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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시원과 유형화

최경규*
1)

요 약
가야는 통일된 고대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562년 대가야의 멸망으로

고대사에서 종적을 감추게 된다. 기존의 연구는 통일된 고대국가를 이루
지 못한 각 가야의 이질성만을 강조하여 그 독립성에 대한 것에 주목하여
온 경향이 강하였다. 하지만, 4세기대 금관가야에서 출현한 수혈식석곽묘

는 5세기대에는 각 가야의 공통된 묘제로 채용되었고 횡구 횡혈식 묘제
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보편화되는 시점인 6세기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가야의 공통된 묘제인 수혈식석곽묘를 분석하면 각 가
야의 상사성과 상이성에 대한 통시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각 가야는 독립된 이질적 사회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각 가야에서 어떻

게 수혈식석곽묘라는 공통된 묘제를 향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을 통해 그간 논의의 중심에 있었던 각 가야 연맹체적 해석에 대한
또 다른 시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의 첫 번째 작업

으로 먼저, 가야 수혈식석곽묘의 공통된 분석 기준을 설정(유형화)할 필
요성이 있다. 그래서 먼저, 가야권역에서 수혈식석곽묘가 가장 먼저 출현

한 금관가야의 핵심지역인 김해에서 조사된 수혈식석곽묘를 살펴 시론적

차원에서의 검토가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세부적으로 금관가야의 목곽묘
*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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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혈식석곽묘로의 전환을 기존에 단순히 부장품의 조성과 묘형의 유

사성만으로 수혈식석곽묘의 출현을 목곽묘에 연속한다는 연구사적 검토를
바탕으로 목곽묘 관곽개념을 수혈식석곽묘에 대비해 살펴보고, 목곽묘에
서의 수혈식석곽묘 계승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

으로 금관가야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를 유형화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목곽묘는 5개의 유형, 수혈식석곽묘는 6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목곽묘

~ 유형과 수혈식석곽묘

며, 목곽묘

유형은 수혈식석곽묘

~ 유형은 관곽구조가 상호 대응되
유형으로 세분되는 양상을 보였

다. 이러한 유형의 구분은 당시의 신분질서 안에서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

며, 목곽묘 사회에서 형성된 신분질서가 수혈식석곽묘 사회로 계승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목곽묘

유형 수혈식석곽묘

유형이라는 하위위계의 세분을 통해 좀 더 복잡한 성층화가 있었다는 것
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금관가야의 수혈식석곽묘의 유형설정으

로 앞으로 각 가야의 수혈식석곽묘를 동일선상에서 비교검토하기 위한 하
나의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유형, 유형화, 금관가야,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관곽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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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는 달리 고대왕국으로서 통일된 정치중심

체로 성장하지 못하고 소국가체제로만 존속하다 신라에 병합되었다는 것
이 보편적인 시각이다. 현재까지의 연구경향은 각 유적별 또는 각 지역별

로 한정하여 출토유물 중심의 단편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중에서

도 토기의 분포권역을 통한 지역양식별 특징 파악에 주력하여 가야諸國의
영역을 추론하는 등 유물 중심의 연구경향을 보여왔다. 결국 각 가야에 대

한 개별적 분석에 치중된 연구경향으로 인해 가야사회 전체에 대한 실체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문제점은 안정된 편년

을 바탕으로 각 가야제국의 권역별 고분의 특징이 가장 극명하게 파악되

는 5세기대를 중심으로한 공통적 묘제인 수혈식석곽묘의 분석을 통해 일
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무덤의 축조는 정치적 위
계, 경제적 우열, 토목 또는 건축공학 기술 집약, 지역간의 교류, 장례절차

과정에서의 정신세계 등 당시의 제요소가 집약되어 있는 중요 고고자료이
므로, 이로 인해 시각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통된 묘제를 사용

한 5세기대의 수혈식석곽묘를 통한 각 가야사회의 비교연구는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5세기대의 각 가야는 독자적인 문화를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수혈식석곽

묘라고 하는 공통된 묘제를 사용하고 있는 독특한 관계성에 주목하여, 동

일한 기준을 두고 비교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유

형화 설정의 기준을 제시하여 각 가야권역의 고분들간 상사성과 상이성을
파악하여만 궁극적으로 가야사회에 대한 이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야의 출현기 수혈식석곽묘의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

이며, 앞선 시기 묘제인 목곽묘와의 관계성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나아가 출현기 수혈식석곽묘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각 가야의
주묘제로 정착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상기 연구방법의 가장 첫 번째 작업으로 본고에서는 수혈식석곽묘의 개

념과 유형화에 대해 정의한 다음, 가야에서 수혈식석곽묘가 가장 먼저 출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시원과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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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한 김해지역 즉,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유형설정을 시도하여 향후,

기타 가야 제지역에서 조성된 수혈식석곽묘 유형검토의 기준을 제시하여
고분문화를 통한 가야 연맹체를 재해석하는 기초를 수립하고자 한다.

. 수혈식석곽묘의 개념 정의 및 유형화
수혈식석곽묘에 대한 개념은 많은 연구자에 의해 정의되어 왔다. 대표적

인 연구자의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김세기는 수혈식묘제는 일반적으로 석
관묘, 석곽묘, 석실묘 등으로 부르는 것으로 능선의 정상부나 구릉, 평지

등에 땅을 파고 판석이나 할석으로 네벽을 만든 다음 위로부터 아래로 시

신을 넣고 뚜껑을 덮어 매장을 끝내는 묘곽으로 정의하였다.1) 강현숙은

석곽묘라는 묘제의 개념적 정의는 매우 혼란스런 용어이기 때문에 1984

년도에 출판된 한국고고학개정용어집2)에 따라, 가야석곽묘의 용어해석에

서 지반을 장방형으로 파서 묘광을 만들고 석재로 네벽을 쌓은 후, 시신을
위로부터 아래로 넣은 수혈식의 묘제로 정의하였다.3) 박광춘은 장방형의

수혈을 파서 네벽을 할석 괴석 천석 등으로 쌓고 그 안에 관과 부장품
을 안치하는 묘제로, 석곽이라는 명칭에서 관과 부장품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4)

상기 연구자의 수혈식석곽묘의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수혈식

이란 무덤의 매장주체부 내에 시신을 안치하는 방식으로 시신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 안치하는 종적 개념의 매장방식을 말한다. 매장주체부의 세
벽과 천정을 먼저 축조하고 출입이 용이한 한쪽 벽을 이용하여 시신을 옆

으로 매장하는 횡적 개념의 매장방식인 횡구식 횡혈식 구조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수혈식의 매장방식은 원칙적으로 추가장이 불가능한 구
조를 말한다. 이러한 수혈식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토광묘, 석관묘, 석곽묘,
1)
2)
3)
4)

김세기, 수혈식묘제의 연구-가야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고고학보 17 18합집, 1985.
한국고고미술연구소, 한국고고학개정용어집 , 1984.
강현숙, 가야석곽묘 연구 시론-구조를 중심으로- , 한국고고학보 23집, 1989.
박광춘, 가야 묘제의 연구 , 영남고고학보 26집, 2000.

8

東亞文化 12

`

적석목곽묘 등의 묘제에서 보인다.5) 결국, 수혈식의 묘제는 축조재료와의

관계를 떠나 시신이 안치되는 공간의 사방벽이 먼저 축조된 구조로 추가

장을 목적으로 한 횡구 횡혈식의 묘제가 도입되기까지 선사이래로 줄곧

사용된 대표적인 매장방식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가야 수혈식석곽묘는 세장방형 또는 장방형의

묘광을 굴착하고 묘광 내에 할석 또는 판석 등을 쌓아서 곽을 구성한다.

그 후, 내부에 관을 이용하여 시신을 보호하고 그 외의 공간에 부장품을
배치한 후, 석개 또는 목개로 영구 밀폐한 묘제로 규정하고자 한다. 분포

권역은 경주를 제외한 영남 전역과 지리산 서북권과 섬진강 이서지역 일

부 등으로 확산되면서 대규모 봉분을 가진 고총의 내부 매장주체부시설로
채용되는 가야고토에서 4~5세기대에 주로 채용된 묘제를 말한다.

이러한 가야의 전통적인 묘제인 수혈식석곽묘의 출현과 계통에 관해서

는 선학에 의해 제설이 제시되었지만, 현재까지 일치된 시각을 보이지 않
고 있다. 현재까지의 제설은

계 묘제 구조 계승론7)

지석묘 하부구조(석관묘) 계승론6)

외래

자체발생론8)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자

체발생론과 외래계 묘제 구조 계승론의 절충으로 앞선 시기 목곽묘의 묘

제를 계승하여 외래계 묘제의 일부 구조적 특징을 채용하였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연구자간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박광춘은 출현기의 수혈식석곽묘의 양상을 지역적으로 정리하여

분류하고, 가장 고식의 수혈식석곽묘 구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원을 밝
혔다. 즉, 출현기 수혈식석곽묘는 입지, 평면형태, 바닥의 구조, 부곽의 설
5)
6)
6)
7)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고고학전문사전-고분편- , 2009, p.741.
전길희, 가야묘제의 연구 , 이대사원 3, 1961.
김세기, 수혈식묘제의 연구-가야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고고학보 17 18합집, 1985.
강인구, 신라 적석봉토분의 구조와 계통 , 한국사론 7, 1981.
최종규, 중기고분의 성격에 대한 약간의 고찰 , 부대사학 7, 1983.
홍보식, 가야고분의 편년연구
, 제3회 영남고고학회학술발표회 발표 및 토론요지 ,
영남고고학회,1994.
8) 최병현, 신라고분연구 , 일지사, 1992.
안재호, 관 곽에 대하여 , 동래 복천동고분군
, 부산대학교박물관,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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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방법에 있어 앞 시기 목곽묘의 전통을 답습하면서, 3세기 말엽부터 유

행한 낙랑의 전축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지적하였다. 낙랑 전축분
에 사용된 塼이 자연스럽게 가야에 유입되고, 塼 대신 가야에서는 돌을 사

용하였다고 보았다. 결국 가야의 수혈식석곽묘는 전통적인 목곽묘의 기본

구조를 모태로 외부에서 들어온 무덤 축조기술의 영향에 의해 탄생한 가

야 특유의 무덤형식으로 정의하였다.9) 안재호는 초기 수혈식석곽묘는 매
장주체부가 지하식이며, 평면형태, 유물 매납상태, 입지 등 목곽묘와 공통

적인 특징을 보이는 것을 들어 전대의 목곽묘와의 관계에서 찾으려는 신

경철의 견해10)를 지지하였다. 그리고 4세기 후엽에 부산 김해지역에는
수혈식석곽묘, 경주지역에는 적석목곽묘, 합천의 옥전고분군에서는 유사
적석목곽묘 등 각각 다른 묘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실을 들어, 수혈식석

곽묘의 출현이 고구려 또는 백제의 묘제와 결합되어 발생하였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자체 발생론을 주장하였다.11) 김대환은 내부적인 변동과정으
로 영남지방의 초기 석곽묘의 출현을 설명하였다. 영남지방의 초기 석곽

묘는 대형묘와 소형묘에 각각 다른 계통의 석곽이 축조되었음을 강조하
고, 그 계통을 목곽계석곽묘와 석곽계석곽묘로 대분하여 각각의 계통에
대해 논의하였다.12)

이상의 견해를 정리하면, 수혈식석곽묘의 출현은 석재 사용의 기술적인

도입이 외래적이건 자체발생적이건 간에 기본적으로 앞선 시기의 목곽묘
구조의 계승이라는 것에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13)

따라서 목곽을 더욱 견고히하려는 당시 무덤 축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석재의 사용이 점차 발전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9) 박광춘, 가야의 수혈식석곽묘 기원에 대한 연구 , 고고역사학지 8, 동아대학교박물관,
1992.
10) 신경철, 삼국시대 석실묘의 출현과 발달 , 부산라이프 제42~44호, 1989.
11) 안재호, 관 곽에 대하여 , 동래 복천동고분군
, 부산대학교박물관, 1990.
12) 김대환, 영남지방 초기 석곽묘의 계통에 대하여 , 인류학연구 12, 영남대학교문화인류
학연구회, 2002.
13) 꺾쇠의 사용례를 검토한 이현주도 영남지역의 목곽묘는 2세기 후반대에 대형분에서부터
출현하여 진 변한지역, 사로국과 구야국을 포함하여 동일한 관습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
였다.(이현주, 꺾쇠의 사용례로 본 4세기대 영남지역 목곽묘의 구조복원 , 석헌 정징원교
수 정년퇴임 기념논총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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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결국, 가야사회의 내재적 에너지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수혈식석곽묘가 가장 먼저 출현

한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를 동일시각에서 유형화하
여 목곽묘에서 수혈식석곽묘로의 전개양상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여 가야
수혈식석곽묘 연구에 있어서 기본적 전제를 마련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적으로 관 곽의 개념이 어떻게 수혈식석곽묘에 채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수혈식석곽묘의 관 곽 개념과 채용
관곽의 개념이 영남지방에 도입되어 정착된 것은 삼한시대 목곽묘의 발

생으로 부터이다. 관곽의 개념은 중국 한대 목곽묘를 연구한 신용민에 의

해 그 개념이 정리되었다.14) 고대 중국 문헌에서 정의되어 있는 관곽 개

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삼한시대 변진한지역 목곽묘와 비교검토하여
구조적 개념을 명확히 하였는데, 따라 본고의 목곽묘 관곽개념에 적용하
고자 한다. 지면을 할애하여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棺) : 관은 시신을 포장하는 시설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文 木

에 棺,

다) 라 하고,

也, 所以掩尸(관은 가두는 것으로 시체를 감추는 것이

墨子

下에는 棺三寸,

以朽 (관은 3촌으로 시체를

썩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관은 그 형태에 따라서,
상형(

形)과 통나무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삼국시대 목곽묘와 수혈식

석곽묘에서는 실제 관이 잔존한 예가 드물며, 바닥에서 출토되는 꺾쇠15)

14) 신용민, 삼한시대 목곽묘의 기원에 대한 초보적 연구-중국 목곽묘를 중심으로 , 변 진
한의 세계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학술발표회, 1998.
_______, 한대 목곽묘 연구 , 학연문화사, 2000.
15) 과거 꺾쇠가 출토되면 주로 목곽 등의 구조물의 존재를 상정하였지만, 최근 김두철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반으로 절개한 원목의 과
부분을 결합하는 용도로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김두철, 관상과 전기가야의 묘제 , 한국고고학보 7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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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정 그리고 목질 흔적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곽(槨) : 곽은 시신을 포장한 관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다.

禮

檀弓上에 槨周于棺.(곽은 관을 두른 것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文

卷六 上에는

槨,

有木 也.(곽이라는 것은 무덤에서 나무둘레가

있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에

培 의

儀禮正

卷二十八

槨周于棺, 其形方, 又空其中, 以俟下棺有似于井, 故云井槨.(대게 곽

이라는 것은 관에 두른 것으로 그 형태는 방형이며 또한 공간이 그 사이

에 있고 바로 그 아래에 관이 있는데, (모양이) 우물과 비슷하여 정곽이
라고 부른다) 라고 그 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곽은 단독으로 존재하

기도 하지만, 주곽과 부곽으로 분리되어 주곽에는 시신과 장신구, 무구류
등 귀중품이나 몸에 달고 다니는 물품을 넣고, 부곽에는 토기나 기타 일상
용품을 부장하기도 한다.16)

이러한 관곽 개념은 周代의 禮制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弓上에

天子之棺四 (천자의 관은 4중이다.) 이라 하고,

諸公三 , 諸侯再 , 大夫一

, 大夫三 , 士再

檀

玄의 注에는

, 士不 (제공은 3중, 제후는 2중, 대부는 1

중, 사는 중복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으며,
, 諸侯五

禮

子 禮 에는 天子棺槨七

(천자의 관곽은 7중, 제후는 5중, 대부는 3

중, 사는 2중) 으로 기록되어 있어 周代부터 신분에 따른 관곽제도가 규율

로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국 목곽묘의 관곽제도의

규율성이 그대로 삼한시대 목곽묘에 재현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삼한
시대 관곽구조의 차이가 신분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이 다음 장의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 유형화에 기본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해 두고 싶다.

수혈식석곽묘의 출현이 목곽묘의 구조를 계승하였다는 전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목곽묘의 구조적 복원이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대형 목

곽묘인 포항 옥성리 나-78호 목곽묘17)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옥

성리 나-78호 목곽묘[도면1]18) 대형 목곽묘 중에서 내부에 탄화된 목재
16) 國立文化 硏究所, 한국고고학전문사전-고분편- , 2009. p.92.
17)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포항 옥성리고분군 -나지구-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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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양호하게 잔존하고 있
어 구조복원에 상당히 좋은 자
료이다. 탄화된 목재는 유물의
상부와

바닥에서

확인되었는

데, 유물상부에서 출토된 목탄

은 두께 8cm 정도의 판재로서

목개시설로 파악되며, 보강토
상부에서도 흔적이 잔존한다.

바닥에는 목곽의 중앙으로 판

재가 장축방향을 따라 잔존하
는데, 목관 혹은 목곽의 바닥

에 깐 판재로 판단된다. [도면
1]은 잔존한 탄화목재와 유물

부장 형태를 바탕으로 관곽을
복원한 것이다. 부장유물은 주

로 피장자가 안치되는 목곽의

도면 1. 목곽묘 관곽 개념 복원도
(포항 옥성리 나-78호묘, S=1/80)

중앙부의 사방으로 출토되었는데, 피장자의 두향이 북동향으로, 머리맡에
는 104점의 철모다발이 부장되어 있으며, 철모다발과 구분되게 토기류가

일정하게 열을 보이며 부장되어 있는 등 토기류와 철기류 등 성격을 달리

하는 유물이 일정공간을 점유하며 정연하게 놓여 있어 이를 바탕으로 棺
과

,

,

등의 목곽묘 내부구조를 복원할 수 있다.19) 옥성리

18) 도면 내에 표현된 피장자의 신장은 김해 예안리고분군에서 조사된 인골의 평균신장인 남
성 162.9cm, 여성 150.3cm의 연구결과(김진정 외, 김해 예안리고분군 출토인골( ) ,
김해예안리고분군
, 1985, p.364)를 참고하여 약 160cm 정도로 표현하였다.
19) 儀禮正
에서 말하는 목곽묘 관곽개념인 井
槨 의 내부에는
,
, 棺 등으로 정연하게
구획되어 있는데, 중국 호남성 장사 마왕퇴 1호묘
에는
, 左
, 右
,
과 棺 등이 정
확하게 구성되어 있다.(신용민, 한대 목곽묘 연
구 , 학연문화사, 2000) 이러한 목곽묘의 내부
구조를 명칭하는 용어를 본고에서 삼한시대 목곽
삽도1. 목곽묘에서의 유물칸 명칭
묘의 구조복원에 적용한다. (삽도1. 신용민 2000,
(1.
2.
3.
,
=棺 )
p.85, 도면2-1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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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78호

목곽묘의

관곽 복원의 개념을

기본으로 김해지역의
양동리 235호 목곽
묘의 관곽을 [도면2]
에

복원해

보았다.

동일하게 棺 ,
,

,

의 목곽구

조가 복원 가능하였
다.

이상 목곽묘의 관

곽의 개념을 수혈식
석곽묘에 적용해 보
면,

수혈식석곽묘에

서는 석재로 쌓은 벽
이 곽(外槨)이 되며,

석곽 내에 관이 안치
되는 1棺1槨이 기본
구조이다.

그렇지만,

각 가야권역의 상위

의 수혈식석곽묘에서

도면 2. 김해지역 목곽묘 관곽 개념 복원도
(김해 양동리 235호묘, S=1/80)

는 석곽 내에 내곽이 마련된 1棺2槨의 형태로 축조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

며, 이러한 석곽 내의 또 다른 곽의 존재는 수혈식석곽묘에 있어서 위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해지역에서 조사된 출현기 수혈식석곽묘 중
에서 규모와 부장유물 등에서 상위의 위계를 보이는 양동리 93호와 칠산
동 35호묘에 상기 목곽묘의 관곽개념을 적용해 복원한 것이 [도면3]이다.

이를 통해 보면 출현기 수혈식석곽묘는 앞선 시기의 목곽묘의 구조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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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계승한 것이 구조적 복원을 통해 증명된다. 즉, 수장급 목곽묘에서

공간활용에 대한 개념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위계화된 무덤의 공간배치는
후속하는 수혈식석곽묘에 계승관계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도면 3. 수혈식석곽묘 관곽 개념 복원도(S=1/80)
(

: 김해 양동리 93호묘

: 김해 칠산동 35호묘)

2. 유형화 개념과 적용
앞에서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가 앞선 시기의 목곽묘 구조를 계승하였

음을 관곽개념의 적용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목곽묘와 수혈

식석곽묘 유형을 설정하여 상호 비교한다면,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출
현과 전개양상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인 유형화 내용
은 다음 장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유형화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유형( 型)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비슷한 틀

어떤 비슷한

것들의 본질을 개체로서 나타낸 것 또는 그것들의 공통되는 성질이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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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20)이며,

패턴(pattern)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본고에서 말하는 유형이

라는 개념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일반적인 것, 전형적인 것을 강조하

기 위해 단순화시킨 지적구축물을 말하고 그것을 특정의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즉, 모델(model)과 유사한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모델
의 기능이란, 단순화해서 그것으로 당시 사회를 더욱 쉽게 이해하려는 것

에 있다. 즉,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 또는 두 묘제가 혼합된 고분군 내에

서 개별 무덤을 관곽개념에 기초하여 공통되는 속성을 유출하고(패턴의

인지) 그것을 객관화하는 작업(모델의 설정)을 유형화( 型化)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유형화의 전제는 유형은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며 일군의 인

공물이 형태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유사성이나 상호공감 등
이 유형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고고학에서 다루어지는 물질(인공물)에 관여하는 세가지의 행동을 과정

주의고고학에서는 물질적(환경에 작용하는 인공물), 사회적(사회적인 조

직화를 발생시키는 인공물), 관념적(관념적인 가치관에 관계하는 신념적
인 시스템을 표현하는 인공물)인 것으로 정의하였다.21) 이 중에서 본고에

서 다루는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의 유형화는 사회적인 조직화를 발생시
키는 동시에 관념적, 신념적인 시스템을 표현하는 인공물을 파악하기 위

한 작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관곽의 구조에 따른 개별 유형은
당시 사회의 위계를 강하게 반영하고, 이러한 위계는 당시 사회 구성원들
의 관념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인공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물론, 무덤을 통한 당시 사회에 대한 이해에는 개별 무덤에 대한 분석보

다는 고분군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데,22) 그

러한 기초작업으로서 고분군 내의 개별 무덤의 유형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통일된 국가로 조직되지 못한 가야사회에 대한 접근에서

는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여 각 가야간 무덤자료에 대한 비교접근이 무엇
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20) 두산동아, 새국어사전 제 3판 , 1998.
21) Clive Gamble(田村
譯), 入 現代 古學 Archaeology:The Basic , 同成社, 日本, 2004.
22) 이성주, 신라 가야사회의 기원과 성장 , 학연문화사, 1998, pp.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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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관가야23) 목곽묘 및 수혈식석곽묘의 유형화
가야의 수혈식석곽묘가 앞 시기의 목곽묘에서 발전하여 출현한 것이라

는 연구사적 전제를 바탕으로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혈식석곽묘

가 초현하는 김해지역의 목곽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론
적 적용은 앞 장에서 설명한 바대로 유형화 작업을 통해서 가능하다. 금관

가야의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의 유형화 작업은 김해를 중심으로 낙동강
서안에 위치한 창원과 진해지역을 포함한 고분군을 대상으로 진행하였
다.24)

1. 금관가야 목곽묘의 유형화
금관가야의 핵심지역인 김해에서 목곽묘가 조사된 대표적인 고분군은

양동리고분군,25) 대성동고분군 구지로고분군,26) 예안리고분군,27) 칠산동
고분군,28)

윗덕정고분군,29)

능동고분군,30)

퇴래리고분군,31)

화정고분

23) 본고의 금관가야의 시기구분은 김해지역에 대형목곽묘가 출현하는 기원 2세기 중엽을 기
점으로 하는 박광춘의 3시기 구분안을 따른다. 박광춘은 금관가야의 시작을 김해 양동리
162호부터로 하였다. (박광춘,
5장 가야의 성립과 시기구분 , 새롭게 보는 가야고고
학 , 학연문화사, 2006.)
24) 부산지역을 금관가야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각 연구자마다 이견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금
관가야의 핵심지역인 김해를 중심으로 하며, 생곡동 가달고분군의 경우 현재 행정구역상 부
산이지만 당시에 자연지리 문화적 경계인 낙동강의 서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김해지역
에 포함시켜서 분석하였다. 금관가야의 핵심지역인 김해지역 고분의 유형화 결과를 토대로
동래 복천동고분군 등 부산지역의 고분군을 동일기준으로 분석한다면, 유물중심의 그간 연
구경향에 대한 검증 또는 보완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25) 동의대학교박물관, 김해양동리고분문화 , 2000.
________________, 김해양동리고분군
, 2008.
26) 경성대학교박물관, 김해대성동고분군
, 2000.
________________, 김해대성동고분군
, 2000.
________________, 김해대성동고분군
, 2003.
________________, 김해대성동고분군
, 2010.
________________, 김해구지로고분군 , 2000.
27) 부산대학교박물관, 김해예안리고분군
, 1985.
________________, 김해예안리고분군
, 1993.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시원과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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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32)을 들 수 있다. 김해지역 목곽묘는 양동리고분군과 대성동고분군을

정점으로 하며, 주변으로 칠산동고분군, 윗덕정고분군, 화정고분군이 일정

한 거리를 두고 분포하는 양상이다. 목곽묘의 유형설정은 부장품의 배치
를 기준으로 매장주체부에 대한 관곽의 구조복원을 통해, 5개의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였다. 매장주체부의 유형화 분류의 전제작업은 매장주체부의
위계를 반영할 수 있는 규모와 내부공간의 활용패턴, 부장유물의 질적인
부분 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1) 금관가야 목곽묘

목곽묘

유형

유형은 목곽의 중앙에 棺 을 배치하고 사방으로

,

,

을 구비한 단독곽식의 완벽한 구조를 보이는 목곽묘라 할 수 있다. 규

모와 부장품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타 유형을 압도한다. 목곽묘
묘광 길이 450cm를 기준으로 2개의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의 경우 棺

-2유형

을 중심으로 사방에 유물을 부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피장자를 한쪽 단벽에 치우쳐 안치한 경우에는

우도 있다.33)
목곽묘

유형은

이 마련되지 않는 경

유형은 양동리고분군과 대성동고분군에서만 조사되었는데, 대

성동고분군의 경우,

-1유형은 중심 구릉상에 입지하는 반면,

-2유형

은 이곳에서 떨어져 구릉 아래의 저평한 곳에 입지하고 있다.34) 이것은

목곽묘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동일 유형에 속하더라도, 무덤의 입지
와 규모에서 엄격한 규율이 존재했음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유형과

-2유형은 부장품의 질적인 면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1

-1유

28) 경성대학교박물관, 김해칠산동고분군
, 1989.
29) 경성대학교박물관, 김해윗덕정유적
, 2001.
30) 울산대학교박물관, 김해능동유적
-목곽묘-, 2001.
31) 성균관대학교박물관, 김해퇴래리유적 , 1989.
32) 복천박물관, 김해화정유적
, 2009.
33) 대성동고분군과 양동리고분군은 공표되지 않은 자료도 많고, 도굴 등의 피해를 입은 유구
가 다수를 차지하여,
이 마련되지 않은 유구를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2유
형에 포함한다. 향후 보고서가 완간되어 세부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34) 이곳은 구지로고분군에 해당하는데, 행정지명상 대성동고분군과 유적명이 다르게 명명되
었으나 동일고분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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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는 금속제 위세품인 금동관을 비롯하여 통형동기, 파형동기, 동복, 한
경, 방제경, 광형동모와 마구, 갑주 등이 부장된 반면,

-2유형에는 토기

류를 위주로 한 부장품 조성으로 무기류와 경식 정도의 유물만이 부장되
었다.

도면 4. 금관가야 목곽묘 Ⅰ유형 (S=1/80)
(

: Ⅰ-1유형, 김해 양동리 162호묘

: Ⅰ-2유형, 김해 구지로 28호묘)

[표 1] 금관가야 목곽묘 Ⅰ유형 묘광ㆍ목곽 규모 평균치
묘광(cm)
유형

목곽(cm)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
(㎡)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
(㎡)

Ⅰ-1유형

683.8

415.4

1.7

29.2

527.6

291.1

1.8

15.7

Ⅰ-2유형

372.8

215.4

1.8

8.1

308.8

158.7

2.0

4.9

해당유구
양85ㆍ1 62ㆍ
200ㆍ235ㆍ280
ㆍ340ㆍ349
대2ㆍ23ㆍ29
양15ㆍ58ㆍ74ㆍ
81ㆍ91ㆍ4(문)ㆍ
16(문)
구1ㆍ2ㆍ9ㆍ18ㆍ
24ㆍ28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양 : 양동리, 대 : 대성동, (문) : 문화재연구소, 구 : 구지로

목곽묘

유형 중

-1유형 유구의 규모는 묘광의 경우,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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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8 415.4cm로 면적은 평균 29.2 (8.8평)에 달하며, 목곽의 규모는
527.6 291.1cm로 면적은 15.7 (4.7평) 정도이다. 이에 반해

-2유형

유구의 규모는 평균 372.8 215.4cm로 면적은 평균 8.1 (2.5평)이고, 목

곽의 규모는 평균 308.8 158.7cm로 면적은 평균 4.9 (1.5평)에 불과하
다. 길이와 너비는 약 2배 정도, 내부 면적은 4배 가까운 규모의 차이를
보인다.

2) 금관가야 목곽묘

목곽묘

유형은

유형

유형의 단독곽식의 목곽에 부곽이 추가된 주부곽식

구조이다. 독립된 부곽의 발생은 목곽묘에 있어서 극대화된 후장으로 인
해 나타난 양상이며, 이는 주부곽식 목곽묘를 향유한 수장층의 상당한 경

제력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김해지역에서는 대성동 29호의 단독

곽식 목곽묘에서부터 출현한 순장의 풍습이 부곽의 출현과 함께 성행하는
특징을 보인다.35) 목곽묘

유형은 부곽을 마련하는 방법에 따라 세분할

수 있는데, 주곽의 단벽에서 약간 이격되는 지점에 별도의 독립부곽을 마
련한 형태의 異穴主副槨式인

-1유형과 동일 묘광 내에 바닥의 단차를

두어 부곽을 마련한 同穴主副槨式의

-2유형으로 구분된다. 이혈주부곽

식의 목곽묘 유형은 양동리 대성동 예안리 화정고분군에서만 조사되었
는데, 동일 구조이지만 규모와 유물의 질적인 면에서 대성동고분군(1 3

7 13 39호)과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36) 당시 금관가야의 중심

35) 순장의 계층적 특성의 대한 연구를 참고하면, 금관가야의 김해지역 양대 축을 형성한 양동
리고분군과 대성동고분군간의 차이점이 간취되어 주목된다. 즉, 양동리고분군의 순장은 고
분군 내의 최고위계의 분묘(양동리 349호 : 본고 목곽묘 유형, 양동리 304호 : 본고 석곽
묘 -1유형)에서만 나타나고 있어 순장여부 자체가 위계차를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는 반
면, 대성동고분군에서는 순장규모와 배치유형에 있어 상하위계가 반영되어 있고, 시간의 경
과에 따라 순장향유계층의 확대현상(본고 목곽묘 ~ 유형)이 2차에 걸쳐 나타난다고 한
다. 이것은 고분군간 우열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배층의 확대와 분화, 다양화, 복잡화
등을 반영하고, 이러한 제현상 등을 관료제 사회의 맹아 로 보고 금관가야가 고대국가 체제
로 진입하는 단계의 사회라고 한다.(김수환, 금관가야의 순장-김해 대성동고분군 순장양
상을 중심으로- , 영남고고학 37, 2005.) 도면.5의 대성동 1호 주곽 내의 순장자 배치
는 상기 김수환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36) 대성동고분군의 목곽묘 -1유형에 해당하는 1호에는 무구로 판갑1 종장판주1 경갑3
요갑1, 마구류로 등자 행엽 표비 안금구 마주, 금속제 위세품으로 통형동기8점이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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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금관가야 목곽묘 Ⅱ유형 (
(

: Ⅱ-1유형, 김해 대성동 1호묘

세력임을 증명한다. 목곽묘

S=1/100,

S=1/80)

: Ⅱ-2유형, 김해 예안리 138호묘)

-2유형은 대성동과 양동리고분군에서는 조

되었으며, 3호에서는 괘갑1 종장판주4 경갑1 요갑3, 마구류로 행엽1, 7호에서는 판갑1
주1 13호에서는 파형동기6, 39호에서도 판갑1 경갑1 요갑1 주3, 재갈1, 통형동기2점
등 다량의 위세품이 부장된 반면, 양동리고분군에서는 441호에서 방제경1, 예안리고분군
104 118호(주부곽 별도번호)에서는 유자이기 1점 등에 불과하며 다량의 토기류 위주의
부장양상을 보인다. 비록 도굴의 피해와 유구 전체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도 객관적인 면
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시원과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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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지 않았고, 예안리고분군와 능동고분군, 칠산동고분군37)에서만 보인
다. 이 고분군에서는

에서는

유형과

-1유형이 조성되지 않았고, 해당 고분군

-2유형이 최고위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현상은

고분군간의 위계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목곽묘

유형 중

594.5 339.1cm로

면적은

-1유형 유구의 규모는 묘광의 경우, 평균
평균

21.9 (6.6평)이며,

목곽의

477.8 212.5cm로 면적은 11.3 (3.4평) 정도이다. 이에 반해

규모는

-2유형

유구의 규모는 평균 364.8 193.8cm로 면적은 평균 7.2 (2.2평)이고, 목

곽의 규모는 평균 278.7 92.7cm로 면적은 평균 2.6 (0.8평)에 불과하

다.

