兩處宋代窯址｣. 뺷文物뺸 1959-6.
196) 1.同 19). 2. ｢福建德化屈斗宮窯址發掘簡報｣. 3. ｢關於德化屈斗宮的궤個問題｣. 4. ｢關於德化屈
斗宮的我見｣, 뺷文物뺸 1979-5. 5. ｢談德化窯｣, 뺷文物뺸 1977-7.
197) ｢福建安溪古窯址調査｣, 뺷文物뺸 1977-7.
198) 同 96).
199) ｢莆田窯址初探｣, 뺷文物뺸 19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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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 진행되었다. 용천현의 서남쪽에 있는 大窯, 金村과 龍泉縣의 동부에 위치하는
上嚴儿, 大白岸, 安仁口, 福源과 및 雲和縣의 赤石 등지에서 모두 발굴이 이루어졌다.
정밀한 조사와 발굴을 통해, 용천요의 가마구조와 작업장의 규모, 용천청자 생산의
원료, 연료, 수원의 유래, 자기공예의 제작과정, 생산품의 외부 수출소비의 경로등에
관해서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조사를 통해서, 龍泉 청자의 원료 산지는 바로 가마터 부근의 산으로, 지금까지도
그곳의 瓷土와 紫金土를 이용해서 자기를 만드는데 이용되고 있다. 가마터 부근의 작
은 하천에서 발견된 돌저구는 당시에 이미 물과 뼈를 갈아 만든 자기토를 이용했음을
증명한다. 大窯, 大白岸, 安福 등지에서 발견된 작업장 유적은 공예 제작과정을 이해
하는 데에 실물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大窯에서 확인된 예로서, 공장은 장방형으로 3
개의 자기실로 이루어지고, 총 길이는 11.5m, 진입 깊이는 6.3m이다. 큰입구는 중앙칸
에 있고, 북쪽실은 그릇을 굽는 곳이고, 북쪽 서부와 중앙칸의 서남쪽에는 반성품과
폐기된 것들을 쌓아둔 작은 방이 있다. 남쪽실 서남편 모퉁이에는 부뚜막이 있는데,
평기와와 잔여 벽돌의 아궁이 틀이 남아 있으며 내부에는 황색 점토가 쌓여있다. 작
업장 뒤편에는 세척할 수 있는 못이 두군데 있는데, 못의 벽체는 벽돌로 쌓았고, 입구
는 크고 아래쪽으로 작아지는데 바닥은 점토로 보강하였다. 이 못의 입구 주위는 벽
돌로 벽을 한번 둘렀고, 북쪽면에 물이 진입하는 길을 팠고, 석쪽면에는 물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다른 못과 연결되도록 하였다. 못 입구는 직경이 각각 163.2cm, 깊
이는 23~35cm로 淘洗池의 서쪽에는 장방형의 수비지가 있다. 그 입구에서 바닥까지
는 점점 작아지는 형태로, 바닥에는 안으로 오목한 형태이고 큰 벽돌로 쌓아 만들었
으며, 길이는 117cm, 넓이는 약 70cm 정도이다. 못 주위에는 고령토와 자기토의 잔여
물 등이 있다. 安福 부근의 자기제작 작업방에서 발견된 淘洗池는 갑발이나 큰돌로
축조하였고, 2개에서 6개의 서로 연결된 장방형 혹은 방형의 못이 있다. 작업장은 모
두 가마의 옆에 지었으며, 淘洗池의 물은 산천에서 끌어온 것이다. 작업장에서는 자
기 태토의 물레의 구조물도 발견되었다. 각각의 가마의 퇴적물이나 작업장의 퇴적층
에서는 많은 제작도구와 공구, 미완성의 자기, 무늬모형틀 등이 발견되어, 龍泉窯의
제작, 수리 및 무늬장식과 유약씌우기등의 제작 순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용천요의 가마는 긴경사형의 구릉형태로 길이는 25~80m로 다양하며, 넓이 또한
150~280cm로 고르지 않다. 경사도는 10°~18°정도이고, 일반적으로 앞부분은 가파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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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뒤로 갈수록 완만한 형태로 만들어서, 자연히 공기를 흡수하고 빠져나가게 하여
풀무와 환기창의 기능을 하도록 한 것이다. 가마 중앙부의 자기는 소성온도 및 환원
상태가 적절하여 태토와 유색의 광택이 우수하고 가마의 전반부 및 후반부은 폐기율
이 높은데 태토는 부드럽고 분열되기가 쉬우며 유약색은 어둡고 옅은데 이것은 龍窯
의 결점이다. 가마 내의 생산품으로 보아, 시대가 흐름에 따라 명백한 변화가 있다.
북송 중기 이후에는 생산발전이 비교적 빨라지고, 남송에서 원대에는 전성기를 맞으
며, 명대에는 쇠락하고 있다. 북송의 청자는 越窯의 것과 비슷한데 유약색은 황록색
이고, 무늬장식은 비교적 간단하며, 주로 빗살문, 折扇文, 파도, 파초잎, 변형 구름문,
국화, 연화, 연꽃잎 무늬 등이 많고, 장식기법으로는 새기기나 그리기가 주류이다. 일
부 완의 저부에는 ‘河濱遺范’，‘金玉满堂’ 등의 명문이 방형으로 찍혀있다. 기형은 완
(碗), 접시(盤), 대야(盆)，관(罐) 등의 일상용 그릇 외에도 토우(塑像;소조)나 완구 등과
다양한 殷周시대의 銅器나 玉器의 鬲，觚, 觯, 投壺, 尊, 琮 등의 기형을 따라서 만든
것들이 있다. 유색은 청록이나 녹두색이 주류를 이루고 동시에 梅子靑과 粉靑 등 옥
색을 닮은 유약색을 새롭게 만들었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남송의 龍泉窯는 哥窯와 弟
窯"로 나누어 지는데 발굴조사를 통하여 대부분의 자기요에서 생산한 것은 弟窯의 백
태청자(白胎靑瓷)이고, 소량의 것이 ‘哥窯’의 흑태청자(黑胎靑瓷)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기들은 구연부와 다리부분에는 유약이 얕게 씌어져 녹갈색을 띄게 되는데, 이를
‘紫口鐵足’이라 부른다. 유약은 태토색의 영향을 받아서, 철색이나 게껍질같은 청색을
띄고, 유약면에 분열문이 있다. 이는 杭州의 남쪽 교외의 烏龜山에서 발견된 남송대
의 郊壇下 官窯의 청자와 비슷한데, 이는 궁정이나 관청에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大窯에서는 전문적으로 용이나 봉황문을 찍어서 제작한 자기가마가 발견되었는데,
이것 또한 공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元代의 龍泉窯 생산품은 유색에서 남송과 같지
않으며, 유약을 씌운 횟수도 줄어들고, 태토가 비교적 두껍다. 그러나, 대형의 자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 元代의 공예기술상의 진보를 알 수 있게 한다. 높이가 1m에 이
르는 큰 화병과 구연부 직경이 60cm 정도의 큰 접시가 그 예이다. 무늬장식에서는 인
화문이 주류를 이루고, 청색유약에 갈색의 반점이 있는 새로운 장식기법이 출현하며,
무늬장식의 소재가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변한다. 남송대에 선호하던 꽃, 새, 곤충,
물고기 뿐만 아니라, 팔괘(八卦:역(易)을 구성하는 64괘의 기본이 되는 8개의 도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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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 태(兌), 이(離), 진(震), 손(巽), 감(坎), 간(艮), 곤(坤)), 팔보(八寶) : 건물 부재의 단청
뿐만 아니라 불전의 편액 테두리에 그려진 길상문양. 도교의 팔보 : 진주, 마름모, 경
쇄, 물소뿔, 엽전, 서물, 파초잎, 거울, 불교의 팔보 : 법륜, 소라, 보산, 백개, 연꽃, 보
병, 금어, 반장), 팔길상(八吉祥:티베트 불교의 여덟가지 상징물. 법라, 일산, 산개, 금
어, 보병, 연화, 문양, 법륜), 영, 옛화폐, 번개문, ‘卍’자, 거북과 학, 쌍을 이룬 나는 새
가 비단실을 입에 물고 있는 모습, 붉은 봉황이 태양을 향한 모습, 12개의 띠 등 다양
한 내용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문양은 대부분이 당시에 유행하던 도교사상의 영
향을 받은 것이다.
元代 중기 이후에는 파스파문양이 보급되어, 자기에서도 이 영향을 받는다. 麗水의
寶定窯에서는 전문적으로 파스파문을 찍어넣은 자기를 제작하였고 그 외의 기타 지
방에서도 파스파문이 있는 자기가 끊임없이 발견되었다.
明代의 龍泉窯는 생산이 줄어들고 일상 용기도 점차 두꺼워지고 투박해지며 기형
의 종류가 감소하여 주로 공물로 공급하기 위해 제작하게 된다.
2) 쟝시성 징더쩐(江西省 景德鎭) 景德鎭窯
가마터는 경덕진시내와 교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조사를 거친 결과, 모두
100여곳의 가마터를 발견하였다. 시기는 唐, 五代에서 明, 淸 대까지이고, 宋․元시대
의 가마터가 가장 많으며, 南鄕일대의 산고개마루턱지점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石虎
灣, 勝梅亭에서 발견된 唐代 가마터는 청유와 백유의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청유의
색은 푸른색에 황색이 들어 있거나 게등껍질 같은 청색이다. 도자기는 가마에서 개별
로 구워내는 방식(支燒)이 많고, 완(碗), 대야(洗), 접시(盤) 등이 있다. 湖田, 湘湖, 南市
街, 柳家灣, 南山里, 三寶峯, 寧村 등지에서 宋代 가마터가 발견되는데, 받침을 두고
굽는 방식(垫燒)을 주로 사용하였고, 부분적으로 엎어서 구워만든 것(覆燒器)들이 있
다. 완(碗), 접시(盤), 대야(洗) 등이 가장 많다. 유약색은 백유, 청색빛의 유약이 있고,
장식기법은 새기기와 찍어내는 것이 많다. 문양은 꽃문양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연꽃무늬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湖田 가마유적에서 생산된 자기가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데, 태토색은 순백색이
고 질감이 부드럽고 매끄러우며, 두께는 겨우 2mm 정도이다. 그 백색도 및 투명도는
이미 현대의 얇은 자기(細瓷)의 수준에 근접해 있는데, 유색은 흰색에 투명한 청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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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약이 두껍게 씌어진 곳은 옅은 청록색을 띄면서 청백색의 玉器와 유사하다. 宋
代의 가마터가 발견된 곳에서는 元代의 것도 발견되며 그 외에 牛屎嶺, 楓灣 등지에
서도 발견된다.
元代의 가마터에서는 청색을 띄는 유약색 외에도 우유빛의 백색유약 자기라 칭하
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주로 허리부분이 꺾인 완(折腰碗)과 얕은 접시(盤)가 많다. 자
기 내부에는 가지를 휘감은 꽃문양이 있고, 그 중앙에 ‘樞府’라는 글자가 찍혀 있어서,
‘樞府瓷’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외에도 흑유기를 제작하였는데, 湖田의 元代 가마터에서 발견되는 청화자기는
元 大都(지금의 북경) 및 元代의 저장고와 고분에서 출토되는 것과 유사하다. 景德鎭
窯의 가마는 龍窯와 圓形窯의 중간형인 ‘계란형(蛋形窯)’에 가깝다. 아직 대규모의 체
계적인 발굴이 진행되기 않아서 각 시대의 가마구조와 작업장의 유적 및 공예 제작과
정 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3) 쟝시성 지안시엔(江西省 吉安縣) 吉州窯
이곳은 吉安縣 永和鎭에 위치하며 남북의 두 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남쪽 구역은
백자가 많고 북쪽 구역은 흑자가 많다. 가마터의 퇴적층은 매우 두껍고 면적이 넓다.
유약색의 종류가 다양하여, 백색과 흑색 외에도 백색유약의 채색화, 청색유, 청화, 녹
유 등이 있다. 북송대에 제작을 시작하여 남송에서 원대까지는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명대까지도 계속 제작하였다.
주로 다른 가마터의 제작품들을 모방한 것이 많아다. 예들 들면, 백유기는 定窯를
모방한 것이고, 청유기는 龍泉窯를, 백유채회 및 흑유기는 磁州窯과 建窯의 것과 필
적한다. 그러나 소조기술이나 공예적인 기술 및 회화기교에서 모두 이들 자기만의 독
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흑유기의 문양장식은 특히 풍부하여, 얼룩무늬, 기름
방울로 이루어진 무늬와 나뭇잎문, 종이 공예를 본뜬 문양, 색채화, 색채를 뿌려서 그
린 무늬, 무늬를 오려만드는 등이 그것이다. 백유채회(白釉彩繪)의 색상에는 자갈색,
홍갈색, 청흑색 등이 있고, 문양장식의 내용은 꽃, 새, 곤충, 물고기와 짐승의 걷는 모
습, ‘回’자문, 弦文, 파도문, 구름문 등도 있다.
明代에 이르러서는 청화채회기(青花彩繪器)를 생산하였다. 吉州窯의 가마는 龍窯와
圓形窯의 두 종류가 있다. 발굴조사한 곳이 적기 때문에 이곳의 가마구조와 작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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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공예과정에 관해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
4) 푸지엔성 지엔양(福建省 建陽縣 水吉鎭) 建窯
가마터는 水吉鎭의 남동쪽 계곡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20여 곳이 발견되었다. 가
마는 길게 뻗은 경사상에 있어 ‘龍窯’이다. 또한 ‘階段式窯’도 있다. 주로 조정에 공물
로 바치던 전용 가마로 흑유찻잔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출토된 것 중에는 찻잔이
가장 많고 잔의 저부에 ‘供御’나 ‘進琖’ 등의 글자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흑유기의 유약색은 윤기가 나고 투명하여 마치 칠기와 같다. 검은 칠기의 색 가운
데 번개같은 은빛의 무늬가 있거나 일부는 황색의 털같은 무늬가 들어 있는 것 같기
도 하다. 후자를 가리켜 ‘兎毫釉’라고 부르기도 한다. 福建省의 崇安, 光澤 두 현에서
도 흑유자의 가마터를 발견하였는데, 생산품이 建窯의 것보다는 떨어지는 것으로 보
아서, 아마도 建窯를 모방하여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
5) 푸지엔성(福建省) 德化窯, 찐쟝․샤먼(晋江․厦門)지역 가마
德化窯는 德化縣 시내의 동쪽에 있는 蓋德公社에 위치하여 碗坪崙, 碗洋粳, 屈斗宮,
新廠, 十排格 등지에 분포한다. 宋代에 제작을 시작하여 元~明代에 가장 성행하였다.
屈斗宮에서 발굴된 가마는 길이가 57.10m, 너비가 140-295cm 정도로, 龍泉窯의 형태
와 비슷하다. 가마실은 장방형을 이루고 벽돌을 쌓아 벽을 이르고 있는데 모두 17칸
으로 나누어진 여러 방으로 이루어진 ‘分室龍窯’로 되어있다. 화실(火室)은 작고 비좁
으며, 반원형을 하고 있는데, 너비는 165cm, 깊이는 50cm이다. 실내의 격벽아래에는
불구멍이 5실 8개로 서로 통하고 근접하는 벽 근처에는 연소실과 장작을 태우는 곳
등이 있다. 가마의 천장과 바닥, 벽, 문의 구조로 되어있어 기본적으로 龍泉窯과 상통
한다. 그러나, 여러 실로 이루어진 分室龍窯는 일반적으로 龍窯보다 불 온도와 환기
를 쉽게 통하게 하므로 이곳의 생산품의 질이 더 우수하다. 德化窯의 소성방식은 개
별로 굽는 방식(支燒), 겹쳐 쌓아서 굽는 방식(叠燒), 엎어서 굽는 방식(覆燒)，갑발을
씌워서 하나씩 굽는 방식(匣鉢單燒) 등 여러 종류가 있고, 주로 완(碗), 대야(洗), 접시
(盤), 합(盒), 병(瓶), 호(壺) 및 군지(軍持;물병) 등을 제작하였다. 유약색은 흰색과 청백
색 위주이고, 문양은 주로 찍어내기를 하면서 새기기, 긋기, 오리기, 오려붙이기와 채
색그리기 등의 기법도 함께 사용한다. 내용은 말린 풀, 현문, 기하문, 빗살문, 연꽃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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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휘감은 가지 등이 그 소재가 된다.
晋江․厦門지역은 德化窯 외에도 泉州 磁灶窯, 安溪窯, 同安窯 등도 발견된다. 가마
터의 규모는 모두 비교적 큰 편이고 가마의 수도 많다. 주로 백유와 청백유의 자기를
만들었고, 청자와 흑자도 일정 수량 있다. 자기의 형태 제작과 소성하는 방식, 장식
수법이 德化窯와 유사한데, 다만 무늬장식에서 더욱 풍부하다. 가지를 휘감거나 가지
를 꺾은 화훼 등의 무늬외에도, 쌍으로 이룬 물고기, 나비 등의 문양이 있다.
제작한 자기들은 유명한 가마의 것들을 모방하여 제작하였는데, 예를 들면 景德鎭
이나 龍泉窯 등의 특징들을 따라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독특한 그곳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제작된 盒子, 軍持는 주로 해외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일본, 조선 및 동
남아의 국가에서도 중국 자기가 출토된다. 대부분의 것들이 이곳 德化窯에서 제작한
곳으로 중국내에서의 소비는 매우 적다.
6) 산시성 통촨시(陕西省 銅川市) 耀州窯
가마터는 銅川市 서남쪽의 黃堡鎭, 陳爐鎭, 上店村, 立地坡 등지에 분포하고 있는
데, 黃堡鎭에 가마가 가장 많다. 발굴조사를 통해서 耀州窯의 가마와 작업장 및 가마
도구 및 공구 등을 발견하였다. 도자기를 굽는 가마는 金~元시대의 것이 보존상태가
완전하며 형태는 말발굽형이다. 가마문, 화실, 요실, 연기구멍의 네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마문은 이미 손상되었고, 화실의 아래에는 석탄 찌꺼기를 내려보내는 재받이
통이 설치되어 있으며, 아궁이의 주위에는 내화벽돌로 쌓아 올렸다. 가마실은 앞부분
은 높고 뒷부분은 낮게 만들어져 있는데 경사도는 5.18° 정도이다. 연기구멍은 가마실
의 뒷측에 있고 서로 벽을 사이에 두고 있다. 벽의 아래에는 8개의 장방형 연기구멍
이 있는데 남북방향으로 각각 두개의 연기 통풍구멍으로 향하고 있다. 가마의 벽도
내화벽돌로 쌓아올렸다. 화실 내부에는 석탄덩어리와 석탄찌꺼기가 잔존하고 있어서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토층의 상태로 보아 북송대에 이미 석탄을
사용하였고 金~元代에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金~元代의 문화층에서 耀州窯의 작업장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4칸의 건물로
확인되었는데 이 중 두칸은 남북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내화벽돌과 갑발편들로
벽을 쌓았다. 건물 한곳의 동북쪽 모퉁이에는 돌로된 디딜방아와 돌절구통, 돌절구공
이, 돌로된 굴래, 홈 및 토대 네칸 등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백색의 가루가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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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도기 항아리가 있는데 이것은 유약재료로 추정된다. 태토는 진흙못과 지면에
퇴적되어 있는데, 동남쪽에는 내화벽돌로 쌓은 수구 한곳이 확인되었다. 또한 반성품
을 말리는 곳도 있는데 회백색의 고령토지면이 그것이다. 발견된 도구 및 공구는 각
종 갑발, 받침병, 돌절구공이, 철절구공이, 돌절구통 등이 있다.
토층 및 출토된 유물의 분석에 의하면, 가마유적은 唐 초기에 제작을 시작하였고,
北宋代에 제작이 활발하였으며 金~元代에도 계속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唐代에는
흑, 백색 유약을 많이 사용하였고 다음으로 황색과 녹색 유약이 많으며 연청색 유약
은 소량이다. 태토와 유약은 두꺼우며 불투명하다. 기형은 완, 호, 접시(盆), 병, 작은
합(盒) 등이 있고, 唐대 고분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것들이다. 또한 개원전(開元錢)도
함께 나온다.
北宋의 생산품은 청색유의 것이 많고, 소량의 진한 갈색이나 흑색유가 있다. 유색
의 면은 매끄럽고 윤기가 나며, 태토색은 회백색이고 얇다. 문양을 그릇의 안팎으로
새기거나 찍은 것이 이때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기형은 碗, 盤, 碟，罐 및 차받침대,
盒, 향로, 술잔(尊) 등이다. 문양의 소재는 풍부하여 가지를 휘감은 문양과 가지를 꺾
은것과 화훼가 가장 많다. 그리고 각종 꽃과 풀, 새, 짐승, 곤충, 물고기, 파도, 어린아
이들로 이루어진 각종 도안이 있다. ‘祥符’동전과 ‘大觀’，‘政和’의 연호가 있는 자기
편도 있다. 黃堡鎭에서 발견된 元豊 7년(1084년)의 德興侯碑에 宋代에 耀州窯의 자기
생산이 가장 왕성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金~元代의 청자는 유약이 황색을 띄고 동시에 검거나 백청색, 백색유약에 흑색으
로 그린 것 등의 유약색이 나타나고 있다. 그릇의 바닥에는 沙圈(모래나 자갈을 받치
고 가마에 소성)한 흔적이 있고 여러차례 소성(迭燒)시킨 것으로, ‘正隆’동전 및 ‘大安
二年’(1210년) 명문이 있는 자기편이 발견되었다. 2호가마의 바닥에서는 ‘□元十一年’
의 연대가 있는 자기편이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至元十一年’일 것이다. 이밖
에 立地坡에서도 ‘至元二十九年六月十四日’(1292년)이란 글이 접시 바닥에 새겨져 있
는 것이 출토되었다. 그릇의 태토과 유약은 거칠고 투박하며, 조형과 문양은 간단한
것으로 보아 元代에서는 생산이 점차 쇠락해 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7) 허난성 위시엔(河南省 禹縣) 鈞窑
鈞窯는 禹縣 도심지 내의 鈞台와 八卦洞 부근에 위치한다. 발굴조사를 통하여 鈞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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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기를 제작한 때가 늦어도 북송 말기에는 시작했던 것을 증명되어 기존의 금나
라때 제작되었다는 견해를 수정하였다. 鈞窯의 가마구조는 일반적인 가마와 약간 다
른데 단실화실요(單火膛窯)와 쌍실화실요(雙方膛窯)가 있다.
단실화실요와 북방의 원형 혹은 말발굽형의 가마는 비슷하고 쌍방화실요는 땅을
파서 만든 형태로 흙벽이 있고 가마 입구나 굴뚝 입구에 소량의 작은 벽돌로 쌓아서
지은 형태이다. 가마 입구는 북쪽을 향하여 자연의 풍력으로 열을 가하였고 요실은
장방형이다. 요실의 북측에는 유방형태의 화실이 병렬되었고 동쪽 화실은 직경이
22cm 정도의 원형 공기구멍이 있다. 화실 서쪽은 가마 입구이고 그 위에 방형의 굴뚝
이 있다. 가마실 뒤측 벽에는 3개의 부채모양의 굴뚝이 있다. 쌍실화실의 요실 구조는
산화염에서 환원염으로 바뀌는데 편리한 구조로 소성 시 유약이 균일하게 덮히고 색
채에 변화를 줄 수 있다.
가마터 내에서 발견된 각종 제작도구에는 통형, 깔때기형의 갑발, 거치형 지지대
등을 발견할 수 있다. 각 가마 사이에 설치된 작업장에서는 공장을 지을 때의 벽돌,
기와, 와당 등의 재료와 자기토, 유약, 채색재료 등의 자기원료, 청동칼, 녹각으로 만
든 작은 솔 등의 자기제작 공구 등이 발견되었다. 가마터에서 발견된 기형은 盆奩, 술
잔(尊), 대야(洗), 향로, 사발 등이 있다. 유약색은 청색, 녹청색, 백색, 푸른남색, 자홍
색, 장미빛 붉은색, 미색 등 다양하다. 이런 유약색은 鈞窯의 장인들이 불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해서 새롭게 개발한 것들로 銅을 환원시켜 홍색유를 만들었고, 鐵
을 환원시켜 청색유를 혼합 제작하여 마침내 이런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다양한 색채
를 띄고 빛깔이 소박하면서도 무게있는 자기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일부의 유약면
에는 아직 좁고 긴 모양의 빙열문이 남아있어서 “지렁이가 진흙을 기어가는 무늬”라
고도 부른다. 이것은 자기태토가 저온에서 초벌구이를 한 다음, 다시 유약을 칠하는
과정에서 빙열문과 축소되는 현상으로 형성된 것이다. 즉, 고온에서는 유약의 점도가
비교적 낮아서 부분적으로 틈사이로 흘러내리면서 빙열문으로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鈞窯의 자기는 유약색이 우수하여 문양장식이 비교적 적어지므로 소성 당시의 결점
이 무늬 장식처럼 되었다. 문양장식에는 자기 형태가 마름꽃이나 해바라기 같은 구연
부를 형성하는 것 외에 못으로 찍은 무늬, 현문, 짐승의 안면문 등이 있다. 가마 내에
서 출토된 유물의 저부에는 크기가 서로 다르게 1에서 10까지의 숫자가 새겨져 있다.
이는 과거의 전세품에서도 이러한 문자가 새겨진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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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마터를 발굴 조사한 결과, 이것은 북송 말년의 官窯로서 전문적으로 왕실을 위
해서 제작했던 장식 자기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禹縣의 紳垕鎭, 方山, 花石 등지와 河南省의 臨汝, 郟縣, 安陽, 鶴壁, 新安, 魯山, 河
北省의 磁縣과 山西省의 일부 지역에서는 鈞窯자기를 제작했던 가마터가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그 수량도 수백 곳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마터에서 제작된 자기는 鈞窯보
다는 떨어지는 것으로 모두 민간에서 일용기로 제작한 것으로 民窯에 속한다. 기형은
완(碗), 접시(盤)이 많고, 유약색은 청색, 남색, 백색, 녹청색, 미색, 짙은 남색 등 외에
도 청색이나 남색 중에 자홍색의 반점이 있는 유약색도 있는데 그 색이 하늘의 노을
색과 같다. 민간요의 제작품은 宋代의 것이 그 품질이 비교적 높고 태토색은 옅은 회
색이며 제작도 비교적 정연하게 이루어졌다. 시유도 균일하고 저부까지도 유약이 덮
여있다. 元代의 것은 비교적 거칠어서 시유가 균일하지 않고 저부에는 시유되어 있지
않다. 원대의 鈞窯에서는 대형의 그릇이 제작되어, 원대도(元大都: 지금의 북경 외곽)
유적이나 원대의 저장고에서 대화고병(大花觚甁), 큰 접시(大盤), 삼족향로(三足爐) 등
이 발견되었는데 이곳의 민요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8) 허베이성 츠시엔(河北省 磁縣) 磁州窯
주로 磁縣의 觀台鎭，東艾口，冶子村 등지에 분포하는 宋代의 유명한 民窯로,
金․元대에도 지속적으로 제작하였다. 觀台鎭은 송대의 가마터가 많고 가마는 장방
형이며 도구는 갑발, 받침병, 받침대 등이 있다. 주로 겹쳐쌓아 굽거나(叠燒) 개별로
굽는 방식(支燒)이 많다. 기형은 주로 완(碗), 접시(盤), 관(罐), 동이(盆), 병(甁) 등의 일
용기가 많고, 유약색은 흰색과 검은색이 주류를 이루는데, 그 위에 각종 색깔로 그림
을 그리기도 한다. 모두 백유회흑화(白釉繪黑花), 갈화(褐花), 녹유흑화(綠釉黑花), 황
유흑화(黄釉黑花), 백유척획화,(白釉剔劃花), 흑유척획화(黑釉剔劃花), 갈유점채(褐釉点
彩), 녹채(綠彩), 진주지획갈화(珍珠地劃褐花), 삼채(三彩), 가채(加彩), 교유(絞釉), 교태
(絞胎) 등 10여종의 유채품으로 종류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장식기법 면에서 磁州窯는 자기 표면에 새기거나 긋는 기법과 동시에 그림을 그리
거나 파내는 기법, 새긴 것을 채우는 등의 새로운 기법을 창조하였다. 그 결과, 각종
문양인 용, 봉황, 조수충어(鳥獸蟲魚), 화훼수초(花卉水草), 인물 건축 등을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하는 민첩한 자태를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 東艾口 및 冶子村의 가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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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張家造’，‘張家枕’ 등이 기록된 자기가 발견될 뿐만 아니라 대량의 전세된 자
기를 가마입구에서 발견하였다. 이는 觀台鎭 가마에서 ‘张家’가 제작한 자기가 당시
에 비교적 유명한 것이었던 것과 생산품이 각지에 판매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元代
의 磁州窯의 생산 중심은 이미 邯鄲의 彭城鎭으로 옮겨왔고 생산품의 태토와 유약,
회화 등에서 비교적 조잡하고 복잡하게 변하여서 宋代와는 다르게 되었다.
磁州窯系의 가마터는 河北省의 기타 지방과 河南省, 山西省, 山東省 등 북방의 각
성에서 발견되었다. 그 중 河南省의 鶴壁集, 禹縣의 扒村, 修武堂陽峪, 登封曲河, 密縣
西關과 山西省의 介休, 山東省의 淄博 등지의 가마터의 규모는 비교적 크고, 각각의
특색을 갖추고 있다. 회화기법 상에서는 觀台窯 제작품은 선이 유창하고, 형상이 생
동감있게 표현되어 있으며, 일부의 유약색은 흑백이 분명하고 광택이 강하다. 또 일
부는 진주지화화(珍珠地劃花)로 주로 장식하였고, 일부는 흑유척화(黑釉剔花)를 사용
하였다. 이것으로 宋~元代의 민간 예술이 풍요롭고 다채로우며, 아름다우면서도 성
실하고 꾸밈없는 풍격이 충만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5. 明代의 자기 가마터
명대의 가마유적에 대해서는 아직 중점적인 조사와 발굴이 되어있지 않아서, 발견
한 수와 실제적인 상황이 큰 차이가 있다. 이미 발견한 宋~元대부터 계속 제작한 가
마유적인 景德鎭, 龍泉 등지 외에도 山西省의 介休200), 折江省의 江山201), 江西省의
樂平202), 橫峰203), 弋陽204), 福建省의 浦城205), 崇安206), 政和207), 建陽208), 建甌209)，
屛南210), 德化211), 安溪212), 永春213) 및 廣東省의 佛山214), 平遠, 揭陽215), 博羅216), 廣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同 131).
同 1).
同 77).
同 159).
同 187).
｢浦城縣明代古窯址｣, 뺷文物뺸 1959-6.
｢崇安明代窯址｣, 뺷文物뺸 1959-6.
同 1).
同 191).
同 1).
同 1).
同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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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省의 東興217), 雲南省의 玉溪218) 등지가 있다. 이들 가마터의 생산품은 대부분이 청
화자기이다. 명대의 경덕진요는 이미 전국 자기의 중심이 되어서 생산된 청화자기는
이미 명대에 소비량이 가장 많은 자기가 되었다. 이곳의 품질은 비교적 높고 기타 가
마의 생산품은 모두 그 다음이다.

