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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

정 율*

요 약
일상의 토기를 대상으로 축소ㆍ모방한 유물이 삼한시대의 생활유적을 중심으로
출토된다. 이러한 토기는 연구자들에 따라서 통일된 용어 없이 서로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대안적 명칭으로 ‘소형방제토기’라는 용어를 제시하고
자 한다.
소형방제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은 대략 20개소로 생활유적이 중심인데, 패총, 저
습지, 환호, 주거지 등으로 세분된다. 기존에는 패총과 저습지에서 주로 출토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환호 및 주거지 등에서도 소형방제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그
리고 환호나 패총 저습지 등은 일상 생활공간으로서가 아닌 특수 행위 즉, 제의와
관련된 요소들이 다수 검출되었다. 이를 통해 소형방제토기의 용도를 제의와 관련
지을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소형방제토기는 전반적으로 기고가 작아 제작상 표현의 한계와 출토지가 명확하
지 않는 등 일반적인 토기분석을 통한 형식편년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방제토기의 자체적인 변천 양상이 있음을 상정한 결과, 이른 시기에는 당시 일
상적으로 사용하였던 토기와 동일한 비율로 제작되는데 시기가 지날수록 유물의 특
징만을 취하는 경향이 관찰되어 제작에 있어서 퇴화하는 현상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크게 2분기로 시기 설정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소형방제토기의 성격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소형방제토기의
용도는 기본적으로 제의용으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며, 성격에 따라 수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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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와 농경의례의 주술품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종 민족지학 자료와 문헌 등을
통하여 검증한 결과, 궁극적으로 소형방제토기가 삼한시대 제의행위에 사용된 것으
로 이 시기 제의행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특징적 유물로 파악하였다.
주제어 : 삼한시대, 소형토기, 소형방제토기, 환호, 패총, 저습지, 제의, 주술, 수변의
례, 농경의례, 식량확보

Ⅰ. 머리말
일상의 토기를 대상으로 축소ㆍ모방한 유물이 신석기, 청동기시대 일부 유적에서
출토되고, 삼한시대에 이르러 유행하며 주로 패총과 저습지, 주거지, 환호 등 생활
유적에서 출토된다. 간단한 수날법으로 성형되며 기종은 발, 옹, 호, 개, 고배 등으
로 일상용 토기와 일치하며 기고는 대부분 3∼5㎝ 정도이고 10㎝를 넘는 경우는 거
의 없으며, 용적은 일부 200㎖ 정도이나 대부분 100㎖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릇의 기능인 ‘음식이나 물건을 담는 기물’로서는 그 크기가 너무 작아서
실용기보다는 특수한 용도, 특히 제의1)행위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어떤 기물을 모방하여 작게 만든 토기’는 일반적으로 ‘소형토기2)’라는 용
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明器 또는 명기형 토기3)ㆍ토제모조품4)ㆍ유
1) 고고학에서 제사, 제의, 의례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각각의 의미를 정의하고 ‘祭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제사(祭祀) :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차려 놓고 일정한 기일이 정하여져 있어 정
기적으로 특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위가 이루어 짐.
의례(儀禮) : 일정한 보편적 형식을 갖추어진 禮制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정해진 기일과 기
간에 관계없이 행하여지며 의례 대상은 유무형과 생사와 상관없이 이루어 짐.
제의(祭儀) : 제사와 의례라는 용어가 복합적 의미로 제의라고 줄여서 사용하고자 함.
두산동아, 동아새국어사전 제3판, 199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대백과사전, 1995.
2) 소형토기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일반적인 토기에 비해 크기가 매우 작은 토기를 의미
하나 삼한시대에 국한하여 일상의 토기를 모방하여 축소한 토기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실제로 무언가를 담기에 충분한 소형의 토기 역시 소형토기로 사용되고 있어 용어 사용에 있
어 상호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용어의 선택에 한계가 있다.
3) 明器는 신명(神明)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하며 죽은 자가 사용하는 그릇을 의미하는데 즉, 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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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용 장난감 토기 또는 습작 토기5)ㆍ手捺土器6)ㆍ模製土器, 模型土器7) 등 연구자에
따라 통일된 용어 없이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각 명칭에 있어서도 많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축소 모방한 토기 대한 대안적 명칭으로 ‘소형방제토
기’로 제시하고자 한다. 소형방제토기라는 용어는 토기의 일종으로 분류하는 것보
다는 이를 모방하여 만든 단순 모조 토제품으로서 분류하는 방법을 강조한 것으로
일반 기형의 토기를 모조했다는 점에서 적합하다. 그리고 단순히 그 형태를 그대로

4)

5)

6)

7)

자를 위해 무덤에 함께 묻는 그릇을 말한다. 그리고 무덤에 출토되는 사람이나 동물은 물론
지상 시설물의 모형까지 명기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소형방제토기가 출토되는 유
적은 패총ㆍ환호ㆍ저습지 등의 생활유적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으며 모방 대상도 일상의 토기
를 중심으로 한다.
梨花女子大學校博物館, 명기와 묘지, 1978.
보고서 작성 시 출토유물의 분류 기준에서 ‘흙으로 만든 그릇의 일종인 토기로 분류하느냐’ 혹
은 아니면 ‘흙으로 만든 어떤 용도를 가진 제작품인 토제품으로 분류하느냐’ 하는 가에 따른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미 토기의 기능인 무언가를 담는 것이 불가능하고 토기를 모조
한 토제품으로 보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토제모조품은 토기를 모방한 것 외에 토제곡옥, 토
제인형 등도 이에 해당하며, 토제모조품이라는 명칭은 광의적인 의미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용 토기를 모방하여 소형으로 제작한 토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보다 협의의 개념을
전달할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형토기가 발견된 초기에 그 용도를 파악하지 못하여 단순이 아이들이 만든 장난감 내지 습
작품으로 추정하였는데 특히 주거지에서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장난감으로 해석한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패총ㆍ환호ㆍ저습지 등의 다른 성격의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어 이러한 해석에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소형방제토기는 가마에서 소성된 것이 대부분이며 물손질 등의 정면
수법이 나타나는 등 일반 토기와 동일하게 제작에 있어 공을 들인 흔적이 다분하다. 그리고
출토유적, 분포범위, 사용 시기 등을 보아 일정 시기에 지속된 문화전통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단순한 습작품이나 유아용 장난감으로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강원대학교 박물관, 둔내, 1984.
일본 고분시대에서 출토되는 토기로 일반적으로 물레 기술이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
적으로 손으로 빚어서 소형의 조질로 만든 토기를 말한다. 일상 토기의 기형을 충실히 축소
모방한 것과 제작방법 상의 유사점은 인정되나 5세기 후반에 두드러지게 발달되고 있는 등의
시기적 차이가 있으며 고분 주변이나 제사유적 등에서도 주로 출토되며 제사를 지내는 대상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것과 차이를 보인다.
さいとう ただし, 日本考古学 用語小辞典, 学生社, 日本, 2003. 4. 25.
무언가를 모방하였다는 의미를 사용하는 ‘模’자의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模’자는 단
순히 복제를 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어 가장 문제점은 크기에 대한 개념이
없다. 모방, 모제에는 큰 토기를 축소하였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용어상의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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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한 것이 아니라 일부의 기능 및 형태를 부분적으로 채용하고 그러한 특징을 과
장하여 부각했다는 점에서 ‘모조’가 아니라 ‘倣製’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
래서 본고에서는 모방했다는 의미를 ‘방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크기에 대해서는
‘소형’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접두어로 붙였다. 그리고 세부적인 명칭으로 기형에 따
라서 ‘형’을 사용하여 ‘~형 소형방제토기’라고 사용하며 예를 들어 시루를 모방한 소
형방제토기는 ‘시루형 소형방제토기’ 라고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삼한시대에 남한 전 지역에서 출토되는 ‘소형방제토기’를 대상으로 유
물의 시간적 변화양상을 검토하고 소형방제토기가 실제 어떠한 목적에 사용되었는
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Ⅱ. 소형방제토기 출토 주요유적
1. 유적 현황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유적명
경산 임당
성주 상언리
합천 영창리
김해 부원동
마산 성산
고성 동외동
진주 내촌리
사천 방지리
사천 늑도
보성 금평
보성 조성리
해남 군곡리
남원 세전리
광주 신창동
광주 오룡동
광주 치평동
아산 갈매리
화성 동학산
가평 대성리
횡성 둔내

성격
습지
환호
환호
패총
패총
패총
주거지
복합
복합
패총
복합
패총
주거지
저습지
패총
ㆍ
수로
환호
주거지
주거지

도면 1. 소형방제토기 출토유적 현황

기존의 연구에서는 소형방제토기는 패총에서 주로 출토되는 유물로 알려졌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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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유적(도면 1. 참조)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저습지, 환호, 구상유구, 주거지,
수혈 등 다양한 성격의 유구 및 이들 유구가 함께 어우러진 복합유적에서 출토되며
분묘유적에서는 출토되지 않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1] 소형방제토기 출토유적 성격에 따른 분류
성격

유적명

복합 유적

사천 늑도(패총, 주거지), 방지리(환호, 주거지, 패총), 보성 조성리(패총, 주거지, 환
호)

패총

사천 늑도, 방지리, 해남 군곡리, 보성 금평, 보성 조성리, 나주 장동리, 김해 부원동,
창원 성산, 가음정

저습지

경산 임당, 광주 신창동

주거지

사천 늑도, 진주 내촌리, 남원 세전리, 조성 보성리, 가평 대성리

환호(구상유구)
기타

경산 임당, 광주 치평동, 성주 상언리, 광주 오룡동
청도 사청리

이 중 유물의 출토사례가 가장 많은 유적은 저습지이나 유적의 수는 2개소에 불과
하며 그 중에서 신창동유적이 단일 유적으로 가장 많은 양이 출토되었다. 다음은
패총으로 9개소이며 가장 많은 예를 차지한다. 다음은 환호로 7개소에서 조사되었
다. 그 외 수혈, 폐
기장, 소성유구 등
에서 출토되었으나
수량이 적은 편이
며 출토양상이 정
확하지 않아 실제
로 그 유구에서 사
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이 중에서 유물
이 집중적으로 출
토되는 패총, 환호,

도면 2. 유적 유형별 소형방제토기 유물출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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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습지를 중심으로 소형방제토기의 출토양상을 상세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유적 분석
1) 패총
패총, 환호, 저습지 등 3종류의 유구가 가지는 공통되는 특징은 폐기장으로서의
역할이다. 소형방제토기가 이들 3개의 유적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소형방제토기는 어떤 행위가 완료되어 소형방제토기가 더 이상 목적성, 기능면에서
용처가 상실되어 폐기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형방제토기가
일상용토기와는 달리 재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용도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일회성 유물로 추정가능하다.
여기서 패총과 관련하여 폐기 양상을 비교적 뚜렷하게 알 수 있는 유적으로 사천
방지리유적과 사천 늑도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방지리유적은 환호, 주
거지, 패총 등이 조사된 복합유적으로 2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 남쪽의 봉우리
는 구릉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동시에 구릉 외부에서 가
장 먼저 조망되는 곳이다. 조사자는 남쪽 봉우리가 어떠한 계획 하에 조성된 제사
공간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A패총은 입지적으로 주거지역과 구릉 정상부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는데 방지리유적에서 가장 많은 양의 유물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제
사공간이나 광장에서 만들어진 대량의 유물이 A패총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제기하
였다.8) 늑도유적에서는 폐기장에서 다량의 소형방제토기가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소형방제토기를 한 곳에 집중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패총에서 출토되는 소형방제토기는 출토지가 분명하지 않아 어떠한 용도로 사용
되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어떠한 목적에서 사용된 후 폐기
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폐기 행위와 관련된 유물이 패총이 출토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복골’이다.
복골은 멧돼지의 견갑골에 지지기나 구멍파기를 하여 앞으로의 일을 점치는 도구
이다. 동물의 뼈를 주로 이용하는 관계로 패총이나 저습지에서 많이 출토되는 경향

8) 慶南發展硏究院 歷史文化센터, 泗川 芳芝里遺蹟Ⅰ-Ⅲ,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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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9) 복골의 출토 양상을 살펴보면, 패각층에서 단독으로 출토되거나 늑도유
적과 같이 6~7점이 마치 묶여 있었던 것처럼 출토되기도 하며 인골 주변에 함께 출
토되는 예도 있다. 이렇게 복골 여러 개를 모아 매납하는 것과 같은 폐기 과정 역시
점복행위 중에서 이루어진 의례행위 과정으로 추정되기도 한다.10)
이와 동일선상에 놓고 본다면 소형방제토기의 출토양상을 역시 제의 과정의 마지
막 단계로서 폐기의 과정으로 인해 패총에서 다수가 출토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소형방제토기의 출토양상을 볼 때, 일정한 위치에서 출토되는 것이 거의 없는데 이
는 제의행위가 끝이 나고 토기를 투척함으로서 제의 전체 과정이 종료한 것으로 해
석해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볼 때, 패총은 제의 행위 마지막 행위인 폐기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11) 그러나 여기서 복골과의 차이는 복골은 매
납을 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반면에 소형방제토기는 일정한 곳에 집중적으로 폐기하
는 양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이처럼 폐기를 한다는 것은 일정한 제의행위의 과정임
은 분명하나 폐기하는 방법이 상이했던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2) 환호
환호는 주로 취락의 주위에 도랑(구)을 돌리는 시설물로서 동북아시아 일대의 신
석기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발견되고 있다. 환호는 취락이든, 창고 또는
제의 장소나 공공집회소와 같은 특별 시설물이나 공간을 일정한 범위로 구획하여
다른 공간과 분리시켜 경계 짓는 방식 중 하나이다.12)
환호는 그 성격에 따라서 防禦, 境界, 排水, 儀禮 등 크게 4가지로 해석13)된다. 그
9) 패총과 습지가 자연 유물이 잔존하기에는 유리하나 소형방제토기가 출토되는 유적과 어느 정
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의 두 유물은 어느 정도 직ㆍ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을 것을 추
정된다.
10) 高喜玲, 三韓時代 卜骨 硏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2004.
11) 패총 자체가 제의장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늑도유적에서는 인골 및 견골 등이
패총 내에 매장된 사례가 있으며 앞서 폐기장으로 역할은 패총에 대한 단순한 해석일 수 있다.
또한 폐총 자체에서 제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폐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12) 國立文化財硏究所, 韓國考古學事典, 2003.
13) 이성주, ｢韓國의 環濠聚落｣, 환호취락과 농경사회의 형성, 영남고고학회ㆍ구주고고학회,
1998.
이상길, 청동기시대 의례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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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마지막으로 제의적인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경우 단위취락을 둘러
싸는 시설물로 주거구역을 외부와 구분하고자하는 경계적 의미와 외부로부터의 침
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계는 환호와 같은 가시
적인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러도 집단성원 간에 관념적으로 공유되어 있는
개념이다. 환호를 시설하여 제의 장소로 구분짓기도 하지만 환호 그 자체가 의례의
장소로 이용되기도 한다.14) 삼한시대에 이르러서 고지성 취락과 더불어 환호가 나
타나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방어적인 성격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일부 환호
유적에서는 제의와 제의 장소로서의 성격을 나타내는 유적도 있다.
소형방제토기가 출토된 환호유적15)은 모두 7개소로 전체 유적에서도 다수를 차
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적의 입지는 구릉의 사면에 위치하며 1개의 환호로 구성
되어 있지 않고 다중의 환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면 ‘U’자상을 이루는 것이 대부분
이다. 깊이는 얕은 곳은 20㎝ 정도이지만 깊은 곳은 1m 내외인 경우도 있으며 중복
해서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주목할 또 다른 것으로는 환호가 방어의 성격과 함께 이곳에서 제의공간
으로 사용되었음을 추정케 하는 고고학적 사례가 있다. 첫 번째는 환호 내 면적이
협소하여 주거지가 조성되지 않거나 주거지의 수가 극소수거나 인근에 관련 주거지
역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인 용도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환호 그 내부 공간에 주
거지역이 존재하지 않는 유적으로는 임당 환호, 순천 덕암동, 부천 동학산 유적이
있으며 합천 영창리는 주거군은 확인되나 그 수가 적은 편이다. 두 번째는 환호 내
에서 용범, 검파두식, 두형토기16) 등 특수 유물이 출토되거나 일정한 장소에 토기가
집중 폐기되는 양상이 보인다. 화성 동학산유적에서는 환호 내에서 용범이 출토되
었고 입구로 추정되는 장소에 집중하여 유물이 출토되는 양상이 보인다. 합천 영창
리의 경우, 환호 내 수혈에서 한국식동검 2자루가 출토되었다. 또 임당 환호의 경우

배덕환, ｢영남지방 청동기시대 환호취락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장원재, ｢靑銅器時代 嶺南地域 環濠聚落의 成立과 衰退｣,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4) 배덕환, ｢영남지방 청동기시대 환호취락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5) 여기서는 환호와 구상유구를 포함하였다.
16) 삼한시대의 제의용 토기로 파악하고 있으며 소형방제토기와 조랍관계로 파악하는 연구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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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호 내에서 검파두식, 두형토기가 출토되었으며 토기의 출토량이 적은 반면 두형
토기와 소형방제토기의 출토 비중이 높은 편이다.
[표 2] 소형방제토기 출토 환호유적 현황
규모(m)
길이

너비

깊이

단면
형태

1.0~2.0
1.0~5.0
1.5~2.5
1.6~3.2
2~4.5
1.8
1.8`2.0
1.2~2.2

1.1
0.4~1.0
0.7~1.05
0.9~1.1
1.5
0.5~0.8
1.5
20~9.5

U
U
U
U
U
U
U
U

1.0~2.3

1.2

U

0.8~22.6

0.26~0.8

U

A구
B구
C구
D구
E구
1호
2호
3호

7.0
1.3
28.7
31.8
38
10.5
29.7
194
2.42.2
(419)
48.6
(103)
ㆍ
11.55
19.82
29.7
23.08
34.8
70
165
64

3.9
1.4
1.65
1.65
1.85
3.0
1~4
2~4
2.5

2.0
0.72
0.8
0.93
0.55
1.25
1.05
1.14
83

U
U
U
U
U
ㄴ
U
U
U

4호

20.2

7

1.46

U

유적명
상언리
임당
방지리

1호 구
2호 구
내환호
외환호
117호 환호
118호 환호
119호 환호
호1
호2

덕암동

호2-1
조성리

영창리

동학산

입지

관련 유구 및 유물

구릉

주거지 2동, 수혈 2기,
주혈군 7기

구릉

관련 유구 없음.

구릉

구릉

주거지 14동, 수혈 다수

구릉

주거지

구릉

주거지 7동, 수혈에서
한국식동검 2점 검토

구릉

관련 주거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수혈만 일부
확인됨.
두형토기, 용범 출토

이러한 제현상을 통해 볼 때, 상기 유적의 환호 내에서는 별도의 특수한 제의행
위가 이루어진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유물이 제의행위가 마친 후
함께 폐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환호 내 제단시설로 추정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도 있다. 사천 방지리유적은 제사공간으로 추정되는 곳에 인위적으로 자연 암
반을 인공적으로 다듬어 만든 제단과 같은 시설이 조사되었으며 임당 환호유적 역
시 이와 유사한 유구가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도 삼한시대 후기의 환호 유적에서는 제의적인 요소보다는 방
어적인 요소가 두드러지는데 순천 덕암리유적과 보성 조성리유적의 경우 관련 주거
지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특히 덕암리유적에서는 구 1호와는 관련된 동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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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가 확인되지 않지만 구 2호의 경우 동시기의 주거지가 같이 확인되고 있기 때
문에 환호의 성격이 제의에서 방어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3) 저습지
저습지 유적은 임당 경산, 광주 신창동 2개소이며 저습지는 아니지만 수로유적으
로 아산 갈매리유적이 있다. 조사된 저습지는 堡나 堤防 등의 수리시설과 직접적으
로 관련된 자료는 조사 범위 내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소형수로, 자립된 목
주, 사람 발자국, 도랑형 유구 등이 분포하고 있어 저습지와 그 주변에서 빈번한 수
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농경과 밀접한 관
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저습지와 그 주변에서 농경과 관련된 水神이나 農耕神
에 대하여 제사를 지낸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17) 신창동유적의 경우 단일유적으
로 가장 많은 수의 소형방제토기가 출토되고 있으며 이것 이외에도 출토된 목기 중
사진 1과 같이 제의와 관련된 것 등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저습지에서 수변
의례가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저습지에서 소형방제토기가 많이 출토되
는 것은 저습지가 제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간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사진 1. 신창동 저습지 출토 제의용 목기

4) 주거지
주거지는 진주 내촌리, 보성 조성리, 가평 대성리, 횡성 둔내, 고성 동외동, 사천
늑도유적 등에서 출토되고 있다. 대부분 소형방제토기의 출토위치가 명확하게 보고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출토양상을 파악할 수 없다. [표 3]을 참고하면 내촌리, 조성
리, 대성리유적은 다수의 주거지에서 소형방제토기가 출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17) 동진숙, ｢古代 祭祀遺構와 遺物｣, 선사ㆍ고대의 풍요와 안녕의 기원, 복천박물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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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늑도, 둔내유적의 경우 소형방제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는 1동씩에 불
과하여 실제 그 주거지에서 소형방제토기가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외부에서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소형방제토기가 주거지 내
에서 많이 출토된 내촌리, 조성리, 대성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거지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분포하고 있으며 주거지의 평면형태나 규모는 다
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특별히 공통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출토되는 소형방제
토기 기종은 발형, 파수부발이 주로 출토되는 경향이 보인다.
[표 3] 소형방제토기 출토 주거지 현황
유적

내촌리

주거지

평면
형태

6
19
21
22
26
27
33
3
12
13

원형
원형
타원형
타원형
원형
타원형
원형
방형
방형
방형

18

방형

19

원형

20

원형

600

21

방형

23

원형

28

원형

5
6
10
12
14
19
24
25
28
4
14

呂
凸
凸
呂
呂
呂
?
凸, 呂
呂

450
450
(잔존)
620
(잔존)
925
983
1256
982
1315
1604
541
1220
1200
ㆍ
ㆍ

조성리

대성리

세전리

길이
464
440
671
590
628
704
586
410
270
570
380
(잔존)
590
(잔존)

규모
너비
ㆍ
ㆍ
529
464
ㆍ
554
ㆍ
325
120
330
260
(잔존)
220
(잔존)
360
(잔존)
400
300
(잔존)
160
(잔존)
390
453
696
610
786
778
425
800
752
ㆍ
ㆍ

깊이
32
36
35
32
28
32
40
20
26
52

소형방제토기 출토 현황
(수량)

기타

완(1)
발(1)
발(1)
완(1)
발(1)
발(1)
발(1)
파수부발(1)
발(1)
발(1), 파수부발(1)

20

발(1)

50

천발(1)

70

발(2), 완(1)

50

발(1)

40

발(1)

40

발(1)

80
90
110
100
114
190
50
102
76
ㆍ
ㆍ

발(1)
발(1)
발(1)
삼족토기(1)
발(1), 완(1)
발(1), 삼족토기(1)
발(1)
발(1)
발(4)
완(1), 파수부발(1)
?

보고서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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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은 대
성리, 내촌리 주
거지에서 소형
방제토기가 출
토된 주거지와
출토되지 않은
주거지 간의 규
모를 비교하여
나타낸 그래프

도면 3. 소형방제토기 출토유무에 따른
가평 대성리유적 주거지 규모 비교

이다.18) 대성리
유적의 주거지는 평면 형태는 呂ㆍ凸자형 주거지와 방형 주거지로 나누어지는데 呂

ㆍ凸자형 주거지 방형 주거지 보다 규모가 큰 편이다. 소형방제토기가 출토되는 주
거지는 방형의 24호 주거지를 제외하고는 呂ㆍ凸자형의 중․대형주거지에서 주로
출토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도면 4]와 같이 진주 내촌리유적 주거지의 경우
소형방제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와 출토되지 않는 주거지를 비교했을 때, 규모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양상은 소형
방제토기의 출토 여부
에 따라서 주거지의 크
기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유적의 특징에 한
하는 것이며 공통되는
현상은 아닌 것으로 판
단된다.
[표 4]는 소형방제토

도면 4. 소형방제토기 출토유무에 따른
내촌리 주거지 규모 비교

18) 주거지의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의 잔존 상태가 양호해야하는데 보성 조성리의 경
우 주거지의 중복이 심한 편으로 주거지의 전체 규모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드물어 분석에서
제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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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출토되는 유적의 시기를 나타낸 것으로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까지로
거의 삼한시대 전시기에 걸쳐 삼국시대 초반까지 출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원
전ㆍ후를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면 전기에는 해남 군곡리, 사천 늑도 등의
패총과, 합천 영창리, 화성 동학산 등 환호유적을 중심으로 출토되며, 패총의 경우
대규모의 취락을 이루고 있는 유적에 해당한다.
[표 4] 소형방제토기 출토유적 시기별 분포 현황
B.C.300

B.C.200

B.C.100

0

A.D. 100

A.D. 200

A.D. 300

해남 군곡리
화성 동학산
사천 방지리
경산 임당(환호)
합천 영창리
성주 상언리
광주 신창동
사천 늑도
광주 오룡동
창원 성산
광주 치평동
김해 부원동
순천 덕암리
남원 세전리
보성 조성리
보성 금평
가평 대성리
진주 내촌리
경산 임당
(저습지)
아산 갈매리
창원 가음정

환호의 경우 동시기에 조성된 주거지의 수가 적은 편이며 의례와 관련된 경향이
강하다. 전반적으로 유물의 출토량이 많고 기종도 다양한 편이며 패총, 저습지를 중
심으로 유물의 출토량이 많은 편이다. 그런데, 후기에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소형방
제토기의 출토비중이 늘어난다. 이전 시기부터 지속되어온 저습지유적은 소형방제
토기의 비중이 높으며 전기 환호유적은 제의적인 요소가 강하지만 후기는 동시기의
관련 주거지가 늘어나면서 이전보다는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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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형방제토기 편년
1. 기종 분류
기종은 점토대토기19), 鉢, 甕, 壺,
시루, 盌, 高杯(두형토기), 접시, 盖
등으로 기종이 한정된다. 이러한 기
종은 삼한시대 생활유적에서 출토되
는 기종과 일치한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발이다. 발
이 가장 많은 수가 출토되는 이유는
발형이 형태적으로 제작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이유는
소형방제토기를 작게 축소하여 일상
토기의 기형을 모방하여 만드는 과정
에서 일반토기의 특징을 충분히 표현
하지 못하는 제작상의 한계로 인해
정확하게 어떠한 토기를 모방하였는
지를 알 수 없으므로 보고자들이 단

도면 5. 기형에 따른 소형방제토기 출토수량

순히 발형으로 분류한 한계점도 있다.
일반토기와의 비교검토로 소형방제토기가 출토된 전체 유적을 대상으로 실시해
야하지만 대부분의 유적에서 일상 토기가 완형으로 출토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유
물의 양도 적은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소형방제토기 출토 유적 중 일반토기와 소
형방제토기의 출토 상태가 양호하고 기형의 종류와 유물의 출토량이 풍부한 신창동
유적을 대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도면 6]은 신창동유적에서 출토된 일상토기와 소형방제토기의 출토 수량을 비교
한 표이다. 신창동유적은 점토대토기가 중심인 유적으로 점토태토기의 출토량(47%)

19) 점토대토기는 점토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모형이 되는 토기 파악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시기구
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형분류에 있어 하나의 기형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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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호류(31%)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고배
(21%) 역시 많은 출토량을 보이고 있고 일반적인 생활유적에서 출토되는 고배의 출
토비율과는 차이가 있어 유적 성격 해석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소형방제토기
의 경우, 발형(53%)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호(13%), 고배(13%), 개
(3%)의 순으로 점토대토기와 발형토기의 출토수량을 제외하고 출토량의 비중이 거
의 일상 토기 출토 비중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발형토기와 점토대토기의
수량이 차이나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작상 표현의 한계로 인해 점토대토기를
의도하고 제작하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발형으로 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결과
를 초래한 듯하다.

도면 6. 신창동 출토 일상토기와 소형방제토기의 기종별 수량 검토

이러한 분류는 기종에 따른 단순 형태적 특징에 따른 분류에 불과하여 시간적인
속성이 파악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출토된 소형방제토기의 수량으로는 각
기종별, 형태별 속성을 통해 시간성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母形이 되
는 유물과 비교검토를 통하여 편년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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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5cm 정도로 축소하여 제작하였고 대
부분 수날로 제작하여 母形토기가 어떠
한 것인지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아울러

소형방제토기가 출토되는 양상

이 대부분 패총이나 환호 등에서 정확한
출토지가 기록되지 않은 상태로 보고되

군곡리 Ⅱ층, 늑도 출토

어 있고 출토된 유물의 공반관계를 검토
할 수 없는 현재 보고자료의 문제점도 있
다. 이러한 현상으로 보아 소형방제토기
의 분류로 일반토기의 변화양상을 파악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방제토기의 자

군곡리 Ⅳ기층, 임당저습지 출토

도면 7. 시루형 소형방제토기 비교

체적인 변천 양상이 있음을 상정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크
게 나타나지 않지만 유물의 제작기법 상에서 나타나는 변천양상의 경향이 간취된
다. 이른 시기에는 유물을 만드는데 있어 토기와 동일하게 제작하는데 시기가 지날
수록 유물의 특징만을 취하여 단순화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삼한시대 전기에 군곡리 패총유적 Ⅱ층과 비슷한 시기인 늑도에서 출토되는 시루형
소형방제토기는 파수의 위치나 기형의 형태가 일반토기와 유사하며 토기의 비율이나
투공이 대칭적 배치되어 있는 등 제작에 있어 공을 들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군곡
리 패총유적 Ⅱ층보다 늦은 시기인 군곡리 패총유적 Ⅳ층과 임당저습지 출토 시루는
전체적으로 일반토기와 비교했을 때, 비율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투공의 배치가 대칭
적이지 못하며 투공의 표현 또한 투공하지 않고 투공했다라는 흔적만 남기는 등 제작
상에 있어 간략화가 진행된다.
이것으로 볼 때, 소형방제토기는 일반적인 토기의 변화양상은 파악되지 않지만
소형방제토기만의 변화양상이 간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천양상을 바탕
으로 점토대토기, 와질토기20)를 공반유물로 설정하고 최소한 2개의 분기로 나누어

20) 와질토기 이외에도 타날문토기, 적갈색연질토기 등이 공반유물로 볼 수 있으며 점토대토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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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출토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모형이 되는 토기의 파악
이 어려워 세부적인 시간 속성을 나타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

2. 분기설정(도면 8 참고)
제Ⅰ기 이전 단계에 소형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은 원형점토대만 출토된다. 이 시
기 소형방제토기는 단 1점밖에 출토되지 않아 독립적인 시기 설정에는 어려움이 있
어 일단 제Ⅰ기에 포함시켜 분류하였다. 다만, 소형방제토기는 점토대토기문화의
한반도로의 전래와 확산에 따라 함께 제작 유행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시기부터
소형방제토기가 필요한 사회적 변화상이 있었을 것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소형방제토기는 개체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기종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천 늑도유적, 해남 군곡리 패총 등 해안가를 중심으로 하는 패총유적에서 소형방
제토기가 다량 출토되는 양상을 보인다. 뿐만아니라, 광주 신창동유적 등 저습지에
서도 대량 출토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기종에 있어서도 생활용기의 거의 전 기
종을 모방한 소형방제형토기가 제작․유행되었다. 특히, 점토대토기의 제작은 괄목
하며, 발형토기를 주종으로 하여 파수부발, 호류, 시루 완, 고배 접시류, 개 등 母形
이 되는 토기들의 기형적 특징인 비율이나 기형에도 비교적 충실하게 축소․모방하
는 경향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정면 기법에서도 일반 생활용기에서 보이는 물손질
이나 마연 등 기면조정 기법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비록 수날법으로 제작하였지
만 일반토기의 제작 기법이 채용되어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형의 크기에 있
어서도 소형방제토기 가운데에서는 비교적 기고가 큰 편에 속한다. 그리고 저부의
대부분이 굽을 가진 형태가 많은데 이는 모형이 되는 토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
대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의 소형방제토기는 환호에서 출토되는 수량은 적은 편이며 기종도 제한적
이다. 그리고 소형방제토기가 출토되는 환호의 경우 관련 취락이 적거나 전무한 경
우가 많아 환호의 역할이 방어적인 요소보다는 다른 공간으로서의 활용, 즉, 제의공
간 등 특수한 목적을 가진 별도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더 강조되는 경향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더 이상 출토되지 않는 시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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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소형방제토기 분기별 변천양상(신창동:①,②,⑥,⑳,
,
~
ㆍ늑도:③,⑩,⑮,
ㆍ군곡리:④,⑦,⑪,⑬,⑭,⑯,⑰,⑲,
~
,
,
,

,
ㆍ금평:⑤,⑧,⑨,⑫,⑱ㆍ가음정:
, 치평동:
, 내총리:
, S=1/15)

제Ⅱ기는 앞선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토량과 기종도 줄어든다. 특히 용적량
은 현격히 줄어들고 기고는 5cm 정도에 불과하다. 각 기종마다 축소되는 비율이나
형태적으로 퇴화되거나 급격히 축소되어 모형이 어떠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
도 있다. 제Ⅰ기에서 다수를 점하였던 점토대토기는 자취를 감추고 발형토기의 점
유율도 상대적으로 빈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앞선 시기의 특징인 소형방제
토기에 부착된 굽은 보이지 않는다.
소형방제토기 출토 유적은 패총 중심에서 다양하게 간취되는데Ⅰ기에 비해 주거
지, 저습지, 환호 등 다양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지리적으로 차이를 보이는데 앞선
시기에는 해안이나 해안을 관망하기 좋은 곳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반면, 해안에
서 상당히 안쪽으로 형성된 패총이나 내륙지역의 생활유적으로 그 영역이 변화한
다. 이러한 소형방제토기의 축소, 간략화는 소형방제토기의 기능과 이런 토기가 사
용되는 의례행위가 당시의 사회적 역할에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즉, 소형방제토기를 사용하는 제의행위 자체가 축소되었거나 제의행위
는 그대로 존속되고 있지만 소형방제토기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다른 기물이 이를
대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소형방제토기가 사용되는 의례의 주목
적이나 대상이 사회적 분화 또는 발전과정에서 희소성이 상실되었거나 간략화될 수
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고고학적 자료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소형방제토기의 성격
1. 성격 규명을 위한 이론 검토
제의행위는 특수목적을 위해 말이나 행동이 정신적으로 통제된 어느 정도의 규율
성을 가진 무형적 산물이다. 그러므로 이를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증명하고자 할 때,
행위의 결과로 일부밖에 잔존하지 않는 유형적 유물이나 유구로서 유추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원래의 형태로 남아 있는 예가 매우 드물다.
그것은 일반적 제의행위는 마지막 절차에서 의례에 사용되었던 기물이나 형상을 파
괴하거나 불살라버리는 등 당초의 제의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유구나 유물은 훼손
되어 원형을 파악하기 어려운 편이 대부분이다. 종종 남아있다고 하더러도 제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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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인지 판별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소형방제토기는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제의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으나 어떠한 검증절차 없이 단순히 실용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의
용으로 파악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소형방제토기가 과연
제의용인지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Colin Renfew는 의례의 고고학적 지표를 16가지로 분류하였다.21) 그 중에서 소형
방제토기와 관련된 지표만을 살펴보면 2ㆍ4ㆍ14ㆍ16번 항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
형방제토기는 환호와 같이 신성되는 공간에서 별도로 만들어진 곳에 출토되는 예가
많다. ‘신성한 기능을 위해 따로 세워진 특별한 건물에서 행해진다’는 것은 의례행
위를 의도적으로 만든 특수 또는 별도의 장소에서 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형
방제토기는 제의에 사용된 장소에서 출토되지 않지만 적어도 제의 장소에서 사용하
고 난 뒤 일정한 장소에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 소형방제토기가 출토되는 환호
의 경우 제의와 관련된 장소로 추정되며 환호 내에는 제단으로 추정되는 공간이 존
재하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의도된 장소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21) Colin Renfew, ｢고고학자료의 종교적 해석문제(Toward a Framework For the Archaeology fo
Cult Practice)｣, 考古美術史論 2, 1991.
콜린 랜프류ㆍ풀 반, 현대 고고학의 이해, 사회평론, 2006. pp.416~417
Colin Renfew의 의례의 고고학적 지표는 다음과 같다.
1. 의례는 자연 그대로 특별한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에서 베풀어진다. 2 그와 달리 신성
한 기능을 위해 따로 세워진 특별한 건물에서 행해진다. 3. 의례에 사용되는 구조물과 장비
들을 갖춘 경우. 4. 신성한 구역에서 상징물이 몇 벌이고 풍부하게 있는 경우. 5. 의례는 공
공연한 전시행위와 배타적인 비의(秘儀) 행위 두 가지 모두 포함할 수 있으며 그렇게 실행
된 의례는 건축에 반영된다. 6. 청결과 오염의 개념들은 설비들과 신성구역의 유지에 반영
된다. 7. 신 혹은 신들과 관련된 것은 예배상이나 추상적인 형태의 신 표상을 쓰는 데에 반
영된다. 8. 의례 상징들은 경배되는 신들 및 그들이 등장하는 신화에 흔히 도상 형태로 관
련된 것이다. 동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흔히 이용될 수 있는데 동물을 특정한
신과 연관 짓는다. 9. 의례 상징들은 장례의식 및 여타 통과의례들에서 나타나는 상징들과
도 관련될 수 있다. 10. 전례에는 기도와 찬미의 몸짓 같은 특수한 동작들이 포함된다. 11.
의례는 종교적인 체험을 유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들을 쓸 수 있다. 12. 동물 혹은 사
람의 희생이 행하여 질수 있다. 13. 음식과 음료를 가져와 봉헌물로 바치거나 태우든지 쏟
아버릴 수 있다. 14. 그 밖의 물건들을 가져와서 바칠 수도 있다. 봉헌에는 부수거나 감추거
나 버리는 행위가 수반될 수 있다. 15. 봉헌에 사용된 장구와 바쳐진 봉헌물 두 가지 모두
에 막대한 부를 투입한 사실이 반영된다. 16. 구조물 자체와 그 설비들에도 막대한 부와 자
원을 투입하였음이 반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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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한 구역에서 상징물이 몇 벌이고 풍부하게 있는 경우’는 소형방제토기가 다
량 출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패총, 저습지, 환호 등에서 다량 출토되는 사례도 있
으며 신창동유적의 저습지에서는 단일 유적에서 가장 많은 수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풍부한 수량으로 소형방제토기가 출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음식과 음료를 가져와 봉헌물로 바치거나 태우든지 쏟아버릴 수 있다’는
항목이다. 소형방제토기에는 음식물이나 음료를 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소형
방제토기 자체만으로 봉헌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가능하다. 그러한 이
유로는 유물의 완성도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소형방제토기는 일회성으로 소모품
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제의에 사용되는 중요한 유물임에도 불구
하고 유물이 완성도가 떨어지는데 이는 소형방제토기가 일회성 소모품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소형방제토기 1점은 일상토기의 1점과 동일한 상징성을 내포하기 때문
에, 음식 대신 음식을 담는 그릇 자체를 봉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유물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다음 항목과 연결된다. 그것은 ‘봉헌은
부수거나 감추거나 버리는 행위가 수반될 수 있다’는 항목으로 이는 소형방제토기
의 출토양상과 관련된 것이다. 소형방제토기가 출토되는 유구는 저습지, 패총, 환호
등으로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폐기장으로서의 역할이다. 소형방제토기는 일상용
토기처럼 재사용하지 않고 그 기능과 역할이 일회성으로 다하였으므로 제의행위가
모두 끝난 후에는 한군데에 모아서 일정한 공간에 별도로 폐기한 것임을 알 수 있
다.
또한 구조물 자체와 그 설비들에도 막대한 부와 자원을 투입하였음이 반영될 수
있다. 이는 제의공간으로서의 환호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노동력과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은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구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의공간으로서의 환호는 의례 등 그 집단이 특수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되는 한정적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호에서 소형
방제토기가 출토되고 있으므로 소형방제토기는 제의행위에 사용되었던 기물이었음
을 알 수 있고 특별한 목적성을 가지고 별도로 제작한 유물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의에 사용되는 중요한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유물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은 일회성으로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소형방제토기 1점
은 일상토기의 1점과 동일한 상징성을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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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통해 볼 때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출토되는 소형방제토기가 제의에 사용되
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검증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형방제토
기가 출토되는 유구나 유적의 경우는 이를 참조하여 제의공간과 관련된 특수목적이
행하여진 공간이었음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2. 소형방제토기와 제의
여기서는 소형방제토기가 어떠한 제의에 사용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
형방제토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일상의 토기를 모방하여 작게 축소하여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작게 만든 이유를 이해한다면 어떠한 제의에 사용되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상토기와 다르게 축소 모방하여 만드는 이유를 추정해 보면 크게 2가지를 상정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제의행위에 사용하는 기물인 소형방제토기는 공헌품으로써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제의행위가 있을 경우마다 별도로 제작하여 일회성으로 사용
한 후 폐기하여야하므로 그 제작공정이 단순하고 작게 제작함으로써 제작비용이나
제작기간 등 경제적인 효과를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제Ⅰ기에서는
어느 정도 母形토기에 충실하여 정성껏 제작하였고 기종 역시 다양하고 그 수량이
많아지는데, 제Ⅱ기 시점에 들어서면, 소형방제토기의 제작이 단순해지는 현상이
보이며 일상의 토기를 모방하여 제작상의 비용절감이 이루어짐에도 크기는 더 작아
지며 제작기법은 더 퇴화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 이유는 소형방제토기를 사용하는
제의행위의 중요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원시적 제의행위가
고대국가 체제로 확대 개편되면서 국가의 중심체제에서 관장하는 제천의례로 변화
하면서 보다 복잡해면서 소형방제토기를 사용하는 제의가 더 이상 주류가 되지 못
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소형방제토기가 어떤 목적을 가진 제의행위에서 주로 사용되
었는지를 출토 유적과 연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1) 해양(수변)의례에 있어서 소형방제토기
소형방제토기는 일상용기가 제의에 사용되면서 그 기능이 변화한 것임을 앞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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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펴보았다.22) 일상용기가 제기화가 되는 경우는 통상의 것보다 조질하거나, 반
대로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있다. 전자의 경우 1회 사용 후 재사용되는 일없이
그대로 파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후자는 반복해서 사용된다. 소형방제토기
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번의 제의행위가 완료되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형방제토기가 출토되는 상황을 검토해 볼 때, 대부
분의 유구와 유적에서는 제의행위 후 폐기한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이유로 정련하
게 제작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예로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에서 출토되는 석제
모조품과 토제모조품의 경우 특별한 유구없이 거의 발굴구역 전면에서 노출되는데,
이것은 제의에 사용된 후 그 자리에 그대로 폐기된 것으로 생각된다.
소형방제토기를 공헌물로서 일상토기를 모방하여 공헌의 대상에게 바치는 행위
를 위해서 특수하게 제작된 토기로 상정한다면, 그 대상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의
문점이 제기된다. 그리고 그 대상에 따라 제의행위의 형태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의는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내는 분묘 또는 사당에서 지내는 祖上제의와 그 외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天靈제의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천령제의는 주거지나, 건물지 등 부속 유구나 독립적인 제의유적에서 다
양한 神格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제의로 규정하고자 한다. 즉, 일반제사의 대상은 天

神, 地神 山神, 水神, 風神 竈神 등 그 대상의 범위가 조상제의에 비하여 매우 넓다.
그런데 삼한시대의 소형방제토기는 조상제의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묘유적
에서 이제까지 출토된 예가 없으므로 소형방제토기는 조상제의 행위에서는 사용하
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소형방제토기의 목적과 기능성은 일반
제의에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물의 출토지가 대부분 생활유적에
서 출토되며 유물의 기종 역시 일상토기와 동일하거나 이를 모방하여 제작한 것이
기 때문에 생활과 관련된 제의행위로 연관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의행위의
주 대상은 조상신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연신이거나 조상제의와 다른 제의행위에 사

