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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후지오

신이치로(藤尾慎一郎) 著*
배덕환 譯**

요 약
본 보고는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농경의 시작과 농경사회의 성립과정에서 보이
는 차이를 밝히는 것에 있다. 금회는 쌀과 보리, 조와 기장 등 초원성 종자류의 재
배를 대상으로 한 농경에 한정했다.
한국에서는 7,000년 정도 전부터 조ㆍ기장을 대상으로 한 전작농경이 시작되었으
며, 기원전 13세기에는 쌀도 새로이 부가된다. 밭의 면적도 수ha에 달하는 광대한
것이 나타나며, 기원전 12세기에는 청동기를 가진 유력자의 묘도 출현한다.
관개식 수전도작이 기원전 11세기에 시작되며, 기원전 10세기에 환호취락이 조성
되고, 분구를 가진 대형 구획묘가 나타나 수장층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큐슈
(九州) 북부에서는 현재 전작농경은 확인되지 않지만, 기원전 10세기에 돌연 관개시
설 한 광대한 수전에서 쌀을 재배하는 생활이 시작되며, 기원전 9세기에 걸쳐서 환
호취락과 유력자의 묘 등이 축조되게 된다.
양 지역에서 농경의 시작과 전개를 비교할 경우, 8개의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九州(큐슈)․四國(시코쿠)․本州(혼슈)의 농경문화에는 한국과 공통되는 특징을
보이는 농경문화와 그 외 보이지 않는 농경문화가 병립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 조ㆍ기장 농경, 관개식 수전도작, 환호취락
*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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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보고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초기농경의 특질을 밝히는 것에 있다.
현재, 한국의 조ㆍ기장재배는 일본의 죠몬 전기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소급될 가능
성이 있다. 그 후, 수천년간에 걸쳐서 조ㆍ기장이 재배된 뒤, 기원전 13세기에 쌀을
포함한 전작이, 기원전 11세기에는 수전도작이 시작되며, 이후 수전과 조ㆍ기장재
배가 공존한다. 한편, 일본의 조ㆍ기장재배는 수전도작보다도 늦게 시작됨과 동시
에 그 후의 전개도 수전도작에 비해 그다지 주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
다.1) 이러한 농경의 전개과정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지형과 기후
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한국에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광대한 평야가
전개되는 지역도 있고, 서일본과의 기후 차가 그리 다르지 않은 지역도 있다. 따라
서 본 보고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농경의 시작과 농경사회의 성립과정에서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적하고, 그 특질에 대해 살펴보고 싶다. 본론으로 들어
가기 전에 본 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농경을 규정하고자 한다.
금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조ㆍ기장이나 쌀, 보리 등 초원성 종자의 재배이다. 같
은 재배종에서도 콩과 박, 들깨 등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지표로 한 농경이
전 생업에 점하는 비중은 언급하지 않는다. 이 정의에 의하면, 죠몬인도 농경을 행
하였던 것으로 된다. 대상으로 하는 시기는 농경의 시작에서부터 농경사회가 성립
되기까지를 다루며 그 과정이나 전개과정에서 보이는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과 차이
점을 밝히고자 한다.

Ⅱ장에서 한국에 있어서의 조ㆍ기장재배의 시작에서부터 수전도작의 개시, 수장
묘와 환호취락의 성립에 대해 보고한다. Ⅲ장에서는 일본에서의 수전도작의 시작에
서부터 조ㆍ기장재배의 개시, 부장품을 가진 묘의 출현과 환호취락의 성립에 대해
보고한다. 마지막으로 양 지역에서 보이는 초기농경의 특징과 차이, 차이가 생긴 요
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양 지역의 연표를 도면 1로 나타내는 것에서, 유
적의 시기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싶다. 연대의 근거는 야요이 장기편년2)과 표 1

1) 일본열도에서 조ㆍ기장재배는 늦어도 4,000년 전에는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현재 직
접적인 증거는 없다.
2) 기원전 10세기를 개시기로 하고, 약 1,200년간 계속된 탄소14연대에 기초하여 야요이 편년한 것.

6

로 나타낸 한국측의 탄소14연대치이다.