Ⅱ. 자기가마와 자기주제의 연구와 토론
건국이래 자기 가마터의 발굴조사 작업은 자기 가마터와 자기와의 관련된 주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촉진시켰다. 그 중 중국 자기의 기원, 청화자기의 기원, ‘官’과
‘新官’이란 명문이 적힌 자기의 산지 문제 등의 토론이 매우 열정적이었다. 이외에도
역대 자기의 수출, 관요 및 민요와의 관계, 각 시대별 자기의 기형, 문양 변화, 자기
가마와 제작소의 구조, 규모 및 변화, 전세된 자기의 제작지 등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1. 중국 자기의 기원문제에 관한 토론219)
비교적 오랜시간 토론을 거쳐 자기 기원문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관점
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자기의 생산은 비록 도기의 영향을 받았지만, 도기와 자기는
재료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것이다. 신석기시대 만기에 출현한 소위 ‘백도기’는 바로
‘원시소성자기’인 것이다. 商代에 청유를 창조하여 ‘원시청자’ 혹은 ‘원시자기’로 발
전하였다. 戰國秦漢시대의 청유기는 ‘조기청자기’로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
점의 근거는 일반 개념상의 자기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자기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同 197).
同 1). 7). 2.
1.同 87). 2.同 17). 2.
同 176).
同 176).
同 1).
同 185).
1. ｢我國古代陶器和瓷器工藝發展過程的硏究｣ 뺷考古뺸 1978-3. 2, ｢我國瓷器出現時期的硏究｣ 뺷硅
酸鹽學報뺸 1978-6. 3. ｢對於我國瓷器起源問題的初步探討｣, 뺷考古뺸 1978-3. 4. ｢略談瓷器的起源
及陶與瓷的關係｣, 뺷文物뺸 1978-3. 5.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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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1) 철함유량이 2% 좌우의 자토가 원료인 것, (2) 1100℃이상 고온 소성된 것,
(3) 태토의 질이 비교적 치밀하고 회백색을 띠며 틈새와 흡수율이 낮으며, (4) 청록 혹
은 청갈색의 석회유가 시유된 것 등이다. 이러한 조건을 근거로 하여 전국 각지의 商
周시기 유적, 무덤에서 출토된 청유기와 파편들을 모두 자기라고 한다.
또 다른 관점은 진정한 자기의 출현은 東漢시기부터라는 것이다. 商周시기의 유약
이 발라진 그릇은 ‘高溫釉陶(고온에 유약이 있는 도기)’ 또는 ‘硬質釉陶(경질의 유약이
있는 도기)’인 것이다. 商周시기 청유기를 ‘원시자기’ 라고 부르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釉陶에서 자기로 발전하는 과도기의 산물로 인식하고 소성온도, 태토의 질, 흡수율
등에 있어서는 모두 진정한 자기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折江省 上
虞縣 등지 東漢시기 가마터에서 출토된 청자기는 진정한 의미의 성숙한 자기에 속한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화학적인 성분 측정상에서도 기본적으로 현대 자기의
표준에 도달하고 있다.
자기 가마터의 조사와 발굴 작업의 끊임없는 발전으로 말미암아 실물자료가 날로
풍부해져서 자기 기원문제를 연구하고 토론하는데 더욱 많은 설득력있는 자료를 제
공해주고 있다.