22) 제사에 사용되는 도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하나는 일상집기로 사용되다가 그
대로 기형의 변화없이 제기화된 경우. 두 번째로 제사 전용으로 만들어진 경우. 마지막으로
일상 용기로 사용되다가 그 형태나 크기, 기형이 변화한 것이다. 소형방제토기는 세 번째의
경우에 해당된다.
石野博信 외 古墳時代の 硏究 - 3 生活と祭祀 雄山閣出版 1991.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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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던 기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삼한시대 신앙 즉, 제의행위
의 대상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소형방제토기가 출
토되는 저습지와 패총, 환호23) 등의
공통점은 물과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습지의 경우 물과 직접적인
관련 있으며, 패총은 해안가에 위치하
고 있기 때문에 바다와 관련성, 일부
환호 내에 물을 채워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적이 물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볼 때 물과 관련된 신
에게 공헌품으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

사진 2. 위도 띠뱃놀이

된다. 이러한 물과 관련된 제의 행위 중 일례로 용왕제를 예를 들 수 있다.
용왕제는 용왕에게 뱃길과 어민의 무사와 풍어를 비는 제의, 갯제·둑제·어장제

ㆍ용신제ㆍ용왕먹인다ㆍ서낭굿ㆍ대동굿ㆍ배연신굿ㆍ배신굿ㆍ별신굿․풍어제․사
해제․사해․사독제(四瀆祭) 등으로도 부른다. 용왕제의 제의과정 중에서 용왕에게
음식을 바치는 행위를 하는데 이를 용왕밥이라고 한다. 이것 이외에도 띠배 또는
띠뱃놀이가 있는데 이것은 액을 막거나 풍어를 기원하여 짚이나 띠로 만들어 바다
에 띄워 보내는 작은 배를 말한다.24) 이것에 인형이나 제물 등을 실어 바다에 실어
용왕에게 보내는 과정을 진행한다. 만약 소형방제토기가 용왕제 등의 해양 또는 수
변제의에서 띠배에 실어 바다로 보내기 위한 공헌품이라고 추정하면 부피와 무게가
작은 것을 띠배에 실어 보내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바다로 보내
면 소모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 등을 고려하여 소형의 토기를 제작한 것으로 추정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띠배에 유물을 실어 보내는 행위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남기

23) 溝를 입지적으로 강과 가깝고, 형태적으로 비슷하여 구를 강의 축소형태, 강을 상징하는 상징
물로 파악할 수 있다.
윤호필, ｢한국 선사시대의 수변의례｣, 고대 동북아시아의 水利와 祭祀, 학연문화사. 2011.
24)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 신앙사전 - 마을신앙,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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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고자 한다.
2) 농경의례에 있어서 소형방제토기
다음은 소형방제토기가 주거지나 환호 등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서 출토되는 사례
에서의 제의행위 이해를 위한 분석이다. 이를 위해서 본 장에서는 일반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주술에 대한 이론적 이해 선행이 도움이 될 것이다. 주술(Magic)이란,
폐르시아의 사제자가 행하는 행위를 영국인들이 호칭하면서 쓰이기 시작한 말이다.
주술은 한 마디로 인간이 초인적인 힘을 조작하여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이라 할 수 있다.25)
주술의 기초가 되는 사고의 원리를 분석해 보면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째, 類似는 유사를 낳거나 어떤 행위의 결과는 원인을 닮는다는 것이다. 둘째, 한번
접촉한 사물은 물리적 접촉이 끊어진 후에도 계속 서로 작용을 미친다는 것이다.
전자의 것을 ‘유사법칙’, 후자의 것을 ‘접촉법칙’ 또는 ‘감염법칙’이라고 부른다. 첫
번째 원리인 ‘유사법칙’은 주술사가 바라는 어떠한 것을 모방함으로써 그 결과를 이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를 둔 주술을 ‘同種呪術(Homeeopathic Magic)’
또는 ‘模倣呪術(Imitative Magic)’로 분류할 수 있다. 두 번째 원리인 접촉법칙은 주술
사는 어떤 사람과 접촉한 물체에 대해서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그 물체가 그 사
람 신체의 일부든 아니든 그 사람에게 똑같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있다.
이러한 접촉법칙에 근거를 둔 주술은 ‘감염주술(Contagios Magic)’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소형방제토기를 살펴보면 주술사는 ‘무언가’를
바라면서, 혹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일반의 토기를 모방한 작은 토기를 만들었
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종주술을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
하면, 주술사는 “동종주술을 행하기 위해서 소형방제토기를 만들어 어떠한 주술적
인 행위를 하여(원인) 실제로 일상토기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록(결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술사가 작은 토기를 만들어 조금만 곡식을 넣어도 넘쳐나게
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실제로도 일반의 토기에 곡식이 넘쳐날 만큼 풍년이 되도
록 기원하거나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에 이러한 예시를 든 이유

25) James George, 황금가지, 한겨레신문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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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제로 민족지학적인 자료를 볼 때, 동종주술의 예는 풍부한 식량 확보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때 커다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26)
충남 부여지방에는 과수를 심어 첫 수확이 있을 때 작은 바구니에 과일을 조금만
담고 그것을 마치 가득 든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과수의 풍년을 기원하는 행위를
한다.27) 이러한 행위는 동종주술의 하나로 식량 확보를 주술적인 행위로 해석 할
수 있다.
소형방제토기가 식량확보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증거는
유물이 저습지에서도 출토된다는 것이다. 저습지나 물가에서 주로 행해지는 수변의
례는 농경의례와 관련 된 것이 많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저습지에서 사용된 소형
방제토기는 농경의례와 관련된 주술품일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산천 묵곡리유적28)이다. 경남 산청군 산청읍
묵곡리 387번지 일대의 南江의 상류인 경호강변의 하안단구면에 위치한다. 유구는
구와 부정형의 수혈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심에는 구는 거의 반원상을 이루고 있으
며, 그 주변에 다시 크고 작은 구가 나란하게 배치되어 있다. 구의 단면은 U자형 또
는 V자형을 이루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굴착된 것이다. 구의 내부에는 수천 점의 유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서반부는 청동기시대, 동반부는 그 이후 삼국시대까지 유
물이 주로 출토된다. 일부 유물을 제외하고 모든 유물이 파손된 상태로 출토되었으
며 구의 내부에 정연하게 쌓은 것처럼 채워져 있다. 구의 측벽에 조그마한 구멍을
파고 그 속에 옥이나 석기편, 토기편을 의도적으로 끼워 넣은 흔적도 많이 관찰된
다. 유물은 무문토기, 단도마연토기, 어망추, 부리형 석기 등이 출토되고 있다. 보고
자는 이 유적을 물과 밀접하게 연관된 수변의례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수변의례
는 농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례로 수리시설을 만드는 등의 대규모의 인력이 필
요하며 농경과 관련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례로 판단되는 유적이다.
앞 장에서 소형방제토기를 공헌물로 해양신앙과 관련하여 용왕 등에게 공헌하기
위한 물품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용왕제는 목적 역시 어로의 안전과 풍어를 위함이

26) 주 25)의 책.
27)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民間信仰․宗敎｣, 韓國民俗大觀 3, 1980.
28) 李相吉, ｢無文土器時代의 生活儀禮｣, 환호취락과 농경사회의 형성, 영남고고학회ㆍ구주고
고학회 제3회 합동고고학대회, 199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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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인 것으로 보아 소형방제토기의 제의목적은 식량 확보라는 중요한 요소가 저변
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조합해 볼 때, 소형방제토기는
식량 확보를 위한 의례에 사용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도면 9. 산청 묵곡리 배치도 및 출토 소형방제토기 일괄

3. 문헌을 통한 삼한시대 제의
앞에서 소형방제토기의 제작 목적을 크게 해양(수변) 또는 농경과 관련 제의행위
와 관련된 공헌품 또는 주술품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삼한시대
에는 어떠한 제의행위가 있었는지 고대 문헌 내용을 참고하여 당시 사회상을 이해
해 보고자 한다.
三國志 魏志東夷傳에서 삼한시대의 제의와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羣聚歌舞, 飮酒晝夜無休. 其舞, 數十人俱起相隨, 踏地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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昂, 手足相應, 節奏有似鐸舞.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信鬼神, 國邑各立一人主祭天神,
名之天君. 又諸國各有別邑, 名之爲蘇塗. 立大木, 縣鈴鼓, 事鬼神. 諸亡逃至其中, 皆不
還之, 好作賊. 其立蘇塗之義, 有似浮屠, 而所行善惡有異.(韓條)
… 俗喜歌舞飮酒〮…衣服居處與辰韓同. 言語法俗相似, 祠祭鬼神有異.(弁辰條)

위의 사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5월 파종이 끝난 후와 10월에 농사가 끝나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2. 무리지어서 하루 종일 술을 마시면서 춤추고 노래 부른다.
3. 귀신을 믿는데 국읍에서 각각 한사람을 세워 천신을 주제하게 하는데 이를 천군
이라 부른다.
4. 각 나라에는 각각 별읍이 있는데 이를 소도라고 부른다.
5. 변진에서는 사당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 모시는 귀신이 다르다.
제사를 지내는 시기는 씨를 파종한 후 5월과 수확이 완료된 10월 등 두 차례에
걸쳐 행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사의 주체가 귀신이라는 것으로 보아 조상
신 등 죽은 자를 주체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천신을 비롯한 여러 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일반신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29). 여
기서 흥미를 끄는 것은 제의 때 춤을 추는 방법인데 ‘수십 명이 함께 일어서서 서로
뒤따르며 땅을 밟고 구부렸다 치켜들었다 하며 손, 발을 서로 맞춘다.’ 이러한 춤은
흡사 농사를 짓는 방법과 유사한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춤추는 방법이 농경 행
위 동일하다면 이것 역시 공감주술의 한 행위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제
의가 행해지는 시점이 농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제의 내용이 농경과 관련
된 것으로 보아 삼한의 제의행위는 농경과 관련된 의례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앞에서 언급된 소형방제토기가 식량확보를 위한 농신제와 관련된 주술품으로 사
용되었다고 추정하였고 일부 유적에서는 농경의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
다. 그와 별도로 문헌기록에서는 삼한에는 농경과 관련된 계절제가 행해지는 것을
29) 최광식,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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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식량 생산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이러한 사실을 연관지어 본다면 소
형방제토기는 삼한에 행해지는 농경의례에 사용된 주술품 또는 공헌품일 가능성이
높다하겠다. 소형방제토기가 출토되는 환호라는 공간은 제의공간으로 소도일 가능
성이 있다. 만약 환호가 소도라면 그 환호에서 출토되는 소형방제토기는 문헌에서
보이는 삼한지역의 소도와 관련이 있는 유물일 가능성이 높다.30) 또 다른 근거로
모제 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의 분포 범위와 관계가 있다. 현재 소형방제토기가 주로
출토되는 유적의 분포범위와 삼한의 위치와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마한, 변한 진한, 즉 삼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의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Ⅴ. 맺음말
본고에서는 삼한시대에 새롭게 출현하는 일상용기를 축소․모방하여 특별한 용
도로 제작한 소형방제토기를 주 대상으로 그 성격을 검토하였다. 소형방제토기가
출토되는 주요 유적 20개소를 살펴보고 각 유적을 성격별로 패총, 저습지, 환호, 주
거지 등으로 세분하였는데 기존에는 패총과 저습지에서 주로 출토되는 것으로 파악
하였으나 환호 및 이와 관련된 유적에서도 소형방제토기가 출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환호는 일상 생활공간으로서가 아닌 특수 행위 즉, 제의와 관련된
요소들이 다수 검출되었다. 이를 통해 소형방제토기의 용도를 제의와 관련지을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로 이해 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패총, 저습지 등에서 제
의와 관련성이 나타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소형방제토기의 용도는 기본적으로 제의용으로 제작된 것
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소형방제토기의 출토지에 따라서 수변의례와 농경의례로
구분가능하며 궁극적으로 소형방제토기가 식량확보를 위한 제의행위에 사용된 유
물로 그 성격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문헌자료를 통해 소형방제토기는 삼한에서 이
루어진 제의행위로 파악하였다.

30) 裵德煥, ｢靑銅器~原三國時代 環濠聚落의 展開樣相｣, 韓日聚落硏究의 展開, 한일취락연구
회, 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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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한시대가 끝이 나면서
소형의 토기를 만드는 전통
이 점차 생활유적에서 사라
지지고 이후 시대인 삼국시
대 고분에 나타나는 데 삼
한시대의

소형방제토기의

전통이 삼국시대의 고분유
물로 전통으로 변화하였는
지 알 수 없다. 다만 소형
방제토기의 소멸은 이전
‘小國’ 단위에서 행해지는
계절제 등의 원시적 제의행
위가 고대국가체제로 확대
개편되면서 국가의 중심체

도면 10. 삼한 비정지 및 소형방제토기
출토현황 비교

제에서 관장하는 제천의례
로 변화하고 이후 불교 등의 종교가 유입되면서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고 사라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본고는 소형방제토기에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적인 연구로 한계가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져야할 模本이 되는 일상토기의
연구가 우선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소형방제토기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소형방제토기의 출토지에 대한 명확한 기
록과 출토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의 증가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이
를 통한다면, 물질문화에서 밝힐 수 있는 당시의 정신문화를 한 단계 더 적극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 본고는 저자의 석사학위논문 삼한시대 소형방제토기 연구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원고투고일자 2013년
원고심사일자 2013년
게재확정일자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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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Miniature Pottery in Samhan Period
Kim Jeong-yul
Daily-purposed pottery used to be minimized and imitated since Neolithic and
Bronze Period. They are mainly found from the historical sites of Samhan Period
when those kinds of mini pottery were representative. Researchers who study these
pottery do not use the identical names but this work named it ‘miniature pottery’.
Twenty sites where those mini pottery were found are mainly residential places
such as shell mound, swamp, and ditches. Normally they were excavated from the
shell mound or swamp, but these pottery were also found from the round ditches
and residential places. It is clear that the mini pottery discovered from the ditch and
shell mound were used for the special activity, such as ritual ceremonies. Therefore
the special purpose of the mini pottery can be understood. There are slight problems
to comprehend the mini pottery in typology and chronology according to its short
height and limited decoration. However, it is presumed that there must be certain
pattern of its changes. This work finally found that the mini pottery which were
produced in the earlier period seemed to be made identically with the normal size
pottery. It's design became deteriorated afterwards which depict only unique points
of the pottery. Given this result, they were divided into two different types.
Basically the mini pottery were ritual purposed of watery or agricultural ceremony.
In order to prove this, ethnology and anthropology were vindicated and it is certain
that the mini pottery were mainly used for the ritual ceremony for obtaining food.
Also those mini pottery were only ritually used in Samhan Period from the study
result of the historical records.
Key words : Samhan Period, Miniature Pottery, Round ditch, Shell mound, Swamp,
Ritual Ceremony, Watery ceremony, Agricultural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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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三韓時代小形倣製土器性格的硏究
金廷律

日常土器为对象, 缩小ㆍ模倣的遗物在三韓時代的生活遗址中大量出土。
土器研究者们没有統一的用語，各自都使用相異的用語。所以在本稿上提用了‘小形
倣製土器的备选用語。
出土小形倣製土器遺址大概20个所，以生活遗址为中心，细分为貝塚,

低湿址，环

濠, 住址等。之前是貝塚, 低湿址里出土为主，但是环濠及住址等里也出土了小形倣製
土器。以外还多数检测出环濠, 貝塚, 低湿址等不是生活空間的特殊行为即与祭儀有关
连的要素。由此可理解为小形倣製土器的用途和祭儀使联系起来的根据之一。
小形倣製土器大部分的器高矮，製作上表現的限界和出土址不明确等，一般通过土
器分析的形式编年有着限度。
尽管如此对小形倣製土器有着自身的变迁样相估计的结果，我们可以理解到早期在
当时日常使用的土器是以相等的比率来制作，但随着时间的流逝制作上只采取了遗物
的特征，变化为退化的现象。以此时期可设定为2分期。
随着这样的变化对小形倣製土器的性格检讨的结果，可以知到小形倣製土器的用途
基本上是祭儀用制作。随着性格区分为水边儀禮、农耕儀禮的呪術品。
还有通过各种民族誌學資料和文献等检定的结果最终了解到小形倣製土器在三韓時
代的祭儀行为上使用的，是这时期规定祭儀行为的重要特征的遗物。
关键词 : 三韓時代, 小形土器, 小形倣製土器, 环濠, 貝塚, 低湿址, 祭儀, 呪術, 水边儀
禮, 农耕儀禮, 食粮确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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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韓時代の小形倣製土器の性格に関する硏究
金廷律

日常土器を縮小ㆍ模倣した土器が三韓時代の生活遺跡を中心に出土することがあ
る。このような土器の用語はいまだ統一されていない。本稿では暫定的に「小形倣
製土器」という用語を使用する。
小形倣製土器が出土する遺跡は生活遺跡が主であり、20個所ほど確認されてい
る。出土遺構は、貝塚、低湿地、環濠、住居址などである。これまでの研究では、
貝塚や低湿地における出土が注目されてきたが、環濠や住居址からも小形倣製土器
は出土する。環濠と貝塚、低湿地など、特殊な行為がなされたと想定される場所か
ら小形倣製土器が多く出土する場合については、祭儀と関連する機能、用途を想定
する必要がある。
小形倣製土器はその小ささ故に、製作上の表現に限界がある。また、出土状況が
明瞭ではない事例も多く、模倣の対象となった土器の型式編年にそのまま当てはめ
ることは、必ずしも適当とは言えない。本稿では小形倣製土器自体の時間的な変遷
を検討した。
小形倣製土器は、早い時期には日常的に使用した土器と同一な形状で製作される
が、時期が下ると、遺物の特徴のみを強調して表現する傾向が認められるようにな
る。これは、製作上の退化現象として理解できる。よって、大きく2つの時期に区分
が可能である。
この時期区分に基づいて、小形倣製土器の性格を検討した。その結果、小形倣製
土器の用途は、基本的に祭儀用であったと想定した。そして、大きく水辺儀礼と農
耕儀礼の呪術品として区分した。そして、民族誌の諸資料や文献を検証した結果、
小形倣製土器は三韓時代の祭儀行為に用いられたもので、この時期の祭儀行為を規
定する重要な遺物と把握した。
キーワード : 三韓時代、小形土器、小形倣製土器、環濠、貝塚、低湿地、祭礼、呪
術、水辺儀礼、農耕儀礼、食糧確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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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야 수혈식석곽묘Ⅰ유형(송학동 1A-1호묘)

소가야의 수혈식석곽묘 수용과 전개에 관한 사회적 배경

1)최

경 규*

요 약
소가야의 중심지역인 고성과 진주에서 조사된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를 중심으
로 유형화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수혈식석곽묘의 전개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수혈식석곽묘가 소가야의 중심지역(고성ㆍ진주)에 어떻게 수용되어 발전해
나갔는지, 그리고 그 사회적 배경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葬制에 반
영된 신분질서 등의 규율을 나타내는 관곽개념을 중시하여, 소가야 목곽묘와 수혈
식석곽묘를 유형화한 결과,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는 각각 3개와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소가야의 수혈식석곽묘는 초현기-성행기-쇠퇴기의 3단계
의 전개로 변화된다. 아울러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의 유형화를 통한 전개양상을
검토한 결과, 인접한 아라가야, 금관가야에서 축조되는 대형목곽묘가 소가야에는
부재하며, 5세기 중엽경에 수혈식석곽묘가 초현하여 5세기 말엽의 고성 송학동고분
군의 조영으로 상위위계의 수혈식석곽묘 Ⅰ유형이 출현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낙랑
군과 대방군의 소멸에 따른 4세기 전반대의 대외정세와 연동되며, 소가야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금관가야와의 포상팔국 전쟁에 관계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소가야의
상위위계인 수혈식석곽묘 Ⅰ유형은 3개의 소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수혈식석곽
묘 단계에 들어와 상위위계의 신분분화가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인접한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의 Ⅰ유형이 비록 순장의 시행과 내부 규모(면적과 용적률)에서 차이
를 보이지만, 1槨 내 多人埋葬, 세장한 형태의 석곽구조, 세일계점판암의 눕혀쌓기
위주의 벽석축조수법 등 많은 부분에서 소가야 수혈식석곽묘 Ⅰ유형과 유사성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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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며, 포상팔국 전쟁을 둘러싼 당시의 대외적인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소가야 수
혈식석곽묘 Ⅰ유형은 아라가야의 수혈식석곽묘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소가야, 아라가야, 유형화,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신분질서, 신분 분화, 포
상팔국 전쟁

Ⅰ. 머리말
수혈식석곽묘는 4~6세기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가야의 전통
적인 묘제이다. 그렇다면, 가야의 대표적인 묘제인 수혈식석곽묘가 각 가야에서 어
떠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수용하여 발전시켜 나갔는지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다.
필자는 전고1)에서 금관가야와 아라가야의 수혈식석곽묘에 관해 유형화를 시도하
고, 출현배경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다. 소가야의 수혈식석곽묘에 관해서는 축조수
법에 관한 세밀한 분석과 분구묘적인 특수한 구조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으나, 5~6세기대에 유행한 수혈식석곽묘의 수용배경에 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가야의 중심지역인 고성과 진주에서 조사
된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를 중심으로 유형화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수혈식석곽묘
의 전개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혈식석곽묘가 소가야의 중심지(고성ㆍ
진주)에 어떻게 수용되어 발전해 나갔는지, 그리고 그 사회적 배경은 어떠하였는지
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Ⅱ. 소가야 수혈식석곽묘 연구사
소가야에 대한 연구는 금관가야와 대가야 그리고 아라가야에 비해 그다지 활발하

1) 최경규,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시원과 유형화｣, 동아문화 12호,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2a. ;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유형화를 통해 본 신분질서｣, 문물연구 제22호, 동아시아
문물연구학술재단, 2012b. ; ｢금관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전개양상과 출현배경｣, 동아시아의 문
물, 중헌 심봉근선생 고희기념논선집, 201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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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였으며, 주로 문헌사에서도 극히 일부분에 한정하여 다루어져 왔다. 고고학
계에서는 주로 토기의 형식분석에 따른 단계설정과 편년,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권
설정과 분포범위를 통한 소가야의 대외적 관계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다. 이러한 연
구경향은 소가야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당시 주변의 신
라, 대가야, 백제, 왜 등과의 관계망 속에서 한 부분으로만 다루어졌을 뿐이다. 그리
고 토기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토기의 분포권=정치권’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져,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2)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수적이며 변동이 적고, 특징
적인 형태를 띠면서 정치체를 대변해 주는 묘제의 유형화 작업을 통해 가야 諸國
내에서 소가야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가야 묘제에 대한 연구는 토기에 비해 미약하지만, 정상석, 이성주, 조영제, 권
용대 그리고 최근 김규운, 여창현에 의해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상석3)은 진주 우수리고분군에서 조사된 수혈식석곽묘를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축조양상을 보여주는 주변 고분군의 수혈식석곽묘를 분석하였다. 우수리고
분군의 바닥면을 일부 굴착하고 홈을 내어 1단석을 세워쌓고 2단 이상을 눕혀쌓는
유형(B유형)에 주목하고, 이러한 기법으로 축조된 수혈식석곽묘는 진주, 의령, 합천,
남원, 사천, 하동, 산청 등지의 고분군에서 조사된 수혈식석곽묘와는 주구와 다곽분,
크기와 평면형태 등에서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지만, 축조 단면상으로는 공통성을
인정할 수 있다하고, 이러한 축조기법의 수혈식석곽묘가 분포하는 범위 역시 소가
야식 토기의 주 출토범위와 대략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소가야의 일정시기 특징적
인 지역상을 대변하는 물질문화 형태로 보았다.
이성주4)는 내산리 8호분과 송학동 1호분의 발굴조사 결과를 주목하고 고성지역

2) 권력의 중심지로부터 미치는 영역을 특정 유물양식의 분포로 인지하려는 연구경향으로 인해,
중심지의 실체와 비정형적인 토기양식의 분포 등 타 정치체와 다른 구조적 속성을 보이는 소
가야의 경우는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한다.(여창현, ｢소가야연맹체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
대학교대학원 고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p.7)
3) 정상석, ｢부록1. 수혈식석곽묘의 축조공정-우수리 석곽묘를 중심으로-｣, 우수리 가야묘군, 경
남고고학연구소, 1999.
4) 이성주, ｢소가야지역의 고분과 출토유물｣, 묘제와 출토 유물로 본 소가야, 국립창원문화재연
구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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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고분이 분구묘적으로 축조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송학동 1호분은 전남지방과
일본 고분의 축조원리에 따르는 분구묘로, 이는 가야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축조된
봉토분과는 다른 매장의례의 전통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고성지역의 분구묘는 해
안 가까운 일부지역에만 분포하고, 신라토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등한 묘곽을 병
렬배치하는, 편년상으로 6세기 중엽에 가까운 시기에 속한다는 특징을 제시하였다.
또한 매장시설이 석곽이라는 가야 재지의 요소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고성지역의 분구묘는 분구묘적 조성원리와 가야적인 매장시설과 그 배치방식이 혼
합된 듯 한 인상을 준다 하고, 이를 어떤식으로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앞으로의
과제로 남겼다.
조영제5)는 아라가야, 소가야를 포함한 서부경남 가야의 수혈식석곽묘는 이전 시
기의 목곽묘에서 순차적으로 변화 발전하여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등장하
여 형식 변천을 거듭하고 있던 김해ㆍ부산지역으로부터 5세기 3/4분기에 석곽 축조
기법만을 받아들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김해ㆍ부산지역의 축조기법 중 내부
주체인 석곽에만 국한되게 받아들이고 나머지 묘광의 장폭비와 바닥시설, 유물부장
위치 등 여러 요소들은 목곽묘의 축조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았다.
권용대는 후기가야의 대표적인 묘제인 수혈식석곽묘의 구조적인 특징을 분석하
였는데,6) 소가야의 중심고분군이 분포하는 고성지역의 출현기 석곽묘는 연당리 14
호분에서 확인된다고 하였다. 단곽분으로 봉토를 가지고 세장방형이며, 평면상 切

端舟型을 이루는 구조가 진주와 의령 등지의 남강수계에서 관찰된다고 하였다. 그
리고 고성지역은 봉토분과 분구묘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분구묘는 고성지역 안에서
도 해안 가까운 일부 지역에만 분포하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소가
야 석곽묘와 서남부토기의 기종이 공반하는 지역을 소가야석곽묘 문화권으로 보았
다. 권용대는 이후, 소가야지역의 분구묘에 대해 심화하였는데,7) 소가야의 분구묘
는 옹관, 목관ㆍ목곽 등을 수평 내지는 수직으로 추가 매장하여 분구의 형태가 다양
한 영산강 유역의 분구묘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 ‘소가야식 분구묘’로 설정하고 그

5) 조영제, ｢서부경남 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수용에 관한 연구｣, 영남고고학 40호, 2007.
6) 권용대, ｢후기가야 석곽묘 연구｣, 연구논문집 6, 호남문화재연구원, 2006.
7) 권용대, ｢소가야지역 분구묘의 특징과 형성과정 연구｣, 야외고고학 제2호, 한국문화재조사
연구기관협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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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파악하였다. 소가야식 분구묘는 제1매장주체부를 제외하고 유구의 구조와
규모, 부장유물에서 피장자의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소가
야식 분구묘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분구묘의 기원을 청동기시대 구획묘의 매장습속에 관련됨을 주장하고, 남해
안 지역에 묘제문화권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소가야 지역에
서 분구묘가 축조된 배경으로, 당시 대가야, 신라, 백제, 왜와의 관계에서 해상과 내
륙의 거점지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여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하였으
며, 소가야 지배집단의 독점적 지위를 과시한 상징물이 분구묘라 하였다.
김규운8)은 소가야의 성립과 전개과정을 토기와 묘제를 통해 검토하였다. 묘제의
경우 최초의 수혈식석곽묘를 4세기 후반의 중촌리 21호로 보고, 최하단을 세워쌓기
(수적)하고 그 위를 눕혀쌓기(평적)하는 석곽묘를 소가야의 특징적인 석곽으로 설
정하였다. 그리고 주구를 갖추고 복수의 매장주체부를 설치하며, 주구에 대옹, 단경
호 등의 토기를 파쇄하는 행위 등을 소가야형 묘제로 명명하였다. 토기와 묘제의
분석을 토대로 고성과 통영지역이 5세기 전반 이후 멸망에 이르기까지 소가야의 중
심지로 보았다.
여창현9)은 소가야 정치체가 연맹의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소가
야양식 토기의 분포정형과 고분군의 형성에 주목하여 소가야연맹체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수혈식석곽묘는 외형구조의 분포양상과 석곽구조와 규모, 축조방식,
바닥시설을 검토하였는데, 묘곽배치를 검토하여 다곽식ⅠㆍⅡ10)로 구분하고 이를
소가야식 묘제로 규정하였다. 소가야 고분의 변천은, 초기 석곽묘가 등장한 김해ㆍ
부산지역에서 창원권인 마산 현동유적으로 Ⅰ단계에 수혈식석곽묘가 출현하고, 이
시기 영산강 유역의 묘제의 영향으로 소가야 권역의 매장시설에 주구가 시설되었다
고 하였다. 그리고 Ⅱ단계에 소가야권에서 다곽식석곽묘가 발생하며, Ⅲ단계에 고
총 고분인 다곽식석곽묘Ⅱ의 등장으로 소가야권역 내에서 계층화 양상이 나타나는
8) 김규운, ｢고고자료로 본 5~6세기 소가야의 변천｣, 경북대학교대학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9.
9) 여창현, ｢소가야연맹체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고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10) 여창현이 분류한 ‘다곽식Ⅰ’은 주구 내에 3~5기의 석곽묘가 병렬 혹은 직렬 배치된 구조이며,
‘다곽식Ⅱ’는 한 봉분 내에 2~3기의 중심곽의 축조가 이루어지고 난 후, 중소형의 석곽묘 8~15
기 정도가 중심곽을 환형으로 감싸듯이 추가된 구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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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모두 3단계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다곽식석곽묘ⅠㆍⅡ는 혈연관계를 매개로
하는 단위그룹의 연접으로 형성된 묘제로 본 점이 특징이다.
이상 소가야 묘제에 대한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가야의 중심 묘제인 수혈식석곽
묘를 주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초기부터 축조수법을 위주로 한 구조적인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그 중에서도 분구묘적인 특징을 가장 중점적으로 분석한 경향이 강
하였다. 분구묘의 출현을 영산강유역과 일본열도와의 관계망 속에서 파악하려는 연
구와 소가야의 독자적인 재지적 요소 등을 강조한 연구로 구분된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는 구조적 분석을 통해, 소가야 묘제의 특징을 정의하고, 발전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 눈에 띤다. 상기의 연구경향을 종합할 때, 축조수법을 통한 구조적 변
천과정은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였으나, 수혈식석곽묘를 비롯한 목곽묘에 투영된
위계(신분질서) 등에 대한 설명과 변화양상은 검토되지 않았다. 소가야에서는 대형
목곽묘의 조영없이, 최고 전성기의 묘제인 수혈식석곽묘가 대형봉토고분의 주묘제
로 수용되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가야에서는 금관가야,
아라가야와 같이 대형목곽묘가 조사되지 않은 데에 기인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단
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목곽묘에 이은 수혈식석곽묘의 분석은 당시 소
가야 사회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가야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묘제의 변천관계를 통한
수혈식석곽묘 수용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Ⅲ. 소가야 묘제의 유형화
소가야의 권역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연구결과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남해
연안의 고성과 남강유역의 진주가 소가야의 故地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소가야 묘제의 분석대상으로는 우선 고성과 진주를 중심으로 분석을 행하고자 한
다. 묘제의 유형화 작업은 일종의 모델화 작업이므로 가장 전형적인 부분이 강조되
어야 한다. 따라서 소가야의 중심지 묘제를 대상으로 진행하여야 대표성과 객관성
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중심지 묘제의 특징에 대한 이해
가 용이하도록 일정시기 소가야 권역으로 파악하고 있는 주변지역(산청ㆍ의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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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부 비교설명한다. 소가야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의 유형화 분류에는 내부구조
와 틀(frame)을 구성하는 관곽의 개념을 채용하여 분류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관곽개념은 당시 葬制에 반영된 신분질서 등 규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의 주대

禮制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11) 棺槨制度의 규율성은 삼한~삼국시대의 무덤에 적
용되었으며, 금관가야와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를 대상으로 한 유형화 분석으로 파
악한 바 있다.12) 이러한 유형화 작업은 가야제국의 무덤을 동일시각에서 비교 검토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1. 목곽묘의 유형화
소가야의 목곽묘는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로 볼 때, 진주 우수리고분군13), 무촌고
분군14), 창촌리고분군15), 의령 천곡리고분군16) 등 남강유역의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를 보이며, 고성지역에서는 송학동 1E호분17)과 통영18) 람평리유적19)에서 소수
가 조사되었을 뿐이다. 소가야에서 목곽묘의 조영은 삼한시대의 古自國(古資彌凍

國) 단계인 3세기대 부터인데, 최근 조사된 진주 창촌리고분군에서 몇 기가 조사되
었을 뿐이다. 이후, 현재까지 4세기 초엽의 자료는 조사되지 않았으며, 4세기 중엽
부터 수혈식석곽묘가 본격 조영되는 5세기 중엽에서 6세기대까지 진주 우수리고분
군과 무촌고분군을 중심으로 조영되기 시작하며, 주변지역에서는 소가야양식 토기
가 다량 출토된 남강의 중상류역에 입지한 산청 옥산리고분군20)이 대표적이다. 목
곽묘의 유형화는 부장품의 배치와 꺾쇠, 관정 등 葬具의 출토위치를 통한 관곽의 구
조복원을 통해 3개의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였다. 매장주체부의 위계를 반영할 수
11) 신용민, ｢삼한시대 목곽묘의 기원에 대한 초보적 연구-중국 목곽묘를 중심으로｣, 변ㆍ진한의
세계,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학술발표회, 1998, pp.85-109 ; 한대 목곽묘 연구, 학연
문화사, 2000.
12) 최경규, 앞의 논문, 2012aㆍ2012b.
13) 경남고고학연구소, 우수리 소가야묘군, 1999.
14) 경남고고학연구소, 진주 무촌ⅢㆍⅣ, 2004ㆍ2005.
15) 삼강문화재연구원, 진주 창촌리유적, 2010.
16)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의령 천곡리고분군ⅠㆍⅡ, 1997.
17) 동아대학교박물관, 고성 송학동고분군, 2005.
18) 고성과 인접한 통영과 사천은 본고에서 고성지역으로 통합해 보고자 한다.
19) 동서문물연구원, 통영 람평리유적, 2009.
20) 경상대학교박물관, 산청 옥산리유적-목곽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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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규모와 내부공간의 활용방법, 부장유물의 질적인 부분을 동시에 반영하여 유
형분류하였다.
1) 소가야 목곽묘 Ⅰ유형
목곽묘 Ⅰ유형은 소가야 중심지역에서는 진주
무촌리고분군, 진주 창촌리고분군, 그리고 주변
지역에서는 산청 옥산리고분군에서 조영된다. 목
곽의 중앙에 棺을 배치하고 頭箱과 足箱을 구비
한 1棺1槨의 구조이다.21) 진주에서 조사된 목곽
묘 Ⅰ유형의 바닥에는 정지토가 조사되지 않았
다. 이에 반해 산청 옥산리고분군의 목곽묘 Ⅰ유
형에는 자갈을 이용하여 전면에 시상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묘광과 목곽 사이의 보강공간에
는 할석을 충전하였다.
유물부장은 주피장자를 안치한 棺을 중심에
놓고, 頭箱과 足箱에 토기류 중심의 부장품을 배
치한 [부장공간]-[주피장자공간]-[부장공간]의 3공

도면 1. 소가야 목곽묘 Ⅰ유형
(S=1/80, 진주 무촌2구-29호)

간 구조이다.22) 목관과 목곽 사이의 공간인 邊箱
은 마련되지 않은 구조이다. 토기는 고배, 개, 파수부고배, 파배 등의 소형기종과 단
경호, 광구장경호(수평구연호), 유개대부직구호, 발형기대 등의 대형기종이 부장되
는데, 頭箱과 足箱에 소형기종과 대형기종을 구분하여 부장하는 양상이 뚜렷한 것
이 특징이다. 철검, 도자 등의 병부위치로 볼 때, 頭箱에 주로 소형기종을 부장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Ⅰ유형에서는 유개고배가 2~6점 정도 조합으로 부장되며, 발형기
대와 광구장경호가 조합을 이뤄 2점 이상 부장이 이루어져, 목곽묘 Ⅱ유형에 비해
21) 관곽개념과 棺箱ㆍ頭箱ㆍ邊箱ㆍ足箱에 관한 개념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신용민, ｢삼한시대 목곽묘의 기원에 대한 초보적 연구-중국 목곽묘의 구조복원｣, ｢변ㆍ진한
의 세계｣,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학술발표회, 1998. ; 한대 목곽묘 연구, 학연문화
사, 2000.
22) 금관가야 목곽묘 Ⅲ유형과 아라가야 목곽묘 Ⅱ유형과 동일한 구조이다.(최경규, 앞의 논문,
2012a, p.21. ; 앞의 논문, 2012b, p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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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면에서 우위를 보인다. 철기류는 도자, 철부, 철겸, 철착 등 농공구 위주의 부장
이 이루어지는데, Ⅱ유형과 비교해 볼 때, ‘도자+철부+철겸’이 조합으로 부장되는 특
징이 있다. 무기로는 철촉이 기본으로 부장되며, 철검과 철모, 대도 중 일부만 부장
된다. 갑주류, 마구류 등 위세용 철기는 전혀 보이지 않으며, 진주 무촌 2구-11호에
서 소형철정 1점 정도만 부장되어 금관가야와 아라가야 목곽묘의 상위위계 유형에
비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표 1] 소가야 목곽묘 Ⅰ유형 묘광ㆍ목곽 규모 평균치
묘광(cm)

목곽(cm)

유형

Ⅰ유형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

400.9

154.9

2.6

6.3

365.6

123.2

3.0

4.6

해당유구

무 2구-16ㆍ29ㆍ36ㆍ51ㆍ60, 창 A-156ㆍ158

※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무 : 진주 무촌, 창 : 진주 창촌리

목곽묘 Ⅰ유형의 규모23)는 묘광의 경우, 평균 400.9×154.9cm로 면적은 6.3㎡(1.9
평)이며, 목곽은 365.6×123.2cm로 면적은 4.6㎡(1.4평) 정도이다. 장단비는 묘광
2.6:1, 목곽 3.0:1이다.
2) 소가야 목곽묘 Ⅱ유형
목곽묘 Ⅱ유형은 소가야 중심지역인 고성과 진주에서 모두 나타난다. 고성에서는
송학동고분군, 통영 람평리고분군, 진주에서는 무촌고분군과 우수리고분군, 창촌리
고분군에서 조영된다. 주변지역으로는 산청 옥산리고분군에서 조영된다. 고성 송학
동 1E호분과 진주 무촌리고분군에서 조영된 Ⅱ유형은 4세기대의 목곽묘이며, 창촌
리고분군의 경우는 3세기대에 조영된 목곽묘이다. 소가야에서 이른 시기에 조영된
목곽묘는 대부분 Ⅱ유형인 것이 특징이다. 통영 람평리고분군의 목곽묘는 주구시설
이 마련된 것이 특징이며, 보강토 내에 할석 충전이 다수 보이고, 중심지역인 고성
과 진주의 목곽묘 바닥은 대부분 무시설인데 반해, 주변지역인 산청 옥산리고분군은

23) 규모는 소가야 중심지역인 고성과 진주의 목곽묘에 대한 것만 표기하였다.

소가야의 수혈식석곽묘 수용과 전개에 관한 사회적 배경

53

대부분 할석 혹은 자갈로 시상을 마련하여 차이
를 보인다.
매장주체부는 棺箱과 足箱24)으로 이루어져,
[주피장자공간]-[부장공간]의 2공간 구조이다. 유
물은 주로 토기류로 고배, 개, 파배, 단경호, 광
구소호를 기본으로 소량만 부장되며, 가끔 광구
장경호와 발형기대가 조합으로 부장되는 경우
도 있지만 1점 정도에 불과해, Ⅰ유형에 비해
수량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철기류는 도
자, 철부, 철겸, 철착 등 농공구류가 중심으로

Ⅰ유형과 동일하지만, 고성 송학동 1E호분과 람
평리 5, 8호묘를 제외하면, 대부분 1점 정도만
부장된다. 무기는 철촉이 기본이며, 철검 1점

도면 2. 소가야 목곽묘 Ⅱ유형
(S=1/80, 통영 람평리 10-2호묘)

정도가 가끔 부장되는 정도이다. 특징적인 것은
5세기 중엽 정도로 편년되는 통영 람평리고분군의 Ⅱ유형 목곽묘에서 소형철정이
6~10점 정도 부장되며, 유리제 환옥으로 구성된 경식이 부장되는 점이다.25)
[표 2] 소가야 목곽묘 Ⅱ유형 주곽의 묘광ㆍ목곽 규모 평균치
묘광(cm)

목곽(cm)

유형

Ⅱ유형
해당유구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

332.5

126.8

2.7

4.3

271.8

65.9

4.3

1.8

송1Eㆍ무 2구-24ㆍ122, 무 3구-39, 창 A-100ㆍ111, 우 6, 람 3ㆍ5ㆍ8ㆍ10-2ㆍ10-3

※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 송 : 고성 송학동 무 : 진주 무촌, 창 : 진주 창촌리, 우 : 진주 우수리, 람 : 통영 람평리

24) 소가야 목곽묘 Ⅱ유형에서 주피장자의 두향을 알 수 있는 유물은 그다지 출토되지 않았다.
통영 람평리 5호묘에서 동지금장세환이식과 철검 1점, 진주 우수리 18호묘에서 철검 1점이
출토되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유물부장공간은 足箱으로 파악되며, 금관가야와 아라가
야의 경우에도 동일유형의 목곽묘 모두 足箱에 유물이 부장되어 있어 참고된다.
25) 람평리고분군은 소가야 중심지역인 고성권에 입지하며, 주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 등 주변
지역인 산청과 의령, 하동 등지에서 조사된 주구내 다곽식을 특징으로 하는 묘제의 계기적인
발전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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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곽묘 Ⅱ유형의 규모는 묘광의 경우, 평균 332.5×126.8cm로 면적은 4.3㎡(1.3평)
이며, 목곽의 규모는 271.8×65.9cm로 면적은 1.8(0.5평)이다. 목곽묘 Ⅰ유형과 비교
했을 때, 규모면에서 묘광의 차이에 비해, 목곽의 규모차가 큰 것이 특징이다. 특히,
목곽 길이에 비해 너비가 상당히 좁아져 세장방형의 평면형태를 띠며, 목곽 내 면적
이 4.6㎡:1.8㎡로 약 2.5배의 차이를 보인다. 장단비는 묘광 2.7:1, 목곽 4.3:1이다.
3) 소가야 목곽묘 Ⅲ유형
목곽묘 Ⅲ유형은 Ⅱ유형과 동일하게 소가야 중심
지역에서는 진주 무촌리고분군, 우수리고분군과 통
영 람평리고분군에서 조영되며, 주변지역은 산청
옥산리고분군에서 나타난다. 묘광의 길이가 200cm
를 전후하는 소형 목곽묘이다. 내부공간 구조는 규
모로 볼 때, 주피장자 안치공간인 棺箱으로만 이루
어진 1공간의 단일구조로 파악된다. 목곽 내에 피
장자를 안치하고 발치 혹은 머리맡의 공간에 고배,
파배, 단경호, 광구장경호 등의 소량의 토기와 철촉

도면 3. 소가야 목곽묘 Ⅲ유형
(S=1/80, 통영 람평리
10-1호묘)

과 도자 정도로 종류와 수량에서 제한적으로 부장
한다.

[표 3] 소가야 목곽묘 Ⅲ유형 묘광ㆍ목곽 규모 평균치
묘광(cm)

목곽(cm)

유형

Ⅲ유형
해당유구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

289.3

116.9

2.5

3.5

240.2

60.7

4.1

1.5

무 2구-96, 후 1ㆍ17, 창 A-104, 람 2ㆍ10-1ㆍ10-4

※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무 : 진주 무촌, 창 : 진주 창촌리, 우 : 진주 우수리, 람 : 통영 람평리

목곽묘 Ⅲ유형의 규모는 묘광의 경우, 평균 289.3×116.9cm로 면적은 평균 3.5㎡
(0.6평)이며, 목곽의 규모는 240.2×60.7cm로 면적은 1.5㎡(0.3평)에 불과하다.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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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는 Ⅱ유형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부장유물의 종류와 수량에서 제한
적인 범위를 보이는 것이 차이점이다.