도면 1. 한국 청동기시대와 九州 北部의 연대 및 주요유적

종래의 기원전 5~4세기에 시작되어 약 700년 계속된 야요이 편년을 단기편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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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
1. 조ㆍ기장재배의 시작
한반도 남부에서 조ㆍ기장재배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증거로서는 부산시 동삼동패
총에서 출토된 기장의 유체가 알려져 있으며, 그 연대는 4,590±100 14C BP로 보고
되었다. 그러나 작
년, 강원도 문암리유
적에서 기원전 약
7,000년 전의 이랑을
가진 밭이 보고되어
현재 다양한 자연과
학적인 조사가 행해
지고 있다. 식물유체
의 존재만으로는 바
로 농경이라고 할 수
없지만, 금후 토기나
석기의 해석이 진행
되면 전체상이 명확
하게 밝혀질 것이다.
경북 김천 송죽리유
적에서 출토된 즐목
문 후기로 비정되는
다수의

석기류와의

관계 등이 흥미롭다.
조ㆍ기장재배가

전

생업에서 점하는 비
중 등을 포함해서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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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한국 수전유적 분포도(이수홍 작성)
- 문암리는 신석기시대의 밭 -

2. 쌀을 포함한 전작의 시작과 농경사회의 성립
기원전 13세기가 되면, 돌대문토기에 공반되는 밭이 나타나 쌀과 보리를 포함한
조ㆍ기장재배가 행해지게 된다. 농공구도 정형화되고, 본격적인 전작의 시대로 들
어서게 된다.
[표 1] 한국 청동기시대의 탄소14연대
형식

측정기관(시료)

탄소14연대（14Ｃ BP）

유적명

소재지

문암리

강원도

동삼동

부산시

대취자 제3기

대련시

미사리

경기도

용정동

충청북도

가락리

3,030~2,490

용산동

대전시

가락리

2,860~2,820

옥방

경상남도

송죽리

기원전 3,800~3,500

쌍타자 제3
돌대문
송국리

(조)

4,590±100

(탄화미ㆍ기장)

3,090±110

역박(토기부착)

3,360
2,070

돌대문

역박(토기부착)

3,230~3,180

휴암리

서울대(보리ㆍ조ㆍ기장)

2,850~2,370

경상북도

돌대문

역박(목탄)

3,000~2,910

어은

경상남도

돌대문

역박, 서울대, 토론토대.
(쌀ㆍ보리ㆍ밀ㆍ조)

2,940~2,830

흔암리

경기도

흔암리

살내

경상남도

남천

일본이화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3,210~2,089

흔암리

역박

3,080~2,940

송국리

역박

2,630~2,560

경상남도

흔암리

역박

3,060~2,900

진라리

경상북도

흔암리

서울대

3,040~2,700

비래동 1호

충청남도

흔암리

(목탄)

2,860

백석동

충청남도

흔암리

(쌀ㆍ콩)

2,840~2,550

동천동

대구시

휴암리

역박(토기부착), 서울대

2,920~2,570

검단리

울산시

휴암리

학습원대

2,880~2,650

야음동

울산시

휴암리

역박, 서울대

2,730~2,450

송국리

충청남도

송국리

도삼리

충청남도

송국리Ⅰ

역박(토기부착)

2,460

마전리

충청남도

송국리Ⅲ

역박(토기부착), 서울대

2,540~2,480

늑도

경상남도

늑도

역박(옻나무)