2. 청화자기 기원 문제에 관한 토론
청화자기는 중국 자기 발전 역사상 백자를 이어서 청자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한
송이의 진기한 꽃으로 만발한 것이다. 청화자기가 출현하자 그 맑고 새로우면서 밝고
화려한 색채 효과에 사람들로 하여금 호감을 가지게 하였고 국내외로 소비되었다. 청
화는 산화코발트의 광물을 착색제로 사용한 것으로 1200℃이상 고온에서 소성하면
유약이 채색된다.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쟁론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
다.
최근에 발굴조사중 발견된 ‘청화자기편’이 있는데 가장 빠른 것이 1975년 揚州市
唐城유적에서 출토된 청화자기 두침편이 있는데 남색 빛을 띠고 있다.220) 측정 결과
코발트안료이며 태토와 유약은 창사요(長沙窯)의 생산품과 가깝다. 1957년 折江省 龍
泉 金沙의 北宋 太平興國 2년(977년) 탑 기단부 제5층 판축 토층에서 발견된 3점의 청
220) ｢揚州唐城遺址1975年考古工作簡報｣, 뺷文物뺸 19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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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완 자기편은 태토가 홍색과 백색 두종류의 색깔을 띠면서 품질도 일치하지 않으며
유약색도 백색에서 푸른색을 띠고 있고, 청화의 색깔도 농도가 서로 달라 옅은 남색,
짙은 남색, 남갈색, 남흑색, 회남색 등이 있다. 측정 결과 아직 정선되지 못한 중국산
코발트를 사용하여 산화망간 함량이 높고, 소성온도가 1270℃ 좌우로 계측되었다.
1770년 가을 折江省 紹興 南宋시기 咸淳 원년(1265년) 翠環塔의 탑 기간부에서 발견
된 청화자기완편은 태토가 희고 청화는 담청남색으로 찐사탑 기단부에서 출토된 자
기편과 유사하다.221) 이외에도 보도에 의하면 吉州窯유적에서 송대 청화접시가 발견
되었다고 한다.222)
상술한 곳에서 발견된 조기 청화자기의 재료는 청화자기의 기원에 대한 하나의 실
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료에 대한 이해는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
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재료는 중국 청화자기의 기원이 宋代에 있다고 하고 어떤 사
람은 재료가 적기 때문에 어느시대로 근거할지에 대하여 불분명하다고 하여 송대에
이미 청화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한다. 이러한 자기편의 태토,
유약과 청화안료의 색깔 등과 元代의 청화자기와는 서로 다른데 화학적인 측정결과
청화안료는 국산 코발트 광산이라고 알려졌다. 원대 청화안료는 주로 수입한 코발트
로 사로 다르다. 이러한 이유를 사람들은 민요에서 만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며
나아가 吉州窯의 유약에서 발전된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磁州窯
의 유약의 채색기법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한다. 어쨌든 과거에 인식되어온 청화자기
가 페르시아의 영향하에서 출현된 되었다는 논점은 부정되었다.223)
이제까지 중국 고고발굴조사중에 발견된 대부분의 청화자기는 대체로 元代의 것인
데 최근 杭州에서 元代 至元13년(1276년) 鄭氏묘에서 출토된 3점의 청화관음조소상이
절대년대를 추정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청화자기이다.224) 북경의 元大都유적225), 河北
省의 保定226), 江蘇省 金壇227)의 元代 창고유적과 각 지역에서 조사된 원대 무덤에서
221) ｢浙江兩處塔基出土宋靑花瓷｣, 뺷文物뺸 1980-4.
222) ｢江西吉州窯發現宋元靑花瓷｣, 뺷文物뺸 1980-4.
223) 1. ｢我國陶瓷發展中幾個問題-從中國出土文物展覽陶瓷展品談記｣, 뺷文物뺸 1973-7. 2. ｢有關靑花
瓷器起源的幾個問題｣, 뺷文物뺸 1980-4.
224) ｢本市發現元初瓷觀音塑像｣, 뺷杭州日報뺸 1979-7. 25.
225) ｢元大都的勘察與發掘｣, 뺷考古뺸 1972-1.
226) ｢保定市發現一批元代瓷器｣, 뺷文物뺸 1965-2.
227) ｢江蘇金壇發現靑花瓷器窖藏｣, 뺷文物뺸 1980-1.

-+-

중국 고대 가마터의 조사와 발굴 33

계속적으로 발견되는 청화자기는 대부분의 태토와 유약, 청화색 등 매우 정교하고 아
름다워서 공예기술의 수준과 회화기법이 모두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워진 곳은 도대체 어디인가? 이제까지 발견된 것은 景德鎭의 湖田窯
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 특징의 청화자기로 원대 청화자기의 대부분은 이곳에서 만
들어진 것이다. 원대 청화자기의 제조수준과 장식예술은 매우 높아서 사람들은 元代
에 기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빠르다고 인식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청화자기의 기원문제는 여전히 자기연구의 과제로 남아 있
다.

3. ‘官’과 ‘新官’字가 새겨진 도자기 산지에 관한 토론
고고조사와 발굴 중에서 특히, 河北省228), 北京229), 遼寧省230), 內蒙古自治區231), 折
江省232) 등지의 唐, 五代, 宋, 遼 시기의 무덤과 탑 기단부에서 그릇의 바닥에 음각으
로 ‘官’ 혹은 ‘新官’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자기가 발견된다.
이러한 종류의 자기는 折江省 臨安縣 板橋의 五代시기 고분에서 출토된 1점의 靑
瓷罐 견부에 ‘官’자가 새겨진 것을 제외하고한 나머지는 모두 백유자기이다. 이외에
도 국내외의 박물관과 개인소장품에서도 수십점의 ‘官’이나 ‘新官’이란 글자가 새겨
진 백자가 수집되어 있다. 과거에 이러한 ‘官’자가 있는 백자의 생산지에 대해서 두가
지 의견이 있었다.
하나는 북방 중원지역의 邢窯나 定窯의 생산품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遼代의 官
窯의 생산품이라는 것이다. 遼代의 고분에서 발견되는 ‘官’자가 있는 백자가 비교적
많고, 그런 고분이 모두 遼代의 귀족묘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출토된 백자기형
에서 壺의 형태가 요대의 특이한 기형이라는 것도 이유가 된다. 그러나 가마터에서
228) ｢河北定縣發現的兩座宋代塔墓｣, 뺷文物뺸 1972-8.
229) ｢北京南郊遼趙德鈞墓｣, 뺷考古뺸 1962-5.
230) 1. ｢遼寧建平, 新民的三座遼墓｣, 뺷考古뺸 1960-2. 2. ｢葉茂台遼墓出土的陶瓷器｣, 뺷文物뺸 1976-12.
3. ｢法庫葉茂台遼墓紀略｣, 뺷文物뺸 1976-12.
231) 1. ｢赤峰縣大營子遼墓發掘報告｣, 뺷考古學報뺸 1956-3. 2. ｢赤峰縣大 鋪發現一座遼墓｣. 뺷考古뺸
1959-1.
232) 1. ｢浙江臨安五代墓中的天文圖和秘色瓷浙｣, 뺷考古뺸 1975-3. 2. ｢浙江臨安晩唐錢寬墓出土天文
圖及 “官” 字款白瓷｣, 뺷文物뺸 1979-12. 3. ｢有關臨安錢寬墓出土 “官” “新官” 款白瓷問題｣, 뺷文
物뺸 1979-12. 4. ｢浙江臨安板橋五代墓｣, 뺷文物뺸 19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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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는 ‘官’자가 있는 자기는 河北省 曲陽縣 澗滋村 定窯유적에서만 발견된다. 遼
寧省 赤峰市 缸瓦窯의 요대 가마터에서도 ‘官’자가 새겨진 있는 갑발이 발견되었다.
현재의 자료를 근거로 보면 定縣 탑의 기단에서 출토된 ‘官’, ‘新官’의 글자가 있는 백
자는 定窯의 생산품으로 단정 지을 수 있다. 遼代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官’, ‘新官’글
자가 있는 백자는 아마도 定窯에서 생산된 것으로 또한 遼代 官窯의 생산품이기도 하
다.
1978년 折江省 臨按縣 錢寬묘에서 출토된 13점의 ‘官’자와 1점의 ‘新官’자가 있는
백자가 출토되었다. 기형은 대접(盤), 완(碗), 잔(杯), 접시(碟) 등이고, 태토색은 순백색
이며, 질은 세밀하고 얇으며, 견고하고 치밀하다. 유약색은 순백색에 광택이 있다. 錢
寬은 唐 建寧 2년(895년)에 죽었고, 光化 2년(900년)에 매장하였는데 이때의 자기는 연
대가 晩唐시대의 것다. 과거의 고분과 유적에서 발견된 ‘官’자의 글자가 있는 그릇의
시대에 비하여 가장 빠른데 그 생산지가 어느 곳인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아름답고
정교한 백자에 ‘官’자가 새겨서 생산한 당대의 가마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어떤 학
자들은 생산지역이 아마도 湖南省 지역일 가능성이 있다하지만, 湖南省에서도 이런
백자의 가마터가 발견된 적이 없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앞으
로의 발굴조사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 본 글의 원문은 뺷新中國的考古發現和硏究뺸, 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編, 文物出版社, 中國, 1984.에
게제된 第6章 隋唐至明代 5. 古代瓷窯遺址的調査和發掘(pp.634~636)의 내용으로 이를 본문과 주를 번
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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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原三國～三國時代+
1)高久健二
번역：조

상훈

[목 차]
Ⅰ. 茶戶里․良洞里木棺墓에서의 副葬行爲
Ⅱ. 良洞里․大成洞 木棺墓에서의 副葬行爲
Ⅲ. 原三國～三國時代에 副葬行爲의 變化와 劃期

한국 남부지역에서 原三國時代～三國時代 前期에 해당하는 시기에 묘제 전환의 특
징은 土器의 集中副葬과 새로운 양상이 출현된다. 이는 木棺墓에서 木槨墓로의 전환
기라 할 수 있는 커다란 획기가 있었음이 인식된다.
韓國 南部地域의 原三國時代에서 三國時代 前期의 墓制는 木棺墓에서 木槨墓로 변
화하는 것이 최근의 발굴조사에 의해 명확해지고 있으며, 양자는 상이한 埋葬․副葬
形態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본고에서는 그 출현과 변천과정을 분명히하고, 양자
의 부장행위 관계에 대해 검토하여 본다. 자료로서는 慶尙南道 茶戶里古墳群1)과 良
洞里古墳群2) 그리고 大成洞古墳群3) 자료를 이용하였다.
+ 2004년 10월 우리 연구원에서는 김해 대성동 3호 목관묘를 조사하였다. 그 내용은 2차 지도위원
회 자료에 보고되어 있으며, 본 조사 진행 중 다카구 선생님의 논문을 알게되어 소개하게 되었
다. 대성동 3호 목관묘는 다카구 선생님의 논문 자료 중 도면1-3번에 표기한 양동리 55호분(동의
대학교 조사)과 동시기 또는 한단계 늦은 1세기 중․후반의 것으로 보여진다.
추후 종합적으로 자료가 정리되면, 대성동 3호 목관묘의 유구 및 출토된 공반유물에 대해 조사
성과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본글에서 다카구 선생님이 논문을 제시할 당시 보고서가 미간이
었으나, 후에 보고서가 간행된 김해양동리고분(동의대학교)과 대성동고분의 보고서가 간행되었
기 때문에 도면은 일부 수정 가필하였음을 밝혀둔다.
1) 李健茂 外, 1989․91․93․95, ｢義昌茶戶里遺蹟發掘進展報告書(Ⅰ)～(Ⅳ)｣ 뺷考古學志뺸1․3․5․7
2) 韓永熙 外 1989, 뺷金海 良洞里古墳 發掘調査報告書뺸 文化財硏究所.
林孝澤, 1993, 뺷洛東江下流域加耶의 土壙木棺墓硏究뺸 漢陽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論文.
鄭澄元 外, 1998, 뺷金海와 古墳文化뺸 金海市.