2. 소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유형화
가야의 대표적인 묘제인 수혈식석곽묘는 소가야에서도 국가로서 발전한 단계에
모든 계층에서 채용되어 주요묘제로 장기간 조영되었다. 소가야의 수혈식석곽묘는
중심지역인 고성 송학동고분군과 내산리고분군26)의 조사를 통해 구조 및 규모, 입
지양상 등이 밝혀지게 되었다. 수혈식석곽묘 단계의 최상위급의 분묘는 고성을 중
심으로 하며, 규모와 구조 및 축조수법 또한 다양하여 유형화의 적합한 자료적 조건
을 갖추고 있다. 고성 송학동고분군의 1A호분에서는 주축을 봉분의 장축과 직교하
게 배치한 대형 수혈식석곽묘인 1A-1호묘를 중심으로 10기의 수혈식석곽묘가 시기
를 달리하며 주변을 에워싸듯이 조영되었는데, 관곽의 구조와 유물의 부장양상 등
이 상당히 다양하다. 내산리고분군 또한 총 12기의 봉토고분이 조사되었는데, 수혈
식석곽묘는 56기가 조사되었다.
소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유형화 작업은 목곽묘와 동일하게 관곽개념을 적용하고,
매장주체부의 위계를 반영하는 규모, 내부공간의 활용방법, 부장유물의 질적인 부
분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Ⅰ유형은 송학동
1A호분에서만 나타나는데, 구조와 공간활용, 규모의 차에 의해 세분이 가능하였다.
각 유형별 상세는 다음과 같다.
1) 소가야 수혈식석곽묘 Ⅰ유형
수혈식석곽묘 Ⅰ유형은 석곽의 장단비가 5:1 이상 극세장방형의 평면형태를 띠
며, 꺾쇠와 관정 등 葬具의 배치상태와 이식 등 장신구류의 부장상태 등을 기준으
로, 매장주체부가 추가장에 의한 2棺1槨의 구조로 파악된다. 송학동고분군 보고자
에 의하면, 1A-11호묘의 경우, 금제이식 2쌍의 출토위치와 벽석의 물림현상, 그리고
묘광폭의 차이를 근거로 추가장을 상정하였다.27) 1A-11호묘는 1A호분에서 규모를

26)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고성 내산리고분군ⅠㆍⅡㆍⅢ, 2002ㆍ2005ㆍ2007.
27) 동아대학교박물관, 고성 송학동고분군, 2005,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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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는 10기의 수혈식석곽묘 중에서 5번째에 해당되며, 이보다 규모가 큰
4기의 수혈식석곽묘(1A-1ㆍ2ㆍ6ㆍ9호묘)의 꺾쇠 등 장구의 위치와 내부공간 활용
등으로 볼 때, 1A-11호묘와 동일한 추가장의 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Ⅰ유형의 벽석
은 세장한 할석을 정연하게 축조하였으며, 장단벽 모두 최하단부터 최상단까지 가
로눕혀쌓기를 기본으로 하였다. 벽석은 한단 한단 비교적 수평을 맞추어 축조하였
으며, 전체적으로 장단벽의 중간 정도 높이에서 수평줄을 맞추는 노력이 관찰된
다.28)

Ⅰ유형은 추가장된 피장자의 위치와 석곽의 규모, 부장품의 배치형태 등에 따라
세분이 가능하다.29) 먼저, 소가야 수혈식석곽묘 Ⅰ-1유형은 규모와 유물의 질적인
부분에서 소가야의 최고위계로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송학동 1A-1호묘만 해당
된다. 동단벽 아래 일부를 제외한 바닥 전면에 판상할석을 깔아서 시상을 마련하였
다. Ⅰ-1유형은 주피장자가 서쪽에 안치되었고, 또 한명의 피장자는 동쪽에 안치된
동일곽 내 2인이 안치된 2棺1槨30)의 구조이다. 부장된 유물의 질적인 부분을 고려
하고, 아라가야의 최고위계 수혈식석곽묘의 구조를 참고하면, 순장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송학동 1A-11호묘의 축조양상과 더불어, 1A-1호묘 또한 보고자는 추가장의
형태로 파악하였다. 본고에서도 보고자의 판단을 일단 수용한다. 보고자에 의하면,
다만, 보고자는 주피장자와 추가장에 의한 피장자의 두향을 모두 양단벽을 향하는 것으로 분
석하였으나, 필자는 삼국시대 사람의 평균신장을 예안리고분군 출토 인골을 기준으로 약
160cm로 가정하고 1A-11호묘 내에 도상으로 안치하여 보았다. 그 결과, 양단벽을 두향으로
했을 때, 이식의 출토위치와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북단벽 아래에서 출토된
이식과 석곽 중앙에서 약간 남쪽으로 놓인 이식의 출토위치를 감안했을 때, 주피장자와 추가
장된 피장자는 동일 두향 즉, 북침으로 안치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동일 두향의 예는 아라
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예(필자의 Ⅰ-3유형)에서도 보이는데, 도<문>51호의 경우, 동일곽 내 주
피장자와 순장자가 나란하게 안치되었는데, 동일한 두향으로 안치되었다. 비록 아라가야의
경우는 동시장인 순장의 예이지만 수혈식석곽묘 문화권이며 소가야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
어, 동일곽 내의 多人埋葬일 때의 피장자의 안치방향에 참고가 된다.
28) 아라가야 Ⅰ유형의 수혈식석곽묘는 벽의 높이가 2m에 달하는 초대형급으로 바닥에서 약
60cm 정도에서 수평줄을 맞추어 3단계 정도의 공정으로 구분 축조한 특징이 관찰되는데, 소
가야 Ⅰ유형 수혈식석곽묘와 축조수법에서 유사성이 간취된다.
29) Ⅰ유형 중에서 1A-9호를 제외하면 모두 최고 위계인 1A-1호묘와 동일한 주축방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30) 수혈식석곽묘 Ⅰ유형의 경우, 1槨(석곽)내 주피장자와 추가 피장자의 관이 안치되어, 전체적
으로 2棺1槨의 구조이다. 내부공간의 규모를 고려할 때, Ⅰ-1ㆍ2유형의 경우, 外棺과 內棺의
2중관 구조의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어 도면에 표기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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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소가야 수혈식석곽묘 Ⅰ유형 (S=1/80)
(左 : Ⅰ-1유형, 고성 송학동1A-1호묘, 中 : Ⅰ-2유형, 고성 송학동1A-6호묘,
右 : Ⅰ-3유형, 고성 송학동1A-11호묘)

추가장의 증거는 먼저, ①석곽 벽에 나타나는 수직의 종선이 석곽을 연장해서 축조
한 흔적으로 볼 수도 있으며, ②상면 중간 정도에 부장된 토기와 갑옷을 경계로 동
서 양쪽 시상의 경계가 뚜렷하고, ③동쪽 상면에 놓인 유물이 서쪽의 유물보다 신식
으로 편년되는 점 등으로 보았다.
매장주체부의 구조는 곽(석곽) 내에 [부장공간]-[주피장자공간]-[부장공간]-[추가 피
장자공간]-[부장공간]의 5공간으로 구분하였다. 주피장자의 頭箱과 足箱 그리고 外

棺과 內棺 사이 공간에 유물을 부장하였는데, 頭箱에는 등자, 재갈, 운주, 마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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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등의 마구류를 부장하였다. 꺾쇠의 위치로 보아 관내의 발치에는 개, 개배, 통형
기대 등의 토기류와 찰갑과 철모인 무기ㆍ무구류가 부장되었으며, 주피장자공간과
추가 피장자 공간의 사이에 위치한 주피장자 足箱에는 대도, 철모 등의 무기류와 삽
날, 철부 등의 농공구류를 함께 부장하였다. 후대 교란의 영향인지 추가 피장자공간
인 棺箱에서는 유물은 보이지 않고, 동단벽 아래인 足箱에는 검릉형행엽 등 금동제
마구류와 찰갑과 철촉군 등이 부장되었다. Ⅰ-1유형에는 주피장자와 추가 피장자의
유물은 소가야 내에서 최고의 질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Ⅰ-1유형의 피장자
는 소가야 최고위계의 수장급으로 볼 수 있다.

Ⅰ-1유형의 규모31)는 석곽의 경우, 825.0×105.0cm로 면적은 8.7㎡(2.6평)에 달한
다. 석곽 내의 용적률은 10.0㎥이다. 장단비는 7.9:1로 극세장방형이며, 묘광과 벽석
사이의 공간은 상당히 넓은 것이 특징이다. 묘광과 벽석 사이는 벽석과 동일한 석
재로 뒤채움 하였다.

[표 4] 소가야 수혈식석곽묘 Ⅰ-1유형 석곽 규모 평균치
석곽(cm)
유형

Ⅰ-1유형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

용적률(㎥)

825.0

105.0

7.9

8.7

10.0

해당유구
송 1A-1

※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 송 : 고성 송학동

Ⅰ-2유형은 Ⅰ-1유형에 비해, 석곽의 길이 약 280cm, 너비 약 30cm 정도의 규모
차이를 보인다. 바닥에는 판상할석 또는 할석 시상을 마련하였으며, Ⅰ-1유형과 비
교했을 때, 규모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공간활용에서는 유물부장의 1공간이
생략된 구조이다. 즉, [주피장자공간]-[부장공간]-[추가 피장자공간]-[부장공간]의 4공
간 구조이다. Ⅰ-1유형의 주피장자 頭箱에 부장되는 마구류가 外棺과 內棺 사이 공
간에 부장되며, 아울러 소형토기류도 함께 부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Ⅰ-2유형인 송
학동 1A-6, 9호묘의 경우, 내부 교란으로 철기류는 대부분 유실된 상태이지만, 1A-6

31) 송학동 1A호분의 경우 복원정비를 위해 묘광에 대한 전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
서 석곽의 규모만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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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묘에서 f자형 경판비와 검릉형행엽, 방형혁금구 등의 마구류가 출토되었다. 그 외
1A-9호묘에서 금제이식와 청동제팔찌, 다면옥과 관옥 등으로 구성된 경식이 출토되
었다. Ⅰ-1유형과의 차이는 위세용유물면에서 찰갑 등의 무구류의 구성이 생략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당시의 신분질서의 반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Ⅰ-2유형의 규모는 석곽의 경우, 평균 545.0×75.0cm로 면적은 4.1㎡(1.2평)이며,
석곽의 내부 용적률은 평균 3.7㎥이다. Ⅰ-1유형과 비교할 때, 내부면적은 2배 정도,
용적률은 3배 이상의 규모차를 보인다. 석곽의 장단비는 7.3:1로 Ⅰ-1유형과 거의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표 5] 소가야 수혈식석곽묘 Ⅰ-2유형 석곽 규모 평균치
석곽(cm)
유형

Ⅰ-2유형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

용적률(㎥)

545.0

75.0

7.3

4.1

3.7

해당유구
송 1A-6,9호

※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 송 : 고성 송학동

Ⅰ-3유형은 Ⅰ-2유형에 비해 석곽의 길이는 약 80cm 정도 줄었으나, 너비는 오히
려 10cm 정도 넓어, Ⅰ-1ㆍ2유형에 비해 덜 세장한 평면형태를 보인다. 규모면으로
볼 때, 추가장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로 파악된다. 바닥은 점토관대와 할석
시상이 나타나는데, 송학동 1A-2호묘 점토관대의 경우, 벽석의 1/3지점에 이르는
높이까지 아주 두껍게 시설한 것이 특징이다. 점토관대 상부의 벽석 아래로는 할석
을 놓아 관을 고정하였다.32) 매장주체부는 [주피장자공간]-[부장공간]-[추가 피장자
공간]의 3공간 구조이다. Ⅰ-2유형의 단벽 아래의 부장공간이 생략된 구조로, 주피
장자와 추가 피장자의 棺箱에 주로 유물이 부장되며, 棺箱 사이의 공간에 일부 유물
이 부장되는 공간활용을 보인다. 부장유물은 고배, 개, 개배, 파배, 유공광구소호 등
의 소형기종과 대부단경호, 광구장경호 등의 대형기종의 토기류가 부장되며, 위세
용철기류로는 재갈 1점 정도의 마구류, 그리고 도자, 철부, 철겸을 조합으로 하는
농공구류가 부장되었다. 장신구류로는 금제이식, 청동제팔찌, 곡옥과 다면옥, 관옥

32) 보고자는 송학동 1A-2호묘를 구유형(할죽형) 목관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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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제작된 경식이 피장자 신변에서 출토되었다.

[표 6] 소가야 수혈식석곽묘 Ⅰ-3유형 석곽 규모 평균치
석곽(cm)
유형

Ⅰ-3유형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

용적률(㎥)

463.3

83.3

5.6

3.9

3.3

해당유구
송 1A-2,8,11호

※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 송 : 고성 송학동

Ⅰ-3유형의 규모는 석곽의 경우, 평균 463.3×83.3cm로 면적은 3.9㎡(1.2평), 용적
률은 3.3㎥이다. Ⅰ-2유형에 비해 길이는 줄었으나 너비가 증가하여 면적과 용적률
에서 그다지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장단비가 5.6:1로 7.0:1 이상의 Ⅰ-2ㆍ3
유형과 차이를 보인다.
2) 소가야 수혈식석곽묘 Ⅱ유형
소가야 수혈식석곽묘 Ⅱ유형은 고성에서는 송학동고분군을 비롯해, 내산리고분군
에서 주로 보이며, 진주에서는 무촌고분군, 가좌동고분군, 우수리고분군에서 나타
난다. 주변지역에서는 의령 경산리고분군과 천곡리고분군, 산청 명동고분군에서 주
로 보인다.

Ⅱ유형의 내부공간활용은 양단벽 아래에 부장공간을 배치한 [부장공간]-[주피장자
공간]-[부장공간]의 3공간의 2棺1槨의 구조로, 추가장이 시행되지 않은 것에서 Ⅰ유
형과는 차이를 보인다. 전형적인 Ⅱ유형의 수혈식석곽묘는 내산리고분군에서 주로
보이는데, 頭箱의 공간에는 소형기종의 토기류와 마구류를 주로 부장하고, 발치인

足箱에는 대형기종의 토기류와 철촉 등의 무기를 부장하였으며, 足箱에는 유물 사
이의 빈공간이 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유기질의 부장품을 넣었던 것으로 파악된
다. Ⅱ유형은 세장방형의 치석된 할석을 4벽 모두 눕혀쌓기하거나 단벽을 세워쌓기
하고 양 장벽은 주로 눕혀쌓기를 기본으로 한 점에서 Ⅲ유형과 차이를 보인다. 특
징적으로 주변지역인 의령 천곡리고분군과 산청 명동고분군에서는 Ⅱ유형의 수혈
식석곽묘의 벽석 축조수법이 장단벽 모두 세워쌓기하고 최하단석은 바닥에 홈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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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끼워쌓기하였다. 이것이 일반
적으로 소가야식의 전형적인 수
혈식석곽묘 축조수법으로 알려
져 있다.33) 바닥시설은 고성의
내산리고분군에서는 주로 판상
할석을 위주로 전면시상한 비율
이 높으며, 진주의 무촌리고분군
과 가좌동고분군에서는 소형할
석의 부분적인 시상과 점토정지
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내산리고분군에서는 일부 관대
시설을 마련하였다. 위세용 철기
류인 재갈, 안교, 등자, 행엽, 성시
구 등이 부장되지만, 전체가 조합
이 아닌 일부만 선별부장되는 양
상을 보인다. 대도, 철모 등의 무

도면 5. 소가야 수혈식석곽묘 Ⅱ유형
(S=1/80, 고성 내산리21-1곽)

기류 부장률이 낮으며, 철촉은 기본적으로 다량 부장되었다. 장신구류는 동지금장, 철
지금장세환이식과 청동제, 은제팔찌류, 경식 등이 주피장자 신변에 출토된다.
[표 7] 소가야 석곽묘 Ⅱ유형 석곽 규모 평균치
석곽(cm)
유형

Ⅱ유형
해당유구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

용적률(㎥)

375.1

70.6

5.4

2.7

1.9

연14ㆍ23, 송1A-2ㆍ3ㆍ7, 내1-주곽ㆍ1곽ㆍ3곽, 내8-주곽ㆍ2곽, 내63-5곽, 내21-1곽ㆍ11곽,
내28-1과, 내36-주곽ㆍ1곽, 무(진)3, 무-2구-4ㆍ54ㆍ55, 무-3구-129, 우11ㆍ12ㆍ13

※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 연 : 고성 연당리, 송 : 고성 송학동, 내 : 고성 내산리, 무(진) : 진주 무촌(진주박물관), 무 : 진주 무촌(경고
연), 우 : 진주 우수리, 가 : 진주 가좌동

33) 소가야 중심지역인 고성과 진주의 상위위계인 Ⅰ~Ⅱ유형에서는 눕혀쌓기를 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축조수법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축조수법이 소가야의 전체를
대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중심과 주변과의 관계 또는 위계의 반영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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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의 규모는 석곽의 경우, 375.1×70.6cm로 면적은 2.7㎡(0.8평)이며, 내부 용
적률은 1.9㎥이다. Ⅰ-3유형에 비해 석곽의 길이는 약 90cm, 너비는 약 10cm 정도
줄었으며, 내부면적은 약 70%, 용적률은 약 60% 정도이다. 장단비는 5.4:1로 Ⅰ-3유
형과 대차를 보이지 않는다.
3) 소가야 수혈식석곽묘 Ⅲ유형
소가야 수혈식석곽묘 Ⅲ유형은 고성에서는 내산리고분군, 통영 람평리고분군, 진
주에서는 연당리고분군, 우수리고분군에서 소수가 보인다. 주변지역에서는 산청 명
동고분군에서 다수가 확인되고, 의령 경산리와 천곡리고분군에서도 축조된다.
매장주체부의 공간활용은 Ⅱ유형에서 頭箱이 마련되지 않은 형태로 한쪽 단벽 아
래에 유물을 부장한 [주피장자공간]-[부장공간]의
2공간 구조이다. 주피장자 발치인 足箱의 부장공
간 외에 목관 내부 혹은 상부에 소형토기류를 부
장한 것이 특징이다. 벽석은 장단벽 모두 세워쌓
기를 기본으로 하며, 고성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
지만, 주변지역인 의령 천곡리고분군과 산청 명
동고분군의 Ⅲ유형 수혈식석곽묘는 Ⅱ유형과 동
일하게 벽석은 대부분 최하단석을 바닥에 홈을
내어 끼워쌓기하였다. 바닥시설은 고성과 진주는
주로 소형할석을 전면에 시설하였으며, 주변지역
인 의령과 산청에서는 점토정지를 주로하고, 일
부 유물부장공간에만 시상을 마련한 차이점을

도면 6. 소가야 수혈식석곽묘
Ⅲ유형 (S=1/80, 고성
내산리21-6곽)

보인다. 유물은 토기 위주의 부장이 이루어지고,
철기류 중 무기류로 철촉, 농공구로 도자와 철부, 철겸이 부장되지만, 주로 도자 1
점 정도에 불과하며, 장신구류는 고성과 진주에서는 동지금장세환이식과 은제세환
이식, 청동제팔찌와 경식 등의 부장비율이 높지만, 주변지역인 의령과 산청은 이식
과 경식의 출토비율이 상당히 낮다.

Ⅲ유형의 규모는 석곽의 경우, 282.6×65.9cm로 면적은 1.9㎡(0.6평), 용적률은 1.9
㎥이다. Ⅱ유형에 비해 길이는 약 90cm 정도 줄었으나 너비는 5cm 정도로 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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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지 않으며, 면적에 비해 용적률이 약 50% 정도 적다.

[표 8] 소가야 석곽묘 Ⅲ유형 석곽 규모 평균치
석곽(cm)
유형

Ⅲ유형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

용적률(㎥)

282.6

65.9

50.1

1.9

1.0

해당유구

연18-1, 내1-3곽ㆍ63-8곽ㆍ9곽ㆍ34-1곽,21-2곽ㆍ6곽ㆍ7곽, 람1, 우16

※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 연 : 고성 연당리, 내 : 고성 내산리, 람 : 통영 람평리, 우 : 진주 우수리

4) 소가야 수혈식석곽묘 Ⅳ유형
소가야 수혈식석곽묘 Ⅳ유형은 송
학동1A호분(1A-3, 4, 5호묘)을 제외
하면, 석곽의 길이가 대체로 200cm
미만의 소형 수혈식석곽묘이다. 매
장주체부의 내부 공간구조는 목관
만 안치된 1공간 구조이다. 고성 송
학동1A호분, 내산리고분군, 주변지
역의 의령 천곡리고분군과 산청 명
동고분군 등 대부분의 고분군에서
조영된다. 내산리고분군에서는 한
봉토고분 내에 배치될 때, 주곽에
인접하여 배치되지 않고, 좀 떨어져
봉분 외연으로 배치되는 특징을 보
인다. 이러한 배치의 특징은 유형별

도면 7. 소가야 수혈식석곽묘 Ⅳ유형
(S=1/80, 左 : 고성 송학동1A-4호묘, 右 : 고성
내산리21-4곽)

위계의 반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유물은 주피장자가 안치된 棺箱과 관 상부에 주로 부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벽석
의 축조수법은 송학동1A호분의 경우는 모두 눕혀쌓기하였지만, 내산리고분군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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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벽 모두 세워쌓기를 주로 하였으며, 주변지역인 의령 천곡리고분군과 산청 명동
고분군은 모두 세워쌓기로 최하단은 홈을 파서 끼워넣는 수법으로 축조하였다. 바
닥은 중심지역인 고성의 송학동고분군과 내산리고분군에서는 주로 전면시상을 마
련하였으며, 일부는 점토관대(정지)+시상을 시설하기도 한다. 반면, 주변지역인 의
령과 산청에서는 대부분 점토정지만 하고 시상을 마련하지 않았다.
토기류는 유개고배, 개배, 유공광구소호, 파배, 광구장경호가 기본 기종으로 구성
되며, 철기류는 철촉과 도자만 부장된다. 장신구류는 중심지역인 송학동고분군과
내산리고분군의 Ⅳ유형에서는 금제이식과 청동제팔찌, 곡옥과 산반옥, 다면옥, 환
옥으로 구성된 경식이 부장되며, 주변지역인 의령과 산청에서는 거의 부장되지 않
는다.

[표 9] 소가야 석곽묘 Ⅳ유형 석곽 규모 평균치
석곽(cm)
유형

Ⅳ유형
해당유구

길이

너비

장단비

면적(㎡)

용적률(㎥)

192.3

47.6

4.1

1.0

0.6

송1A-3ㆍ4ㆍ5, 내1-4곽,8-3곽ㆍ5곽ㆍ6곽,21-3곽ㆍ4곽ㆍ10곽ㆍ13곽ㆍ15곽, 36-3곽, 63-2곽

※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 송 : 고성 송학동, 내 : 고성 내산리

Ⅳ유형의 규모는 석곽의 경우, 평균 192.3×47.6cm로 면적 1.0㎡(0.3평), 용적률
0.6㎥에 불과하다. Ⅲ유형에 비해 석곽의 길이는 약 90cm, 너비는 약 20cm 정도 줄
었으며, 면적은 약 50%, 용적률은 약 60% 정도이다. 석곽의 장단비는 4:1로 큰 차이
를 보이지 않는다.

Ⅳ. 소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전개
본 장에서는 소가야에서 목곽묘에서 수혈식석곽묘로의 변화과정과 수혈식석곽묘
의 전개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단계설정은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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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관관계를 기준으로 획기를 적용하였으며, 편년안의 기준은 수혈식석곽묘 유
형설정의 기준이 된 송학동고분군의 토기를 검토한 박광춘의 편년안34)을 기준으로
하고 최근 소가야양식 토기를 정치하게 분석한 김규운의 편년35) 등 타 연구자의 편
년36)을 참고하였다.
우선 소가야 목곽묘는 3세기대에 진주 창촌리고분군에서 목곽묘 ⅡㆍⅢ유형이
조영되지만, 고성 송학동 1E호분이 조영된 4세기 초엽까지 어느 정도 공백기를 보
인다. 4세기대에 들어와 소가야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목곽묘가 조영되는데, 소가야
의 중심지역인 고성에서는 송학동 1E호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조사된 예가 없
다. 4세기대 소가야 목곽묘의 중심은 진주 무촌리고분군이지만 수적으로는 그다지
많지 않다.37) 소가야의 목곽묘에서 획기를 이루는 시기는 5세기 중엽으로 이때는
수혈식석곽묘가 본격 조영되는 시기이다. 금관가야와 아라가야의 경우, 대형목곽묘

34) 박광춘, ｢Ⅵ.종합고찰-2. 출토유물｣, 고성 송학동고분군, 2005, pp.292-296.
35) 김규운, 앞의 논문, 2009.
36) 소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한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다.
윤정희, ｢소가야토기의 성립과 전개｣, 경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하승철, ｢가야
서남부출토 도질토기에 대한 일고찰｣,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박천수, ｢지
역간 병행관계로 본 가야고분의 편년｣, 가야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민족문화학술총서27,
2003. ; 우지남, ｢Ⅲ.고찰｣, 진주무촌Ⅳ, 경남고고학연구소, 2005. ; 박승규, ｢가야토기의 시
기구분과 편년｣, 가야문화 18, 가야문화연구원 2005. ; 박광춘, 새롭게 보는 가야고고학,
학연문화사, 2006. ; 박승규, 가야토기 양식연구, 동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하승철, ｢5-6세기 고성지역 고분문화의 이해｣, 경남의 가야고분과 동아시아, 제2회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0. ; 여창현, ｢소가야연맹체의 고고학적 연
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김지연, ｢소가야양식 토기의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37) 소가야의 중심세력으로 산청 중촌리고분군이 알려져 있지만, 간단한 수습조사를 거쳐 그 실
상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산청 중촌리고분군 3호-北목곽묘가 길이 500cm로 頭箱
과 足箱을 갖추고 있어 목곽묘 Ⅰ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바닥에 시상을 마련하고, 은장단봉
환두대도와 재갈, 안교 등 위세용철기가 다량 출토되어 하승철은 소가야의 중핵으로 파악하
고, 고성 송학동고분군, 합천 삼가고분군 축조 집단과 더불어 소가야 연맹체를 형성한 중심
정치체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산청 중촌리고분군은 4세기 목곽묘 단계부터 6세기 중엽까지
그 세력을 유지한 고분군으로 볼 수 있다 하였다.(하승철, ｢산청 중촌리고분군에 대한 소고｣,
경남연구 2,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0.) 본고에서는 소가야의 중심권으로 이견이
없는 고성과 진주권을 중심으로 수혈식석곽묘의 유형화를 시도하였고 산청지역은 주변지역
으로 중심지역과의 비교대상으로만 언급하였기 때문에, 산청 중촌리고분군은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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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현하는 시기를 거쳐 금관가야는 4세기 말엽, 아라가야는 5세기 초엽에 수혈식
석곽묘로 서서히 대체되면서 소멸하는 양상인데 반해, 소가야에서는 수혈식석곽묘
가 본격 출현하는 시기에 목곽묘의 조영도 활발하다는 차이를 보인다. 5세기 중엽
의 소가야 목곽묘는 통영 람평리고분군과 진주 무촌고분군, 산청 옥산리고분군이
대표적인데, 진주 무촌고분군에서는 주로 Ⅰ유형의 목곽묘가 조영되며, 통영 람평
리고분군에서는 Ⅱ~Ⅲ유형, 산청 옥산리고분군에서는 Ⅰ~Ⅲ유형 모두 보이는데, 5
세기 말엽이 되면, 주변지역인 산청 옥산리고분군에는 목곽묘가 계속 조영되지만,
중심지역인 고성, 진주에서는 수혈식석곽묘의 축조로 대체되는 양상이다. 따라서
소가야 중심지역에서 수혈식석곽묘가 조영되기 시작하는 5세기 중엽을 초현기로
정의하고 단계설정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1. 소가야 수혈식석곽묘 Ⅰ단계 : 초현기
소가야에서 수혈식석곽묘는 진주 무촌리고분군과 우수리고분군에서 초현한다.38)
진주권의 초현기 수혈식석곽묘는 대부분 Ⅱ유형으로 소형할석을 사용한 시상을 마
련하고 벽석은 가로눕혀쌓기와 세워쌓기가 모두 나타나지만, 진주 우수리고분군의
경우는 세워쌓기가 우세하며, 단벽은 홈을 파서 끼워넣기식으로 축조하였다. 이 시
기에 진주 무촌고분군, 통영 람평리고분군, 산청 옥산리고분군 등에서 목곽묘의 조
영이 상당히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인데, 수혈식석곽묘의 최상위위계인 Ⅰ유형은 이
단계에 출현하지 않는다. 연대는 5세기 중엽39)으로 편년된다.

38) 기존의 산청 중촌리 21호 석곽이 가장 이른 석곽으로 알려졌지만, 하승철의 검토에 의해 편년
의 기준이 되었던 이른시기 토기가 21호 석곽 주변의 선행 목곽묘 부장품인 것으로 파악되었
으며, 21호 석곽의 축조수법 등으로 보아 5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고 하였다.(하승철,앞의 논
문, 2010, pp.16-18.)
39) 본고의 단계구분에서 사용한 分期는 초ㆍ중ㆍ말엽의 3分期 구분이며, 그 외 설명에서 3分期
하기 어려운 경우, 전ㆍ후반의 2分期를 병용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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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소가야 수혈식석곽묘 Ⅰ단계 유물
(토기 : S=1/10, 철기 : S=1/4)
1ㆍ3ㆍ5~7ㆍ10~17 : 진주 무촌3구-129호묘, 2ㆍ4ㆍ8ㆍ9 : 진주 무촌2구-55호묘

2. 소가야 수혈식석곽묘 Ⅱ단계 : 성행기
Ⅱ단계는 소가야 중심인 고성 송학동고분군과 내산리고분군에서 수혈식석곽묘
가 축조되는 단계이며 진주 무촌고분군에서도 수혈식석곽묘가 계속적으로 조영된
다. 또한, 주변지역인 의령과 산청에서도 Ⅰ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수혈식석
곽묘가 활발하게 축조된다. 고성 송학동 1A호분에서 Ⅰ-1유형의 수혈식석곽묘가 수
장급의 묘제로 수용되고, 그 주변으로 Ⅰ-2ㆍ3유형과 Ⅱ~Ⅳ유형이 위계를 달리하며
조영되는 구조를 보인다. 이 단계에는 진주 무촌고분군과 창촌리고분군에서 Ⅰ유형
목곽묘가 계속 조영되는데, 6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수혈식석곽묘로 묘제가 교체되
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혈식석곽묘의 구조적 특징과 유물부장의 질적 측면을 고려
하면, 고성이 이 시기 소가야의 핵심지역이다. 이것은 고성지역의 Ⅱ유형 수혈식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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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묘에서는 마구, 유자이기, 철정 등 위세용철기류가 부장되지만, 진주지역 Ⅱ유형
에는 위세용철기류의 부장이 고성에 비해 현격히 적은 것에서 증명된다. 하지만 6
세기 초엽 정도인 이 단계의 후반부가 되면, 진주 무촌고분군에도 Ⅱ유형의수혈식

도면 9. 소가야 수혈식석곽묘 Ⅱ단계 유물(토기류, S=1/10)
1ㆍ2ㆍ3ㆍ8ㆍ18ㆍ20ㆍ25ㆍ27ㆍ28 : 고성 송학동1A-1호묘, 4ㆍ9ㆍ12ㆍ14 : 고성
내산리8-2곽, 5ㆍ6ㆍ11ㆍ13ㆍ16 : 고성 송학동1A-7호묘, 7ㆍ29 : 고성 내산리8-주곽,
10ㆍ17ㆍ23ㆍ26 : 진주 우수리16호묘, 15 : 고성 내산리63-8곽, 19ㆍ24 : 고성
송학동1A-6호묘, 21 : 고성 내산리36-주곽, 22 : 고성 내산리63-5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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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소가야 수혈식석곽묘 Ⅱ단계 유물(철기류)
(Ⅰ유형 출토품 중심, 1~11 : S=1/4, 12~20 : S=1/10, 21ㆍ22 : S=1/15 )
1ㆍ7ㆍ9 : 진주 우수리16호묘, 2~6ㆍ8ㆍ10~14ㆍ16ㆍ18~20ㆍ22 : 고성
송학동1A-1호묘, 15ㆍ17 : 고성 송학동1A-6호묘, 21 : 고성 내산리8-주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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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곽묘에서 재갈, 안교, 운주, 등자 등 위세용철기류의 부장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수혈식석곽묘는 대부분 장단벽 혹은 장벽을 눕혀쌓기한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의
령, 산청 등의 주변지역 고분군에서는 동일 Ⅱ유형이라 해도 마구류의 부장은 거의
없는 점에서 중심지역과 주변지역간의 위계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단계에는 송학동고분군과 내산리고분군을 중심으로 대형 봉토고분이 조영
되는데, 소가야의 내적 성장의 큰 변화를 맞는 시기이며, 대형 봉토고분의 매장주체
부로 수혈식석곽묘가 적극 수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목곽묘의 조영이 서서
히 감소하면서 소가야 중심지역과 주변지역 모두 수혈식석곽묘가 주묘제로 자리잡
게 되는 단계로 성행기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 고성에서는 상위위계의 수혈식석
곽묘에 토기류로는 유대완, 대부완, 유공광구소호, 영락부대부장경호, 발형기대, 통
형기대가 조합으로 부장되는 양상이 보인다. 연대는 5세기 말엽~6세기 초엽 정도로
편년된다.

3. 소가야 수혈식석곽묘 Ⅲ단계 : 쇠퇴기
수혈식석곽묘 Ⅲ단계는 중심권인 고성지역에서는 횡혈식석실묘가 수장급의 묘제
로 채용되는 과도기 단계이다. 수혈식석곽묘는 내산리고분군에서 일부 횡혈식석실
묘와 함께 축조되면서 서서히 묘제의 교체가 이루어지며, 목곽묘는 자취를 감춘다.
특징적인 것은 이 단계의 의령에서 위세용철기류를 갖춘 분묘가 눈에 띠게 조영된
다는 것이다. 의령 중동리고분군과 경산리고분군이 그 중심인데, 신라양식, 대가야
양식 토기 등 외래계 유물의 부장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교역 또는 교류의 담당이
소가야 주변지역으로의 확산인지 중심지역의 이동인지 향후 검토가 요망된다. 연대
는 6세기 중엽 정도로 편년된다.

Ⅴ. 소가야의 수혈식석곽묘 수용과 전개에 관한 사회적 배경
삼국시대 각 가야에서는 목곽묘에 이은 수혈식석곽묘의 출현으로 일정기간 두 묘
제가 동시기에 조영된 이후, 목곽묘가 소멸하고 수혈식석곽묘가 주묘제로 사용되며
이어서 횡구ㆍ횡혈식의 묘제로 전환되는 비교적 공통된 묘제의 변화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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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소가야 수혈식석곽묘 Ⅲ단계 유물
(토기 S=1/10, 철기ㆍ장신구 S=1/4, ※ 27~30 : S=1/10)
1ㆍ8 : 고성 내산리8-5곽, 2ㆍ11ㆍ16 : 고성 내산리21-10곽,
3ㆍ4ㆍ7ㆍ9ㆍ13ㆍ15ㆍ20ㆍ21ㆍ23ㆍ29 : 고성 송학동1A-11호묘, 5ㆍ14ㆍ19ㆍ27ㆍ30
: 고선 내산리28-1곽, 6 : 고성 내산리34-4곽, 10ㆍ17ㆍ18ㆍ22ㆍ24~26ㆍ28 : 고성
내산리21-1곽, 12 : 고성 내산리21-11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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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야의 목곽묘 출현과 전개과정에서도 우선 목곽묘의 분포와 특징을 먼저 언급해
야 할 것이다. 소가야에서는 현재까지의 조사상황으로는 목곽묘가 그렇게 발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금관가야와 아라가야에서는 수장급의 대형목곽묘가 출현하
여 수혈식석곽묘로 교체되는 과도기 과정을 거치는데 비해 소가야의 중심지역인 고
성과 진주에서는 수장급에 상당하는 대형목곽묘는 조사되지 않았다. 아울러, 수장
급 혹은 왕급의 수혈식석곽묘의 출현 또한 인접한 아라가야보다 시기적으로 늦다.
즉, 분묘의 유형화를 통해 본다면, 소가야는 인접한 아라가야에서 대형목곽묘40)가
조영되는 4세기 후반~5세기 전반대에는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소가야에
서 목곽묘는 진주 창촌리고분군에서 3세기대에 출현하지만, 일부에 지나지 않고, 4
세기 중엽 정도가 돼서야 고성 송학동 1E호분을 비롯해 진주 무촌리고분군에서 조
영된다. 하지만, 이때 조영된 목곽묘는 대부분 Ⅱ유형으로 금관가야 목곽묘 Ⅳ유형
과 아라가야 목곽묘 Ⅲ유형과 동일유형으로 상대적으로 급이 떨어진다. 이후, 본격
적인 목곽묘의 조영은 5세기 중엽으로, 중심지역인 진주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인
산청 등지에서 비교적 많은 목곽묘가 조영된다. 이 시기에 모든 유형의 목곽묘가
축조되는데, 소가야 목곽묘 Ⅰ유형이라 해도, 금관가야와 아라가야의 상위 위계인

Ⅰ유형의 목곽묘에는 미치지 못해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소가야의 핵심지역인 고
성은 목곽묘의 조영이 상당히 미약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동외동유적41)의 조사
를 통해 고성에는 3세기대까지 상당한 정치중심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고고
학적으로 밝혀져 있다. 고성 동외동유적은 기원 후 1세기부터 4세기대까지 장기간
에 걸쳐 형성된 유적으로, 패총과 주거지, 야철지가 조사되었다.42) 특히, 야철지의
존재를 통해 소가야에서 철을 생산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漢鏡과 廣鋒銅鉾,
야요이식토기의 출토를 통해 漢과 倭와의 교류를 행하는 등 상당한 정치세력의 중

40) 아라가야 목곽묘Ⅰ유형으로 도항리<문>10호와 마갑총이 대표적이다.
41) 동아대학교박물관, ｢附. 고성 동외동패총｣, 상노대도, 1984.
국립중앙박물관, 고성패총, 1992.
국립진주박물관, 고성동외동유적, 2003.
42)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固城의 한때 지명이 ‘鐵城’이었음이 전한다. 고성과 철성은 ‘쇠
처럼 단단한 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소가야’는 ‘쇠가야’로 통할 수 있다고 한다.(이영식,
이야기로 떠나는 가야 역사여행, 지식산업사, 2009, p.277) 이를 증명하는 고고학적 자료가
고성 동외동유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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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고성에 존재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세기대 대형목곽묘
의 존재는 알려져 있지 않다. 지금까지 발굴조사의 부족으로 간주하기에는 많은 의
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소가야의 중심지역에 4세기대의 대형목곽묘가 조영되지 않
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이는 가야사회의 총체적 변동을 가져온 사건으로, 소
가야가 중심이 되어 주도한 포상팔국 전쟁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포상팔국 전쟁의 4세기 전반대설43)을 지지한다.44) 포상팔국 전쟁이란, 경
남 해안지역에 분포하고 있던 포상팔국이 연합하여 전쟁을 일으켰다는 단순한 교역
상의 경쟁관계를 반영한 것과 더불어 급격한 문화적 변동 속에서 일어난 대대적 사
회변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45) 이러한 문화적 변동이라는 급격한 사회적 변
화현상은 313년, 314년 낙랑군과 대방군의 소멸이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당시 경남 해안일대에서 교역을 통해 세력을 형성한 포상팔국이 심각한 존립의 문
제에 직면하면서, 그 중 소가야가 중심이 되어 김해의 가락국(금관가야)을 공격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과론적으로 신라의 구원을 통해, 포상팔국이 전쟁에
패하게 되면서 전쟁을 주도한 소가야는 많은 타격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이 시점
을 4세기 전반대로 보고, 이전까지 철생산과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한 소가야는 포
상팔국 전쟁의 실패로 인해 성장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해 소가야
에서는 수장급에서만 조영 가능한 대형목곽묘가 출현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포상팔국 전쟁의 실패 이후, 침체의 일로에 있던 소가야의 고성지역은 남해연안
에 입지한 지리적인 이점 등 해양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倭와 百濟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세기 말엽에는 대형봉토고분인 송
학동고분군이 조영되면서 수혈식석곽묘가 본격적으로 채용되게 된다. 소가야의 수
혈식석곽묘는 고성보다는 진주지역에서 먼저 출현하게 되는데, 이때 상위위계의 Ⅰ
유형보다는 Ⅱ유형이 중심이다. 소가야에서 가장 상위의 수혈식석곽묘는 송학동
1A-1호묘로 현재까지 고성에만 존재한다. Ⅰ유형의 수혈식석곽묘는 상당히 세장한

43) 김태식, 가야연맹사, 일조각, 1993, pp.80-85. ; ｢함안 안라국의 성장과 변천｣, 한국사연구
86, 1994, pp.29-70.
44)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전고(최경규, 앞의 논문 2012c.)를 참고해주기 바란다.
45) 김태식, 앞의 책, 1993, pp.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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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벽석은 눕혀쌓기를 기본으로 하며, 2棺1槨의 추가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
하면, 이는 앞선 시기의 목곽묘에서 보이지 않던 관곽구조로 묘제의 계승으로 보기
는 어렵다. 또한 Ⅰ유형의 수혈식석곽묘는 3개의 소유형으로 세분되는데, 이러한
수혈식석곽묘는 아라가야의 수혈식석곽묘와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된다. 아라가야
의 Ⅰ유형 수혈식석곽묘 또한 3유형으로 세분되며, 이는 당시의 신분질서의 반영으
로 파악된다.46) 비록 아라가야는 순장의 시행과 내부 규모(면적과 용적률)에서 차
이를 보이지만, 1槨 내 多人埋葬, 세장한 형태의 석곽구조, 세일계점판암의 눕혀쌓
기 위주의 벽석축조수법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가야 Ⅰ유
형 수혈식석곽묘는 아라가야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당시
의 사회정세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즉, 앞에서 살펴본 포상팔국 전쟁에서 아라가야
의 대외적 측면을 통해서이다.
포상팔국 전쟁시에 공격의 대상은 금관가야였으며, 이때 아라가야는 포상팔국의
배후요충지에 입지하며 평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금관가야의 패권을 견제하
였다고 보여지는데, 포상팔국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패하면서 많은 타격을 받은 반
면, 금관가야 또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된다.47) 결국, 경남 해안일대 소국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한 아라가야는 이를 계기로 해서 새롭게 성장하는 일대 전환점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쟁이 종료된 후 4세기 말엽에서 5세기 초엽에 걸쳐 아
라가야의 도항리고분군에 <문>48호, <문>3호, 마갑총, <문>10호 등 대형목곽묘가
조영되는데, 이는 내적성장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아라가야에서는 대형목곽묘가
5세기 초엽에 성행하고, 이 단계에 수혈식석곽묘가 출현하며, 이후, 5세기 중엽경에
완성된 형태의 수혈식석곽묘가 수장층의 묘제로 채용된다. 아라가야에서는 대형목
곽묘의 관곽구조의 葬法은 그대로 수혈식석곽묘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아라가
야에서는 내적성장과 발전을 표현하기 위해 5세기 중엽~말엽에 성행한 대형봉토고
분의 매장주체부 재료를 석재로 변환하게 되면서 수혈식석곽묘가 상위위계에 채용
되었다. 따라서 소가야에서도 내적성장의 외적표현인 봉토고분의 축조에 있어서 매

46) 최경규, 앞의 논문, 2012b, pp.88-91.
47) 이때 금관가야에서는 二郡의 소멸에 따른 포상팔국 전쟁의 대외정세와 4세기대의 자연환경
적 변화, 대량 철생산에 따른 목재의 과소비 등으로 인해 목곽묘가 수혈식석곽묘로 전환되어
집중적으로 축조되는 시기이다.(최경규, 앞의 논문, 2012c, pp.20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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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체부로 수혈식석곽묘를 인접한 아라가야에서 수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상위위계의 수혈식석곽묘 Ⅰ유형간에 급의 차이는 보인다.
여기서, 아라가야와 소가야의 세력 차이를 판단하는 근거는 상호간의 유형화를
통한 묘제의 비교에서뿐만 아니라, 문헌기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日本書