-1유형과

-2유형은 길이와 너비는 약 1.6~1.7배 정도, 내부 면

적은 묘광의 경우 3배, 목곽의 경우 4배 이상의 규모차이를 보인다.
[표 2] 금관가야 목곽묘 Ⅱ유형 주곽의 묘광ㆍ목곽 규모 평균치
묘광(cm)
유형

길이

너비

장단비

목곽(cm)
면적
(㎡)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
(㎡)

Ⅱ-1유형

594.5

339.1

1.8

21.9

477.8

212.5

2.3

11.3

Ⅱ-2유형

364.8

193.8

1.9

7.2

278.7

92.7

3.2

2.6

해당유구
양349ㆍ441
대1ㆍ3ㆍ7ㆍ13ㆍ
39
예93-100ㆍ
104-118
화44
예138ㆍ151
능19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양 : 양동리, 대 : 대성동, 예 : 예안리, 화 : 화정, 능 : 능동

3) 금관가야 목곽묘

목곽묘

유형

유형은 주피장자를 안치한 棺 을 중심으로

및

을

마련한 [부장공간]-[주피장자공간]-[부장공간]의 양단부장인 3공간 구조
이다. 주로 주피장자의 발치쪽인
의 토기류를 부장하고,

에는 노형기대, 단경호 등의 큰 기종

에는 광구소호와 소형기대, 고배 등의 소형 토

기류 및 철촉과 같은 무기류를 부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관상과 묘광
의 장벽 사이에 소형의 토기류 혹은 철모 등이 부장되기도 하며, 관상부에

37) 칠산동고분군 11호가 목곽묘 -2유형에 해당되는데, 미보고 상태이며, 다음 자료에서 도
면만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洪潽植, 加 の墳墓 , 東
日本の 古學
(墓制
), 同成社, 日本, 2001, p.201, 圖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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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물을 부장하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마련된 부장공간은 아니다.
유형에 이어,

유형에서도 대성동고분군의 12 14호에서는 순장이 행해

지고 괘갑과 주 및 호록, 재갈 등과 내행화문경편이 부장되는 등 타 고분
군의

유형과는 질적 차이를 보인다. 유물상에서 대성동고분군이 특출하

것도

유형에서 간취되는 특징이다.

지만 규모에서는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
목곽묘

유형의 규모는 묘광의 경우,

평균 426.1 209.7cm로 면적은 평균 9.1

(2.8평)이며, 목곽은 350.2 127.8cm로

면적은 4.2 (1.3평) 정도로

-1유형에

비하면 상당한 규모차이를 보인다. 규모
로 볼 때,

-2유형과

-2유형과 유사

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주목되는 점은
양동리 78호묘의 경우, 판갑과 주, 재갈

등자, 유자이기 등이 부장되었으며, 예안

리 150호묘에서도 유자이기와 철모형이

기 등의 위세품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부장품에 있어서 오히려
유형과

유형이

-2

-2유형보다 질적인 면에서 우

월하다는 점이다.38)

도면 6. 금관가야 목곽묘 Ⅲ유형
(김해 칠산동 32호묘, S=1/80)

[표 3] 금관가야 목곽묘 Ⅲ유형 묘광ㆍ목곽 규모 평균치
유형

Ⅲ유형

길이

426.1

묘광(cm)
장단
너비
비

209.7

2.1

면적
(㎡)

9.1

길이

350.2

목곽(cm)
장단
너비
비

127.8

2.8

면적
(㎡)

4.2

해당유구
양9ㆍ46ㆍ78ㆍ90
대12ㆍ14
예90ㆍ150
화12ㆍ51
칠20ㆍ32
윗9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양 : 양동리, 대 : 대성동, 예 : 예안리, 화 : 화정, 칠 : 칠산동, 윗 : 윗덕정

38) 이러한 양상이 시기적인 차이에 따른 부장유물의 종류변화인지, 동시기의 위계적인 차이에
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좀 더 검토를 요한다.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시원과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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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관가야 목곽묘

목곽묘

유형

유형은 4세기대의 금관가야 고분

군 대부분에서 축조되었으며, 특히 양동리,

대성동(구지로), 예안리, 능동고분군에서 基
層을 이루고 있는 유형이다. 매장주체부는
棺 과

으로

이루어져,

[주피장자공

간]-[부장공간]의 2공간 구조를 보인다. 주
로 단경호, 기대 등의 큰 기종과 고배 등의
소형기종이 모두

에 부장되며, 도자, 대

도 등과 같은 주피장자의 착장유물 이외에도

간혹 棺 과 外槨 사이에 소형의 토기와 철

도면 7. 금관가야 목곽묘 Ⅳ유형

촉과 같은 유물이 부장되곤 하지만 의도적 (김해 구지로 15호묘, S=1/80)
공간배치는 아니다. 목곽묘
유형의 부장품

은 토기류 위주로 무기류는 환두대도, 철모, 철촉 정도로 위세용 철기의
부장은

~ 유형에 비해 현격히 적으며 도자, 철부, 철겸 등의 공구류와

경식 정도가 유물조합을 구성하고 있다.

[표 4] 금관가야 목곽묘 Ⅳ유형 묘광ㆍ목곽 규모 평균치
묘광(cm)
유형
Ⅳ유형

해당유구

목곽(cm)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
(㎡)

337.9

153.7

2.2

5.3

양
대
구
예
화
윗
능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
(㎡)

277.5

99.5

2.9

2.3

3ㆍ5ㆍ7ㆍ11ㆍ19ㆍ22ㆍ23ㆍ24ㆍ26ㆍ27ㆍ36ㆍ47ㆍ49ㆍ50ㆍ59ㆍ62ㆍ73ㆍ100
Ⅴ-9ㆍ59
4ㆍ6ㆍ15ㆍ30ㆍ33ㆍ34ㆍ35ㆍ41
77ㆍ86ㆍ87ㆍ99ㆍ107ㆍ108ㆍ109ㆍ111ㆍ117ㆍ132ㆍ133ㆍ144ㆍ147ㆍ148ㆍ149
15ㆍ16ㆍ17
28
1ㆍ3ㆍ4ㆍ5ㆍ6ㆍ12ㆍ14ㆍ15ㆍ17ㆍ24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양 : 양동리, 대 : 대성동, 구 : 구지로, 예 : 예안리, 화 : 화정, 윗 : 윗덕정

목곽묘

유형의 규모는 묘광의 경우, 평균 337.9 153.7cm로 면적은

(0.7평)로

유형에 비해 목곽 내의 면적이 1/2 정도밖에 되지 않아 부장

평균 5.3 (1.6평)이며, 목곽의 규모는 277.5 99.5cm로 면적은 2.3
공간이 협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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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관가야 목곽묘

목곽묘

유형은 앞서

유형

유형과 함께 4

세기대 금관가야 고분군의 대부분에서 축
조되었으며, 그 중에서 양동리와 예안리고

분군에서의 점유율이 가장 높다. 대성동고

분군의 경우에는 구지로고분군에서 위계가
낮은

유형이 대부분 나타나지만,

유형

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점

은 고분군간의 위계차이를 반증하는 것으
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목곽묘

유형은

목곽의 길이가 200cm 정도를 전후하는 규

모의 소형 목곽묘로 주피장자 안치공간인

棺 으로만 이루어진 1공간의 단일구조이

도면 8. 금관가야 목곽묘 Ⅴ유형
(김해 양동리 18호묘, S=1/40)

다. 유물은 대체로 고배, 연질옹과 같은 소형토기 몇 점과 도자와 같은 착
장유물 또는 철부, 철겸 등의 농공구가 한정된 수량만 부장되었다.
목곽묘

유형의 규모는 묘광의 경우, 평균 226.8 114.9cm로 면적은

평균 2.7 (0.8평)이며, 목곽의 규모는 181.8 73.0cm로 면적은 1.0
(0.3평)에 불과하다.

[표 5] 금관가야 목곽묘 Ⅴ유형 묘광ㆍ목곽 규모 평균치
묘광(cm)
유형
Ⅴ유형

해당유구

목곽(cm)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
(㎡)

226.8

114.9

2.0

2.7

양
예
화
칠
윗
능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
(㎡)

181.8

73.0

2.8

1.0

10ㆍ12ㆍ13ㆍ18ㆍ29ㆍ30ㆍ32ㆍ40ㆍ41ㆍ44ㆍ57ㆍ64ㆍ66ㆍ86ㆍ88
105ㆍ113ㆍ119ㆍ120ㆍ129ㆍ131ㆍ139ㆍ140ㆍ141ㆍ145ㆍ156
47
2ㆍ26
15ㆍ33ㆍ38ㆍ39
21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양 : 양동리, 대 : 대성동, 구 : 구지로, 예 : 예안리, 화 : 화정, 윗 : 윗덕정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시원과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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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유형화
금관가야의 수혈식석곽묘 유형화 작업은 목곽묘에서의 관곽개념의 계승

을 전제로 매장주체부의 위계를 반영하는 규모와 내부공간의 활용패턴,

부장유물의 질적인 부분 등을 반영하여 목곽묘 유형분류와 동일기준을 적
용한 결과, 6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금관가야 권역에서 목곽묘와 수혈
식석곽묘가 동일 고분군 내에 조영된 유구는 대성동, 양동리, 예안리, 칠

산동, 윗덕정, 화정, 도계동고분군39)이며, 수혈식석곽묘만으로 조영된 고

분군은 김해 죽곡리40) 안양리고분군41)과 진해 마천동고분군42), 창원 반
계동43)

천선동고분군44)으로 금관가야에서 수혈식석곽묘가 출현한 이후

에 조성된 고분군이다. 대체로 수혈식석곽묘만으로 조성된 고분군은 대성
동고분군을 중심으로 하는 곳에서 반경 5km 정도 이격된 주변에 분포하
는 특징을 보인다. 각 유형별 상세는 다음과 같다.
1)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

수혈식석곽묘

유형

유형은 부곽이 설치되지 않은 단독곽식으로 양동리와

칠산동고분군에서 조사되었다. 규모는 앞 시기의 목곽묘

유형의 유물부

장형태와의 상사성이 인정되며, 주피장자의 사방에 유물을 부장하는 구조
이다. 목곽묘

유형에 비해, 매장주체부의 너비(석곽의 너비)가 줄어들어

주피장자를 한쪽 단벽 혹은 장벽쪽에 치우치게 안치하고 나머지 공간에
유물을 부장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목곽묘

유형과 유사하다.

목곽묘와 같이 곽내를 목재 등으로 결구하여 부장공간을 구획하였는지는
현재 자료상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목곽묘의 棺 ,

39) 창원대학교박물관, 창원도계동고분군
, 1987.
동의대학교박물관, 창원도계동고분군 , 1996.
경남발전연구원역사문화센터, 창원도계동유적 , 2004.
40)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해죽곡리유적
, 2010.
41) 경남문화재연구원, 김해안양리고분군 , 2004.
42)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진해마천동유적 , 2011.
43) 창원대학교박물관, 창원반계동유적
, 2000.
44) 창원대학교박물관, 창원천선동고분군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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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 Ⅰ유형 (S=1/80)
(

: 김해 양동리 93호묘

: 김해 양동리 97호묘)

개념은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매장주체부의 내부공간이 넓

고 주피장자 공간에는 소형할석과 판상할석 등으로 바닥시설을 마련한 구
조로 꺾쇠와 관정 그리고 바닥시설 등의 형태로 보아 목관을 시설하고, 목
관과 벽석의 공간에 유물을 부장한 형태이다. 특히, 칠산동 35호묘에서는

갑주 조합이 출토되어 유물의 질적인 부분에서도 위계를 파악해 볼 수 있
다. 현재까지

다.45)

유형의 유구는 김해지역을 중심으로만 분포를 보이고 있

유형의 벽석축조 형태는 양동리 93, 95, 97호묘의 경우, 장단벽

45) 최근 조사된 대성동 73호묘의 경우, 수혈식석곽묘 유형에 속하는 유구 중에서 규모가
월등하다. 시기는 5세기 전반 정도로 편년되는데, 내부 교란으로 인해 유물이 그다지 양호
한 상태로 잔존하지 않지만, 금동관편(금동 호록편의 가능성이 있으나, 자문위원회 자료에
서는 금동관편으로 보고됨.) 등이 출토되어 금관가야 수장급의 무덤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
성동 73호 석곽묘 조사로 인해, 대성동고분군에서 1호 목곽묘 이후 수장급묘의 축조가 중
단되었다고 하는 그간의 견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대성동고분박물관,
김해 대성동고분군 6차 발굴조사 자문위원회 자료 , 2011.09)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시원과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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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치석되지 않은 석재를 부정연하게 쌓았으며, 벽면 아래에는 주혈이
설치되어 있어 내곽(목곽)이 시설된 구조로 파악된다.

[표 6]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 Ⅰ유형 묘광ㆍ석곽 규모 평균치
묘광(cm)
유형

Ⅰ유형

길이

너비

538.2

297.8

장단

석곽(cm)

비

면적
(㎡)

길이

너비

1.8

17.2

369.3

144.2

장단
비

면적
(㎡)

2.6

5.4

해당유구

양79ㆍ93ㆍ95
ㆍ97 대73 칠35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양 : 양동리, 대 : 대성동, 칠 : 칠산동

유형에 해당되는 유구가 많이 조사되지 않아 다른 유형과 상대적 비

교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유구를 비교
해 보면 내부면적은 수혈식석곽묘 6개 유형중 가장 넓은 경향을 보인다.

유구의 규모는 묘광의 경우, 평균 538.2 297.8cm로 면적은 17.2 (5.2

평)이며, 석곽은 269.3 144.2cm로 면적은 5.4 (1.6평) 정도이다.
2)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

수혈식석곽묘

리 많지 않다.

세분할 수 있다.

유형

유형은 주부곽식의 구조로 현재까지 조사된 유구는 그

유형은 부곽과 주곽의 축조방법에 따라 2개의 유형으로

-1유형은 주곽과 부곽을 별도로 굴착한 이혈주부곽식

(異穴主副槨式)으로 주부곽의 깊이가 동일한 것이 특징이다. 양동리 304
호묘가 이에 해당된다.

-2유형은 주부곽식으로 축조하였지만, 동일 묘

광 내에 바닥의 높이 차이를 둔 동혈주부곽식(同穴主副槨式)이다. 칠산동
33호묘, 윗덕정 11호묘,46) 도계동 3호묘(창원대), 19호묘(경발연)가 해당

된다.

-2유형은 부곽의 축조기법에 있어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대

부분이 2단 굴착하여 동일 묘광 내에 주부곽의 높이차를 두어 조성한 것
46) 윗덕정 11호묘의 경우, 보고서상에서는 목곽묘로 보고하였으나 타 고분군의 동일 유형의
무덤과 비교해 봤을 때, 주부곽식의 석곽묘의 범주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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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 Ⅱ유형 (S=1/80)
(

: Ⅱ-1유형 김해 양동리 304호묘

: Ⅱ-2유형

김해 칠산동 33호묘

: Ⅱ-2유형 창원 도계동(경) 19호묘)

이지만, 도계동 19호묘(경발연)의 경우에는 묘광을 굴착하여 부곽이 조성

되는 한쪽 단벽의 일정공간을 판축식으로 격벽과 함께 쌓아 올려 부곽을
축조한 독특한 구조이다.

-1유형에 비해

-2유형은 내부 규모에서 상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시원과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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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차이를 보인다.

-1유형의 양동리 304호묘는 묘광의 경우, 주곽이

길이 615 345cm, 부곽이 455 240cm로 주곽의 면적이 21.2 (6.4평),
부곽의 면적이 10.9 (3.3평)이고, 석곽은 455 210cm로, 면적은 9.6

(2.9평)에 달한다. 반면

-2유형의 유구들은 칠산동과 도계동 19호묘가

비교적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데, 양호하게 잔존한 칠산동의 경우, 주곽의
묘광 면적이 9.1 (2.8평), 석곽의 면적이 3.4 (1.0평)로
동리 304호에 비하면 1/3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1유형인 양

유형에서의 차

이는 고분군의 위계의 반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것은 목곽묘
과 동일한 양상을 띠고 있어 주목된다.

유형

[표 7]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 Ⅱ유형 주곽의 묘광ㆍ석곽 규모 평균치
묘광(cm)
유형

Ⅱ-1유형

Ⅱ-2유형

길이

너비

615.0

345.0

368.0

199.5

장단

석곽(cm)

비

면적
(㎡)

길이

너비

1.8

21.2

455.0

210.0

2.1

6.7

264.0

85.3

장단

해당유구

비

면적
(㎡)

2.2

9.6

양304

2.0

칠33
윗11
도(창)3
도(경)19

3.8

※Ⅱ-1유형은 현재 양동리 304호만 보고된 상태로 평균치는 304호의 제원에 해당된다.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양 : 양동리, 칠 : 칠산동, 윗 : 윗덕정, 도(창) : 도계동(창원대학교박물관) 도(경) : 도계동(경남발전연구원)

유형의 벽석축조 형태를 살펴보면,

-1유형의 양동리 304호묘는 치

석되지 않은 할석을 사용하여 장단벽 모두 허튼층쌓기하였다. 벽면 아래
의 바닥에는

유형과 동일하게 주혈이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주혈은 석

곽 내에 내곽(목곽)이 시설되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2유형은

-1유형의 양동리 304호묘와 비교했을 때, 장방형 혹은 부정형의 어느

정도 치석된 할석을 사용하여, 최하단벽석의 경우, 눕혀쌓기와 세워쌓기를
혼용하는 등 다양한 벽석 축조기법을 보이고 있다.

태는 목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유형의 개석 복개형

유형의 매장주체부 내부 공간구조에 대해 살펴보면, 이혈주부곽식인

-1유형의 경우 부곽은 주곽에 비해 너비가 좁은 장방형의 평면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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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고, 주곽과 다르게 석곽을 조성하지 않았다. 내부에 주로 대형기종인 노
형토기와 단경호 등을 부장하였으며, 유물이 놓여 있지 않은 공간에는 순

장자를 배치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주곽의 장단비는 1.8:1로 길
이에 비해 너비가 넓어 앞선 시기의 목곽묘

유형과 평면형태가 유사하

다. 동쪽 단벽에 치우쳐 중앙으로 할석시상을 마련하였으며, 꺾쇠와 관정
등의 위치로 볼 때, 시상 상부에는 목관을 안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벽면 아래의 주혈과 꺾쇠의 출토상태로 내곽(목곽)을 설치한 구조
이다. 유물은 목관을 중심으로 벽석과 목관 사이, 동쪽 단벽 아래에서 ' '
자상으로 출토되는데,

유형과 동일한 구조이다. 목관이 안치된 공간에는

환두대도가 출토되었는데, 주피장자의 착장유물로 판단되며 두향은 동침
이다. 벽석과 목관 사이(

장하였다.

-2유형은

)에는 통형동기와 토기 등의 유물을 주로 부

-1유형과 기본적인 매장주체부의 구조는 동일하

지만, 주곽과 부곽의 규모가 축소되었다. 도계동 19호묘(경발연)를 제외하
면, 주곽은 목관 정도만 안치될 수 있는 규모이며, 유물은 부곽에 주로 부

장하고, 소형기종과 주피장자의 착장유물 정도만 주곽 내에 부장하는 공
간배치를 보인다.

유형의 유구는 김해지역에서는 양동리, 칠산동, 윗덕정고분군 등에서

나타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창원의 도계동고분군에서만 조사되었다.
따라서

유형은

유형과 동일하게 김해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

인다. 이러한 상위 위계의 유형의 분포권은 금관가야의 중심지역과 주변
지역을 파악하는데 유효한 속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

수혈식석곽묘

유형

유형은 화정고분군과 도계동고분군(경발연)에서 소수만

조사되었는데, 먼저 벽석축조 형태에서는

유형과 비교해서 비교적

장방형으로 치석된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벽석 사이사이에 소형할석을 끼
워 넣어 석곽을 견고하게 축조한 형태이다.

유형의 매장주체부의 내부공간 구조를 살펴보면, 양단벽 아래에 유물

부장공간을 마련하고, 중앙에 목관을 안치한 형태이다. 즉, 棺 을 중심으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시원과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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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과

로 목곽묘

이 갖추어진 구조

유형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주로 주피장자의 발치쪽

으로 노형토기, 단경호 등의 대형
기종을 부장하며, 반대쪽의

에

는 고배류의 소형토기를 부장하는
등 의도적으로 유물을 구분 배치
한 것을 알 수 있다. 양단벽 아래
의 부장공간에는 토기류 외에도

농공구, 무기류의 철기도 함께 부

장하였으며, 관 상부에는 연질토기

등의 장속유물을 매납하기도 하였
다.

유형에 비해 매장주체부

와 유물부장공간 규모가 상당히

도면 11.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 Ⅲ유형
(김해 화정 4호묘, S=1/80)

축소되었는데, 이는 복잡한 의례(장속)과정의 생략(축소)과도 관련된 것
으로 파악되며, 이것이 상호 위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닥에는 주로 소형할석과 판상할석을 사용해 시상을 마련하였는데, 양단벽

아래의 부장공간에는 시설하지 않고, 중앙의 주피장자가 놓이는 공간에만
시설한 것이 특징이다. 화정고분군에서는 시상이 시설되는 중앙부분의 바
닥은 2단 굴착하였는데, 묘광 조성단계에서부터 공간활용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표 8]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 Ⅲ유형 묘광ㆍ석곽 규모 평균치
묘광(cm)
유형

Ⅲ유형

길이

너비

372.0

200.0

장단

석곽(cm)

비

면적
(㎡)

길이

너비

1.9

7.4

299.0

81.0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화 : 화정, 도(경) : 도계동(경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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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비

면적
(㎡)

3.6

2.9

해당유구

화1ㆍ4ㆍ26
도1(경)

`

유구의 규모는 묘광의 경우, 평균 372.0 200.0cm로 면적은 7.4 (2.2

평)이며, 석곽은 299.0 81.0cm로 면적은 2.9 (0.9평) 정도이다.
4)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

유형

유형은 5세기대 금관가야의 수혈식석곽묘를 대표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김해의 양동리, 예안리, 화정, 죽곡리, 안양리고분군과 인근한 창원
반계동고분군, 진해 마천동고분군에서 조사되었으며,

유형으로 축조된

대다수의 고분군이 김해지역 내에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도면 12.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 Ⅳ유형 (S=1/80)
(

: 김해 죽곡리 94호묘,

: 김해 예안리 130호묘)

유형의 매장주체부 내부 공간구조를 살펴보면, 한단벽 아래의 공간을

주부장공간으로 하고 주피장자공간을 다른 한쪽 단벽에 치우치게 조성한
[주피장자공간]-[부장공간]의 2공간 구조이다. 목곽묘
며, 부장공간은 주로 주피장자의 발치쪽(

유형과 동일하

)에 해당되며, 대형과 소형의

토기류와 농공구와 무구류의 철기도 함께 부장한 형태이다. 관내에는 착

장유물을 그리고 관상부에 유물이 부장되기도 한다. 또한 목관이 안치된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시원과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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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벽석 사이의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유물을 부장하는 경우
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공간을 마련한 형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유형의 벽석축조기법에 대해 살펴보면, 장방형 또는 부정형으로 치석

된 할석을 사용하여 장벽은 가로세워쌓기와 세로세워쌓기의 축조기법을
골고루 사용하였으며, 단벽은 세로세워쌓기한 수법이 높은 점유율을 보인
다. 그리고 화정, 예안리, 죽곡리고분군 등 김해지역의 주요고분군에서는
양단벽의 축조기법이 상이한 유구들이 다수 조사되었는데, 주로

유형의

석곽묘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양상이다. 진해 마천동고분군에서는 장벽을
半分하여 가로눕혀쌓기와 세워쌓기를 혼용하여 사용한 예도 조사되었다.
유형의 벽석축조기법의 경우, 다양한 축조기법의 복합성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수혈식석곽묘 축조계층의 확대로 인한 다양성에 기인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표 9]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 Ⅳ유형 묘광ㆍ석곽 규모 평균치
묘광(cm)
유형
Ⅳ유형

석곽(cm)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
(㎡)

392.5

189.9

2.1

5.7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
(㎡)

295.1

70.5

4.3

2.1

양 94
화 11ㆍ3ㆍ19ㆍ21ㆍ23ㆍ25ㆍ28ㆍ30ㆍ34ㆍ35ㆍ38ㆍ39
예 3ㆍ9ㆍ15ㆍ19ㆍ20ㆍ21ㆍ27ㆍ28ㆍ35ㆍ36ㆍ41ㆍ44ㆍ45ㆍ46ㆍ51ㆍ52ㆍ54ㆍ57ㆍ65ㆍ66ㆍ
71ㆍ126ㆍ130
죽 11ㆍ13ㆍ36ㆍ38ㆍ40ㆍ42ㆍ44ㆍ45ㆍ46ㆍ47ㆍ52ㆍ53ㆍ57ㆍ59ㆍ64ㆍ69ㆍ74ㆍ77ㆍ81ㆍ84ㆍ91
해당유구 ㆍ94ㆍ99ㆍ107
안 29ㆍ42ㆍ43ㆍ44ㆍ51ㆍ62
칠 27
윗 10ㆍ24
마 2ㆍ3ㆍ5ㆍ8ㆍ10ㆍ11ㆍ12ㆍ16ㆍ27ㆍ31ㆍ43ㆍ45
반 18ㆍ19ㆍ20ㆍ21ㆍ22ㆍ24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양 : 양동리, 화 : 화정, 예 : 예안리, 죽 : 죽곡리, 안 : 안양리, 칠 ; 칠산동, 윗 : 윗덕정, 마 : 마천동, 반 : 반계
동

유구의 규모는 묘광의 경우 평균 392.5 189.9cm로 면적은 5.7 (1.7

평)이며, 석곽은 평균 295.1 70.5cm로 면적은 2.1 (0.6평) 정도이다.

유형의 유구가 조사된 사례가 적어 객관성이 결여되지만, 현재까지의

자료에서는 규모면으로 볼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유형 중에서 양동리와 화정고분군의 유구는 예안리, 죽곡리, 안

양리고분군의 동일 유형의 석곽묘에 비해 규모에서 차이를 보이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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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유물도 토기위주이지만, 노형기대, 통형기대 등의 위세를 반영한 기종
의 부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점에서 동일 유형의 묘형을 향유하지만 고

분군간의 상호 위계차이가 규모와 부장품의 질적인 부분에 반영되어 있다
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5)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

수혈식석곽묘

유형

유형은 매장주체부의 공간구조와 벽석축조기법에는

유형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지
만, 석곽의 길이가 대체로 250cm

미만의 규모와 유물의 양과 질적
인 부분에서

유형과 구분된다.

매장주체부의 공간구조가 동일한
앞선 시기의 목곽묘

유형이 석

곽묘 유형에서 세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주피장자공간]-[부
장공간]의 2공간 구조로

유형과

동일하지만, 부장공간의 경우

유

형에 비하면 충분한 공간을 확보
하지 않았다. 주피장자 또는 목관
을 한쪽 단벽에 치우치게 놓은 다
음, 다른쪽 단벽(

) 아래에 유

물을 부장한 구조이다. 유물은 소
량의 토기류만 부장되며, 관 상부

도면 13.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 Ⅴ유형
(진해 마천동 21호묘, S=1/40)

에 연질류의 토기를 부장하였다. 목관의 사용여부는 관정과 꺾쇠 등의 출

토예가 부족하지만, 마천동고분군과 같이 한 단벽 아래에 부장된 연질옹
의 출토위치가 바닥에서 떠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목관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유형의 유구는 김해지역에서는 예안리와 윗덕정고분군

에서 주로 보이며, 죽곡리고분군에서는 2기에 불과하다. 반면, 창원 천선
동과 진해 마천동고분군에서 다수를 보이는 것이 주목된다.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시원과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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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 Ⅴ유형 묘광ㆍ석곽 규모 평균치
묘광(cm)
유형

Ⅴ유형

해당유구

석곽(cm)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
(㎡)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
(㎡)

290.2

136.1

2.2

4.0

220.1

52.4

4.4

1.1

예 22ㆍ23ㆍ62ㆍ72ㆍ94ㆍ114, 죽 70ㆍ73 윗 16ㆍ26ㆍ34, 마 15ㆍ21ㆍ22ㆍ24ㆍ41,
천 4ㆍ6ㆍ8ㆍ10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화:화정, 예 : 예안리, 죽 : 죽곡리, 윗 : 윗덕정, 마 : 마천동, 천 : 천선동

유구의 규모는 묘광의 경우, 평균 290.2 136.1cm로 면적은 4.0 (1.2

평)이며, 석곽은 평균 220.1 52.4cm로 면적은 1.1 (0.3평) 정도로

형과 비교해서 규모가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6)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

수혈식석곽묘

유

유형

유형은 석곽의 길이가 150cm 미만의 소형 석곽묘가 대

부분으로 석관계석곽묘 등으로 불려온 유구이다. 규모로 보아 유소아묘로
파악되며

~ 유형과 같이 상호 위계차이로 비교하기는 좀 더 검토를

요한다. 매장주체부의 내부 공간구조는 목관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
악되며, 주피장자공간만으로 이루어진 1공간 구조이다. 유물은 소형토기
몇 점만 부장하며 양단벽 아래 혹은 한단벽 아래에 부장하였다.

유형의

유구는 김해지역과 주변지역 모두에 골고루 분포한다. 벽석의 축조수법은
장단벽 모두 세워쌓기하였다.

유구의 규모는 묘광의 경우, 평균 208.3 110.4cm로 면적은 1.7 (0.5

평)이며, 석곽은 평균 136.9 42.2cm로 면적은 평균 0.6 (0.2평) 정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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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 Ⅵ유형
(

: 김해 화정 6호묘

: 김해 예안리 11호묘, S=1/40)

[표 11]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 Ⅵ유형 묘광ㆍ석곽 규모 평균치
묘광(cm)
유형

Ⅵ유형
해당유구

석곽(cm)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
(㎡)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
(㎡)

208.3

110.4

2.0

1.7

136.9

42.2

3.4

0.6

화 6ㆍ10, 예 25ㆍ31ㆍ47ㆍ63, 죽 48ㆍ76ㆍ79ㆍ111, 윗 21, 반 17, 천 13ㆍ14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화 : 화정, 예 : 예안리, 죽 : 죽곡리, 윗 : 윗덕정, 반 : 반계동, 천 : 천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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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관가야 목곽묘에서 수혈식석곽묘로의 변화
장에서 금관가야의 핵심지역인 김해지역의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를

매장주체부의 공간구조 즉, 관곽배치형태와 부장유물의 질적인 부분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를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 목곽묘는 총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수혈식석곽묘는 6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가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은 당시 사회의 계

층분화로 연결해 볼 수 있는데, 목곽묘 유형이 수혈식석곽묘로 계승되었

다는 것은 이러한 신분질서가 수혈식석곽묘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목곽묘 사회의 신분질서에 대한 연구47)를 참

고하면,

後漢書

東夷列傳

條,

三國志 東夷傳

條의 문헌사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사료에는 변진한지역 지배계급자의 서열과 등급, 관
직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서열과 등급에 관한 내용으로
우두머리가 있는데, 가장 큰 자를

별읍에는 각기

智 라 이름하고,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樊祗(樊穢) 가 있으며, 그 다음으로 殺奚 , 그 다음으로

借 가 있다48) 고 기록하고 있다. 관직명은
侯, 中 將,

尉, 伯

관직에는

率善 ,

側,

君,

등이 있다49) 고 기록하고 있다. 즉, 5개

의 등급과 6개의 관직명이 존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당시의 신분질서는

상당히 체계적이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목곽묘의 5개 유형구분은 이

런 신분질서의 반영으로 파악되는데, 사료에 기록된 지배계급자의 서열과
등급이 목곽묘 유형의 차이와 대응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각 고

분군에서의 최고위계 유형의 상호간 차이와 동일 고분군 내에서의 각 유
형은 이러한 당시 사회의 신분질서 안에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47) 신용민,
48) 後漢書
諸小別
49) 三國志
其官有

38

변 진한지역의 외래계 유물 , 고고학으로 본 변 진한과 왜 , 영남고고학회
구주고고학회 제4회 합동고고학대회, 2000.
東夷列傳 條.
, 各有渠帥, 大 名 智, 次有儉側, 次有樊秖, 次有殺奚, 次有 借
書東夷列傳 條.
率善 君 歸 侯 中 將 尉 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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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관가야 목곽묘의

~ 유형과 수혈식석곽묘의

~

유형 매장주체부

는 동일한 공간구조 패턴을 보이며 각 유형간의 급의 차이 또한 유사하
다.50) 하지만, 목곽묘

유형은 수혈식석곽묘

목곽묘 단계보다 세분되었다. 목곽묘

~ 유형과 대비되는데,

유형의 고분군 내에서의 점유율과

부장유물의 질적인 면 등을 감안할 때, 당시 사회 내의 무덤을 축조할 수

있는 계층에서 하위의 위계를 보이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목곽묘와 수혈
식석곽묘의 유형 중에서 상위 위계로 볼 수 있는

이 계승되는데 반해, 목곽묘
정에서

~ 유형은 큰 변화없

유형이 수혈식석곽묘 사회로 이행되는 과

유형으로 세분화된다는 것에서, 하위 위계에서의 보다 세분

화된 成層化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상위 위계로의 정
치적 경제적 집중은 유지되면서도

유형 이하의 금관가야 기층사회의

무덤조영이 좀 더 보편화 또는 저변화된 현상의 반영일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으로, 금관가야 목곽묘 사회의 신분질서가 수혈식석곽묘 사회로 계

승되는 양상을 유형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금관가야 수

혈식석곽묘의 출현이 앞선 시기의 목곽묘 사회의 바탕에서 이어졌다는 것
은 명확한 것으로 파악된다.

. 맺음말
무덤연구에 있어서 유형화 작업(모델제시)이 선행되어야만 고대사회의

사회적인 관계를 기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5세기대의 가야

의 공통된 묘제인 수혈식석곽묘를 통해 각 가야사회의 상사성과 상이성을
검토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가야권역에서 가장 먼저 출현한 금관가야

의 수혈식석곽묘 유형화를 우선적으로 시도하여 보았다. 가야권역에서의

출현기 수혈식석곽묘의 내부구조 분석을 통해 앞선 시기 목곽묘의 관곽개
50) 동일한 신분을 가지는 무덤들은 동일한 구조로 축조되며 지속되는 경향 즉 정형성이 있다.
무덤구조의 복잡성, 규모, 축조재료 등은 무덤에 사용된 에너지의 양을 말하는 것으로 신분
적 차등성을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외적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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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수혈식석곽묘에 채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금관가야 목곽묘

와 수혈식석곽묘의 유형화를 통해 당시 사회의 신분질서의 계승과 하위
위계인 목곽묘

유형의 분화양상의 파악 등 수혈식석곽묘의 유형화를 통

해 목곽묘 사회에서 수혈식석곽묘 사회로의 관계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유형화 설정을 통한 각 가야사회의 접근에는 시간과 공간적 분석이 함

께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금관가야의 핵심지역이라는 공간
적인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지만, 우선은 각 가야의 수혈식

석곽묘를 동일선상에서 비교검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시론적 측
면에서 4세기대 수혈식석곽묘의 출현지역에 대한 유형설정을 시도하였다.