-+-

2 東亞文化 創刊號

Ⅰ. 茶戶里․良洞里木棺墓에서의 副葬行爲
다호리고분군과 양동리고분군의 목관묘에서 매장주체부의 형태와 부장품의 종류,
유물배치에 대해서는 시기마다 그 양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양 고분군의 목관묘 편
년에 대해서는 이미 시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참고하여 살펴 보고자 한
다.4)
먼저 기원전 1세기 중엽이전으로 편년되는 목관묘로는 다호리 12․28․34․58․61
호분, 양동리 70호분(도면 1-1)을 들 수 있으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의 묘광 중앙에
목관이 배치되어 있다. 副葬品은 粘土帶土器․黑色磨硏長頸壺 등 靑銅器時代 無文土
器의 계보를 찾을 수 있는 土器類가 주류를 점하고 있지만, 원삼국시대의 특징적인
還元焰燒成된 瓦質土器도 약간씩 부장되고 있다.
鐵器類는 鐵鋤․鐵矛 등이 부장된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양은 적으며 이러
한 부장품은 대부분 墓壙과 木棺사이인 充塡土 내부에 매납된다. 특히 장축측과 묘광
의 모서리에 토기류가 부장되는 경우가 많고, 목관내에 부장품을 매납한 예는 적다.
다음으로 기원전 1세기 후반의 목관묘로는 다호리 1․19․20․22․24～27․29․35․
38․40․43․48․51․53․62․63호분이 해당되고, 이 시기부터 다호리 고분군에서는
분묘수가 급증하여 최전성기가 된다. 이 시기의 목관묘는 묘광의 평면형태가 장방형
으로 변화되고, 묘광 중앙에 목관를 배치하고 있다(도면 1-2). 또한, 다호리 1․19․24
호분과 같이 목관아래에 圓形의 腰坑을 설치한 것이 나타난다.
부장품은 환원염소성된 와질토기가 주류를 차지하게 된다. 이전 시기인 無文土器
와 靑銅器類도 매납되지만, 이 시기부터 철기의 부장이 일반화된다. 부장된 철기 유
물은 鐵劍․矛․戈․鏃․斧․鎌․鑿․鉈․轡 등이 있고, 원삼국시대에 부장된 철기
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출현하게 된다.
그리고 筒形漆器와 高杯形 漆器 등 칠기류의 부장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前漢鏡과
3) 李海蓮, 1993, 뺷金海大成洞 29號墳에 관한 硏究-洛東江下流域의 出現期 古墳의 一樣相뺸 慶星大
學校大學院 碩士學位論文.
李相憲, 1994, 뺷洛東江下流域의 加耶墓制에 관한 考察-土壙木棺墓․土壙木槨墓를 中心으로뺸 東
義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論文.
4) 高久健二, 1999, ｢韓國南部地域における原三國時代の墳墓と集落｣ 뺷渡來人登場-彌生文化を開いた
人々-뺸 大阪府立彌生文化博物館圖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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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銖錢 등 漢式遺物이 부장되기 시작하는 것도 이 시기의 커다란 특징이라 할 수 있
다.
부장품의 배치는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목관과 묘광의 충진토내에 토기류나 철
기류가 부장되며, 목관내에서는 유리제 小玉이나 단검 등이 피장자의 身近 근처에 출
토되어 착장한 것으로 보여진다. 목관 아래의 요갱에서는 다호리 1호분에서 볼 수 있
는 바와같이 竹篋내에 매납된 靑銅劍․鐵製短劍․銅矛․鐵矛․鑄造鐵斧․星雲文
鏡․靑銅帶鉤․五銖錢․馬鐸 등이 출토되어 요갱이 威信財를 매납하기 위한 시설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호리 1호분 등과 같이 목관 아래의 묘광 상면에 板狀鐵
斧를 부장한 예가 있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
기원후 1세기대의 목관묘는 다호리 31․32․37․47․49․52․56․67․68․69․70․
71호분, 양동리 427호분, 內德里 19호분 등이 있다. 부장품의 조합관계와 배치는 전
시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양동리 427호분에서는 목관내에 內行花文日
光鏡系仿製鏡 Ⅰb식 등 3점의 小型仿製鏡이 부장된 것이 주목된다.
그리고 내덕리 19호분에서는 묘광의 모서리 부분에 銅矛의 身部를 위로 향하게 매
납하였으며, 요갱에서 方格規矩四神鏡이 출토되었다.
기원후 2세기대 분묘는 다호리 36호분, 양동리 17․55․99․151(동의대조사), 양동
리 2호분(문화재연구소조사), 대성동주변 Ⅰ지구 13호분, 대성동 구지로 11․12호분
등의 목관묘에서 출토 유물을 볼때, 부장품의 종류와 배치도 이전 시기를 답습한 형
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커다란 특징으로는 다음에 서술
할 목곽묘의 출현을 들 수 있으며, 특히 上位階層의 분묘는 목곽묘가 주류로 전개된
다.

Ⅱ. 良洞里․大成洞 木棺墓에서의 副葬行爲
현재, 남부지역에서 목곽묘의 출현시기는 대략적으로 2세기대라는 견해가 유력해
지고 있다. 전술한 바와같이 2세기대는 아직 목관묘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이 중에
서 다호리 64호분과 양동리 7호분(문화재연구소조사)은 약 320cm×150cm 크기의 묘광
에 평면 형태가 장방형인 목곽을 설치하였다(도면1-4). 동시기의 목관묘인 양동리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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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분(도면 1-3)은 묘광 크기가 293cm×123cm로써 목관묘보다는 규모가 약간 큰 소형의
목곽묘라고 할 수 있다.
부장품의 조합관계와 배치는 목관묘를 계승하고 있지만, 양동리 7호분은 철검 2
점․철모 5점․철촉 17점이 부장되었다. 목관묘와 비교하여 무기류의 부장량이 증가
되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소형의 목곽묘가 증가하고, 더불어 대형목곽묘도
2세기 후반대에 출현하기 시작한다.
양동리 162호분은 묘광의 크기가 500cm×340cm이고, 묘광의 중앙에 목관을 배치한
대형목곽묘로서 한경 2점․방제경 8점․유리제 소옥 등 장신구류, 철검 6점․철모 10
여점․철촉 60여점․철부 6점․철겸 3점․판상철부 40점․轡 1점․철복 1점․革製盾
1점․대부장경호 1점 등 많은 양의 유물이 부장되었다(도면 2-1).
부장품의 배치상태를 살펴보면, 목관내에 동경․철검․장신구가 출토되었고, 관 바
깥의 장벽측에는 토기․철부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발치 쪽의 단벽 부근에 철복을 부
장하였고, 목관아래의 네 모퉁이에 판상철부 10매씩을 배치하였다.5) 이러한 부장양상
을 살펴보면, 부장품의 양은 목관묘를 압도하지만, 부장품의 배치는 기본적인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6)
3세기대가 되면 대형의 목곽묘가 축조되는데 양동리 235호는 760cm×390cm의 묘광
에 540cm×320cm의 목곽을 설치하고, 중앙에 목관을 배치한 대형의 목곽묘로서 3세기
전반대에 축조된 것이라고 추정된다(도면 2-2).
내부에는 유리제 소옥 등의 장신구와 환두대도 1점․철병부철모 1점․철모 6점․
철촉 50여점․철부 6점․판상철부 30여점․동복 1점․토기류 24점이 부장되었다. 유
구의 1/3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양동리 162호분을 상회하는 유물이 부장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장품 중에서 특히 토기류의 급증이 주목되며, 길이가 1m
를 초월하는 환두대도와 철병부철모 등 漢式遺物의 부장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부장품의 배치는 목관내에 장신구와 환두대도를 매납하였는데 목관주변에 부장품
5) 이러한 판상철부는 威信財로 부장된 것이고, 부장형태는 이전 시기의 다호리 1호분과 경주 사라
리 130호분에서 계보를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村上恭通, 1998, 뺷倭人と鐵の考古學뺸 靑林書
店.
6) 초기 목곽묘에서 토기의 부장양에 비해, 철기의 부장양이 많은 것은 목관묘의 부장양상을 반영
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洪潽植, 1998, ｢墓制의 比較로 본 加耶와 古代日本｣ 뺷加耶史論集뺸1,
金海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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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치한 점은 양동리 162호분과 동일하다. 그러나, 피장자의 발치 쪽으로 추정되는
단벽 부근에 고배․단경호․대부장경호․양이부호 등의 토기류를 집중적으로 부장한
점은 새로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에도 대형목곽묘는 상위계층의 분묘로 계속적으로 축조된다. 3세기대 후반으
로 편년되는 대형목곽묘인 대성동 29호분은 잔존장 750cm, 폭 560cm의 묘광에
650cm×330cm의 목곽을 설치하여, 이전 시기에 축조된 양동리 235호분 보다는 규모가
더 한층 거대화된다(도면 2-3).
부장품은 피장자 옆에 철대도 3점이 부장되었고, 그 아래와 주변에 토기류․철촉․
철부․동복․판상철부 100여점이 매납되었다. 그리고 피장자의 발치 쪽인 목곽의 단
벽 부근에 단경호를 중심으로 토기류가 약 40여점이 집중적으로 부장되어 이전 시기
보다 토기의 집중도가 증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세기대가 되면 대형목곽묘에 새로운 副槨이 출현한다. 대성동 13호분는 부곽이 있
는 대형의 목곽묘로 4세기 전반대로 편년되고 있다(도면 2-4). 주곽은 602cm×394cm의
묘광에 500cm×240cm의 목곽을 설치하였으며, 부곽에도 370cm×398cm의 묘광내에 목
곽을 설치하였다.
부장품은 주곽의 시상석 부근에 유리제 옥이 있고, 주곽의 장벽과 단벽 부근에 토
기류․철검․철촉․철부․파형동기 등이 부장되었다. 부곽에서 대형호와 노형토기․
단경호 등이 부장되었는데 부곽의 위치와 부장품의 내용을 볼 때, 이전 시기에 주곽
의 단벽측에 부장된 토기군이 부곽으로 독립되어 부장된 것으로 생각된다.7)
그후 4세기 후반대에 축조된 대성동 39호분도 주곽과 부곽이 있는 대형목곽묘이고,
부곽의 형태와 부장품 배치 등은 이전 시기의 특징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
부터 縱長板短甲․冑 등의 갑주류가 새로이 부장되기 시작하며, 5세기대 首長墓에서
나타나는 부장품의 세트관계가 대략적으로 성립되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Ⅲ. 原三國～三國時代에 副葬行爲의 變化와 劃期
원삼국시대 특징의 하나로서 集團墓地의 출현을 들 수 있으며, 그 상한 연대는 아
7) 李海蓮 1993, 前揭論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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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불명확한 부분이 남아있지만, 늦어도 기원전 1세기대에 다호리고분군과 양동리고
분군 등의 유력 집단묘지가 조성되기 시작한다.
기원전 1세기 후반대가 되면 부장품의 종류가 다양화된다. 특히 철기의 부장이 일
반화된다. 또한, 다호리 1호분과 같이 厚葬墓가 출현하여 원삼국시대에 목관묘의 기
본적인 부장형태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부터 漢式遺物이 출현하는
데 이것은 樂浪郡과의 교섭을 통해 도입되며 威信財로서 분묘에 부장된 것이라고 생
각된다.
당시의 樂浪郡도 王根墓나 高常賢墓 등의 厚葬墓가 출현하는 시기로서, 낙랑군의
발전기를 계기로 南部地域과 교섭이 시작되어 한식유물이 전래된 것이라고 생각되며,
당시 낙랑군의 묘제는 목곽묘가 주류였다. 한편, 남부지역의 경우 割竹形木棺이 매장
주체부고, 부장품을 충진토내에 부장한 목관묘였기 때문에 낙랑군의 매장주체가 도
입한 것은 아니다.
또한 낙랑의 單葬木槨墓와 남부지역의 목관묘에서 부장품의 조합관계와 배치를 비
교하여도, 다호리 1호분과 같이 전한경․청동대구․마탁 등의 한식유물을 무구류․
농공구류 등과 함께 부장된 예는 낙랑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식유물의 의미는 크
게 變容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철모․철부․철겸․철착 등이 기본적인 세트관
계로 부장되고 있으며, 청동검․철제검을 목관내부에 부장하는 점 등 공통점도 보이
지는 것이 중요하다.8) 결국, 낙랑군의 묘제에서 필요로 한 것은 수용하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변용시켜 목관묘에 도입한 것이 원삼국시대 목관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다.
다음의 획기는 양동리 162호분 등 대형목관묘가 출현하는 2세기대이다. 동일한 형
태의 대형목곽묘는 蔚山廣域市 下垈古墳群에서도 보여지고 있으며, 남부 각 지역에
상위계층의 분묘로 대형목곽묘가 채용되기 시작한다. 이와같이 초기의 대형목곽묘
계보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부분이 남아있지만 낙랑목곽묘와의 관계를 지적하는 견해
가 있다.9)
8) 村上 1998, 前揭書.
9) 낙랑목관묘와의 관연성을 지적한 견해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a. 申敬澈, 1992, ｢金海禮安
里 160號墳에 對하여-古墳의 發生과 관련하여-｣ 뺷伽耶考古學論叢뺸 1. b. 林孝澤, 1993, 전게논문.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낙랑목곽묘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楡樹老河深遺蹟 등 吉林地域 묘제와의 관련성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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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곽묘는 낙랑군 상위계층의 상징적인 묘제로서 3세기대까지 목곽묘가 조성된다.
양동리 162호분에서 한경이 부장된 것을 볼 때, 남부지역의 상위계층과 낙랑군과의
밀접한 교섭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남부지역의 상위계층도 낙랑 목곽묘의 상징성을 충분히 이해하였을 것이며,
상위계층의 묘제인 목곽묘는 낙랑에서 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부장품의 배
치를 보면 명확히 전 시기의 목관묘를 계승하고 있고, 낙랑 목곽묘를 그 대로 수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결국 목곽묘가 새로운 묘제이지만 부장행위에 있어서는 목
관묘의 계보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다음의 3세기대 대형목곽묘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양동리 235
호분은 목곽의 규모와 부장품의 양이 이전 시기 목곽묘를 상회할 뿐만아니라, 피장자
의 발치쪽에 토기를 집중적으로 부장한 점, 全長 1m를 초월하는 환두대도가 관내에
부장되는 점 등 새로운 요소가 보여진다.
이 중에서 토기의 集中副葬은 그 후에도 集中度가 증가하여 부곽의 독립으로 연결
되며, 竪穴式石槨墓 시기까지 계승된다. 또한, 이러한 부장의 형태는 대형묘만이 아닌
禮安里古墳群과 같은 中․小型墓에도 확산된다. 즉, 그 후의 고분에서 副葬形態의 基
本形이 형성되는 것으로 양동리 235호분의 출현은 대단히 큰 획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전반에 걸쳐 대형목곽묘의 등장은 남부지역에서
首長墓의 출현을 의미하고, 그것은 원삼국시대의 목관묘를 기본으로 한 墓制에서 삼
국시대의 목곽묘․수혈식석곽묘를 정점으로 하는 묘제로 전환하는 커다란 과도기라
고 생각된다.