紀의 欽命紀 2年(541) 4月條48)와 5年(544) 11月條49)의 임나복건문제에 관한 기사
가 그것인데, 비록 6세기대의 기사이지만, 멀지않은 5세기 말엽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기사는 百濟 聖王 주재의 泗沘會議에 참석한 가야제국의 인물이 기록
되어 있다. 참석자의 명단을 보면, 卒麻ㆍ散半奚ㆍ斯二岐ㆍ子他ㆍ久嗟 등의 소국은

君ㆍ旱岐層을 직접 파견하고 있지만, 安羅ㆍ加羅(대가야)ㆍ多羅 등은 旱岐 아래의
次(下)旱岐ㆍ上(二)首位를 파견하고 있는 것을 보아, 가야제국의 발전정도가 달랐음
을 알 수 있으며,50) 여기서 ‘久嗟=소가야’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으므로, 아라가야와
소가야의 당시 위상의 차이는 분명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라가야의 지배
층은 ｢王-上旱岐-下(次)旱岐｣로 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라가야 수혈식
석곽묘의 Ⅰ-1ㆍ2ㆍ3유형에 대응된다는 것은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의 유형화를 통
해 검증할 수 있었다.51) 이러한 상위위계의 유형구분은 지배층의 분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소가야의 상위위계인 Ⅰ유형의 유형구분은 아라가야에서와
동일하게 지배층의 분화가 묘제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Ⅵ. 맺음말
이상, 소가야의 중심지역인 고성과 진주를 중심으로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의 유
48) “安羅次旱岐夷呑奚。大不孫。久取柔利。加羅上首位古殿奚。卒麻旱岐。散半奚旱岐兒。多羅
下旱岐夷他。斯二岐旱岐兒。子他旱岐等。與任那日本府吉備臣。<闕名字。>往赴百濟俱聽詔
書。…(下略)”(日本書紀 卷19, 欽命紀 2年(541) 4月條)
49) “…日本吉備臣. 安羅下旱岐大不孫. 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 卒麻君. 斯二岐君. 散半奚君
兒. 多羅二首位訖乾智. 子他旱岐. 久嵯旱岐. 仍赴百濟. 於是百濟王聖明略以詔書示曰.…(中
略)…於是吉備臣. 旱岐等曰. 大王所述三策. 亦協愚情而已. 今願歸以敬諮日本大臣. <謂在任那
日本府之大臣也.> 安羅王. 加羅王. 俱遣使同奏天皇. 此誠千載一會之期. 可不深思而熟計歟.”
(日本書紀 卷19, 欽命紀 5年(544) 11月條)
50) 남재우, 안라국의 성장과 대외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p.123.
51) 최경규, 앞의 논문, 2012b,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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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혈식석곽묘의 전개양상을 검토해 보았다.
소가야 수혈식석곽묘의 3단계에 걸친 전개양상을 통해, 4세기대 대형목곽묘의 부재
와 상위위계의 수혈식석곽묘의 수용배경을 고찰해 보았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葬制에 반영된 신분질서 등의 규율을 나타내는 관곽개념을 중시하여, 소가야 목
곽묘와 수혈식석곽묘를 유형화한 결과,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는 각각 3개와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수혈식석곽묘는 5세기 중엽경에 진주를 중심으로 초현
하는데, 주로 Ⅱ유형이 대부분으로 Ⅰ유형의 상위위계 수혈식석곽묘는 이 단계에
조영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이 단계에 목곽묘의 조영이 활발한 것이 주목된다.
그런 다음, 5세기 말엽에 이르러, 고성 송학동고분군에 대형봉토고분이 조영되면서

Ⅰ유형의 수혈식석곽묘가 출현하는데, 한 봉분 내에 여러 유형이 조영되는 다곽식
의 특징을 보인다. 한 봉분 내에 관곽의 구조차이에 의한 다양한 유형의 수혈식석
곽묘가 조영된다는 것은, 당시의 신분질서가 무덤의 축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
다.52) 이 단계에 소가야 중심지역인 고성과 진주 그리고 주변지역인 산청 등지에
모든 유형의 수혈식석곽묘가 성행한다. 그리고 전 단계에 활발히 조영되던 목곽묘
는 수혈식석곽묘로 대부분 대체되면서 소멸한다. 마지막으로 6세기 중엽이 되면,
고성지역에 횡혈식석실묘가 수장급의 묘제로 채용되며 배장묘로 수혈식석곽묘가
계속 조영되게 되는데, 묘제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소가야에서 수혈식석곽묘
가 쇠퇴하는 단계이다.
소가야에서는 인접한 아라가야, 금관가야에서 축조되는 대형목곽묘가 부재하며,
5세기 중엽경에 수혈식석곽묘가 초현하여 5세기 말엽의 고성 송학동고분군의 조영
으로 상위위계의 수혈식석곽묘 Ⅰ유형이 출현하는데, 이는 낙랑ㆍ대방군의 소멸에
따른 4세기 전반대의 대외정세와 연동하여, 소가야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금관가야
와의 포상팔국 전쟁에 관계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소가야의 상위위계의 수혈식석
곽묘 Ⅰ유형은 3개의 소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수혈식석곽묘 단계에 들어와 상
위위계의 신분분화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며, 인접한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의 Ⅰ유

52) 무덤에 사용된 에너지의 양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구조의 복잡성, 규모, 축조재료 등은 신분
적인 차등성을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요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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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비록 순장의 시행과 내부 규모(면적과 용적률)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1槨 내

多人埋葬, 세장한 형태의 석곽구조, 세일계점판암의 눕혀쌓기 위주의 벽석축조수법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이 인정되며, 포상팔국 전쟁을 둘러싼 당시의 대외적인 관
계 등을 고려할 때, 소가야 수혈식석곽묘 Ⅰ유형은 아라가야의 수혈식석곽묘의 영
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5세기대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 가야 諸國은 수혈
식석곽묘라는 공통된 묘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혈식석곽묘의 유형화 작업
은 앞으로 각 가야권역의 고분들 간의 상사성과 상이성을 파악하고 비교검토할 수
있는 유효한 연구방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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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Background of Acceptance and
Development of the Vertical Entrance Stone-lined
Burials in Sogaya
Choi Gyeong-gyu
Wooden chamber tombs and vertical entrance stone-lined burials in Goseong and
Jinju where are the central areas of Sogaya have been typologically ordered in this
work. Then, based on the results, how the vertical entrance stone-lined burials have
been accepted and developed in Goseong and Jinju are analysed. To a certain extent,
this work also highlighted the social background of this change. Coffins and caskets
were the results of the social status order and rules of the periods. Given the
analysed typological order, wooden chamber tombs are divided into three types
whereas the vertical entrance burials are four. Also, it is clear that the vertical
entrance burials were developed into three steps : emerging - prevalence - declining.
Large scale wooden chamber tombs which were constructed nearby areas like
Aragaya and Geumgwangaya were not uncovered here in Sogaya. In the middle of
5th century, the vertical entrance burials had begun and later on Songhakdong tomb
had been built in the late 5th century which appealed the first type of vertical
entrance burial. The social background of this change had been related to the global
circumstances which were the extinction of Nakrang and Daebang in the 4th century.
Also the war of eight harbour countries between Sogaya and Geumgwangaya had
influenced this change. The first type of vertical entrance burials of Sogaya had been
divided into three small types and it is presumed that certain social status order and
social differentiation had been created. First type of vertical entrance burials of
Aragaya which show the 'burial living with the dead' and different extent and
capacity have quite similar features with Sogaya burials. Several deceased within one
chamber, slender chamber structure, laying stack of shale argillite wall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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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all the similar features with the one of Sogaya. Given the global relation such as
the war of eight harbour countries, it is certain that vertical entrance stone lined
burials of Sogaya had influenced by the ones of Aragaya.
Key words : Sogaya, Aragaya, typology, Wooden Chamber tomb, vertical entrance
stone lined burial, social status order, social differentiation, war of eight
harbou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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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竖穴式石槨墓的收容与展开的社会背景
崔景圭

在小伽倻中心地域的固城和晉州调查的木槨墓及竖穴式石槨墓为中心试图类型化，
分析竖穴式石槨墓的展开样相。
以此考察了竖穴式石槨墓在小伽倻的中心地(固城ㆍ晉州)怎样收容发展下去的，还
考察了其社会背景。
重视反映在葬制的身份秩序等的规律，把小伽倻的木槨墓和竖穴式石槨墓类型化的
结果，木槨墓和竖穴式石槨墓各区分为3个和4个类型。
还有小伽倻的竖穴式石槨墓的展開变化经过初現期-盛行期-衰退期的3个阶段。
并且通过木槨墓和竖穴式石槨墓类型化的展开样相做检讨结果，临近的安羅伽倻、
金官伽倻筑造的大型木槨墓在小伽倻不存在。5世紀中葉頃初現的竖穴式石槨墓是5世
紀末葉的固城松鶴洞古坟群的造營而出现的Ⅰ类型上位位階竖穴式石槨墓。
这样的背景和樂浪郡，帶方郡消灭的4世紀前半代的对外政事互動，以小伽倻为中
心启发的与金官伽倻的浦上八國战争有着关系。
小伽倻上位位階的竖穴式石槨墓Ⅰ类型区分为3个小类型，这说明进入竖穴式石槨
墓階段形成了上位位階的身分分化。
邻近的安羅伽倻竖穴式石槨墓的Ⅰ类型虽然开始施行殉葬，还显出内部规模(面積和
容積率)的差异，1槨內多人埋葬、細長形態的石槨构造、粘板岩的横筑为主的壁石築
造手法等在很多部分认定与小伽倻竖穴式石槨墓的Ⅰ类型有类似性。考虑到对浦上八
國 战争当时的对外关系等时，可以看出小伽倻 竖穴式石槨墓 Ⅰ类型受到了安羅伽倻
竖穴式石槨墓的影响。

关键词 : 小伽倻, 安羅伽倻, 类型化, 木槨墓, 竖穴式石槨墓, 身分秩序, 身分分化, 浦
上八国战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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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伽耶における竪穴式石槨の受容と展開の社會的背景
崔景圭

本稿では、まず小伽耶の中心地域たる固城と晉州で調査された木槨墓と竪穴式石
槨墓の類型化を行った。次に、小伽耶の中心地域において竪穴式石槨墓がどのよう
に受容され、發展したのか、その社會的背景はどこにあるのかという問題について考
察した。
木槨墓や石槨墓の類型化においては、葬制に反映された身分秩序などの規律を表
す棺槨槪念を重視し、木槨墓を3類型、竪穴式石槨墓を4類型に区分した。
小伽耶の竪穴式石槨墓は｢初現期-盛行期-衰退期｣の3段階の展開で変化する。すな
わち、隣接した安羅伽耶、金官伽耶で築造されたような大型木槨墓が確認されてい
ない小伽耶では5世紀の中葉頃に竪穴式石槨墓が初現する。そして、5世紀末葉の固
城松鶴洞古墳群の造營をはじめとして、上位位階の竪穴式石槨墓であるⅠ類型が出
現する。このような竪穴式石槨墓出現の背景としては、樂浪郡と帶方郡の消滅によ
る 4世紀の前半代の對外政勢と連動し、小伽耶が中心として発生された金官伽耶と
の浦上八國の戦争に関係することが考えられる。
小伽耶の上位位階の竪穴式石槨墓Ⅰ類型は三つの小類型と区分できる。このこと
は、竪穴式石槨墓の段階に入り、上位位階の身分の分化が起こったことを物語る。
隣接した安羅伽耶の竪穴式石槨墓と比較すると、殉葬の有無、石槨内部の規模(面積
と容積率)などにおいて差異がある一方で、槨內の多葬、 細長の平面形態、シェイル
系粘板岩の使用、平積を主とした構築など、多様な部分で相互の類似性が認定され
る。すなわち、小伽耶の竪穴式石槨墓のⅠ類型は、安羅伽耶の竪穴式石槨墓の影響
を受けて成立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この点に、浦上八國の戦争をめぐる當時の對
外的な関係などを考慮してみることもできよう。

キーワード : 小伽耶、安羅伽耶、類型化、木槨墓、竪穴式石槨墓、身分秩序、身分
分化、浦上八國の戦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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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

金柚姃 譯**

요 약
낙양분지는 중국고대문화가 가장 발달한 지역 중 하나로, 봉건왕조시기 “五都匯

洛”의 역사성황에 출현하였다. 동한은 낙양에 수도를 정하고 대규모의 낙양성을 건
설하고 남궁, 북궁의 병렬 궁성구조를 구성하였는데, 남쪽 교외의 禮制 건축인 명당
(明堂:임금이 典禮를 행하고 政敎를 베풀던 곳), 벽옹(辟雍:고대의 대학), 영대(靈臺:
천자가 천문 기상을 관찰하던 대) 등이 고고학적 발굴로 확인되었다.
동한 낙양성 부근에는 11기의 동한 황제릉이 건조되었는데 “북묘역”과 “남묘역”으
로 나뉜다. 북쪽 묘역은 漢魏 洛陽故城의 서북에 위치하며 5기의 릉이 있고, 남쪽
묘역은 한위 낙양고성의 동남쪽에 위치하며 6기의 릉이 있다. 황제릉 이외에도 능
역 내에는 많은 후비와 왕공귀족의 배장묘가 있다. 漢 河南縣城 부근에는 대량의
중소형 한묘가 분포하는데 1957년 발굴하여 출판한 洛陽 燒溝漢墓가 가장 유명하
다. 소구한묘의 발굴과 고고학적 보고는 낙양지구 한묘의 고고학적 발굴과 연구의
장막을 열었을 뿐 아니라 한대 고고학에서 더 나아가 중국 고고학의 발전사상의 이
정표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
본문내용은 근래 동한 황제릉과 중소형 한묘의 고고 발굴조사에서 동한 황제릉의
조사맥락, 방법과 성과취득을 간단하게 기술하였고 아울러 중국학술계의 동한황제
릉 전개의 상관연구 즉, 소구지구의 동한 중소형 고분 중 2기의 고분을 예로 동한
합장묘 묘실내 제사공간의 변화의 요지로, 근래 소구지구 동한 고분이 취득한 성과
와 진행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낙양공작대
**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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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낙양, 동한황제릉, 소구한묘, 합장묘, 제사공간

Ⅰ. 유적개요
낙양은 하남 서부 황화중류 남쪽의 낙양분지에 위치한다. 토지가 비옥하여 산물
이 풍부하고 경치가 좋으며 강과 산은 웅장하고 아름답다. 낙양분지는 주변이 산으
로 둘러쌓여 있는데 서쪽은 효산, 동쪽은 중악이 있고 망산이 그 북쪽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다. 주변이 높고 중앙이 낮으며 伊, 洛의 물이 분지에 흐른다. 분지의 서
부는 지형이 복잡하고 높으며 지금의 낙양 및 그 서․남쪽에는 용문산이 있고 북쪽
에는 옛 郟鄏陌이 있고 서쪽은 구릉지이며 산등성이는 기복이 있고 계곡은 종횡한
다. 낙양분지의 산천의 형세는 그 주위를 산이 둘러싸고 있어 금성철벽의 고지로
이, 낙하 및 그 지류가 황하로 통하여 연안의 이낙대지는 물이 풍부하다. 또한 낙양
분지는 전국 각지로 통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신석기시대부터 이곳은 중국 고대
문화 중 가장 발달한 구역 중 하나로 계급사회로 진입한 이래 원명이전의 역대 왕
조가 도읍을 세우는데 이상적인 지역이었다.

도면 1. 낙양 고대도성 위치 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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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양분지에서는 하상에서부터 당송까지 모두 5기의 도성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소
위 “五都汇洛”이라 한다. 연대의 선후에 따라 배치되었는데 偃师 二里头遗址, 偃师

商城遗址, 东周 王城遗址, 汉魏 洛阳城遗址과 隋唐 东都洛阳城遗址이다.
동한 건무원년(B.C. 25년) 6월에 한광무제 유수가 황제로 칭하고 동년 10월 낙양
에 도읍을 정했다. 동한은 낙양에 도읍을 정한 후에 전대를 기반으로 계승하였으며
성의 대규모 축조와 수리를 진행하였고 그 권역의 규모는 서한 낙양성을 뛰어넘지
는 못하였다. 동한 낙양성의 분포에 관해서는 班固 东都赋｣에 이렇게 묘사하였다.
“增周旧, 修洛邑. 扇巍巍, 显翼翼. 光汉京于诸夏, 总八方而为之极. 于是皇城之内, 宫

室光明, 阙庭神丽. 奢不可逾, 俭不能侈. 外则因原野以作苑, 填流泉而为沼. 发苹藻以
潜鱼, 丰圃草以毓兽. 制同乎梁邹, 谊合乎灵囿.” “城东西六里十一步, 南北九里一百
步.” 元河南县志 卷二에도 말하기를 “俗传东西六里, 南北九里, 亦曰九六城.” 성문
은 12개로 남면에 4개의 문 즉, 정문은 평문(혹은 평성문이라 함), 동측에는 개양문,
서측에는 소원문, 진문(역시 진양문이라 함)이 있고 동면에는 3개의 문 즉, 남쪽에
서부터 모문(또는 선평문 혹은 망문이라 함), 중동문, 상동문이 있고 서면에는 3개
의 문 즉, 남쪽에서부터 엄양문, 옹문, 상서문이 있고 북면에는 2개의 문 즉, 동쪽은
곡문, 서쪽은 하문이 있다. 각 성문은 낙하의 범람
으로 파괴되어 문지는 존재하지 않고 그 외 동·
서·북담은 각 문에 고고학적 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고 동면에 4기의 성문의 위치 역시
4조의 남북 대도에 대한 조사에 근거하여 발견되어
대체로 확인하였다.
역사에 기록하기를 동한시기의 낙양성 내에는 궁
성배치는 남·북궁이 주가 되고 그 외에도 영안궁,
영락궁, 장추궁, 서궁, 동궁 등의 소궁이 있다. 그
중 남·북 2궁은 동한 초기의 건축과 보수를 거쳤
으며 규모가 웅장하다. 文选·古诗·青青陵上柏
에서 “2개의 궁이 멀리서 마주보고 쌍궐이 백여척
이다.” 즉, 그 진실을 묘사하였다. 남·북궁의 사이
에는 큰 방이 복도와 서로 통하는데 3개의 길이 있

도면 2. 동한 낙양성 복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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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궁내에는 殿臺가 분포하는데 비전, 전전, 숭덕전, 덕양전, 선명전, 함덕전, 장태
전 등이 있다. 성내에는 또한 24개의 길과 24개의 都亭이 있다. 시장은 3개가 있는
데 대시명금시는 성의 중앙에 있고 남시는 성의 남쪽에, 마시는 성의 동쪽에 있다.
개양문 내측에는 太尉, 司徒, 司空의 3부가 설치되었고 성의 북쪽에는 북쪽 교외의
묘역이 있다. 성의 남쪽에는 明堂, 灵台, 辟雍 등의 예제건축과 太学이 있다. 이러한
예제건축유적의 위치는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북에서 남쪽 성벽의 거
리는 1,500~2,000m, 명당 북쪽에서 남쪽 성벽까지는 약 1,000m, 염대는 명당의 서쪽
에 위치하며 벽옹은 명당의 동쪽에 있다.
동한왕조는 12기의 황제릉을 건축하였는데 그 중 11기가 낙양부근에 분포한다.
帝王世紀에 光武帝原陵은 “在臨平亭之南, 西望平阴, 東南去洛陽十五里.” 明帝显节

陵은 “在故富寿亭也, 西北去洛阳三十七里.” 章帝敬陵은 “在洛阳东南, 去洛阳三十九
里.” 和帝慎陵은 “在洛阳东南, 去洛阳四十一里.” 殇帝康陵은 “去洛阳四十八里.” 安帝
恭陵은 “在洛阳西北, 去洛阳十五里.” 顺帝宪陵은 “在洛阳西北, 去洛阳十五里.” 冲帝
怀陵은 “西北去洛阳十五里.” 质帝静陵은 “在洛阳东, 去洛阳三十二里.” 桓帝宣陵은
“在洛阳东南, 去洛阳三十里.” 灵帝文陵은 “在洛阳西北二十里.”라고 기록한다.
이러한 문헌기록에 의거하여 우리는 대체로 동한 황제릉을 “북묘역”과 “남묘역”으
로 구분한다. 북묘역은 한위 낙양고성의 서북에 5기의 릉, 즉 광무제원릉, 안제공릉,
순제선릉, 충제부릉, 염제문릉이 있다. 남묘역은 한위 낙양고성의 동남쪽, 즉 낙남
지구로 6기의 릉이 있는데 명제현절릉, 장제경릉, 화제신릉, 상제강릉, 질제정릉과
환제선릉으로 구별된다. 황제릉 이외에도 고분군 내에는 다량의 후비 및 왕공귀족
의 배장묘가 있다.
한당고분연구는 중국 역사시기의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연구내용 중 하나로 예전
부터 중시되어왔다. 2002년 동한황제릉의 제도를 조사하기 위해 고분의 묘주에 대
해 초보적인 판단을 진행함과 동시에 동한황제릉의 보호현상에 대해서도 조사하였
다. 한당능묘제도연구를 국가교육부의 중대과제로 삼고 동시에 국가문물국에서
도 2003년도 문물보호과학과 기술에서 양한황제릉연구의 전기조사와 연구를 정
주대학 한국하선생이 낙양동한황제릉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고고조사를 진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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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동한 황제릉 분포도

Ⅱ. 낙양지구 동한고분군 유적
1. 낙양 망산고분군
낙양 망산 고분군은 중국 최대의 고분군유적으로서, 중국 황제릉 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분포가 밀집되고, 수량이 매우 많으며 연속연대가 길어 중국 최고라
할 만하다.
망산고분군은 망산지구 고대 황제릉 및 그 배장묘의 통칭으로 동주, 동한, 조위,
서진, 북위와 후당 등 6대 황제릉 및 그 배장묘군을 가리킨다. 금촌동주고분군, 동
주왕성고분군, 망산동한고분군, 망산북위고분군, 언사수양산서진·조위고분군이 포
함된다. 고분군은 낙양시 북부·동부와 동북부의 망산지구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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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 남쪽으로는 낙하분지가 위치한다. 망산은 진령 효산 산맥의 여맥으로 해발
120~130m이며 지세가 평탄하고 광활하다.
이곳은 황토층이 두껍고, 점성이 좋아 견고하고 치밀하여 묘역을 조성하기에 적
합한 곳이다. 고분군이 있는 구역은 동서 길이 50㎞, 남북 너비 20㎞로 750㎡를 차
지한다. 망산 고분군은 서로는 맹진형 상대향 주류요촌에서 낙양시 홍산향 장가촌
일대까지, 동으로는 언사시 산화향 남유전촌에서 산화향 사의촌일대까지이다. 대체
로 동서향의 긴 형태로 분포한다. 시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쪽
구간은 북위고분지구, 중앙은 동주·동한·후당 고분지구, 동쪽 구간은 서진·조위
고분지구, 협하단의 동한·서진 고분군이다.
조사로 발견된 고분은 972기로 그 중 현존하는 고분은 339기, 파괴된 고분 600기,
이미 발굴조사된 고분 33기이다. 중단 고분의 수량이 가장 많은데 모두 700기로 그
중 현존하는 고분 245기, 파괴된 고분 431기, 이미 발굴조사된 고분 24기이다. 그 다
음이 동단으로 모두 184기이며 그 중 현존하는 고분 42기, 파되괸 고분 100기, 이미
발굴조사된 고분 6기이다. 서단은 모두 76기로 그 중 현존하는 고분 42기, 파괴된
고분 32기, 이미 발굴조사된 고분 2기이다. 협하단의 수량이 48기로 가장 적다. 그
중 현존하는 고분 10기, 파되괸 고분 37기, 이미 발굴조사된 고분 1기이다.

2. 동한고분군
동한고분군은 중단의 동부, 한위고성의 서북에 위치한다. 이곳은 망산지구 지세
중 가장 평탄하고 넓은 구역이다. 이 구역은 동서 6.8㎞, 남북 6㎞, 면적 약 40㎢이
다. 이곳의 고분은 밀집 분포하고 또한 크고 작은 고분이 결합하여 분포한다. 연대
는 동한시기의 절대연대를 가지고 동한황제릉의 핵심구역으로 생각된다. 동한황제
릉구역 내 서쪽에 현존하는 5기의 고분이 보존상태가 비교적 완전한 독립대총이다.
그 중 4기는 대체로 남북으로 일렬로 이루어져있는데 대한총(삼십리포), 이한총(평
락촌), 삼한총과 유가정대총으로 분별된다. 현존하는 봉토는 원형으로 그 외 1기의
고분은 그 서측에 위치하는데 즉, 동산두촌 동남의 옥총으로 봉토형태가 좁고 뾰족
한 형태이고 북위황제릉에 가까이 있다. 이외에도 주창편호 M2-722 역시 황제릉급
의 대총이다. 이러한 독립적 대총은 아마도 동한 황제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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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고분군의 동쪽 고분은 밀집하고 망산지구 고분군 중 가장 집중된 구
역으로 38여기가 있다. 이러한 고분과 서쪽 독립대총을 서로 비교하면 규모가 작은
것이 많고 봉토는 원형이며 직경 50m 이하로 황제릉의 배장묘군으로 보인다.
[표 1] 문헌상에 기록된 황제릉
帝陵名

封土面积和规模

汉光武帝刘秀原陵

山方三百二十步，高六丈六尺.

汉光武帝刘秀原陵

山方三百步，高八丈.

汉章帝刘炟敬陵

山方三百步，高六丈二尺.

汉和帝刘肇慎陵
(一些文献作顺陵)

山方三百八十步，高十丈.

文献所载位置

文献所载位置

在临平亭南，西望平阴，东 洛阳市孟津县三十里铺村，
南去洛阳十五里.
大汉冢.
其地故富寿亭也，西北去洛
阳三十七里.
在洛阳东南，去洛阳三十九
里.
在洛阳东南，去洛阳四十一
里.
高五丈四尺，去洛阳四十八
里.
高十一丈，在洛阳西北，去
洛阳十五里.

偃师市高龙镇白草坡村.
偃师市高龙镇白草坡村.
偃师市高龙镇九贤村一带.

汉殇帝刘隆康陵

山方二百八步，高五丈五尺.

偃师市高龙镇九贤村一带.

汉安帝刘祜恭陵

山周二百六十步，高十五丈.

汉顺帝刘保宪陵

山方三百步，高八丈四尺.

在洛阳西北，去洛阳十五里.

洛阳市孟津县东山头村，护
驾庄南，玉冢.

汉冲帝刘炳怀陵

山方八十三步，高四丈六尺.

西北去洛阳十五里.

洛阳市孟津县三十里铺村，
二汉冢，在原陵南一公里.

汉质帝刘瓒静陵

山方百三十六步，高五丈五尺. 在洛阳东，去洛阳三十二里. 偃师市高龙镇阎楼村南.

汉桓帝刘志宣陵

山方三百步，高十二丈.

在洛阳东南，去洛阳三四里.

汉灵帝刘宏文陵

山方三百步，高十二丈.

在洛阳西北，去洛阳二十里. 洛阳市孟津县刘家井村.

偃师市高龙镇万安山南麓上
庄村一带.

偃师市高龙镇高崖村东，火
神凹村旁.

3. 낙양 맹진주창 동한 황제릉 능원유적
낙양 맹진주창동한황제릉 능원유적은 낙양시 맹진현 평락진 주창촌 서쪽에 위치
하며, 망산 동한고분구역의 황제릉 구역과 배장묘군의 교차지대에 위치하여 위치상
매우 중요하다.

4. 주창 M722 황제릉 능원
주창 M722 황제릉 능원은 평면은 방형이고 둘레는 420m이다. 4면에 담장을 구축
하였는데 동쪽 담장 외측에서는 수로가 발견되었는데 문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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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릉은 능원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봉토는 파괴가 심한 상태로 지표 아래 원시
봉토는 원형으로 직경 136m이다. 고분의 형태는 토광전실묘로 평면은 甲자형이며
묘도 길이 50m, 너비 8.8~10.4m이고, 묘실은 동서 길이 28.8m, 남북 너비 25m이다.
능원건축유적군은 주로 봉토의 동·남부에 분포한다.
1) 능원 담장 및 수로
서담은 수혈만 겨우 잔존하는데 직벽과 평저로 항토축성하였다. 너비 0.65m, 깊
이 0.65m이며 다짐층의 두께는 6~10cm이다.
동담도 수혈만 겨우 잔존하는데 직벽과 평저로 항토축성하여 저부에 다짐한 흔적
이 잔존한다. 잔존폭 1.35~1.6m, 깊이 0.13m이다.
동쪽 수로 G1은 동담의 동측에 위치하고 사벽을 이루며 평저이다. 구의 저부에는
차륜흔적이 잔존하고 구는 한대에 건축되어 만기까지 사용하였다. 구 상부의 너비
는 9.5m, 저부의 너비는 2.1m, 깊이는 1.75m이다.
능원건축유적은 능원 동부의 봉토 동측에 위치한다. 서․중․동의 3구간으로 나
뉜다. 서편 “丁”자형 회랑은 1호 회랑으로 명명하였는데 평면은 丁자형, 동서향과
남북향의 2조의 소형 회랑이 조성되어 그 남측과 동측의 2개소의 대형 항토대지를
연결하였다. 동서향 회랑의 서단 남측과 남북향 회랑 양측으로 확대하여 발굴조사
한 결과 회랑은 항토로 기초를 쌓고 중간에는 항토로 좁은 담을 쌓았으며 항토담
양측에 초석 및 자갈을 깔았다. 회랑은 2개소의 대형 항토대지의 부속건축이다.
동서향의 회랑은 총 길이 67m, 너비 14.6m이다. 중부 격벽 Q4는 보존상태가 좋
지 않고 동부는 보존상태가 비교적 좋은데 너비 0.85cm, 잔고 0.16m이다. 잔존하는
벽주혈은 4개로 기둥 사이 거리는 3.3~5.2m이고 그 중 홍사암 초석 하나가 잔존한
다. 격벽을 설치하기 위해 굴착한 수혈의 상부 너비는 2.9m, 저부 너비 2.24m, 깊이
1.08m이다. 회랑의 남북측은 회랑의 주혈이 대칭하여 분포하고 초석은 거의 없어진
상태이다. 주혈은 일반적으로 길이 1~1.5m, 너비 0.8~1m이고 내부는 흙으로 채워진
상태이다. 회랑 기둥 양측에 자갈을 깔았던 흔적이 있다. 회랑 남측 중부에 바깥으
로 돌출된 1열의 초석이 있는데 돌출부분의 길이는 19m, 격벽과의 거리는 6.6m이
다. 회랑 서단 남쪽 부분 길이 14.5m, 너비 9.1m에 대하여 발굴조사하였다. 그 중부
에 격벽 Q3가 있는데 파괴가 심한 상태로 너비 0.7m, 잔고 0.4m이다. 그 격벽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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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기 위해 굴착한 수혈에 너비 2.6m의 구멍이 있다. 구멍은 남 격벽의 동측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상부에서 또 기둥 구멍이 보인다.
남-북향의 회랑은 길이 31m, 너비 12m를 발굴하였는데 격벽, 벽주, 회랑주, 지면
에 벽돌을 깐 것 등 보존상태가 비교적 좋다. 중부 격벽 Q2의 너비는 0.8m, 잔고
0.16m이다. 격벽을 설치하기 위해 굴착한 수혈의 상부 너비는 2.8m, 저부 너비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격벽 벽주혈 사이의 거리는 4~4.2m이고 개별 주혈 중 홍사암
질의 초석이 있다. 회랑주의 주혈은 일반적으로 길이 1~1.2m, 너비 0.5~1m이고 주
혈 32, 33은 길이 1m, 너비 0.7m, 높이 0.24m의 완전한 형태의 홍사암질의 초석이
보존되어 있다.
동편의 2호 항토대지의 평면은 장방형, 동서 길이 46m, 남북 복원 너비 31.2m이
다. 대지의 파괴가 심한 상태로 기둥의 결구상태는 알 수 없다. 대지 서북 모서리에
는 3개의 주혈이 잔존하는데 길이 1.1~1.4m, 너비 0.9~1.1m이고 주혈간 거리는
6.5m이다. 대지의 서부에서는 반지하식 건물지 1개소가 발견되었는데 계단과 바깥
회랑이 서로 연결되는 형태이다. 건물지는 남-북향으로 평면형태는 장방형, 남부 서
쪽이 꺾이는데, 총 길이 8.35m, 너비 1.72m 계단 너비 4.8m이고 남부 서쪽의 꺾이는
부분의 길이 2m, 깊이 0.21~1.22m 이다. 소형 벽돌을 저부에 깔았는데 “人”자형으로
편평하게 깔았다. 네 벽은 벽돌로 쌓았고 계단 상부에는 소형 벽돌을 깔았으나 이
미 파괴되었다.
대지의 동·서 양측에는 정 중앙에 계단을 설치하였는데 북측 동편에도 설치하였
다. 서측 계단은 층계상으로 2개의 계단으로 나뉜다. 계단의 가장자리에는 “U”자형
으로 석판을 깔았고, G5와 이어진 서편의 “丁”자형 회랑을 이탈하여 남북 양단의 동
쪽으로 꺾인 부분은 항토대지의 가장자리와 이어지는데 남북 길이 11.4m, 동서 너
비 2.05m이다. 계단의 층계는 방형 벽돌을 깔았는데 제1층은 동서 길이 3m, 남북
너비 8m이고 제2층은 동서 1.95m, 남북 8m이다. 계단 중간의 격벽 Q5와 회랑 중앙
의 격벽 Q4가 서로 대칭한다. 담의 너비는 0.9m, 잔고 0.15~0.2m이고 격벽 양측에
는 대칭되는 주혈이 있다. 북부 계단은 대지 동쪽과 12.5m 떨어져 있는데 남고북
저의 경사진 형태로 경사도는 8°이다. 길이 4.6m, 너비 3.7m를 발굴조사하였다. 계
단의 주위에는 소형벽돌과 공심전을 이용하여 둘렀으며 동서 양측은 문양이 있는
방형 벽돌로 편평하게 깔아 塼帶를 형성하였는데 남북 길이 2.8m, 동서 너비 0.9m

낙양지구 동한 고분의 새로운 進展

97

이다. 전대의 외곽은 자갈을 깐 가장자리로 연결되는데 계단부근이 밖으로 돌출되
었다.
대지 외측은 상대적으로 완전한 회랑이 보존되었는데 회랑 외측은 자갈을 가장자
리에 깔았고 공심전을 세워 분리하였다. 회랑은 문양이 없는 방형 벽돌을 지면에
깔았고 동·서측 회랑은 너비 0.65m로 비교적 좁고 북측 회랑의 너비는 1.9m이다.
자갈을 깔아 내고외저의 경사진 형태로 너비 1.6m이고 가장자리에는 길고 큰 벽돌
을 이용에 주변을 둘렀다.
대지외측에서는 서로 연결된 벽돌로 깐 도로가 발견되었는데 방형 벽돌을 편평하
게 깔았고 긴 벽돌을 주변에 둘렀다. 동측 도로에 바짝 붙어 동편 정원이 있는데 너
비 4.8m이다. 북측 도로를 따라 G7의 북쪽 가장자리가 분포하고 서쪽은 서편 회랑
과 연접하며 너비는 4.3m이다.
동편 정원 유적은 동·서측에 2개소의 정원이 조성되어있다.
서측 정원은 장방형으로 동·서 양측의 건물지 및 중부의 마당이 조성되어 있다.
총 길이 32m, 너비 21.1m를 발굴조사하였다. 정원은 상태적으로 보존상태가 좋고
내부 결구가 뚜렷하게 분별이 가능하다. 폐쇄식 정원으로 남부에 1조의 동서향의
문과 정원의 출입 용도가 있다. 정원 내에는 동서 양측의 2기의 건물지가 남북향으
로 배치되어있는데 서쪽의 건물지가 비교적 보존상태가 좋다. 동쪽의 건물지는 7칸
이 발견되었는데 문 전체면이 서쪽을 향하고 서쪽으로 5칸이 배치되고, 4칸은 문에
서 동쪽을 향하는데 최남단의 F1은 남쪽면을 향한다. 건물지의 외측에는 회랑이 있
는데 방형 벽돌을 깔았으며 회랑 외측에는 벽돌로 쌓은 배수구가 있다. 정원의 중
부에는 마당이 있는데 개별구역에 긴 형태의 큰 벽돌을 깔았다.
건물지는 일반적으로 동서 길이 5m, 남북 너비 4.1m이고 건물지의 네 벽은 흙을
다져 쌓았으며 다짐층은 불명확하다. 담의 두께는 0.6m, 잔존 최고 높이 0.5m이다.
건물지 외측 담의 저부에는 벽돌을 깔았던 흔적이 있고 남북 담과 동서 담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 벽주 주혈이 보이고 벽면에는 오목하게 파인 부분이 있다. 측면에
문이 있는데 1.2m이고 개별 문의 양측에 소형 벽돌로 둘러 쌓은 것이 보인다. 건물
지 내부는 방형 벽돌을 깔았고 담장은 백회를 발랐다. 일부 건물지 실내에는 벽돌
을 깔고 그 아래 도기 옹을 매납하였는데 일반적으로 1~3개의 형태가 아주 크다.
F5 내 서벽·남벽에는 긴 형태의 벽돌을 쌓아올린 대가 있고 건물지 내에는 사용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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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있는 도질의 취사도구가 있다. F1에 바로 붙어서 정원의 대문이 있는데 문은
남쪽을 향하고 건물지 내 지면은 기타 건물지보다 높다. 건물지 외측의 회랑의 너
비는 1.7m이고 회랑 내측 마당은 길이 25m, 동서 너비 3.6m를 발굴조사하였다.
동측 정원은 파손이 심하여 하나의 문지와 1조의 “L”형의 벽돌을 깐 도로만이 보
인다. 도로는 남북향과 동서향의 두 부분으로 조성되었는데 인접한 서측 정원 동담
의 남북향 도로는 길이 21m, 너비 4.8m이고 양쪽에 초석이 분포한다. 북부의 동서
향 도로의 너비는 4.8m이고 9.7m 길이에 대하여 발굴조사하였다. 도로 남측에는 긴
형태의 큰 벽돌을 사용하여 주위를 둘렀다. 문지는 남북향 도로의 남단에 위치하고
초석, 문 기둥석과 문 막음석이 발견되었다. 문기둥석은 2개로 보존상태가 좋으며
문지는 목재로 건축하였고 대문은 좌우로 여닫는 두짝의 문으로 추측된다.

5. 주창 M707 황제릉 능원
주창 M707 황제릉 능원은 M722 능원유적의 동쪽에 위치한다. 능원은 대체로 장
방형이며 남북 길이 320m, 동서 너비 210m이고 규모가 작고 담장은 발견되지 않았
다. 황제릉은 유적의 서부에 위치하고 봉토는 파괴되었는데 현존하는 봉토의 평면
은 원형에 가깝고 직경은 55m이다. 지면아래 원시 봉토의 평면은 원형으로 직경
86m이다. 봉토 아래에서 특대형의 고분 1기가 발견되었는데 甲자형 토광전실묘로
묘도 길이 40m, 너비 8.8~13.6m이고 묘실 길이 23m, 너비 18~19m, 깊이 8.2m이다.
능원건축은 유적의 동부에 위치하며 비교적 간단하다.
건축유적은 봉토의 동부에 위치하고 동·서로 구분된다.
서 : 대형 항토대지로 평면은 장방형이고 그 북쪽을 발굴조사하였다. 동서 길이
36m, 남북 시추 너비 24m이다. 대지 상부는 파괴가 심하고 2개의 기둥으로 결구되
었으나 형태는 알 수 없다. 대지의 서·북면 가장자리에서 소량의 초석과 소주혈이
발견되었다. 초석은 항토 내에 매납되었는데 장방형의 홍사석으로 크기가 다르다.
작은것은 길이 0.47m, 너비 0.2m이고 큰것은 길이 0.85m, 너비 0.7m이다. 소주혈은
원형으로 직경 0.2m이며 내부에 목탄 및 소토가 확인되었다.
대지의 외측에는 벽돌을 깐 회랑이 둘러싸고 있는데 가장 외곽에는 자갈을 깔았
다. 동-서측 회랑은 비교적 좁고 북측회랑은 비교적 넓다. 서측 회랑의 너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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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m, 북측 회랑의 너비는 2.6m이다. 회랑 저부는 소문의 방형 벽돌을 편평하게 깔
았고 항토대지의 교차지점에 소형 벽돌을 세워 주변을 둘렀다. 자갈을 깐 외곽은
내고외저로 너비 1.7m이다. 외곽과 회랑은 공심전을 이용하였는데 경계 외곽은 긴
형태의 큰 벽돌로 둘렀다. 대지 서측에서 발견된 계단유적은 형태가 명확하지 않다.
대지 동북부에는 석판을 노면에 깔고 석판 양쪽에 길고 큰 형태의 벽돌을 이용해
주변을 둘렀다.
동 : 정원유적이다. 남-북의 석판로 L1이 동, 서의 작은 정원 2개로 구분한다. 서
측 1호 정원의 보존상태가 비교적 좋다. 동쪽 석판로의 개방식 정원은 마당을 둘러
싸고 마당의 서측·남측에 건물지가 분포한다. 동측 2호 정원은 보존상태가 비교적
차이가 있는데 잔존하는 석주의 단면을 통해 형태가 1호 정원과 서로 동일하고 2기
의 정원이 서로 대칭을 이룬다. 정원유적의 남측에 벽돌로 쌓은 암거가 있다.
L1 노면에는 석판을 깔아 설치하였고 길고 큰 벽돌을 주변에 둘렀는데 너비
4.3m, 발굴된 남북 길이는 21.3m이다.
1호 정원의 길이는 19.8m, 너비 15.6m로 원내 마당의 평면은 남북으로 긴 장방형
이고 발굴조사된 길이는 9.4m, 너비는 4.2m이다. 길고 큰 벽돌을 지면에 깔았는데
수평을 맞추지 못하였다. 가장자리는 방형 벽돌을 이용해 깔았는데 내측으로 경사
진다. 마당의 서측·남측에는 가옥 건축이 있다. 집은 장방형 또는 방형으로 네 모
서리에는 초석이 있는데 홍사암으로 장방형이 많다. 길이는 0.5m, 너비 0.42m이다.
방 사이는 항토격벽으로 서로 거리를 두었는데 건물의 뼈대는 지면을 그대로 이용
하였으며 문양이 있는 방형 벽돌과 길고 큰 형태의 벽돌을 지면에 깔았다.
F1은 마당의 남측에 위치하고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둘레는 4.3m이다.
F2는 F1의 서측에 위치하고 평면형태는 방형, 둘레는 4.3m이다.
F3는 F2의 북측에 위치하고 평면형태는 방형, 둘레는 4.3m이다.
F4는 F2,F3의 서측에 위치하고 평면형태는 방형, 둘레는 9.1m이다.
파손상태가 심각하여 문은 발견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통했는지는 정
확하게 알 수 없다.
2호 정원은 길이 14.6m, 너비 12m이고 정원 내 마당은 발굴된 길이 13.7m, 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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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 4.2m이다. 잔존하는 소량의 초석으로 서측 정원과 대칭하여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J3가 발견되었는데 원형으로 직경은 1.4m이다.