앞으로 타 가야권역의 유형을 설정한 후, 통시적인 틀을 마련한 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40

東亞文化 12

원고투고일자
원고심사일자
게재확정일자

2012년 4월 4일
2012년 5월16일
2012년 5월25일

`

참고문헌
[사료]
三國志
後漢書

[논문 • 단행본]
강현숙, 가야석곽묘
1989.

연구

시론-구조를

중심으로- , 한국고고학보 23집,

김세기, 수혈식묘제의 연구-가야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고고학보 17 18합
집, 1985.

김대환, 영남지방 초기 석곽묘의 계통에 대하여 , 인류학연구 12, 영남대학교
김두철,

문화인류학연구회, 2002.

관상과 전기가야의 묘제 , 한국고고학보 75, 2010.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고고학전문사전-고분편- , 2009, p.741.

박광춘, 가야의 수혈식석곽묘 기원에 대한 연구 , 고고역사학지 8, 동아대학교
박물관, 1992.

______, 가야토기의 분류단위 설정과 편년 , 가야문화 7, 가야문화연구원,
1994.

______, 가야의 묘제와 왕권 , 가야제국의 왕권 , 인제대학교가야문화연구소,
1997.

______, 가야 묘제의 연구 , 영남고고학보 26집, 2000.

______, 낙동강 유역의 초기국가 성립 , 한국상고사학보 39, 한국상고사학회,
2003.

______, 새롭게 보는 가야고고학 , 학연문화사, 2006.
신경철,

.결언 , 김해칠산동고분군

, 1989.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시원과 유형화

41

`

______, 금관가야토기의 편년 , 가야고고학논총 3, 2000.

______, 금관가야의 성립과 연맹의 형성 , 가야각국사의 재구성 , 2001.

신용민, 삼한시대 목곽묘의 기원에 대한 초보적 연구-중국 목곽묘를 중심으로 ,
변 진한의 세계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학술발표회, 1998.

______, 한대 목곽묘 연구 , 학연문화사, 2000.

______, 변 진한지역의 외래계 유물 ,

고고학으로 본 변 진한과 왜 , 영남

고고학회 구주고고학회 제4회 합동고고학대회, 2000.

______, 중국 고대 제릉과 삼국시대 대형고분 비교검토 , 석당논총 제40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8.

심재용, 구야국의 성장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부산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
문, 2007.

안재호, 관 곽에 대하여 , 동래 복천동고분군

안재호, 관 곽에 대하여 , 동래 복천동고분군

, 부산대학교박물관, 1990.

, 부산대학교박물관, 1990.

이성주, 신라 가야사회의 기원과 성장 , 학연문화사, 1998,
이재현, 영남지역 목곽묘의 구조 , 영남고고학 15, 1994.

______, 변 진한사회의 발전과정-목곽묘의 출현배경과 관련하여 , 영남고고
학 17, 1995.

______, 변 진한사회의
2003.

고고학적

연구 ,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현주, 꺾쇠의 사용례로 본 4세기대 영남지역 목곽묘의 구조복원 , 석헌 정징
원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 , 2006.

전길희, 가야묘제의 연구 , 이대사원 3, 1961.
최병현, 신라고분연구 , 일지사, 1992.

최종규, 중기고분의 성격에 대한 약간의 고찰 , 부대사학 7, 1983.

홍보식, 가야고분의 편년연구

, 제3회 영남고고학회학술발표회 발표 및 토론

요지 , 영남고고학회 1994.

______, 加 の墳墓 , 東

日本の 古學

(墓制 ), 同成社, 2001.

______, 고고학을 통해 본 금관가야 , 고고학을 통해 본 가야 , 제23회 한국
고고학 전국대회, 1999.

42

東亞文化 12

`

______, 수혈식석곽과 조사방법 , 중앙고고연구 제6호, 2010.
Clive Gamble(田村

譯), 入 現代 古學 Archaeology:The Basic , 同成社,
日本, 2004.

[보고서]
경남문화재연구원, 김해안양리고분군 , 2004.

경남발전연구원역사문화센터,

창원도계동유적 , 2004.

경성대학교박물관, 김해칠산동고분군

, 1989.

________________, 김해대성동고분군

, 2000.

________________, 김해대성동고분군

, 2000.

________________, 김해구지로고분군 , 2000.

________________, 김해윗덕정유적

________________, 김해대성동고분군

, 2001.

________________, 김해대성동고분군
대성동고분박물관, 김해

대성동고분군

, 2003.
, 2010.
6차

2011.09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해죽곡리유적

발굴조사

자문위원회

자료 ,

, 2010.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진해마천동유적 , 2011.
동의대학교박물관, 창원도계동고분군 , 1996.

________________, 김해양동리고분문화 , 2000.
________________, 김해양동리고분군

, 2008.

부산대학교박물관, 김해예안리고분군

, 1985.

복천박물관, 김해화정유적

, 2009.

________________, 김해예안리고분군

, 1993.

성균관대학교박물관, 김해퇴래리유적 , 1989.

울산대학교박물관, 김해능동유적

-목곽묘-, 2001.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포항 옥성리고분군

창원대학교박물관, 창원도계동고분군

-나지구-, 1998.

, 1987.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시원과 유형화

43

`

________________, 창원반계동유적

, 2000.

________________, 창원천선동고분군 , 2000.

44

東亞文化 12

`

The origin and typology of the stone-lined pit burial
tomb of Geumgwan Gaya

Choi Gyeong-kyu
Gaya had not been developed to the one unified ancient nation and

it was collapsed and faded away in the record of the history since
Daegaya had fell in AD 562. The previous research about Gaya

tended to focus onto the independency of each different Gaya

confederacies. However, stone-lined pit burial which was initiated

since 4th century in Geumgwan Gaya had been adopted as the
common tomb style around Gaya areas in 5th century. To a certain

extent, a stone-lined pit burial tomb was still constructed when the

stone-lined lateral opening tombs and stone chamber tomb with
tunnel entrance had begun in 6th century. It is then presumed that
the analysis of common types of stone-lined pit burial tombs in Gaya

could help to comprehend similarity and difference between each Gaya
confederacies. In order to understand how Gaya confederacies ended
up to share similar tomb types, this work highlights archaeological

approaches which bring different perspectives about Gaya compared to
other typical analysis about the Confederacies. First of all, typology

of analysis standard should be set for the stone-lined pit burial
tombs. Gimhae is regarded as the core area of Geumgwan Gaya and

stone-lined pit burial tombs were initially discovered from this area.
Given this, it is reasonable to analyse the tombs of Gimhae.

Based on the early researches which insisted that the transformati on
of tomb styles from wooden outer coffin to stone-lined pit burial in

Geumgwan Gaya could be proved by the burial goods and similarities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시원과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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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omb shape, this work compared the concepts of outer and inner

coffins between wooden outer coffin tomb and stone-lined pit burial

tomb. More specific evidence of transformation of tomb styles,
therefore, can be found here. As a result of typology of wooden outer
coffin and stone-lined pit burial tombs, wooden outer coffin tombs

are divided into 5 types while stone-lined pit burial tombs are 6
types.
~

~

types of wooden outer coffin tombs are the same with

stone-lined pit burial tombs while

tombs were subdivided into

wooden outer coffin

stone-lined pit burial tombs.

This different typology seemed to be made in the manner of social
strata, and so the strata in wooden outer coffin tombs society was

succeeded to the stone-lined pit burial tombs society. To a certain
extent, subdivision between
and

wooden outer coffin tomb types

stone-lined pit burial tomb types showed more

extensive and complicated social stratification. This result, then, set

the analysis standard to compare and review stone-lined pit burial
tombs found from each Gaya areas.

Keywords: type, typology, Geumgwan Gaya, wooden outer coffin tomb,

stone-lined pit burial tomb, the concept of outer and inner
coff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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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伽倻竖穴式石椁墓始原与 型化
伽倻未成为

消失了

一的古代国家成

现存的硏究是着 强

其独立性的倾向 但是 4世
伽倻的

共 墓制

用

时接

分析
可

性

562年大伽倻的灭亡以后,古代史中的

未成为

一古代国家的各伽

本格的普

化时代到6世

偏离了各伽倻独立异质社会的

官伽倻的核心地域是

海

有效率的判断

竖穴式石椁墓的出现直接

墓的5种 型,
~

并且

种

看木椁墓

式石椁墓在同一 上
:

型,

型区分是当时 分秩序

竪穴式石椁墓社会 承

分复杂的成层化

关

现存的副

型化,

种

比

品

的

成墓形的

把木椁墓

了从木椁墓到竖穴式石椁墓的

构的相互对应,木椁墓

型

型化

把伽倻地域

型化

具体的检

竖穴式石椁墓的6种 型的区分木椁墓 ~

型 分的样相

定

木椁墓硏究史看法的基础上

官伽倻木椁墓与竖穴式石椁墓

型是棺椁

形成 分秩序

换

必

盟体的

伽倻地域的竖穴式石椁墓最

查竖穴式石椁墓

棺椁概念与竖穴式石椁墓的对比, 具体

椁墓

先在探

官伽倻的从木椁墓到竖穴式石椁墓

在此基础上

的使

古学的看法来接 争 中心的各伽倻

伽倻 竖穴式石椁墓的共 分析标准,

似性

代以后持

用各

关于各伽倻竖穴式石椁墓

是对本 硏究另一种尝 ,对本研究的 一个

次元 检

注目

墓制的竖穴式石椁墓可以判断各伽倻相似性与相异性同

如何享有共 的墓制

早出现

异质性

在 官伽倻出现竖穴式石椁墓是5世 代

横口 横穴式墓制引

种伽倻共

崔景圭

竖穴式石椁墓

果是木椁

型과与竖穴式石

型是竖穴式石椁墓

围内形成的, 在木椁墓社会

官伽倻竖穴式石椁墓的
检 的一种标志

承.

型

型是下位位

定以后把各伽倻竖穴

官伽倻, 木椁墓, 竖穴式石椁墓, 棺椁概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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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伽 の竪穴式石槨墓の始原

型化
崔景圭

伽

史

一

伽

墓制
伽

の

古代國家

諸国の異
伽

伽

の相似性

各伽
共

各伽

諸国の共
相異性

獨立

の

型化)

式石槨墓

墓の出現

換

木槨墓

竪穴式石槨墓
果

墓の

木槨墓

木槨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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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룡리고분군을 중심으로중심으로-

1)권종호*

요 약
하동은 삼국시대에 섬진강의 수계를 통하여 정치ㆍ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

지고 있었던 요충지로 시대적으로 다양한 문화 교류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하동군 내에서 대단위의 삼국시대 고분군이 조사된 예
는 소수에 불과하여 삼국시대 하동지역 고분의 전개양상과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최근 조사가 이루어진 섬진강변에 위치한 흥룡리고분군에

서 서부경남지역에서 주로 보이는 최하단석을 세워쌓기한 수혈식석곽묘 내에서 재
지토기와 대가야양식 토기가 함께 출토되어 하동지역의 삼국시대 문화교류상을 파
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하동 흥룡리고분군의 제속성을 주변지역

고분군과 비교 검토하여 흥룡리고분군 축조집단의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섬진
강 하류역의 정치ㆍ문화적 교류 해석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

이 본고의 목적이다.

흥룡리고분군의 묘제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주구가 설치되고 다곽식과 반지하

식구조를 가지며 판석을 세워쌓기한 축조기법 등은 소가야양식 토기가 주로 부장

되는 서부경남지역의 중소형분의 묘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소가야 중

심지역의 묘제와는 석곽 축조공정 등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출토유물은 재지토기가 대가야양식 토기와 혼재하여 출토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전남 동부지역과도 공통된 양상이다. 즉, 하동을 비롯한 섬진강 수계의 전
*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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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동부지역에서는 다수의 유적에서 대가야양식 토기가 출토되고 있지만 출토량이

많지 않고 재지의 묘제와 함께 재지토기와 백제양식 토기가 공반되고 있는 등 전통
적인 문화양상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이제까지 섬진강 유역에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던 집단의 정체성

을 단지 대가야의 문화 영향권으로 이해하여 왔던 전반적인 시각과는 차이가 있음

을 나타내는 좋은 자료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의 변혁기에 정치ㆍ문화

적 교류 해석에 있어서 기존의 중앙의 관점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본고를 통해 강조하는 바이다.

주제어 : 하동, 수혈식석곽묘, 흥룡리고분군, 섬진강, 대가야, 소가야, 축조기법,
다곽식, 반지하식

Ⅰ. 머리말
東이라는 지명은 섬진강의 동쪽이라는 의미로 섬진강과 지리산이라는 지리적

환경은 현재에도 경남과 전남의 행정적 경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삼국시대에는 백

제와 가야의 정치ㆍ군사적 경계를 이루는 접경지로서 충돌의 선봉지역이거나 두
세력의 완충지대로서의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섬진강 하
류와 남해안에 접하고 있는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고대 마한과 남하한 백제세력,

소가야와 대가야를 비롯한 가야제소국 세력 및 왜 등 국내외 정치ㆍ군사적 역학관

계에 따라 시대적으로 다양한 문화 교류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
다. 또한 『

紀』등의 사료에도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보이고 있어 하동지역

은 문헌학자들에 의해

那

의 하나인 帶 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

1) 전영래,「백제남방경역의 변경」,『천관우선생 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1985.
김태식,「역사학에서 본 고령 가락국사」,『가야각국사의 재구성』,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
구소, 2000.
이동희,「전남동부지역 가야계 토기와 역사적 성격」,『한국상고사학보』46, 한국상고사학
회, 2004.
박천수,「임나사현과 기문, 대사를 둘러싼 백제와 대가야」,『가야, 낙동강에서 영산강으
로-제 12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김해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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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까지 하동지역에서 삼국시대 고분군이 발굴조사되어 보고된 예는 하

동 고이리유적2)에서 삼국시대 석관계석곽묘 18기, 횡구식석실묘 1기, 하동 우복

리유적3)에서 삼국시대 주구묘 1기, 수혈식석곽묘 7기, 횡구식석실묘 1기 등 소수

에 그치고 있어 삼국시대 하동지역 고분의 전개양상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인근 섬진강 연안의 전남 동부지역에서 가야계
묘제와 토기를 가진 고분군이 발굴조사되면서 섬진강 유역에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던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한 하동 흥룡리고분군4)에서는

서부경남지역에서 주로 보이는 최하단석을 세워쌓기한 수혈식석곽묘 내에서 재지
토기와 대가야양식 토기가 함께 출토되고 있어 대단위의 삼국시대 고분군이 조사
된 예가 없는 하동지역의 삼국시대 고분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
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흥룡리고분군의 입지와 배치양상, 매장주체부의 제속성을 분

석하여 묘제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 지역 고분군과 비

교 검토하여 흥룡리고분군 축조집단의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섬진강 하류역의
정치ㆍ문화적 교류 해석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흥룡리고분군의 입지와 매장주체부 분석
1. 입지와 배치양상
하동 흥룡리고분군은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71-7번지

일원으로 하동읍을 지나 악양면으로 향하는 국도 19호선 상에 위치하고 있다. 지리산
남서쪽의 능선부에 속하는 분기봉(628m)의 서쪽사면부가 섬진강의 하상충적지로

이어지는 능선말단부의 경사면상에 입지하고 있다. 유적 내에서 비교적 경사가 급
2) 경상대학교박물관,『하동 고이리유적』, 1990.
3) 경상대학교박물관,『하동 우복리유적』, 2003.
4)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하동 흥룡리고분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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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북쪽으로는 유구가 검출되지 않고 섬진강을 조망하는 서쪽의 완경사면에 밀집
하게 분포하면서 21기의 삼국시대 고분이 조성되어 있다. 흥룡리고분군 전체에 대

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으나 조사대상지역 내에서는 대
체로 해발 16~32m를 전후하여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영되었다.

삼국시대 고분들은 일정 공간의 공지를 두고 등고선을 따라 횡적으로 열상배치

되어 있으며 배치양상에 따라 북쪽 군집, 남쪽 군집의 2개 정도의 군집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군집은 단일개체로는 작은 규모이지만 밀집

형성함으로서 아래의 평지에서 볼 때 대형봉분처럼 상대적으로 高大하게 조영된
것과 같은 시각의 극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렇게 조영된 무덤군
을 바라보는 섬진강

지역에 상대적 우월성을 표명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

분히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매장주체부의 경사면 상부인 동쪽으로는

5)의

주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

구를 중심으로 하나의 묘역 내에 1기의 매장주체부만 조영된 단곽식이 16기, 복수
의 매장주체부가 조영된 다곽식이 5기가 조사되었다. 묘역은 매장주체부를 중심으

로 하여 일정한 형태와 범위의 평면공간을 구획하고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표시되
는데, 삼국시대 고분에서는 보통 호석과 주구 시설이 이용된다. 흥룡리고분군에서

는 매장주체부의 경사면 상부인 동쪽으로는 주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부 벽석을

봉분구축토6)와 함께 쌓아올리게 되면서 봉분의 범위가 파악되어 묘역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다. 후축할 고분을 조성할 시, 선축한 고분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어야

만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묘역의 유무는 다음 분묘의 추

가 배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흥룡리고분군에서는 선행 고분에 인접하여 후
5) 기존에 눈썹형(영남문화재연구원, 『의령 천곡리고분군』, 1997.), 초생달형(경남고고학연
구소, 『진주 우수리 소가야묘』, 1999.) 등으로 지칭되던 형태로 소가야 지역의 중소형고분
군에서 조사된 예가 많다. 본고에서는 주구의 형태적인 면에서 볼 때 달그림자와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주구로 지칭하였다.
6) 흥룡리고분군의 수혈식석곽묘는 개석이 묘광 아래에 위치하는 지하식구조가 아닌 최하단석
일부만 묘광 아래에 위치하는 반지하식의 구조로 벽석 일부가 묘광 상부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벽석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벽석 뒷부분에 흙을 일정 범위만큼 덧붙여 벽석을
지지하는데 이는 벽석 뒷부분과 묘광사이를 채우는 보강토와는 구분되고 봉분 축조 단계상
성토 단계에 속하지만 매장주체부를 밀봉하는 개념의 성토작업은 아니므로 이와 구분하기 위
해 봉분구축토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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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는 고분이 조영됨으로 주구들의 끝자락이 일부 중복되는 양상을 이루고 있지
만, 선행묘와 후축묘간의 매장주체부 중복양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후축된
고분들은 선축된 매장시설과 묘역을 충분히 인지하고 매장시설을 추가 설치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초축 시점부터 이러한 배치양상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

고분군에 대한 조사가 공사구역에 한정되어 있어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정할 수 없으나 주구의 중복양상을 통해 볼 때 고분의 축조방향은 등고선을
따라 횡적으로 연접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과정에서 남

쪽 군집의 3호와 4호, 6호와 7호 간의 중복 양상과 북쪽 군집의 13호와 14호ㆍ15

호, 15호와 16호 간의 주구의 중복관계와 토기분석을 통해 밝혀진 것에 의하면 각

군집 내에서의 축조순서는 북에서 남으로의 시간적, 공간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다곽식의 경우 주피장자의 무덤이 선행하여 매장이 이루어진 후에 시간을 두고

동일 봉분 내에 추가 매장이 이루어 졌다. 선축된 매장주체부를 등고선과 평행한
남북향으로 조성한 후 선축된 매장주체부와 주구 사이에 추가 매장이 이루어지는

데 기본적으로 장축방향을 나란하게 병렬하여 조성하였다. 매장주체부가 3기 조성

된 다곽식에서는 동쪽에 조성된 분묘는 선축된 석곽과 동일축을 유지하지만 북쪽
에 위치한 다른 1기는 주축이 직교되는 형태이다. 묘광의 중복은 일부 관찰되지만

매장주체부는 중복되지 않아 선축한 매장주체부를 최대한 배려한 공간 배치를 이
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 묘역 내에 복수의 매장주체부가 배치된 상태라면 그것은 의도된 결집으로

친연관계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양상이 남쪽군집에서만 주로 보이는 것

은 군집간의 매장습속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
한 검토는 추후 자료의 증가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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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하동 흥룡리고분군 위치와 주변고분군(지도출처 : Daum)

도면 2. 하동 흥룡리고분군 유구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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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장주체부 구조
흥룡리고분군에서 조사된

장단비 3:1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묘

장단비 4:1

위주이면서 상면부가 어느 정
도 지상에 노출된

의

구조로 파악된다. 또한, 하나

의 묘역 내에 1기의 매장주체

부가 축조된 단곽식과 추가장

다곽분

단곽분ㆍ선축분

에 의한 복수의 매장주체부가
조영된 다곽식으로 구분된다.

단곽식은 길이 250~350cm,

도면 3. 하동 흥룡리고분군 매장주체부 평면형태

너비 50~80cm 정도의 규모로 장단축비가 3:1 이상인 세장방형의 평면형태를 띠

고 있다. 다곽식에서 선축된 석곽은 단곽식의 석곽과 규모가 비슷하며, 이후 추가

된 석곽은 평면형태가 장방형으로 규모는 길이 150~200cm, 너비 40~60cm 정도
로 비교적 소형인 것이 특징이다. 고분군 내의 군집양상에서 남쪽군집에 속하는 유
구들이 전반적으로 규모가 크며 장단축비가 4:1 이상으로 세장한 양상이 간취되나
매장주체부의 규모면에서는 우월한 유구는 관찰되지 않아 고분군 내의 위계화양상
은 확인되지 않는다.

벽석의 축조방법은 주로 판석상 할석을 이용하여 최하단석을 주로 세로눕혀쌓기

하고 상단벽석은 장방형 할석으로 가로 또는 세로눕혀쌓기하였다. 세부적으로 살
펴보면 최하단석을 가로세워쌓기한 경우(A유형-17.9%)와 세로세워쌓기한 경우
(B유형-82.1%)로 대별된다. 대체적으로 최하단석을 가로세워쌓기한 A유형은 조

사대상지역 북쪽으로 입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양상은 벽석의 축조재
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벽석의 축조재료는 남쪽에 위치하는 유구들이 편마암을

주로 이용하는데 반해 북쪽에 위치하는 유구들은 섬록암을 이용하고 있어7) 축조
재료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축조재료의 선택과 축조기법의 차이는 환경적인 영

7) 김종선ㆍ조형성, 「하동 흥룡리고분군 석재 암석동정」,『하동 흥룡리고분군』, 동아세아문
화재연구원, 2012.
하동 고분문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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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좌우될 수도 있지만 축조기술에 관계된 공인의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대상지역 내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집단의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하동 흥룡리고분군 매장주체부 벽석 축조기법
장벽

A

단벽

특징

해당유구

최하단석-가로세워쌓기

12,15,19

상단벽석-가로눕혀쌓기

20,21호

최하단석-세로세워쌓기

B

상단벽석-가로눕혀쌓기

점유율

17.9%

1~11,
13~14,

82.1%

16~18호

시상면은 대부분 바닥에 특별한 시설 없이 기반층 위에 점성이 강한 사질점토를

깔아 정지하였으며 관대시설이나 할석을 깔아 시상면을 마련한 구조도 조사되었

다. 바닥시설의 구조는 규모나 부장품의 수량 등과는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다. 다만, 할석시상을 설치한 1호, 20호, 21호는 조사대상지역의 군집에서 벗어난
북동쪽과 남동쪽에 입지하고 있어 군집들과는 다른 양상이 보이고 있다. 이 중 21

호는 최하단석을 가로눕혀쌓기한 A유형으로 흥룡리고분군내에서는 유일하게 관정
이 출토되었는데, 평면형태가 장방형으로 석곽 내에서 재지토기는 부장되지 않고
백제양식토기만 부장하고 있어 흥룡리고분군 내에서는 이질적인 형태로 판단된다.

이것은 후술하는 부장유물의 조합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자
세한 사항은 유물 부장양상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축조 공정
흥룡리고분군에서 조사된 수혈식석곽묘는 해체조사를 통해 축조과정을 복원할

수 있었는데, 크게 6단계의 공정을 거쳐 축조되었다. 사면 말단부의 경사지에 축조
되었기 때문에 묘역을 정지하기 위해 구지표면을 ㄴ 자상으로 굴착하였으며, 사면
하단부에 해당되는 서장벽의 경우, 석곽의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해 봉분구축토를

60

東亞文化 12

보강하면서 축조하는 등 입지상의 단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단계별로
축조공정을 복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추정 가능하다.
1) 1단계 : 묘역정지 및 묘광굴착

매장주체부인 수혈식석곽묘는 기반층인 풍화암반층을 굴착하고 조성하였다. 우

선 묘광을 굴착할 곳을 선정한 후, 경사면 상부로 2~3m 정도 이격된 곳에서부터

ㄴ 자 형태로 정지하였는데, 이때 경사면을 약간 비스듬히 굴착한 것이 특징이다.
2) 2단계 : 석곽 축조

벽석의 축조는 최하단석과 상단석의 축조방법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세분해

서 살펴볼 수 있다.

ㆍ2-1단계 : 최하단석 축조

최하단석은 주로 편마암제의 판석상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는데 주로 세로세

워쌓기하였다. 정지면이 경사면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최하단석의 축조시 사면 상

부쪽의 동장벽은 벽석과 묘광 사이를 점성이 강한 갈색 점질토로 보강하고 사면 하
부의 서단벽은 최하단석이 묘광 상부로 노출되기 때문에 봉분구축토를 쌓아 보강
하면서 상단부까지 축조하였다. 아울러 석곽 내부에는 갈색 점질토를 두께 약
10cm 정도로 두껍게 다져 정지하였는데, 이는 벽석이 상부 압력에 의해 기울어지

는 것을 보완하고 지지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기 조사된

서부경남지역의 중소형 수혈식석곽묘에서는 최하단석을 세워쌓기한 경우 대부분

바닥면에 박아 넣거나 바닥 부분에 홈을 내어 끼워 넣는 기법으로 축조하고 있다.
그런데, 흥룡리고분군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1호, 19호를 제외하고는 바닥에

홈을 파지 않고 최하단석의 아랫부분에 점질토로 두껍게 다져 최하단석을 고정하

고 있는 특수성이 관찰되어 향후 이 지역 삼국시대 고분 조사에서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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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2단계 : 상단 벽석 축조

최하단석 축조와 정지작업이 완료된 후 그 상단에 길이 10~30cm 정도의 할석

을 눕혀쌓기하여 벽석을 축조한다. 상단벽석은 최하단석의 높이에 따라 2~4단 정

도로 차이를 보이며 개석을 횡가하기 위해 수평되게 조율하였다. 동ㆍ서장벽의 상

단 벽석은 묘광의 상부에 위치하게 되므로 이를 지지할 수 있도록 벽석 축조와 동

시에 봉분구축토로 보강하였음을 단면 토층조사에서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토
기편을 묘광과 벽석 사이 보강토에 뿌리거나 완형의 토기를 매납하는 장속행위가
이루어졌다.

3) 3단계 : 목관안치 및 유물부장

석곽의 축조가 완료된 후에 시신을 담은 목관을 안치하고 유물을 부장하는 단계

이다. 목관은 주로 정지면 상부에 안치되었으며 시상석을 설치(1-1호, 20호, 21
호)하거나 석곽과 목관 사이에 관 고정용 보강석을 설치(15호)한 경우도 있다. 유
물은 주로 양단벽쪽에 부장하였다.

4) 4단계 : 석곽밀봉 및 봉분조성

석곽 내부에 목관을 안치하고 유물을 부장한 후에 개석을 횡가하여 석곽을 밀봉

하는 단계이다. 개석으로 사용된 석재는 규모가 큰 장방형의 할석이며, 개석과 석

곽의 규모를 대비해 보면 대략 6~8매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개석과

개석 사이는 소형 할석을 사용하여 밀봉하였다. 조사상에서 개석 상부의 봉분은 잔
존하지 않았지만 상단 벽석을 봉분구축토와 함께 쌓아올리면서 봉분의 외형을 추

정할 수 있었다. 봉분구축토의 평면 범위는 대략 양단벽쪽에서 400~500cm, 양장

벽쪽에서 300~400cm 정도로 잔존하여 봉분의 외형은 타원형을 이루었을 것이다.
5) 5단계 : 주구설치 및 장속

주구는 석곽의 봉분구축토 일부를 굴착하고 조성되었는데, 봉분조성 이후에 경

사면 상부의 가장자리를 두르듯이 주구를 설치하였다. 주구는 배수를 겸한 묘역의

경계, 장속을 행하는 장소, 봉분을 좀 더 고대하게 보이게 하는 등의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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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구 바닥면에서 호류와 개배류가 다수 출토되었는데, 이는 봉분을 조성하고 주

구를 설치한 후에 이루어진 장속의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다. 유물은 주로 주구 바
닥면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아 주구 설치 직후에 장속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6) 6단계 : 추가 매장(다곽식의 경우)

조사된 21기의 고분 중 5기는 다곽식으로 1차 매장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주구

의 범위 내, 즉 동일 묘역 내에 1~2기의 매장주체부가 추가로 매장되었다. 추가
매장된 유구는 선축된 유구보다는 소형인 것이 특징이다.
[표 2] 하동 흥룡리고분군 축조공정별 모식도

1단계

묘역 정지 및 묘광굴착

2단계

석곽 축조 및 일부 장속

3단계

목관 안치 및 유물부장

4단계

석곽 밀봉 및 봉분 조성

5단계

주구설치 및 장속

6단계

추가매장(다곽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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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속
석곽묘의 해체조사를 통하여 석곽의 축조공정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축조과

정에서의 매장습속과 관련된 중요한 고고학적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수혈식석

곽묘의 장속에 관해서는 김해 죽곡리고분군의 석곽묘 해체조사를 통해 조사된 예
가 대표적이다.8)

흥룡리고분군에서는 2가지 유형의 장속이 확인되었다. 첫 번째는 석곽의 벽석축

조 단계에서 묘광과 벽석사이에 토기를 매납하는 행위인데 3-3호의 경우, 최하단

석을 세워쌓기한 후 묘광과 벽석사이의 보강토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완형의 연질

발 1점과 개 1점을 매납하였고 별도로 북단벽 지점에는 호류의 동체부편을 매납하
였던 행위가 조사되었다. 벽석축조 단계에서의 장속은 동일시기 금관가야의 중소

형고분군인 김해 죽곡리고분군, 진해 마천동고분군9), 부산 가달고분군10) 등에서
도 동일한 양상으로 확인되어 주목된다.

두 번째는 성분 이후 단계의 장속으로 주구 내에 토기를 매납하는 형태로 나타

났다.

3ㆍ4ㆍ7ㆍ8ㆍ9ㆍ10ㆍ12ㆍ13ㆍ15ㆍ16ㆍ18호분 등 대다수의 유구에서는

주구 내에 호류와 개배류를 부장하는데, 개배는 파손없이 그대로 매납한데 반해 호
류는 파손하여 부장하였다. 주구 내의 장속은 산청 명동고분군, 진주 우수리고분군
등 주구를 동반하는 서부경남지역의 유적들에서 조사되었다.