한 李在賢, 1995, ｢弁辰韓社會의 발전과정-木槨墓의 출현배경과 관련하여｣ 뺷嶺南考古學뺸 17. 최
근, 홍보식, 1998, 전게논문에서는 이재현과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한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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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동리 70호 목관묘

② 다호리 1호 목관묘

③ 양동리 55호 목관묘

④ 양동리 7호 목관묘

도면 1. 한국 남부지역 목관묘에서 목곽묘로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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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동리 162호 목곽묘

② 양동리 235호 목관묘

③ 대성동 29호 목곽묘

④ 대성동 13호 목곽묘

도면 2. 한국 남부지역 목관묘에서 목곽묘로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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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환경고고학의 정의, 개념의 유래 및 발전사
1. 환경고고학의 정의
환경고고학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교차되고 상호간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
성된 새로운 파생학문이며 고고학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환경고고학의 형성과 발
전은 인류가 자신을 인식하고, 자연계를 인식하여 양자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탄생시
킨 산물로서 인류 인식과정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환경고고학의 임무는 환경의 변천
규칙을 탐구하고 환경의 변화과정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地質, 地形, 氣候, 資源 등 환
경요소가 인류가 생활하는데 있어 필요한 장소의 선택, 변경, 이전에 미친 영양을 탐
구하는 것이다. 또 환경과 인류의 문화, 사회, 정치, 경제와 군사 활동 등 각 방면의
상호적인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다. 환경고고학의 연구는 주로 야외고고학에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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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발굴하여 얻은 자료로서 고대 인류 생존환경과 관계되는 원시자료를 그 근거로
한다. 여위초(俞伟超)가 지적한 바와 같이 “특정문화가 발생된 환경 조건과 문화변천
과정에 수반되는 제약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환경과 특정한 기술, 행동방식과 사고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환경고고학의 주요임무이다”. 라고 한 것처럼 인류의 생
존환경과 조건에 대한 이해는 더 이상 배경지식이 아니라 고고학이나 특히 환경고고
학을 구성하는 유기적인 한 부분인 것이다. 환경고고학의 연구 자료는 지질, 지리, 고
대 동물과 식물, 인류의 문화와 고대 예술품이 포함되며 여기에 인류자신의 유골까지
도 포함되고, 동시에 고문헌에 대한 참고 등도 포함된다. 환경고고학은 자연과학중의
지학, 생물학, 인류학, 환경학의 방법으로서 고고학을 연구하는 본보기가 된다.

2. 개념의 유래
1) 환경의 개념
환경(Environment)이라는 단어는 자연환경의 의미와 사회 환경의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환경고고학은 자연환경에 더 치중한다. 고고학은 인류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남긴 실물에 근거하여 인류의 고대사회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환
경고고학은 근대고고학연구가 변화 발전 되어온 중요한 이정표이다. 고고학은 인류
문화의 유형, 시간과 공간의 분포 및 발전변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매우 큰 진전과
성과를 거두었다. 20세기 중엽에 고고학자들은 더더욱 인류역사의 진면목을 재연하는
것을 중시하여 자연과학의 성과와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다방면에 걸쳐 고대 인류문
화의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를 연구 토의하였다. 때문에 인류문화의 생태환경
을 탐구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환경고고학은 그 시대의 수요에 맞게 탄생되어 점차적
으로 발전 되어온 것이다.
2) “환경고고학” 명칭의 유래
환경고고학의 개념은 비록 20세기 30년대 영국에서 제기 되어 F.E.Zeuner가 고고연
구소에서 환경고고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Archaeology at the Institute of
Archaeology)를 설립하였지만 하나의 학문으로서는 6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정착되고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1964년에 Butzer, K.W.가 저서 뺷환경과 고고학(Environ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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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aeology)뺸를 발표하였다. 그 이후 영국, 미국 등 과학이 발달된 나라에서 앞 다투어
환경고고학의 학술기관과 연구기관을 설립하였고 간행물도 출판하였다. 예를 들면
영국에는 환경고고학회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Archaeology)가 있고, 미국에서 환
경고고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연구기관으로는 미네소타(Minnesota)대학의 고고측정
실험실(Archaeometry Laboratory)이 있다. 70년대와 80년대에는 일단의 새로운 환경고고
학 논문과 저서들이 출판되었는데 예를 들면 1981년에는 Myra Shackley가 발표한 저서
뺷환경고고(Environmental Archaeology)뺸, 1985년에는 G. Jr. Rapp와 J.A.Gifford가 공동 발

표한 저서 뺷고고지질(Archaeological Geology)뺸 등이 있다.

3. 환경고고학의 발전사
1) 중국의 환경과 인류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발전과정
중국에서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遠古시대부터 있었다. 대체적으로
세 시대 즉 미개시대(1000000~4000a BP)를 시작으로 초기기술시대(4000~100a BP)와
과학시대(100a BP~근현대)를 경과하였다고 본다. 과학시대는 다시 맹아단계(100~50a
BP)와 실천단계(50a BP~20세기 50년대), 형성과 발전단계(20세기 80년대로부터 현재
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
2) 국내외 환경고고학의 발전 약사
중국에서 환경고고학은 유럽과 미국보다 늦게 형성 되었다. 중국의 환경고고학은
제4세기(第四纪)의 지질학, 고고학, 포자분자학(孢粉学)등 학문의 발전을 기초로 하여
형성 되었다.
국외에서는 일찍이 창조적인 연구를 진행한 Hack(1942)와 Bryan(1926, 1941, 1954)
이 미국 서남지역 인디안인들의 선사시대의 사회 환경에 대한 연구와 기후변화가 농
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Huzayyin(1939)과 Butzer(1960)는 나일강의
지형과 水文作用이 농업의 기원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다. 영국의 F. F. Zeuner
(Zeuner, 1995; Sandford, 1934)등은 유럽근동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서술과 복원에 대
한 연구에만 국한 되어 있다. 20세기 60년대 이래 미국은 이론과 방법 면에서 문화생
태학을 강조하기 시작하여 시스템이론을 환경과학에 응용하였다(Chorley, 1962).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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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학(Geertz, 1963)과 고고학(Flannery, 1968)은 서양현대고고학의 발전을 촉진시켰고
더욱더 성숙시켰다(Evans, 1978; Shackley, 1981; Butzer, 1971, 1982). 현재 환경고고학은
이미 여러 가지 학문이 서로 교차하고 영향을 미친 종합적인 연구단계에 이르렀을
(e.g.Rapp and Aschenbrenner, 1978; Hubbard, 1989) 뿐만 아니라 이론과 방법, 기술면에
서도 큰 발전을 이루었다. 환경 연구의 내용은 이미 고고조사의 설계, 야외조사와 발
굴, 실험실에서의 분석 등을 거쳐서 고대사회에 대한 해석 전반 과정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때문에 환경연구는 고고조사와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유기적인 한부분
이지 단지 일종의 묘사성의 배경이나 들러리가 아니다(荆志淳，1991). 이렇게 환경고
고학의 초보적인 개념은 이미 형성 되어 있는 것이다.
오랜 시간동안 고고조사와 연구에서 사람들은 늘 고대 인류가 처해 있던 자연환경
문제를 중시하여 왔다. 환경고고학의 발전 과정은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초기 맹아단계(20세기 20년대로부터 50년대까지)
초기의 개척자로는 K.Bryan, K.S.Sandford, S.A.Huzayyin, J.T.Hack등이 있다. K.Bryan
은 뉴멕시코 선사시대 인류생활과 현대침적(沈積)과의 관계를 연구하였고(K.Bryan,
1926), 미국서남부 인디안의 선사시대 사회환경과 기후변화가 농업의 활동에 미친 영
향을 연구하였다(K.Bryan, 1941, 1954; J.T.Hack, 1942). F.E.Zeuner는 20세기 30년대 중엽
에 런던의 고고연구원에 환경고고학부를 설립하였으며 또 更新世시기의 기후와 연대
학(年代学) 및 동물군의 연속성문제를 연구한바 있다(F.E.Zeuner, ! 1959). K.S.Sandford는
에집트 나일강 계곡과 구석기 시대 인류와의 관계를 연구 하였고 K.S Sandford (1934)
K.E.Zeuner등 몇몇 사람들의 연구는 영국환경고고학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20세기 전기에 고힐강(顾颉刚)은 환경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고, 이중규
(李仲揆)1)(李四光)은 환경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원복례(袁复
礼)와 이제(李济)는 처음으로 중국의 근대적인 과학적 연구방법을 산서하현서음마을
〔山西夏县西阴村〕의 고고문화연구에 적용하였고, 호후선(胡厚宣)은 갑골문의 고증
을 통하여 은상시기의 기후와 사회상황을 논증하였다. 배문중(裴文中) 등 지질고생물
학자들은 환경이 고생물의 연구와 고문화 연구에 미치는 중요성을 논술하였다. 이것
1) 중국에서는 과학자 이사광李四光이라고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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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국의 환경고고과학사상이 20세기전반기에 이미 싹트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周昆叔，2000). 맹아단계의 특징은 대부분 이 고대환경연구가 자연생물환경의 묘사
와 회복에 국한되어 있었고, 고대문화와 고대문화가 처한 자연환경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연구되지 않았다(荊志淳 1991). 환경고고학의 중요한 갈래인 동물고
고학 연구는 비록 국제적으로는 이미 19세기 전반에 연구가 시작 되었지만 중국의 동
물고고학 연구는 20세기 30년대에 겨우 시작되었다. 양중건(杨钟健)，배문중(裴文
中)，덕일진(德日进) 등 국내외 학자들이 중국의 동물고고학 연구에 종사한 적이 있
다. 1936년에 덕일진(德日进)과 양중건(杨钟健)이 안양(安陽) 은허(殷墟)의 포유 동물군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이 중국 동물고고학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2) 신속한 발전과 성숙기에 접어든 단계(20세기 60년대부터 80년대 말까지)
미국의 고고학이론과 연구방법이 문화생태학을 강조한 영향을 받아 환경과학, 생
태인류학과 고고학에 체계적인이론을 응용하였다. 이는 서양에서 현대 환경고고학의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고 더불어 더더욱 성숙시켰다. 서구에서의 이 시기 특징은 다음
과 같다.
① 고고조사와 발굴에서 환경고고학연구의 다학문성과 교차학문성에 대한 언급이
갈수록 많아 졌다.
② 환경고고학의 이론과 방법, 기술이 주목할 만한 발전을 가져 왔다.
③ 환경연구는 단지 배경수치를 묘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고조사의 설계,
야외 조사와 발굴, 실험실에서의 분석 등 고대사회의 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관련되며 고고조사와 연구의 구성 성분이 되었다.
④ 환경고고학과 관련되는 학술단체를 설립하였다. 예를 들면 영국의 환경고고학
회(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Archaeology)(간칭AEA), 미국의 과학고고학회
(Society for Archaeological Science)(간칭SAS)등이 있다. 어떤 학회는 정기적으로 회
의를 소집하고 간행물(Circaea[영국])을 출판하였다. 과학고고학 등 전문 期間誌
(예를들면 뺷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Archaeometry뺸와 뺷Geo Archaeology뺸), 考
古學期間誌(예를 들면 뺷American Antiquity뺸, 뺷Antiquity, Journal of field Archaeology뺸)
와 같이 전문성을 띤 간행물에 많은 고고학연구 논문들이 발표되었을 뿐만 아
니라 많은 환경고고학 전문서적들도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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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요 대학의 인류학과(개별적인 고고학과)에 환경고고학과 관련되는 강좌를 개
설하였고 대학원생을 육성하는 등 고고학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았다.
⑥ 근대고고학연구는 주로 문화와 환경의 상호 관계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에 치
중 하였다. 즉 인류생태계통의 연구에 치중하였는데 특히 고대 인류의 생존, 취
락계통과 자연환경의 상호 작용을 공간, 경제, 사회 세 가지 방면에서 집중연구
하였다.
중국은 20세기 중엽부터 국제적으로 유명한 지질학자 유동생(刘东生)을 대표로 하
는 많은 과학자들이 제4기(第四纪)지질, 특히 황토지질과학과 고환경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劉東生. 1985). 환경고고학이 필수로 여기는
*14C(연대측정)과 포자분자〔孢粉〕분석 면에서도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배
문중(裴文中)은 중국 원시인류의 생활환경에 관하여 논한 바(裴文中, 1960)가 있다. 특
히 지적해야 할 것은 하내(夏鼐)는 60년대 초에 고고학과 관련학문은 상호 교차적으
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으니 지질학이 고고학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에
관하여 지적함과 동시에 물질문화와 자연환경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중시하여
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夏鼐，1964). 축가정(竺可祯)은 70년대에 발표한 논문 뺷중국5
천년 이래 기후변천의 초보적인 연구뺸에서 중국 5천년 이래 사람과 지질과의 관계를
심도 있게 논하여 우리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竺可祯, 1973). 80년대 초에 유동생
(刘东生)은 우리들에게 전신세(全新世)지층연대연구는 반드시 문화층과 결합하여 연
구를 진행 할 것을 지적하였다. 지형학 방면에서 주정유(周廷儒)는 지형학과 인류유적
의 분포를 결합하여 연구 할 것을 지적하였다. 20세기 50년대 말 이유항(李有恒)과 한
덕분(韩德芬)이 편저한 연구보고서 뺷陕西西安半坡新石器时代遗址中之兽类骨骼뺸은 보
고서편저체제와 문제를 관찰하는 관점에서 신중국 동물고고학연구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그 이후로는 주로 고생물학자들이 연이어 몇 십 편의 동물골격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중국의 동물고고학의 형성과 발전은 60년대부터 70년대에도 여전히 시작
단계에 머물렀으나 일부 연구보고서들은 출발점이 높았고, 고고학계가 동물고고연구
를 중시하지 않았으며, 학자들의 견해도 통일되지 못한 특징이 있다. 80년대부터는
형성시기에 접어들었다. 기국금(祁国琴)의 뺷動物考古學所耀硏究和解決的問題뺸, 뺷姜寨
新石器时代遗址动物群的分析뺸을 비롯하여 위풍(魏丰)등의 뺷浙江余姚河姆渡新石器时
代遗址动物群뺸등 연구 성과가 대표적인 이시기의 연구방면에서는 아래와 같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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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들이 나타났으니 동물의 골격이 반영한 문화면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발굴도중 동물골격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채집이 부족하였으며, 최소개체의
통계와 비교가 불충분 하였다. 동물골격의 분석정리는 고고지층과 단위에 근거하여
진행되지 않았고, 가축과 야생 짐승류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고, 고고학보고서 편저체
계상에 동물고고연구부분을 단지 본문의 뒤에 첨가하였던 것이 아쉬운 점이다. 비록
형성시기에는 체계적인 동물고고학 연구의 목표와 이론, 방법이 부족하였지만 이 시
기에 사람들을 고무하게 할만한 특징은 우선적으로 국내외의 교류를 통하여 국제무
대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며 그 외에 동물고고학자들이 대폭 늘어났고 연구 성과의
질과 양이 모두 높아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작업과 이론적인 발전은 중국의 고환경
과 고고학연구를 결합시켜 중국적 특색을 가진 고고학의 확립을 위한 건실한 기초를
닦아 놓았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환경고고학연구는 중국에서 1987년 주곤숙(周昆叔)이 제기하고
완성한 북경지역 환경고고연구(周昆叔，1989)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연구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후인지(侯仁之)의 지도와 대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개척성적인 연구
에 이어 주곤숙은 유위초(俞伟超)의 요청으로 환경고고학 연구를 황하중하류지역에까
지 확대하였다.
환경고고학 학술성과를 총결하고 교류 목적으로 1990년 10월 서안에서 제1기 중국
환경고고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고 1991년 7월에 회의 토론 논문집 뺷環境考古硏究뺸제
1집을 출판하였으니 이는 중국 환경고고학의 발전이 임박했음을 상징한 것이다. 대회
에 참석한 대표들은 회의 정신을 선전하고 중국환경고고학의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
한 학술 분위기 조성과 기초를 닦아 놓았다.
80년대부터 환경고고학은 날로 성숙되어 더욱 많은 학문과 연관되어 연구를 진행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문간의 교류와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종합적으로 고고학은 더
욱더 중시되기 시작하였다. 금후 고고학의 발전은 문화와 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한 체
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더욱 중시 되어야 한다.
환경고고학은 현재 중국에서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있지만 환경고고학이 중국의
고문화발전과 결합하여 연구 되었기에 환경변천연구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수 있
게 되었다. 환경고고학은 더욱 중국적 특색을 갖게 되였고, 더욱더 인류사회를 위하
여 봉사하게 되었다. 환경고고학의 연구대상은 문화의 축적과 이와 관계되는 자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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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 그리고 또 고적문헌연구를 참고해야 하는 것이다. 환경고고학의 연구수단은 환
경과학과 고고학간의 결합에 의한 특징을 체현하는 것이며, 환경고고학의 연구임무
는 인류와 자연계의 의존관계로부터 환경의 변천과 고문화발전, 인류생존환경을 서
술하는 것이다. 이 파생학문은 현재 중국에서 이제 겨우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아
직 완전히 성숙된 것은 아니다. 현재 발전해야할 주요한 방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
이 있다.
① 대학교의 지학地学과 고고학전공의 교육을 혁신하고 환경고고학 강좌를 개설하
는 것이다.
② 지학과 고고학 복수학위와 복수학문 인재를 육성하고, 재직 중인 지학과 고고학
연구원들이 고고학과 지학의 지식과 연구를 충실히 하는 것이다.
③ 고고학과 제4기第四纪지질학등 분야의 연구임무 혹은 항목을 완성하는 과정에
서 지학과 고고학 인재를 받아들여 연구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다.
④ 고고발굴 중에서 지학과 고고학의 종합연구를 진행하고 경험을 쌓아 환경고고
학의 더 큰 발전을 위하여 기초를 닦는 것이다.
3) 활발히 발전 되어 가는 새로운 단계(20세기 9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이 단계의 환경고고학발전의 특징은 주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측면이
있다.
① 환경고고학의 연구 성과가 배로 증가하였다. 비록 불완전한 자료에 의한 것이지
만 20세기 30년대부터 60년대에 이르기까지 환경고고학과 관련된 논문과 저서
들은 겨우 30편 정도이던 것이 70년대에서 80년대에 들어서는 폭발적으로 많아
져 530편 정도로 증가하였고, 20세기 90년대에만 430편 정도로 증가 하였다.
② 환경고고학연구방법과 기술도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아래와 같은 분
야에서 나타났다. 년대 측정 기술의 개선과 창신 분야, 분자생물학연구방법분야,
생물화학 연구방법 분야, 유전학 연구방법 분야, 동위원소에 의한 기후 연구방
법 분야, 미흔(微痕) 연구방법분야， 화석흔적 연구 분야, 작은 포유동물군생태
재건 연구방법 분야, 탄소음식물 연구방법 분야, 토양 침식과 침적, 매장학 분석
방법 분야 등이다.
③ 연구내용이 보다 다양해지고 세분화 되었다. 기초 원리와 이론연구(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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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고고학과 역사고고학의 관계 등)가 더욱 세분화된 것 외에 더욱 많은 자연
과학영역에서 출발하여 고고학 문제를 깊이 연구하였고 이를 언급한 연구들도
많았다. 그 내용들로는 고대 해수면승강과 고고유적의 지질배경에 관한 내용,
충적물(冲积物)지학고고학에 관한 내용, 토지의 침식이 인류에 미친 영향에 관
한 내용, 고고토양과 침적해부면 분석에 관한 내용, 고고학과 지형 관계에 관한
내용, 침적활동과 고기후의 관계에 관한 내용, 지형이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에
관한 내용, 습지고고학연구에 관한 내용, 토지이용대책과 효과적인 기술에 관한
내용, 인골 DNA분석에 관한 내용, 고대핵산核酸연구에 관한 내용, 분자생물고
고학연구에 관한 내용, 고환경 탄소기록연구에 관한 내용, 고고자성(考古磁性)연
대연구에 관한 내용, 나이테(树轮)와 *14C결합에 의한 년대 측정 기술연구에 관
한 내용, U-Th년대 측정 기초상의 *14C동위원소연구에 관한 내용, 화석흔적 생
물의 간섭과 매장학 연구에 관한 내용, 고고혈액담백질검측에 관한 내용, 동물
과 음식 C동위원소연구에 관한 내용, 나이테(树轮)환경과 인류연구에 관한 내용,
석기微痕연구에 관한 내용, 석기원료본원(石器原料溯源)연구에 관한 내용，고고
골격화학분석과 고음식연구에 관한 내용, GIS고고공간분석연구에 관한 내용, 포
자분자孢粉분석과 植硅石 및 고환경연구에 관한 내용, 동물 이빨에 의거하여 방
사성도학(放射性图学)이 진행된 유적계절성연구에 관한 내용, 동물 종과 종 지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내용, 고고동물나이 연구에 관한 내용, 인류가 사용한 흔
적에 대한 검측방법에 대해 연구한 내용, 곤충흔적(昆虫残迹)의 고고학응용연구
에 관한 내용, 도구와 인류의 환경에 대한 적응성 연구에 관한 내용, 고대 영양
학연구에 관한 내용, 도기조각 중 유기입자와 용기분류상의 응용에 관한 내용,
토탄소택泥炭沼泽과 환경의 재건연구에 관한 내용, 농업의 기원과 가축의 기원
연구에 관한 내용들이다.
④ 환경고고학에 관한 교학활동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90년대부터 영국과 미국
을 대표로 하는 선진국들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제공하여 관련학부생과 대학
원생들이 연구한 환경고고학의 교학내용과 연구 정보가 6만 여건에 달하였다.
영국 미국 두 나라가 환경고고학 교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외에도 독일, 프랑
스, 이태리, 일본 등 선진국 주요 대학들에서도 환경고고학과 관련되는 강좌를
개설하였다. 예들 들면 이태리의 로마대학과 로마 제3대학에서는 대학원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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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포유동물고고학강좌를 개설하였다.
⑤ 학술활동은 의외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국제적 교류와 합작이 다양하게 전개되
어 영국환경고고학회(AEA)는 해마다 국제적인 환경고고학술대회를 조직하고 개
최하였다. 회의참석자들은 폭넓게 학술성과를 교류하였고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합작연구항목을 조직하고 실천하여 더욱더 빠르고 신속하게 관련 환경고고학의
저서, 간행물, 논문들을 출판 하였다.
이 십여 년 동안 중국의 환경고고학연구도 눈에 띠게 달라졌고 고고학자들과 자연
과학자들이 긴밀히 협조하여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1994년 9월 낙양(洛阳)에서
중국 제2기 환경고고학학술토론회의가 개최 되었는데 이에 의하여 중국 환경고고학
연구 참여자들을 한 차례 점검할 수 있었다. 2002년 9월에는 제남(济南)에서 중국 제3
기 환경고고학 학술대회가 개최 되었고 회의가 끝난 후에 뺷환경고고연구뺸제3집을 출
판하였다. 이 단계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① 환경고고학도들이 점차 많아져갔다. 풍부한 경력을 가진 학자의 인솔 하에 중ㆍ
청년 학자들이 배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모두 그 연구 분야의 핵심연구원이
되었다.
② 환경고고학연구를 시작한 고고학전공학자들이 전체 고고학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2/3를 초과하게 되었다.
③ 정부부문과 관련학술단체, 그리고 해외 관련학자들이 중국의 환경고고학사업의
발전에 주목하고 이를 지지하여 주었다.
④ 중국 제4기 과학연구회 환경고고학전공위원회가 1994년에 정식 설립 되었고 이
것은 중국 환경고고학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환경고고학전공위원회는
이 새로운 학문의 발전에 현실적인 뒷받침이 되었다.
⑤ 환경고고학의 폭넓은 전개와 『환경고고연구』간행물의 지속적인 발간은 중국
고고학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 하였음을 상징하였다.
⑥ 중국의 환경고고학은 더욱 성숙 되었고 이론, 방향, 방법, 절차가 더욱 명확해
지고, 선진적이 되었다. 내용측면에서 더욱 풍부해지고 고고학과 자연과학의 결
합도 더욱 긴밀해 졌다. 주곤숙(周昆叔)등이 쓴 저서 『중국환경고고학개론』이
곧 출판을 앞두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몇 십년간 환경고고학 연구에 투자한 결
과물이다. 다년간의 환경고고학 성과를 한 권에 집결한 동시에 금후의 학문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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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도 제시하였다.
환경고고학의 발전은 현대과학기술발전의 기본적인 특성을 반영하였다.
① 발전은 갈수록 빨라졌다. 지식의 축적속도가 배로 증가되고, 과학연구 성과가
적용되는 시간이 짧아졌다. 지식의 갱신에는 가속도가 붙었고, 과학기술발전규
모는 더욱 커졌다. 국가 혹은 국제규모의 연구 분야는 더욱 다양해지고 더욱 세
분화 되었다.
② 과학기술발전은 종합적인 것으로 변화 되었다.
③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이 서로 결합하였고 환경고고학은 현대과학기술발전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자연과학의 여러
학문들과 종합하여 이것이 다시 인문사회과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
다. 때문에 학생이든 이제 막 고고학 작업을 시작한 연구원이든 모두 새롭게 발
전하는 환경고고학 이념 갱신에 이바지 하고 또한 환경고고학의 지식과 방법을
학습하고 또 보충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경고고학에 종사하는 자연과학자들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고고학영역의 부족한 지식과 방법을 보완하여야 한다.