6. 그 외 고분군 및 배장묘
1) 대한총 배장묘 DM1, DM4
대한총 배장묘 DM1, DM4는 대한총 서남쪽에 위치하며 DM1은 동측에 DM4는 서
측에 위치한다. 2기의 고분의 구조는 서로 동일하고 경사진 묘도의 전권 다실묘이
다. 묘도, 용도, 전실 후쌍인묘실, 서측실과 동측실의 2개의 이실로 조성되었다. 고
분의 묘실과 묘도 사이에 하나의 벽돌담을 만들어 분할하였는데, 이것은 중국 조기
고분중의 照壁이다. 묘광 내에는 5개의 계단이 있고 귀퉁이에서는 주혈이 발견되었
는데 이는 수축시 잔존한 흔적이다.
고분의 건축방식은 기본적으로 5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제1단계는 묘갱을
굴착하고 고분 외곽 부분에 틀과 단을 만들면서 굴착한다. 제2단계는 벽돌을 쌓아
묘실을 구축하는 것으로 용도와 묘실 및 용도부분 상부의 조벽까지 모두 포함한다.
제3단계는 묘실과 굴착면 사이의 공간을 다시 메우는 작업이다. 제4단계는 피장자
를 매장하고 용도를 막은 뒤 묘도를 다시 메우는 공정인데, 이 고분은 다인 합장묘
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정은 여러 차례 반복된다. 최후의 제5단계는 고분 전체를 다
시 메우는 작업으로 이 공정으로 모든 고분의 축조가 마무리된다.
DM4 전실의 길이는 4.1m, 너비 3.2m, 높이 3.9m로 궁륭형 천정이고 후실은 길이
4.1m, 너비 약 2m, 높이 3.9m이다.
2) 낙양 중소형 동한묘
낙양 중소형 동한묘는 매우 많이 발견되었는데 비교적 분산되어 분포하고 이곳은
주로 소구지구의 동한 중소형동한고분으로 보고되어왔다. 소구지구에서 발생한 동
일한 동한고분군은 비교적 적고, 수혈식묘도의 호상천정, 길게 경사진 묘도의 전실
묘 등이 있고 어떤 것들은 경사진 묘도 중 마당이 출현하였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
다.
신태한묘 STM81의 고분형태는 장방형 호상천정의 토동묘로 방향은 200°이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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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고분은 묘도, 용도와 묘실의 세 부분으로 조성되었다.
묘도는 묘실의 남단에 위치하고 장방형의 수혈식으로 바닥은 경사진 형태이다.
남단에 비해 북단이 56cm 높고 경사길이는 148cm이다. 묘도 상부의 깊이 130cm,
저부 길이 200cm, 너비 57~60cm, 깊이 680cm이다. 묘도 내에서 小陶罐 1점이 출토
되었다. 폐쇄전은 묘도의 북단에 위치하고 작은 벽돌로 쌓았다.
용도는 폐쇄전 북측에 위치하며 호형천정의 토동식이다. 길이 64~75cm, 너비
58cm, 높이 100cm이다. 용도내에서는 小陶罐 1점이 출토되었다.
묘실은 전실과 후실로 조성되었다. 전실의 평면형태는 횡방향의 장방형으로 남벽
이 바깥으로 돌출된 형태이며 호형 천정이다. 길이 305cm, 너비 160~192cm, 총 높
이 132cm이고 궁륭의 높이는 38cm이다. 전실 서단에서 인골 2구가 두향은 북쪽을
향하고 동서 병렬의 仰身直肢로 조사되었다. 보존상태는 차이가 있으며 葬具는 분
명하지 않다. 후실은 전실의 동북 모서리에 위치하고 전실과 서로 통한다. 평면형
태는 수혈식 장방형으로 북단은 좁고 둥근 형태, 호형 천정으로 만들었다. 길이
255cm, 너비 60~80cm, 높이 44~68cm이다. 후실내 인골 1구가 조사되었는데 두향은
북쪽이다. 仰身直肢로 葬具는 분명하지 않다.
신태한묘 STM107는 고분 형태는 장방형 호상천정의 토동묘로 방향은 185°이다.
전체 고분은 묘도, 전당, 후실의 3개 부분으로 조성되었다.
묘도는 묘실의 남단에 위치하고 경사진 묘도이다. 상부 입구의 깊이는 80cm, 묘
도 길이 1,438cm, 상단 너비 96cm, 깊이 760cm이다. 묘도 북단에는 폐쇄문이 있는
데 폐쇄전은 소형의 벽돌을 횡방향으로 편평하지 않게 호형으로 축조하였는데 폐쇄
문은 내측으로 경사지고 상부는 이미 파괴되었으며 잔고 98cm이다. 용도는 전당
동부에 소형 전권을 이용하여 건축하였고 바닥은 벽돌을 편평하게 깔았다. 길이
120cm, 너비 94cm, 높이 140cm이다.
묘실평면은 장방형으로 전당과 후실의 2개 부분으로 구분된다. 전당은 동서향이
며 호형 천정으로 길이 518cm, 너비 240cm, 높이 250cm이고 저부에 소형 벽돌을 횡
방형으로 편평하게 깔았는데 그 남측에 연접하여 용도, 북측에 연접하여 후실이 있
다. 전당 내에서는 1기의 관의 흔적이 보이는데 관 길이 196cm, 너비 70cm이고 후
실의 관 길이 208cm, 너비 86cm이다.
전당에서는 인골 3구가 확인되었는데 두향은 2기는 북향, 1기는 서향이다. 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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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소형 벽돌을 쌓아 만들었고 너비는 90cm, 높이 130cm이다.
토동의 통로 저부에는 벽돌을 깔았으며 길이는 98cm, 너비 90cm, 높이 130cm이
다. 후실은 남북향 토동으로 호형 천정이며 길이는 308cm, 너비 160cm, 높이 158cm
이다. 저부에는 소형 벽돌을 횡방향으로 편평하게 깔았다. 후실 내에는 1기의 목관
흔적이 잔존하는데 한 사람이 매장되었고 두향은 북쪽이다. 목관 흔적 주위에 관정
이 흩어져 있고 후실 동남부에 소도관, 소도완, 소도호 등 모두 특별 제작한 명기와
같은 도질 소형기물이 출토되었다.

Ⅲ. 소결
1. 주창 M722, M707는 ‘甲’자형으로 전실묘(아치형)이다. 이 묘는 동한시기 최고
등급의 무덤으로 그 고분의 봉토 규모가 크고 주위에는 넓은 범위에 건축유구가 유
존하여 동한 황제릉급의 고분에 속한다.
2. 능원 건축유적의 규모는 웅대하고 분포는 치밀하다. 능원유적의 축조와 사용
연대는 동한 중기에 축조를 시작하여 만기까지 사용하였다.
3. 주창 M722와 M707은 순제 헌릉과 충제 부릉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4. 주창 M722 능원유적인 서쪽 능원건축군 회랑 남측의 항토대지와 중앙부 능원건축
군의 대형 건축대지는 능원내의 “석전”과 “침전”일 가능성이 있고 M707 내에서 발견된
항토대지 1개소는 문헌의 미성년의 충제 능원내에는 “석전”을 설치하지 않고 “침전을 사
당으로 한다”는 기록과 완전히 부합하여 이곳이 곧 “침전”임을 알 수 있다.
5. 주창 M722능원유적의 동쪽 능원건축군 서측 건축은 사주가 폐쇄되어 있으며
가옥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이 유적은 출토된 다량의 생활용품과 방위기구를
통해 볼 때, 능원 중의 “원성(능원내 황후 및 황비의 생활구역)”일 것으로 추정된다.
M707내에는 아직 이와 같은 건축이 발견되지 않아 미성년 황제의 능침임이 더욱 확
연하게 증명되었다. 한편, 주창 M722 능원 유적의 동쪽 능원건축군 동측에 개방식
정원건축은 능원 관리의 관사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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洛阳地区东汉墓葬考古新进展

韩建华 著
金柚姃 譯

提 要
洛阳盆地是中国古代文化最为发达的地区之一，出现了封建王朝时期“五都汇洛”的
历史盛况。东汉定都洛阳，大规模营建洛阳城，形成南宫、北宫并列的宫城形制，南
郊的礼制建筑明堂、辟雍、灵台等经考古发掘得以确认。东汉洛阳城附近建造了11座
东汉帝陵，分为“北兆域”和“南兆域”。北兆域在汉魏洛阳故城的西北，有5座陵，南兆
域在汉魏洛阳故城的东南，有6座陵。除了帝陵之外，陵区内还埋葬着众多的后妃和王
公贵族的陪葬墓。在汉河南县城附近分布着大量的中小型汉墓，以1957年发掘并出版
的 ≪洛阳烧沟汉墓≫ 最为出名，烧沟汉墓的发掘和考古报告的面世，不仅拉开了洛阳
地区汉墓考古发掘和研究的帷幕，而且在汉代考古乃至整个中国考古学发展史上都具
有里程碑的意义。
本文梳理近年来东汉帝陵和中小型汉墓的考古发掘工作，简述东汉帝陵的工作思
路、方法和取得的成果，以及中国学术界对东汉帝陵展开的相关研究；对于烧沟地区
的东汉中小型墓葬，以两座墓葬为例，以东汉合葬墓墓室内祭祀空间的变化为主旨，
对近年来烧沟地区东汉墓葬所取得的成果进行介绍。

关键词：洛阳，东汉帝陵，烧沟汉墓，合葬墓，祭祀空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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洛阳位于河南西部黄河中游南侧的洛阳盆地，土地肥美，物产丰富，景色宜人，河
山壮丽。洛阳盆地，周边群山环抱，西连崤山，东傍中岳，熊耳横亘其南，邙山屏障
其北，四周高而中间低，且有伊、洛二水蜿蜒于盆底。盆地西部，地形复杂、高亢，
在今洛阳及其以西，南有龙门山，北有古郏鄏陌，西为丘陵地，冈峦起伏，沟壑纵
横。洛阳盆地的山川形势，其周围环山，四塞似有金汤之固；伊、洛河及其支流自成
一系并与黄河沟通，既可滋润沿岸的伊洛大地，又为洛阳盆地带来交通全国各地的莫
大便利。从遥远的新石器时代起，这里就是我国古代文化最为发达的中心区域之一，
进入阶级社会以来，更成为元明以前历代王朝理想的建都之地。在洛阳盆地共发现自
夏商以至于唐宋五座都城遗址，所谓“五都汇洛”。按年代先后排列，依次为偃师二里
头遗址、偃师商城遗址、东周王城遗址、汉魏洛阳城遗址和隋唐东都洛阳城遗址。
东汉建武元年(公元25年)六月,汉光武帝刘秀称帝,同年十月定都洛阳。东汉定都洛阳
后在继承前代的基础上，对该城进行了大规模营造和修缮，其城圈规模未超出秦、西
汉洛阳城。关于东汉洛阳城的布局，班固 ≪东都赋≫ 这样描述：“增周旧，修洛邑。
扇巍巍，显翼翼。光汉京于诸夏，总八方而为之极。于是皇城之内，宫室光明，阙庭
神丽。奢不可逾，俭不能侈。外则因原野以作苑，填流泉而为沼。发苹藻以潜鱼，丰
圃草以毓兽。制同乎梁邹，谊合乎灵囿。”“城东西六里十一步，南北九里一百步。”

≪元河南县志≫ 卷二也说：“俗传东西六里，南北九里，亦曰九六城。”时有城门十
二。南面四门：正门平门(或曰平城门)，东侧另有开阳门，西侧有小苑门、津门(也曰
津阳门)；东面三门：南起各为耗门(也曰宣平门或望门)、中东门、上东门；西面三
门：南起依次广阳门、雍门、上西门；北面二门：东曰谷门、西曰夏门。各城门除甫
墙被洛河冲毁，门址不存外，其余东、西、北墙各门皆经考古勘探或发掘确认，南面
四座城门的位置也能根据勘探发现的四条南北大道大体确认。
史载，东汉时的洛阳城内宫城布局是以南、北宫为主，另还有永安宫、永乐宫、长
秋宫、西宫、东宫等小宫苑。其中南、北二宫经过东汉初期的营缮，规模极为壮观，

≪文选·古诗·青青陵上柏≫ 所云：“两宫迢相望．双阙百余尺。”即其真实写照。
南、北宫之间有大屋复道相通，有三道’。宫内则殿台遍布，主要有却非殿、前殿、崇
德殿、德阳殿、宣明殿、含德殿、章台殿等。城内还有二十四街、二十四都亭。市场
有三：大市名金市在城中；南市在城南；马市在城东。开阳门内则设有太尉、司徒、
司空三府，城北有北郊兆域，方坛四陛；城南还有明堂、灵台、辟雍等礼制建筑与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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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这些礼制建筑遗址位置经考古勘察大都确定，北郊南距北城墙1500~2000米，明堂
北距南城墙约1000米，灵台在明堂西，辟雍在明堂东。

一、东汉帝陵的考古新进展
东汉王朝建造了12座帝陵，其中11座分布在洛阳附近。≪帝王世纪≫ 载：光武帝原
陵“在临平亭之南，西望平阴，东南去洛阳十五里。”明帝显节陵在“故富寿亭也，西北
去洛阳三十七里”。章帝敬陵“在洛阳东南，去洛阳三十九里。”和帝慎陵“在洛阳东南，
去洛阳四十一里。”殇帝康陵“去洛阳四十八里。”安帝恭陵“在洛阳西北，去洛阳十五
里。”顺帝宪陵“在洛阳西北，去洛阳十五里。”冲帝怀陵“西北去洛阳十五里。”质帝静
陵“在洛阳东，去洛阳三十二里。”桓帝宣陵“在洛阳东南，去洛阳三十里。”灵帝文陵
“在洛阳西北二十里。”
这样依据文献记载，我们大体区分出东汉帝陵的“北兆域”和“南兆域”。北兆域在汉魏
洛阳故城的西北，有5座陵，即，光武帝原陵、安帝恭陵、顺帝宪陵、冲帝怀陵和灵帝
文陵。南兆域在汉魏洛阳故城的东南，即洛南陵区，有6座陵，分别为明帝显节陵、章
帝敬陵、和帝慎陵、殇帝康陵、质帝静陵和桓帝宣陵。除了帝陵之外，陵区内还埋葬
着众多的后妃和王公贵族的陪葬墓。
汉唐陵墓研究是中国历史时期考古的重要研究内容之一，历来受到应有的重视。
2002年，为了解东汉帝陵的建制，对陵冢的墓主归属进行初步推断，同时为了解东汉
帝陵的保护现状，作为国家教育部重大课题 ≪汉唐陵墓制度研究≫ 子项目，同时也是
国家文物局2003年度文物保护科学和技术项目 ≪两汉帝陵研究≫ 的前期调查与研究，
郑州大学韩国河先生率队对洛阳东汉帝陵进行首次科学的考古踏察。
洛阳邙山陵墓群作为中国最大的陵墓群遗址，是中国帝陵体系的重要组成部分。其
分布之密集，数量之众多，延续年代之长久，堪称中国之最。
邙山陵墓群，是对位于邙山地区古代帝陵及其陪葬墓群的统称，专指东周、东汉、
曹魏、西晋、北魏和后唐等6代帝陵及其陪葬墓群。包括金村东周陵区、东周王城陵
区、邙山东汉陵区、邙山北魏陵区、偃师首阳山西晋、曹魏陵区。陵墓群位于洛阳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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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部、东部和东北部的邙山地区，北依黄河，南临伊洛河盆地。邙山是秦岭—崤山山
脉的余脉，海拔120~340米，地势起伏平缓，高敞而空旷。这里黄土土层深厚，黏结性
好，坚固致密，适宜营建茔域。陵墓群所在区域东西长50公里，南北宽20公里，占地
750余平方公里。邙山陵墓群西至孟津县常袋乡酒流凹村----洛阳市红山乡杨冢村一
线，东至偃师市山化乡南游殿村---山化乡忠义村一线。大致呈东西向长条形分布。依
据时代可分为四个区段，即西段的北魏陵区，中段的东周、东汉、后唐陵区，东段的
西晋、曹魏陵区，夹河段的东汉、西晋墓群。
调查发现古墓冢972座。其中现存墓冢339座，夷平墓冢600座，已发掘墓冢33座。
中段古墓冢的数量最多，共700座。其中现存墓冢245座，夷平431座，已发掘墓冢24
座。东段次之，共184座。其中现存墓冢42座，夷平100座，已发掘6座。西段共76座。
其中现存墓冢42座，夷平32座，已发掘2座。夹河段数量最少，只有48座。其中现存墓
冢10座，夷平37座，已发掘1座。
东汉陵区，位于中段的东部，汉魏故城西北。这里是邙山地区地势最为平坦开阔的
区域。这一区域东西6.8公里，南北6公里，面积近40平方公里。这里墓冢分布密集，
且是大小冢结合。年代绝大部分为东汉时期，应该就是东汉帝陵的核心区域。东汉帝
陵区内西部，现存5座保存比较完整的独立大冢。其中有4座大致成南北一线，分别为
大汉冢(三十里铺)、二汉冢(平乐村)、三汉冢和刘家井大冢，现存封土为圆形矮丘状。
另外一座位于其西侧，即东山头村东南的玉冢，封土形制略尖，与北魏帝陵接近。另
外朱仓编号为M2-722也是一处帝陵级别的大冢。这些独立的大冢，应该是与东汉帝陵
关系密切。陵区的东部墓冢密集，是整个邙山地区墓冢最为集中的区域，约38余座。
这些墓冢与西部独立大冢相比，规模要小得多。封土也为圆形，直径 般50米以下，为
帝陵的陪葬墓群。

帝陵名

封土面积和规模

汉光武帝刘秀原陵

山方三百二十步，高六丈六尺.

汉光武帝刘秀原陵

山方三百步，高八丈.

汉章帝刘炟敬陵

山方三百步，高六丈二尺.

文献所载位置

文献所载位置

在临平亭南，西望平阴，东 洛阳市孟津县三十里铺村，
南去洛阳十五里.
其地故富寿亭也，西北去洛
阳三十七里.

大汉冢.
偃师市高龙镇白草坡村.

在洛阳东南，去洛阳三十九里. 偃师市高龙镇白草坡村.

낙양지구 동한 고분의 새로운 進展

107

汉和帝刘肇慎陵

山方三百八十步，高十丈.

在洛阳东南，去洛阳四十一里. 偃师市高龙镇九贤村一带.

汉殇帝刘隆康陵

山方二百八步，高五丈五尺.

高五丈四尺，去洛阳四十八里. 偃师市高龙镇九贤村一带.

汉安帝刘祜恭陵

山周二百六十步，高十五丈.

汉顺帝刘保宪陵

山方三百步，高八丈四尺.

在洛阳西北，去洛阳十五里.

汉冲帝刘炳怀陵

山方八十三步，高四丈六尺.

西北去洛阳十五里.

汉质帝刘瓒静陵

山方百三十六步，高五丈五尺. 在洛阳东，去洛阳三十二里.

汉桓帝刘志宣陵

山方三百步，高十二丈.

在洛阳东南，去洛阳三四里.

汉灵帝刘宏文陵

山方三百步，高十二丈.

在洛阳西北，去洛阳二十里.

(一些文献作顺陵)

高十一丈，在洛阳西北，去洛 偃师市高龙镇万安山南麓上
阳十五里.

庄村一带.
洛阳市孟津县东山头村，护
驾庄南，玉冢.
洛阳市孟津县三十里铺村，
二汉冢，在原陵南一公里.
偃师市高龙镇阎楼村南.
偃师市高龙镇高崖村东，火
神凹村旁.
洛阳市孟津县刘家井村.

洛阳孟津朱仓东汉帝陵陵园遗址位于洛阳市孟津县平乐镇朱仓村西，该区域位于邙
山东汉陵区的帝陵区和陪葬墓群的交汇地带，位置非常重要。
朱仓M722帝陵陵园 平面略呈方形，边长420米。四面构筑垣墙，东垣外侧发现有壕
沟，没有发现门址。帝陵墓冢位于陵园的中西部，封土破坏严重，地表以下原始封土
呈圆形，直径136米。墓葬形制为土圹砖券墓，平面呈甲字形，墓道长50米，宽
8.8~10.4米，墓室东西长28.8米，南北宽25米。陵园建筑遗址群主要分布于封土东、南
部。
陵园垣墙及壕沟
西垣，仅存基槽，直壁平底，夯土筑成。宽2.8米，深0.65米，夯层厚6~10厘米。
东垣，仅存基槽，直壁平底，夯土筑成，有底夯。残宽1.35`1.6米，深0.13米。
东壕G1，位于东垣东侧，斜壁平底，沟底有车辙痕迹沟为汉代建造，晚期沿用。沟
口宽9.5米，底宽2.1米，深1.75米。
陵园建筑遗址 位于陵园东部，封土东侧。分为西、中、东三组。
西组“丁”字形廊道 编号为1号廊道，平面呈丁字形，由东西向和南北向2条小廊道组
成，分别连接其南侧和东侧的2处大型夯土台基。东西向廊道的西端南折，南北向廊道
两端延伸出发掘区。廊道以夯土筑基，中间筑夯土窄墙，夯土墙两侧有柱础石及卵石
散水。廊道为2处大型夯土台基的附属建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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东西向廊道，总长67米，宽14.6米。中部隔墙Q4保存不好，仅东部保存较好，宽
0.85米，残高0.16米。残存有壁柱坑4个，柱间距3.3~5.2米，其中残留一块柱础石，红
砂岩。隔墙基槽口宽2.9米，底宽2.24米，深1.08米。廊道南北侧对称分布廊柱柱础
坑，础石均散失。柱础坑一般长1~1.5米，宽0.8~1米，内填废弃杂土。廊柱南北两侧
有卵石散水残迹。廊道南侧中部向外突出，增置一排柱础。突出部分长19米，距离隔
墙6.6米。廊道西端南折部分发掘长14.5米，宽9.1米。其中部也有隔墙Q3，但破坏严
重。宽0.7米，残高0.4米。其夯土基槽上有一处宽2.6米的缺口。缺口以南隔墙的东侧
发现有夯土，其上亦见柱础坑。
南北向廊道，发掘长31米，宽12米。隔墙、壁柱、廊柱、砖铺地面保存相对较好。
中部隔墙Q2宽0.8米，残高0.16米。基槽口宽2.8米，底宽不详。隔墙壁柱坑间距4~4.2
米，个别柱坑中有红砂岩质的础石。廊柱柱础坑一般长1~1.2米，宽0.5~1米。柱础坑
32、33保存了完好的础石，红砂岩质，长1米，宽0.7米、高0.24米。
中组2号夯土台基 平面呈长方形，东西长46米，南北复原宽31.2米。台基破坏严
重，柱网结构不能尽知。在台基西北角残留3个柱础坑，坑长1.1~1.4米，宽0.9~1.1
米，间距6.5米。台基的西部，发现一处半地穴式房屋建筑，有阶梯道与外回廊相连。
房屋南北向，平面呈长方形，南部西折，总长8.35米，宽1.72米，阶宽4.8米，南部西
折长2米，进深0.21米，口底深1.22米。小砖铺底，“人”字形错缝平铺。四壁砖砌，以
地砖为基。台阶上亦铺小砖，已毁坏。
台基东、西两侧正中设阶道，北侧偏东设慢道。西侧阶道，台阶状，分2阶。阶道外
围铺石板，呈“U”形，跨越G5接西组的“丁”字形廊道，南北两端东折接夯土台基的散
水。南北长11.4米，东西宽2.05米。阶道台阶铺方砖，第1级东西长3米，南北宽8米，
第2级东西1.95米，南北8米。阶道中间有隔墙Q5与廊道中隔墙Q4相对应。墙宽0.9
米，残高0.15米~0.2米。隔墙两侧有对称的柱础坑。北部慢道距台基东缘12.5米，斜坡
状，南高北低，坡度8度。发掘长4.6米，宽3.7米。慢道四周用小砖和空心砖包边，东
西两侧平铺几何纹方砖，形成砖带。砖带南北长2.8米，东西宽0.9米。砖带外接卵石
散水，在慢道附近向外突出。
台基外侧保存相对完整的回廊，回廊外侧是卵石散水，用侧立的空心砖分离。回廊
用素面方砖铺地。东、西侧回廊较窄，宽0.65米。北侧回廊宽1.9米。卵石散水呈内高
外低的坡状，宽1.6米。散水外沿用条形大砖包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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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基外侧发现相互联通的铺砖道路，方砖平铺，条砖包边。东侧砖铺路紧靠东组庭
院，宽4.8米。北侧砖铺路沿G7北缘分布，西接西组廊道，宽4.3米。
东组庭院遗址 由东、西侧两组院落组成。
西侧院落呈长方形，由东、西两排房屋及中部的天井院组成。发掘总长32米，宽
21.1米。院落保存相对较好，内部结构清晰可辨。封闭式院落，仅南部有一条东西向
门道，为整个院落的出入通道。院落内东西两侧的2排房屋南北向排列，东西相对，西
排保存较好。东排房屋发现有7间，门道全部面向西；西排5间，4间门道面向东，最南
的F1面南。房屋外侧有回廊，方砖铺地。回廊外侧有砖砌的排水沟。院落中部为天
井，个别地段铺条形大砖。
房屋一般东西长5米，南北宽4.1米。房屋四壁夯筑，夯层不明显，墙厚0.6米，最高
残0.5米。房屋外侧墙体底部有包砖痕迹，南北墙与东西墙交汇处见壁柱柱坑，壁面上
有凹槽。单侧开门，门道宽1.2米，个别门道两侧见小砖包砌。屋内方砖铺地，墙体涂
有白灰。一些房屋建筑室内铺砖下埋设陶瓮，一般1~3个，形制巨大。F5内西壁、南壁
有条形砖垒砌的台子，房屋内有使用痕迹的陶质炊具。F1紧临院落大门，门道朝南，
屋内地面高于其他房屋。房屋外回廊宽1.7米，回廊内侧天井发掘长25米，东西宽3.6
米。
东侧院落破坏严重，仅见一个门址和一条L形的铺砖道路。道路由南北向和东西向
两部分组成。紧邻西侧院落东墙的南北向路，长21米，宽4.8米，两边有柱础石分布。
北部东西向路宽4.8米，发掘长9.7米。道路南侧用条形大砖包边。门址位于南北向路
南端，发现术础石、门轴石和挡门石。门轴石保存较好，共2处。推测门址为木构建
筑，大门双扇对开。
朱仓M707帝陵陵园 位于M722陵园遗址东侧。陵园大致呈长方形，南北长320米，东
西宽210米，规模略小，没有发现垣墙。帝陵墓冢位于遗址西部，封土遭到破坏，现存
封土平面近圆形，直径55米。地面以下原始封土平面呈圆形，直径86米。封土下发现
特大型墓葬1座，为甲字形土圹砖券墓。墓道长40米，宽8.8~13.6米，墓室长23米，宽
18~19米，墓深8.2米。陵园建筑位于遗址东部，比较简单。
建筑遗址，位于封土东部，分为东、西组。
西组：大型夯土台基。平面呈长方形，仅发掘其北半部。东西长36米，南北钻探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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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米。台基上部破坏严重，柱网结构、形制不详。在台基的西面、北面外缘零星发现
础石和小柱洞。础石填埋于夯土内，红砂石，长方形，大小不一。小者长0.47米，宽
0.2米，大者长0.85米，宽0.7米。小柱洞圆形，直径0.2米内填草木灰及烧土。
台基外侧环以铺砖回廊，最外圈为卵石散水。东、西侧回廊较窄，北侧回廊较宽。
西侧回廊宽2.2米，北侧宽2.6米。回廊底部平铺素面方砖，与夯土台基交接处用小砖
侧立包边。卵石散水内高外低，宽1.7米。散水与回廊用空心砖界开外沿用条形大砖包
边。台基西侧发现阶道遗迹，形制不详。台基东北部有1处石板路面，石板两侧用条形
大砖包边。
东组：院落遗址。以一条南北的石板路L1分为东西两个小的院落。西侧1号院落保存
较好。东临石板路的为开放式庭院，围绕天井的西侧、南侧分布着房屋建筑。东侧2号
院落保存较差，从残留的石柱础推断，形制与1号院相同，两院对称。院落遗址的南侧
有砖券暗渠。
L1路面铺设石板，条形大砖包边，宽4.3米，发掘南北长21.3米。
1号院落长19.8米，宽15.6米。院内天井平面南北长方形，发掘长9.4米，宽4.2米。
条形大砖铺地，错缝平铺。外沿铺方砖散水，向内倾斜。天井西侧、南侧为房屋建
筑。房屋为长方形或方形，四角有柱础石，红砂岩，多长方形，长0.5米，宽0.42米。
房屋间以夯土隔墙相隔，房屋骨地面用素面、几何纹方砖、条形大砖铺地。
F1位于天井南侧，平面方形，边长4.3米。
F2位于F1西侧，平面方形，边长4.3米。
F3位于F2北侧，平面方形，边长4.3米。
F4位于F2、F3西侧，平面方形，边长9.1米。
因破坏严重，未发现门道，具体如何相通不清楚。
2号院落长14.6米，宽12米。院内天井发掘长13.7米，东西宽4.2米。仅残留少量柱础
石，与西侧院落对称分布。发现J3，圆形，直径1.4米。
小结：1、朱仓M722、M707为甲字形砖券墓，是东汉时期最高等级墓葬，其墓冢封
土规模大，周围有大范围的建筑遗存，应属于东汉帝陵级别的墓葬。
2、陵园建筑遗址规模宏大，布局严谨。陵园遗址的建造和使用年代，应该是东汉中
期始建，晚期沿用。
3、朱仓M722和M707是顺帝宪陵和冲帝怀陵的可能性非常大。

낙양지구 동한 고분의 새로운 進展

111

4、朱仓M722陵园遗址西组廊道南侧的夯土台基和中组大型建筑基址，可能是陵园
内的“石殿”和“寝殿”。M707内只发现1 座夯土台基，这与文献记载未成年的冲帝陵园内
不设“石殿”，“因寝殿为庙”吻合，这处台基只能是“寝殿”。
5、朱仓M722陵园遗址的东组西侧建筑，四周封闭，有成排的房屋建筑，出土大量
的生活用品和防卫器具，应该是陵园中的园省。M707内没有发现此类建筑，进一步证
明其应为未成年皇帝的陵寝。此建筑为园寺吏舍。朱仓M722陵园遗址的东组东侧开放
式庭院建筑应该是园寺吏舍。
大汉冢陪葬墓DM1、DM4
位于大汉冢西南，DM1位于东侧，DM4位于西侧。两座墓结构相同，皆为长斜坡墓
道砖券多室墓。由墓道、甬道、前室、后双人墓室、西侧室和东侧两个耳室组成。在
墓葬的墓室和墓道之间，垒砌有一道砖墙作为分割，这是中国早期墓葬中的照壁。墓
圹内收五个台阶，在拐角处发现有柱洞，这是修建时遗留下的痕迹。
墓葬的修建方式，基本上可分为五个阶段：第一阶段是开挖墓坑，如图所示墓葬整
个外侧的土框部分。第二阶段就是修建墓葬的砖砌墓室，包括甬道和墓室以及甬道部
分上侧的照壁。第三阶段是在墓室土框范围内进行回填。第四阶段就是埋葬死者，封
堵甬道，对墓道进行回填。因为这座墓葬是一个多人合葬墓，所以不排除反复多次进
行这一过程。最后的第五阶段就是在整个墓葬外围土框范围内进行回填，然后完成整
个墓葬的修建。
DM4，前室长4.1米，宽3.2米，高3.9米，一覆一券。后室长4.1米，宽约2米，高3.9
米。

洛阳中小型东汉墓发现很多，分布较分散，这里主要就烧沟地区的东汉中小型东汉
墓进行报告。烧沟地区发同的东汉墓葬较少，有竖井墓道弧顶墓、长斜坡墓道砖券墓
等，有些斜坡墓道中出现天井。举例如下：
申泰汉墓STM81，墓葬形制为长方形弧顶土洞墓，方向200°，全墓由墓道、甬道和
墓室三部分组成。
墓道 位于墓室南端，为长方形竖井式，底为斜坡状，南端较北端高56厘米、坡长
148厘米。墓道上口深130厘米，底部长200厘米、宽57-60厘米、深680厘米。墓道内出
土小陶罐1件。封门砖 位于墓道的北端，为小砖砌筑，用三块小砖横向砌成弧形，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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斜坡状而上，封门砖总高158厘米、底长68厘米。
甬道 位于封门砖北侧，弧顶土洞式，长64-75厘米、宽58厘米、高100厘米。甬道内
出土小陶罐1件。
墓室 由前室和后室组成。前室平面呈横向长方形，南壁略向外凸出，弧形顶。长
305厘米、宽160-192厘米、总高132厘米、拱高38厘米。前室西端清理出人骨架两副，
东西并列，头向北，仰身直肢，保存较差，葬具不详。后室位于前室东北角，与前室
相通，平面呈竖向长方形，北端略窄，作圆角，弧形顶。长255厘米、宽60-80厘米、
高44-68厘米。后室内清理出人骨架一副，头向北，仰身直肢，葬具不详。
申泰汉墓STM107 墓葬形制为长方形弧顶土洞墓，方向185°。全墓由墓道、前堂、后
室三个部分组成。
墓道位于墓室南端，为斜坡式墓道。清理完整，上口深80厘米，坡长1438厘米，坡
上端宽96厘米、深760厘米。墓道北端为封门，封门砖用小砖横向错缝平砌，砌为弧
形，封门向内倾斜，上部已被破坏，残高98厘米。甬道在前堂东部，用小砖券筑，底
用砖平铺。长120厘米，宽94厘米，高140厘米。
墓室平面呈长方形，分为前堂和后室两个部分。前堂东西向，弧形顶，长518厘米，
宽240厘米，高250厘米，底部小砖横向平铺，其南侧连接甬道，北侧连接后室。前堂
内见有一棺痕迹，棺长196厘米，宽70厘米，后室棺长208厘米，宽86厘米。
前堂有骨架3具，头向2北1西。后室门用小砖砌筑，宽90厘米，高130厘米，过道为
土洞，底部铺砖，长98厘米，宽90厘米，高130厘米。后室为南北向土洞，弧形顶，长
308厘米，宽160厘米，高158厘米，底部用小砖横向平铺。后室内残留一具木棺痕迹，
葬有一人，头向朝北；木棺痕迹周围散落有铁棺钉，在后室东南部还有陶质小器物出
土，如小陶罐、小陶碗、小陶壶等，皆为特制的冥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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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Archaeological Progress of the Tombs of East
Han in Nakyang Sector
Han Geon-hwa
Nakyang Basin is one of the most developed area in terms of its ancient Chinese
culture, and it had been appealed in Yeoksaseonghwang of “Ohdohwoerak” in
Feudalistic Dynasty. Settled in Nakyang as the capital, East Han built grand Nakyang
castle which composed parallel southern and northern palaces. As the results of the
archaeological research in the rural area of the South, several structures were
discovered such as Myeongdang(ritual and political ceremony for the King),
Byeokong(ancient college) and Youngdae(astronomical observatory).
Nearby the Nakyang Castle (East Han), total 11 tombs of the East Han emperors
were composed which were divided into Northern Tomb Area and Southern Tomb
Area. The five tombs within Northern Tomb Area are located in the west-northern
side of Nakyang Castle of Hanwee, whereas the six tombs of the Southern Tomb Area
lied in the east-southern side of Nakyang Castle. Apart from the emperor tombs, there
are amounts of royal tombs of concubines and nobles. Near Hanamhyeon palace of
Han, numbers of medium-sized Han tombs were located and one of the famous tomb
is <Soguhan Tomb of Nakyang> which was excavated in 1957. Excavation and report
of Soguhan Tomb had been highlighted on the development and further researches
of archaeological Han tombs. Furthermore, this excavation could be regarded as the
monumental development in terms of the Chinese Archaeology. This work mainly
discussed the context of the research, methodology and the results of the excavation
where was conducted East Han emperor tomb and medium-sized tombs recently.
To a certain extent, current achievement and progress of East Han Tombs
researches located in Sogu sector had been introduced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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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Nakyang, East Han Emperor Tomb, Soguhan Tomb, Couple's Tomb,
Ritual Ceremonial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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洛陽地区の東漢古墳の考古学的な新進展
韓建华

洛陽盆地は中國古代文化が最も発達した地域の一つであり、封建王朝時期の“五都
匯洛”の歷史の盛況を極めた。東漢は洛陽を首都と定め、大規模の洛陽城を建設し
た。洛陽城は南宮、北宮が並列する宮城構造をなす。これまで、南側の校外の礼制
建築である明堂(王様が典礼を行い、政敎を催す場所)、辟雍(古代の大学)、靈臺(天
子が天文氣象を観察した台)などが考古学的発掘によって確認された。
東漢洛陽城の附近には11基の東漢の皇帝陵が建造され、｢北墓域｣と｢南墓域｣に区
分できる。北墓域は漢魏の洛陽故城の西北に位置し、5基の陵がある。南墓域は漢魏
の洛陽故城の東南側に位置し、6基の陵がある。皇帝陵の以外にも陵域內には多い后
妃と王公貴族の陪葬墓がある。漢の河南県城の附近には大量の中小形の漢墓が分布
している。
この中で、1957年に発掘され、その成果が報告書として刊行された『洛陽燒溝漢
墓』は最も著名な墳墓である。燒溝漢墓の発掘とその成果報告は、洛陽地区漢墓の
考古学的発掘と硏究の幕開けとなっただけではなく、漢代に関する考古学、ひいて
は中國考古学全体の発展における大きな画期となった。
本稿では、近年の東漢皇帝陵と中小形漢墓に関する調査経緯、方法、成果を簡略
にまとめた。また、中國学界における東漢皇帝陵の展開過程に関わる硏究、燒溝地
区の東漢時期の中小墳2基を例として、東漢の合葬墓の墓室內の祭祀空間の変化など
を検討した研究の成果を紹介した。
キーワード : 洛陽、東漢皇帝陵、燒溝漢墓、合葬墓、祭祀空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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隋唐東都城의 고고학적 발굴조사와 연구

1)石自社

著*

沈宗薰 譯**

요 약
隋唐東都城은 수나라의 대업을 이룬 원년에 건설되어 隋, 唐, 北宋 三代까지 운용
되었다. 隋, 唐, 五代에서 北宋에 이르기까지 東都城의 기본적인 배치는 큰 변화가
없었다.
평면은 정방형에 가깝고 남쪽이 북쪽보다 넓다. 사면에 성벽을 두르고 郭城의 배
치는 획일적이고 정형화되어 있다. 남-북 방향의 도로와 동-서 방향의 도로는 종횡
으로 교차되어 있고 곽성은 많은 坊里로 구획되어 있다.
“전면에 闕(龍門山)이 서있고 배후에는 邙山, 왼쪽에는 澯河, 오른쪽에는 澗河가
흐르며 洛河가 그 중앙을 관류하여 은하수의 형상”이라는 지리환경적 요소를 가지
고 있으며 宮皇城은 외곽성의 서북쪽 모서리에 치우쳐 있는 독특한 배치를 보이고
모두 획일화된 平方里의 坊里 건축제도로서 중국 도성 건설사에 있어 중요한 역사
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1954年 이래, 고고학 조사자는 隋唐東都城을 발굴하기 시작하여 대량의 고고학적
조사를 진행하였다. 세밀하고 심도 깊은 중점발굴조사를 통해 성지의 규모와 정확
한 분포상태를 규명하였다. 고고학적 조사의 점진적인 전개에 따라 수당동도성의
규모와 분포범위는 점차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주요 고고학
적 조사는 皇城과 宮城내부에 집중되었고 발굴된 많은 주요유적에서 궁성의 분포와

*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낙양공작대
**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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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 점차 밝혀지고 있다.
궁성과 황성의 水系는 이미 기본적인 줄기가 밝혀졌다. 宮皇城의 지세는 북서쪽
이 높고 남동쪽이 낮으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사다리 형태의 분포상태를 보인다. 궁
성 북서쪽의 九州池는 곡부의 물을 끌어와 모든 궁황성의 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수계는 궁황성의 동쪽면과 남쪽면으로 그물 형태의 수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隋唐 東都郭城의 도로와 방리 및 시장은 洛河를 경계하여 남과 북으로 양분된다.
성내 도로는 종횡으로 교차하며 바둑판식 배치상태를 보인다. 문헌에 따르면 수대
에는 103坊 3市, 당대는 120坊 2市로 기재되어 있다. 溫柔坊, 恭安坊, 崇讓坊, 南市
등의 방리 및 시장의 발굴조사를 통해 우리는 郭城 방리구역의 배치와 일반건축(백
성)의 모식, 방리의 흥쇠연혁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고고학적 조사의 전개에 따라 隋唐東都城의 평면 및 공간분포는 점차 명
확하게 밝혀지고 있으며 수당시기 사회의 원래 모습을 복원하는데 있어 풍부하고
진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주제어 : 隋唐東都城, 宮皇城, 郭城, 坊里

Ⅰ. 머리말
東都城은 낙양분지의 서부에 위치하는데, 낙양분지는 주위가 많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伊河와 洛河가 굽이굽이 흘러 험준한 지세를 이루며 수륙교통이 편리하다. 동도
성은 이러한 지형의 중앙에 위치하여 사방을 다스리기 용이하여 역대 제왕들이 도성을
건설하기에 이상적인 곳이었다.
수당 동도성은 수나라의 대업을 이룬 원년에 처음 건설되었고 수, 당, 송 삼대에
걸쳐 운용되었다. 그 궁전과 苑囿(초목과 금수를 기르는 동산)는 웅대하고 장대하
며 건축의 기둥과 대들보는 채화로 화려하게 장식하였을 뿐 아니라 황금으로 만든
벽은 휘황찬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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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낙양분지 고대도성 분포도

수당 동도는 “전면에 闕(龍門山)이 서있고 배후에는 邙山, 왼쪽에는 瀍河, 오른쪽
에는 澗河가 흐르며 洛河가 그 중앙을 관류하여 은하수의 형상”이라는 지리환경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또한 宮城과 皇城은 외곽성의 서북쪽 모서리에 치우쳐 있는
독특한 배치를 보이고 모두 획일화된 平方里의 坊里 건축제도로서 중국 도성 건설
사에 있어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Ⅱ. 東都城의 건설요인 분석
수당 동도성은 낙양분지의 서부에 위치하며 주위는 많은 산으로 둘러쌓여 있다.
지세는 매우 험준하고 伊河, 洛河, 瀍河, 澗河가 굽이굽이 흘러 黃河로 유입되며 많
은 선박을 건조하여 이용하였다. 동도는 이러한 지형의 중앙에 위치하여 사방을 다
스리기 용이하여 역대 제왕들이 도성을 건설하기에 이상적인 곳이었다.
수당 동도성은 수나라 건국대업을 이룬 원년에 건설되어 수, 당, 북송에 이르는
3대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골격은 큰 변화가 없었다.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깝고
남쪽이 넓고 북쪽이 좁은 형태로 4면에는 성벽을 두르고 있다. 궁성과 황성은 곽성
의 서북부에 위치하며 里坊의 배치는 획일화되어 있고, 그 남-북향의 도로와 동-서
향의 도로는 종횡으로 교차하는데, 이러한 바둑판식 형태는 이후 성곽 구조의 모체
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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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수당 동도성의 지리형세

1. 동도창건의 경제적 요인
서기 581년(수양제 원년) 수문제 양견이 수왕조를 건립하고 도읍을 장안으로 정
하였으며 아울러 기원 589년(수양제 9년) 전국을 통일하였다. 북방지역은 남북조시
기 장기간의 전란 당시 중국 경제의 중심은 남쪽의 강회지역으로 이동되었다. 관중
지역은 점점 장안의성의 방대한 소비수요를 유지할 수가 없었으며, “時天下戶口歲

增, 京輔及三河, 地少而人衆, 衣食不給”1)이라 하였다. 개황 4년과 개황 14년 관중 대
가뭄때에 수문제 양견은 친히 백관과 관중백성들을 인솔하여 낙양에서 취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陳寅恪은 “夫帝王之由长安迁居洛阳, 除别有政治及娱乐等原因, 如隋

炀帝, 武则天等兹不论外, 其中尚有一主因为本章所欲论者, 即经济借供给之原因也.
蓋关中之地农产物虽号丰饶, 其实不能充供给帝王宫卫百官俸食之需, 而其地水陆交通
不甚便利, 转运米榖亦颇困难, 故自隋唐以降, 关中之地若值天灾, 农产品不足以供给
帝王宫卫及百官俸食之需时, 则帝王往往移幸洛阳, 俟关中农产丰收, 然后复还长安.”
1) 隋書 卷二十四, 志第十九.
食貨志, 第682頁, 中華書局, 1976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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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생각하였다. 아울러 장안은 “尤能得形势近便之利, 然其地之经济运输则远不及

洛阳之优胜”고 말했다.2)

2. 동도창건의 정치적 요인
大业杂记에는 “时有术人章仇太翼表秦云, 陛下是木命人, 雍州是破木之冲, 不可

久住, 闻初皇时有童谣云, 修治洛阳还晋家, 陛下曾封晋王, 此其验也. 帝览表怆然, 有
迁都这意, 即日车驾往洛阳”3)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역사적 사실일수
도 있지만 隋書에는 수문제가 술사를 매우 많이 믿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동도를 세우는 진정한 정치적 원인은 隋 仁壽 4년 11월의 조서 중에서 “今者汉王谅

悖逆, 毒被山东, 遂使州县或沦非所. 此由关河悬远, 兵不赴急, 加以并州移户复在河
南. 周迁殷人, 意在于此. 况复南服遐远, 东夏殷大, 因机顺动, 今也其时.”4)라 하여 명
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수의 대흥성이 관중으로 치우쳐서 전국적인 제어에 유리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정치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十一月丙申, 发丁男数十万掘堑, 自龙

门东接长平, 汲郡, 抵临清关, 渡河至浚仪, 襄城, 达于上洛, 以置关防.”5)라 하여 동도
낙약건설에 방어적인 준비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서에서는 “今所营构, 务

从节俭, 无令雕墙峻宇复起于当今, 欲使卑宫菲食贻于后世. 有司明为条格, 称朕意
焉”6)이라고도 기재되어 있다.