5. 유물 부장양상
토기류, 철기류, 장신구류 등 총 232점의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 중 토기

류가 약 92%(216점)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단경호, 장경호, 개배, 개, 고

배, 파수부완 등이 출토되었으며 그 중 단경호, 장경호 등 호류와 개배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고배는 매우 소량만 출토되는 특징을 보인다. 철기류는 철촉과 농공
8) 최경규, 「김해 죽곡리고분군의 수혈식석곽묘 축조과정에서의 장속」,『김해 죽곡리유적』
Ⅰ,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9.
수혈식석곽묘의 축조공정상 행해진 장속을 벽석축조 단계, 바닥시설 단계, 유물부장 단계, 매
장주체부 밀폐 단계, 봉분조성 단계, 성분 이후 단계 등 총 6개의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9)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진해 마천동고분군』, 2011.
10) 부산직할시립박물관, 『생곡동 가달고분군』Ⅰ,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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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인 철겸, 철부 등 소량에 불과하며 신분을 상징하는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장신구류 또한 금동제 이식 1점만 출토된 것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던
집단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유구내의 유물 부장양상은 대체로 양단벽 아래에 토기류가 부장되고 중앙에 철

기류가 부장되는 양상으로 유구의 규모에 따른 유물의 부장량이나 유물조합의 차

이는 관찰되지 않는다. 다만, 소량 출토된 고배는 남쪽군집에서만 부장되고 있어
토기의 기종에 따른 선택적 부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토기들의 세부적인 속성을 검토해 본 결과, 현지에서 생산된 재지토기와 주변지

역에서 생산되어 유입된 외래양식토기들이 혼재되어 출토되는 양상이다. 토기는
제작기법상에서 재지토기와 외래양식 토기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 재지토기는 외
래양식토기에 비해 석영이 다량 포함된 정선되지 못한 태토에 기벽이 상당히 두껍
다. 호류의 경우에는 내면에 테쌓기흔이 그대로 잔존하며 경부에 시문된 파상문이

불규칙하는 등 약간은 거칠게 제작된 듯한 느낌을 가진다. 기종과 기형 등 세부적

사항을 파악 가능한 150여점의 토기를 대상으로 점유율을 분석해 본 결과, 재지토
기가 91점(60%), 대가야양식 토기가 45점(30%), 백제양식 토기가 11점(7%),

소가야양식 토기가 2점(2%), 신라양식 토기가 1점(1%)의 비율로 출토되었다. 재
지토기가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며 외래양식 토기 중에서는 특히 대가야양식

토기의 출토 비율이 높다.11) 기종별로 장경호와 개배는 대가야양식 토기와 기형적

속성은 닮았지만 제작기법에서 재지적 요소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어 외래양식 토
기를 모방한 재지 생산품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모방품들도 넓은 범주에서는 재지
토기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12)

시기적으로는 2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단계에는 재지토기와 대가야양식

11) 김미경, 「하동 흥룡리고분군 출토 토기 고찰-장경호를 중심으로」, 『하동 흥룡리고분
군』,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2.
12) 김규호ㆍ김세희ㆍ이새롬, 「하동 흥룡리고분군 출토 토기의 과학적 특성분석」,『하동 흥
룡리고분군』,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2.
육안으로 관찰되는 이러한 특징은 자연과학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제작기법의
차이를 통한 토기의 분류작업과 자연과학적 분석의 접목 등 정치한 분석이 계속해서 진행된다
면 기존의 형식학적 구분에서 진일보하여 출토유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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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가 공존하고 있다가 2단계가 재지토기의 부장은 계속되나 대가야양식 토기는

한정된 기종이 확인되며 전체적으로 부장 비율이 줄어들면서 백제양식 토기가 함
께 부장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매장주체부의 구조에서 21호분은 묘제의 특징에서

이질적인 면이 보였는데, 이를 참조하면 백제양식 토기가 부장되는 시점에서는 토
기의 부장과 함께 묘제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주변 고분군과의 제요소 비교
묘제는 보수적이고 변동이 적은 요소로 삼국시대 영남지방의 묘제는 구조적 특

징에 따라 지역적인 특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 내의 여러 고분군 중 고분의
규모나 부장양상에 있어서 가장 월등한 중심고분군은 독자적인 정치체를 대변하기
도 한다.13) 묘제의 구조적 특징이 반드시 정치ㆍ사회적인 관계와 직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중심고분군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중심으로 각기 일정한
분포권을 이루고 있어서 각 지역에 존재하였다고 상정되는 정치체의 권역을 나타
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동지역은 지리적으로 당시의 정치적 집합체인 소가야와 대가야의 중심고분군

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대규모의 봉토고분이 조사되지 않아 현재까지 묘제
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흥룡리고분군에서 조사된 묘제의 특징 중 주구의 설치 유무, 다곽식과 반

지하식 구조, 축조재료, 축조기법 등의 제속성을 주변 유적과 비교검토하여 공통점

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상 유적은 현재의 행정구역에 따라 경남 서부지
역의 고성ㆍ진주, 의령, 산청 단성, 경남 북부지역의 산청 생초14), 함양, 합천, 고

13) 이성주, 「1~3세기 가야 정치체의 성장」,『한국고대사논총』5,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3.
14) 하승철,「산청 중촌리고분군에 대한 소고」,『경남연구』 2,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0.
산청지역의 삼국시대 고분은 대규모의 봉토고분군을 중심으로 중소형고분군이 결합된 양상으
로 고분군의 분포는 단성권과 생초권으로 구분되며 매장주체부의 축조재료와 축조기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행정구역은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산청 단성과 산
청 생초로 구분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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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으로 구분하고 발굴조사된 유적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각 지역의 고분군은 지

역의 최고위계이거나 지배층의 무덤으로 파악되는 봉토고분과 그보다 하위 집단의
무덤인 중소형고분을 구분하여 흥룡리고분군이 조영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
반에 해당하는 유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3]을 통해 살펴보면 소가야의 중심지로 알려진 고성지역과 대가야의 중심지

인 고령지역은 묘제의 구조에서 큰 차이점을 가진다. 또한 각 정치체의 중심지와
멀어질수록 묘제에서 중심지와 차이가 나며 봉토고분과 중소형고분에서도 차이가
난다.

소가야의 중심지로 알려진 고성지역에서는 송학동고분군, 기월리고분군, 내산리

고분군, 연당리고분군, 율대리고분군 등 봉토고분이 발굴조사되었다. 봉분의 경우

먼저 지면에서 어느 정도 성토하여 토대를 형성한 후, 상부를 재굴착하여 매장주체
부를 조성하고 봉토를 덮은 형태의 분구묘로 봉분 주변으로 주구를 돌리고 있다.

매장주체부는 봉토 중앙에 주곽을 설치하고 소형 석곽을 주위에 배치하고 있는데
주곽과 소형석곽들은 동시에 축조된 것도 있으나 대체로 추가장된

로 이해되

고 있다. 매장주체부는 점판암 계통의 석재를 판석상으로 치석하여 최하단부터 상

단까지 가로눕혀쌓기를 기본으로 축조하였다. 소가야양식 토기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대가야양식 토기와 마구, 신라양식 토기, 왜계유물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
되었다.

진주ㆍ사천지역은 봉토고분으로 수정봉ㆍ옥봉고분군, 중소형고분으로 우수리고

분군, 가좌동고분군, 무촌고분군, 예수리고분군, 송지리고분군 등이 조사되었다. 봉
토고분인 수정봉ㆍ옥봉고분군은 매장주체부가 횡혈식석실로 주구는 조사되지 않

았지만 소가야양식 토기와 함께 대가야양식 토기와 일부 백제양식 토기가 출토되
었다. 중소형고분은 대체로 판석을 이용해 최하단석을 세워쌓기한 후 상단벽석을

눕혀쌓기하는 구조로 주구를 동반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주구와 최하단석을 세워

쌓기하는 구조는 흥룡리고분군과 동일하지만 출토유물이 소가야양식 토기 일색이
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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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흥룡리고분군과 주변유적 비교
지역
흥룡리
고분군
고
성

진
주
경
남
서

사
천

의
령

단
성

생
초

함
양

남
북
부

합
천

고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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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토

다곽식

반지하식

○

○

○

○

×

○

○

×

×

축조

축조

유물

재료

기법
세워

계통
재지,대가야

쌓기

백제,신라

판석

판석

눕혀

할석

쌓기

판석

눕혀

할석

쌓기

ㆍ

부

경

봉토

주구

중소형

봉토
중소형

○

○
○

○

○
○

○

×
○

판석

할석

할석

중소형

○

○

○

판석

봉토

×

○

×

할석

중소형

×

×

×

천석

봉토

×

○

×

천석

중소형

×

×

×

천석

봉토

×

○

×

중소형

×

×

×

○

×

중소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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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야 위주
대가야,신라,백제

수정봉ㆍ옥봉

왜계유물 일부 부장
우수리,가좌동
소가야

내촌리,예수리
송지리,용현

쌓기

대가야, 신라 일부

경산리

눕혀
쌓기
세워
쌓기
눕혀
쌓기
눕혀
쌓기
눕혀
쌓기
눕혀
쌓기

할석

눕혀

천석

쌓기

천석

눕혀

할석

쌓기

판석

눕혀

할석

쌓기

판석

내산리,연당동

운곡리

쌓기

×

왜계유물 일부 부장

송학동,기월리

소가야 위주

할석

○

대가야,신라,백제

-

눕혀
세워

○

×

쌓기

판석

봉토

봉토

세워

소가야 위주

유적

세워
쌓기

소가야

천곡리
예둔리

소가야

중촌리

소가야

명동

소가야→대가야

생초

소가야→대가야

평촌

대가야

백천리

대가야

공배리

대가야
대가야

옥전
반계제
저포리,봉계리
창리,삼가

대가야

지산동

대가야

지산동

의령지역은 운곡리고분군, 중동리고분군, 경산리고분군 등의 봉토고분과 천곡리

고분군, 예둔리고분군 등의 중소형고분군이 조사되었다. 의령지역의 봉토고분은

매장주체부가 대부분 횡혈식석실이지만 묘역의 가장자리를 따라 전체 또는 일부를
굴착하고 주구를 설치하고 있다. 출토유물로는 소가야양식 토기 일부와 대가야양

식 토기, 신라양식 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중소형고분인 천곡리고분군은 거의 모든
유구에서

주구를 설치하고 최하단석을 세워쌓기한 후 상단벽석을 눕혀쌓기

하는 다곽식구조이다. 예둔리고분군과 함께 소가야양식 토기가 주로 부장되고 있
다.

단성지역은 중촌리고분군과 명동고분군이 조사되었다. 중촌리고분군은 산청지

역의 가장 대규모의 고분군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그 일부만이 조사되었다. 봉토고
분은 매장주체부가 횡혈식석실로 주변으로 수기의 수혈식석곽묘가 조사되었는데
모두 판석으로 최하단석을 세워쌓기한 구조로 소가야양식 토기가 주로 부장되었
다. 명동고분군은

주구의 설치, 다곽식구조, 석곽의 축조 재료와 수법 등 묘

제의 특징에서 흥룡리고분군과 동일하지만 소가야양식 토기를 주로 부장하고 있다
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가야의 중심지역으로 알려진 고령지역에서는 지산동고분군, 고아리고분군, 본

관리고분군 등의 봉토고분이 조사되었다. 지산동고분군은 고령의 진산인 주산에서

남쪽으로 뻗은 주능선 정상부와 가지능선에 대형과 중형의 봉토고분이 위치하고
중소형고분군은 봉토고분이 위치한 능선 사면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봉토고분은

능선의 정상부에 거대한 봉분를 쌓고 묘역을 둘러싸는 원형 혹은 타원형의 호석을
설치한다. 봉분의 중앙에 주부곽이 나란히 축조되고 그 주변에 소형석곽이 배치되

는데 주부곽과 소형석곽이 동시에 축조되어 순장곽으로 이해되고 있다.15) 매장주
체부는 편평한 할석으로 장단벽을 가로눕혀쌓기 하였는데 장단비가 대체로 5:1이

상이 되는 세장방형을 이루고 있다. 봉토고분 인근에 위치하는 중소형고분의 경우
매장주체부를 판상할석으로 세워쌓기하고 있어 축조수법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15) 김재현,「한국의 순장연구에 대한 검토」,『문물연구』창간호,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1997.
지산동고분군에서 조사된 이러한 소형석곽을 추가장에 의한 다곽식 구조로 파악하는 견해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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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지역은 황강수계에 해당하는데 하류의 옥전고분군과 상류의 합천댐 수몰지

역인 반계제고분군, 중반계고분군, 봉계리고분군, 저포리고분군 등이 조사되었다.

봉토고분인 옥전고분군은 가야제국의 하나였던 다라국의 지배자 묘역으로 알려져
있다. 옥전고분군에서 조사된 고분은 4세기 초에서 6세기 중엽에 해당되는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횡구식석실묘, 횡혈식석실묘 등 다양하다. 5세기 중엽에는 대형고총
인 봉토고분이 등장하면서 주부곽식의 수혈식석곽묘가 채용되고 재지토기와 함께
신라양식 토기와 대가야양식 토기, 대가야계 금동장신구가 집중 출토된다. 옥전고

분군은 5세기 후반 이후 대가야의 권역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묘제는 물론 유물의
부장양상에서 재지의 특수성이 부각되고 있다. 황강 상류에 위치한 반계제고분군

은 이 지역 지배자 묘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형급의 6기의 봉토고분과 100여기

의 중소형고분군이 조사되었다. 이 중 봉토고분은 봉토 주위로 호석을 설치하고 매
장주체부는 주곽과 부곽이 평행하게 축조된 구조로 유물은 대가야양식 토기가 대

다수 출토된다. 반계제고분군의 중소형고분군과 봉계리고분군에서는 천석을 주로

눕혀쌓기하여 석곽을 축조하고 있으며 5세기 중후반 이후로는 대가야양식 토기 일
색으로 변한다.

함양지역은 봉토고분으로 백천리고분군과 중소형고분군인 공배리고분군이 조사

되었다. 백천리고분군은 봉분의 중앙에 주부곽이 나란히 축조된 다곽식으로 주변
에서 조사된 중소형고분군과 함께 천석을 눕혀쌓기하여 석곽을 축조하고 있다. 공
배리고분군 역시 천석을 눕혀쌓기하여 축조하였으며 5세기 후반 이후로 대가야양
식 토기 일색으로 부장되고 있다.

산청 북부지역에 위치한 생초지역은 생초고분군과 평촌리고분군이 조사되었다.

생초고분군은 100여기가 넘는 대규모의 고분군으로 봉토고분과 중소형고분군이

함께 조사되었다. 생초고분군의 중소형고분군과 평촌리고분군에서는 천석을 재료

로 이용하여 눕혀쌓기하여 석곽을 축조하고 있으며 5세기 후반 이후로는 대가야양
식 토기를 집중 부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주변유적을 비교해본 결과, 주구가 설치되고 다곽식과 반지하식 구

조를 가지며 판석을 세워쌓기한 축조수법 등은 소가야양식 토기가 주로 부장되는

서부경남지역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주구는 소가야지역에서는 봉토분과 중소
형고분에서 모두 확인되는데 반해, 대가야지역에서는 봉토분 주위에 호석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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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소가야지역 묘제의 특징임을 알 수 있다. 다곽식의 구조는 소가야와 대

가야에서 모두 확인되지만 소가야지역은 추가장에 의한 것으로 동시장에 의한 대
가야와는 차이점을 가진다. 산청 명동고분군을 제외하고는 봉분구축토가 조사되지

않아 명확하지는 않지만 입지상 구릉사면 말단부의 경사지에 축조되어 있는 의령
천곡리고분군, 진주 우수리고분군 등은 경사 아래쪽에 위치하는 장벽 부분은 최하
단석만 묘광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주구를 가지고 있는 이들 중소형

고분군들은 모두 반지하식으로 판단되며 소가야지역 묘제의 특징으로 판단된다.

중소형고분군에서 석곽의 축조수법은 소가야지역은 판석을 이용하여 최하단석을
세워쌓기하는데 반해 대가야지역은 천석을 눕혀쌓기하여 소가야지역과 대가야지
역의 묘제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Ⅳ. 흥룡리고분군 축조집단의 성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흥룡리고분군은 묘제의 특징에서 소가야 중소형분의

묘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세워쌓기한 최하단석을 바닥면에 박아 넣거

나 바닥 부분에 홈을 내어 끼워 넣지 않고 최하단석의 아랫부분에 점질토로 두껍게

다져 최하단석을 고정하고 있는 등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유물의 부장양
상에서는 특히 대가야양식 토기의 출토 비율이 높으며 소가야, 신라, 백제 등 다양

한 지역 양식의 토기가 재지에서 제작된 토기와 함께 출토되고 있다. 또한 철기의

부장 비율이 극히 낮으며 신분을 상징하는 유물은 출토되지 않아 위계가 낮은 집단
으로 파악되지만 묘제와 유물의 부장양상에서 재지의 독자성이 강하게 잔존하며
전통적인 문화양상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대가야양식 토기는 5세기 후반 합천, 거창, 함양 등

가야 북부의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권을 형성한다. 최대 분포권을 보이는 시기는 5
세기 후반과 6세기 전반으로 동으로는 낙동강 이서의 고령ㆍ합천ㆍ의령 북부 지

역, 북으로는 거창ㆍ함양, 서로는 남원ㆍ장수지역, 남으로는 섬진강유역의 구례와

남해안의 하동ㆍ여수ㆍ순천에서 대가야양식 토기가 출토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

다.16) 이러한 양상에 대하여 대가야양식 토기가 집중 부장되는 지역을 직간접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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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연맹관계로 이해하거나17) 경제권을 초월한 정치권으로 보는 견해18)와 묘제

와 유물의 출토양상과 재지세력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가야양식 토기가 출토되는
지역을 일괄적으로 지배권이나 연맹관계로 이해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 교역과 교
류관계를 상정하는 견해19)로 양분된다.

흥룡리고분군에서도 대가야양식 토기의 출토비율이 높아 대가야세력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대가야문물의 중심분포권으로 상
정되는 지역과는 부장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가야문물의 확산 유형에서는 지
역적인 차이점이 간취되는데, 대가야세력이 지배적 확산을 이룬 가야 북부지역의

거창, 합천, 함양, 산청 생초권은 5세기 후반부터 대가야 멸망에 이르기까지 묘제
16) 박천수, 「대가야권」,『가야의 유적과 유물』, 학연문화사, 2003.
17) 이희준, 「토기로 본 대가야의 권역과 그 변천」,『가야사연구-대가야의 정치와 문화』,
경상북도, 1995.
18) 박천수, 「대가야의 고대국가 형성」,『석오윤용진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1996.
______, 「3~6세기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교섭」,『한국고고학보』61, 한국고고학회,
2006.
고령에서 남해안의 항구 하동으로 향하는 교통로 주변의 대가야권 제지역은 단순한 연맹관
계가 아닌 고령세력에 의해 직간접으로 지배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19) 조영제, 「고고학에서 본 대가야연맹체론」,『맹주로서의 금관가야와 대가야』, 김해시,
2002.
조영제는 유구와 유물이 모두 대가야양식인 지역은 대가야의 지방, 토기만 대가야양식인
지역은 연맹 또는 연합관계, 토기 일부만 대가야식인 지역은 단순 교류권으로 규정하였다.
박승규, 「대가야토기의 확산과 관계망」,『한국고고학보』49, 2003.
박승규는 대가야양식의 토기 일색으로 재지세력의 고총 축조가 중단된 지역을 직접지배영
역, 대가야양식의 토기 일색으로 재지세력의 고총이 존속하는 지역을 간접지배영역, 대가
야양식토기와 재지토기가 공존하면서 지역집단의 독자성이 유지되는 지역을 대가야 중심
의 연맹관계, 대가야양식토기와 재지토기가 공존하면서 외래계토기가 함께 부장되는 지역
을 교역 및 교류관계로 규정하였다.
하승철, 「대가야토기의 확산과정을 통해 본 대외교통로」,『동서문물』창간호, 동서문물
연구원, 2007.
하승철은 대가야양식 토기의 확산과 함께 해당지역의 토기생산ㆍ분배 시스템이 완전히 바
뀌는 지역을 대가야권의 직간접지배권, 재지의 토기양식이 존속한 가운데 대가야양식 토기
의 광범위한 유통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연맹권, 외래계토기와 함께 제한된 기종의 반입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단순 교역권으로 분류한 후, 대가야의 대외교통로에 대하여 검토하였
다. 이중 의령-창원-마산만-남해안에 이르는 낙동강루트는 처음으로 제기되는 관점으로
대가야양식 토기의 분포권을 해당지역의 양상에 따라 지역차를 두고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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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토기의 변화가 고령지역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또한 중심고분군 뿐만 아니라
하위의 중소형고분군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가야양식의 토기만 부장되고 있다. 그
런데 경호강 수계의 산청 단성지역과 진주, 사천, 고성 등의 소가야 지역에서는 중

심고분군을 중심으로 일부 대가야양식 토기들이 부장되고 있으면서 재지의 묘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소형고분군에서는 소가야양식 토기만 부장되고

있으며 대가야양식의 토기들은 대가야형 마구류 등의 위세품과 함께 부장되고 있

어 대가야와 소가야는 지배층을 중심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볼 때, 소가야 중소형분의 묘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

지만 대가야양식 토기의 부장비율이 높은 흥룡리고분군은 서부경남지역에서는 이

질적인 현상으로 파악되며 인근의 섬진강 이서지역인 전남동부와 공통점이 관찰된
다. 순천 운평리고분군은 지역의 중심고분군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주구가 존재하

며 추가장에 의한 다곽식 묘제와 반지하식구조가 조사되어 소가야 묘제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가야양식 토기들이 부장되고 있지만 역시 기형을
모방하여 재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백제양식 토기를 함께 부장하고 있

다.20) 운평리고분군에서도 소가야지역과 마찬가지로 통형기대, 이식, 마구류 등의

위세품이 함께 부장되고 있어 지배층을 중심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남 동부지역은 묘제의 양상에서 흥룡리고분군과 마찬가지로

재지적 양상을 강하게 보이는데 다수의 유적에서 대가야양식 토기가 출토되고 있

지만 출토량이 많지 않고 재지의 토기와 백제양식 토기가 공반되고 있다. 대가야양
식 토기는 장경호를 중심으로 제한된 기종구성을 보이며 동일한 유적에서 재지의

묘제와 토기, 백제양식 토기 등이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은 대가야의 직간접 지배권
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가야양식 토기는 5세기 중반 이후로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양상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대가야양식 토
기가 출토되는 지역을 일괄적으로 정치권으로 상정하기보다는 지역차를 인정해야

한다. 하동을 비롯한 섬진강 하류의 제지역과 대가야의 관계를 직ㆍ간접 지배나 연
20) 순천대학교박물관,『순천 운평리유적Ⅰ』, 2008.
________________,『순천 운평리유적Ⅱ』, 2010.
하동 고분문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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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관계로 파악해야할지, 지역간의 단순 교류로 보아야 하는지는 현재까지 조사된
흥룡리고분군의 자료만으로는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이 지역의 당시 고분문화를

기존의 대가야화의 시각에서만 논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Ⅴ. 맺음말
하동군은 삼국시대에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정치ㆍ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

지고 있었던 요충지이지만 현재 하동군 내에서 대단위의 삼국시대 고분군이 조사
된 예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금번에 조사된 흥룡리고분군의 묘제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소가야지역의 중소형분의 묘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소가야 중심

지역의 묘제와는 석곽 축조공정 등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출토유물은 재지토기가 대가야양식 토기와 혼재하여 출토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
은 전남 동부 지역과도 공통된 양상이다. 즉, 하동을 비롯한 섬진강 수계의 전남

동부지역에서는 다수의 유적에서 대가야양식 토기가 출토되고 있지만 출토량이 많
지 않고 재지의 묘제와 함께 재지토기와 백제양식 토기가 공반되고 있는 등 전통적
인 문화양상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이제까지 섬진강 유역에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던 집단의 정체성

을 단지 대가야의 문화 영향권으로 이해하여 왔던 전반적인 시각과는 차이가 있음

을 나타내는 좋은 자료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의 변혁기에 정치ㆍ문화

적 교류 해석에 있어서 기존의 중앙의 관점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고는 『하동 흥룡리고분군』의 고찰 「흥룡리고분군 삼국시대분묘 소고」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원고투고일자 2012년 4월 12일
원고심사일자 2012년 5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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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하동 흥룡리고분군 다곽식 구조(1. 3호분, 2. 6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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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하동 흥룡리고분군 단곽식 구조(1. 13호분, 2. 15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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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소가야지역 묘제
(1. 고성 송학동 1호분, 2. 의령 경산리 1호분, 3. 산청 중촌리 3호분 동석곽
4. 산청 명동 35호, 5. 진주 우수리 16호, 6. 의령 천곡리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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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대가야지역 묘제
(1. 고령 지산동 44호분, 2. 고령 지산동(경북연) 55호, 3. 합천 옥전 M4호분
4. 합천 봉계리 56호, 5. 산청 생초 M12호분, 6. 산청 평촌 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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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tone-lined pit burials of Hadong areas
- centered on th Heong-ryong-ri tomb site -

Kwon Jong-ho
As of its location, Hadong had played such an important political and

military roles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so it is presumed that

various cultural transaction had been made around this area. Few large tomb

sites of Three Kingdoms Period in Hadong have been reported so far and

this brings such a difficulty to comprehend the types and features of the
tombs in Hadong areas.

Recent excavation at the Heong-ryong-ri tomb

sites nearby Seomjin River revealed local and Daegaya type pottery which
were usually found from the stone-lined pit burial tombs with the bottom
stand stone in the western Gyeongnam areas. This evidence is useful to

highlight the cultural interaction between Three Kingdoms then. Compared

with other nearby tomb sites, Heong-ryong-ri tomb could be analysed by

its relevant community, and in the mean time, this work will focus on the
identification of the political and cultural interaction at the lower part of the

Seomjin River area.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ong-ryong-ri tomb sites, they are quite

similar to the medium size tombs of the western Gyeongnam areas which
showed semi-basement location, anencircling ditch, multi-outer coffins, the

structure of the bottom stand stone and burials of the Sogaya type pottery.
However, details of the coffin construction are differed from the Sogaya
areas.

Most of the buried objects were pottery which are local and Daegaya types

and this is common with the eastern Jeonnam areas. Not only Hadong but all
nearby areas of the eastern Jeonnam have shown Daegaya type pottery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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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w of them were found so far. Local and Baekje style pottery were found

from the local type tombs which proved the traditional culture had been
sustained here.

It is normally regarded that the main power community around the Seomjin

River was Daegaya, but this excavation at Heong-ryong-ri revealed
different story. Therefore this work provokes a crucial perspective that
multiple comprehension should be given to the cultural interpretation to
understand certain features of culture apart from the central viewpoint.

Keywords : Hadong, Stone-lined pit burial, Heong-ryong-ri tomb sites,
Seomjin River, Daegaya, Sogaya, Construction methods,
multi outer coffin type, semi-basemen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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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东地域竪穴式石椁墓的小
-兴

古坟 为中心-

权 晧
河东是目前 为三国时代

津江水 政治 军事的

化交流关 的形成 但是现在河东

地

围内大单位的叁国时代古坟

数 很 把握国时代河东地域古坟展开样相性格 反儿最
古坟 的

每个时代的多样文

査的 津江 位 在兴

庆南地域 常 的最下段石垂积的竖穴式石椁墓 围内在地土器与

大伽倻样式土器同时出土河东地域的三国时代文化交流状把握确保

兴

古坟 的 属性与周 地域古坟

性格但是 津江下流域的政治 文化的交流

的。

看兴

古坟 墓制的特征的 果是

比 检 分析兴
提供了新的

小伽倻中心地域的墓制与石椁筑 工程的

大伽倻样式土器混在出土的

资料 把河东

古坟 筑

团的

提示此为本稿的目

周沟 多椁式 半地下式构

积的筑 技法 小伽倻样式土器普 的副 分布在
样相

査 列很少

把板石垂

庆南地域中小形坟墓制的 似
差异 出土 物是在地土器

种特征事全南东 地域的共 样相,河东始于 津江

水 的全南东 地域在多数 址出土了大伽倻样式土器但是出土 不多与在地墓制在

地土器 百济样式土器的共伴传 的文化样相在相当期 内的持 把握

种样相是与目前 津江流域的势力圈形成 团的正体性但是大伽倻的文化影响圈

理 的大 分

文化的交流
关

差异 可以理 为比 有价值的资料 因此 文化的变 期政治

是目前突破中央的 点 强 本稿多 度接 的必 性

: 河东, 竖穴式石椁墓, 兴
古坟 ,
筑 技法, 多椁式, 半地下式

津江, 大伽倻, 小伽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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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東地域の竪穴式石槨墓の小
-

古墳

中心

-

權 晧
三國時代の河東

津江の水

樣 文化 交流 係 形成

國時代の古墳
把握

査

の

南地域

有

地域

少數

問 点 少

樣式土器 一

把握

檢

出土

出来

河東の

古墳 の

板石 垂積

慶南地域の中小型墳の墓制

比

石槨の

工程

多數の

制 一
持

の

樣相

最

津江

位

團の性格 分析
新

樣相

今

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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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

査

三

古墳 の

慶

在地土器 大伽

技法

的

の 本稿の目的

果 周溝

似 樣相

多槨式 半地下

小伽 樣式土器 主 副

小伽 の中心地域の墓制

分

出土

分

の

河東 含

出土 物

特徵 全南の東 地域

津江水 の全南の東 地域
出土

傳 的

津江流域 勢力圈 形成
理

比

当時の 津江の下流

提示

在地土器 百濟樣式土器 共伴
分

古墳

竪穴式石槨墓の內

大伽 樣式土器 出土

大伽 の文化の影 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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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在 河東

時代的 多

古墳 の諸屬性 周 地域の古墳

在地土器 大伽 樣式土器 混在
共

地

三國時代の河東地域の文化交流の状況の一端

古墳 の墓制の特徵
持

事的

三國時代の河東地域の古墳の展 樣相 性格

最下段石 垂積

域の政治 文化的 交流の

式の構

決

政治

全 的

の

文化の

少

在地の墓

文化樣相 相當期
團の正 性

異

の

期 政治 文化

的 交流の

性 本稿

対

强

既存の中央中心の

: 河東 竪穴式石槨墓

古墳

技法 多槨式 半地下式

放

多 的 接 の必

津江 大伽

小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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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흥룡리고분군 출토 토기 속성 연구
-장경호를 중심으로중심으로-

김미경

- 목 차Ⅰ. 머리말

Ⅱ. 대가야토기 연구

Ⅲ. 장경호 속성 분석
Ⅳ. 기타 기종

Ⅴ. 흥룡리고분군의 토기 변화양상
Ⅵ. 맺음말

하동흥룡리고분군 출토 장경호

하동 흥룡리고분군 출토 토기 속성연구
-장경호를 중심으로-

1)김미경*

요 약
하동 흥룡리고분군에서는 총 28기 삼국시대 고분이 조사되었고 232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이들에 대하여 그 세부적인 속성을 검토해 본 결과 흥룡리고분군에
서는 하동의 재지계토기 뿐만아니라 고령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大伽 양식 토기,
固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伽 양식 토기, 慶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羅양식

을 비롯하여 백제양식 토기 등 주변지역에서 생산된 토기가 직수입되거나, 이들 지
역에서 제작된 토기를 모방하여 현지에서 생산한 재지계토기가 조합을 이루면서

출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는 시기성을 검토하는 것보다

는 고령지역의 대가야양식 토기의 확산과 지역 내의 문화 교류라는 측면에 주안점
을 두어서 분석하는 것이 금번과 같은 소규모 단일고분군의 발굴결과 고찰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런데 흥룡리고분군에서는 다양한 기종이 출토되지 않고, 단경호와 장경호 등

호류와 개배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면서 특히, 고배의 부장 수량이 현저히 적은 것
이 인근하는 동일시기의 고분군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특징이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고배는 다양한 형식과 세부적인 속성이 뚜렷하여 토기의 편년 설정

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본 고분군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하여 부

득이 다른 기종을 선정하여 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의 양상을 파악하여야 하는 어
려움이 있다. 따라서, 출토된 토기 중에서 그나마 수량이 풍부하고 비교적 세부적
*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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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속성 파악이 용이한 기종인 장경호를 선정하여 그 세부적인 속성을 파악하여 분
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의 가장 큰 목적은 출토된 장경호의 특징을 분
석하여 주로 출토된 대가야양식과 이를 모방하여 제작한 재지토기와 속성분석을

통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대가야양식 토기의 확산과 재지세력과의 관

계 등을 분석하기 위한 고고학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장경호의
구연부의 형태, 경부의 세부문양기법, 동체부의 곡선형태, 정면조정기법 등의 토기

속성 분석을 통하여 대가야양식과 재지토기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그
리고 이러한 분석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가야양식 토기의 중심지역인 고령 지
산동고분군에서 출토된 동일 시기의 장경호의 속성을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비교검토하였다.

주제어 : 장경호, 대가야양식토기, 재지토기, 지산동고분군

Ⅰ. 머리말
하동 흥룡리고분군에서는 총 28기 삼국시대 고분이 조사되었고 232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에서 토기류가 216점으로 92%이상 대다수를 차지한다. 주구

에서 출토된 토기를 제외하면, 매장주체부 내에서 출토된 기종과 기형 등 세부적

속성이 파악 가능한 토기는 150여점으로 출토된 토기 중에서 70%에 해당된다. 이
들에 대하여 그 세부적인 속성을 검토해 본 결과 흥룡리고분군에서는 하동의 재지

계토기 뿐만아니라 고령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大伽 양식 토기, 固 지역을 중심

으로 하는

伽 양식 토기, 慶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羅양식을 비롯하여 백제

양식 토기 등 주변지역에서 생산된 토기가 직수입되거나, 이들 지역에서 제작된 토
기를 모방하여 현지에서 생산한 재지 토기가 조합을 이루면서 출토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의 시기성을 검토하는 것보다는 고령지역의 대가야

양식 토기의 확산과 지역 내의 문화 교류라는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서 분석하는 것
이, 금번과 같은 소규모의 단일고분군 내에서 발굴결과를 고찰하고 분석하는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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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 연구방향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1] 하동 흥룡리고분군 출토 토기 현황
직구호
파수부호
대부호
파수부완
기대
파수부직구호
연질옹
고배
개
장경호

계열1

단경호
배
0

5

10

15

20

25

30

35

그런데, 흥룡리고분군에서는 상기 현황표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기종이 출토

되지 않고, 단경호와 장경호 등 호류와 개배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면서 특히, 고배

의 부장 수량이 현저히 적은 것이 특징이며, 인근하는 동일시기의 고분군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고배는 다양한 형식과 세부적인 속성이 뚜렷하여 토기의 편년 설정

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본 고분군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하여 부

득이 다른 기종을 선정하여 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의 양상을 파악하여야 하는 어
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출토된 토기 중에서 그나마 수량이 풍부하고 비교적 세부
적인 속성 파악이 용이한 기종인 장경호를 선정하여 그 세부적인 속성을 파악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의 가장 큰 목적은 출토된 장경호의 특징을
분석하여 주로 출토된 대가야양식과 이를 모방한 제작한 재지 토기와 구분점을 객

관적인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대가야양식 토기의 확산과 재지세력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기 위한 고고학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장경호의 구연부
의 형태, 경부의 세부문양기법, 동체부의 곡선형태, 정면조정기법 등을 분석하여

대가야양식과 재지 토기를 구분하는 기준 속성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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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가야양식 토기의 중심지역인 고령 지산동고분군에서 출토
된 동일 시기의 장경호의 속성을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비교검토하였다.