2,190･2,150

2,665~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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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동기는 출현하지 않지만, 본격적인 농경의 시대로 들어선 것에서 청동기
시대 조기라 부르고 있다. 경남 진주시의 평거동유적(도면 3)에서는 이 시기의 밭이
보이고 있다. 경남 진주시의 어은유적(도면 4)에서도 공열문단계의 밭 아래에 돌대
문단계의 밭이 상정되는 것에서 한반도 각지의 광대한 면적의 밭에서 곡물이 재배
된 것으로 생각된다.
역삼동단계의 어은유적에서는 3ha의 면적을 가진 밭이 조성되어 쌀, 보리 등의
곡물과 조ㆍ기장이 재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도나 경기도에서는 이미 요령식동
검을 부장한 묘가 보이고 있는 것에서 전작농경을 생산기반으로 한 농경사회가 성
립하고 계층차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공열문단계가 되면 관개식 수전이 나타
난다. 울산시 옥현유적(도면 5)에서는 소구획 수전이 보이며, 정형화된 농공구에 동
반해서 석검과 마제석촉 등의 무기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선송국리단계가 되면 환
호취락(도면 6․7)이 출현하고, 농경사회가 성립됨과 동시에 분구를 가진 대규모 구
획묘(도면 12)가 출현하여 청동기 등의 부장품을 가진 것에서 유력자가 등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반도 남부에서는 본격적 농경이 시작되고서부터 수백년에 걸쳐 농경사
회가 성립되고, 유력자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수전도작 뿐만 아니라
본격적 전작이 성립되었다는 점이 일본열도와의 가장 큰 차이이다.

Ⅲ. 일본열도
1. 조ㆍ기장재배의 개시
일본열도의 경우, 현상에서 곡물재배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죠몬 말기의 前

池(마에아케)式으로 비정된 島根縣(시마네켄) 板屋(이타야)Ⅲ유적의 쌀 압흔이다.
(도면 7) 기원전 10세기 전반경의 것이다. 물론 밭이 조사된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무렵, 쌀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板屋Ⅲ유적 이전으로 소급되
는 압흔은 쌀ㆍ조ㆍ기장 모두 아직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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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경남 진주 평거동유적
- 돌대문토기 단계의 취락과 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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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경남 진주 어은 1지구 공열문토기단계의 밭
(李相吉, ｢韓國における農耕社會の儀禮と世界觀｣,
國立歷史民俗博物館硏究報告 第119集, pp.381~38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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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울산 옥현유적 공열문토기단계의 취락과 수전
(경남대학교박물관․밀양대학교박물관, 울산 무거동 옥현유적, 199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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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한국 환호취락 분포도(이수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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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日本의 연구자 중에는 板屋Ⅲ유적보다 오래된 것은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필
자를 포함한 九州의 연구자는 적어도 죠몬 후기 후반(약 3,800년전) 정도까지 소급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경우는 조ㆍ기장재배의 가능성이 높다.

九州에는 쌀과 조ㆍ기장 등 죠몬 중기까지 소급되는 압흔의 보고 예는 있었지만,
식물의 동정이나 토기의 시기비정 등의 문제에서 이때까지의 것은 모두 부정되고
있다. 특히 西日本 토기의 시기비정은 東日本의 토기에 비해 문양이 적은 것이 시
기비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가령 소급된다고 해도 죠몬시대의 경우, 전 생
업에 점하는 농경의 비중은 적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자간에 공통이해가
있다.

도면 7. 島根縣 板屋Ⅲ유적 출토 돌대문토기에 붙은 벼압흔(기원전11세기)

도면 8. 北九州市 貫川(누키카와)유적 석도
-黑川(쿠로카와)式에 공반된 最古의 석도(기원전11세기)-

한국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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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전도작의 개시와 농경사회의 성립
관개식 수전도작이 시작된 것은 기원전 10세기 후반의 玄界灘(겐카이나다)연안
지역이다.(도면 10) 처음부터 지형과 지하수위에 맞는 수전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福岡市(후쿠오카시) 板付(이타츠케)유적에서는 1매가 500

㎡를 넘는 대구획 수전이 만들어지고 급배수시설을 구비한 관개시설을 갖추었다.
기원전 9세기 후반에는 福岡市 那珂(나카)유적에 환호가 굴착되며, 系島市(이토
시마시) 新町(신마치)유적에서는 조선식 마제석촉이 꽂혀서 사망한 남성의 유체가
지석묘의 아래에서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가 되면, 농경사회가 성립하고, 전
쟁이 시작되는 등 사회가 질적으로 변화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원전 9~8세기가 되면, 福岡市 雑餉隈(자쇼노쿠마)유적(도면 13)에서 부
장소호와 마제석검, 마제석촉을 부장한 유력자의 묘가 조성된다.