3. 동도성의 부지선정 요인
낙양분지는 네 방향이 群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서쪽으로 崤山과 연결되어 있
고 동쪽으로는 嵩岳, 남으로는 熊耳를 가로지르고 뒤쪽은 邙山에 기대고 있으며 이
하와 낙하가 황하로 흘러든다. 이는 소위 강과 산이 둘러싸고 있어 형세가 천하에
서 갑이라 할 수 있다.
2)
3)
4)
5)
6)

陳寅恪, 隋唐制度淵源略論稿, 三聯書店, 2001年.
大業雜記輯校, 長安史蹟叢刊, 第2頁, 三秦出版社, 2006年.
隋书 卷三 煬帝紀上 第61頁, 中華書局, 1976年.
隋书 卷三 煬帝紀上 第61頁, 中華書局, 1976年.
隋书 卷三 煬帝紀上 第61頁, 中華書局, 1976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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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으로 북쪽에서 시작하여 남으로는 강회를 지나 서쪽으로는 관롱을 마주한
다. 동쪽으로는 황하 하류의 평원까지 닿아 동도성은 그 중앙에 위치하여 사방을
통어함에 편리하다. 북송의 문학가인 이격비는 洛阳名园记-吕文穆园-에서 “洛阳

处天下之中, 挟崤渑之严阻, 当秦陇之襟喉, 而赵魏之走集, 盖四方必争之地也”7)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낙양은 제왕이 수도를 세우는데 우선적인 선택지로 “崤函有帝皇

之宅, 河洛为王者之里”라 하였다.
낙양분지는 그 우월한 산천형세로 천하의 중심에 있는 지리적 위치, 강들이 밀포
되어 강회의 선박들이 직통할 수 있는 교통상의 이점이 있으며 비옥한 토양, 쾌적한
기후 등의 유리한 조건으로 중국 도성건설의 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다.

隋 仁壽 4년의 조서에는 “然洛邑自古之都, 王畿之内, 天地之合, 阴阳之所和. 控以三
河, 固以四塞, 水陆通, 贡赋等. 故汉祖曰, 吾行天下多矣, 唯见洛阳.”8)이라 기재되어 있
는데, 수양제는 인수 4년 7월에 즉위하여 11월 을미에 낙양을 편복으로 찾았다.
수양제는 동경성을 어디에 건설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였다. 元和郡县图志卷5 ｢河

南道一｣에는 “仁寿四年, 炀帝诏杨素营建东京, 大业二年, 新都成, 遂徙居, 今洛阳宫
是也. 其宫北据邙山, 南直伊阙之口, 洛水贯都, 有河汉之象, 东去故城一十八里”9)라
기재하고 있다. 또한 “初, 炀帝尝登邙山, 观伊阙, 顾曰, 些非龙门邪, 自古何不建都于

此, 仆射苏威对曰, 自古非不知, 以俟陛下. 帝大悦, 遂议都焉. 其宫室台殿, 皆宇文恺
所创也. 恺巧思绝伦, 因此制造颇穷奢丽, 前代都邑莫之比焉.”10)이라 기재되어 있으
며 舊唐书-地理志-에도 유사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동도성 남쪽의 ‘伊阙山口’는 산이 궐의 형상을 하는 도성의 형세를 띠고
있다. 또한 낙수가 도성을 가로질러 은하수의 형상을 보이는 것도 주위 산천의 지
리적 형세와 융합하여 동도성의 위치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헌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전대의 제왕이 가장 좋은 지리형세를 수양제에게 남겨주어 수도를 건
립하게 한 것은 아니다. 낙양분지의 동-서 50여 리의 좁고 긴 지대를 살펴 본 바로

7)
8)
9)
10)

李格非, 洛陽名園記, 選自 ｢古今逸史精編｣, 第235頁, 重慶出版社, 2000年.
隋书 卷三 煬帝紀上 第61頁, 中華書局, 1976年.
(唐)李林甫, 元和郡縣圖志 卷五 ｢河南道一｣, 第131頁, 中和書局, 1983年.
隋书 卷三 煬帝紀上 第61頁, 中華書局, 1976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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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이 궐을 대신하고, 강산이 마주하는 웅장한 기세를 구비할 수 있었고 지세가
높고 넓으며 요새가 견고할 뿐 아니라 지역이 광활하고 수원도 풍부하며 수륙교통
이 편리하여 도성이 건설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이러한 낙양분지를 전대의
왕조는 모두 왜 이곳에 수도를 건립하지 않았을까? 段鹏琦선생은 洛阳古代都城城

址迁移现象试析에서 “인류가 물에 대한 인식과 통제, 개조능력이 일정 수준까지만
올라가면 새로운 도성건설에 더 넓은 전경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북위가 낙양으로 천도하고 또 감히 낙하의 천연요새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
이다. 이는 이하와 낙하 사이에 四夷館과 四夷里를 건립하고 白象坊 등의 방리가
포함된 새로운 방리구역을 설치하여 漢, 魏, 晋 3대가 감히 엄두도 못냈던 이하와
낙하 저평지대는 새로운 번영, 발전지역이 되었다. 따라서 수당동도의 낙양성은 비
로소 강을 가로지르는 대형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생산력의 부단한 발전으로 수나라가 전국을 통일하고 근 20년간 대량의 재산을
축적하여 이러한 대도시를 건설하는데 물질적 조건을 구비하였다. 동시에 이 지역
의 풍부한 수계와 편리한 수륙교통 조건을 이용하기 위하여 수양제는 즉위 후 동도
를 건설하여 남-북 대운하를 개통하였다. 이밖에도 수양제는 3차례나 고구려를 정
벌하는 뛰어난 재능과 원대한 계략을 구비한 제왕이었기에 감히 ‘산을 드러내어 궐
을 삼고, 강을 열어 길을 삼아(表山爲闕, 開河爲路)’ 유일무이한 대도시를 창건하였
다.11)
“大业元年三月丁未, 诏尚书令杨素ㆍ纳言杨达ㆍ将作大匠宇文恺营建东京, 徙豫州

郭下居人以实之.……又于阜涧营建显仁宫, 采海内奇禽异兽草木之类, 以实园苑. 徙天
下富商大贾数万家于东京.”12)이라 하였는데, 동도성의 창건은 조서에서처럼 간소함
을 따른 것일까? 隋书-宇文恺传-에 의하면 “及迁都, 上以恺有巧思, 诏领营新都副

监. 高频虽总大纲, 凡所规画, 皆出于恺.……恺揣帝心在宏侈, 于是东京制度穷极壮丽.
帝大悦之, ……”13)라 기재되어 있어 동도성의 건설은 공정이 웅대하고 건축이 화려
함을 알 수 있다.
동년 3월 기록에는 “辛亥, 发河南诸郡男女百余万, 开通济渠, 自西苑引谷ㆍ洛水达
11) 段鵬琦, 文物與考古, ｢洛陽古代都城城址遷移現象試析｣, 1999年 第4期.
12) 隋书 卷三 煬帝紀上 第61頁, 中華書局, 1976年.
13) 隋书 卷六十八, 列傳第三十三, ｢宇文恺传｣, 第1588頁, 中華書局, 1976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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于黄河, 自板渚引河通于淮河”14), “大业二年春正月辛酉, 东京成, 赐监督者各有差. 夏
四月庚戌, 上自伊阙, 陈法驾, 备千乘万骑, 入于东京.”15)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大业
五年春正月丙子, 改东京为东都”16)라 하여 이때부터 동도성은 휘황찬란한 역사의 서
막을 열었다.
동도성은 수부터 북송까지 줄곧 사용되었으며, 형상 및 구조와 배치는 隋代에 창
건하였지만 唐宋까지 사용하였다. 비록 50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대규모의 수리와
재건을 거쳤지만 그 기본적인 구성에는 중대한 변화가 없었다.

Ⅲ. 東都城의 구조적 특징
1. 비대칭의 城市 축선구조
동도성의 남북 축선은 성지 서부에 편중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성지가 비대칭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궁성과 황성은 상대적으로 축선이 대칭을 이루고 있
다. 동도성의 배치를 보면 지형을 활용하였으며 산과 하천 등의 지리적 형세의 특
징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형성되었다.
동도성의 궁성과 황성이 비록 郭城의 서북부로 치우쳐 있지만 그 내부구조는 중
국 고대성곽 구조의 전통적인 설계사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궁성의 낙성을 핵
심으로 북면에 三重小城, 동서로 각각 二重小城, 남으로 황성이 궁성과 마주하여 축
조되어 있다. 궁성과 황성의 배치는 중심축선을 기준으로 대칭구조를 보이고 있다.

宮城正殿, 宮城正門, 皇城正門, 郭城正門이 남쪽을 향해 伊闕로 연결되면서 전체 성
곽의 축선을 이루면서 웅장한 형세를 갖추어 황가의 기백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고대 도성계획은 ‘天子至尊’의 사상으로 中立宮을 선택하고 궁성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중앙의 축선을 도성의 주축선으로 하는 중국 도성건설양식을 따르고 있다.
동도성의 축선을 설치하는 것도 궁성과 황성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궁
성과 황성은 ‘天子居中’의 설계사상을 반영하였다.

14) 隋书 卷三 煬帝紀上 第61頁, 中華書局, 1976年.
15) 隋书 卷三 煬帝紀上 第61頁, 中華書局, 1976年.
16) 隋书 卷三 煬帝紀上 第61頁, 中華書局, 1976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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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궁성과 황성의 배치상태

2. 郭城의 북서부에 위치하는 궁성과 황성
동도성의 궁성은 곽성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고대 도성계획 중의 ‘居高’
설계사상을 반영한 것으로서 황권을 두드러지게 한 것이며 동시에 높은 위치에 건
설하여 안전과 방어의 작용도 한다. 동도성은 낙양분지 서북부에 위치하는데, 邙嶺
을 등지고 남으로는 낙하가 흐르는 북고남저의 형세를 가지고 있다. ‘居高’의 설계
사상을 배제하더라도 안전과 방어의 각도에서 고려한다면 궁성의 위치는 당연히 도
성 서북부의 고지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도성의 구조와 배치는 성지의 형세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
하였을 것이다. 舊唐書에 東都는 “北居邙山, 南對伊闕, 洛水貫都, 有河漢之象”17)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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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재되어 있고, 新唐書에는 “都城前直伊闕, 後据邙山, 左瀍右澗, 洛水貫其中, 以

象河漢”18)이라 기재되어 있어 山을 闕로 이용하기 위하여 남으로 伊闕의 형세를 도성
주축선으로 하였고, 동시에 도성과 궁성의 위치도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皇城의 위치를 궁성의 남쪽에 배치하는 양식의 확립
궁성의 남쪽에 황성을 건축하는 것은 이 시기 도성배치의 새로운 현상으로서 秦

漢時代 이후 도성구조는 계속 발전하였다. 曹魏의 鄴城은 단일 궁성제도를 처음 받
아들였고 官署를 궁전의 남쪽에 배치하였다. 북위 낙양성의 궁성 閶闔門 남면의 銅

駝街 양측으로 官署府의 사찰을 배치하였는데, 이 시기는 魏晉南北朝時代의 도성
배치를 기초로 하여 관청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였고 단정하게 배치하여 황성을 형성
하였으며 기능구역의 구분뿐만 아니라 봉건등급제를 나타내었다. 궁성은 곽성 북면
지세에 의해 정해졌는데, 隋代 大興城과 동도성은 모두 北高南低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城市 기능상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長安志 卷七에는 “自兩漢以後, 至于

晋ㆍ齊ㆍ梁ㆍ陳, 竝有人家在宮闕之間, 隋文帝以爲不便于民, 于是皇城之內, 唯列府
寺, 不使雜人居止, 不使杂人居止, 公私有便, 風俗齊肅, 實隋文新意也”19)라고 기재되
어 있다. 궁성과 황성은 곽성의 서북부 고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궁성은 북쪽, 황
성은 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궁성 북면에 三重의 小城, 동서에 각 二重의 小城, 남으
로는 황성과 궁성이 마주보고 에워싸는 형세를 가진다.

隋代 大業 9年, 궁성과 황성의 동쪽에 東城과 含嘉倉城을 두면서 궁성과 황성의 구
조는 기본적으로 완비되었다. 따라서 궁성과 황성은 곽성의 북면에 배치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궁성의 남쪽에 건설된 황성은 隋代 大興城과 東都城으로서 도시 구조상 새
롭게 등장한 것이다. 또한 曹魏의 鄴城과 北魏洛陽都城의 구조로 계승ㆍ발전되었다.

4. ‘天人合一’의 도성건축이념과 諸小城 및 황성 주위의 궁성 배치상 특징
수당시기의 도성계획 사상은 진한시기의 ‘象天’이 ‘法地’로 변화한 것이며 ‘天文’이
17) 舊唐書, 卷三十八 志第十八 ｢地理一｣, 第1420頁, 中華書局, 1976年.
18) 新唐書, 卷三十八 志第二十八 ｢地理二｣, 第981頁, 中華書局, 1976年.
19) (宋)宋敏求, 長安志, ｢宋元方志叢刊｣, 第107頁, 中華書局, 199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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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文’으로 변하는 과도기에 형성되었다. 예제의 완비와 周易이 접목되었고 풍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元和郡縣圖志ㆍ關內道에는 “隋氏營都, 宇文愷以朱雀街南北有六條高坡, 爲乾卦

之象, 故以九二置宮殿, 以當帝王之居以当帝王之居, 九三立百司九三立百司, 以應君
子數, 九五貴位, 不俗常人居之, 故置玄都觀及興善寺以鎭之”20)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唐代 大明宮 正殿인 含元殿과 동도성의 궁성 正殿인 乾陽殿의 명칭은 모두 周易
에서 기인한 것이다.
동도성은 “象法天地, 天人合一”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秦의 함양성은 “引渭水

貫都以象天漢”의 象天사상이 반영되어 있으며 하늘이 도읍을 정하였다는 표현이다.
궁실건축의 필요성을 하늘의 뜻으로 계시한 동도성 관련 문헌 기록은 아래와 같다.
“皇城曰太微城, 刑制曲折, 上應太微宮城之度, 因以名, 亦號南城, 又曰寶城”21), “宮

城曰紫微城, 其城象紫微宮因以名, 在都城之西北隅, 皇城之北”22)
상기 문헌에서 궁성과 황성의 구조는 秦漢時代의 ‘象天立宮’의 사상을 반영한 것
임을 알 수 있다.
大業雜記에는 “宮城東西五里二百步, 南北七里, 城南東西各兩重, 北三重”23)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舊唐-地理志에는 “宮城有隅城四重”24), 大唐六典및 元河南志에
는 모두 “城中隅城四重, 最北曰圓壁, 次曰曜儀, 次曰玄武, 最南曰洛城”25)이라 기재되어
있다. 또한 大業 9年 궁성과 황성의 동쪽에 축조한 東城과 含嘉倉城이 있는데, 근래
50년간의 고고학조사를 통해 축적된 발굴자료와 문헌상의 내용이 부합한다.
궁성은 동도성의 핵심으로 북면에 三重小城, 동서로 각각 二重小城, 南으로 皇城
이 함께 궁성과 마주하여 축조되어 있다. 이러한 배치양상은 周秦時代 이래 북극성
은 하늘의 중심으로서 많은 별들이 무리를 지어 에워싼다는 구획사상의 영향을 받
은 것이다. 즉, 궁성을 중심으로 황권을 상징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궁성의 안전과
방어를 위한 조치로 표현된 것이다.

20)
21)
22)
23)
24)
25)

(唐)李吉甫, 元和郡縣圖志卷一 ｢關內道一｣, 第1頁, 中華書局, 1983年.
(淸)徐松, 河南志隋城闕古蹟條, 第107頁, 中華書局, 1994年.
(淸)徐松, 河南志隋城闕古蹟條, 第100頁, 中華書局, 1994年.
(唐)杜寶, 大業雜記, 選自長安事蹟叢刊 ｢大業雜記輯校｣, 第3頁, 三秦出版社, 2006年.
(唐)杜寶, 大業雜記, 選自長安事蹟叢刊 ｢大業雜記輯校｣, 第3頁, 三秦出版社, 2006年.
(淸)徐松, 河南志唐城闕古蹟條, 第117頁, 中華書局, 199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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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洛水貫都, 有河漢之象”은 天象의 표현이고 도성계획사상은 天文에서 人文
의 변화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도성계획사상은 정치기능을 중요시하고, 경제 기능 등
의 기타 기능도 중요시하며 도성의 사회 공간분포도 고려하여야 했다. 동도성의 궁성,
황성, 곽성 정문의 남쪽에서 伊闕에 이르는 정치와 예제상의 도성 종축선 이외에도 낙
하를 축으로 하는 기능성 횡축선을 형성하였다. 洛河를 축으로 坊市를 남북 양안에 배
치하고 종횡으로 교차하는 인공 및 자연 河道를 통해 전국과 통하는 수운체계를 세웠
는데, 이는 동도성의 경제적 축을 형성하였다. 더욱이 關中과 중원지역 및 풍요로운
강남지역의 경제를 연결하고 남방의 재화를 동도로 유입할 수 있게 하였다.

5. 東都城 기본단위의 분할배치
고고학 발굴자료를 보면 궁성의 낙성벽, 북벽, 동벽, 서벽의 길이는 약 1,040m이
다. 궁성은 둘레 1,040m의 정방형이며 皇城 남벽의 동-서 길이는 2,100m, 曜儀城의
북벽 동-서 길이는 2,100m, 황성의 서벽, 서협성 서성의 서벽, 현무성 서벽과 요의성
서벽의 남-북 총길이는 2,100m, 황성 동벽, 동협성 동벽, 현무성 동벽, 요의성 동벽
의 총 길이는 2,100m, 황성과 낙성 및 그 북ㆍ동ㆍ서쪽 삼면에는 각각 二重의 소성
이 있으며 길이는 2,100m로 정방형이다. 그리고 내면에서 보이는 방리 한 변의 길
이는 530m로서 정방형의 형태를 띤다.
궁성(원벽성은 제외)과 황성으로 조성된 子城의 면적은 정확하게 낙성(大內)의 4
배이며 낙성의 면적은 정확하게 1개 방리 면적의 4배이다. 이 분석을 통해 볼 때,
동도성의 구조는 방리를 기본 단위로 분할 배치하였으며 그 중, 1개의 방리를 기본
단위로 하여 4배로 확대한 것이 궁성(낙성) 면적이고, 8배로 확대한 것이 궁성과 황
성의 면적으로 볼 수 있다.
기본 단위의 분할배치 분석에서 궁성 북면의 원벽성은 기본 단위로 구획한 구간
내에 존재하지 않았다. 동시에 낙성의 서ㆍ동ㆍ북면에 二重小城의 배치가 비교적
가지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교적 인접한 낙성의 소성이 비교적 넓었고, 그 중

東ㆍ隔城의 동-서의 각 너비는 약 350m이며 현무성의 남-북 너비는 280m로 외측 소
성은 모두 비교적 협소하다.
그 중, 동ㆍ서 협성의 동-서 너비는 각 180m, 요의성 남-북 너비는 각 134m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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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볼 때, 宇文愷 최초의 계획에는 원벽성이 없었고 지리형세의 필요성에 따라
부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궁성이 낙하 북안의 2급 대지상에 있고, 궁성과 요의성 북벽
이 2급과 3급 대지의 경계에 닿아있으며 남-북 너비는 500m의 구역 공간이다. 궁전의
안전과 방어를 위해 2급과 3급 대지 경계선의 남면을 따라 성벽을 수축하였고 원벽성
을 축조하였다. 원벽성 서벽의 남-북 길이는 450m, 동벽의 남-북 길이는 530m, 북벽의
경계는 2급과 3급 대지의 가장자리를 끼고 동북쪽 경사면에 수축되었다.

6. 궁성과 황성의 방어체계 수립
궁성과 황성은 곽성 서북쪽 고산지대에 위치하는데, 邙山을 등지고 서쪽으로는

禁苑, 남쪽으로는 洛河에 인접해 있어 방어상에 매우 유리하였다. 낙성을 중심으로
諸小城, 皇城, 東城, 含嘉倉城이 마주하여 에워싸고 있는 형세로 방어상 난공불락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唐 武德 4年의 기록에 의하면 이세민은 “圍洛陽宮城……四面

攻之, 晝夜不息, 旬餘不克”26)라고 말하여 낙양 궁성의 방어상 견고함을 표현하였다.
고고학적 발굴조사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궁성의 동-서 성벽의 너비가 3m인 것
이외에는 궁성, 황성 동성 등 기타 성벽의 너비는 8~11m로 성벽을 벽돌로 둘러 매
우 견고하였다. 특히, 동성의 동벽과 원벽성 북벽에는 수당시기의 雉城이 발견되었
는데, 이는 방어조치가 매우 치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기 곽성 성
벽은 규모가 매우 작았는데, 隋代 남벽과 동벽의 너비는 2.2m이고, 벽돌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資治通鑒에는 “初, 隋煬帝作東都, 無外城, 僅有短垣而已,

至是, 鳳閣侍郞李昭德始築之”27)라 기재되어 있고, 隋書-李密傳에는 “長白山賊孟
讓掠東都, 燒丰都市而歸……武賁郞將裵仁基以武牢歸密, 仁遣仁基與孟讓率兵二萬餘
人襲回洛倉, 破之, 燒天津橋, 遂縱兵大掠”28)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隋代 곽성의 방어능력은 비교적 약하였고, 방어의 중심을 궁성과
황성에 두어 지형상의 이점 외에도 견고한 방어체계를 구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6) (宋)司馬光 等, 資治通鑒卷一百八十八 ｢唐纪四｣, 第5905頁, 中華書局, 1956年.
27) (宋)司馬光 等, 資治通鑒卷二百五十 ｢唐纪二十一｣, 第6478-6479頁, 中華書局, 1956年.
28) 隋書卷七十 ｢李密傳｣, 第1628頁, 中華書局, 1976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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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東都城의 축선건축
동도성은 남으로 伊阙에 접하고 배후에는 망산이 있으며 도성 축선상에 도성의
대표적인 건축들이 분포되어 있다. 남-북으로 定鼎門, 天津橋, 端門, 應天門, 明堂,

龍光門 등이 동도성의 성격을 대표한다.

도면 4. 수당동도성 측량도

1. 郭城의 정남문(定鼎門)
定鼎門은 곽성의 정남문으로 隋代에 축조되어 建國門이라 불렸고 당에 이르러 정
정문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으며 수ㆍ당ㆍ송의 3대를 이어왔다. 성문 건물이 주체
가 되고 양측에 타루가 보조하고 있으며 그 사이로 성벽이 거대한 건축군과 연결되
어 있다. 이러한 건축구조는 돈황벽화 당 말기의 제138굴 중에 성문의 건축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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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한 것과 유사하다.

사진 1. 定鼎門 유적전경

정정문은 한 개의 문에 세 개의 도로의 갖춘 건축 구조이다. 수에서 북송까지 다
른 시기의 성문 건축구조와 평면배치가 대체적으로 유사할 뿐 아니라 여러 차례의
수축과 개축을 거쳤다. 문의 위치는 곽성 남벽 정중앙에 위치하였고 북쪽 및 황성
정문(端門)ㆍ궁성 정문(應天門)ㆍ궁성 정전(明堂) 및 궁성 북문(龍光門)으로 조성된
수당 동도성의 축선에 있다. 이는 수당시기 동도의 복원 연구의 표지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정문의 외부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해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수대의
성벽의 너비는 22미터이고 당대의 성벽은 3미터에 불과하다. 이는 “盖隋時僅有短垣”
이라는 문헌기록과 부합한다. 따라서 수당시기의 동도 외곽성의 방어능력은 매우
미약했음을 알수 있다. 정정문 내의 天街 너비는 약 120m, 문 외부의 남-북 방향 도
로의 너비는 약 147m인데, 이는 너비가 약 100보라는 문헌의 기록과도 부합한다.
이것은 아마도 제왕의 출행의식과 관계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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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진교
天津橋는 수대에 건축되었고 송말원초에 훼손되었다. 수대 천진교의 길이는 130
보(약 190m)가 넘는데, 거대한 선박을 로프로 연결하여 만든 부교이며 갈고리로 낙
하 남북 양안에 별도로 고정시켰다. 唐 貞觀 14年(640)에 천진교는 석축교로 개축되
었고 이후 여러 차례 훼손되었다. 측천무후 시기에 물살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거
북이등 형태의 아치형 석공교로 축조되었는데, 이는 후대의 석교축조에 지대한 영
향을 주었다. 宋 政和 4年, 천진교를 다시 건축하기 전에 휘종에게 3등급 양식에 의
한 천진교를 그린 채색화(2本 1冊) 책자를 진상하였고 휘종은 제2교 양식에 의거하
여 수건하였다. 이는 중국의 문자기록 중 최초의 교량설계 방안도로서 당대 시인
백거이는 “津橋東北斗亭西, 到此令人詩思迷. 眉月晩生神女浦, 瞼波春傍窈娘堤”라 표
현하였다.
현재의 낙양교 서쪽 약 200m 지점에서 당송시기 낙하의 石堰과 橋墩이 발굴되었
다. 석언은 매우 길어 수리에 달하였는데, 교돈은 하부에 나무를 사용하고 상부에

方石을 깔아 철로 연결하였다.
大業雜記에 따르면 “隋煬帝大業元年(605), 勅令營建東京. 東都大城, 周回七十三

里一百五十步. 宮城東西五里二百步, 南北七里, 南臨洛水, 宮城南門則天門(唐應天門)
之南, 經端門街, 一名天津街, 五百步至宮南正門端門(唐皇城南門), 端門之南爲御道
(唐定鼎街), 九里至建國門(唐定鼎門), 端門直南二十里, 正當龍門. 向南出端門百步,

有黃道渠, 渠闊二十步, 上有黃道橋三道. 過渠二百步至洛水, 有天津浮橋, 跨水長一百
三十, 橋南北有重樓四所, 各高百余丈, 過洛二百步, 又蔬洛水爲重津, 渠闊四十步, 上
有浮橋. 津有時開闔, 以通樓船入苑. 重津南百余步有大堤, 堤南有民坊”29)이라 기재
되어 있고, 爾雅에는 “箕ㆍ斗之間爲天漢之津, 故取名焉”, 元和郡縣圖志에는 “天

津橋, 在縣北四里. 隋煬帝大業元年初造此橋, 以架洛水. 用大纜維舟, 皆以鐵鎖鉤連
之. 南北夾路, 對起四樓, 其樓爲曰月表胜之象.”30)이라 전한다.

29) (唐)杜寶, 大業雜記, 選自長安事蹟叢刊 ｢大業雜記輯校｣, 第3頁, 三秦出版社, 2006年.
30) (唐)李吉甫, 元和郡縣圖志卷五 ｢河南道一｣, 第133頁, 中華書局, 1983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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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궁성 정문(應天門)
응천문은 수당 낙양성 궁성의 정문이다. 수대에 칙천문라 칭하였고 수말당초에

王世充이 순천문이라 개명하였다. 당 초기 武德 4年에 불탔고, 顯慶 초기에 수축되
었으며 후대에 수대의 명칭인 칙천문으로 명해졌고, 신용 원년에 응천문으로 개명
되었다. 다시 신용문으로 개칭되었다가 응천으로 회복되었으며 소종 천우 2년 오봉
루로 칭하였고 오대 북송시기에도 오봉루로 명명되었다.
응천문은 일문삼도의 과량식 건축구조로 되어 있으며 한조의 성문루가 주체이고
양측에 타루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를 향해 궐루가 돌출되어 있다. 그 사이에 통로
가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건축군이다. 응천문은 수당시기에 거대하고 웅장할 뿐 아
니라 오대와 북송시기 역시 단정하고 장중하였다. 그 건축규모 뿐만아니라 역사적
지위 역시 중국 도성건설사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 건축 구조와 장식 역시 후대
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北宋 변량의 선덕루, 원대의 숭천문과 명ㆍ청대
자금성의 오문 등이며 동시에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도성건축에 있어서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사진 2. 應天門 동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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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應天門 서궐 기초석과 집터서리

4. 明堂
명당은 수당낙양성 궁성의 정전으로 수대에는 건양전, 당대 초기에는 건원전, 후
기에는 함원전 및 신전 등으로 불렀으며 오대에는 조원전, 북송대에는 선덕전 및 태
극전 등으로 불렀다.
예제에 의하면 명당은 당연히 곽성(외성)의 남쪽 3리 밖이자 7리 이내에 건설되
어야 한다. 무측천(측천무후)은 남달리 특별한 주장을 내세워 스스로 명당을 궁성
의 중심에 세우도록 하였다.
旧唐书에 의하면 “則天臨朝, 儒者屢上言請創明堂. 則天以高宗遺意, 乃與北門學

士議其制, 不听群言. 垂拱三年春, 毁東都之乾元殿, 就其地創之. 四年正月五日, 明堂
成. 凡高二百九十四尺, 東西南北各三百尺. 有三層：下層象四時, 各隨方色. 中層法十
二辰, 圓盖, 盖上盤九龍捧之. 上層法二十四氣, 亦圓盖. 亭中有巨木十圍, 上下通貫,
栭ㆍ櫨ㆍ橕ㆍ棍, 藉以爲本, 亘之以鐵索. 盖爲鸑鷟, 黃金飾之, 勢若飛翥. 刻木爲瓦,
夾紵漆之. 明堂之下施鐵渠, 以爲辟雍之象. 號萬象神宮.”31)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명
당을 건설한 후 무측천은 이곳에서 군신들에게 연회를 열고 대사면령을 내렸으며

31) 舊唐書卷二十二 ｢禮儀二｣, 第862頁, 中華書局, 1976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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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들이 들어와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
궁성의 正殿은 판축으로 기초를 다지고 정전궁 원원문, 궁원보랑, 수거 등으로 조
성되어 궁전의 중심을 이룬다. 궁원 원문과 보랑이 합쳐져서 宫院院落의 구조를 가
지게 되었다. 유적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 궁성의 正殿은 판축으로 기초를 다지고 정전궁 원원문, 궁원보랑, 수거 등
으로 조성되어 궁전의 중심을 이루었고 궁원 원문과 보랑이 합쳐져서 宫院院落의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데, 수대 궁성 정전인 건양전 궁원유적이 여기에 속한다.
건양전의 基址는 동서 너비가 105m이며 남쪽은 훼손되었는데, 제일 깊은 곳의 너
비는 47m이다.
제2기, 궁성 정전의 명당 판축기단과 궁원 원문 및 보랑이 합쳐져서 宫院院落의
구조를 나타내는데, 당대 명당 宫院院落유적이 여기에 속한다.
명당은 하부 판축기초가 팔각형 구조를 나타내며 내부에서 외부에 이르기까지 육
주 팔각형 판축으로 조성되어 있다. 그 중심은 대형 주혈이고 판축부 직경은 약
3.67m의 주초석이다. 대형 주혈은 내부 팔각형 판축기단의 중심에 위치한다. 내부
에서 외부에 이르기까지 제1권 판축 직경은 13m이고 판축의 두께는 10m이다.

사진 4. 명당유적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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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권의 판축의 너비는 6m이고 잔존 두께는 1.2m이다. 제3권 판축 너비는 8m이
고 잔존 두께는 10m이다. 제4권의 판축너비는 8m이고 잔존 두께는 1.2m이다. 5권
의 판축너비는 7m이고 잔존 두께는 4m이다. 제6권 판축너비는 11m이고 그 외측 가
장자리 하부는 2개층의 판축으로 되어있다. 기단은 동서남북으로 총 너비가 105m
이며 판축은 견고하고 층의 두께는 10cm이다.
제3기, 궁성 정전 판축기단, 궁원보랑ㆍ궁원 원문의 조성으로 이루어진 宫院院落
이며 북송 태극전 宫院院落유적이 여기에 속한다. 태극전의 기초는 수대 궁성 정전
판축기단이 60m인데 기단의 기초부분만 존재하고 있다. 殿址의 평면구조는 “工”字

形으로 되어 있다. 그 밖에도 제2기 유적 전후로 당초기와 당후기, 오대, 북송초기
의 유적이 발견되었고 훼손이 심한 유적은 구조가 불분명하다.

5. 天堂
천당유적은 명당유적의 서북쪽으로 약 150m 이격된 지점에 위치하며 궁성 중심
축의 서측에 배치되어 있고 방형 대지상에 5중의 원형 기단의 건물흔적이 있다. 건
축구조는 매우 독특하였는데, 무측천이 설회의에게 명하여 불상을 모실 수 있는 불
당건축을 만들도록 하였다.

사진 5. 천당유적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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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당유적은 5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제1기는 隋~唐 初期, 제3기는 唐 중ㆍ후
기, 제4기는 唐 말기~五代, 제5기는 北宋으로서 유적은 동서 보랑, 동서 水渠와 隔

墙이다. 그리고 제2기는 武周시기로서 대형 건축 및 천당유적 등이 다수 발견되었
다.
천당은 기단기초가 존재하고 그 동쪽과 궁성 서쪽 보랑이 접해있고, 북면과 동서
방향의 보랑방이 연접해 있다. 서면의 집터서리의 너비는 4.33m로서 동서 보랑과
기타 건축이 연결되어 있다. 기단은 방형이고 남-북 너비가 77.7m, 동-서 너비가
69.15m이다. 기단중심은 石砌圓形坑이고 그 외부로 兩周 주초석으로 구성되어 있
다. 1주 판축기초와 1주 쇄석 건축기초로 되어 있고, 주초석 2권, 내권초석 12개, 외
권초석 20개로 초석 4개의 青石이 합해져 이루어져 있고 1층 판축과 1층 초석층이
포개져 이루어져 있다. 판축기초 1주의 너비는 5.35m이고 생토위에 바로 조성하였
다. 쇄석 기초일주는 残石块로 조성된 圈形带狀 建筑基礎로서 너비는 0.5m이다.
명당과 천당은 중국고대
도성 건설사상 특정 시기의
특수한 성격의 건축이며 궁
전 건축사상 새로운 양상이
다. 이 시기 궁전건축의 공
간고도를 변화시켰을 뿐 아
니라 그 건축 배치는 중국
고대 건축사상 중요한 위치
를 가진다.

隋ㆍ唐ㆍ宋, 세 시기의 궁

사진 6. 천당유적 세부

성 정전과 궁원의 위치 변화, 특히 송대 태극전과 그 궁원의 북쪽으로의 이동은 궁
성구조와 배치의 대변화에 기인한 국부적인 변화이다.
중국 고대도성은 동한시기의 남북궁제에서 북위시기의 단일 궁성제로 변화되고,
다시 수당시기에 이르러 궁성의 남형이 독립된 횡장방식 황성배치를 하였다. 북송
과 그 이후 시기의 내외성의 조합에 따른 구조변화는 중국도성제도 변화의 실마리
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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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방리와 시장
수당시기의 동도 郭城의 거리, 마을, 시장은 낙하를 경계로 남북의 두개로 나뉜
다. 성내의 거리는 종횡의 바둑판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수대
103방 3시이고, 당대에는 120방이었다.
성내의 축선 정정문가가 제일 넓으며 그 너비는 약 140m이다. 두 번째는 주요한
도로로서 장하문가, 상동문가, 건춘문가로서 너비는 약 90m이다. 세 번째는 기타
성문의 도로와 순성가가 여기에 속하는데, 약 60m이다. 네 번째로는 방간도로로서
약 15m이다. 다섯 번째는 방내의 십자로로서 약 5~8m이다.

도면 5. 문헌에 기재된 隋唐東都城 방리복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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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에 따르면 방리는 동서남북 각 300보에 달하며, 방리의 방간도로는 명확한데,
낙양 남쪽 방리구역 내에 55방, 낙양 북쪽구역이 9방으로서 각방 동서남북의 너비
가 약 500m이고, 방내에 십자로가 개방되어 있으며 방벽 가운데 문이 개방되어 있
다.32) 이는 문헌상의 내용에 부합한다.

1. 동도 방리의 형세와 연혁
폐쇄식 방리의 기원은 晋 시기이고, 성의 기본 단위는 ‘里’로 하였다. 양관선선생
은 “北魏 景明 원년에 5만명을 징벌하여 한번에 낙양성의 320방리를 수축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중국 고대 도성건설 역사상 최초로 백성을 ‘里’로 만들어 계획하고
통일된 규격을 제시하였다. 사실상 일찍이 曹魏의 업성에서 이미 통일된 방리구조
가 출현했다. 洛陽伽藍記에 따르면 “京師東西二十里, 南北十五里, ……廟社宮室

府曹以外, 方三百步爲一里, 里開四門, 門置里正二人, 吏四人, 門士八人, 合有三百二
十里.”라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미 방리를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
계적이고 엄격한 관리기관과 제도를 시행하였을 것이다. 진인각선생은 수당제도의
연혁은 북위, 북제, 수당시기의 방리제도가 업성과 북위낙양성의 영향을 그대로 받
았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2. 동도 방리의 구조와 배치
수당동도 곽성의 도로와 방리, 시장은 낙하를 경계로 남북 두 부분으로 나뉜다.
성내의 도로는 종횡교차하고, 곽성을 바둑판식의 많은 방리로 구획하였다. 당대 시
인 백거이는 登觀音臺望城에서 “百千家似圍棋局, 十二街如种菜畦”라 기록하였는
데, 이는 정확히 방리와 도로 등의 배치를 나타내고 있다.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낙양 남쪽 방리지역에는 남북방향으로 14개의 도로, 동서
로 8개의 도로가 있고, 낙양 북쪽 방리구역에는 남북방향으로 7개의 도로, 동서로
5개의 도로가 있다고 하였다.
兩京新記에는 “定鼎門街嚴百步, 上東ㆍ建春二横街七十五步, 長夏ㆍ厚载ㆍ永通

32) (淸)徐松, 河南志京城門坊街隅古蹟條, 第3頁, 中華書局, 199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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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微安ㆍ安喜門及當左(右)掖門街各嚴六十二步ㆍ余小街各嚴三十一步.”라 기재되어
있는데, 고고학적 발굴성과를 통해 볼 때, 낙양 남쪽 방리구역에서 남북 방향의 12
개 도로가 발견되었고 동서 방향의 도로는 6개가 발견되었다. 낙양 북쪽 방리구역
에서는 남북 방향의 도로 4곳과 동서 방향의 도로 3곳이 발견되었다. 성내의 도로
는 크게 5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축선 정정문가가 제일 넓으며 그 넓이는
약 140m이다. 두 번째는 주요한 도로로서 장하문가, 상동문가, 건춘문가로서 너비
는 약 90m이다. 세 번째는 기타성문의 도로 및 순성가가 여기에 속하는데, 약 60m
이다. 네 번째로는 방간도로로서 약 15m이다. 다섯 번째는 방내의 십자로로서 약
5~8m이다.
大唐六典에는 “洛阳凡一百三坊, 三市居其中焉”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河南志
에는 兩京新記의 내용을 인용하여 “每坊東西南北各嚴三百步, 開十字街, 四出趨門”
이라 기재하고 있다. 大業雜記에는 “(洛水)大堤南有民坊, 各周四里, 開四門臨大

街. 門普爲重楼, 飾以丹粉”이라 기록되어 있어 수대 동도성에는 3개의 시장이 있는
데, 북쪽에는 通遠市, 남쪽에는 豊都市와 大同市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元河南志
에는 통원시에 대하여 “周六里, 市南臨洛水有臨寰桥”라 기록하고 있으며 “隋大業六

年徙大同市于此, 周凡四里, 開四門, 邸一百四十一區, 資貨六十六行”이라 기재되어
있다. 방리의 방간도로는 명확한데, 낙양 남쪽 방리구역 내에 55방, 낙양 북쪽구역
은 9방으로서 각방의 동서 및 남북의 너비가 약 500m이다. 방내에는 십자로가 개방
되어 있고 방벽 가운데 문이 개방되어 있다. 이는 문헌상의 내용과 부합한다.
방리의 사방에 벽이 있었고 방 중앙에 문이 있었다. 당대 시인 정곡유의 시 내용
중 “信馬歸来傍短墙”라는 귀절에서 나타나는 短墙은 坊墙을 가리키는 것이다. 방리
는 엄격한 관리제도를 적용하였고 매일 준시에 방문을 닫았으며, 1년 중, 단지 정월
대보름 전후로 3일 동안만 방문을 닫지 않았다. 방리내에서 임시로 문을 개방하는
것을 업격히 금하였다. 고고학 발굴자료을 통해 볼 때, 방리 4면에 벽이 있고 평면
은 방형을 나타내고 있다. 방벽은 동서와 남북이 균일하게 510m이고 방벽의 너비는
1.5m로서 판축으로 조성되었다. 방내의 십자로를 기준으로 방리는 네 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부분에는 동서로 두개의 횡축도로가 있어 다시 세부분으로 나
누어진다.
수당시기의 방리 배치는 규격화되어 있고 관리가 엄격하여 방리제도가 완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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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배치 양식은 통치자가 백성을 통제하는데 편리하였으나 경제발전에는 장
애가 되었고 오대시기에는 붕괴되고 있었다. 오대 周世宗 시기에 임시 차양막 설치
를 윤허하였다. 북송시기에는 비록 수당의 제도를 모방하였으나 방리는 이미 완전
한 개방식이 되었고 방리는 점차 유명무실화 되었다.

3. 南市
南市는 수당 동도시장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운용시기가 가장 긴 시장 중 하나이
다. 수대에 개설되었고 ‘豊都市’라 칭하였으며 사방의 지역을 점유하였다. 당대에

南市로 명칭이 바뀌어 貞觀 9년 이후에는 방의 절반을 점유하였다. 문헌상의 기록
에 의하면 수대 시내에 종횡으로 각 세 개의 도로가 있었고, 남시는 각 다른 상업구
역으로 나뉘었다. 남시는 12개의 市門이 있었고 4면의 벽 울타리 위에 각 3개의 문
이 개방되어 있다. 시내에는 물건과 사람이 많았고 상점이 즐비하였으며 120행과
3,000여 개의 점포, 400여 개의 상점이 있었다.
남시 남문 외부에는 북쪽 양측에 唐末五代~北宋時期의 임시상점유적이 발견되었
고, 骰子, 象棋子, 圍棋子, 籌碼 등의 오락용품이 출토되었다. 이는 당시의 임시상점
의 취급물품과 연관성이 있다.
남시 남측의 건춘문가의 북부 노면에서 唐末五代~北宋時期의 임시상점이 발굴되
었는데, 전면은 차양식이고 후면은 벽돌로 쌓아 조성하였다. 문헌에 의하면 수당시
기의 방리제도는 매우 엄격하였고 노점을 금하였다. 당후기에 도로를 점용하는 사
례가 발생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방리제도가 붕괴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노점상이 보
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唐末五代~北宋時期이며 이는 방리제도가 붕괴됨을 의미
한다.

4. 溫柔坊
온유방은 낙양 남측의 방리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다. 동으로 장하문가에 접해있
고, 서측으로 공안방에 접해있으며 남측을 도화방이라 하고 북측을 택선방이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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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4면에 방벽이 있고 평
면은 방형으로 나타난다. 방
벽은 정확하게 동서와 남북
으로 약 510m로 되어있다.
방내에 십자로가 방리를 4등
분한다. 각 부분이 다시 같은
거리의 동-서로 도로가 가로
질러 3개의 작은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온유방 방벽의 너비는 1.5m
이고 방문은 방벽 정중앙에

사진 7. 온유방 남방문 유적

위치하는데, 전, 중, 후기의 3기로 구분된다. 전기와 후기에는 단문도로의 구조를 가
지고 중기는 쌍문도로의 구조를 나타낸다. 따라서 4면의 방벽 중앙과 방내부의 십
자도로가 접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는 같은 유형의 방문건축이다.
온유방유적 중 많은 민가 건축유적이 발굴되었다. 발굴면적의 제한 때문에 건축
지유적의 평면배치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건축지유적의 많은 구조가 밝혀졌다.
전면에 정원이 있고 측면에 池苑, 후면에 우물 등의 생활설비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로서 생동감 있는 수당대 평민의 생활상을 접할 수 있었고 동시에 唐末五代~北宋

時期의 방벽과 방내부의 십자도로가 도랑과 宅院으로 전용되었는데, 이는 이 시기
에 방리제도가 훼손되었음을 말한다.