Ⅱ. 대가야토기 연구
1. 연구사 검토
이희준은 대가야양식 토기의 시기별 분포를 바탕으로 고령세력이 5세기 중엽에

는 황강유역과 남강의 상류역을 포함하는 연맹체의 맹주가 되어 5세기 후엽이 되

면 그 지역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영역국가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대
가야를 중심으로 한 연맹체의 성립배경에 대해서는 대가야의 권역이 황강과 남강

을 위주로 교통로에 연하여 형성된 것에 주목하였다. 즉 대가야는 낙동강과 남해안
을 통하여 필요물자를 교역하면서 일찍부터 선진지역으로 성장하였으나 그 후 신
라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낙동강을 통한 교통이 어려워지자 황강-남강상류-선진
상-남해안의 교통로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정치적 결속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았다. 대가야권역에 대해서는 황강 상류역 일대를 직접지배권역으로 보
고 남원 아영분지와 함양지역을 간접지배권으로 보았다.1)

김세기는 고령양식 토기의 분포권 변화에 의거하여 대가야권의 성립과정을 설명

하였다. 5세기 전반 성립한 고령양식 토기는 대가야세력이 서남방 진출을 시도하

는 가운데 토기의 확산이 시작되고 5세기 중반에는 합천을 통과하여 남원 월산리

지역에 출현한다. 처음에는 수장묘에서만 출토되던 고령양식 토기는 대가야가 보
국장군( 國 軍) 본국왕( 國 )의 작위를 받게 되면서부터 소형석곽묘에서도

출토된다고 하였다 또한 진주 옥봉ㆍ수정봉과 고성 율대리고분군에 고령양식 토기

가 출토하는 것을 근거로 6세기가 되면 남강 하류의 진주와 고성지역도 대가야 권
역에 포함된다고 상정하였다.2)
1) 이희준,

토기로 본 대가야의 圈域과 그 변천 , 加 史硏究-대가야의 政治와 文化

2) 김세기,

가야문화유적조사 및 정비계

- ,1995.
고령앙식토기의확산과 대가야문화권의 형성 ,
획 , 가야대학교부설 가야문화연구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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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규는 대가야권역을 합천 서부, 거창, 함양, 운봉, 산청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보고 고령-합천-남원-하동 경로는 백제와의 관계와 지리적 여건, 확산자료의 미
확인으로 인해 남원-하동의 경로를 대외교통로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3)

박천수는 5세기 대가야 성장에 따른 권역의 형성과정을 논하는 것에 초점이 맞

춰어져 대가야권 성립의 전사인 4세기대 남강, 황강수계에 걸친 가야세력의 동향
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즉 4세기대
남강유역교통로의 결절점에서 아라가야, 소가야양식 토기가 집중적으로 출토하고

또 이 지역에 백제문물이 나타나는 것에 착안하여 대가야가 진출하기 이전 시기 관

계망을 형성한 양 세력의 활발한 백제지역과의 교섭을 상정하였다. 그 후 대가야양
식 토기가 남강 하류역의 교통 결절점인 남원ㆍ아영지역에 집중적으로 출토하는

것에 주목하여 대가야가 남강수계에 진출한 목적은 섬진강로를 통한 왜와의 교역
로와 함께 금강상류를 통한 백제지역과의 교역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
였다. 또한 대가야는 소가야와 아라가야가 행하였던 백제지역과의 교역을 차단하

고 일본열도와의 교역을 주도함으로써 양 세력에 대한 압도적인 우위를 접할 수 있
었던 것으로 보았다.4)
2. 토기양식
이상 선학의 연구에 의하면 대가야양식 토기는 아래와 같이 요악하며 양식변화

가 인지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기종의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고배의 경우 4세기대에는 함안양식의 영향에 의한 통형고배가 제작되나 5세기 전

엽에는 아라가야와 소가야 양식에 비해 대각의 폭이 넓어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주
는 유개식 고배가 등장한다. 개의 손잡이는 보주형, 단추형, 유두형이 있으며 천정

부는 불룩한 것에서 비스듬한 것을 거쳐 편평한 것으로 변화한다. 대각의 투창은
세장방형의 상하일렬투창에서 1단투창으로 바뀌고 종말기에는 원형투공으로 바뀐
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각이 낮아지고 통통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납작해
3) 朴升圭,
4) 朴天秀,
_______,

大加 土器의 擴散과 관계망 ,
國 古學報 49, 한국고고학회, 2003.
古學으로 본 伽 國史 , 가야각국사의 재구성 , 혜안, 2000.
가야토기-가야의 역사와 문화- , 진인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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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뚜껑의 손잡이는 단추형과 유두형이 있다.

장경호는 밀집파상문을 경부에 시문한 유개식이 주류를 이루어 아라가야와 소가

야양식과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장경호는 원저에서 평저로 동체가 경부보다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뚜껑받이턱은 돌출도가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변화한다.
파수부완은 대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종류가 있으나 형식변화의 방향성은

일치한다. 즉 완의 형태는 곡선적인 것에서 직선화되고 장식된 파상문은 파수가 줄
어드는 변화를 보인다. 대각은 동체보다 점차 작아지고 팔자형에서 사다리모양으
로 바뀌게 된다.

파수부옹은 부착된 파수 끝부분이 C자상으로 말린 것이 특징이다. 이 기종은 적

색연질에서 회청색경질로, 파수의 끝부분이 말린것에서 펴진 것으로, 동체가 길고
곡선적인 것에서 짧고 직선적인 것으로 변화한다.

그 외 저평통형기대, 환형파수부연질개, 유두형 손잡이 또는 보주형 손잡이가 달

린 바닥이 넓고 납작한 개배도 대가야양식의 특징적인 기종이다.

Ⅲ. 장경호 속성 분석
1. 흥룡리고분군 출토 장경호 속성 검토
흥룡리고분군은 위치적으로 섬진강 하류의

東지역으로 역사적으로 대가야와

소가야 그리고 백제와의 정치적, 군사적 대치점에 위치하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본 고분군에서도 이러한 역사적인 현상과 동일하게 이들 제

지역 양식의 토기와 함께 재지토기가 함께 조합을 이루면서 부장되는 특징을 보이

고 있고, 이 가운데 무엇보다도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대가야양식 토

기의 출토와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재지토기의 조합이다. 이는 이들 토기들이 등
장하는 것이 바로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것으로, 재지 토기 역시 당시
이 지역 세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조명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고고학에서는 재지세력에 대한 이해보다는 외부세력에 대한 침
입, 또는 지배라는 자체 역량에 대한 수동적, 배타적 관계에서 주로 연구하는 경향
에 집착해 온 점에서 탈피하여, 내재적 역량에 대한 능동적, 적극적인 역사인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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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이라는 새로운 고고학에로의 접근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해석방법의 시도라는
점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분석해 나가고자 한다.

하동 흥룡리고분군에서 출토된 장경호의 기본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대

가야양식의 기본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비율에서 길다란 경부는 부

드러운 곡선상을 유지하면서 굵은 돌대로 3단 구획하여 밀집 파상문을 시문하여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그리고 동체는 구형상에 가깝게 곡선을 유지하지만 경부
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편이다. 원저가 기본이면서 일부는 자립하기

도 하는데, 구연부가 내반하여 뚜껑받이턱을 가진 유개식장경호와 구연이 나팔상
으로 외반하는 무개식장경호로 대별된다.

흥룡리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 중 장경호는 30점(20%)으로 비교적 많은 수량

이 출토되었다. 여기서는 구연의 형태, 동체의 만곡도와 경부의 문양기법, 동체부
의 정면조정 등의 속성을 통해서 세부적인 특징을 분석하기로 한다.
1) 구연

구연의 형태의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크게 뚜껑받이턱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는

데 뚜껑받이턱이 있는 것 중에서도 구연 내부에 단을 이루면서 꺾인 것과 부드럽게
처리한 것으로 구분가능하다.

[표 2] 흥룡리고분군 출토 장경호 구연부 형태 분류
A-1식

A-2식

B식

- A-1식 : 뚜껑받이턱 위로 구연이 내경하다 직립하며, 구연 내면에 단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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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꺾이는 유개식 구연.

- A-2식 : 뚜껑받이턱 위로 가볍게 수직 내경하면서 구순부와 함께 둥글게 회
전물손질로 부드럽게 마무리한 유개식 구연.

- B식 : 뚜껑받이턱 없이 경부가 나팔상으로 크게 외경하는 무개식 구연.
2) 경부 파상문 시문

대가야양식 장경호의 전형적인 특징 중의 하나로 경부에 돌대로 구획하고 그 내부공

간에 밀집파상문을 장식 시문한 방법이다. 흥룡리고분군에서 출토된 장경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구획대 안에 정연하게 파상문을 시문한 경우와 불규칙적으로 시
문한 경우로 구분 가능하다.

- 1식 : 3단구획하여 그 내부 공간에 밀집파상문이 촘촘하게 규칙적으로 시문.
- 2식 : 2단 또는 3단구획하고, 그 내부 공간에 불규칙적으로 파상문 시문.
[표 3] 흥룡리고분군 출토 장경호 경부 문양 시문 분류
1식

2식

3) 동체부 형태

경부와 동체부의 연결이 곡선상을 나타내며 부드럽게 S자형 곡선을 이루는데 전

체적으로 구형상을 이루는 동체를 유지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동체가 구형을 이

루어 풍만하고 안정감있는 동체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동최대경이 중상위에 위
치하면서 부드러운 곡선미보다는 말각의 편구형으로 비교적 굴곡선이 남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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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구분 가능하다.
- a식 : 구형상으로 곡선상을 이루면서 전체적인 회전물손질로 정면 마무리한
안정감있는 동체.

- b식 : 동체 최대경이 중상위에 위치하면서 부분적으로 회전목리 또는 타날 조
정한 흔적이 잔존하면서 곡선미보다는 말각의 편구형 동체를 이룸.

[표 4] 흥룡리고분군 출토 장경호 동체 형태 분석
a식

b식

4) 기면 정면기법

정면기법은 토기를 만드는 과정 중 제일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면의

외면을 회전물손질하여 앞선 성형시의 제작기법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
를 한 것과 평행타날이나 격자타날 등 성형기법의 흔적이 잔존하면서 특히 동체 중
상위에 회전목리조정으로 마무리하는 등 정면기법이 정치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
가능하다.

- ⅰ식 : 회전물손질 정면.

- ⅱ식 : 성형시의 타날흔이 일부 잔존하거나 회전목리조정 또는 회전물손질을
부분적으로 실시.

[표 5] 흥룡리고분군 출토 장경호 기면 조정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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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식

ⅱ식

2. 대가야양식 토기와 비교검토
하동 흥룡리고분군은 대가야의 중심지인 고령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나 장경호의

기형적 속성을 통한다면 대가야양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앞의 세부적인 속성을 기준으로 하여 대가야 중심지인 고령 지산동고분군에
서 출토된 장경호와 동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여 그 상관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박천수의 대가야양식 편년에 의하면,5) 하동 흥룡리고분군 출토 대가야양식 토

기는 10 11단계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고분은 고령 지산동고분
군 39, 43, 44, 45호분, 합천 옥전고분군 7호분, 진주 수정봉고분군 2호분, 합천

삼가고분군 1호분A호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대가야세력의 중심지이면서 가
장 최고위급 무덤인 고령 지산동고분군 44호분에서 출토된 대가야양식의 표식 유

물과의 비교분석으로 통한다면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출토
된 장경호는 모두 49점으로 그 수량도 풍부하여 분석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으
리라 생각된다.

상기 세부 속성을 고령 지산동고분군에서 출토된 49점의 장경호에 동리하게 적

용시킨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하다.

[표 6] 고령 지산동 44호분 출토 장경호 속성 분석
5) 고령 지산동고분군 44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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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유적
속성
지산동
44호

경부

동체

외면

A-1

A-2

B

Ⅰ

Ⅱ

a

b

ⅰ

ⅱ

32점
(66%)

7점
(14%)

10점
(20%)

42점
(86%)

7점
(14%)

37점
(76%)

12점
(24%)

42점
(86%)

4점
(8%)

고령 지산동고분군 44호분에서는 출토된 장경호의 개체구성은 80%에 해당하는

유개장경호와 20%의 무개장경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개장경호 중 구연은 뚜껑
받이턱 위로 구연이 내경하다 중위에서 외경하는 것이 82%이상으로 현저하게 많

이 출토되고 있으며, 경부에는 규칙적으로 파상문이 시문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구형의 동체를 가진 기형이 다량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동체외면에 회전물손질로

말끔히 마무리한 장경호가 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대가야양식 토기의 주류가 어떠한 세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명
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표 7] 고령지산동고분군과 하동 흥룡리고분군 출토 장경호 비교
고령 지산동고분군 출토품

하동 흥룡리고분군 출토품

[표 8] 흥룡리고분군 출토 대가야양식과 재지토기 장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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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양식 유개장경호

재지 유개장경호

○ A-2식 : 뚜껑받이턱 위로 가볍게 수직 내경하면서
○ A-1식 : 뚜껑받이턱 위로 구연이 내경하다 직립하
며, 구연 내면에 단을 이루면서 꺾이는 유개식 구연.
○ 1식 : 3단구획하여 그 내부 공간에 밀집파상문이
촘촘하게 규칙적으로 시문
○ a식 : 구형상으로 곡선상을 이루면서 전체적인 회
전물손질로 정면 마무리한 안정감있는 동체
○ ⅰ식 : 회전물손질 정면

구순부와 함게 둥글게 회전물손질로 부드럽게 마무리
한 유개식 구연.
○ 2식 : 2단 또는 3단구획하고, 그 내부 공간에 불규
칙적으로 파상문 시문
○ b식 : 동체 최대경이 중상위에 위치하면서 부분적으
로 회전목리 또는 타날조정한 흔적이 잔존하면서 곡선
미보다는 말각의 편구형 동체를 이룸
○ ⅱ식 : 성형시의 타날흔이 일부 잔존하거나 회전목
리조정 또는 회전물손질을 부분적으로 실시

대가야양식 무개장경호

재지 무개장경호

○ B식 : 뚜껑받이턱 없이 경부와 경계없이 외경하는
○ B식 : 뚜껑받이턱 없이 경부와 경계없이 외경하는

무개식 구연.

무개식 구연.

○ 2식 : 2단 또는 3단구획하고, 그 내부 공간에 불규

○ 1식 : 3단구획하여 그 내부 공간에 밀집파상문이

칙적으로 파상문 시문

촘촘하게 규칙적으로 시문

○ b식 : 동체 최대경이 중상위에 위치하면서 부분적

○ a식 : 구형상으로 곡선상을 이루면서 전체적인 회

으로 회전목리 또는 타날조정한 흔적이 잔존하면서

전물손질로 정면 마무리한 안정감있는 동체

곡선미보다는 말각의 편구형 동체를 이룸

○ ⅰ식 : 회전물손질 정면

○ ⅱ식 : 성형시의 타날흔이 일부 잔존하거나 회전목
리조정 또는 회전물손질을 부분적으로 실시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흥룡리고분군에서 출토된 장경호 총 30점은 고령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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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군 출토품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 대가야양식 장경호는 16점(54%)인 반면,

이와는 세부적인 속성이 차이가 있는 장경호는 13점(43%)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가야양식 토기와 세부적인 속성에서 일정한 차이가 구분되는 장경호를 본 연구
자는 대가야양식 토기를 모본으로 하여 삼국시대 고대 하동 흥룡리인들이 현지에
서 자체 제작한 재지토기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재지토기의 제작은 장경호라

는 한정된 기종에만 국한된 것인지 다른 기종에도 적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
은 본 고분군에서 출토된 기종과 수량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분석 자료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기에 추후 자료의 축적을 기다리기로 하고 본문에서는 선행적 고찰만
진행하였다.

상기의 속성 외에도 재지 토기의 경우, 동체 저부에 다량의 이기재흔이 관찰되는

가 하면, 소성시의 기포발생, 소성상태가 상대적으로 불량한 점 등 대가야양식 장
경호와의 차이점이 관찰된다.

그리고 하동 흥룡리고분군 출토 무개식장경호는 경부에서부터 나팔상으로 크게

수평상으로 외반하면서 돌대에 의해 2단구획 또는 3단구획한 후 파상집선문을 시

문하고 있는데 이는 소가야양식의 장경호와도 상당히 근접하는 기형적 특징을 가
지고 있어 추후 별도의 분석이 요망된다. 반면, 대가야양식의 중심지인 고령 지산
동고분군에서 출토된 무개식장경호의 출토량이 적어서 비교검토가 쉽지 않으나,

무개식장경호의 특징은 경부가 직립하듯 외경하다가 구연부에 이르러 급격히 수평
외반하는 것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과 비교된다.

Ⅳ. 기타 기종
1. 개배
개배는 말각 평저형의 납작한 배신에 뚜껑은 표면이 거의 수평을 이루다시피 편

평하며 중앙에 유두형 손잡이를 가진 무문의 개가 공반한다. 전체적 형태는 납작한
두개의 토기를 아래위로 마주 덮은 것 같은 모양이고 그 형태상 특징으로도 독특한
편이다. 대가야양식 토기 분포지역에서 흔히 부장되는 기종이며 형태가 단순한다.

처음 성립시에는 뚜껑에 점열문이 시문된 단추형 꼭지의 뚜껑이 사용되지만 시간
하동 흥룡리고분군 출토 토기 속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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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나면서 문양이 없어지고 꼭지도 유두형 꼭지로 바뀌며 개신도 점차 편평해져
수평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이 있다.

흥룡리고분군에서 출토된 개배는 대가야양식과 기형적 속성에서 상통성을 유지

하고 있지만, 배의 저부 물손질흔, 개신에 치구를 이용하여 한번만 찍어내는 등 대

가야양식 개배와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기종 역시 대가야양식의 것과 일
정한 거리를 두고서 이를 모방하여 만든 재지 토기로 분석하여도 무방할 듯하다.

2. 단경호
흥룡리고분군에서 31점으로 개배 다음으로 많은 수량이 출토되었다. 단경호는

저부의 형태에 따라 넓고 안정된 평저와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한 원저로 구분 가
능하다. 평저는 타 가야권역과 신라권역에 다출하지 않는 기형이다. 특히, 흥룡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단경호는 짧은 경부가 급하게 외반하며 동체가 구형이면서 저
부와 크게 구분 없이 이어지는 형태와 동체와 저부가 경계지점에 깎기로 구분지어
바닥이 완전 평저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섬진강

지역인 백제권역에서

는 보편적인 기형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백제양식 단경호는 남쪽 군집보다는 북
쪽군집에서 출토량이 많아 고분군 내에서 토기 부장양상에서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3. 기대
기대는 그 위에 다른 토기를 올려 놓은 토기로서 흥룡리고분군에서 출토되는

기대는 고배형기대라고 부르는 형태의 것이 출토되었는데 유개식장경호와 조합을
이루는 대가야양식 토기의 기종이다. 이 기대는 그릇을 올려놓는 발부가 깊숙하고
위로 넓게 벌어지며 구연단이 짧게 외반한다. 발부는 팔자형으로 벌어진 대각으로

1단 또는 2단의 돌대로 구분하고 여기에 삼각형 투창을 상하단 일치하게 배치하고
있다. 투창은 삼각형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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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흥룡리고분군의 토기 변화양상
흥룡리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는 장경호를 기준으로 한다면 2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장경호 동체의 최대경이 중위에 위치하다가 중하위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신기종인 파수부완이 출현하면서 단경호는 백제양식인 평저단경호가 출
현하기 시작한다.

유구의 축조방법에서도 그러하듯이, 전체적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변화하는 양

상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남쪽군집에서는 대가야양식 장경호 중 동체의 최대경이
중상위에 있는 것들과 함께 동체 외면에 타날 후 회전물손질이나, 회전목리조정으

로 정면조정한 재지계 장경호가 다출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갈수록 장경호의 동체
가 중하위로 내려가며, 크기도 소형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지계 장경
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수량은 감소하였고, 백제양식의 평저 단경호가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1. 1단계
박천수의 대가야양식 토기 편년에 따르면 고령 지산동고분군 44호분과 동일 시

기로 5세기 3/4 분기 이후로 편년 가능하다. 이 단계는 재지계장경호와 대가야양

식 장경호가 공존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지계장경호의 비율이 더 높다. 뿐만아니라
대가야양식 장경호의 동최대경이 중 중상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또한 대가야양식 토기가 유입되면서 교류적 확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재지세

력과 공존하거나 통합을 이루어 광역적인 분포권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동 흥룡리고분군에서는 3호, 4호, 6호 등이 이 단계에 속하는 고분으로 비

정할 수 있다. 이 단계의 편년적 검토는 3-3호분 출토 신라양식 고배를 들 수 있

는데 이 고배는 양산 부부총 또는 금조총 단계의 출토 신라양식 고배로서 상대적
편년관을 가지고 있는 점을 참조한다면, 5세기 3/4분기에서 5세기 4/4분기를 넘지
않은 어느 시점으로 편년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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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개배, 소형장경호와 단경호, 파수부완 등 한정된 기종이 확인되며, 단경호의 경

우 백제 양식을 가진 평저단경호가 나타난다. 이 단계 이후의 대가야양식 토기는
본 조사지역에서 뚜렷이 파악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가야의 중심지역인 고령 지산
동고분군에서도 아직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흥룡리고분군의 유구는 13호, 15호, 16호 등을 들 수 있다. 시기적인 편년관은 전

체 흥룡리고분군 매장 패턴과 상대적인 형식 변화 등을 감안한다면, 전체 흥룡리고
분군의 1～2세대간 정도의 짧은 기간에 조영되었으며 앞선 1단계와는 20～30년

정도의 시기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편년은 잠정적으
로 6세기를 넘지 않은 5세기 4/4 분기 끝자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해 둔다.

Ⅵ. 맺음말
이상에서 흥룡리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 중에서 세부적인 속성이 비교적 용이한

장경호라는 기종에 한정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여 대가야양식과 재지 토기의 기준
을 마련하여 보았다.

대가야양식 장경호는 동체외면을 주로 평행타날하였으며, 이를 회전물손질 등으

로 정면하여 타날 흔적을 제거하는데 반해 재지에서 제작된 장경호는 주로 격자타

날하고 일부 회전물손질이나 회전목리조정하여 기면조정하였으나 타날흔이 그대

로 잔존해 있다. 전체적인 기형은 유사하지만 구연의 세부적인 차이와 동체의 형
태, 제작기법상에서 차이를 보이는 유개식장경호 및 원저장경호는 대가야양식 토
기를 모방한 재지 생산품으로 판단된다. 출토된 장경호 중 재지양식과 대가야양식

으로 구분가능하고 그에 해당하는 점유율을 분석해 본 결과 대가야양식의 대표기

종 즉, 장경호, 기대, 장경호, 대부파수부완 등을 제외하고는 재지양식 토기가 압도
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경호의 경우 흥룡리고분군의 늦

은 시기에는 백제양식인 평저단경호가 출현한다. 이러한 현상은 유구조사에도 그
러하였듯이 유적의 남쪽군집에 해당하는 유구에서는 재지 장경호가 다출하면서,

대가야양식의 장경호도 출토되고 있고, 북쪽군집은 대가야양식 장경호의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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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아지고, 재지 장경호가 줄어들면서, 백제요소를 가진 평저단경호가 출현과 함께
신기종인 파수부완이 출토되고 있다.

그 외의 재지요소를 가진 토기 중 소가야양식의 토기는 원저장경호 1점과 고배

1점만이 출토되었는데 장경호는 구경이 동최대경과 비슷하며 견부가 강조된 동체
에 경부가 나팔상으로 벌어지다가 구연이 수평상으로 외반하는 특징을 보인다. 경

부에 2조의 돌대로 구획한 후 밀집파상문을 시문하고 있다. 또한 신라양식 고배 1

점은 밝은 회청색을 띠며 기벽이 얇은 특징을 보이고 배신 외면에 집선문을 시문한

것으로 전형적인 신라 중심지역 제작 토기로 5세기 3/4분기의 유물로 상대 편년의
검토 자료로 이용될 수 있었다.

흥룡리고분군에서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고배류의 조합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점

이다. 이는 흥룡리인의 유물 부장습속과도 깊이 연관된 것이기는 하지만, 종래의
견해를 참조한다면 이곳 하동지역은 대가야세력이 깊숙이 관여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고고학적 분석 자료로 이해된
다. 즉, 일반적인 대가야세력권의 고분군에서는 고배류와 함께 개배, 장경호, 대부
완 등 대가야양식 토기들의 다양한 기종이 출현하는 것에 비해 하동 흥룡리고분군

에서는 대가야양식 토기가 장경호, 대부완 등 일부 기종에 한정되고 있으며 특히
고배의 경우 대가야양식이 1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고대 흥룡리인들이 대가야인들과는 다른 장속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이며, 고분의 묘제 및 축조기법에서도 동일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할 만한 내용이 될 것이다. 비록, 상당수의 대가야양식 장경호와 대부완이 부

장되기는 하지만, 재지토기와 함께 백제양식 단경호, 이들만의 독자적인 유물 부장
조합, 무덤의 축조기법 및 장속 등을 종합한다면, 비록 우월하고 세력이 막강한 집
단으로서의 기반을 갖추지 못한 고대 흥룡리인들이긴 하지만 섬진강을 생활기틀
로 삼아 백제 및 대가야의 주변세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독자성을 가진 일정세력으
로서의 면모를 갖춘 집단이었음을 암시하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대가야양식 토기와 재지양식 토기의 제작기법 속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제양식토기와 재지토기의 분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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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ottery found from Heong-ryong-ri
tomb site, Hadong

-focused on the long-necked potteryKim Mi-gyeong
Total 28 tombs of Three Kingdoms Period were excavated in

Heong-ryong-ri tomb site, Hadong and 232 objects were found from the

site. Not only local pottery pruduced from Hadong, but also other types of

pottery were discovered from here and they are as such : Daegaya pottery
(based on Goryeong area), Sogaya pottery (based on Goseong area), Silla
pottery (based on Gyeongju area) and Baekje pottery. They were all
directly imported to Hadong areas or imitated and mixed with Hadong local

pottery by the community. This work then focused on the extension of the
Daegaya pottery of Goryeong area and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Hadong

and nearby areas rather than the review of the date of pottery. Particularly

short-necked and long-necked jars, dishes with lids were the main buried
object in Heong-ryong-ri site and mounted dishes were less buried in this

site than other nearby tomb sites. Mounted dishes which show several types
and unique features were usually the most common ancient pottery for the

analysis of chronological order, but they are less found from the

Heong-ryong-ri site. And so other types of pottery were used for setting
the chronology of the tomb here. Long-necked jar was selected for the

chronological analysis which were the majority objects in this site. The main

purpose of the analysis is to differentiate the local pottery from the imitated
pottery and then to understand the power diffusion of Daegaya style pottery

and its relation to the local communities. In order to this, the shape of rims,

the decoration of the neck and curve shape of the body, touch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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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examined for the comprehesion of the differences between local and

Daegaya pottery. For further verification, the long-necked jar found from
Jisandong tomb site in Goryeong where is the central production area of

Daegaya pottery was analysed as well.

Keywords : long-necked jar, Daegaya style pottery, local pottery,
Jisandong tomb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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东兴龙 古坟群

-长颈壶为 -

器 究

金 京

在河东兴

古坟

的属性的 果 在兴

査28座三国时代古坟出土了232件 物 出土 物检

古坟 河东的在地 土器

灵地域中心 大伽 样式土器,

固城地域中心 小伽 样式土器 庆州地域中心 新 样式 百济样式的土器 在周
地域生产土器的直 入,与地域制作土器的仿做 仿做生产在地 土器的 合本硏

究不是古坟 出土土器的时期性检

内文化交流侧 着眼点 因本人 的

是分析

更有效

灵地域大伽倻样式土器的扩散地域

列的小 模单一古坟 发掘 果 察的时候

但是,在兴
古坟 没有出土多样器种,短 壶
壶 壶
盖杯 为
主,特别关注的是 杯的副 数 特别稀少
同一时期古坟 确然差异特
征
普 来
杯多样型是
的属性土器 年 定的
资料
本古坟 临界
点不 合应
定其他器种 把握出土土器样相的特殊性 是本研究的 点
所以出土土器中
定分析其把握

定
壶 因为数 丰富的与比 容易把握
的属性 次分析目的是提供 古学的资料

特征 分析出土大伽倻样式与模仿制作在地土器区分提示客
样式土器扩散和在地势力关 分析
壶制作技法 口
形态,
文样技法, 体

属性
出土

的资料

次
壶的

大伽倻

曲 形态,大伽倻

样式和在地土器区分基本属性的分析标准 为了内容分析检 把大伽倻样式土器中心
地域是 灵池山洞古坟 出土同一时期
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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壶属性 同一方法分析 比 检

壶, 大伽倻样式土器, 在地土器, 池山洞古坟

河東

-

古墳 の出土土器硏究
壺 中心

-

京
河東

出土

古墳

土器の

土器

く

2 基の三國時代の古墳
的 屬性 檢

地域 中心

伽 樣式土器 慶州地域 中心
器 模倣

周 地域 生産
現地 生産

本硏究

古墳

古墳 の

古墳

短 壺

多樣 器種

周 の古墳

差異

的 屬性 明確

杯 少

出土

種

壺

出土

出

直輸入

土器の中 數
定

壺の特徵 分析

側

壺

特

壺

形態

の

作技法

成

注目

杯

一 的

富

料

作

土

地域の大伽

分析

の

主体 占

同時期の

使用

古墳

杯 多樣 型式

比 的

定 必

的 屬性把握 容易 器

的 屬性 分析
出土

の分析の

大伽 樣式土器

の形態

古學的
の

の他

少

く他の器種

大伽 樣式 在地土器 區分

分析內容 檢

出土

主眼

杯の副 數

擴散 在地勢力 の 係 土器 作の特徴
壺の口

小

小 模の單一古墳 の 察 效果的

在地土器 の區分点 客 的 提示
の

河東の在地

の地域

土器の時期性の檢

土器 年の 定
特殊性の

古墳

大伽 樣式土器 固城地域 中心

在地 土器

樣式土器の擴散 地域内の文化交流
分析

果

232点の 物 出土

新 樣式土器 含 百濟樣式土器 出土

土器

出土

査

料

模倣

作

大伽 樣式土器の

文樣技法

基準屬性

目的

把握

定

大伽 樣式土器の中心地域

の曲

分析

하동 흥룡리고분군 출토 토기 속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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壺

同時期の

壺 同一 方法 分析

大伽 樣式土器

在地土器

比 檢

池山洞古墳

김해객사지 소고
김정율

- 목 차Ⅰ. 머리말

Ⅱ. 김해객사지 조사내용
Ⅲ. 김해객사지 연혁

Ⅳ. 김해객사지 공간 구성
Ⅴ. 맺음말

김해읍성 객사지 출토 명문기와

김해객사지 소고
1)김정율*

요 약
김해 하수관거정비(BTL)사업 에 따른 동상동 재래시장에 대한 긴급발굴조사

결과, 건물지 8동, 석축 5개소, 불명석군 1개소 등이 노출되었다. 이들 유구는 시

굴조사의 한계로 인해 명확한 건물의 성격을 파악하지는 못하였으나 고지도 등을
참고할 때, 김해객사를 구성하는 건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규
모 파악이 가능한 1호 건물지는 규모, 축조 수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객사의 정
청으로 비정한 후, 평면 복원도를 작성하였으며 건물 간의 높이, 배치양상, 규모,
축조수법 등을 토대로 건물지 간의 상대적 축조 순서를 제시하였다.

또한 문헌자료와 고지도 등을 검토하여 김해객사 내에 어떠한 건물들이 존재하

였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건물의 시축 및 폐기시점를 추정하였다. 그
리고 각각의 건물을『金

內 圖』와 비교검토하여 건물의 위치를 비정하였는

데, 김해객사의 구조나 위치는 조선시대 객사의 전형적인 구조와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상기에 언급된 발굴조사 내용과 문헌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발굴조사

에서 드러난 각 건물지에 대한 성격 규명 및 발굴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은 포함한
건물의 배치를 참고하여 복원도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향후 있을 전면발굴조사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김해객사, 축조수법, 축조순서, 입지, 공간구성
*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해객사지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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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김해 동상동 재래시장은 이전부터 김해객사지로 비정되어 왔던 곳이다. 특히 김

해객사 후원지로 알려진 현 포교당에 대해서는 2008년 한국문물연구원에서 시굴

조사1)를 실시하여 조선시대 건물지로 추정되는 기단석렬과 호안석축 등 객사의
흔적 일부가 조사되어 동상동 재래시장의 지하에는 객사와 관련된 건물지가 유존
하고 있음을 가늠케 하였다.

그러던 중 김해시에서는 서상동ㆍ동상동ㆍ부원동 일원에 방류수역 및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의 확대와 같은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우리 연구원에서 관로가 매설되는 전 구간에 대한 입회
조사를 실시하였다. 입회조사 결과, 동상동 재래시장에서는 조선시대 건물지로 추

정되는 석축시설이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져 긴급 발굴조사로 전환하여 건물지 8

동, 석축 5개소, 불명석군 1개소 등이 조사되었다. ([도면 1] 참고)그러나 조사 상
의 한계2)로 인해 모든 건물지의 규모나 성격을 밝히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조사된 건물지는 김해객사를 이루는 중요한 건물들임에는 틀림없는 것으로 생각되
었다. 따라서 발굴조사 내용만으로는 김해객사를 완전하게 복원하기에 무리가 있

어 문헌자료, 고지도 등을 참고하여 김해객사의 실체를 추정하고 향후 있을 전면
발굴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한국문물연구원, ｢김해 전 가야왕궁지(분성대) 문화재 발굴(시굴)조사결과 약보고｣, 2007.4.
2) 발굴조사는 동상동 재래시장의 가장 번화가 실시되었는데, 너비 100~150㎝ 이내의 트렌치
에 한정된 좁은 조사범위와 통행 및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야간작업을 실시하는
등 시간적 제약, 일조권의 제한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전체적인 건물지의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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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김해객사 건물지 배치도
김해객사지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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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김해객사지 조사내용
客

는 客館이라고도 하며,

을 수행하는

와 闕 를 봉안하고 행례 등의 의례적인 기능

과 더불어 사신의 유숙과 접대라는 실용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이 일체화되어 있는 특수한 용도의 관청건물을 말한다.

•

동상동 재래시장 구간에서 발굴조사를 통해서 일부 밝혀낸 건물지들은 김해객사

를 구성하는 건물로 조사상의 한계로 인해 각각의 건물에 대한 구조와 성격 등 구

체적 사항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각각의 건물지에 대한 검토에
앞서 조사된 건물지에 대한 축조수법과 출토된 유물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축조수법
조사된 건물지는 모두 8동으로 추정하였으며 각각의 건물지에 대한 부분적인 부

속물에 한하여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이 중 기단석축과 적심이 비교적 양호한 건물
을 대상으로 축조수법을 복원하고자 한다.

기단석축은 기단축조 방식에 따라서 4식으로 구분된다. Ⅰ식은 기저부를 형성하

고 기단석의 하부에 지정목을 시설하고 전면에는 박석을 시설한 뒤 기단석을 쌓는

방식으로 1호 건물지의 남 • 북 기단석축이 이에 해당한다. Ⅱ식은 2단의 기단석축

을 시설하였는데, 1단의 기단을 쌓은 후 내측에 다시 대석을 이용하여 기단을 쌓는
방식으로 1ㆍ2ㆍ5호 건물지가 해당한다.

사진 1. 1호 건물지 남쪽 기단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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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2호 건물지 북쪽 기단석축

Ⅲ식은 1단의 기단석을 놓고 내측으로 들여서 2단의 기단석을 쌓는 계단상의 구

조로 4ㆍ7호 건물지가 이에 해당한다. Ⅳ식의 축조수법은 1단으로만 기단을 쌓는

방식으로 3ㆍ6ㆍ8호 건물지가 이에 해당한다.