Ⅱ. 환경고고학 연구와 대학 교육의 의의 및 그 절박성
인류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인류가 자연환경에 속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
에 자연속성도 띠고 있다. 인간의 성격과 문화적인 특징은 환경의 영향을 그대로 반
영하고 있다. 인류자신 및 인류가 창조한 문화는 자연환경에서 유래 되었고 이것 또
한 환경의 산물이고 환경의 반응결과물이다. 때문에 문화의 뿌리를 탐구하고 우수한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역사유물론적인 관점에서 환경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현재
에 존재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미래 환경의 발전추세를 예측하고 지
속적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목표를 실현하려면 우리는 환경고고학연구를 시작하여
야하고 성숙된 환경고고학이란 학문분야를 굳건히 세워 나아가야 한다. 전공학과 설
립과 학과발전이 완성도가 있고 인재가 있으려면 환경고고학의 전공분야 교육은 없
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인류와 문화는 환경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때문에 인류가 자신과 사회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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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인식이 깊어갈 수록 환경변화와 인간과 환경의 관계로부터 인간자신과 인간
사회의 발전 규칙을 밝혀 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현재 세계상에서 인류생존환경
변화와 미래변화추세를 주요연구내용으로 한 지구변화연구는 이미 세계의 최첨단과
제로 되었다. 이것은 장기적이고 국제적이며 학제적이고 종합적이고 교차 융합되어
서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과학연구의 한 분야이다. 이에 포함된 연구계획은 “세계
기후연구계획”(WCRP), “지구변화의 인류요인계획”(HDP), “국제지역권과 생물권계
획”(IGVP), “생물다양성계획”(DIVERSITAS)이다. 제4기(第四纪)인류가 나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적응력도 높아졌다. 의존하여 생존하
던 자연환경을 개조하고 파괴하는 힘도 따라서 커졌다. 이것은 하나의 특수한 지질운
용력(地质营力)이 되었다. 때문에 지구의 변화를 연구하려면 반드시 인류의 활동요소
를 고려하여야 한다. 고고학의 학문발전과 지구변화라는 이러한 국제적인 최첨단 연
구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고고학중의 환경고고학은 특유의 수단과 새로운
연구 성과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
환경고고학 연구는 현대과학이 크게 발전하는 추세에 발맞추고 있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분리되어 더 폭넓고 깊이 있는 단계로 발전되어 갔다. 자연과학은 또 사
회과학과 더 높은 층위,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서로 교차되고 영향을 주어 융합화와
종합화의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런 과학발전의 대세에 발맞추었기 때문에 환경
고고학은 고고학의 분과학문으로서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잘 결합시켜 시간순
서와 고환경정보를 인식하는 관점에서 인류자신과 고문화발전의 시공간문제, 인류와
환경사이의 상호작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었다.
인재육성의 절박함으로 볼 때 외국에서는 일찍이 20세기 중엽에 이미 환경고고학
인재를 육성하기 시작하였고 이 중에서도 지질학과 고고학의 복수학위전공 인재를
육성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BUTZER, K.W.은 1964년에 발표한 뺷환경과 고고학뺸
(Environment and Archaeology)과 1980년에 Shackiey, Myra가 발표한 뺷환경고고학뺸
(Environment Archaeology), 그리고 Rapp, G, Jr와 J.A.Gifford가 1985년에 발표한 뺷고고지
질뺸(Archaeological Geology) 그리고 Dena F Dincanze가 2000년에 발표한 뺷환경고고학-원
리와 실천뺸(Environmental Archaeology-principles and practice) 등 저서들은 환경고고학 인
재를 육성하는데 사용된 중요한 참고서가 되었다.
이에 반해 중국에서는 체계성을 띤 환경고고학 교육은 뒤늦게 시작 되었고 시작점
-+-

환경고고학 개론 13

도 높지 못하였다. 실천성이 강한 환경고고학 실천교학설비가 갖추어진 실험실이 열
악했고 교재, 참고자료들도 부족하였다. 그리고 공구서, 비교표본 등도 부족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른 의미에서 볼 때 환경고고학 교육을 개혁하고 심화시키는데 영향
을 미치기도 하였다. 전국적인 범위에서 진행된 환경고고학 작업과 비교해 본다면 교
육은 아주 뒤떨어져 있었다. 많은 고고학 작업 현장에서 환경고고학에 종사하는 전문
연구인원이 부족하였고 어떤 직장에서는 고고발굴작업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20세기 70년대의 전통적인 방법을 여전히 사용하여 대량의 고환경정보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런 현상들은 금후의 환경고고학 작업에 거대하고 만회
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 한 것은 환경고고학이 캠퍼스
안과 밖에서의 낙후한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때문에 고고학계가 환경고고학의 중요
성을 인식하려면 더욱 새로운 관념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새
로운 세대의 종합형 고고학 인재들은 기층단위의 환경고고학 작업에서부터 현재 진
행되고 있는 연구 작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고 동시에 고고학 연구 작업에서의
人地 관계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는데 특히 이로울 것이다.
환경고고학은 고환경 으로부터 원시시대 주민들의 이동 추세를 알 수 있고, 문화적
인 차이를 조성한 심층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지리변화발전의 원인을 명확히 할 수
있고, 고대유적지를 찾는데 도움이 되어 방향성과 능동성을 갖추게 된다. 고대문화를
고증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관련된 의문점들을 해결하여 더욱 합리적인 해석과 더욱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환경고고학의 임무는 제4기(第四纪)를 회복하여 전신세(全新世)에 접어든 이래 고환
경과 고대문화 발전간의 관계를 연구하고(예를 들면 선인들의 경제, 생활, 거주지선
택과 이동, 문화발전, 체질의 형성 등), 다른 방면으로는 환경고고학의 연구는 현재의
인지(人地)관계와 미래의 환경발전을 예측하자는데 그 의미가 있다.
환경고고학은 고고학의 시대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시대를 구
분하는 기준은 이전의 고고학(전통고고학)범위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문화변화와 환
경과의 관계를 더욱 전면적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이는 시대를 구분
짓고 종합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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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환경고고학의 함의, 정의, 분과, 관련된 학문
1. 환경고고학의 함의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환경고고학이란 용어는 세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첫
번째는 환경고고학연구가 거둔 환경지식을 가리키고, 두 번째는 이런 지식을 얻게 된
환경고고학의 방법과 기술을 가리키고, 세 번째는 이론적인 연구와 해석을 가리킨다.
이런 연구와 해석으로 각종 환경고고학 자료에 포함되어있는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환경변화의 규칙을 논증하며 인류와 문화의 관계를 밝힌다.