5. 恭安坊
공안방은 낙양 남쪽 방리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남쪽이 선범방, 북쪽이 권선방,
동쪽이 온유방, 서쪽이 수업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방의 동남부에서 전기와 후기의
민가 庭院유적이 발굴되었는데, 북으로는 십자로가 접해있고 서로는 남북방향의 교
차로가 접해있으며 남으로는 가로의 도로가 접해 있다.

庭院은 전후 양진식 院落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면은 横院이고 후면은 主院이다.
主院은 堂이 주체이고, 동서 양측으로 행랑채가 배치되어 있다. 主院의 동측에 厢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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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구조이다.
돈황막고굴 제85굴의 당후기 벽화 중 庭院이 그려져 있는데, 庭院이 낙하로 둘러
져 있고 전후 양진식으로 되어 있으며 좌측에 厢院이 있다. 그 정원은 가로로 긴 구
조이고 후원의 넓은 곳이 主院이다. 后院의 정중앙에 庭院을 배치하였는데, 전체의
주체건축으로 삼았다. 벽화의 庭院의 구조와 발굴로 확인된 庭院의 양식은 기본적
으로 일치한다.
전면에 横院이 있고, 후면에 主院이 있으며 다시 厢院을 배치하는 庭院의 양식은
당시의 민가 정원에서 유행했던 배치양식이다.
이밖에 主院의 동편 행랑채 내에서 발굴된 다수의 주방은 행랑채에 주방이 존재
했음을 알 수 있다. 민가 정원의 주방의 형식은 당대 민가 생활과 민가의 공간구조
파악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Ⅵ. 맺음말
다년간의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성지의 규모와 전체적인 구조가 규명되
었다. 우선, 여러 차례의 성문유적을 발굴하여 성지의 평면 구조를 복원하는 좌표를
제공하였고, 방리와 시장의 구조를 밝혀내었다. 최근 30년간의 발굴작업이 황성과
궁성내에 집중되어 있었고 다수의 중요 유적 발굴조사를 진행하여 황성과 황성내의
구조가 점점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지속적인 고고학적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수당
낙양성의 면모가 더욱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궁성의 기본적인 평면구조는 이미 드러났다. 발굴조사 자료를 분석해보면, 낙성
은 많은 독립된 궁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궁원이 회랑으로 둘
러져 있고 각각이 독립적 건축군의 양상을 가지고 있다.
황성은 궁성의 남쪽에 위치하고 회랑주잡식 구조로 배치되어 있으며 황성은 다른
아문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동성과 황성의 배치는 대체로 동일한 양상을 가지나
다른 아문구역으로 배치되어 있다.
가창성내는 십자구조로 4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서북부는 관리구역,
동남부는 조운부두구역, 동부는 창고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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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성, 황성의 기초단위는 기본적으로 명확히 드러났는데, 궁성과 황성 전체의 수
원은 궁성 서북부 높은 곳에 위치한 九州池에서 유입되었다.
곽성의 도로와 방리 및 시장은 낙하를 경계로 남과 북의 두 지역으로 나뉘어 있
다. 성내의 도로는 가로와 세로로 교차되어 있고 바둑판식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성내의 도로는 크게 5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축선 정정문가가 제일 넓으
며 그 넓이는 약 140m이다. 두 번째는 주요한 도로로서 장하문가, 상동문가, 건춘문
가로서 너비는 약 90m이다. 세 번째는 기타성문의 도로와 순성가가 여기에 속하는
데 약 60m이다. 네 번째로는 방간도로로서 약 15m이다. 다섯 번째는 방내의 십자로
로서 약 5~8m이다.
방리의 방간의 도로는 명확한데, 각방의 동서 및 남북의 너비가 약 500m이고, 방
내에 십자로가 개방되어 있고 방벽 가운데 문이 개방되어 있다.
방리와 시장의 발굴을 통하여 방리의 배치와 민가건축의 배치양식을 비롯하여 방
리의 흥폐와 연혁을 더 깊게 인식할 수 있었다.
향후, 궁성과 황성은 방리와 시장의 발굴조사 및 연구가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皇

家園林, 離宮, 倉儲, 禮制建築, 兩京驛路 등이 수당낙양성의 전방위 연구를 위한 과
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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隋唐东都城的考古发掘和研究

石自社 著
沈宗薰 譯

提 要
隋唐东都城, 隋大业元年始建, 历经隋、唐、北宋三代。隋唐五代至北宋, 东都城的基
本格局没有重大变化。平面略呈方形, 南宽北窄, 四面皆有城垣, 郭城布局整齐划一, 其
南北向街道和东西向街道纵横交错, 将郭城格化为众多的里坊。以其“前直伊阙, 背依邙
山, 左瀍右涧, 洛水贯其中, 有河汉之象”的地理环境因素, 宫皇城偏隅郭城西北的独特布
局, 整体划一以里见方的里坊建制而在中国都城建设史上具有重要的历史地位。
1954年以来, 考古工作者对隋唐洛阳城做了大量的考古工作, 通过详细的斟探和重点
发掘, 究明了城址的规模和整体布局。随着考古工作的逐步展开, 隋唐洛阳城的规模和
布局日渐清晰。近些年来的主要考古工作集中在皇城与宫城内, 先后发掘了多处重要
遗址, 宫城的布局与结构也逐渐清晰。宫城皇城的水系脉络业己基本清晰。宫皇城地
势西北高东南低, 由北而南呈阶梯状分布。位于宫城西北部的九州池引谷水而成为整
个宫皇城的水源, 其向东面、南面辐射而构成整个宫皇城的水系网。
隋唐东都郭城的街道、坊里和市场, 以洛河为界分成南北两部分。城内街道纵横交
错, 形成棋盘式布局。文献记载, 隋代103坊3市, 唐代120坊2市。通过对温柔坊、恭安
坊、崇让坊、南市等里坊和市场的发掘, 使我们对郭城里坊区的布局、民居建筑的模
式、里坊的兴废沿革有了新的认识。
总之, 随着考古工作的一步步展开, 隋唐东都城的平面与空间布局不断清晰, 为复原
隋唐时期的社会原貌提供了更为丰富的珍贵资料。

关键词：隋唐东都城, 宫皇城, 郭城, 里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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东都城位于洛阳盆地的西部, 四周群山环抱, 伊洛二河蜿蜒流淌, 地势险要, 水陆交
通便利。位置居中, 便于控御四方, 为历代帝王建都的理想之地。
隋唐东都城自隋大业元年始筑, 历经隋、唐、宋三代。其宫殿苑囿, 宏伟壮观, 画栋
雕梁, 金壁辉煌。
隋唐东都以其“前直伊阙, 背依邙山, 左瀍右涧, 洛水贯其中, 有河汉之象”的地理环境
因素, 宫皇城偏隅郭城西北的独特布局, 整体划一以里见方的里坊建制而在中国都城建
设史上具有重要的历史地位。

Ⅰ、东都城的开创成因分析
隋唐东都城, 位于洛阳盆地的西部。四周群山环抱, 地势险要；伊河、洛河、瀍河、
涧河蜿蜒流淌汇入黄河, 极富舟楫之利；位置居中, 便于控御四方, 为历代帝王建都的
理想之地。
隋唐东都城自隋大业元年始建,

历经隋、唐、北宋三代其基本格局没有重大变化。

平面略呈方形, 南宽北窄, 四面皆有城垣；宫城、皇城居于郭城西北部；里坊分布整齐
划一, 其南北向街道和东西向街道纵横交错, 将郭城格化为棋盘状布局。
隋唐东都以其“前直伊阙, 背依邙山, 左瀍右涧, 洛水贯其中, 有河汉之象”的地理环境
因素, 宫城皇城偏隅郭城西北部的独特布局, 整体划一以里见方的里坊建制而在中国都
城建制史上具有独特的地位。

1. 开创东都的经济因素
公元581年(隋开皇元年)隋文帝杨坚建立隋朝并定都长安,

并于公元589年(隋开皇九

年)统一全国。北方地区经过南北朝时期长期的战乱当时中国经济的中心已南移江淮地
区, 关中地区越来越难以维持长安城庞大的消费需求, “时天下户口岁增, 京辅及三河,
地少而人众, 衣食不给”。1)在开皇四年和开皇十四年关中大旱时, 隋文帝杨坚不得不亲
率百官和关中百姓就食于洛阳。陈寅恪认为：“夫帝王之由长安迁居洛阳, 除别有政治

1) ≪隋书≫ 卷二十四, 志第十九, ≪食货志≫, 第682页, 中华书局, 1976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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及娱乐等原因, 如隋炀帝、武则天等兹不论外, 其中尚有一主因为本章所欲论者, 即经
济借供给之原因也。蓋关中之地农产物虽号丰饶,

其实不能充供给帝王宫卫百官俸食

之需, 而其地水陆交通不甚便利, 转运米榖亦颇困难, 故自隋唐以降, 关中之地若值天
灾, 农产品不足以供给帝王宫卫及百官俸食之需时, 则帝王往往移幸洛阳, 俟关中农产
丰收, 然后复还长安。”并说长安虽“尤能得形势近便之利, 然其地之经济运输则远不及
洛阳之优胜”。2)

2. 开创东都的政治因素
≪大业杂记≫记载“时有术人章仇太翼表秦云：陛下是木命人, 雍州是破木之冲, 不
可久住, 闻初皇时有童谣云：修治洛阳还晋家, 陛下曾封晋王, 此其验也。帝览表怆然,
有迁都这意, 即日车驾往洛阳。”3)象这样的说法也许是史实, ≪隋书≫就记载隋文帝就
非常信术士。但营建东都的真正政治原因在隋仁寿四年十一月的诏书中说的很清楚：
“今者汉王谅悖逆, 毒被山东, 遂使州县或沦非所。此由关河悬远, 兵不赴急, 加以并州
移户复在河南。周迁殷人, 意在于此。况复南服遐远, 东夏殷大, 因机顺动, 今也其
时。”4) 可见隋大兴城偏处关中,不利于对全国的控制是其主要的政治因素。并于“十一
月丙申, 发丁男数十万掘堑, 自龙门东接长平、汲郡, 抵临清关, 渡河至浚仪、襄城, 达
于上洛, 以置关防。”5) 为营建东都洛阳做防御方面的准备。并在诏书说：“今所营构,
务从节俭, 无令雕墙峻宇复起于当今, 欲使卑宫菲食贻于后世。有司明为条格, 称朕意
焉”6)

3. 东都城的选址因素
洛阳盆地, 四周群山环抱, 西连崤山, 东傍嵩岳, 南亘熊耳, 背依邙山, 伊洛二河蜿蜒
流淌, 汇入黄河。正所谓“河山拱戴, 形势甲于天下”。大而言之, 北起幽燕, 南逾江淮,
西对关陇, 东抵黄河下游平原, 位置居中, 便于统御四方。北宋文学家李格非在 ≪洛阳
2)
3)
4)
5)
6)

陈寅恪：≪隋唐制度渊源略论稿≫, 三联书店, 2001年。
≪大业杂记辑校≫, 长安史迹丛刊, 第2页, 三秦出版社, 2006年。
≪隋书≫ 卷三 ≪炀帝纪上≫, 第61页, 中华书局, 1976年。
≪隋书≫ 卷三 ≪炀帝纪上≫, 第61页, 中华书局, 1976年。
≪隋书≫ 卷三 ≪炀帝纪上≫, 第61页, 中华书局, 1976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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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园记·吕文穆园≫中论曰：“洛阳处天下之中, 挟崤渑之严阻, 当秦陇之襟喉, 而赵魏
之走集, 盖四方必争之地也。”7) 因而洛阳成为帝王建都的首选之地, “崤函有帝皇之宅,
河洛为王者之里。” 洛阳盆地以其优越的山川形势, 天下居中的地理位置, 河网密布直
通江淮的舟楫之便, 肥沃的土壤, 适宜的气候等有利条件而中国都城建设史上具有极为
重要的地位。正如隋仁寿四年的诏书中所说：“然洛邑自古之都, 王畿之内, 天地之合,
阴阳之所和。控以三河, 固以四塞, 水陆通, 贡赋等。故汉祖曰：吾行天下多矣, 唯见
洛阳。”8)隋炀帝于仁寿四年七月即位, 十一月乙未, 便行幸洛阳。
隋炀帝要建的东京城究竟要布于何处呢？≪元和郡县图志≫ 卷五 ≪河南道一≫
载：“仁寿四年, 炀帝诏杨素营建东京, 大业二年, 新都成, 遂徙居, 今洛阳宫是也。其
宫北据邙山, 南直伊阙之口, 洛水贯都, 有河汉之象, 东去故城一十八里。”9)同时又载
曰：“初, 炀帝尝登邙山, 观伊阙, 顾曰：些非龙门邪？自古何不建都于此？仆射苏威对
曰：自古非不知, 以俟陛下。帝大悦, 遂议都焉。其宫室台殿, 皆宇文恺所创也。恺巧
思绝伦, 因此制造颇穷奢丽, 前代都邑莫之比焉。”10) ≪旧唐书·地理志≫ 亦有相似的
记载。其实正是这种要南对伊阙山口, 达到“表山为阙”的都城气势, 以及“洛水贯都, 有
河汉之象”的规划思想, 与周围山川地理形势的融合决定了东都城的城址位置。
其实并非如文献所记, 前代帝王要把最好的地理形势留给隋炀帝建都。纵观洛阳盆
地东西五十多公里的狭长地带中, 同时能具备表山为阙, 河山拱戴的宏伟气势；地势高
旷, 四塞坚固；地域开阔, 而又水源充足, 水陆交通便利者, 非此处莫属。然而前代为
何均未都于此呢？段鹏琦先生在 ≪洛阳古代都城城址迁移现象试析≫ 一文中说得最为
透彻：“人类对水的认识和控制、改造能力一旦提高到一定水平, 无疑将会为都城建设
开辟更加广阔的前景。正因为如此, 北魏迁都洛阳, 即敢于突破洛河天险并获得成功,
它在伊、洛河之间建立四夷馆、四夷里, 设置包括白象坊等里坊在内的新里坊区, 使
汉、魏、晋三代从不敢问津的伊、洛河之间低平地带,成了繁荣发达的新城区。也因为
如此, 隋唐东都洛阳城才敢于建成一座跨河营造的大型都市。”11)由于生产力的不断发
展, 隋朝统一全国近二十年积累了大量的财富, 具备了营建这样一座大都市的物质条
7)
8)
9)
10)
11)

李格非 ≪洛阳名园记≫, 选自 ≪古今逸史精编≫, 第235页, 重庆出版社, 2000年。
≪隋书≫ 卷三 ≪炀帝纪上≫, 第61页, 中华书局, 1976年。
[唐]李林甫撰：≪元和郡县图志≫ 卷五 ≪河南道一≫, 第131页, 中华书局, 1983年。
≪隋书≫ 卷三 ≪炀帝纪上≫, 第61页, 中华书局, 1976年。
段鹏琦：≪洛阳古代都城城址迁移现象试析≫, ≪考古与文物≫ 1999年第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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件；同时也是为了利用这一区域丰富水系和便利的水陆交通条件；也正是由于有了隋
炀帝这样一位即位后便营建东都, 开通南北大运河, 三征高丽的具有雄才大略帝王, 才
敢于表山为阙, 开河为路, 缔造了一座旷世繁华的大都市。
“大业元年三月丁未, 诏尚书令杨素、纳言杨达、将作大匠宇文恺营建东京, 徙豫州
郭下居人以实之。……又于阜涧营建显仁宫, 采海内奇禽异兽草木之类, 以实园苑。徙
天下富商大贾数万家于东京。”12)然而营建东京是否如诏书所言务从节俭呢, 据 ≪隋
书·宇文恺传≫ 记载：“及迁都, 上以恺有巧思, 诏领营新都副监。高频虽总大纲, 凡所
规画, 皆出于恺。……恺揣帝心在宏侈, 于是东京制度穷极壮丽。帝大悦之, ……”13)由
此可见, 东都城的建设应是工程宏大, 建筑华丽。同年三月“辛亥, 发河南诸郡男女百余
万, 开通济渠, 自西苑引谷、洛水达于黄河, 自板渚引河通于淮河”。14)“大业二年春正
月辛酉, 东京成, 赐监督者各有差。夏四月庚戌, 上自伊阙, 陈法驾, 备千乘万骑, 入于
东京。”15) 后又于 “大业五年春正月丙子, 改东京为东都。”16) 从此, 东都城揭开了其
辉煌的历程。
东都城自隋至北宋一直沿用, 其形制布局隋代创建, 唐宋因之。其间近五百余年虽历
经多次大规模的修葺和改建, 但其基本格局没有发生重大变化。

Ⅱ、东都城的形制布局特点
1. 非对称的城市轴线布局
东都城的南北轴线偏于城址西部, 构成了整个城址的非对称布局。但若相对于宫城
和皇城而言, 仍呈中轴线对称。东都城的布局是受具体地理条件的限制, 是充分考虑并
合理利用山川地理形势的特点而形成的。
东都城的宫城和皇城虽偏隅郭城西北部, 但其内部布局结构也充分体现了中国古代
都城布局的传统设计思想。以宫城的洛城为核心北面三重小城, 东、西两面各二重小
12)
13)
14)
15)
16)

≪隋书≫
≪隋书≫
≪隋书≫
≪隋书≫
≪隋书≫

卷三 ≪炀帝纪上≫, 第63页, 中华书局, 1976年。
卷六十八, 列传第三十三, ≪宇文恺传≫, 第1588页, 中华书局, 1976年。
卷三 ≪炀帝纪上≫, 第61页, 中华书局, 1976年。
卷三 ≪炀帝纪上≫, 第61页, 中华书局, 1976年。
卷三 ≪炀帝纪上≫, 第61页, 中华书局, 1976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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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 南与皇城一起对洛城形成拱围之势。其宫城皇城布局呈中轴线对称, 宫城正殿、宫
城正门、皇城正门、郭城正门及向南直对伊阙构成了全城的轴线, 形势雄伟足以代表
皇家气派。
中国古代都城规划遵循“天子至尊”的思想择中立宫, 形成了以宫城南北中轴线为都城
主轴线的中国都城建设模式。东都城的轴线设置也是以宫城和皇城为准的, 相对于宫
城和皇城而言仍体现了“天子居中”的设计思想。

2. 宫城皇城位于郭城西北部
东都城的宫城位于郭城西北部, 体现了古代都城规划中的“居高”设计思想, 彰显了皇
权“至高无上”, 同时占居制高点也是安全和防御的需要。东都城处于洛阳盆地西北部,
其背依邙岭, 南跨洛河, 地势北高南低, 西高东低。无论是从“居高”的设计思想, 还是从
安全防御的角度考虑宫城的位置都应置于都城西北部的高地上。
东都城的规划布局、宫城皇城的布置是充分考虑并合理利用了城址范围内各种地形
地貌特点而最终形成的。≪旧唐书≫记载：东都“北据邙山, 南对伊阙, 洛水贯都, 有河
汉之象。”17) ≪新唐书≫ 载：“都城前直伊阙, 后据邙山, 左瀍右涧, 洛水贯其中, 以象
河汉。”18) 为了达到“表山为阙”的气势, 南直伊阙的形势确定了都城主轴线, 同时也就
确定了都城宫城的位置。

3. 皇城位于宫城之南布局模式的确立
宫城之南筑皇城是这一时期都城布局的创新,
展。曹魏邺城创立单一宫城制,

也是对秦汉以来都城布局的继承和发

官署集中于宫殿之南；北魏洛阳城宫城阊阖门南面的

铜驼街两侧也布列官署府寺。这一时期是在继承魏晋南北朝都城布局基础上将官署集
中、整齐布置形成皇城, 不仅是功能区的划分, 也是封建等级制的体现。
宫城居于郭城北面因应地势的需要, 隋大兴城和东都城地势都是北高南低, 宫城居高
必置于北面。同时也是城市功能上的需要。≪长安志≫ 卷七记载：“自两汉以后, 至于
晋、齐、梁、陈, 并有人家在宫阙之间, 隋文帝以为不便于民, 于是皇城之内, 唯列府
17) ≪旧唐书≫ 卷三十八, 志第十八, ≪地理一≫, 第1420页, 中华书局, 1976年。
18) ≪新唐书≫ 卷三十八, 志第二十八, ≪地理二≫, 第981页, 中华书局出版, 1976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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寺, 不使杂人居止, 公私有便, 风俗齐肃, 实隋文新意也”。19)
宫城和皇城位于郭城西北部的高地上, 宫城在北, 皇城居于之南；宫城北面三重小
城, 东西各两重小城, 南与皇成对宫城构成拱围之势。隋大业九年, 又于宫城和皇城之
东构筑了东城和含嘉仓城。于是宫城和皇城的布局体系基本完备了。应该说宫城和皇
城位于郭城北面, 并在宫城之南建皇城是隋大兴城和东都城在都城布局上的创新, 也是
对曹魏邺城和北魏洛阳都城布局的继承和发展。

4. “天人合一”的都城建筑理念与诸小城和皇城拱围的宫城布局特色
隋唐时期的都城规划思想出现了由秦汉时期的“象天”向“法地”转变,

形成了由“天文”

向“人文”的过渡, 强调礼制的完备并融合了≪周易≫、堪舆风水思想。≪元和郡县图
志·关内道≫记载“隋氏营都, 宇文恺以朱雀街南北有六条高坡, 为乾卦之象, 故以九二
置宫殿, 以当帝王之居, 九三立百司, 以应君子之数, 九五贵位, 不欲常人居之, 故置玄
都观及兴善寺以镇之”,20) 唐大明宫正殿含元殿及东都城宫城正殿乾阳殿之名都是从

≪周易≫而来。
东都城的营建正是融入了“象法天地,

天人合一”的思想。效法秦咸阳城“引渭水贯都

以象天汉”的象天思想, 表现出以天为则设都。宫室建筑追求与天同构, 文献记载东都
城“皇城曰太微城, 形制曲折, 上应太微宫星之度, 因以名, 亦号南城, 又曰宝城。”21)
“宫城曰紫微城, 其城象紫微宫因以名, 在都城之西北隅, 皇城之北。”22) 由此可见, 宫
城和皇城的布局融入了秦汉时期“象天立宫”的思想。

≪大业杂记≫ 载“宫城东西五里二百步, 南北七里。城南东西各两重, 北三重。”23)
≪旧唐书·地理志≫ 载：“宫城有隔城四重” 24) ≪大唐六典≫ 与 ≪元河南志≫均记
载：“城中隔城四重, 最北曰圆璧, 次曰曜仪, 次曰玄武, 最南曰洛城。”25) 又于大业九
年, 在宫城和皇城之东筑东城和含嘉仓城。经过近五十年的考古调查和发掘资料证实,
19)
20)
21)
22)
23)
24)
25)

[宋]宋敏求篡修：≪长安志≫, ≪宋元方志丛刊≫, 第107页, 中华书局, 1990年。
[唐]李吉甫 撰 ≪元和郡县图志≫ 卷一 ≪关内道一≫, 第1页, 中华书局, 1983年。
[清]徐松辑：≪河南志≫ “隋城阙古迹条”, 第107页, 第107页, 中华书局出版, 1994年。
[清]徐松辑：≪河南志≫ 隋城阙古迹条”, 第100页, 第107页, 中华书局出版, 1994年。
[唐]杜宝撰 ≪大业杂记≫, 选自长安史迹丛刊 ≪大业杂记辑校≫, 第3页, 三秦出版社, 2006年。
≪旧唐书≫ 卷三十八 ≪地理一≫, 第1420页, 中华书局, 1976年。
[清]徐松辑：≪河南志≫ “唐城阙古迹条”, 第117页, 中华书局出版, 199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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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献记载与考古发掘资料基本相吻合, 宫城以洛城为核心, 北面三重小城, 东西各两重
小城, 南与皇城一起形成对洛城的拱围之势。这种形制布局形象地反映了周秦以来以
北极为天中而众星拱之的规划思想的影响。即体现了以洛城大内为核心, 皇权至上的
象征意义, 同时也加强了对洛城的安全防御措施。
此外,东都城“洛水贯都, 有河汉之象”正是法天象的表现, 同时也是都城规划思想从天
文向人文转变的表现。城市规划在注重政治功能的同时, 也更加重视经济等其它功能,
注重都城的社会空间分布。东都城在形成了以宫城、皇城、郭城正门南至伊阙的政治
礼制性都城纵轴线外, 还形成了以洛河为轴的功能性横轴线。以洛河为轴, 坊市布列南
北两岸, 通过纵横交错的人工和天然河道, 经由大运河与全国各地相通, 形成了东都城
的经济轴线, 建立起了以洛阳为中心连接全国各地的庞大水运系统, 加强了关中和中原
地区与富庶的江南地区的经济联系, 使南方的财富源源不断地输往东都。

5. 东都城的模块分割布局
考古勘探和发掘资料显示：宫城洛城南垣、北垣、东垣和西垣的长度均为1040米,
洛城呈边长为1040米的正方形；皇城南垣东西长2100米, 曜仪城北垣东西长2100米, 皇
城西垣、西夹城西城西垣、玄武城西垣和曜仪城西垣南北共长约2100米, 皇城东垣、
东夹城东垣、玄武城东垣、曜仪城东垣共长约2100米, 皇城、和洛城及其北、东、西
三面各二重小城呈边长为2100米的正方形；以里见方的里坊系以边长为530米的正方
形。宫城(圆璧城除外)和皇城组成的子城的面积正好是洛城(大内)的四倍, 洛城的面积
正好是一个里坊面积的四倍。据此分析, 东都城的布局规划应是以里坊为模块分割布
置的, 其中以一个里坊为模块, 放大四倍为宫城洛城的积面,放大八倍为宫城和皇城的
面积。
以模块的分割设置布局分析, 宫城北面的圆璧城不在模块设置之内。同时可以看出,
洛城西、东、北面的各两重小城布局相对较整齐, 其靠近洛城的小城都较宽, 其中东、
隔城东西各宽350米, 玄武城南北宽280米；外侧小城都较窄, 其中东、西夹城东西各宽
180米, 曜仪城南北宽134米。由此推测, 在宇文恺最初的规划中可能没有圆璧城的设置,
而是由于地理形势的需要加上去的。由于宫城建在洛河北岸的二级台地上, 宫城曜仪
城北北垣至二级台地和三级台的交界处还有南北宽约500米的区域空间, 为了宫城安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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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御便在二级台地和三级台地的交界线即三级台地的南沿修筑城垣而形成了不现则的
圆璧城。圆璧城西垣南北长450米, 东垣南北长530米, 北垣系沿着二级台和三级台地的
边缘呈东北向倾斜修筑而成。

6. 宫城和皇城防御体系的建立
宫城和皇成位于郭城西北高地之上, 其北依邙山, 西连禁苑, 南临洛河, 非常有利于
安全防御；加之以洛城为中心, 诸小城、皇成以及东城和含嘉仓城对其形成拱围之势,
安全措施非常严密, 固若金汤。记载唐武德四年, 李世民“围洛阳宫城……四面攻之, 昼
夜不息, 旬余不克”。26) 可见宫城防守之坚固。
考古发掘资料显示, 宫城、皇城和东城城垣除洛城东西垣宽约3米外, 其余各城垣宽
均在8――11米之间, 且多有城垣包砖, 异常坚固。特别是在东城东垣和圆璧城北垣还
发有隋唐时期的马面设施, 其防御措施更加严密。而同时期的郭城城垣, 规模却很小。
隋代郭城南垣和东垣宽仅2.2米, 而且没有发现包砖痕迹。≪资治通鉴≫ 记载：“初, 隋
炀帝作东都, 无外城, 仅有短垣而已, 至是, 凤阁侍郎李昭德始筑之。”27) ≪隋书·李密
传≫ 载：“长白山贼孟让掠东都, 烧丰都市而归。……武贲郎将裴仁基以武牢归密, 因
遣仁基与孟让率兵二万余人袭回洛仓, 破之, 烧天津桥, 遂纵兵大掠。”28) 可见隋代郭
城防御性是差的,

而是把防御的重点放在了宫城和皇城。宫城和皇城不但有地形地势

之利, 而且有坚固的城防体系。

Ⅲ、东都城的轴线建筑
东都城南直伊阙, 背依邙山, 都城轴线上分布了都城最具代表性的建筑。由南而北有
定鼎门、天津桥、端门、应天门、明堂、龙光门等, 代表了东都城的性格和辉煌。

26) [宋]司马光等：≪资治通鉴≫ 卷一百八十八 ≪唐纪四≫, 第5905页, 中华书局, 1956年。
27) [宋]司马光等：≪资治通鉴≫ 卷二百五十 ≪唐纪二十一≫, 第6478-6479页, 中华书局, 1956年。
28) ≪隋书≫ 卷七十 ≪李密传≫, 第1628页, 中华书局, 1976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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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郭城正南门定鼎门
定鼎门是郭城正南门, 始建于隋, 称建国门。唐称定鼎门, 历经隋、唐、宋三代。是
座以城门楼为主体, 两侧辅以朵楼, 其间以城垣相连接的巨大建筑群。此种建筑布局与
敦煌壁画晚唐第138窟中所绘城门的建筑布局极为相似。
定鼎门为一门三道建筑结构,

自隋至北宋不同时期的城门建筑结构与平面布局大致

相同, 且历经过多次大规模的重建与局部修葺。该门位于郭城南垣正中, 北与皇城正门
端门、宫成正门应天门、宫城正殿明堂及宫城北门龙光门组成了隋唐东都的轴线。为
隋唐东都的复原研究提供了坐标性定位点。
定鼎门外没有发现传统意义的护城濠。且隋代城垣宽仅22米, 唐代城垣宽仅3米, 这
与“盖隋时仅有短垣”的文献记载相合。由此推知隋唐时期的东都外郭城防御性应很差,
亦与文献所记相吻。
定鼎门内天街宽约120米,门外南北向道路宽约147米,与”宽约百步”的记载相近。如此
之宽的道路, 可能与帝王出行仪仗所需有关。

2. 天津桥
天津桥始建于隋代, 毁废于宋末元初。隋代的天津桥跨水长一百三十步(约190米),
是大船接连起来的浮桥, 用缆绳维舟, 以铁锁钩连, 铁链两端分别固定在洛河南北两
岸。唐贞观十四年(公元640), 天津桥改建为石础桥, 曾多次被冲毁。武则天时期令韦
机建造石拱桥, 以龟背形石桥基, 以减小河流冲击, 对后代石桥建造影响深远。宋政和
四年, 京西路计度重修天津桥前, 向徽宗呈送彩画天津桥三等样制修砌图二本一册, 徽
宗依照第二桥样修建。这是我国有文字记载最早的桥梁设计方案图。唐代诗人白居易
有诗曰“津桥东北斗亭西, 到此令人诗思迷。眉月晚生神女浦, 脸波春傍窈娘堤。”
2000年, 在今洛阳桥西侧约500米处发掘出唐宋时期洛河石堰与桥墩。石堰延绵, 达
数里。桥墩下垫枕木, 上铺方石, 联以腰铁。≪大业杂记≫ 云：隋炀帝大业元年(605),
敕令营建东京。东都大城, 周回七十三里一百五十步。宫城东西五里二百步, 南北七
里, 南临洛水。宫城南门则天门(唐应天门)之南, 经端门街, 一名天津街, 五百步至宫南
正门端门(唐皇城南门), 端门之南为御道(唐定鼎街), 九里至建国门(唐定鼎门), 端门直
南二十里, 正当龙门。向南“出端门百步, 有黄道渠, 渠阔二十步, 上有黄道桥三道。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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渠二百步至洛水, 有天津浮桥, 跨水长一百三十步, 桥南北有重楼四所, 各高百余丈。
过洛二百步, 又疏洛水为重津, 渠阔四十步, 上有浮桥。津有时开阖, 以通楼船入苑。
重津南百余步有大堤, 堤南有民坊”29) ≪尔雅≫：‘箕、斗之间为天汉之津’, 故取名焉。

≪元和郡县图志≫云：“天津桥, 在县北四里。隋炀帝大业元年初造此桥, 以架洛水。
用大缆维舟, 皆以铁锁钩连之。南北夹路, 对起四楼, 其楼为日月表胜之象。”30)

3. 宫城正门应天门
应天门是隋唐洛阳城的宫城正门。隋称则天门,

隋末唐初王世充改称顺天门。唐初

武德四年, 高祖李渊以其太奢, 命行台仆射屈突通焚之。显庆初, 司农少卿田仁汪随事
修葺。后又命司农少卿韦机, 更加营造, 因隋之名, 曰则天门。神龙元年避武后尊号,
改应天门。又避中宗尊号, 改神龙门。寻复为应天。昭宗天祐二年, 改称五凤楼。此后
历经五代、北宋皆称五凤楼。
应天门为一门三道过梁式建筑结构, 是一组以城门楼为主体, 两侧辅以垛楼, 向外伸
出阙楼,

其间以廊庑相连的巨大建筑群。应天门不仅在隋唐盛世规模巨大、气势伟丽

恢宏, 即使在五代与北宋时期也十分端庄丰美, 气魄雄壮。无论是其建筑规格, 抑或是
其历史地位,

在中国都城建设史上都是极其重要的。其建筑格局对后世都城产生了深

远影响, 如北宋汴梁的宣德楼, 元大都的崇天门, 以及明清紫金城的午门, 无不是由这
种形式演变来, 同时对日本、朝鲜等亚洲国家都城建制也有深远的影响。

4. 明堂
明堂是隋唐洛阳城宫城正殿, 隋称乾阳殿, 唐初为乾元殿, 后又称含元殿、新殿等,
五代称朝元殿, 北宋为宣德殿、太极殿等。按礼制明堂应建在郭城之南三里之外, 七里
之内。武则天标新立异, 自我作古将明堂建在了宫城中心。≪旧唐书≫ “则天临朝, 儒
者屡上言请创明堂。则天以高宗遗意, 乃与北门学士议其制, 不听群言。垂拱三年春,
毁东都之乾元殿, 就其地创之。四年正月五日, 明堂成。凡高二百九十四尺, 东西南北
各三百尺。有三层：下层象四时, 各随方色。中层法十二辰, 圆盖, 盖上盘九龙捧之。
29) [唐]杜宝撰 ≪大业杂记≫, 选自长安史迹丛刊 ≪大业杂记辑校≫, 第3页, 三秦出版社, 2006年。
30) [唐]李林甫撰：≪元和郡县图志≫ 卷五 ≪河南道一≫, 第133页, 中华书局, 1983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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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层法二十四气, 亦圆盖。亭中有巨木十围, 上下通贯, 栭、栌、橕、棍, 藉以为本, 亘
之以铁索。盖为鸑鷟, 黄金饰之, 势若飞翥。刻木为瓦, 夹纻漆之。明堂之下施铁渠,
以为辟雍之象。号万象神宫。”31) 明堂建成后, 武皇于此宴赐君臣, 赦天下, 纵民入
观。
遗迹主要由宫城正殿夯土基址、正殿宫院院门、宫院步廊、水渠等组成,

形成以宫

殿为中心, 由宫院院门和步廊围合而成的宫院院落而布局。遗迹大致可以分为三期：
第一期：由宫城正殿夯土台基、宫院步廊、宫院院门围合而成的宫院院落组成。为
隋代宫城正殿乾阳殿宫院遗迹。乾阳殿基址东西宽105米,

南部被破坏,

进深残宽47

米。
第二期：由宫城正殿明堂夯土台基、宫院步廊和宫院院门围合而成的宫院院落组
成。为唐代明堂宫院院落遗迹。
明堂基址平面呈八边形, 仅存底部夯土基础部分。由内而外由六周八边形夯土组
成。其中心为巨形大柱坑, 坑底部为直径约3.67米的柱础石。柱石坑位于最内圈八边形
夯土台基的中心部位。由内而外第一圈夯土直径13米, 夯土厚10米；第二圈夯土宽6米,
残存厚1.2米；第三圈夯土宽8米, 残厚10米；第三圈夯土宽8米, 残厚1.2米；第五圈夯
土宽7米, 残厚4米；第六圈夯土宽11米, 仅存其外侧边缘底部二层夯土。台基东西、南
北总宽约105米。夯土纯净坚硬, 层厚8-10厘米。
第三期：由宫城正殿夯土台基、宫院步廊、宫院院门组成的宫院院落组成,
太极殿宫院院落遗迹。太极殿基址位于隋代宫城正殿夯土台基北60米,

为北宋

台基仅存基础

部分, 殿址平面呈“工”字形布局。
此外, 在第二期遗迹之前和之后还清理出初唐时期和晚唐五代至北宋早期遗迹, 由于
破坏严重遗迹形制布局不明。

5. 天堂
天堂遗址位于明堂遗址的西北155米, 处于宫城轴线区域西侧, 是一处方形台基上有
五重圆形承重基础的建筑基址, 建筑形制非常独特,是武则天命薛怀义主持建造的用以
贮佛象的佛堂建筑。
31) ≪旧唐书≫ 卷二十二 ≪礼仪二≫, 第862页, 中华书局, 1976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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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堂遗址遗迹可分为五期,

其中第一(隋至初唐)、第三(中晚唐)、第四期(唐末五

代)、第五期(北宋)遗迹由东西步廊、东西向水渠和隔墙, 仅第二期(武周时期)为大型建
筑基址天堂遗址。
天堂基址仅存台基基础,其东面与宫城西步廊相连,北面与东西向步廊房相接, 西面有
砖铺散水并有宽4.33米的东西向步廊与其它建筑相连。台基略呈方形,

南北宽77.7米,

东西宽69.15米。台基中心为石砌圆形坑, 其外有两周柱础石、一周夯土基础和一周碎
石块建筑基础。柱础石两圈, 内圈础石12个, 外圈础石20个, 础石为四块青石拼合而成,
并为由一层夯土、一层础石层层叠加而成。夯土基础一周宽5.35米,直接打在生土之
上。碎石基础一周, 为由残石块组成的圈形带状建筑基础, 宽约0.5米。
明堂和天堂是中国古代都城建设史上特殊历史时期的特殊性质建筑,

是宫殿建筑史

上的新气象, 不但改变了这一时期宫殿建筑的空间高度, 而且其建筑形制布局的在中国
古代建筑史具有极为重要的地位,

对其形制布局的揭示在中国古代建筑史上具有极为

重要的学术价值。
隋、唐、宋三代宫城正殿及其所在宫院位置的变化,
在位置的北移,

特别是宋代太极殿及其宫院所

应是宫城形制布局的大变化而引起的局部变化。中国古代都城由东汉

时期的南北宫制到北魏时期单一宫城制,

再到隋唐时期在宫城之南形成独立横长方形

皇城布局, 进而演变为北宋及其以后时期的内外城相套的形制布局,为揭示中国都城制
度这种承上启下的转折变化提供了新线索。

Ⅳ、里坊和市场
隋唐东都郭城的街道、坊里和市场, 以洛河为界分成南北两部分。城内街道纵横, 形
成棋盘式布局。文献记载, 隋代103坊3市, 唐代120坊。
城内轴线定鼎门街最宽,

约120米；第二是主要街道长夏门街、上东门和建春门街,

宽约60米；第三是通往其它城门的街和顺城街, 宽约30米；第四是坊间道路, 宽约15
米；第五是坊内十字街, 宽约5－8米。
文献记载, 里坊东西南北各广三百步, 内有十字街, 四面坊墙居中开门。32)以坊间道
32) [清]徐松辑：≪河南志≫ “京城门坊街隅古迹”条, 第3页, 中华书局出版, 199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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路为准, 各坊东西、南北各宽约500米, 坊内开十字街, 坊墙居中开门, 其规模、形制与
文献相合。

1. 东都里坊形制的渊源
封闭式的里坊起源于先秦, 城市中居民的基本单位以“里”计。杨宽先生认为, 北魏景
明元年,

征发5万人于洛阳城一次修筑320个里坊是中国古代城市建设史上第一次有计

划地把居民的“里”作出了整齐的规划, 规定了统一的规格。其实早在曹魏邺城就已经出
现了统一规划的里坊布局。≪洛阳伽蓝记≫ 记载：“京师东西二十里,

南北十五里,

……庙社宫室府曹以外, 方三百步为一里, 里开四门, 门置里正二人, 吏四人, 门士八人,
合有三百二十里。”33) 这时的里坊不但规划整, 而且有一套严格的管理机构和制度, 里
坊制度已基本健全了。陈寅恪先生认为隋唐制度的渊源主要来自于北魏、北齐,

隋唐

时期的时期的里坊规划和里坊制度也应受到邺城和北魏洛阳城的直接影响。

2. 东都里坊的结构与布局
隋唐东都郭城的街道、坊里和市场,

以洛河为界分成南北两部分。城内街道纵横交

错, 形成棋盘式格局将郭城划分为以里见方的众多里坊。唐代诗人白居易 ≪登观音台
望城≫中 “百千家似围棋局, 十二街如种菜畦。”34) 正是这种布局的写照。
文献记载, 洛南里坊区南北向街14条, 东西向街8条；洛北里坊区南北向街7条, 东西
向街5条。≪两京新记≫ 记载：“定鼎门街广百步, 上东、建春二横街七十五步, 长夏、
厚载、永通、微安、安喜门及当左(右)掖门街各广六十二步、余小街各广三十一步
。”35) 经过考古勘察和发掘, 洛南里坊区发现南北向街12条, 东西向街6条；洛北里坊
区发现南北向街4条, 东西向街3条。城内街道大致分为五种。其中轴线定鼎门街最宽,
约120米；第二种是主要街道如长夏门街、上东门街和建春门街, 宽约60米；第三种是
通往其它城门的街和顺城街, 宽约30米；第四种是坊间道路, 宽约15米；第五种是坊内

33) 范祥雍 校注：≪洛阳伽蓝记校注≫ 卷五, 第349页, 上海古藉出版社, 1958年。
34) ≪全唐诗≫ 卷四四八, 第5041页, 中华书局, 1960年。
35) [唐]违述撰 ≪两京新记≫ 卷四, 选自长安史迹丛刊 ≪两京新记辑校≫, 第80页, 三秦出版社,
2006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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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字街, 宽约5－8米。

≪大唐六典≫记载：洛阳“凡一百三坊, 三市居其中焉”。36) ≪河南志≫ 引韦述 ≪两
京新记≫记载, “每坊东西南北各广三百步, 开十字街, 四出趋门。37) ≪大业杂记≫ 记
载, “(洛水)大堤南有民坊, 各周四里, 开四门临大街。门普为重楼, 饰以丹粉”。隋代东
都有三市, 洛北有通远市, 洛南有丰都市和大同市。以坊间道路为准, 在洛南里坊区内
钻探出55坊, 洛北区出9坊。经考古发掘可知, 各坊东西、南北各宽约500米, 坊内开十
字街, 坊墙居中开门, 其规模与形制和文献记载相合。
里坊四面有墙, 坊墙居中开门。唐代诗人郑谷有“信马归来傍短墙”的诗句, 所谓的短
墙, 应该就是指坊墙。里坊有严格的管理制度, 每天定时关启坊门, 一年之中, 只有元
霄节前后三天坊门彻夜敞开。里坊内严禁临街开门,

严禁侵街现象。考古发掘资料显

示, 里坊四面皆有坊墙, 平面呈方形。以坊墙为准, 里坊东西和南北均为510米。坊墙宽
约1.5米, 夯筑而成。坊内十字街将里坊等分为四部分, 每部分又被等距离的两条东西
向横街等分为三小部分。
隋唐时期里坊布局规整, 管理严格, 里坊制度达到了空前的完备。这种布局模式便于
统治者对人民的探制, 但却越来越成为商品经济发展的障碍, 盛极而衰至五代时期已开
始走向了崩溃。即使在唐代侵街现象也时有发生,

五代周世宗时期曾下诏允许临街搭

建凉棚。北宋时期虽然仿照隋唐时期实行市坊制, 但此时的里坊已完全成为开放式的,
里坊仅仅成为一种机构设置而徒有虚名了。

3. 南市
南市是隋唐东都市场中规模最大、延用时间最长的一个。始建于隋代, 称丰都市, 占
四坊之地。唐代发改称南市, 贞观九年后仅占一坊半之地。文献记载, 隋代市内纵横道
路各三条, 将南市格化为不同的商业区；南市有十二座市门, 四面墙垣上各开三门；市
内货行众多, 商铺林立, 计有一百二十行、三千余肆、四百余店。
在南市南门外南北向街两侧发掘出唐末五代至北宋时期的临街店铺柱洞遗迹,
土了大量的骰子、象棋子、围棋子、筹码等娱乐用品,