사진 3. 7호 건물지 남쪽 기단석축

사진 4. 8호 건물지 북쪽 기단석축

이 중 Ⅱ식과 Ⅲ식의 차이는 Ⅱ식은 일정 거리만큼 이격하여 쌓는데 비해 Ⅲ식은

1단과 2단이 인접하여 쌓았다. 또한 Ⅱ식은 규모가 큰 대석을 사용한데 비해 Ⅲ식

은 크기가 다소 작은 석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Ⅳ식은 최초 Ⅱ식의 형태로 기단

석을 축조하였으나 유실이 되면서 1단의 기단으로 변화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8

호 건물지의 경우, 적심의 해발이 기단석축의 해발과 동일한 지점에 위치하는 것으
로 보아 Ⅳ식은 축조 당시부터 1단으로만 이루어진 기단석축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형식

모식도

형식

기단토

Ⅰ식

기단토
4ㆍ 7호 건 물 지

기단토

Ⅱ식

1호 건 물 지

Ⅲ식

모식도

1ㆍ 2ㆍ 5호 건 물 지

기단토

Ⅳ식

3ㆍ 6ㆍ 8호 건 물 지

도면 2. 김해객사 건물지 기단석축 형식분류

김해객사지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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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단과 기단 사이는 대부분 기단토로 채움하였으며 일부는 할석을 함께 사용하

였다. 기단토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기단의 높이가 높은 건물(1ㆍ2ㆍ6호)이

주를 이루며, 기단의 높이가 낮은 건물지는 기단토와 할석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3

ㆍ4ㆍ8호)가 많다. 그 중에서 기단토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1호 건물지를 중

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호 건물지는 건물의 규모가 상당히 큰 편으로 기단 사이의 폭이 넓어 한 번에 기단

토를 형성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어느 정도 기단토를 형성하고 기단
석축을 쌓는 방식으로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단토는 점성이 강한 흑갈색
사질점토를 유사판축의 형식으로 쌓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단토의 토층 양상이 렌

즈상 퇴적을 보이는데, 적심의 축조 상태를 고려할 때, 기단토를 구축하면서 적심을 동
시에 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5. 1호 건물지 기단토 토층

적심은 1ㆍ2ㆍ3ㆍ7호 건물지에서만 조사되었지만 대부분의 건물지에 적심이 있

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호 건물지 적심의 경우, 하부에 지정목을 설치하고 적심을
다지면서 기단토를 함께 구축하였다. 지정목은 항목제, 목인, 목주 등으로 불리며

체성의 하중을 견디기 위한 건축수법의 일종으로 현대의 파일공법 과 동일한 역할

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적심의 하부에 지정목을 설치하는 경우는 진주객사지3)에서
조사된 예가 있다. 김해객사가 위치하는 곳이 지하수가 용천하는 연약지반이기 때

문에 기둥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 지정목 시설이라는 특수공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

정된다. 건물지 이외에 지정목을 사용한 예는 김해읍성4), 사천읍성5), 하동읍성6),
究 ,
洞
3) 東
, 2008.
4) 경남문화재연구원,『김해읍성 북문지』, 2009.
究 ,『
5) 東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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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읍성7), 창원읍성8)등 조선시대 읍성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이것으로 보아 읍성

축조수법과 관아 건물의 축조수법이 어느 정도 공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6. 1호 건물지 북쪽 기단 하부 지정목

사진 7. 1호 건물지 적심 하부 지정목

부분적인 조사로 인해 1호 건물지 적심의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알 수 없으나 잔

존하는 형태로 보아 적심은 방형으로 추정된다. 방형의 적심은 경복궁의 복회당지,
외소주방지 등에서 조사된 예9)가 있으나 경복궁에서 조사된 적심은 수혈을 굴착

하고 축조된 것에서 김해객사의 적심과는 차이가 있다. 2호 건물지의 적심은 10～
20㎝ 크기의 할석으로 평면 타원형으로 축조하였으며, 8호 건물지는 적심의 상부
를 편평한 할석으로 쌓아 수평적으로 마무리였다.

그 외 2호 건물지의 하부에서 와적부가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기와로 기단토

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으나 2호 건물지에서 조사된 와적부는 기단의 아래면에 설
치되어 있어 와적기단과는 별도의 시설로 추정되며, 조사대상지역의 연약지반에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究
센터,『 東
6) 慶南
Ⅰ』, 2004.
_________________________,『 東
Ⅱ』, 2004.
7) 밀양대학교박물관,『
』, 2002.
8) 우리문화재연구원,『
』, 2007.
9) 최인화, ｢경복궁 건물 유형에 따른 적심 연구｣, 문화재 제42권 제3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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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김해객사 건물지 속성표
축조수법

규 모 (cm )
장축 방향

기 단 석 규 모 (㎝ )

내부 시설

기단
축조
수법

건물지
추정 명칭

ⅠⅡ

분성관

길이

너비

잔존 높이

1호

4340

1160

120

N -8°-W

90～ 110× 60～ 100× 40～ 50 지 적 목 , 적 심

2호

ㆍ

610

80

N -9°-W

95～ 110× 40～ 50× 40～ 45

와적부

Ⅱ

청뇌각

3호

ㆍ

535

20

N -8°-W

50～ 60× 25～ 40× 10～ 20

적심

Ⅳ

ㆍ

4호 (153.5)

ㆍ

45

N -6°-W

60～ 80× 40～ 50× 20～ 35

원형석렬

Ⅲ

임금당

5호

786

95

N -8°-W

ㆍ

Ⅱ

영 추 당 (?)

ㆍ

내측

110× 40～ 70× 45

외측

40× 35× 20

6호

ㆍ

770

30

N -0～ 1°-W

30～ 50× 30～ 35× 20～ 25

ㆍ

Ⅳ

ㆍ

7호

ㆍ

(355)

50

N -3～ 4°-W

30～ 50× 30～ 40× 15～ 20

적심

Ⅲ

ㆍ

8호

(800)

ㆍ

30

N -1°-W

30～ 40× 20～ 30× 10～ 15

적 심 (추 정 )

Ⅳ

ㆍ

※( )는 잔존치

상기의 건물지 축조수법을 통해 각 건물지의 성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1호 건물지는 기단석축 Ⅰ식으로서 90～110 60～100 40～50㎝ 크기의

대석을 이용하여 쌓았는데 기저부에는 지정목을 사용하여 하중을 견디도록 하였
다. 그리고 면석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면석 아래에 할석을 보강하는 등 견고하게

기단을 쌓았다. 기본적으로 기단의 설치는 지면의 습기를 피할 수 있고 햇빛을 집

안에 충분히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나 건물의 권위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되었다.10) 기단 시설자체가 단을 높여서 건물간의 상대적 권위를 표현하는데, 1호
건물지는 조사된 건물지 중 기단의 높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가장 권위 있는
건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적심 하부에 하중을 견디기 위한 지정목을 설치하
는 등 많은 정성을 기울인 것 뿐만 아니라 1호 건물지의 규모는 길이 43.4m, 너비

11.6m로서 조사된 건물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따라서 축조 수법, 규모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1호 건물지는 객사 내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인 것으로 생각할
10) 김왕직, 알기쉬운 한국건축용어사전 , 동녘, 2007.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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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객사 건물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은
시대 객사를 참고한다면,

과

인데 1호 건물지는 다른 조선

으로 구성된 건물로 파악된다. 1호 건물지가

정청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이유는 건물의 구조에 있다. 1호 건물지는 기단의 내측
에 별도의 기단(내측기단)이 존재하고 있어 복수의 단위 건물이 배치되었던 것으

로 보인다. 정청은 좌 • 우익헌이라는 별도의 건물이 인접하여 배치되는 구조인 경

우가 많은데,11) 동일 기단 내에 복수의 건물지가 배치된 1호 건물지의 구조와 같
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익랑이 연접된 형태인지 또는 이격된 형태인지는 현
시점에서 명확하지 않지만 정청인 1호 건물지는 잔존하는 적심 간의 배치를 기준

으로 5 3칸의 건물로 추정하였다.12) 그리고 정청의 좌우에는 익헌이 존재할 것으
로 추정되나 발굴조사에서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좌 • 우익랑의 경우,

정청의 기둥간 거리를 바탕으로 추정 복원하였다.[도면 3]

현재 잔존하는 객사 정청의 경우, 건물의 평면 형태가 3 3, 3 2칸일 경우가 많

은데,13) 5 3칸으로 복원되어 일반적인 정청의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5 3칸 이

상일 경우, 정청은 일체형의 구조인 경우가 많은 편이나 김해객사의 정청은 일체형
보다는 일반형, 또는 단일형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추정 복원도에도 오류가 있다. 정청의 경우, 일반적인 건물의 주칸이 거

의 일정하고, 어칸(중앙칸)은 인접한 좌우 협칸보다 넓으며 내부 高 가 설치되며,

후면 고주 또 외진주 사이에 마루를 한단 높이고 왕의 신위(권폐)를 모신다. 따라

서 어칸은 정청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되며 좌우 익헌보다 지붕이 높게 구성한

다. 그러나 복원도에서는 평면은 어칸이 오히려 좌우 협칸보다 현저히 좁아서 일반
11) 객사의 평면형식은 정청과 양익헌의 분리유무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정청과
양익헌이 각각의 건물로 나뉘어 구조적으로 분리된 것을 ‘일반형’, 단일 건물로 일체화 되
었으되 정청 부분의 지붕을 한단 높여 솟을삼문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일체형’, 단
일한 1동의 건물로 이루어지고 지붕 처리에서도 구별되지 않는 것을 ‘단일형’이라고 한다.
代 客 의 建과 格
,
,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p.62
12) 객사의 규모는 부, 군현의 품계에 따라서 규모가 다를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현존하는 객
사나
古 圖
등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 검토결과, 품계에 따른 규모의 차이는 보
이지 않는다. 이는 객사의 증건과 관련하여 화재 등에 의해 중건되거나 고을의 수령이 교
체될 때, 객사의 중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축조 초기의 양상과 현저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古 圖
등으로 평면형태 확인이 가능한 37개소의 객사 정청 중
13) 현존하는 객사와
3×2칸과 3×3칸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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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형태와 상당히 다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동익헌과 서익헌의 규모이다. 현재까지 잔존하는 객사의 정

청 좌우에 배치되는 양익헌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동일하거나 동익헌이 서익헌보다
큰 편이다. 또한 양익헌은 숙박을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온돌 등이 시설되나 금

번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1호 건물지의 동쪽으로 3m 정도 이격된 4호 석축
까지를 1호 건물지의 범위로 본다면 서익헌의 규모가 동익헌의 규모와 비슷하지만

이는 명확하게는 알 수 없다. 다만 복원도 상의 오류는 추후 전면 발굴을 통해서만
검증 가능하므로 본고에서는 해석을 유보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2ㆍ5호 건물지는 기단석축 Ⅱ식에 해당한다. 2단의 기단석축으로 이루

어진 건물지로 내측의 기단은 100㎝ 정도 크기의 대석을 이용하여 쌓았으며 기단

의 높이는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건물지의 내측 기단 간의 거리가 매우 협소하
여 일반적인 건물의 상부구조가 들어설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2ㆍ5호 건물지의

경우 일반적인 건물지보다는 특수한 용도의 건물지로 추정되지만 부분적인 발굴조
사로는 해석상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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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 칸수

해당 객사

합계

3×2

인천객사, 온온사, 벽제관, 안성객사, 서산객사, 완도객사, 밀양관, 관산지관, 신
천객사

9

3×3

팽성읍객사, 부풍관, 비홍관, 문산관, 순창객사, 낙안객사, 무장객사, 고부객사,
모양지관, 동경관, 상산관, 성선현객사, 창령객사, 진해객사, 기성관, 도주관, 영
월객사

17

3×4

인산객사, 풍패지관, 부령객사

3

3×5

황주객사, 동명관

2

4×3

태평관, 장목진객사

2

5×2

다대포객사

1

5×4

금성관, 선산객사

2

9×5

세병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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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1호 건물지 추정 복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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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4ㆍ7호 건물지는 기단석축 Ⅲ식, 3ㆍ6ㆍ8호 건물지는 기단석축 Ⅳ

식으로 축조된 건물지이다. 기단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전술한 건물지보다 중요도

가 낮은 건물로 추정되는데, 객사 내에는 창고와 같은 보조적인 건물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의 건물일 가능성도 있다.

2. 건물지 축조 순서
조사된 건물지의 축소시기와 선후관계를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앞서 검

토한 축조수법과 건물 간의 높이, 배치양상, 규모 등을 토대로 이를 바탕으로 건물
지간 축조 순서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건물지 간의 축조 순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4가지 속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첫 번째는 건물지 간의 배치관계이다. 일반적으로 건물지는 어느 정도의 일정한 간
격을 유지하고 배치된다. 특히 상부구조인 지붕이 서로 맞닿지 않게 배치하기 위해
서는 건물 간의 거리가 너무 인접하지 않게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조사된

건물지가 지붕 처마가 맞닿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다면 동시기의 건물로 보기에

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두 번째는 축조 당시 기반층의 해발고도로서 동시기
에 축조된 건물지의 높이는 거의 유사함을 염두에 두었다. 세 번째는 축조수법이

다. 동시기의 건물인 경우 어느 정도 축조수법을 공유할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조
사에서는 기단석축과 적심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 기단석축에

사용된 석재의 크기와 축조수법의 유사성에 따라서 동시기성을 파악하였다. 마지
막으로 건물지의 축방향이다. 동시성의 건물은 동일한 축방향을 유지하였을 것으

로 추정되며, 만약 축방향이 차이가 있다면 건물 상호간의 축조시기에 차이가 있음
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조사대상지역의 경우 객사지에 해당함으

로 건물의 축을 거의 일정하게 하여 통일성을 갖추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축방향이 다른 건물지가 조성된다는 것은 더 이상 객사의 통일성을 고려하지 않을
정도로 객사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추정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건물지의 축조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호 건물

지는 앞서 언급했듯이 김해객사의 가장 중심 건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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館 일 가능성이 높은데,

객사 내에서 가장 먼저 축조되어 가장 오랜 시간 존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1호 건물지를 기준으로 주변 건물지에 대한 축조순서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된다. 1호 건물지는 해발 8.8m에 대석을 이용하여 기단석축 Ⅰ식으

로 축조되었으며 건물지의 축방향은 N-8 -W이다. 이와 유사한 축조수법과 축방

향, 해발고도를 가진 건물지를 동시기의 건물지로, 그 외 건물지는 다른 시기의 건

물지로 분류하면, 동시기에 해당는 건물지는 2ㆍ3ㆍ4ㆍ5호 건물지이다. 이 중 5호

건물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어 지붕의 처마가 맞닿지

않는다. 그러나 5호 건물지는 1호 건물지의 서쪽에 2m 정도 이격될 정도로 근접하

므로 시기가 다른 건물지로 보아야 하지만, 축조수법이 2호 건물지와 동일하고, 건
물지의 축방향이 N-8 -W로 1호 건물지와 같으며 1호 건물지가 정청에 해당되는

특수한 건물임을 감안할 때, 동시기에 부속된 특수 용도의 건물로 생각해 볼 수 있
다.

1호 건물지보다 후행하는 건물지는 6ㆍ7호이다. 1호 건물지와 인접하며 축방향

및 축조수법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 외 8호 건물지는 정확한 선후관계를 비정
하기 어렵지만 축방향이나 축조수법에서 1호 건물지와 차이를 보이는 점에서 다
른 시기의 건물지로 추정된다.

3. 출토유물
1) 자기류

자기류는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이 중 분청사기와 백자

가 다수를 차지하며 청자는 소량에 불과하다. 청자는 2점의 상감청자 대접으로서

해강도자미술관 소장의 간지명이 적혀 있는 청자상감 버들ㆍ갈대ㆍ수금문 ｢己 ｣
명 대접14)과 유사하다.

14) 해강도자미술관 소장 청자상감 버들ㆍ갈대ㆍ수금문 ｢己 ｣명 대접의 측사면은 저부에서
양감있는 곡선을 그리며 부드럽게 올라가다 구연에서 직립한다. 내저면은 원각이 없는 얕
은 곡면으로 ｢己 ｣명문을 인각하였으며 그 주변에 2조의 원권문을 돌렸다. 원권문 주위에
는 여의두문으로 장식하고, 내측사면에 버드나무 문양과 갈대문, 그리고 수금문( 禽 )을
시문하였다. 기명의 외측면에는 위에서부터 파상형(
) 당초문, 원권 안에 국화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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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청사기는 접시, 대접, 고족배(편병 또는 합의 굽다리와 유사) 등이 출토되었

다. 상감ㆍ인화ㆍ귀얄분청사기, 회청사기 등이 다양하게 보이나 거칠게 장식된 인

화분청사기와 귀얄분청사기가 중심이다. 태토는 회백색에 세사립이 다량 함유된

조질로 상당히 조잡하며 소성이 덜 된 것과 일부 소성상태가 양호한 유물이 섞여
있다. 유약은 회백색의 반투명유를 시유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시유상태가 좋지 못
하다. 굽은 죽절굽이 주류를 이루고 굽 외면의 정리가 조잡하며 둔중한 편이다. 비

짐은 태토비짐과 모래비짐이 보이나 모래비짐이 많은 편이다. 유물의 편년은 15
세기～16세기 중반으로 추정된다.

백자는 대접, 접시, 호, 종지 등이 출토되었다. 연질과 경질이 공존하나 경질백자

의 비율이 높다.15) 대체적 회백색을 띠는 양질의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유약은 회
색의 (반)투명유를 시유하였으나 푸른기를 머금은 차이가 있다. 일부를 제외하고

는 용융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굽은 수직굽, 오목굽, 안굽 등 다양하며 굽은 높고
굽 내ㆍ외면 정리는 깔끔한 편이다. 받침은 대부분 모래비짐이나 백색 내화토비짐
도 일부 확인된다. 시기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2) 기와류

김해객사지에서 출토된 기와류는 평기와가 주를 이루며 그 외 막새, 명문기와 등

이 소량 출토되었다. 출토지에 따라 건물지 축조 과정에서 사용된 와편과 실제 건
물의 지붕에 사용된 기와로 구분가능하나 유물의 교란이 심한 편이어서 출토지에
따른 기와의 사용처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막새는 총 10점이 수습되었다. 수막새는 6점으로 모두 단판연화문16)으로 드림

부의 직경이 커지며 자방의 크기는 반대로 작아지는 점, 접합각도가 직각에서 둔각
으로 변화하는 속성 등이 보인다. 시기는 대락 12세기 후반～14세기 전반에 제작

시문된 당초문, 그리고 연판문이 차례로 상감되었다. 굽접지면과 안바닥 일부에 유약을 닦
아내고 규석받침을 이용하여 번조하였다. 제작시기는 1329년(또는 1269년)으로 편년되며
대접의 규격은 높이 6.8㎝, 입지름 19.0㎝, 굽지름 6.2㎝이다.
15) 경남 일대 대부분의 소비지 유적에서 출토되는 백자는 연질백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
며 후기로 갈수록 경질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6) 박은경, ｢고려 와당문양의 편년연구｣, 고고역사학지 제4집, 동아대학교박물관, 1988.
單 은 하나의 꽃잎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며
은 하나의 꽃잎이 중앙에 능선 또는
능각에 의해 2분되는 형태,
은 연판이 이중으로 겹쳐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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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암막새는 4점으로 귀목문(추정)과 초화문이 출토되었다. 귀목문은 내림부 외연

에 돌대를 둘렀고 주연을 두었으나 문양을 새기지 않은 점, 내림부 높이17)는 잔존

부분이 7cm 내외이고, 드림부 형태와 평기와의 접합각도가 수직을 이루는 점으로
보아 유물의 상한은 고려 중기 이후로 판단된다.

초화문 암막새는 길이 14cm 내외의 역삼각형의 드림부 형태에 양쪽 측면으로 가

면서 2군데의 만곡이 있으며 평기와의 접합각도가 둔각을 이룬다. 주연부는 1조의

돌대를 배치하고 내림부 중앙에 5엽의 초화문을 배치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조선
시대 암막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평기와류는 수키와 24점, 암키와 39점 등 총 63점이며 이 중 명문기와는 11점

이다. 평기와의 외면 타날문양18)은 하나의 타날판에 하나의 문양만으로 구성된 1

단 구성과 상ㆍ하단을 횡선19)에 의해, 또는 횡선 없이 2단으로 구분되는 2단 구

성, 상ㆍ하단이 방형문과 원형문, 능형문 등 단위문양에 의해 3단으로 구분되는 3

단 구성으로 나타난다. 또한 2단 구성의 횡선, 3단 구성의 횡대 등의 의미가 사라
지고 여러 종의 단위문양이 다단을 구성하는 다단구성 1, 평행선문이 다양한 방향
으로 배치되는 다단구성 2도 나타난다.20)

김해객사지 출토 평기와의 문양은 무문21)을 비롯하여 선조문, 어골문, 격자문,

화문, 초화문, 직선계 집선문, 곡선계 집선문 등 다양하다. 문양구성은 고려시대 전
반인 10세기에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평행선문, 격자문 등의 1단

구성이 계속되다가 중반에 들어서면 횡선이나 횡대로 상하가 구분되는 2ㆍ3단 구
막새와의 究｣,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7) 김태근, ｢
김태근은 원향사지 출토 암막새의 높이 계측을 통해 통일신라는 4.0cm 이하, 고려 초～중
기는 5.0～7.0cm의 분포를 가진다고 하였다.
18) 분류에 사용된 기와는 와편이 1/2 이상 남아 있으며 문양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거나 와편
이 작은 경우라도 중심문양이 남아있는 것 등 총 55점을 대상으로 하였다.
19) 김지연, ｢부산ㆍ경남지역 고려시대 평기와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횡선은 평기와의 문양을 상하로 나누는 가로 선을 의미하는데, 띠처럼 돌아가면서 면을
이루는 횡대와 달리 선으로 이루어져 면없이 분할의 의미만 가진다.
20) 김지연, ｢앞의 글｣, 2009.
고려시대 이 후 평기와에 나타나는 문양은 단순 단위문양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단위문양
이 다양한 구성을 이루면서 변화해 간다고 보았다.
21) 문양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무문은 총 7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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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2ㆍ3단 구성에 있어서도 상하가 어골문인 형태가

11～12세기의 특징이며 13세기에는 상하 다른 문양의 배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고려 후기가 되면 3단 구성의 변형으로 보여지는 다단구성 1과 집선문 계열인 다

단구성 2가 주를 이룬다. 다단구성 2는 횡선이 있는 타래문 형태에서 능형, 삼각형
의 형태를 가지는 평행선문의 다단구성으로 변화한다. 조선시대의 창해파문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김해객사지 출토 평기와를 종합해 보면 고려시

대 전기까지 소급될 가능성은 있으나 2ㆍ3단 구성의 복합문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중기에서 조선시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명문기와는 수키와 1점, 암키와 10점 등 총 11점으로서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김해객사지 출토 명문기와
유형분류

명문내용

시 문 방 법 22)

연호명
/桃
지명

상징화

官○?
○? 吴

기타

○?

명 암키와는

나라 문제(

개체수

비고

/음 각

1점 (연 번 36)

1330～ 1332

/양 각

4점
(연 번 15 16 27 35)

(1347,1407년 )

/음 각

1점 (연 번 26)

/양 각

1점 (연 번 21)

/양 각

1점 (연 번 65)

/양 각

1점 (연 번 47)

/양 각

1점 (연 번 48)

) 때의 연호로 고려 충숙왕 17년(1330)～

충혜왕 2년(1332)에 해당한다. 명문기와 중 지명으로 보이는 東

자가 가장 많

이 출토되었는데, 4점 모두 종방향으로 집선문을 새겼으며 별도의 방곽을 마련한
것도 있다. 또한 金
내 유적23)에서

/ 桃東

年金

자 명문기와는 최근 김해 봉황동 주택 신축부지

客 桃東

명 기와가 출토되었는데 문양구성과 글

22) 시문구에서 정상적으로 글자를 음각하면 기와의 배면에는 좌우가 바뀌어 양각으로 나타나
는데 이러한 시문방법을 본고에서는 ‘
’라고 하였다. 그와 반대로 기와제작시 배면에 나
타나는 명문을 중시하여 처음부터 정상적인 방향으로 글자가 나타나게한 시문방법은 ‘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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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체 등으로 보아 동일한 명문기와로 판단된다. 이 중
하는 단서가 되는데 高
(940)과
까지 金

24)와

2년(1310)부터

慶 道

年 은 제작연대를 추정

25)에

고려 초기인

13년(1413)에 金 都

로 일컬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3년

로 승격되기 전

年의 기년명은 987년 또

는 1347년, 1407년 중 하나이나 명문기와에 타날된 문양 등 제작기법으로 보아
1347년 또는 1407년일 가능성이 높다.26) 사선문 암키와에 음각된
는 시문방법은 다르지만 김해읍성 북문지27)에서 출토된
고읍성28)에서 출토된

신축부지 내 유적에서 출토된

자명 기와

자명 명문기와, 김해

명 명문기와와 비교가능하다. 또한 봉황동 주택
, 南 자 명문기와로 보아 이러한 명문은 수급

된 곳이나 와요지와 관련된 지명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명문기와 중

객사지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명문기와는 官 ? 자명 기와로서 관청에서 제

작한 기와내지 官 이 주도하여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 발굴조사된 유적에서

출토된 官 자명 기와의 경우 관청 건물에 사용될 기와임을 표시하게 위해 단독적
으로 官 을 쓰는 경우와 관직과 관련하여 大官 , 또는 지역명+官 자로 구분된다.
그리고 官 뒤에 붙는 글자로는 화재를 피하려는 상징적인 의미로
官

이 출토되기도 하고, 官

기와라는 뜻으로 官

자를 붙인

와 같이 사찰이름을 표시하는 경우, 관이 제작한

등이 나타난다.29) 그러나 김해객사지에서 출토된 官 ? 자

명 기와는 뒷글자가 1/2 밖에 잔존하지 않고 김해 분산성 동문지 발굴조사30)에서

23) 東
24) 高

25)
26)

27)
28)
29)
30)

究 , 金
洞 220-3ㆍ5ㆍ9
, 2011, p.53
卷57 11
2
로 되었고 후에
23년(940)에 전국의 주ㆍ부ㆍ군ㆍ현의 명칭을 개편함에 따라 金
강등되어 …(중략)…
慶 道
「金
」
충선왕 2년(1310)에 여러 을 선별ㆍ폐지하면서 다시 김해부로 하였다.
東
究 , 앞의 보고서 (2011)에서는 명문기와가 출토된 건물지 1호와 구조가 유사
한 건물지 2호에서 상감청자편이 출토되어 정해년의 기년명을 1167년 또는 1227년으로
판단하였으나 청자편이 명문기와와 공반되어 나온 것이 아니기에 본고에서는 다르게 판
단하였다.
慶南
究 , 金
, 2009.
東
究 , 金 古
, 2008.
차순철, ｢官
의
檢 ｣, 경주문화연구 5, 경주대학교 경주문화연구소,
2002.
東
究 , 金
東
掘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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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官 자명 기와가 수습된 것으로 보아 김해 부근에 관청과 관련된 가마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 大 자명 기와가 1점 출토되었는데, 1개의 글자를 새긴 방

곽과 횡선과 사선문이 교차하는 집선복합문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앞서 김해읍
성 북문지31) 내에서도 동일한 명문기와가 출토된 바 있다.

김해객사지에서 출토된 기와는 선조문 토수기와에서 창해파문 평기와 등 대부분

고려시대의 것으로 건물이나 담장 축조 때 사용된 부재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의 특성상 극히 일부분에 한정되고 교란이 심하여 출토된 기와를 통해서는 유

적의 구체적인 편년 설정은 어려웠지만 명문기와를 통해 볼 때, 고려～조선시대까

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Ⅲ. 김해객사지 연혁
1. 문헌과『 海府內地圖』를 통해본 김해객사의 구조
김해객사가 정확히 언제 초축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圖

에 세종 25년

(1443년)에 화재로 인해 소실되어 중건했다 는 기록32)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

도 1443년 이전에는 김해객사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김해읍
성의 시축시기가 세종 16년(1434)인 것으로 볼 때, 읍성의 시축과 더불어 객사가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나 앞선 시기인 고려시대 이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그리고 객사의 폐기시점 역시 알려진 바 없으나, 객사 내 건물인 연자루가 1932

년경에 폐기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연자루가 폐기되는 시점 또는 그 전후로 김해
객사의 기능이 폐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33)
김해객사의 명칭은 주로

堂과

館 2개로 기록되어 있다. 光 君 記

究 , 金
31) 慶南
, 2009.
圖 「金 都
32)
」.
营
癸
訥
記.
〔宮 〕客館
33) 일제강점기 통감부(1906～1910)가 설치되면서 객사 건물은 보통학교 교사, 재판소로 전용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김해객사의 경우, 전용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폐기 내
용은 알 수 없다.
여상진ㆍ심우갑, ｢
客 建 의
｣, 大 建
論
제20권 제10호 통권
제192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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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1623)에는 청해당으로 기록34)되어 있으며 이후 기록인 慶 道

(1833)에는 분성관으로 명칭이 달리 기록35)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청해당에서

분성관으로 객사의 명칭이 변화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인조 26년(1648)경 화재에
의해 소실되어

敬에 의해

되었다는 기록36)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분성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김해객사 중창 당시에는 익랑이 없고 정청을 중심으로 하는 건물만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1676년에 좌 • 우의 익랑을 지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1676년경
에 이르러서 김해객사의 전체적인 구조가 완성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중 • 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해객사 내에는 중심 건물인 정청 이외에도 누각과 같은 보조 시설물들이 배치

되어 있는데, 누각이나 연지는 연회나 휴식을 취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로 문헌기록
에 유희를 즐긴 기록이 남아있다. 문헌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물은
,

雷閣 ,

있으나 『金

堂,

錦堂 ,

筠閣 ,

,

,

堂 으로 모두 8개의 건물이

內 圖』(1820년경 제작)에서는 청뇌각, 연자루, 함허정, 연당 4

개의 건물만 표현되어 있다. 임금당과, 청심루, 영추당은 『金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金

內 圖』에는 그

內 圖』의 제작시기(1820년경 추정) 이

전에 폐기되어 기록만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청뇌각은 기록상으로 중문(내삼문) 밖에 위치하는데, 『金

內 圖』에서는

객사의 전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영추당은 서헌의 아래쪽에 위치하
는데, 『金

內 圖』에는 이곳에 우물이 위치한다.

함허정과 분성대, 연지, 연당은 김해객사의 후원지를 구성하는 건물들이다. 분성

대는 정청의 바로 뒤 편에 어느 정도 이격되어 있는데, 『金

內 圖』에서는 분

성대 주변에 나무 등이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4) 光 君 記 19卷 光
校
(
)……金
客
堂
極
頭
極
35) 慶 道
』「金
館客 .
〔公 〕
圖
36)
「金 都

蓋
落
. 客
」

軍器庫間
介介
堂

弓
軍器

固
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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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루는 현재 포교당이 위치하는 곳으로 2008년 시굴조사 당시, 건물지의 기단석
으로 추정되는 석축이 조사되었다. 연당은 연자루의 뒤편에 위치하는데, 문헌기록
에는 東 의 북쪽 담장 안에 위치한

다. 여기서 동헌은 일반적인 고을 수

령이 업무를 보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
이 아니라 정청의 동쪽에 배치된 익헌
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자루

는 함허정의 아래에 위치하며 동쪽편
에는 연지가 위치하는데, 이는 동헌에

서 주로 사신의 접대가 이루어지기 때
문에 동쪽 편에 연지를 배치해 둔 것
으로 추정된다.37) 청심루는 연자루에
서 50보 아래에 위치하며, 임금당은

연자루와 청심루 사이에 위치한다. 매
균각은 임금당의 동쪽편에 위치한다.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金

內 圖』 제작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

았던 건물의 위치를 추정하여 보면
[도면 4]와 같다.

도면 4. 김해객사 내 건물 위치 비정
(『

』상에 문헌 내용 추가)

37) 대개 동익헌이 서익헌보다 격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며 여기서 주로 연회 등을 연다. 그 때
문에 동익헌 주변에 연못을 마련하거나 주변에 수목을 조성해서 좋은 경관을 꾸미게 된다.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 技 堂,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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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객사 및 객사 내 건물 관련 문헌정리

객

문헌

연도

光 君 記 卷19
)
18 8 10 (

1608
～
1623

客 인
이 한꺼번에 무너져내려 재목과 기와가 산산히 부서
졌 고 … … (하 략 )

1757
∼
1765

계 해 년 (세 종 25, 1443)에 고 을 의 관 아 가 불 타 버 리 자 부 사
이 다시 짓고
이 기문을 지었다.

<

>
慶

사

〈

〉

<官 >

명칭

내용

1833

館 분성관 客 이다.

1996

①
②
館
③
④

25
26
7
2

(1443)
(1648)
(1656)
(1676)

되어

이

敬이
이
國 이 좌우의

建.

을 짓고

①仇
9 (531) 왕 명 으 로
함.
3 (1677)
國 이 建.
②
13 (1687)
, 44 (1718)
九.
③
, 高 7 (1870)
,
13 (1876) 䎘
.
④ 1932
8 17
去
①
②

<官 >

1996

11 (1845)
등의 各
가

아 래 50 쯤 의 거 리 에 위 치 .
32 (1832)에 는 벌 써 없 어 졌 다 .

① 客館의
밖에 위치.
閣 ②
(1649)
③
38 (1712)

기타

하였다.

敬이
이

建.
를 세워

.

①
와
사이에 위치.
②
32 (1832)에 는 이 미 없 었 다 .
①임금당의 동쪽으로 이전.
筠閣
②
32 (1832)에 는 이 미 없 었 다 .
①
의
,
②
君 3 (1497)
③ 약 50 뒤 이
2 (1547)
④
(1777)
⑤
터에서 고쳐 세움.

의
이
가

에 위치.
.

.