2. 환경고고학의 정의
환경고고학은 하나의 새로운 파생학문이다. 환경고고학 학문자체에는 명확한 목표
와 이론 근거가 있지만 내용면에서 아직도 보완이 필요하고 방법 면에서도 개선이 필
요하며 더욱 체계적인 이론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고고학에 대하여 보편
적이고 확실한 정의는 없지만 현 단계의 환경고고학 학과의 발전 상황을 보면 인류와
인류의 발전, 인류가 처한 환경과의 밀접한 관계 이론을 근거로 환경고고학의 세 가
지 함의를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환경고고학은 고대 인류 생활시기
에 반영된 환경정보와 자료, 실물을 근거로 환경학의 이론방법과 기술을 이용하여 고
대 인류의 환경특징과 변화규칙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나아가 환경과 인류 그리고 문
화특징, 사회구조, 경제형태, 생업패턴의 발전과 변화간의 내재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3. 환경고고학 연구의 년대범위
환경고고학은 환경과학과 고고학을 기초로 연대범위를 연구할 때에는 역사과학의
고고연대범위를 참고자료로 한다. 다시 말하면 문자기록이 없는 선사시대로부터 원
시시대, 역사시대의 각 단계가 모두 연대연구 범위에 속한다. 즉 인류가 탄생해서부
터 근현대 이전에 이르기까지인데 중국에서는 근대와 현대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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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고고학 연구의 공간척도(Scale)와 연구내용
환경고고학이 연구하는 공간척도(Scale)와 연구내용에는 고고유적의 구역과 지방성
에 대한 자연환경의 재건을 포함하고 유적자체에 대한 연구도 포함된다. 구역과 지역
환경에 대한 재건과 연구에는 주로 구역의 지형, 지질, 植被, 동물자원, 광물자원, 토
양자원, 기후특징의 변화, 이 변화와 고대 인류의 생존, 부락활동의 상호 관계를 조사
하는 것이 포함 된다; 유적연구에는 주로 유적에 존재하는 퇴적물과 퇴적물에 포함되
어 있는 생태유물(동물, 식물유해, 광물암석 등)의 연구를 통하여 유적의 형성, 고대
인류의 생존활동과 지형, 植被，水文 그리고 기타 자연자원과의 상호영향을 연구 토
론한다.

5. 환경고고학의 분과와 기타 학문
“환경고고학”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고고학은 고고학에서 출발하였다.
고고학은 고고조사와 발굴을 통하여 얻은 고대 인류의 활동결과 남겨놓은 문화유산
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고대 인류사회의 진정한 모습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과학범주에 속한다. 비록 고고학이 연구하는 주요이론과 방법이 인류학, 역사학,
사회학에서 비롯되었지만 연구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는 자연과학의 기술과 방법
과도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고고지층학과 고고유형학은
각각 지질 지층학의 层序律과 생물학의 진화사상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지질학, 지
리학, 생물학, 생태학 등은 전면적이고 과학적으로 고대 인류사회의 역사를 인식한
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환경고고학
(Environmental Archaeology)은 환경과학이 연구하는 각종 기술과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하는 고고학을 가리킨다. 자연과학기술과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하는 고고학을 과학
고고학(Archaeological Science)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환경고고학은 마땅히 과학고고학에
포함시켜야 한다. 환경고고학은 주로 지학, 동물학, 식물학 등 학문을 응용하기 때문에
환경고고학의 분과 학문으로는 지학고고학(Geoarchaeology), 동물고고학(Zooarchaeology),
식물고고학(Phytoarchaeology) 등이 포함된다.
중국의 유명한 고고학자인 장충배(张忠培)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고고학과
자연과학의 발전 그리고 자연과학이 고고학에 미친 영향과 고고학 자료의 참여에 대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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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로 인하여 양자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 지고 더욱 복잡해져, 고고학과 자연과
학의 관계를 토론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왔다. 현대고고학의 탄생은 북송시기에 시작
된 금석학(金石学)(내용은 서양의 고물학에 해당 됨)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고 지질학,
생물학의 일부 이론과 방법이 고물학(古物学)에 영향을 준 결과이다. 환경고고학은 이
두 학문에서 차용하여 고고학의 지속적인 수정을 거쳐 점차 고고유적에 지층학과 유
형학이 적용되면서 고고학의 기초이론과 방법이 수립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
름에 따라 고고학은 자연과학의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차용하고 있다. 고고학은 자
연과학의 도움을 받아야만 시야를 넓일 수 있고 심층투명도를 높여 더욱 다양하고 더
욱 정확한 정보를 얻어 내어 고고학 연구대상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
시에 고고학은 자연과학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연과학의 성과로 무장하
여 환경고고학학문을 발전시켰다.”
환경고고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문으로는 지질학(Geology), 지리학(Geography)
[주로 지형학(Geomorphology), 고지리학(Paleogeography), 인문지리학(Human geography)],
제4기과학(Quaternary Science)[특히 그 중의 제4기 지질학(Quaternary Geology)] 토양학
(Pedology), 매장학(Taphonomy), 기상학(Meteorology), 고기후학(Paleoclimatology), 생물학
(Biology), 고생물학(Palaeontology)[고동물학(Palaeozoology), 고식물학(Palaeobotany), 미체고
생물학(Micropaleontology)], 생태학(Ecology)[고생태학(Palaeoecology)], 고인류학(Palaeoanthropology), 체질인류학(Physical anthropology), 민족학(Ethnology) 민속학(Folklore), 고병리
학(Paleopathology), 연대학(Chronology), 고고지질학(Archaeogeology), 수학고고학(Mathematical
Archaeology), 생태고고학(Ecological Archaeology), 골격고고학(Osteoarchaeology), 고고동물
학(Archaeozoology),

고고식물학(Archaeobotany

혹은

Paleoethnobotany),

포자분자학

(Palynology) 등 이다. 때문에 환경고고학은 종합적인 명칭이며 주로 지질고고학, 동물
고고학, 식물고고학 등 분과를 포함한다.

6. 환경고고학과 기타 학문 간의 관계
환경고고학은 많은 분야 학문과 연관되어 있다. 바로 상술한 많은 학문들이 모두
이와 상관되어 있다. 비록 연관되어 있는 학문이 많지만 주로 자연과학영역의 학문과
부분적인 사회과학분야의 학문과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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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분야의 자연지리학, 지질학, 토양학, 기상학, 생태학 등 학문은 고고학 작
업구역의 地史와 천연자원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되며 다양한 각도에서 당시의 자연
환경을 복원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생물학(동물학과 식물학)과 체질인류학은 당시 고
대 인류가 처한 환경에서 에너지 순환을 알아내는데 이용되며, 사용 패턴과 인류연령
구조를 알아내는데 이용된다. 건강 상황 등이 반영된 환경질량의 우열정도를 알아내
는 데도 이용할 수 있다.
지학과 고고학 이 두 학문은 그 연원이 아주 오래 되었으며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양자의 긴밀 관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우선
1669년 덴마크의 지질학자 N.Steno가 발표한 논문 ｢天然固体中的坚质体｣에서 제기한
지층학 3대 법칙(즉 첩치법칙叠置律, 연속법칙连续律, 수평법칙水平律)은 독일 고고학
자인 H.Schlieman이 1870년에 트로이고성의 발굴 작업에 적용 하여 고성의 문화층위
를 세웠고 고성역사를 회복하는데 시공간과 문화와의 관계를 제공하는데 근거가 되
었다. 이후의 고고학은 고고문화층위학(考古文化层位学)의 원리와 법칙을 기초로 하
여 건전한 과학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근대지질학은 자연층위학원리의 기초위에서 지
질역사를 재건하고, 근대고고학은 고고문화층위학의 기초에서 고대 인류활동 및 문
화의 시공간 변화와의 관계를 복원하고 재건하였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근대고고
학의 탄생은 지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게다가 고고학과 지학을 연결시키는 끈은
제4기지층(第四纪地层)과 지형을 꼽을 수 있다. 환경고고학은 제4기(第四纪) 지질학과
지형학의 원리, 방법, 연구 성과를 빌어 고대 인류의 생존환경정보가 담겨져 있는 고
고문화층 및 상응되는 자연침적층(自然沉积层 )및 지형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고고학
의 연구내용을 다양화 시켰고 고고학의 발전을 추진시킴과 동시에 제4기(第四纪)지질
학과 지형학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예를 들면 토양지리학은 고대농경토양, 고대토지
이용 상황을 복원하는 등 난해한 고고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리정보
시스템(GIS)은 고고학문화, 자원, 환경의 공간분석과 해석에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
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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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환경고고학의 연구패턴과 작업순서
엄격한 의미에서 환경고고학의 연구는 전 지구의 고환경 재건을 포함시켜야 하지
만 구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환경고고학연구의 주요대상은 구역과 유적영역의 자연
환경, 유적영역의 환경과 자연자원과의 상호관계를 포함한다. 그리고 유적에 존재하
는 자체의 퇴적(堆积), 생태유물도 포함한다. 구역과 지역성환경연구가 사용하고 있는
자료와 수치는 주로 지질학과 지형학이 지질, 지층, 지형, 토양, 고동물, 고식물, 고광
물자원, 고기후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데서부터 온다. 환경고고학의 연구에는 지형전
도(地貌填图)，GIS기술, 지층분석, 침적환경, 침적상(沉积相)분석, 钻孔기술, 포자분자
(孢粉)분석，큰식물화석, 식물단백석(Phytolith)분석 등이 포함된다. 환경고고학의 연구
패턴은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지어 진다.
환경고고학의 이상적인 작업순서는 현지조사，탐측, 발굴로 개괄할 수 있다. 그런
연후에 지질, 지형, 고생물학 등 유관 고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과 연구를 인류행위분
석, 공예분석, 인지(人地)관계분석 등과 결합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환경고고학보고서
의 형식으로 연구 성과를 제출한다.
* 역자 주 1: 본문에 게재된 ｢환경고고학 연구방법 모형도｣는 생략하였다.
* 역자 주 2: 이 글은 湯卓煒의 뺷環境考古學뺸 科學出版社, 北京, 2004. 제 1장 개론 부분을 번역한 것이
다. 편저자 湯卓煒는 현재 吉林大學 敎授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 책은 환경고고학의 입문
서로서 대학교재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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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혁
년

도

개

요

1

2003. 06. 14.

법인설립추진 소위원회 구성

2

2003. 07. 08.

재단법인 동아문화연구원설립 발기인 대회

3

2003. 07. 22.

재단법인 동아문화연구원 설립인가(경상남도 제2003-8호)

4

2003. 07. 29.

재단법인 동아문화연구원 설립 등기

5

2003. 08. 01.

이 현(경남대학교 교수) 초대 원장 취임

6

2003. 11. 22.

개 원(창원시 도계동 412-7 봉영빌딩 2ㆍ3층)

7

2003. 12. 01.

문화재청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등록

8

2004. 0. 0.

조사단 연구실ㆍ수장고 증설
(봉영빌딩 3ㆍ4층, 야베스빌딩 2ㆍ3층)

9

2004. 12. 22.

개원 1주년

10

2005. 03.

조사단 연구실 1개층 증설(봉영빌딩 4층)

11

2005. 09.

수장고 보존처리실 증설(야베스빌딩 4층)

2.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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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원명단
구

분

총

괄

고고역사조사단

매장문화재부

직
원

위
장

성
이

명
현

조사 단장

신 용 민

조사 1과장

임 동 재

조사 2과장

배 덕 환

전임연구원

이 정 원

전임연구원

조 상 훈

전임연구원

박 미 정

전임연구원

김 권 일

전임연구원

김 용 탁

전임연구원

김 판 석

전임연구원

최 경 규

전임연구원

김 보 숙

전임연구원

김 유 정

연 구 원

노 양 필

연 구 원

허 영 지

연 구 원

심 종 훈

연 구 원

조 명 래

연 구 원

이 해 수

연 구 원

김 정 률

연 구 원

김 세 진

연 구 원

손 민 주

연 구 원

백 경 희

연 구 원

황 은 희

연 구 원

최

연 구 원

이 나 경

연 구 원

장 혜 정

연 구 원

김 미 경

연 구 원

홍 나 리

연 구 원

김 지 혜

연 구 원

이 상 용

연 구 원

손 미 경

사

김 치 금

원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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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매장문화재부
고고역사조사단

유ㆍ무형문화재부

사 무 국

직

위

성

명

사

원

김 미 나

사

원

노 경 옥

사

원

이 금 숙

사

원

김 미 현

사

원

김 숙 영

사

원

손 선 자

사

원

이 정 자

사

원

신 수 진

사

원

김 차 임

사

원

최 윤 정

부

장

정 우 열

전임연구원

최 희 범

사 무 장

지 진 영

팀

장

김 기 현

팀

장

최 문 엽

팀

장

박 순 국

사

원

이 미 영

사

원

손 효 정

사

원

최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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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시설 현황
시설명

부속시설

내

용

원장실

- 봉영빌딩 6층 중 4층 401호

조사단장실

- 봉영빌딩 6층 중 2층 201호

유ㆍ무형문화재부

- 봉영빌딩 6층 중 4층 402호

본 관

조사연구실
자료실 및 세미나실
사무국
계

수장고

보존처리시설

- 봉영빌딩 6층 중 2ㆍ3층
- 봉영빌딩 6층 중 3층.
- 봉영빌딩 6층 중 4층 403호
- 510㎡(약154평)

유물보관실

- 야베스빌딩 5층 중 3ㆍ4층

정리실

- 야베스빌딩 5층 중 2ㆍ4층

사진촬영실

- 야베스빌딩 5층 중 4층

보존처리실

- 야베스빌딩 5층 중 2층

계

- 480㎡(약145평)

냉방기

- 10대

냉ㆍ난방 겸용

- 10대

무인경비시스템

- 각 사무실

냉ㆍ난방 설비

도난방지 설비
CCTV 카메라

- 야베스빌딩 계단 및 수장고

남자연구원숙사

- 30평

여자연구원숙사

- 30평

연구원숙사
현장사무실ㆍ수장고

각 현장별
승용
업무용

재단차량

- 3×9m : 7, 3×6m : 6
- 그랜저XG 2대

승용(리스)

- SM 1대

소형승합

- 싼타페 2대

소형승합

- 테라칸 1대

승합

현장용

승합
(장기렌트)
계

- 스타렉스 4대
- 스타렉스 3대
- 1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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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자재 현황
구분

측량장비

컴퓨터

주변기기

촬영기자재

보존처리장비

품명

수량

비고

광파기

1세트

데오드라이트

1세트

레벨기

7세트

평판

1세트

GPS

3세트

데스크탑

26세트

노트북

9세트

맥킨토시

1세트

프린터

7대

HP 복합기

8대

스캐너

1대

복사기(임대)

3대

디지털카메라

14세트

Canon 350D 외

필름카메라

15세트

Canon 55D 외

캠코더

2세트

Sony 803 외

조명시설

2세트

스탠드,램프 외

렌즈

다수

초광각, 마이크로, 망원,
표준 외

Combination Dust Collector
and Chamber Sil

1대

Work Chamber

1대

Air Supply System

1세트

진공함침기

1세트

유물건조기

1대

자동항온수조

1대

순수제조기

1세트

Vaccum Sealer

1대

Clip Sealer

1대

컬러 레이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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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내용
1) 문화유적분포지도
NO

지역

학술조사명

시행청

조사기간

1

창녕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창녕군

2003. 12. 09.
~2005. 08. 05.