并出

可能与该处临街店铺所经营物

36) [唐]李隆基撰[唐]李林甫注 ≪大唐六典≫ 卷七, 第162页, 三秦出版社, 1991年。
37) [清]徐松辑：≪河南志≫ “京城门坊街隅古迹”条, 第3页, 中华书局出版, 199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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品有关。
南市南侧的建春门街北部路面上发掘出唐末五代至北宋时期临街店铺, 前为凉棚式,
后为砖砌的操作间。操作间内清理出层层叠压的烧灶痕迹。
文献记载, 隋唐时期的里坊制度非常严格, 严禁临街开店。晚唐时期, 侵街现象虽有
发生,

但里坊制度与布局基本上没有崩溃。而这种临街开店成为一种普遍现象发生在

唐末五代至北宋时期,标着里坊制度此时巳走向崩溃。

4. 温柔坊
温柔坊位于洛南里坊区内, 东临长夏门街、西为恭安坊、南为道化坊、北为择善
坊。
坊四面皆有坊墙, 平面呈方形。以坊墙为准, 里坊东西和南北均为510米。坊内十字
街将里坊等分为四部分, 每部分又被等距离的两条东西向横街等分为三小部分。
温柔坊坊墙宽1.5米, 坊门位于坊墙正中, 分为早中晚三期。早期和晚期皆为单门道
结构, 中期则为双门道结构。由此推知四面坊墙居中与坊内十字街相接处, 皆应有类似
的坊门建筑。
温柔坊遗址中发掘出了许多民居建筑遗迹, 因受发掘面积所限, 建筑基址的平面布局
尚不清晰。但建筑基址多为成组出现, 前有庭院, 侧有池苑, 后有水井等生活设施, 生
动地再现了隋唐时期市井平民的生活原貌。同时唐末五代至北宋时期的坊墙与坊内十
字街皆为水渠或宅院所占居,亦说明这一时期的里坊制度己遭破坏。

5. 恭安坊
恭安坊位于洛南里坊区,

其南为宣范坊、北为劝善坊、东为温柔坊、西为修业坊。

坊东南部发掘出一处早晚两期民居庭院遗址, 北临十字街东西向街, 西临十字街南北向
街, 南临南一横街。
庭院为前后两进式院落, 前为横院；后为主院。主院以堂为主体, 东西两侧辅以厢
房。主院东侧又附一厢院。
敦煌莫高窟第85窟的晚唐壁画中, 绘有一处庭院住宅。庭院以廊庑围合, 分前后两进
式, 左侧并带一厢院。其前院横长, 后院方阔为主院。后院正中置一楼, 为整个庭院的

162

東亞文化 14號

主体建筑。壁画所绘庭院的结构与所发掘庭院的布局基本相似。
这种前有横院, 后为主院, 再辅以厢院的庭院布局模式, 应是当时民居庭院的一种流
行布局模式。
此外, 在主院东厢房内, 发掘清理出多处形制不同的烧灶, 东厢房当为厨房所在, 民
居庭院厨房的发规为研究唐代民居生活以及民居的布局功能与空间分布提供了极为珍
贵的资料。

Ⅴ、总结
经过多年的考古工作,

基本究明了城址的规模和整体布局。首先确定并发掘了多数

城门遗址, 为城址的平面布局复原提供了坐标性关键点。其次, 探明了里坊与市场的布
局结构。
近三十年来的考古工作主要集中在皇城与宫城内, 先后发掘了多处重要遗址, 宫城和
皇城的布局结构也逐渐清晰。随着考古工作的不断展开, 对隋唐洛阳城的认识也不断
深入。
宫城的平面布局结构己基本清晰,

从现有发掘资料分析洛城是由多个相对独立的宫

院组成的, 每个宫院步廊周匝, 形成一组组相对独立的建筑群。皇城位于宫城之南, 布
局棋盘式格局, 将皇城划分为不同的衙署区。东城与皇城布局大致相同, 由不同的衙署
区组成。含嘉仓城内十字街将其分为四部分, 其西北部为管理区, 东南部漕运码头, 东
区为仓储区。
宫城皇城的水系脉络业己基本清晰, 位于宫城西北部高地的九州池引谷水而成为整
个宫城和皇城的水源, 其向东面、南面辐射而构成整个宫皇城的水系网。
郭城的街道、坊里和市场, 以洛河为界分成南北两部分。城内街道纵横交错, 形成棋
盘式布局。城内街道大致分为五种。其中轴线定鼎门街最宽, 约140米；第二种是主要
街道如长夏门街、上东门街和建春门街, 宽约90米；第三种是通往其它城门的街和顺
城街, 宽约60米；第四种是坊间道路, 宽约15米；第五种是坊内十字街, 宽约5－8米。
里坊以坊间道路为准, 各坊东西、南北各宽约500米, 坊内开十字街, 坊墙居中开门。通
过对里坊和市场的发掘, 里坊的布局、民居建筑的布局模式、里坊的兴废沿革等有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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更深入的认识。
今后继续做好宫城和皇城的考古发掘与研究,

同时重点规划里坊与市场的发掘与研

究, 还要将皇家园林、离宫、仓储、礼制建筑、两京驿路等问题纳入学术课题范围, 对
隋唐洛阳城进行全方位的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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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aeological excavation and research regarding
Sudang Dongdo Palace
Seok Sa-ja
Dongdo palace(Sudang) had been built in the first year of Su's great achievement
and then existed until the third thrones of Su, Dang and Buksong. The structure had
not been changed so far. The plane is rectangular but the souther part is more wide
than the north. The location of the outer palace is standardized and the roads of
south-north direction and east-west direction are crossed. There is Youngmun
Mountain in front of the palace whereas Mang Mountain at the back side. Chanha on
the left side, Ganha on the right side. Nakha flows through the middle which made
this location as the Galaxy. Gunghwang palace located at the marginal area of
west-north edge and all of them are standardized which is unique and special for the
history of Chinese palace architecture. Since 1954, archaeologists started to excavate
Nakyang palace and this work finally analysed exact distribution state and its size. As
the development of the archaeological research, more exact information was revealed
about the size and its distribution of Nakyang palace.
Recent excavations are focused on the inside of Gungseong and Hwangseong.
Basic water system of Gungseong and Hwangseong were uncovered. Topography of
Gunghwang palace shows high north-west side and low south-east side. Gujuji where
is located on the north west side of Gungseong had been drawn the water from
Gokbu and then used for the source of water for palace. Road, Bangri and markets
in the outer palace of Dongdo are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part bordering of
Nakha. According to the records, 103 bang 3si in Su period, and 120bang 2si in Tan
period. Excavations related to the markets and Bangri, we could understand further
information about outer palace and Bangri.
Therefore, according to the archaeological researches, the plane an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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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of Dongdo palace (Sudang)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nd also the
research is contributed to recover the original society of Su and Tang Periods.
Key words : Dongdo palace (Sudang), archaeological research and excavation,
Gunghwangseong, Outer palace, A square ri

166

東亞文化 14號

隋唐東都城の考古学的な発掘調査と硏究
石自社

隋唐東都城は隋の大業を遂げた元年に建設され、隋、唐、北宋の三代にわたって
運営された。隋、唐、五代から北宋まで東都城の基本的な配置には大きい変化はな
かった。平面は正方形に近い、南側が北側より広い、四面に城壁を築造した。郭城
の配置は画一的であり、定型化されている。南北方向の道路と東西方向の道路は縦
横に交差されており、郭城は多い坊里で区画されている。全面に闕(龍門山)が立って
おり、背後には邙山、左側には澯河、右側には澗河が流れている。洛河がその中央
を貫流して、“天の川（銀河水）の形状”という地理環境的な要素を持っている。宮皇
城は外郭城の西北側の角に傾ける特徴な配置を見せている。それは、平方里の坊里
の建築制度として、中国都城の建設史において、重要な歴史的な価値を持つと評価
される。
1954年以降、隋唐洛陽城の考古学的な発掘調査が進められている。精密な重点発
掘調査を通じて、城址の規模と正確な分布状態が糾明された。考古学的調査の着実
な展開により、隋唐洛陽城の規模と分布範囲が明確にされている。
近年、主要な考古学的な調査は皇城と宮城內部に集中され、宮城の分布や構造も
徐々に究明されている。宮城と皇城の水系についての基本的な事項は判明してい
る。宮皇城の地勢は北西側が高い、南東側は低い、北側から南側までは梯形の形態
である。宮城の北西側に九州池がある。谷部の水を引いてきて、宮皇城の水源で利
用している。この水系は宮皇城の東側面から南側面まで網状形態の水系網を形成し
ている。
隋唐東都郭城の道路と坊里及び市場は洛河を境界として、南と北に兩分される。
城內道路は縱橫に交叉し、碁盤式の配置状態を見せる。文献によると、隋代は103坊
3市、唐代は

120坊2市と記載されている。溫柔坊、恭安坊、崇讓坊、南市などの坊

里及び市場の発掘調査を通じて、郭城の坊里区域の配置と一般建築(民衆)の模式、
坊里の興衰沿革を新たに分かることができ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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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のように、考古学的調査の展開によって、隋唐東都城の構造は徐々に明確に
なっており、隋唐の社会の姿を復元することにおいても、豊富で貴重な資料を提供
している。
キーワード：隋唐東都城、考古学的な発掘査と硏究、宮皇城、郭城、坊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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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조사전문법인의 오늘과 내일
1)신

용 민*

Ⅰ.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20세기 초반 일제강점기 일본인학자에 의해 주도된 우리 문화재 수
탈과 왜곡과정에서 시작된 매장문화재의 현지조사와 발굴조사가 광복이후 1960년
대 들어서면서부터 비로소 우리 손으로 매장문화재의 본격적인 연구활동이 진행되
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산업 및 국토개발과정에서 무수한 시행착
오 과정을 거쳐오면서 엄청난 구제발굴조사가 양산되었고 이에 불가피한 조처로써
현재와 같은 매장문화재조사전문법인(이하 ‘전문법인’으로 약칭함)에 의해 발굴조사
된 것은 20여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발굴전문법인의 중심체로 활동하고 있는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
회(이하 ‘한문협’이라 약칭함)는 2000년 11월 10일 ‘한국문화재조사연구전문법인협
회’를 시작으로 하여 2002년 2월 19일 ‘한국문화재조사전문기관협회’로 개칭하고, 다
시 2004년 7월 1일 ‘한국문화재연구원협회’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2005년 11월 13일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로, 그 해 12월 8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사단
법인 설립허가를 득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소속된 전문법인의 회원
수는 57개 법인이며, 문화재청에 등록 공고된 전문법인의 75개(2011.12.29일자) 중
에서 7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급격한 환경변화 즉, 관련법제의 변화, 입찰제 시행에 따른 경영악
화, 전문법인의 수적 팽창에 따른 과당 경쟁, 경영 투명성 확보의 행정력 부재, 전문
법인 공영화 움직임에 따른 근무력 저하, 문화재발굴사로 명칭되는 조사원의 자격
인증제, 제도 개선 변화에 따른 문화재청의 담당자마다 각기 다른 유권해석에 따른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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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집행 등 수많은 악재가 근년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전문법인 스스
로의 자구 노력 의지마저 상실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본인은 오늘의 시점에서 전문법인이 이제까지 행하여 온 발자취와 함께 순
기능과 역기능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앞으로 진행해 나아가야 할 방향 즉 과제에 대
하여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사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Ⅱ. 매장문화재조사전문법인의 어제와 오늘
1. 시기구분과 매장문화재조사전문법인의 현황
1) 태동기(1994~1998)
1993년 대구 시지동유적 파괴 사태와 그해 말 경산 임당동유적의 대규모 공사를
앞두고 대두된 문화재 발굴전담조직의 필요성은 결국 영남고고학회의 주도로 우리
나라 최초의 매장문화재조사전문법인인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1999년 재단법인 영
남문화재연구원으로 설립등기)이 사단법인의 형태로 출발하기에 이른다. 이후 매년
각 시도의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학회(호남고고학회 주도의 호남문화재연구원)주도
로 외형상 공공성을 띤 전문법인들이 설립되었다. 물론 개인에 의한 것이 전혀 없
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지방정부나 학회 등 공공기관들에 의해 전문법인의
설립이 주도되었던 것이 특징이었다. 이 법인들의 구성원들은 대개 기존 대학에서
조교 또는 학예사 그리고 대학원생 등 매장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연구자들
로서 이전까지는 이러한 연구자들을 수용할 조직이 없어 대개 국립박물관과 국립문
화재연구소 등의 학예실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박물관 등의 기관에 학예직으로
진출을 모색하던 중 전문법인의 탄생으로 인력의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졌고 이들의
대거 진출로 초기 전문법인의 제반활동에서의 빠른 정착이 용이하게 이루어졌다.
2) 성장기(1999~2004)
이 시기에 각 시도의 지방자치단체마다 하나의 전문법인을 설립할 정도로 두드러
진 수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러한 현상의 결정적 계기는 1999년 문화재보
호법에 의해 30,000㎡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지표조사 의무화 법령이 시행되면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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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로 인해 택지개발, 산업단지, 도로 등의 기반시설 개발에 따른 발굴수요가 폭
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새로운 수요에 의해서 새로운 전문법인이라는 공
급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에 있어 자연스러운 현상으
로 이해된다.
이러한 전문법인의 증가에는 2002년을 기점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이 시기부터는 개인이 법인 설립의 주체자가 되는 현상이 주류를 이루게 되
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2000년 전문법인이 9개로 시작한 한문협은 2002년 13개
와 2004년에는 20여개의 전문법인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구제발굴 수요의 증가에 따른 전문법인 수의 증가도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분야의 특성상 조사인력이 짧은 기간 내에 수요에 따라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한 것에
서 한계가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신생 전문법인들은 기존 전문법인에서 이직한 소수
의 유경험자와 대학박물관에서 경험이 일천한 신입 조사인력으로 양분되어 급증하는
매장문화재조사의 적절한 인력충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력자의 인력 이동
이 빈번히 발생하여 조사의 부실화가 염려되는 현상이 예견되는 시기였다.
3) 전환기(2005~2008)
이 시기 역시 짧은 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개인 주체로 하는 전문법인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문화재청의 전문법인의 조건이 완화되는 현상이 이루어지는 시기였다.
즉, 민간 개발업자들이 요구한 발굴수요의 해소에 대한 민원에 2007년 이후 문화
재청은 전문법인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설립 허가에 한
정되었던 대부분의 기존 전문법인들을 발굴조사의 지역제한을 철폐하고 전국적 단
위로 일원화하였다. 이에 따라 고고학계 일부에서는 ‘난립’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전문법인들의 수가 배수 이상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법인의 증가는 한편으론 사회적 무리에 휘말리기도 하였다. 그 결정적 계
기가 2007년 남도문화재연구원의 발굴횡령 수사와 연이어지는 전북문화재연구원,
영남지역 경주지역 발굴법인 5개 기관 검찰의 인지수사였다. 이로 인해 고고학계에
서는 자정의 목소리와 함께 문화재청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행정감독이 필요함이 대
두되었고, 이에 대한 결과가 조사대가기준의 마련과 발굴조사 품셈의 논의가 구체
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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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성장기(2009~현재)
2008년 6개 법인 설립에 이어 2009년 16개를 최대로 하여 현재 2012년까지 법인
설립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발굴조사법인의 숫자는 총 75개 기관에 이
르고 있다. 특히 2009년을 기준으로 법인이 다수가 설립된 것은 그 설립자가 발굴
법인 설립 태동기에 법인에 처음 몸을 담기 시작한 연구자가 경력이 쌓이고 인력
수급의 적체 현상이 발생하면서 기존 법인에서 새로운 법인의 설립으로 자체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기는 발굴법인의 재성장기이면서
그 설립 주축으로 보아 전문법인 2세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 시기별 전문법인 관련 사항
주요 사건ㆍ정책

태동기
(1994~
1998)

ㆍ1993년 대구 시지동유적 파괴사건
ㆍ1994년 12월 최초의 발굴법인 ‘영남매장문화재연
구원’개원(영남고고학회 주도)
ㆍ1996~7년 조사원 직급별 인건비 단가 산정 (한국
고고학회)
ㆍ1999년 7월 문화재지표조사 3만㎡이상 건설공사
의무화조치(문화재보호법)

1994.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1995.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1997.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경남고고학연구소
(삼강문화재연구원)
충청문화재연구원
1998. 경남문화재연구원

ㆍ2000년 12월 한문협 전신인 ‘한국문화재조사연구
전문법인협회’ 창립(9개 기관)
ㆍ2001년 4월 17일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지침 제정
ㆍ2001년 4월 27일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표조사 업
무처리 지침 제정
ㆍ2002년 2월 협회명칭 변경 ‘한국문화재조사연구전
문기관협회’ 창립(13개 기관)

1999. 호남문화재연구원
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중앙문화재연구원
울산문화재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전남문화재연구원
2001. 강원문화재연구소
울산발전연구원
제주문화예술재단
2002. 전북문화재연구원
2003. 중원문화재연구원
동아세아문화연구원
성림문화재연구원
남도문화재연구원
(마한문화재연구원)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04. 고려문화재연구원
우리문화재연구원
신라문화유산조사단
한얼문화유산연구원

성장기
(199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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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2005~
2008)

재성장기
(2009~ )

ㆍ2005년 4월 기존 시굴,발굴을 발굴허가로 통합
ㆍ2005년 10월 지표조사 방법, 절차 구체적 명시 및
매뉴얼화(육상/수상, 조사기간상한제 등)
ㆍ2006년 11월 29일 발굴조사 유의사항(문화재청) :
시굴조사 10%, 표본시굴 2%조사 개념
ㆍ2006년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 논란
ㆍ2007년 3월 남도문화재연구원 사건
ㆍ2007년 9월 경주지역 5개 기관 압수수색, 검찰조사

2005. 한국선사문화재연구원
한국ㆍ동서문물연구원
대경(한빛)ㆍ예맥ㆍ
백제문화재연구원
2006. 대동ㆍ기호ㆍ한강ㆍ한백ㆍ
국방문화재연구원
한국고고환경연구소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2007. 한울ㆍ불교ㆍ영해
삼한문화재연구원
제주문화유산연구원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08. 강원고고문화연구원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금강ㆍ겨레문화유산연구원
경상ㆍ해동문화재연구원

ㆍ2007년 이후 법인자격기준완화정책으로 법인 수
급증
ㆍ2009년 이후 조사면적에 따른 조사품셈 적용(2월
11일 문화재청 고시)
ㆍ2011년 2월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

2009. 서경ㆍ세종ㆍ중동ㆍ동방ㆍ
한겨레ㆍ경인ㆍ서해ㆍ전주
ㆍ동국ㆍ계림문화재연구원
동양문물연구원
전라ㆍ영해ㆍ태산문화유산
문화재연구원
가경고고학연구원
중부고고학연구소
2010. 제주고고학연구소
부경문물연구원
덕난문화재연구원
2011. 서울문화유산연구원
두류문화재연구원

Ⅲ. 매장문화재조사전문법인의 순기능과 역기능
1. 매장문화재조사전문법인의 순기능적 역할
1) 학문ㆍ학계적 기여
전문법인의 탄생과 성장에서 가장 혜택을 본 것은 고고학계와 이와 연관된 여러
학계들이었다.
우선적으로 전문법인의 탄생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증가와 맥락을 같이하는 만큼
그에 따른 대규모 유적조사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증가하게 되
었다. 특히 대규모 유적조사에 따른 조사경비에 대한 걱정이 사라짐으로서 다양한
유적과 보다 정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고고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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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는 역할을 하였다. 물론 일부에서 사업공기에 따른 부담으로 졸속발굴이나 신
규 수급된 미숙달된 다수의 조사자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유적의 미숙한 발
굴로 인한 문제도 있었지만 고고학적인 발굴조사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현실
상 어차피 한 번쯤은 겪을 수 밖에 없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모든 학문이 그렇듯 많은 연구자가 풍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설을 제기
하여야만 해당 학문이 발전하듯이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의 미래
에 대한 보장과 직업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의 수급과 이를 통한 경제적 부담을 해
소함으로서 이전보다 많은 연구자의 배출과 그로 인한 많은 연구성과는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그리고 고고학의 특성상 지리학, 물리학, 생물학 등의 자연과학분야의 학
문 등과 연계된 주변 학문과의 교류와 공동연구는 단순히 고고학이라는 하나의 학
문 분야의 성과와 발전에 그치지 않은 공로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 학문적 성장에 대비한 대학에 대한 투자에서도 전문법인들은 적극적으로 나
서고 있다. 대학의 실습교육기관으로서 MOU체결, 실습생 지도교육, 미발간 보고서
발간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ㆍ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전문법인 태동기와 확장기를 거치며 비판의 한 부분이었던 조사원에 대한
낮은 처우와 업무과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법인들이 직원들의 연구지원과 교육에 힘씀으로서 장기적으로 고고학분야의 학문
적 성장과 함께 양질의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표 2] 전문법인의 학계 및 연구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법인명

학술대회 개최

경기문화재연구원,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대한문
화유산연구센터, 우리문화재연구원, 영남문화재연구원, 한국문물연구원, 충청북
도문화재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신라문화유산연구원, 호남문화재연구
원, 한강문화재연구원, 한국고고환경연구소,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영문협, 한문협

국내외 저명학자
초청강연회

마한문화연구원, 전남문화재연구원,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우리문화재연구원,
울산문화재연구원, 성림문화재연구원, 한빛문화재연구원, 전북문화재연구원, 충
청문화재연구원,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겨레문화유산연구원, 호남문화재연구원,
강원고고문화연구원,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중부고고학연구소, 한국고고환경연구
소, 영남문화재연구원

집중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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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문화재연구원, 영남문화재연구원

연구비 지원

중앙문화재연구원, 영남문화재연구원

논문집 발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동서문물연구원, 경남문화재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역사
문화센터, 중앙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한국문물연구원

중요유적 학술조사
학회 지원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 전문법인

연구원 교육

중앙문화재연구원, 고려문화재연구원,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국립기관과 업무협약

중앙문화재연구원,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영남문화재연구원

대학과 업무협약

중앙문화재연구원,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동양문물연구원

해외기관과의 협약체결

영남문화재연구원,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호남문화재연구원

고고학 관련 서적 발간

영남문화재연구원, 삼강문화재연구원

2) 사회적 기여
당초 전문법인은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무분별한 매장문화재 파괴에 대해 문화재
보호법의 강화를 요구하는 고고학계의 대처를 목적으로 설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급속히 증가된 대규모 개발과정에서의 매장문화재 훼손위기에
맞설 대학박물관과 국립기관(국립박물관ㆍ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인력과 조사수
준으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클 수 밖에 없어 매장문화재를 전문적으로 발굴하고
발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학계 및 사
회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일본 등지와 유사한 전문법인의 설립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사실 1999년 시행된 ‘개발사업면적 30,000㎡이상 지표조사 의무화조치’는 우리나
라가 선진국 그룹으로 부상하게 된 1996년의 OECD가입을 계기로 경제분야 뿐 아니
라 환경이나 삶의 질 부분에서도 사회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으
로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적 제도의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재정 문제로 인해 ‘수익자부담원칙’이 고수됨으로서 전문법인
들은 국가사업의 대행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비판보다는 배려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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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더 많아야 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표 3]에서도 나타나듯이 현재 많은 전문법인들은 발굴조사로부터 이루어지는 수
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힘쓰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가적
인 문화재 보호사업에도 동참하고 있다.

[표 3] 전문법인의 사회적 봉사 활동
프로그램

참가 법인

초ㆍ중ㆍ고등학생,
시민 대상 체험학습

겨레문화유산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경상문화재연구원, 국방
문화재연구원, 성림문화재연구원, 세종문화재연구원,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영
남문화재연구원, 중원문화재연구원, 울산문화재연구원, 충청문화재연구원, 충
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한백문화재연구원, 동북아지
석묘연구소

다문화가족 문화유산답사

기호문화재연구원, 대동문화재연구원, 호남문화재연구원

지역민 문화유산답사

국방문화재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울
산문화재연구원, 충청문화재연구원

시민강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서해문화재연구원, 울산문화재연구원, 충청남도역사
문화연구원, 고려문화재연구원, 대동문화재연구원, 기호문화재연구원, 중앙문
화재연구원

대학생 교육강좌

울산문화재연구원

주민대상 현장설명회

한강문화재연구원, 한빛문화재연구원, 한백문화재연구원, 겨레문화유산연구
원, 대동문화재연구원, 중앙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금강문화유
산연구원

발굴유물 특별전 및 발굴성과
전시회

경기문화재연구원, 한강문화재연구원, 중앙문화재연구원, 제주문화유산연구
원, 한국선사문화연구원, 동북아지석묘연구소,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7개 발
굴법인, 대구ㆍ경북지역 문화재조사연구기관, 호남지역 조사연구기관연합, 중
부지역 16개 문화재조사연구기관연합

소외계층자녀 학자금 지원
교사대상 직무연수 교육
초ㆍ중ㆍ고 방문
문화유산교육
논문집 발간
중요유적 학술발굴조사
(자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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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문법인
동양문물연구원
호남문화재연구원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동서문물연구원, 경남문화재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중앙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호남문화재연구원

문화유적 안내판 설치사업

영남문화재연구원

유적돌보기 행사

호남문화재연구원

우리 곁의 문화유산
UCC공모전

한문협

문화재자료 집대성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세계문화유산 홍보책자
발간

동북아지석묘연구소

이와 함께 전문법인의 활동은 그 지방, 그 해당 지역에 상당한 부분에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도 밝혀졌다. [표 4]에서와 같이 2009년 한 해 동안 각 지역에
서 발굴조사를 수행하며 그 지역에 경제적 도움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나 현
장조사 인부의 95%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들로서 노령인구 경제활용을 통한
국가적인 안전망 설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도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종 물품구입이나 조사원들의 숙식 등이 대부분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표 4]에서 나타난 것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 2009년 전국 55개 법인 노동인력 수급 및 장비지급 대금현황
인부

인부임(총액)

장비대금

합계

약 830,000명

약 600억원

약 331억원

약 931억원

2. 매장문화재조사전문법인의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제기된 문제
애초 전문법인의 탄생 후 확장기 이전까지는 이들에 대한 비판보다는 전문법인들
의 조사성과나 현실적인 여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많은 시기였다. 주로 대규모
조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규모 유적,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적
의 확인 등으로 전문법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무
엇보다 이 시기에는 전문법인들이 개인적인 사설기관이라기 보다는 설립주체가 공
공의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았던 탓에 외부에서의 비판은 대두될 수 없는 상황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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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점도 있었다.
점차 전문법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를 넘어오
면서 기존 공공 성격의 기관에 대한 내부문제와 개인설립 기관의 사유화 문제와 연
결되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전자의 경우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
관은 설립주체기관으로부터의 운영비를 지원받기는 커녕 오히려 구제발굴을 수익
사업화하여 발굴조사비 일부를 다른 사업비로 전용함으로써 발굴조사비 상승을 부
채질한다는 시각과 함께 직원들 상당수가 계약직, 위촉직 등의 비정규직으로 직장
내 위화감 조성은 물론 신분 불안정과 소규모조직이라는 한계로 인해 인사적체 현
상 등으로 인한 잦은 이직과 그로 인한 조사경력이 부족한 인력의 채용은 결국 부
실발굴과 발굴조사의 연속성 부재로 인한 발굴기간 연장이라는 현실적인 심각한 문
제점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들 전문법인의 기관장 가운데 일부는 고고학전공자가
아닌 사람으로 원활한 조직관리와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
적되었다.
특히 개인에 의한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문제와 함께 공공
재인 매장문화재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민법에 의한 비영리 민간법인으로 인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는 같은 맥락에서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이 전적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전가되어 있으며, 유물의 보관,
관리비와 보존처리비, 전문법인의 제반 운영에 필요한 간접경비까지 부담함으로써
사업 시행자에게 발굴조사비용이 과다 청구되어 마찰과 분쟁의 요인이 된다는 현실
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제기와 비판은 기본적으로 현재
문화재보호법상 ‘수익자부담원칙’이 전제된 이상 개선될 수 없는 사항으로 국가사업
을 대행하는 전문법인에 대한 비판은 문제가 있다.
물론 위에서의 제도적인 결함 외에 전문법인 자체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전혀 아
니다. 그동안 제도적인 요인 외에 제기된 비판을 들어보면, 전문법인 설립이 당초
대부분 영세한 개인이 설립ㆍ운영하고 있어 운영비는 전적으로 조사경비에 의존하
여 조사원들의 미래가 지속적인 안정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점, 법인 설립자의 대학
동문이 법인 조사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조직 내 공정한 경쟁성 저하나 불
협화음, 타 법인과의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법인 설립자 일부는
문화재청 또는 국립기관의 퇴직 공무원으로서 법인의 감독기관인 문화재청과 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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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적 관계가 유지되어 공공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 장기적으로 보아 향후 발굴
수요의 부족사태가 온다면 법인 운영을 조사용역비에 의존하고 있는 법인간의 제살
깎기식의 과도한 저가 경쟁과 이로 인한 조사수준 저하로 인해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 등으로 본연의 학술조사가 어려워지고 결국은 경제적 측면에
입각한 조사 환경의 요구로 인한 구성원들의 연구의욕 저하, 고고학적 조사의 질적
저하가 초래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전문법인의 역기능적인 문제는 사실 법인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
으로 제기되어 온 것들로 법인을 감독하고 있는 문화재청이나 관련 법조항의 수정
으로 제반 환경 개선이 가능한 부분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법인들에게 일방적인 책
임전가는 문제가 있다. 또한 조사물량에 대한 법인간 경쟁과 질적 저하에 있어서는
조사원자격인증제도의 확충을 통해 각 전문법인의 수준에 맞는 조사양의 조절을 도
모하고, 근본적으로 공영제적인 성격인 매장문화재조사에 대해 일반 개발사업과 동
일한 잣대로 입찰경쟁을 실시하는 현행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하루빠른
적절한 시행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Ⅳ. 매장문화재조사전문법인의 내일
최근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통한 과거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 그 흔적을 남겨둔
매장문화재의 보호 연구가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국가산업 개발이라는 현실적 당
위성 앞에 저해요소로 전락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개발로 인하여
파생된 이익이 우선된 문화재관련 각종 법규 및 관련지침을 통한 정책은 그 자체가
스스로의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문제 제기에서 가져야할 근본적
인 시각은 어떻게하면 우리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를 성실하고 과학적, 합
리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성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성을 가
지면서 당면한 문제해결에 집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간의 행위가 다른 동물보다 우위에 둘 수 있는 것은 행위의 동기가 수단에 있
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적절한 목적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금의 매
장문화재보호와 발굴은 단지 긴급 구제조사하여 산업개발의 저해요소를 제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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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문화의 복원, 연구, 국민의 문화의식 함양, 자긍심 고취
라는 궁극적인 목적성을 수행하는 기능적 역할에 정부가 우선적인 문제해결의 시각
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관심의 화두인 발굴조사의 공영제를 당사자
인 발굴조사기관과 심도있는 대화와 노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비록, 그 목적이
아무리 정당화할지라도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 목적의 결과에 관계없이 진실되게
행동하여야 할 의무가 항상 유효하여야 한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매장문화
재 발굴조사에 관한 당사자가 함께 모여서 총체적이고, 초보적인 문제부터 집요하
게 반성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영제란 결국, 국가가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선진국가로서 행하여야하는 제도
적 장치라고 이해될 수 있으며, 공공재인 매장문화재에 대한 제관리자의 주체가 국
가라는 개념에서 해당하는 사업의 행위의 주체와 인원이 모두 국가, 공공기관이어
야 한다는 편협되고 고정된 시각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발굴공영제에서의 가장 큰
원칙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개발행위를 위한 사업시행자의 ‘수익자부
담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정부는 개발로 인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서 결코 공영제의 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다면, 매장문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문화재에 대한 보수, 복
원, 발굴, 개발, 연구 등 제행위는 각종 법인이나 단체에서 위탁운영, 관리되고 있
다. 특히, 보수, 복원에 관련된 기관은 국가가 인정하는 일정한 자격증을 취득한자
와 이러한 사람을 고용한 일반민간기업과 동일하게 수익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지금 취하고 있는 정부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시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일반문화재 담당전문기관(사단법인, 재단법인, 일반기업 포함)에 대한 문화재청
의 시각은 ‘문화재 보호와 육성’이란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가이다. 또 다른 것은 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는 공영제를 주장하여야 할 만큼
좋지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그 정점은 역시 ‘개발행위에 수반되는 민원’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는 소위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명제를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행위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순환적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매장문화재의 발
굴과 보호를 위하여 발굴전문기관에게만 그 책임과 감독을 명시할 것이 아니라 오
히려, 대국민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여야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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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이에 대한 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 선별과제인 것이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공영제는 진정한 의미의 발굴공영제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기관의 ‘공공기관화’와 혼돈해서 초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문법인은 각
종 공사나 대규모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제의 사업에 수반된 매장문화재의 구제발
굴에서 그 재원의 대부분은 국민의 세금 또는 그 예산이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출현되어 시행되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사업시행 주체자에 의해 의한 구제발굴
조사가 완료되면 발굴조사금액은 정산하여 결산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된 매장
문화재는 보고서 간행과 더불어 국가귀속조치하고 있는 등 제행위의 절차에서 이미
공영화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전문법인의 순기능 항목에서 제
시한 각종 활동을 통해서 고고학 종사자 뿐아니라, 서민계층의 경제행위 기회마련,
각종 사회봉사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지난 20여년의 짧은 기간 동
안 이루어 놓은 전문법인의 순기능적, 공영제적 성과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법인은 발굴공공기관화라는 단순한 틀에서 벗어나 공공성 확보를 위
한 자생적인 정화노력과 시스템 개발, 조사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자격인증제, 전
문법인의 등급제, 매장문화재발굴조사자의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합
리적인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한문협의 법정법인화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고 이에 대한 한국고고학회 등
관련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일련
의 활동이 있고 이에 대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
하고 열린 공간에서 다양한 의견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졸속으로 진행된 점
에 아쉬움이 남고 실제 그 해당 구성원들은 진행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
한 자세한 상황파악도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접 당사자인 한문협 조차
도 행정기관에 벌써부터 예속되어 종속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만
증폭될 뿐이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의 한문협의 구성 중심은 소속 회원기관의 대표자가 그 구성
의 주체가 되어 총회, 이사회 또는 각 산하 부속기구를 운영 의결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소위 ‘법정 한문협’ 역시 사단법인으로 그 구성의 주체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 즉, 주체가 각 회원기관의 기관장인가? 소속
되어 있는 연구조사자들도 포함하는가에 명쾌성이 불확실한 실정에 있다.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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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③문화재발굴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등 조사인력 관리”라는 항목으로 규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로 인한다면, 해당 문화재발굴사 역시도 포괄하는 ‘법정
한문협’을 뜻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금번 개정된 법의 큰 틀 가운데 중요사항이 ‘문화재발굴사’의 자격인증제와 현행
한문협의 ‘법정 한문협’의 설립에 있다고 한다면, 향후 ‘문화재발굴사’의 개인적인 자
격은 인증된다고 할지라도 이들을 포괄하고 운영하는 소위 ‘문화재발굴사협회’의 창
립은 당연한 순서일 것인데 과연 이러한 단체를 ‘법정 한문협’ 내에 귀속시킬 것인
지 아니면 별도의 단체로 운영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이나 연구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향후 ‘문화재발굴사’라는 국가인증자격자들과 상호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발전적 관계를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행정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 소위 ‘야외고고학자협의회’라는 실제 고고학 현장에서 종사
하고 있는 책임조사원급 이하의 연구자들의 협의체 구성을 가시화하고 있는 움직임
에 주목하여야 하며 이러한 단체의 필요성은 사회적인 요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다. 나아가 ‘야외고고학자협의회’와 ‘법정 한문협’과 원활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발
전적 동반자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활성화하는 근거도 조속히 마련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Ⅴ. 맺음말
이상 매장문화재조사전문법인의 오늘과 미래에 대하여 기존 전문법인의 태동에
서부터 순기능과 역기능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본인의 사적인 의견을 두서
없이 개진하였다. 이밖에도 현재의 한문협의 소위 ‘법정 한문협화’에 대한 발전적
의미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발굴조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부디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노력과 움직임은 역사의 흐름에 역
행하지 않는 발전적이고 건전한 사회 중심체로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우리 스스
로가 되기 위한 것일 뿐아니라, 결코 권력기관화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나 학

186

東亞文化 14號

문의 자율성이 결여될 수 있는 점, 재정 자립성에 대한 자율성을 저해 등의 기우를
해소하기 위한 공통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하여 주길 바란다.
※ 본고는 본인이 ‘한문협 정책개발TF팀’의 일환으로 활동중에 작성하였던 “문화재 발굴
법인의 역기능과 순기능 연구”라는 정책보고자료 중 본인과 우리문화재연구원의 유
병록 선생의 원고부분을 기본으로 하여 수정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원고투고일자
게재확정일자

2013년
2013년

4월 1일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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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보
및
휘
보

1. 연 혁
연번

기 간

내 용

1

2011. 4. 6 ~ 2013.

가야고분 축조기법 연구 용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

2012. 2. 10 ~

학술교류협정 - 중국 복건성삼명대학교
-한ㆍ중 문화학술교류

2. 간행물
1) 학술지
연번

서명

발행처

발행일

12號

東亞文化 12號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12.

13號

東亞文化 13號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12. 12

6

2) 발간보고서
(1) 지표조사
연번

보고서명

발행처

발행일

127집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토석채취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東亞細亞文化財硏究

2013. 1

128집

감계지구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개발계획
수립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

東亞細亞文化財硏究

2013. 2

129집

창원 외감1지구 주거단지 개발사업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東亞細亞文化財硏究

2013. 3

130집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1공구 터널공사
가설도로 개설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東亞細亞文化財硏究

2013. 4

131집

창원 가음6구역 주택재건축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東亞細亞文化財硏究

2013. 4

연보 및 휘보

191

(2) 시 ․ 발굴조사
연번

보고서명

발행처

발행일

71집

密陽 美田里 複合遺蹟Ⅰ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미전지구농공단지협동화(주)

2013. 2

72집

金海 馬峴山城 北門ㆍ西門址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金海市

2013. 8

73집

金海 良洞山城 東門址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金海市

2013. 4

74집

楊平 道谷里 遺蹟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교통안전공단

2013. 3

75집

固城 基月里 1號墳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고성군

2013. 5

192

東亞文化 14號

3. 학술활동
1) 학술교류
교류기관

교류기간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2007. 4. 23 ~

일본 사이타마대학교
교양학부 및 대학원

2008. 5. 15 ~

상 동

일본 유기제작
기술연구회(토야마대학)

2008. 8. 22 ~

상 동

중국 북경사범대학교

2009. 4. 7 ~

상 동

일본 국립역사민속 박물관

2009. 5. 29 ~

상 동

2010. 12. 29 ~

<경남지역 고려~조선시대 분묘 공동학술
조사>
1) 대상: 고려~조선시대 주요 분묘 중 지정
문화재 35개소
2) 내용: 사진 촬영, 3D 스캔을 활용한 현지
조사 및 피장지와 관련된 문헌조사를 통
한 중근세 분묘의 기초현황자료 구축
3) 2013년 학술보고서 발간예정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4. 6 ~ 2013.

중국 복건성삼명대학교

2012. 2. 10 ~

교류내용
1) 교원ㆍ연구원ㆍ학생 교류
2) 공동연구 계획 및 실시
3) 학술자료 간행물 및 정보 교환

<가야고분 축조기법 연구>
1) 대상: 가야권역내 고분
2) 내용: 가야권역내 고분 집성 및
유형분류
3) 2013년 발간예정
1) 한ㆍ중 문화학술교류
2) 연구자의 정기적인 상호방문
3) 문화ㆍ예술ㆍ언어ㆍ학술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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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정
및
심
사

학술지 발간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의 학술지인 동아문화의 투고, 심사, 편집 등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
동아문화의 투고, 심사, 편집에 관한 모든 업무는 편집위원회가 관장한다.
제3조 (발간일자)
동아문화의 발행은 매년 2회로 정하며, 발행일은 6월 25일, 12월 24일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동아문화의 편집과 논문심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
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공분야에 대한 업적이 인정되는 자 중에서 연
구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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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획논문의 집필의뢰
5) 기타 학술지 편집에 관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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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논문 심사)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해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아
세아문화재연구원의 학술활동에 특별히 기여할 수 있는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
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연구윤리)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동아문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8조 (저작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 귀속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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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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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논문 심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의 학술지인 동아문화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심사위원)
1) 심사위원은 동아문화 편집위원 전원 및 접수된 논문과 동일 또는 근접한 학문
분야를 전공하는 외부 학자들 중 소수를 편집위원회 결의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편당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심사위원은 원고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고논문 심사결과 보
고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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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평 등은 일
부의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연구 주제ㆍ분야ㆍ체제ㆍ분량ㆍ논지의 적 합성 여부
를, 2차 심사는 해당 분야 심사위원이 연구 방법ㆍ내용의 적합성과 독창성ㆍ논리
전개의 학술성과 객관성 및 학계 기여도 등 학문의 종합적 성격을 각각 판정하
며, 3차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1~2차 ｢투고논문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게
재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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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심사 결과 판정)
1) 편집위원회는 1차 논문 심사를 통해 게재 가부를 결정하며, 2차 심사를 맡은 심
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적 객관성을 심사하여 ｢투고논문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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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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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중해야 한다.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정 거부 사유서를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
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정 : 2008년 6월 15일
개정 : 2010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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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논문 심사결과보고서
심사논문 제목
성명
소속

심사위원

연락처
전 공

1. 평가 내용 : A)우수 B)보통 C)미흡 D)많은 문제점이 있음
분야

평가
A B C D

세부 평가 항목

가.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며, 제목이 관련분야의 주제로 적절
한가?
Ⅰ. 논문의
나.
목차와 분량은 적절한가?
체계와 논지
다. 일관된 논지를 갖추고 있는가?
라. 전문적인 연구논문의 내용을 갖추었는가?
마. 기존 연구성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Ⅱ. 논문의
내용

바. 기존 연구와 다른 독창적 내용을 담고 있는가?
사. 사료의 인용과 해석이 정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아. 논리전개는 비약이나 왜곡이 없으며, 객관적인가?
자. 사용된 용어나 개념은 정확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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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는 판정
이유를 다음 장의 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심사결과 보고서는 심사의견서와 함께 우송(또는 E-Mail로 전송)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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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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연락처

소속

제출일시

수정거부 사유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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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文化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의 학술지인 동아문화에 학술 연구 및 연구
논문을 발표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 및 기준을 규정하여
진정한 학술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저자는 자신이 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마치 자신의 연구결과나 주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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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
의 독창적인 주장인지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
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이중게재

①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
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게재에 해당한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데이
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이중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 이중게
재는 일반적으로 논문의 경우만 해당하며,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일반 학술지에 짧은 서간 형태(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의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 데이터를 추가 또는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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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
계나 어떤 선입견 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
게 취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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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
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
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의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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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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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順治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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격
은 160으로 작성하며, 사료는 10 Point, 들여쓰기 10칸 정도로 하고, 각주는 9 Point
로, 줄간격은 130으로 한다.
7) 한자병기의 경우 괄호 표시는 한글 명칭과 한자음이 동일한 경우에는 ( )로, 일치
하지 않는 경우는 [ ]로 표기한다.
8)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문교부 고시 제 88-1호: 1988.1)을 따른다.
9) 본문과 각주의 書名은  , 편명이나 단편 글, 논문명은 ｢ ｣, 인용문은 “ ”, 작은
인용문은 ‘ ’, 강조는 < >, 중간점은ㆍ등으로 표기한다.
10) 원고는 논문이 게재된 CD 1매와 출력본 1부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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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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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
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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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명
이 다른 경우에는 역주서 다음의 괄호( )속에 원전도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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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한다. 저자가
여러명일 경우 3명까지는 모두 열거하며, 동양인의 경우는 저자명 사이에 중간점

ㆍ을 찍어 구분하고, 서양인의 경우에는 2명이면 ‘◯◯and☆☆’의 형식으로 표기한
다. 4명이상일 경우 맨 처음의 저자명만 적되, 동양의 경우 ‘◯◯외’를, 서양의 경
우에는 ‘◯◯et al.’ 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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