이 다시
된 것을

建.
(1801)

이 옛

①
의 쪽 담장 안에 있다.
繼 이 초축.
② 光 君 7~ 10 (1614-18)
7~ 10 (1666-69)
이
,
③
25 (1699)
가 옛터에 다시
..
④
①객관의 서헌의 아래쪽에 위치
②
32 (1832)에 없 어 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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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해객사의 입지
객사는 중앙집권적 왕권을 상징하는 건물로 지방 읍성 내에서 가장 중심에 자리

하는 권위건축물 중 하나이다. 즉 유교적 이념에 따른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지방

에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세운 것으로, 의식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
미에서도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상징적인 건물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읍성의 공간계획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친 이론적인 요소는 풍수지리

사상과

「考工記｣38)의 都

이다.39) 조선 건국 초기 중앙왕권의 집중을

위해서 유교 원리에 입각하여 읍성 내 공간 배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도
읍을 형성한 한양과는 달리 이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해 왔던 도읍의 경우 앞선시기

인 고려시대부터 형성된 기반을 바탕으로 배치되는데, 풍수지리사상은 고려시대부

터 유행해 왔으며 읍성의 공간 배치는 풍수지리사상에 따라서 배치된 상태여서 이
를 무시하고 이론적인 공간계획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김해 역시 조선시대 김해읍성 축성 이전부터 지방행정과 군사상 중요지역으로

고려시대에 행정치소인 김해고읍성이 축조40)되면서 이미 공간배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해고읍성은 김해읍성과 평면형태가 거의 유사하며 방형의 성
곽 내 주요 가로망이 십자형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 할 때, 김해읍성 내
십자가로망은 기존 토성의 가로망을 그대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김해읍성은 동ㆍ서ㆍ남ㆍ북문을 가로지르는 대로를 중심으로 4개의 구획으로

구분되는데, 객사는 그 구획의 북동쪽에 위치한다. 『金

內 圖』에 김해읍성

의 대로와 객사 사이에는 민가가 배치되어 있어 객사는 대로와는 다소 이격된 곳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현재 지도와 비교할 때, 주도로와 매우 인접해

는 유교경전의 하나로서 관직제도의 기준이 된다. 이 책의 체제는 천지춘하추동(
冬)의 육상(
)에 따라 직제를 크게 천관( 官) • 지관( 官) • 춘관( 官) • 하관
( 官) • 추관( 官) • 동관(冬官)의 여섯으로 나누고 그 아래에 각 관직과 직무를 서술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체가 천관총재( 官冢 ) • 지관사도( 官 徒) • 춘관종백
( 官
) • 하관사마( 官
) • 추관사구( 官 寇) • 동관고공기(冬官考工記)의 여섯 편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 1994.
의 空間構 및 建
에 關한 究｣,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9) 姜 , ｢
1995.
究 , 金 古
40) 東
, 200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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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객사의 동쪽 편에는 호계천이 북-남으로 흐르는데, 함허정에 호계천의 물을 끌

어들여서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金

內 圖』에서는 객사의 동쪽 편으

로 호계천이 흐르고 있다. 현재 호계천은 복개된 상태로서 『金

內 圖』에서

나타나는 객사의 위치와 현재의 동상동 재래시장은 같은 곳임을 잘 알 수 있다.

『金

內 圖』에 동헌은 남-북방향의 대로를 중심으로 객사와 나란히 서쪽

편에 배치되어 있으며 객사는 읍성의 동쪽에 치우쳐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 지도상

에서는 읍성의 중앙부에 위치한다. 객사는 일반 동헌보다 격이 높은 것으로 보는
데,41) 김해읍성 내 중앙부에 객사가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조선시대 관아 건물의 입지는 읍성의 북쪽편에 위치하는 경우

가 많으며42) 객사는 동헌과 인접하여 나란히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43)『｢金

41) 손영식, 한국의 성곽 , 2009. p.679
42) 김종영, ｢조선시대 관아건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圖 와 읍지의 지도 중 관아의 위치 파악이 비교적 용이한 33개의 읍을 대상으로
읍성 내 관아 위치를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그 중 읍성의 북쪽에 위치하여 전
체 공간체계의 중심을 형성하는 A형의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유형
A

43)

해당 관아
교동현, 한산군, 해미현, 대구감영, 고창현, 광산현, 낙안군, 영광군, 순천도호
부, 흥양현, 무안현, 연안도호부, 풍천도호부, 웅진현, 함흥부, 북청부, 삭주도
호부, 벽동군

합계
19

B

서천군

1

C

구례현, 명천현

2

D

비인현, 안동도호부, 감산도호부

3

E

청도군, 전주감영

2

F

명천군, 상주목, 귀성도호부, 나주목

4

G

홍주목, 남원도호부

2

圖 와 고지도를 이용하여 80개 읍의 객사와 동헌의 위치 관계를 비교한 연구에 의
하면 객사와 동헌이 인접하여 나란히 배치되는 경우가 50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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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 圖』를 참고할 때, 김해객사의 입지는 조선시대 객사의 전형적인 입지양

상을 보여주고 있다.

Ⅳ. 김해객사지 공간 구성
발굴조사된 김해객사지의 건물지와 문헌내용, 고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조사된 건물지의 공간 구성 및 각 건물의 성격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현존하고 있는 객사 중 전체 원형이 남아 있는 사례는 드물고 대부분 정청과

동 • 서익헌, 그리고 몇몇 누와 외삼문 정도만 남아 있는 경우이나 대부분 그마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변형되어 원형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상황을

현존하는 고지도나 문헌기록 등으로 보안하여 어느 정도 배치양상을 파악할 수 있
다.

객사의 전형은 정청과 양익헌

을 중심으로 좌 • 우에 익랑이 배
치되고 정청의 정면에 내삼문과

외삼문, 홍살문이 순차적으로 배
치된다. 대개 서익헌보다 동익헌

이 격이 높은 것으로 여겼으며
주로 동익헌에서 연회를 연다.

그 때문에 동익헌 주변에는 연못
을 마련하였다. 이를 도식화한
것이 [도면 5]이다. 물론 이와

같은 객사의 배치구조는 지역과

자연적 상황에 따라서 상당한 차

도면 5. 객사배치 개념도44)

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를 공간별로 구획하면, 모든 의식이 치러졌던 주공간(정청 및 동ㆍ서

익헌), 휴식과 유흥을 위한 정원이나 객사의 지원을 위한 건물 등이 배치된 부속
유영수, ｢
代 客 建 에 관한 연구｣, 高 大 校大
44) 유영수, ｢앞의 글｣, 1989.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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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논문, 1989.

공간, 그리고 주공간에 들어서기까지의 진입공간(외삼문, 중문, 내삼문)으로 나눌
수 있다.45)

객사가 이러한 기본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을 염두해 두고 『金

內 圖』의 객

사 배치와 조사된 건물 간의 배치양상을 비교 검토하여 발굴조사된 각 건물지의 성
격과 명칭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金

內 圖』의 경우 객사에 표현되

어 있는 건물은 대부분 건물에 이름이 있는 것에 한정되므로 이름 없는 건물의 경
우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1호 건물지는 조사대상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건물의 구조가 복잡하여 복수

의 단위 건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객사의 본관이 되는 정청의 경우,

좌 • 우익헌이 인접하여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1호 건물지는 좌우 별도의

건물지가 배치되어 있는 복수의 단위 건물지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
한 사실을 종합하여 김해객사의 정청으로서 『金

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정청의 전면에 내삼문, 외삼문이 배치되는데 『金

확인 되지 않는다. 반면

內 圖』의

館 으로 보아

內 圖』에서는 내삼문은

雷閣이 지도에 표현되어 있는데, 청뇌각은 중문(내삼문)

밖에 위치한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내삼문-청뇌각-외삼문의 순서로 배치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호 건물지는 2단의 기단석축으로 이루어져 문지와

같은 시설보다는 건물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객사의 건물지 배치로 보아 일반적으
로 정청의 중심부를 기준으로 내삼문-외삼문이 배치되는데, 조사구역인 하수관로

의 방향이 정청의 중앙을 관통하여 설치되지 않고 있어 2호 건물지가 문지에 해당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2호 건물지는 청뇌각, 2호 건물지의 남쪽 석축은
외삼문의 서쪽 담장으로 추정되며 외삼문은 『金

있다.

內 圖』에 문루로 표현되어

객사 정청의 후면에는 정원 등이 배치하는데, 김해객사에서도 이와 같은 후원지

가 있다. 분성대와 함허정, 연자루가 이에 해당하는데, 연자루는 현재의 포교당이
위치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함허정은 이보다 북쪽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된다.

분성대는 정청의 바로 뒤편에 위치하는데, 1호 건물지의 뒤편에는 모두 3동의 건
45) 유영수, ｢앞의 글｣,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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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지가 조사되었다. 그 중 1호 건물지와 동시기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3호 건

물지가 분성대일 가능성이 높지만 3호 건물지의 위치가 연자루와 함허정 사이에
있는 것이 문제이다. 연자루는 현재 포교당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위치상 3호 건물지보다 더 북쪽 편에 위치할 확률이 높다. 1호 건물지 배후에 배치

된 3ㆍ6ㆍ7호 건물지는 지도상에 명칭이 부여되지 않은 창고와 같은 부속 건물 정
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청심루는 연자루 아래 50보46)에 위치하는데 이것을 수치로 환산하면 135m 정

도이다. 연자루로 비정되는 현재의 포교당에서 남쪽으로 135m 정도 이격된 곳에

청심루가 위치하고있어야 하나 이곳은 조사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
의 존재여부는 알 수 없다. 임금당은 연자루와 청심루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기
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4호 건물지로 비정가능하다. 1호 건물지의 서쪽 편에는

5호 건물지가 위치하는데, 장축 방향이 남북으로 이루어진 건물은 위치상 서익랑
일 가능성이 있다. 원래 익랑은 정청 전면의 좌우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문

헌기록에 김해객사의 익랑은 정청이 완성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축조하였기 때
문에 건물 배치가 일반적인 배치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5호 건물지가 1호

건물지와 동시기로 파악되기 때문에 서익랑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
헌 기록에 서헌의 아래에 영추당이 위치한다고 했으므로 5호 건물지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堂일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동상동 재래시장 일대에 김해객사 건물의 위치를

[도면 6]같이 비정해 보았다.

46) 보통 장년 남자의 발걸음이 기준이 된다. 이 방법은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처음에는 1보
의 길이가 주척(
) 8척이었으나, 춘추전국시대에는 주척 6척 4촌, 후에 주척 6척, 주척 5
척으로 바뀌어 사용되었다. 한국에서의 보의 단위는 토지측량에도 사용되던 중국과는 달
리 처음에는 단지 거리측량에만 사용되었다. 그 후 중국의 제도를 본 따 1보를 표준척도의
6척으로 하였으며, 견포의 길이를 재는 데도 사용하였다. 그 뒤에도 몇 차례 보의 길이가
바뀌었지만 1444년(세종 26) 이후로는 다시 6척이 1보가 되었다.
따라서 세종 때 주로 사용되던 포백척(1척 =44.75㎝)을 기준으로 1보(6척)는 268.5㎝이며
50보는 13,4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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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김해객사 건물지 위치 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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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김해 하수관거정비(BTL)사업 에 따른 동상동 재래시장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김해 객사지를 구성하는 건물지 8동, 석축 5개소, 불명석군 1개소 등이 조사되었

다. 조사된 건물지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명확한 건물의 성격을 규명하지 못
하였으나 기단석축과 적심이 비교적 양호하여 이를 통하여 축조수법을 복원하였

다. 그 중에서 조사대상지역에서 유일하게 규모를 알 수 있는 1호 건물지의 규모,
축조수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객사의 정청으로 비정하고 평면 복원도를 작성하
였으며 이를 토대로 주변 건물지 간의 상대적 축조 순서를 추정해보았다.

또한 문헌자료와 고지도 등을 검토하여 김해객사 내에 어떠한 건물들이 존재하

였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김해객사의 시축 시기 및 소멸 시기를 추정하
였다. 이상을 통해볼 때, 김해객사의 구조나 위치는 조선시대 객사의 전형적인 특
징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 김해객사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러나 조사 범위의 한계로 전반적인 건

물지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무리가 많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점은 향후 전
면 발굴조사 등을 통해서 보안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고가 이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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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rspective of Gimhae Gaeksa Site
Kim Jeong-yul
As a result of the excavation on the Dongsangdong Traditional Market

according to the Gimhae Sewer Appurtenance Refurbishment Project(BTL),

Gimhae Gaeksa site were composed with 8 building sites, 5 masonry sites,
and 1 unidentifiable site. Clear identification of this building site has not

been made yet, but they are certainly part of Gimhae Gaeksa(an official

multi-purposed residence in Joseon Dynasty). However, sticks which give a
slope to a roof and stone stylobate were remained intact relatively and so
it is possible to recover the construction methods. Among them, the 1st
building site which is the only

measurable site seemed to be the main

building of Gaeksa given the size, construction methods and then the floor

plan had been reconstructed. Analysis on the construction methods, height,

arrangement, and size could supply certain clue for the construction order of

the Gaeksa buildings. At the same time, this work reviewed relevant

historical records of Gaeksa and then presumed existed buildings and the
date of foundation and collapse. Compared with

Gimhae Inside Map ,

unidentified buildings are also researched on this site. Location and

structure of Gimhae Gaeksa had been identified then as the typical structure
of other Gaeksa in Joseon Dynasty. Finally this work compared the result of

the excavation and historical records and then tried to understand the

feature of each building site. In the mean time, the reconstruction map is
also produced here, including the unexcavated sections in this site.

Keywords : Gimhae Gaeksa, construction methods, construction order,
location, spac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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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 사회에서 박물관 전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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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역사박물관 전시실 전경

지식기반사회에서 박물관 전시의 역할
1)정진아*

요 약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식이란 단순히 무엇에 대해 아는 것을 뜻하는 것

이 아니라 앎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여 이를 체계화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정보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

식의 축적은 한 국가의 지적 자산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박물관이 지
식의 보고로서 지식창조 기관의 역할을 해줄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박물관은 여전히 근대적 성격의 연장선에서 주도세력에 의해 국가주의적

이상을 전달하거나 대중에 박물관을 공개하여 공공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부여

하고 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중산계층의 교육적 열망과 박물관 재정자립을 위한
경영이라는 개념이 만나면서 박물관 전시는 관람객 만족을 위한 대중성을 지향하
게 된다.

이러한 박물관의 경향은 박물관이 반드시 지녀야 할 전문성과 함께 인간의 지적

경향을 보여주는 자원을 보존하고 전시하도록 하는 박물관만의 독특한 우수성을
퇴색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에서 박물관은 전문연구 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지니고 그

것이 바탕이 된 전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시기획력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

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또한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평생교육의 장인

박물관이 보다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차등화 된 전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모든 관람객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 국립해양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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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대상, 주제, 목적 등에 따라 특화된 박물관으로 전환하여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전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물관이 지식을 확장해 나가면서도 다변화된 소통의 방법을 강구하는 이러한

모델은 박물관의 근대성을 극복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전시를 기반
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지식기반사회, 박물관 전시, 평생교육, 전문성

Ⅰ. 머리말
일반적으로 박물관1)이라고 하면 국가의 문화유산들과 예술작품을 소장하고 있

는 건물이라 여기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이러한 박물관의 공공성과 전문성 때문
에 박물관에서의 전시는 기획자나 연구자의 의도가 아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

이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박물관의 역사를 살펴보면 박물관의 개념은 하나의 고
정된 불변의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계속적으로 변화해 온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엘리언 후퍼 그린힐(Eliean Hooper-Greenhill)은 박물관이 시대적 패러
다임에 따라 수집품의 의도, 분류 기준, 전달하고자 하는 전시의 내용 등이 끊임없
이 변해왔고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재정의 되어왔

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 하였다.2) 즉 전시공간을 사회구조적 특성을 지닌 것

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 박물관들도 사회구조 속에서 따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박물관의 활동
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박물관들은 세계화에 따른 국제교류의 증진과 대중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

하기 위한 문화적 서비스 기능이 강화되는 면모를 보인다. 이는 박물관의 활동들이
왕실 또는 귀족층의 정치적 • 종교적 물품을 수집하여 보관하던 기능에서 벗어나

일반에 공개되고 사회교육 차원에서의 활동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적 성향을 띠면
1) 본고에서 박물관 이란 미술전문박물관을 나타내는 미술관 이 포함된 개념으로 사용한다.
2) 김형숙,『미술, 전시, 미술관』, 예경, 2006, p.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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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반 대중에 유익하고 즐거움을 제공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모습에

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박물관은 대중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한 노력으로 대
형 전시회들을 개최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하면서 복합적인 교육 • 문화센터

로서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것은 박물관에 경영의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박물관

의 문턱을 낮춰 일반대중과 함께 배우고 즐기는 대중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함
이다.

이러한 노력은 박물관들이 과거 엘리트주의에서 탈피하여 대중에 다가가는 공공

의 열린 박물관 이미지를 부여하지만 이러한 대중성 지향이 박물관이 지니던 전

문성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볼 문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역사 속에
서 박물관 전시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해 와서 대중성 을 지향하는 현재에 이르렀
으며,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박물관 역사에 따른 전시 역할의 변화
역사적으로 박물관의 의미는 누가 • 무엇을 수집하고, 어떻게 분류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새롭게 재정의 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박물관에서의 전시
란 당시의 문화, 사회, 정치적 성격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임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박물관은 한 사회의 체제와 불리 될 수 없는 기관으로 시대상을 반
영하고 정체성을 부여하는 의식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박물관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역사 속
에서 박물관은 어떠한 형태로 사회를 반영해 왔고 현재의 박물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1. 박물관의 기원 및 성격
1) 복합적 기능의 무세이온(Mouseion)

박물관 (Museum)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문예, 미술, 철학의 여신인 뮤즈

(Muse)에 바치는 신전인 무세이온(Mouseion) 에서 그 어원을 찾고 프톨레마이
지식기반사회에서 박물관 전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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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 1세(Ptolemy Philadelphus)가 기원전 280년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설립

한 무세이온(Mouseion)에서 그 기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톨레마이오스 왕

은 궁전에 철학자들의 조각상이나 각종 진귀한 동물과 예술품 등을 모아두고 그곳
을 무세이온으로 부르게 했으며 뮤즈에 대한 경배뿐만 아니라 문예와 철학을 연구

하는 장소가 되도록 장려하였다. 일종의 연구 • 교육센터였던 무세이온은 다양한
분야의 수집품 외에 도서관, 천체관측소와 다양한 연구와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었
다.

그러나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신전의 피나코테카(pinacotheca)에서 이미 전리품

및 제례에 바친 그림을 보관 • 전시를 한 점이나 알렉산드리아의 무세이온이 연구

소나 도서관의 성격이 더 강하였고 그리스 시대에 다른 여러 교육기관들이 이미 무

세이온으로 불리기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박물관의 기원을 알렉산드리아의 무
세이온으로 보는 것에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
관의 기원을 굳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무세이온에서 찾는 것은 수집된 도서와
미술품을 전시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문예, 철학을 연구함으로서 그리스를 배우도
록 하는 복합적 기능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리스 신전의 피나코테카는 신에게 바

치는 예술품을 보여주고 보관하는 기능만 하였고, 무세이온으로 불리던 다른 기관
들은 교육의 기능이 주를 이루었으며, 실제적인 문화로서 일상생활과 실용 가치를
존중하는 성격이 강했던 로마시대에는 그리스와 같이 본격적인 연구 기관으로서

뮤지움은 등장하지 않았다. 즉 단순한 용어의 유사성과 특정한 기능만으로 그 기원
을 찾기보다 수집, 전시, 교육,4) 연구이라는 복합적 기능이 어우러진 전문적 기관

으로서의 역할에서 그 기원을 찾은 것이라 여겨진다.

이와 같은 무세이온의 고대 박물관 개념은 철학적 토론의 장, 학문연구의 장, 귀

한 책들이나 예술품을 소장하는 공간적 개념으로 해석5)되었고 신성한 지혜와 유

산을 일상적 삶의 폐해로부터 보존하는 성소로써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이런 순수
학문을 위한 박물관의 성격은 이후 오랫동안 찾아 볼 수 없으며 박물관은 시대의

3) 서원주, 「동서양 박물관 명칭의 어원과 그 교육적 함의」,『박물관 교육연구』창간호,
2007, pp.69~71.
4) 박물관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전시는 궁극적으로 자연 활동이나 인간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규정된 교육적 활동이 없다하여도 교육의 기능을 수반한다고 본다.
5) 김형숙,『미술, 전시, 미술관』, 예경, 2006, p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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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속에서 권력과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2) 부와 힘을 과시하기위한 박물관

로마시대에는 그들이 정복한 각 지역의 미술품, 진귀한 동식물, 각종 전리품들을

수집하여 가정에 진열하고 자랑하는 작은 규모의 공간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중에서 몇몇은 진귀한 미술품이 국가와 사회, 공중의 것이니 일부가 독점하지 못
하도록 일반에 공개와 관람을 권장하는 노력을 하기도 하였으나 관철되지 못한 채
중세로 계승되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각 사원이 박물관으로서의 구실을 하며 종교

적 헌신을 위한 예술품과 진귀한 물건들을 일반에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충실한 조사연구를 거치기보다 흥미위주의 전시로 비싼 입장료를 징수하는

등의 폐단을 보이기도 하였고 이는 과거 그리스의 박물관 개념과는 많은 차이를 보
인다.6)

르네상스시기로 접어들면서 인문주의자들에 의해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고

대의 문화에서 찾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새로운 관심은 오랫동안 파묻
혀 있던 성경의 필사본, 조각품, 동전, 메달, 건물의 파편, 무덤의 비문 등이 세상의
빛을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부를 축적한 상인층은 소수이지만 미술품과
수집품들을 예술가나 학자들에게 공개하여 예술가 양성에 이용하기도 하였고 이러
한 예술의 후원과 수집 행위는 순수한 미적 취향의 소산이라기보다 부를 축적한 상

인들의 과시용이라 할 수 있다. 부를 축적한 상인층은 아름다운 예술품을 소유하는
것이 자신의 부와 명예를 나타내는 최상의 수단으로 여겨 예술품, 특히 고대 조각

품을 소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인문학자들이 본래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
른 것으로 지배 권력의 정당성이 취약함을 미술의 시각적 권위를 이용하여 높이고
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에 의한 부호들의 수집 경쟁은 원본의 공

급을 한계에 이르게 하여 모조품 제작이 번성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7) 실상

이러한 모습은 지자체 기관장의 전시행정을 위해 무분별하게 설립된 우리나라의

많은 박물관이 전시할 유물이 없어 모조품으로 전시장을 채우는 현대의 모습과 유
6) 이난영, 『박물관학』, 삼화출판사, 2008, pp.4-5.
7) Peter Burke, The Italian Renaissance : Culture and Society in Italy, Princeton, 1999,
pp.89-124. : 전진성, 『박물관의 탄생』, 살림, 2004, p.1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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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다.

2. 계몽주의에 따른 근대 박물관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
1) 자유와 평등 이념에 기초한 박물관의 공개전시

근대에 등장하는 계몽주의적 사고와 민주주의적 이상들로 인해 박물관에도 변화

가 왔다. 계몽주의 사상이 바탕이 되어 박물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 프랑스
혁명은 가르치는 국가 이념을 선포하고 혁명정부의 교육부가 박물관의 운영을 주

도하여 루브르 박물관의 예술품이 국민 전체의 소유물임을 천명하여 국민을 위한

지극히 근대적인 기관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예술품들은 더 이상 개인적인 소유물
이 아닌 국가의 문화적 재산으로 이해되어 이전에 종교적 성전이나 귀족들의 궁전

에 소장되었던 작품들이 일반 대중에게 선보이는 공개적인 전시형태를 가지게 되

었다. 이와 같은 박물관 성격의 변화는 곧 개인의 궁정에 속해 있던 박물관을 도시
의 거리에 면하는 독립된 건물로 분리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근대 박물관의 공개는 프랑스 혁명 이전에 이미 일어나고 있던 현상이었

으나8) 가장 훌륭한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절대왕정이 사수하고자 한 루
브르궁이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 무너지면서 비로소 근대적 박물관이 탄생하게 되

었다. 이러한 근대 박물관의 탄생은 새로운 정치적 가치로 부각된 국민 을 위한 새

로운 공공영역의 탄생을 의미한다.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을 필두로 유럽의 전역에

국민 을 위한 박물관이 설립되면서 박물관은 근대를 대표하는 기관의 하나로 정치

적 성격과 기능을 지니게 되었다.

2) 진보적 사고에 기반을 둔 직선적 전시

혁명의 주도 세력인 부르주아 계층은 절대왕정의 정통성을 뒷받침하고 있던 신

학적이거나 자연법적인 사고를 대체할 세계관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박물관 설립

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구체제가 닦아놓은 반석위에 세워진 것
8) 1753년 슬론 경(Sir Hans Sloane)의 개인 소장품을 바탕으로 설립된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이 사전 관람 신청을 전제로 일반인의 입장을 일부 허용하고, 파리의 뤽상부르크
(Luxembourg)궁 안의 갤러리를 일주일에 두 번씩 일반인에게 개방한 예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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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에 새로운 기관으로서 박물관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진열공간과는 다른
근대 박물관으로서의 고유 성격과 기능을 새롭게 규정해야만 했다. 그리하여 계몽
주의의 진보적 사고를 통해 기존의 세계가 혁명에 의해 점차 이성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으로 정당화 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전근대적 박물관의 성격을 띤 개인이 소유했던 진열공간은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 중심이 된 전시방법을 선택하였던데 반해 근대적 개념의 박물관의

전시는 진보하는 사회,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믿음을 가진 계몽

주의적 사고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주의적 역사관
이 반영된 전시 공간은 대상을 시간 에 따라 계열화시킴으로써 모든 사물들을 순

차적으로 성취되는 요소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근대 박물관 전시방법은 진보적 시간의 흐름으로 역

사를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역사와 시간이라는 개념을 통해
과거에 질서를 매기는 진보적 이상이 반영된 박물관을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대중

과 사회를 교육시켜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게 하였다. 덴마크 국립박물관의 수석 큐

레이터인 톰젠(Chisita Jurgensen Thomsen)은 박물관이 일반에 공개됨으로써 박

물관을 방문하게 된 대중에게 선사시대 유물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설명하기 위해

연대 결정 방법 을 개발하여 전시에 이용하였고 루브르 박물관 역시 당시 유행하

던 진화론적 분류법에 의한 연대기적 순서로 미술사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전

시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진보적 시간의 개념이 반영된 전시는 오늘날 우리나라 박
물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사적 전시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박물

관이 이러한 서사적이고 직선적인 전시방법을 통해 계몽적이고 교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3. 현대 박물관 전시의 성격
1) 전근대적 성격의 연장

계몽(啓 )이란 지식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9) 그리고 계몽주의는 봉건적 구습, 종교적 전통에 지배당했던 민중의
몽매를 이성에 비추어 밝히고 자유사상, 과학적 지식, 비판적 정신을 보급하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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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존엄을 자각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프랑스혁명에 의해 탄생
된 근대의 박물관은 국민을 교육하는 실용적 장소로 거듭났고 예술품이나 유물을

통해 일반 관람객들은 지식 을 제공받게 되었다. 즉 박물관이라는 의미가 배움 에
기여할 수 있는 근대적 제도로 전환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 국가들은 소장품을 국민에게 공개하면서 국민을 위한 박물관을 설

립하지만 동시에 박물관을 통해 국민을 국가 이데올로기 선전의 대상으로 전락시
켰다. 그리고 혁명의 주축인 부르주아 계층들은 근대 박물관을 공공영역 으로서의

박물관을 구축함으로서 옛 귀족층과 차별화된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와 생활양식

을 관철시킬 수 있길 바랐다. 그리하여 박물관을 매개로 사회의 주도권을 쟁취하고
자 하였으며 이를 자신들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한 기관으로 이용하였다. 전시방

법 또한 폐쇄된 진열(display)공간 이 아닌 전시(Exhibition)10)공간 의 탄생을

낳았으나 소장품들은 국민 교육의 사명을 띠고 의미를 부여하여 구성될 것이 요구
되었다. 그로 인해 진보적 발상위에 구축된 전시공간은 혁명으로 이어지는 시대적

순서에 따라 작품을 배열하는 관례를 수립하였고 근대 박물관이 곧 혁명의 역사를
재현하는 기념관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렇게 구축되어 온 박물관은 일반적으

로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공공교육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규범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오히려 박

물관 제도의 특성을 이용하여 특정부분을 과장하여 재현하거나 배제하면서 의미를
왜곡시키는 문화정치가 오랜 기간 동안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근대의 박물관은 계몽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소장품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있을 뿐 전근대적 박물관들과 마찬가지로 주도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연루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근대적 박물관의 양면성은 20세기에 들어 세계대전 이후 국가주의 사상

과 이념을 박물관 사업을 통해서 구현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 박물관의 근본적 기능과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
런 의미에서 현대의 박물관은 아직 근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할 수 있다.
9) http://www.korean.go.kr : 국립국어원
10) 진열(display) 은 소장품을 의미 없이 나열하는 것을, 전시(Exhibition) 해석에 의해 나열
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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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물관 교육의 재인식에 의한 대중성 지향

현대의 박물관의 개념은 엄밀히 말하면 유럽의 근대적 사고에서 나온 박물관 제

도로 근대적 사고의 박물관 개념이 지금까지 이어져 박물관을 사회교육의 장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계몽주의와 혁명적 사고가 바탕이 되어 마련된 근대의 박물관이

비록 전근대적 사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박물관을 일반에 공개함

으로써 대중을 박물관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근간을 마련한 점은 의미가 크다. 그리
고 근대적 박물관에서 존속 • 발전시켜야 할 부분을 찾는다면 이러한 교육기관으로
서의 역할일 것이며 오늘날 대중을 위한 교육 기관으로서의 박물관이라는 발상은

지극히 근대적인 규범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현대 문화의 민주화 11)

개념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대중이 관람을 통해 과거의 유산에 대해 배움으로

써 올바른 사회생활을 위한 지성과 인격을 형성해 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전제되
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20세기로 이어져 1958년 리오 데 자네이로(Rio de

Janeiro) 국제지역박물관 세미나에서 박물관이 갖는 교육적 역할의 중요성을 재인

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12) 이것은 일종의 박물관 혁명과도 같이 급격하게 파

급되어 박물관은 소장품을 보호해야 하는 것 이외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

력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관람객이 기쁨과 즐거움 을 찾을 수 있는 생동

감 있는 장소 로 태어나야 한다는 주장13)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또한 중산 계층

의 교육적 열망과 다른 매체들과의 경쟁 구조 속에서 관람객을 유치하는데 주력하

게 되었고 관람객 만족을 위한 상업적 마케팅을 박물관에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대중 지향 현상은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이나 전달 방법에도 영향을 미
치게 되어 전시가 계몽적 측면의 교육을 넘어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는 엔터테인
먼트적 체험위주의 전시로 전환하게 하는 경향을 낳게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대중 친화적이며 개방적인 살아있는 박물관의 개념으로 이해할

11) 문화의 민주화란 가격, 위치, 교육을 통한 문화의 대중적 접근성을 말한다. 즉 유엔 인권 헌
장에도 나오듯이 개인이 문화에 참여하는데 장벽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12) 양현미,「박물관 연구와 박물관 정책」,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p.129.
13) 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 American s Museum : The Belmon, 1969,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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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나 박물관이 가져야할 고유의 임무인 수집, 연구, 전시를 수행하기보

다 문화 활동센터 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치중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리고 박물관이 반드시 가져야 할 전문성과 인간의 지적 경향을 보여주는 증거물

과 다양한 자원을 보존하고 전시하여 전달하도록 하는 박물관만의 독특한 우수성
을 퇴색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Ⅲ. 현대 지식기반사회에서 박물관 전시의 역할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가치의 중심이 되는 사회로 지식의 가치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이 커진 지식기반사회(Knowledge-Based Society)라고

정의한다.14) 지식은 자본과 노동처럼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축적되면서 작
게는 기업, 크게는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자산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지식기반사회를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삼
아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즉 21세기는 지적 자본, 곧 지식의 생
산 • 획득 • 전파 • 이용 • 축적 등 지식기반이 튼튼한 국가가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
는 가정 아래 지금도 경쟁적으로 지식을 축적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 속에서 지식창조를 위한 기관으로서의 박물관의 역할은 더

욱 강조되고 있으며 박물관 그 자체가 인류의 지식과 생각의 보고로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주요 주체이자 원천이 되었다. 이에 박물관 평가 전문가인 폭크
(Falk)와 박물관 행정가 셰퍼드(Shepard)는 박물관이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존

재의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산업 시대의 사업 모델에서 지식시대의 사업 모델

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15) 즉 박물관은 지식의 보급을 확장시킬
수 있게 하며 다변화된 소통의 채널을 양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박물관 전시의 역할
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14) http://www.mke.go.kr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용어사전』, 2010.
15) Falk, Shepard, Thriving in the knowledge age : New business model for museums and
other cultural institutions, 2006, 양지연,「박물관(미술관)교육의 정책과 대안」,『한국박
물관 교육학』, 학국박물관교육학회: 민음사, 2010, p.10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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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창조 기관으로서의 박물관 역할 강조
1)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박물관

현대의 박물관은 근대 박물관의 성격을 계승함으로써 대중을 계몽하기위한 교육

시설로 인식하게 되고, 박물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비자인 관람객의 요구에 맞추
는 흥행성 위주의 전시공간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전문적 연구
성과에 의한 박물관 자료 수집과 정보의 제공보다는 다수의 대중을 위한 일반적인

흥미 위주의 정보 제공에 치우치거나 박물관의 가장 핵심적 자원인 소장품을 진부

하게 여겨 이를 교육적 기재로 대체하고 교육을 위한 증거물 정도로 여기는 현상으
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오늘날의 박물관 경향은 1800년대 미국 피일 박물관(Peale Museum) 의

사례와 유사해 보인다. 피일 박물관(Peale Museum)은 처음에는 대중 교육을 위

한 최초의 장소로서 교육과 오락 이라는 목적을 가졌다. 여기서의 교육은 도덕적

으로 훈련되지 않은 중산층들의 생활방식과 감수성을 훈련시키고 순화시키기 위한

교육의 장치로서 적절한 기능을 하였으나 건립 된지 20년이 지난 후 미국사회에서
중산층의 지배력이 강화됨에 따라 설립 당시의 도덕적 관심은 상당히 약화되고 대

신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오락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16) 즉 중산층이라는 새로운
세력의 등장으로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우선시되면서 피일 박물관(Peale

Museum)의 임무가 교육에서 오락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의 박물
관도 대중이라는 세력의 등장으로 그들을 만족시킬 서비스에 치우쳐 전문기관으로
서 역할이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박물관

전시의 목적은 더 이상 부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나 주체세력의 정당성을 선전하
고 대중을 계몽하기위한 정보의 전달이 되어서는 안된다. 전문 기관으로서 소장품

수집의 근간을 이루고 그 연구 결과물은 전시를 통해 관람객에 공개함으로써 자연
스럽게 박물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박물관의 기원을 저 멀리 알렉산드리아의 무세이온(Mouseion)에서 찾은

것도 알렉산드리아의 무세이온이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연구를 하고 연구를 위해
16) 김형숙,『미술,전시,미술관』, 예경, 2006,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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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를 전시라는 행위를 통해 공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

으로 자연 활동이나 인간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바탕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
다. 이러한 박물관의 기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박물관의 가장 근본적 특성은 연구

를 통한 수집과 전시기능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이 근간을 이루어 문화유산
의 보존과 활용체계를 구축할 때 박물관자원은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재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물관 자료들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조사 • 연구체계를 기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전시 및

다양한 박물관 활동을 생산해 낼 때 풍부한 자원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박물관만

이 가지는 강점인 자체소장품과 전문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전문적 연구
성과의 축적과 그 결과물의 전시는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관람객에게

정보를 제공 한다. 따라서 박물관의 조사 연구체계를 심화하고 특성화하는 것은 전
시 기획력의 강화와 소장문화재 연구 및 교육 활동의 성과를 얻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에 의해 확보된 박물관의 전문성은 다양한
박물관 활동으로 보급되어 창의적인 문화생산의 근원지로서의 역할이 가능해 질
것이다.