2

거제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거제시

2004. 06. 02
~2005. 11. 23.

2) 지표조사
NO 지역

사업명

의뢰기관

조사기간

1

사천

사천 선진-주문간 확포장공사 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사천시

2004. 02. 03.
~2004. 02. 06.

2

양산

양산 어곡동-화룡간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공사
계획지구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양산시

2004. 02. 25.
~2004. 03. 07.

3

양산

양산 국도35호선 시가지 구간 확ㆍ포장공사에
따른 문화유적 지표조사

양산시

2004. 02. 25.
~2004. 03. 15.

4

김해

김해 도계-초정간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김해시

2004. 03. 10.
~2004. 04. 08.

5

의령

의령 천곡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문화유적 지표조사

농업기반공사
의령지사

2004. 04. 06.
~2004. 04. 30.

6

창녕

창녕-고암 국도건설공사 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7

창원

창원-부산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주)동성엔지니어링

2004. 04. 13.
~2004. 06. 02.

8

거창

거창 양평근린공원 조성사업부지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거창군

2004. 05. 31.
~2004. 06. 19.

9

거제

거제시 일운면 와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부지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거제시

2004. 06. 02.
~2004. 06. 22.

10

창녕

창녕 술정리동삼층석탑 주변정비사업에
따른 유구수습 조사

창녕군

2004. 06. 25.
~2004. 06. 30.

11

창녕

창녕군 계성, 장마면 골프장 조성부지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주)동우환경평가

2004. 07. 02.
~2004. 09. 20.

(주)한국종합기술
2004. 04. 01.
개발공사
~2004. 05. 10.
(주)벽산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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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지역

사업명

의뢰기관

조사기간

(주)삼안건설기술
공사

2004. 06. 14.
~2004. 08. 13.

12

창녕

창녕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사업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13

창녕

창녕 대지농공단지 조성부지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창녕군

2004. 08. 13
~2004. 09. 10.

14

창원

창원시 차룡로 개설공사 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주)백제엔지니어링

2004. 09. 30.
~2004. 10. 15.

15

김해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아름다운아파트
신축공사 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주)아름다운건설

2004. 10. 04.
~2004. 10. 23.

16

함안

함안 국북 모로지구 농공단지 조성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경양기술

2004. 10. 19.
~2004. 11. 17.

17

창녕

창녕-고암 국도건설공사 변경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주)한국종합기술
개발공사

2004. 10. 15.
~2004. 11. 20.

18

창녕

창녕-고암 국도건설공사 변경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주)벽산엔지니어링

2004. 10. 15.
~2004. 11. 20.

19

진주

진주 금산 아파트 신축공사 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주)랜드플러스씨앤 2004. 11. 22.
디
~2004. 12. 05.

20

거제

(주)경화엔지니어링
거제공업용수도 용수공급확대 및 시설개선사업
2004. 11. 18.
(주)도화종합기술공
예정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2004. 12. 22.
사

21

사천

사천읍성 복원사업을 위한 문화유적 지표조사

사천시

2004. 10. 25.
~2005. 01. 13.

22

김해

김해 주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문화유적 지표조사

(주)정산개발

2005. 01. 29.
~2005. 02. 22.

23

산청

청암-삼장 국도 확장공사에 따른
문화유적 지표조사

(주)병일종합건설

2005. 02. 21.
~2005. 03. 31.

24

진해

소사-녹산간 도로개설공사 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주)다산컨설턴트
(주)한가람

2005. 02. 04.
~2005. 03. 05.

25

사천

남해고속도로(사천-산인간) 환경영향평가용역 중
문화재지표조사

(주)한맥기술

2005. 03. 25.
~2005. 05. 14.

26

밀양

밀양삼문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

2005. 04. 11.
~2005. 04. 30.

27

창녕

경남 창녕군 술정리 아파트 사업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주)더굿플러스

2005. 04. 15.
~2005. 05. 04.

28

하동

하동군 평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농업기반공사

2005. 04. 15.
~2005. 05. 16.

29

진해

진해 '05-00지역 문화재 지표조사

진해해군시설단

2005. 04. 26.
~2005.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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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지역

사업명

의뢰기관

조사기간

30

함안

군북 모로지구 농공단지 지정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2005.05. 11.
(주)하우엔지니어링
~2005. 06. 04.

31

함안

군북 모로지구 농공단지 지정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추가)

(주)하우엔지니어링

2005. 05. 11.
~2005. 06. 04.

32

진주

진주시 내동면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주)세신방개발

2005. 05. 23.
~2005. 06. 11.

33

거제

거제시 수월리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주)윤석개발

2005. 06. 27.
~2005. 07. 21.

34

창녕

창녕 구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농업기반공사

2005. 07. 06
~2005. 07. 28.

35

사천

사천시 남일대유원지 개발에 따른
문화유적 지표조사

(주)남일대리조트

2005.07. 20
~2005. 08. 13.

36

진해

진해시 남산유원지 개발에 따른
문화유적 지표조사

(주)노우박스코리아

2005. 07. 20.
~2005. 08. 18.

37

양산

양산금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

2005. 08. 19.
~2005. 09. 17.

38

양산

양산대석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

2005. 08. 19.
~2005. 09. 17.

39

진주

진주시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평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2005. 08. 24.
~2005. 09. 22.

40

진해

진해자은3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대한주택공사
울산ㆍ경남지역본
부

2005. 08. 27
~2005. 09. 15.

41

김해

소사-녹산간 도로개설공사 변경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공주대학교

2005. 08. 01.
~2005. 09. 13.

42

김해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폐기물처리시설 공사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주)금광개발

2005. 09. 27.
~2005. 10. 26.

유적명

의뢰기관

조사기간

3) 시굴조사
NO 지역
1

고성

고성 소을비포성지 발굴(시굴)조사

고성군

2004. 02. 12.
~2004. 04. 28.

2

창녕

창녕 강리 공장 증축부지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주)금동

2004. 03. 16.
~2004. 05. 07.

3

창녕

창녕 송현동 근린생활시설부지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배혜순

2004. 03. 18.
~2004.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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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지역

유적명

의뢰기관

조사기간

4

마산

마산 자산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마산시

2004. 05. 06.
~2004. 06. 24.

5

창녕

창녕 교리 개인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창녕군

2004. 05. 14.
~2004. 05. 24.

6

창원

창원 동중학교 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경남창원교육청

2004. 05. 18.
~2004. 06. 24.

7

김해

김해 광석4구 소방도로 개설구간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김해시

2004. 07. 13.
~2004. 08. 19.

8

김해

김해 무계리 공동주택 건설부지내 유적
추가 수습조사

(주)주영디엔씨

2004. 08. 19.
~2004. 11. 17.

9

거제

거제 폐왕성 발굴(시굴)조사

거제시

2004. 09. 02.
~2004. 10. 11.

10

합천

합천 둔내리 폐사지 발굴(시굴)조사

(사)법연원

2004. 09. 30.
~2004. 11. 03.

11

거제

거제 상동-신현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구간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2004. 10. 05.
~2005. 01. 03.

12

창녕

창녕 술정리 삼층석탑 주변 정비사업부지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창녕군

2004. 10. 07.
~2004. 11. 30.

13

거제

거제 와현마을 이주단지부지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거제시

2004. 10. 12.
~2004. 12. 08.

14

창원

창원 동중학교 신축부지내(운동장) 유적
발굴(시굴)조사

경남창원교육청

2004. 10. 15.
~2004. 12. 03.

15

거제

거제 아주동 공동주택 건축부지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주)신한주택개발

2004. 11. 23.
~2005. 01. 27.

16

양산

양산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원리-영포간)확장구간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주)대운산업개발

2004. 12. 15.
~2005. 01. 13.

17

거제

거제 아주동 공동주택 건축부지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주)신한주택개발

2004. 11. 23.
~2005. 01. 27.

18

창원

창원 가음정 부지조성 사업지구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창원시

2005. 01. 19.
~2005. 04. 08.

19

김해

김해 동상동 소방도로개설구간 유적
발굴(시굴)조사

김해시

2005. 01. 25.
~2005. 02. 28.

20

창원

창원 마창대교 접속도로 건설구간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주)현대건설

2005. 02. 03.
~2005. 02. 22.

21

창녕

창녕 도시계획도로(남원통닭-금성칡냉면)
유적 시굴조사

창녕군

2005. 02. 04.
~2005.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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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지역

유적명

의뢰기관

조사기간

22

김해

김해 삼계동 공동주택 건설부지내
유적발굴(시굴)조사

(주)원메트로

2005. 03. 03
~2005. 03. 23.

23

거제

거제 강망산 봉수대 발굴(시굴)조사

거제시

2005. 03. 16.
~2005. 04. 29.

24

창원

창원 도계 체육공원 조성부지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창원시

2005. 04. 18.
~2005. 06. 04.

25

창녕

창녕 술정리 137번지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곽흥목

2005. 04. 27.
~2005. 05. 07.

26

김해

27

양산

28

김해 도계-초정간 4차로 확.포장 공사구간내 유적
삼부토건주식회사
발굴(시굴)조사

2005. 05. 09.
~2005. 06. 17.

양산 용연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유적 시굴조사

용연지구도시개발
사업조합

2005. 07. 07.
~2005. 08. 01.

양산

양산 국도 35호선 확장구간내 유적 시굴조사

양산시

2005. 08. 03.
~2005. 08. 18.

29

사천

사천 남일대 유원지 조성부지내 유적 시굴조사

(주)남일대리조트

2005. 08. 03.
~2005. 09. 01.

30

마산

진동 우회도로구간 내 유적 시굴조사

부산지방국토
관리청

2005. 09. 13.
~2005. 11. 11.

유적명

의뢰기관

조사기간

4) 발굴조사
NO 지역
1

사천

사천 늑도 진입로 개설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사천시

2003. 12. 22.
~2004. 02. 25.

2

창녕

창녕 영산도시계획도로 건설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창녕군

2004. 04. 14.
~2004. 07. 19.

3

창녕

창녕 강리 공장 증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주)금동

2004. 05. 24.
~2004. 07. 23.

4

김해

김해 가야의 숲 조성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김해시

2004. 07. 12.
~2004. 10. 29.

5

진주

진주 생물산업단지 조성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진주시

2004. 07. 22.
~2005. 01. 31.

6

함안

함안 충의공원 조성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함안군

2004. 07. 28.
~2004. 12. 15.

7

밀양

밀양 부곡-수산간 도로확장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주)한진중공업

2005. 01. 04.
~2005.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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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지역

유적명

의뢰기관

조사기간

8

함안

함안 도항리 고분(6호분) 발굴조사

함안군

2005. 01. 03.
~2005. 12. 06.

9

함안

함안 파산봉수대 발굴조사

함안군

2004. 01. 03.
~2004. 04. 07.

10

고성

고성소을비포성지 발굴조사

고성군

2005. 03. 18.
~2005. 09. 19.

11

진주

진주 생물산업단지 조성부지내 유적
(추가) 발굴조사

진주시

2005. 04. 20.
~2006. 01. 24.

12

거제

거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부산지방국토관리
청

2005. 05. 03.
~2006. 01. 17.

13

창원

창원 마창대교 접속도로 건설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주)현대건설

2005. 05. 18.
~2005. 12. 13.

14

함안

함안 도항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유적 수습발굴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

2005. 08. 01.
~2005. 09. 05.

15

창원

창원 가음정 부지조성 사업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창원시

2005. 08. 04.
~2006. 06. 12.

16

창원

창원 동중학교 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창원교육청

2005. 08. 17.
~2006. 06. ??

17

창원

창원 도계체육공원 조성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창원시

2005. 08. 30.
~2005. 11. 02.

18

함안

함안 도항리 고분(6-1호분) 발굴조사

함안군

2005. 09. 22.
~2006. 02. 18.

5) 학술세미나 특강
순서

특강내용

강사(소속)

특강일자

1

가마유적 일고찰

김호상
(동국대학교 박물관)

2004. 06. 25.

북부구주의 미생중기토기에 대하여
-기초적 정리

이노우에
(경북대학교)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
-금속, 도·토기 유물을 중심으로

양필승
(서울역사박물관)

3

한국 도자기의 흐름

전승창
(호암미술관 학예실장)

2004. 08. 28.

4

지상식건물고

배덕환
(동아문화연구원 조사과장)

2004. 10. 22.

2

2004.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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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특강내용

강사(소속)

특강일자

5

발굴기관의 전망과 과제

박광춘
(동아대학교 교수)

2004. 11. 26.

함안 고대사(安羅國史) 정리를
위한 몇가지 史料檢討

백승옥
(함안박물관 학예연구원)

咸安地域 墓制에 대한 一考察

조수현
(함안박물관 학예연구원)

한국 고대기와의 제작법 변화과정에
대하여

김기민
(경남문화재연구원)

중국출장 경과보고

김세진
(동아문화연구원 연구원)

8

건물지 구조의 제양상

조병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5. 02. 25.

9

성토봉분의 축성양식

조영현
(계명대학교 박물관)

2005. 03. 25.

10

경남지역 성곽에 대한 이해

나동욱
(부산시립박물관 학예사)

2005. 04. 29.

11

일본고고학의 최근발굴기술
(저습지발굴을 중심으로)

島津義昭
(日本國 熊本縣敎育委員會)

2005. 05. 27.

12

고고학과 자연과학(지질학을 중심으로)

류춘길
(동아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2005. 06. 30.

13

인골! 고고학에서의 응용

김재현
(동아대학교 교수)

2005. 08. 25.

고대 제철유적의 조사

손명조
(국립중앙박물관 학예관)

실크로드 탐방발표

조상훈
(동아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앙코르와트 탐방발표

김정률
(동아문화연구원 연구원)

6

7

14

2004. 12. 22.

2005. 01. 26.

2005.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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