영국의 경우 산업혁명의 결과 산업 생산품들의 질이 낮아지고 공예품의 생산이

쇠퇴하게 되자 산업 생산품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디자인 과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1851년 수정궁 박람회 자료와 그 수익금을 바탕
으로 사무실, 미술관, 학교가 포함된 사우스 켄싱턴 미술관(South Kensington

Museum)17)을 1857년에 건립하였다. 그리고 미술관의 전시를 통해 장식미술의

높은 질과 장인 정신을 확인하고 전시물을 바탕으로 산업미술 훈련 프로그램을 운

영하여 미술교육과 산업과의 강력한 관련성을 추구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전문
적 디자이너를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과거의 예술작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데 힘을 기울임과 동시에 대중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디자인 산업의 중

요성을 일반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이런 미술관의 교육적 지향은 공예 • 디자인

전문기관으로서 일반 대중들의 디자인 감상 수업을 개발하는 등의 민주 사회적 가
치와 전공 분야의 과거 장인들이 이룬 업적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전문가를 양성하
17) 1899년 빅토리아 & 알버트 미술관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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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연구 지향적 사고가 모두 바탕이 된 것이다. 그리고 교육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도서관, 강의시리즈, 야간개방, 다양한 카탈로그 및 안내책자들을 마련

하고 미술관에 순회과(Circulation Department)를 두어 순회전시를 하였다. 이러

한 미술관과 산업을 연결시키고자한 사우스 켄싱턴 미술관의 개념은 미국의 미술
관 개념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미국이 따라야 할 박물관의 전형으로 삼았다.18) 이는 현대의 지식기반

사회에서 박물관이 전문기관으로서 추구해야할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박물관을 특정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인식하고 활용한 이러한 노력

은 현재 영국이 세계적으로 디자인 산업을 이끄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의 축적에 의한 정보 제공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지식이란 단순히 무엇에 대해 아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

니라 앎을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출하고 조직해 체계화함으로써 다시 새

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과 정보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박물관이
관람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박물관 자
체가 정보를 재생하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또 다른 정보를 재창출할 수 있는 체계

를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축적된 연구과정 자료들과 결과물의 축적은
미래 박물관을 형성해 가는 단계가 된다. 즉 박물관의 소장품 정보를 단순히 제공
하는 것을 넘어 자원의 의미를 증폭시키기 위한 추진방안을 세움으로써 박물관의

모든 활동이 미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문 연구 결과물이 축적되어 전시되고 다음 연구와 전시를 위한 자

료가 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을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은 일본 오사카에 있는 국립

민족학박물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국립 민족학박물관19)은 연구기관, 박물관, 교
18) J. Orosz, Curators and Culture : The Museum Movement in America, 1740-1870,
Tuscaloosa and London :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90, pp.223-234 : Lerman
L., The Museum : One Hundred Years and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9, p.14. :김형숙,『미술, 전시, 미술관』, 예경, 2006, p.2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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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기관이 연결된 집합체이다. 하지만 국립 민족학박물관에서는 자신들의 성격을
연구기관이라 규정하고 있다. 박물관을 위해 연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결과물을 사회적 환원의 차원으로 발생한 것이 박물관이라는 것이다. 초기에 문화
청이 아닌 문부성 소속으로 대학 공동 이용기관으로 시작되었다는 점과, 박물관에
서 필수적으로 있어야할 큐레이터가 없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국립 민족학박물관의 자료들은 1970년에 개최한 만국박람회의 결과로 얻게 된

다양한 자료들과 60명이 넘는 연구원들의 계속적인 연구결과물이 오늘날까지 축

적되면서 구축되었다. 특정 분야의 전문적 연구에 바탕을 둔 철저한 연구기획과 전
시, 또 전시 중 학술 심포지움, 전시 후 평가기록까지 문서화하는 일련의 과정은

민족학박물관 자료구축의 가장 큰 강점이다.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전시할 것인

가를 연구원이 결정하여 위원회의에 올리면 승인에 따라 연구 규모가 정해진다. 이
렇게 결정된 프로젝트는 책임연구자에 의해 공동연구, 기관연구 등의 형식으로 보

통 3년 정도 연구되고 그 결과물은 전시될 수도 있고 논문이나 책 또는 영상 자료
등으로 남게 되어 일반에 공개된다. 경우에 따라 그 연구를 바탕으로 추가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며, 전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연구자와 박물관 내 정보관리 시설과와
외주 업체가 함께 전시를 기획하고 홍보를 하게 된다. 연구과정 중 수집하게 된 실
물 자료들은 전시라는 형태로 공개되지만 전시되지 못한 자료들은 수장고에 보관
되어 다음 연구자의 기획전이나 다른 기관들에 자료로 제공되고, 논문이나 전공서

적 등의 결과물은 여타 다른 도서관이나 민족학박물관 내 도서관에 보관되어 다음

연구나 프로젝트로 재생산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또한 연구자들이 연구과정 중

인터뷰 한 내용이나 영상물들은 자체 편집을 통해 박물관 입구에 마련된 미디어 실
에서 컴퓨터로 일반관람객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기 위한 전시실 구성은 박물관의 확장을 고려하여 계획당시 5개 블
록의 전시실로 구상을 하였지만 현재는 2개의 블록이 더 증축되어 총 7개의 블록

으로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박물관의 확장과 함께 증축이 가능한 구조이다. 초기
에는 오사카 만국박람회의 자료들을 1～4번과 8번 전시실에 전시하였고, 가운데 5

19) 문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문화자원센터 구축전략
연구』,2006. : 보고서 해외사례 조사 중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주 인터뷰 대상자는
아사쿠라 토시오(
) 교수, 후지와라(藤 强) 관리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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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7번 전시실은 차후 연구 성과물을 전시에 반영 할 것을 예상하여 막아두고 사

용하지 않았다. 현재는 그동안 연구 결과의 확장으로 5, 6번 전시실은 전시가 되어
사용하고 있고, 7번 전시실은 여전히 다음 연구 결과물을 위해 비워두고 있다. 이

처럼 국립 민족학박물관은 전문 연구에 의한 자료구축과정과 함께 박물관이 성장
해가고 있는 것이다.

도판 1. 연구결과의 공개 모습(전시, 출판물, 영상물)

오사카 국립 민족학박물관은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던 자료들 뿐 아니라 깊은

지식을 지닌 60여명의 전문 연구자들이 있다. 각 분야의 권위자들인 연구자들의

자료 수집 노하우와 그들이 가진 네트워크는 박물관의 자료를 충분히 확충할 수 있
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축적된 자료들이 바탕이 되어 또 다른 연구
와 결과물을 낳게 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순환되면서 수집품을 단순히 보관하고 있

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박물관의 모습을 갖게 되었으며 전문기

관으로서의 위엄을 확보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창조의 보고가

된 것이다. 실제로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한 각 지역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 기업홍보
를 하고 싶어 한 세계적 기업 파나소닉 과 특집 다큐멘터리를 기획하던 방송사인

NHK , 심지어 우리나라 드라마인 대장금 의 기획자까지도 드라마 내용의 감수를

받기 위해 국립 민족학박물관과 그곳의 연구자들을 찾았다는 점은 지식기반 사회
에서의 박물관 역할에 대해 시사하는바 가 크다.

근대 박물관의 영향과 현대 박물관의 대중지향적 성향은 전시를 통해 다양한 대

상에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지식의 보급을 확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박물관의 근본적인 기능은 전문연구 기능이 바탕이 되어 박물관 자료
를 활용하고 정보를 재생산하여 전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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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우선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박물관 전시
1) 다양하고 차등화 된 정보의 제공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로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

식기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평생학습의 장20)으로서

박물관의 역할이 증대되었다.21) 그리고 박물관은 공공의 공간으로 대중을 위한 교

육적 공간임은 근대 이후로 변함없는 사실이며 궁극적으로 전시 행위를 통해 정보

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교육적 기능 이 수반되는 것

은 당연하고 중시된다. 그러나 현대 박물관의 대중을 위한 교육적 기능 강화는 학

교 교육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학업성취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

는 학교 교육 환경과 유사한 성향을 보이게 한다. 이것은 박물관 교육이 지닌 비형
식적 교육,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특성을 오히려 약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 한

다.22) 그리하여 박물관이 전문적 기관으로서 성과를 수용자인 관람객에게 어떻게

전달해야하는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되었고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인 전시는 어떠
한 내용을 누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

냐하면 모든 박물관이 수집을 통하여 소장품을 보유하고 전시를 기획하여 관람객

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같지만 수집품의 범위도 넓고 관람 대상도 다양하기 때
문에 그만큼 다양한 요구와 개념들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 제공의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의 이견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첫째, 소장품과 그것에 관한 지식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의 문제
다. 즉, 상대적으로 국한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소장품에

20) 현대의 박물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평생 학습의 장은 1999년 「사회교육법」이「평생교육
법」으로 대체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근대적 박물관의 계몽적 성격과는 차이가 있다. 즉 공
급자 위주의 교육적 측면이 중심이 된「사회교육법」이 학습자 입장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
을 중시하는「평생교육법」으로 변경 된 것이다.
21)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박물관 비전 2020』, 2006. p.9.
22) Power, L & Robinson, J, Exhibit development with schools in mind, Journal og Museum
Education, 30(2/31), p.18~23 : 강인애, 「박물관(미술관)교육의 정책과 대안」,『한국박
물관 교육학』, 학국박물관교육학회, 민음사, 2010, p.11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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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를 높일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흥미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가지
해석과 설명으로 경험을 제공하여 보다 넓은 층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둘째, 박물관 전시를 누구의 관점에 따라 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과연 박물관 전문 인력의 관점을 따라야 하는지 관람객과 시장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인 것이다. 이것은 박물관이 전문성 이라는 부분을 강

조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중성 을 강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박물관학에서
끊임없이 거론되는 대표적 물음이라 할 수 있다.

박물관이 전문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박물관의 핵심 사업은

일반인이 다른 곳에서 접할 수 없는 훌륭하고 희귀한 사물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23) 따라서 관람객에게

반드시 그들의 원하는 것을 반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최고 수준의 정보와 경험
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박물관이 연구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획득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이와 반대로 대중성을 지향하는 집단의 경우는 전시와 교육보다 작품 소장
과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박물관 소장품의
공공적 사용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상적인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최대한 많은 이들
이 박물관 소장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즐거운 대중적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견은 2000년 미국 박물관의 양대 산맥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필립

드 몬테벨로(Philippe de Montebello)관장과 구겐하임 미술관의 토마스 크렌스

(Thomas Krens)관장의 21세기 미술관 경영 전망에 대한 대담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24)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전통적인 경영방식을 취하면서 박물관의 핵심기
능을 예술작품을 수집 • 보호 • 육성하는 것이라 정의하면서 관람객에 연연하여 흥

행 보증수표 라 불리는 작가들의 전시만을 선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하
였다. 반면 구겐하임 미술관은 혁신적인 글로벌 미술관을 지향하여 경영의 핵심을

관람객 확장에 둠으로써 문화적 경험에 대한 대중의 욕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결과
적으로 잠재 관람객 저변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전문성과 대중

23) Kotler, Neil, Kotler, Philip, Museum Marketing and Strategy, 1998. : 한종훈/이혜진 역,
『박물관 미술관학-뮤지움 경영과 전략』, 박영사, 2005, pp.38~39.
24) 이보아,『성공한박물관 성공한 마케팅』, 역사넷, 2003,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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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논쟁은 전문가로서의 양심이냐 상업적 성공이냐의 첨예한 갈등이라 할

수 있으나 두 입장 모두 타당성을 지니기 때문에 어느 한 시각에 치우치지 않고 교
육과 엔테네인먼트적 요소가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
적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기반 사회에서 박물관은 체험, 전시를 통한 교육, 실물을 통

한 직관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연령과 성별, 접근성, 지적 수준 등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학습, 평생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학생,
교사, 청소년, 대학생, 대학원생, 전문가 집단, 직장인, 주부, 노인, 장애인, 관광객

등 수많은 대상들의 요구에 맞도록 다양하고 차등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시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형
식적 학습은 현재 교육이 지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안적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관람객의 자발적 관람을 통한 정보의 제공

박물관이 대중에 적극적으로 공개되기 전까지는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들의 범

위는 매우 좁고 어느 정도의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시물에 대한
설명이나 패널은 필요치 않았다. 하지만 계몽주의에 의한 공공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박물관은 전시물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때의 전시는 소장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기 때문에 소장품이 가진 역사적 대표성과 그 절대적 가치를 전달
하는 것이 주가 되었고 전시물을 관람하는 관람객의 개인적 시각과 의미는 고려되

지 않았다. 현대의 박물관 전시는 이러한 근대적 전시성향의 영향으로 관람객의 관
심사와 전시 내용의 수용 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과 무관심으로 전시의 성격은 결

국 학예 연구원의 독단적인 해석에 의존해 구성하고 있다.25) 그리고 이러한 경향
은 자칫 학예사에 의해 편협하거나 잘못된 정보의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록

25) 노재령,「관람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개선을 위한 미술관 관람객 분석 : 캐나다 로얄 오타리
오 박물관의 관람객 연구를 중심으로」,『현대미술연구』제2집, 국립현대미술관, 1991,
p.86.

172

東亞文化 12

박물관이 역사적으로 문화와 지식을 권위적으로 소유하고 해석하는 존재로 인식되
어왔고 이러한 박물관의 권위는 희귀하고 진귀한 소장품들과 이를 해석하는 학예
사의 전문성에서 비롯된다 할지라도 학예사는 정보를 제시하는 것일 뿐 그것을 수
용하여 받아들이는 것은 개별 관람객이다. 따라서 관람객의 선행 경험이나 지식에

의해 정보의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람객이 어떻게 전시를 경험하
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시 기획단계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시물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전시물을 기반으로 한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람객의 인지구조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로 전시물과 관람객이 만들어

가는 상호관계성을 파악하여 전시물이 새롭게 의미를 생성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
람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람 경험은 전시물의

성격과 가치를 관람객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관람객
이 전시공간 속에서 박물관 정보의 메시지와 의미들을 자연스럽게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인 관람 경험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시 기법을 개발
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도판 2. 관람객의 행위를 통해 참여하도록 하는 전시방법
(국립민속박물관 / 대전 화폐박물관 / 워싱턴 스미소니언 우편박물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관람객이 전시물의 특성을 다양하게 파악 할 수 있

도록 전시물을 눈으로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지고, 듣고, 찾게 하는 등 다양한

감각과 행위를 통해 전시물을 느끼게 하고 활동하게 함으로써 전시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하는 전시 방법이다.([도판 2]참조)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 각 악기 앞의 이
어폰을 통해 해당 악기의 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하여 관람객이 시각을 통한

관람뿐 아니라 청각적 요소까지 사용하게 하여 경험의 다양성을 꽤할 뿐 아니라 전
시물의 특성도 다양하게 느끼도록 하고 있다. 대전 화폐박물관은 정보를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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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있어 관람객이 직접 지폐를 꺼내 실험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미국의

스미소니언 우편박물관은 각국의 우표를 펼쳐 보이는 전시방법을 선택하기보다 관

람객이 직접 관심 국가의 우표를 찾아보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관람
객이 어떠한 행위를 해야만 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시방법은 관람객에
흥미를 유발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받게 됨으로써 전시물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전시공간을 특수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감성을 자극하게 함으로

써 텍스트나 설명 자료가 아닌 관람객 경험의 연계와 환기를 통해 전시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도판 3]참조) 국립중앙박물관의 중국관 내 영상실은 중국관이라는
전시의 특성을 살린 공간으로 연출함으로써 관람객의 만족스러운 체험과 휴식을
유도하고 있으며 홍콩 역사박물관의 고고실은 고대 무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 해

놓은 전시공간에 관련 소장품을 전시함으로써 정보의 이해를 높이고 관람객이 현

장에 있는 것과 같이 재현해 놓음으로써 관람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이런
전시방법은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게 하고 관람객 스스로 전시 공간 속에
서 전시물간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박
물관 관람 경험은 실제 전시물과

의 직접적인 맥락성으로 인해 사
실 중심의 학습과 달리 개인의
태도와 신념, 미학적 이해, 기억
등 좀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이자 활동으로 기
억될 수 있다.

도판 3. 현장을 재현해 놓은 전시방법
(국립중앙박물관 / 홍콩 역사박물관)

이러한 전시 방법 이외에 앞으로도 박물관은 관람객의 인지 구조나 행태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관람을 경험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전시공간과 정보 제공 방
법을 제시해 줌으로써 관람객이 주도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새로운 정보를 창조
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74

東亞文化 12

Ⅳ. 맺음말
지금까지 지식기반사회로 정의되는 현대 박물관 전시는 어떻게 변해왔으며 앞으

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대의 박물관은 근대적 박물관
의 영향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거듭나게 되지만 전근대적인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주도세력의 힘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박물관이 지녀야할 전
문성과 특수성은 다소 양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는 지식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박물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현대 사회의 다원화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정보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때의 정보는 전통사회에서와 같이 일원적 커뮤니케이션의 체계에 의해 독점될

수 없다. 즉 전통적인 박물관이 유물과 수집품의 전시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것
을 넘어 전시를 기반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새로운
지식을 재생산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식기반사회에서 박물관

이 지향해야할 역할이며 이를 위해 박물관은 창의적인 문화 생산의 근원지의 기능
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박물관 자원의 공개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박물관의 지식이 확장해나가면서도 다변화된 소통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원화되고 탈중심화 된 박물관 모델은 박물관의 근대성을 극복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가지고 있다 여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박물관의 성공이 박물관의 규모나 대형전시, 관람객의 수

로 평가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박물관은 고유의 자원

과 외부 협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소통하며 그 효

과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박물관은 평생학습이 장으로 질 높은 교육 경험을 제공함으로서 지역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 되어야 한다. 흔히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를 뮤즈

(Muse)라 부르듯이 박물관은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내는 문화콘텐
츠의 영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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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the museum exhibition in the knowledge
based society

Jeong Jin-ah
In terms of the knowledge-based society, it is remarkable to analyse the

real meaning of "knowledge". It is not just knowing something but more

precisely close to the wisdom which create something on and on, including
technique and information. This kind of wisdom-knowledge can be

accumulated and then finally play as intellectual asset for one nation.

Therefore the modern museums as the storage of knowledge are facing new
institutional role for the creating new knowledge. However, there is leading
power which tries to control the museum as old-fashioned storage and so

the museum have both colliding roles : the one which serves the public

under the institutional aim of educating people and the another which
delivers the nationalistic idealism.

Also the educational desire of middle class and the novel concept of

financial independence of museum and management brought new issue for
the museum world which is "the audiences" and their satisfaction. On the

other aspect, museum exhibition is now trying to support the popularity.
This modern trend might harm the true and natural objectives which are
professionalism and conservation and exhibition of the intrinsic artefacts.

Therefore the museums should, first of all, contain the uniqueness as the

professional research institution, and then perform the exhibition based 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Also the museum should extent the ability of the
exhibition design and planning for the further future.

Secondly, as a social education institution, the museum should hold

differentiated

exhibition for more diverse and several level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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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ences. In reality, one specific museum cannot serve all other audiences'

needs, and so specialized museum under the different target, subject, and
aims should be prepared and then communicated with their audiences. The
knowledge around the museum seemed to be expanded and various

communicational methods are needed more than ever before. Multi-central
and decentrationed museums can be the alternatives for overcoming the

old-fashioned museum and to a certain extent, museums could serve more
valuable information for the audiences based on their nov디 exhibition.

Keywords : knowledge-based society, museum exhibition, life-long
learning,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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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 基盘社会博物 展示的役割
郑镇

在知 基盘社会知 的概念不是单 了 的意思 是了 的基础加创出的

在创出的技术 情报所包含的概念

种知 是积 下来的一个国家知 的资产 所

以现在的博物 的 求是知 报告与知 创
博物

官役割的作用

是主导势力利用全 代的性格对大众公开就是博物 对公共教 技官性

格 同时传 了国家理想主义的双 性 为中产 层对教 的欲望与博物

的

因此21世 知 基盘社会博物 的指向是一,

与展示企划力的扩张 二 在多变化的社会中

层

的主 因

先是专 硏究技官特殊性上的展示

敎 场所的博物 应

客的 求和差 化的展示 但是一家博物 受容所有

的 所以按照对
的 求

主

合各个

客 求是 常困

目的的不同 换特殊性博物 来满 游客对特殊性的展示

博物 知 的扩张是 究多变化疏 方法 多元化,

关

政 立

的概念 为满 游客对博物 展示的 求 所以博物 的倾向是博物 的专

性与人们对知 点倾向使资源保存展示博物 的优秀性

物

化

中心化的博物 形式是克服博

代性的方案 博物 是可以提供展示的基盘上提供有价值的情报
: 知 基盘社会, 博物

展示,

教 , 专 性,

지식기반사회에서 박물관 전시의 역할

179

知 基盤社會 博物 展示 役目

知 基盤社會 知
知

創出

知

代 博物

土台

博物

宝庫

博物

博物

博物

新

役目

槪念

指向

求 受容

擴張

展示 基盤

展示

作用

れ 基

博物

轉換

れ

れ

多様

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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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特 優秀性

人

一 專 硏究 機

展示企劃力 擴張

層 觀 客
一

對

觀 客 疏

多 化 れ 疏
価値

博物

專 性 一

二 多 化 れ

容易

博物

大

博物

觀 客 滿

博物

展示 成 立

社會

求 応

博物

主題 目的

出来 展示 成 立

方法

代性 乗

究

提供

: 知 基盤社會 博物 展示 平生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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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求 れ

用

知 基盤社會 博物

場

作用 れ

中産 層 敎 的 熱望

れ

事 優先

新

同時 国家主 的 理

必 持

源 保存

中心化 れ 博物
博物

化

性格

展示 成 立

知

創

展示 大 性 指向

特化 れ 博物

れ

れ

利用 れ 全 代的 性格 延

營

特殊性 持

觀 客

対

包含 れ 槪念

兩 性 兼 備

21世

差 化

情報

傾向 博物

知的傾向

平生敎

創出

知

公共敎 機
政 立

中点

技

主導勢力

公

想 傳

新

何

積 れ 一国家 知的 産

知

相変

単

專 性

對案

多元化

m






p


m



 



l


TlhTh
 
jj

㜤
⸨
ⵃ
䡌
⸨





1. 연 혁
연번

기

간

1

2011. 4. 6 ~2013.

2

2012. 2. 10 ~

내

용

가야고분 축조기법 연구 용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학술교류협정 - 중국 복건성삼명대학교
-한ㆍ중 문화학술교류

2. 간행물
1) 학술지
연번

서명

발행처

발행일

10

『東

』10

東

究

2011.

6

11

『東

』11

東

究

2011. 12

2) 발간보고서
(1) 지표조사
연번

보고서명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119집 건설사업(9공구) 문화재 지표조사
주촌 양동 제조업소 신축공사

발행처
東

발행일
究

한국도로공사

2012. 2

東

究

2012. 3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현장 사무실
121집 (건설사업단)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東

究

2012. 3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현장 사무실

東

究

120집

122집

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부지 지표조사

한국도로공사

2012. 4

연보 및 휘보

183

(2) 시ㆍ발굴조사
연번

보고서명

57집

발행처
東

佳

56ㆍ

·

金

55ㆍ

東

客

東

59집

古

群 ·

東

究

부산지방국토관리청

60집

東

洞
道

究
(주) 대우건설

東

61ㆍ

究
LH

金

58집

발행일

·

62집

慶

·

溪

(

加

·
掘

究
南道開

公

東
)

究
한국도로공사

東

63집

究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2. 1
2012. 3
2012. 3
2012. 4
2012. 5
2012. 6

3. 학술활동
1) 학술교류
교류기관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일본 사이타마대학교
교양학부 및 대학원
일본 유기제작
기술연구회(토야마대학)
중국 북경사범대학교
일본 국립역사민속
박물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184

東亞文化 12

교류기간

교류내용
1) 교원ㆍ연구원ㆍ학생 교류

2007. 4. 23 ~

2) 공동연구 계획 및 실시
3) 학술자료 간행물 및 정보 교환

2008. 5. 15 ~

상

동

2008. 8. 22 ~

상

동

2009. 4. 7 ~

상

동

2009. 5. 29 ~

상

동

2010. 12. 29 ~

<경남지역 고려~조선시대 분묘 공동

학술조사>
1) 대상: 고려~조선시대 주요 분묘
중 지정문화재 35개소
2) 내용: 사진 촬영, 3D 스캔을 활용
한 현지조사 및 피장지와 관련된 문
헌조사를 통한 중근세 분묘의 기초
현황자료 구축
3) 2013년 학술보고서 발간예정
<가야고분 축조기법 연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4. 6
~2013.

1) 대상: 가야권역내 고분
2) 내용: 가야권역내 고분 집성 및
유형분류
3) 2013년 발간예정
1) 한ㆍ중 문화학술교류

중국 복건성삼명대학교

2012. 2. 10 ~

2) 연구자의 정기적인 상호방문
3) 문화ㆍ예술ㆍ언어ㆍ학술방면

연보 및 휘보

185


m







m

 p
l


TlhTjhj


ἐ
㥉
ⵃ
㐠
㇠

학술지 발간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의 학술지인『동아문화』의 투고,
심사, 편집 등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
『동아문화』의 투고, 심사, 편집에 관한 모든 업무는 편집위원회가 관장
한다.
제3조 (발간일자)
『동아문화』의 발행은 매년 2회로 정하며, 발행일은 6월 25일, 12월 24
일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동아문화』의 편집과 논문심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편집
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공분야에 대한 업적이 인정되는 자
중에서 연구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투고논문에 대한 1차 심사
2)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3)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게재여부 판정

규정 및 심사

189

4) 기획논문의 집필의뢰
4) 기타 학술지 편집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 (논문 심사)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해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단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의 학술활동에 특별히 기여할 수 있는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연구윤리)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동아문화』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저작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
원에 귀속된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제9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 (부칙)
본 규정은 2010년 6월 30일부터 발효한다.

제정 : 2008년 6월 15일
개정 : 2010년 6월 18일

190

東亞文化 12

투고논문 심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의 학술지인『동아문화』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심사위원)
1) 심사위원은『동아문화』편집위원 전원 및 접수된 논문과 동일 또는
근접한 학문분야를 전공하는 외부 학자들 중 소수를 편집위원회 결의
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편당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심사위원은 원고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투고논문
심사결과 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심사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3조 (심사 절차 및 기준)
1) 심사대상은 편집위원회가 공고한 모집기한까지 본원에 제출된 원고에
한한다.
2)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집필을 의뢰한 기획원고와 비평논문 및 서
평 등은 일부의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연구 주제ㆍ분야ㆍ체제ㆍ분량ㆍ논지의 적
합성 여부를, 2차 심사는 해당 분야 심사위원이 연구 방법ㆍ내용의 적
합성과 독창성ㆍ논리전개의 학술성과 객관성 및 학계 기여도 등 학문
의 종합적 성격을 각각 판정하며, 3차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1~2차
「투고논문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판정한
다.
제4조 (심사 결과 판정)
1) 편집위원회는 1차 논문 심사를 통해 게재 가부를 결정하며, 2차 심사
를 맡은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적 객관성을 심사하여「투고논문 심사

규정 및 심사

191

결과 보고서」에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2) 심사위원은 수정 내용과 게재 불가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2차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게재 여부를 최
종 판정한다.
(1) B등급 이상인 경우: 게재
(2) C나 D등급이 하나인 경우: 수정후 재심사하여 B등급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게재
(3) C나 D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 게재 불가
제5조 (심사 결과 통보)
1) 편집위원회는 투고 원고의 게재 여부를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2차 심사 결과 심사위원의 수정 제의가 있는 경우 투고자는 이를 존
중해야 한다.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정 거부 사유서를 결과 통보일
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
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정 : 2008년 6월 15일
개정 : 2010년 6월 18일

192

東亞文化 12

투고논문 심사결과보고서
심사논문 제목
심사위원

성 명

연락처

소 속

전 공

1. 평가 내용 : A)우수 B)보통 C)미흡 D)많은 문제점이 있음
분야
Ⅰ. 논문의

평가

세부 평가 항목

A B C D

가.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며, 제목이 관련분야의 주제

로 적절한가?
나. 목차와 분량은 적절한가?
논지
다. 일관된 논지를 갖추고 있는가?
라. 전문적인 연구논문의 내용을 갖추었는가?
마. 기존 연구성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Ⅱ. 논문의 바. 기존 연구와 다른 독창적 내용을 담고 있는가?
사. 사료의 인용과 해석이 정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내용
아. 논리전개는 비약이나 왜곡이 없으며, 객관적인가?
자. 사용된 용어나 개념은 정확한가?
체계와

※해당되는 곳에 ‘○’나 'V'를 표시해 주십시오

2. 종합평가
A. 게재 가능

B. 수정 후 게재

C. 수정 후 재심사

D. 게재 불가

※해당되는 곳에 ‘○’나 'V'를 표시해 주십시오

3. 종합판정 B, C의 경우는 구체적인 지적 사항이나 수정의 방향을, D의 경우
는 판정 이유를 다음 장의 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심사결과 보고서는 심사의견서와 함께 우송(또는 E-Mail로 전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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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견서
1. 선행 연구의 소개ㆍ비판과 연구의 독창성

2. 연구 방법ㆍ내용 및 논지 전개의 타당성(제목과 목차 설정의 타당성
포함)

3. 자료 활용의 적절성(새로운 자료의 활용 및 기존 자료의 새로운 해석)

4. 기타 수정 사항

5. 연구 결과의 학계 기여도와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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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거부 사유서
심사논문 제목
투고자

성 명

연락처

소 속

제출일시

수정거부 사유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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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의 학술지인『동아문화』에 학술
연구 및 연구 논문을 발표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 및 기준을 규정하여 진정한 학술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저자는 자신이 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마치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2)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
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
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주장인지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4)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
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
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
집자에게 이전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
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이중게재
①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게재에 해당한다. 또한 대부
분의 연구 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이중게재에 해
당할 수 있다. 이중게재는 일반적으로 논문의 경우만 해당하며, 학위논
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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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 학술지에 짧은 서간 형태(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의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 데이터를 추
가 또는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저자와의 사적
인 친분 관계나 어떤 선입견 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
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
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4조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한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
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의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
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
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 2009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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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작성 요령
1) 본문은 한글세대가 읽을 수 있는 쉬운 한국어로 풀어쓰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2) 본문의 번호는 Ⅰ(로마자), 1(아라비아), 1), (1), ①의 순으로 한다.
3) 글자의 크기는 논문제목을 15호, 각 장의 소제목을 13호로 한다.
4) 연대는 서기로 하고 왕조년으로 표기된 연도일 경우에는 서기를 (

)

속에 표기한다.
예 :

14년(1657), 민국 44년(1955), 선조원년(1567), 고종원년(1862)

5) 인물의 경우 생몰연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로 표시한다.
6) 문안의 작성은 「 글 2002」이상으로 작성한다. 글씨체는 바탕 10.5
Point, 줄 간격은 160으로 작성하며, 사료는 10 Point, 들여쓰기 10칸 정
도로 하고, 각주는 9 Point로, 줄간격은 130으로 한다.
7) 한자병기의 경우 괄호 표시는 한글 명칭과 한자음이 동일한 경우에는
( )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 ]로 표기한다.
8)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문교부 고시 제 88-1호: 1988.1)을
따른다.
9) 본문과 각주의

은 『

』, 편명이나 단편 글, 논문명은 「

」, 인

용문은 “ ”, 작은 인용문은 ‘ ’, 강조는 < >, 중간점은ㆍ등으로 표기한다.
10) 원고는 논문이 게재된 CD 1매와 출력본 1부를 제출한다.
11)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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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서의 경우: 저자, 책명, 출판사, 출판년도 순
(2)논문의 경우: 저자, 논문명, 게재지(간행처), 게재년도 순
12) 잘 알려진 사서의 경우에는 저자명을 생략한다.
13) 참고문헌의 순서는 한국, 중국, 일본, 비한자문화권 순서로 하고, 1차
자료를 최우선으로 기재한다. 논문과 단행본은 구별 없이 연도순으로 한다.
14) 논문 등에 부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목 뒤에 콜론( : )을 쓰고 부제를
적는다.
15) 역주서의 경우 원저자를 역주자 다음의 (

)속에 병기하며, 원전과

역주서의 책명이 다른 경우에는 역주서 다음의 괄호(

)속에 원전도 병기

한다.
16) 서명과 편명을 적을 때는 『서명』<편명>의 형식으로 한다.
예:『논어』<술이>,『좌전』<소공>,『삼국사기』<신라본기>,『고려사』
<지리지>
17) 각주 항목의 저자명은 한국과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기 원어로 표기
한다. 저자가 여러명일 경우 3명까지는 모두 열거하며, 동양인의 경우는
저자명 사이에 중간점ㆍ을 찍어 구분하고, 서양인의 경우에는 2명이면 '
and☆☆'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4명이상일 경우 맨 처음의 저자명만 적
되, 동양의 경우 ‘

외’를, 서양의 경우에는 ‘

et al.’ 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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