3. 야요이 전작의 시작
조ㆍ기장 등의 압흔이 있는 토기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8세기로 비정되는

長野縣(나가노켄) 飯田市(이이다시) 矢崎(야자키)유적이다. 다음으로 조ㆍ기장의 존
재가 분명한 것은 기원전 7세기의 鳥取市(돗토리시) 本高弓の木(혼타카유미노키)유
적과 德島(토쿠시마)大學 구내에 있는 기원전 6세기의 庄․藏本(쇼․쿠라모노)유적
으로서, 특히 후자에서는 밭이 조사되었다. 滋賀縣(시가켄) 龍ヶ崎(류우가사키)A유
적에서는 기원전 6세기의 長原(나가하라)式 심발의 저부에 기장의 형태를 띤 탄화
물이 남아 있다. 또한 奈良(나라)와 愛知縣(아이치켄)에서 보이는 야요이 전기 후반
이후의 토기부착 탄화물을 탄소동위체비분석한 결과, 조나 기장 등의 C4 식물인 것
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九州보다도 中(쥬)․四國(시코쿠), 近畿(킨키)에서 東海(토
오카이)에 걸쳐서의 기원전 7세기~기원전 4세기의 유적에서 조ㆍ기장 등이 많이 보
여 정형화된 밭에서 재배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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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울산 검단리 환호취락

도면 10. 福岡市 板付유적의 환호와 수전(기원전10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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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청동기시대 전기 분묘분포도(이수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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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전북 진안 안자동유적 1호묘(부석구획묘, 직경 20.2m)

도면 13. 福岡市 雑餉隈유적 출토 부장품

한국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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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한국․일본의 초기농경의 특질
① 농경의 시작에서부터 농경사회의 성립까지(조ㆍ기장재배에서 환호취락의 성
립)
한반도 남부에서는 문암리(7,000년전)에서 조ㆍ기장재배가 시작되고부터 환호취
락이 출현(기원전 11세기)하고 사회가 질적으로 변화를 이루기까지 약 6,000년이 걸
렸다. 특기할 것은 전 생업에 점하는 비중이 부분적인 농경단계가 수천년간 계속된
것에서 西日本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전작농경이 시
작된 기원전 13세기부터 유력자의 묘가 출현하기는 기원전 12세기까지는 100년이
채 못 된다는 점이 흥미로우며, 유력자의 묘가 수전도작 이전에 출현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 남부의 특징으로서 특히 주목된다.
한편 일본열도에서는 기원전 10세기 후반에 수전이 시작되고서부터 사회가 질적
변화를 수반하는 기원전 9세기 후반까지 약 100년 정도 걸린다. 현재로서는 기원전
10세기 전반 이전에 전작을 행한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죠몬 후기 후반까지 조ㆍ기
장재배가 소급된다면 한반도 남부와 같은 양상으로 전 생업이 점하는 비중이 부분
적인 농경단계가 약 3,000년 정도 계속된 것으로 된다.
반대로 조ㆍ기장재배가 죠몬 후기 후반까지 소급되지 않는 경우는 한반도 남부에
서 창조된 문화복합체가 일본열도로 들어온 것에서 수전도작의 개시부터 약 100년
정도에 농경사회가 성립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죠몬 후ㆍ만기의 조ㆍ기장재배가
열도 내에서 확인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농경사회 성립에 이르는 프로세스의 해석
이 크게 변하게 된다.

② 죠몬 해진기에 병행하는 온난기 조ㆍ기장 농경을 시작한 한국과 쌀 재배를 시
작한 일본
금회의 보고에서는 대두와 팥 등 콩류의 재배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일본열도에만 확인되는 것으로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일본열도보다 오
래된 재배 콩의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대륙에서는 오래전부터 조ㆍ기장재
배가 행해졌으며 일본열도에서는 오래전부터 대두와 팥의 재배가 행해진 것으로 판
정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③ 기원전 12세기부터 본격적 전작이 시작된 한국과 기원전 7세기에 시작된 서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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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본열도의 조ㆍ기장재배가 돌대문토기 이전으로 소급되어 결국 죠몬 후기 후
반까지 오래된 것이라고 해도 기원전 12세기의 한반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수ha
가 넘는 광대한 밭을 상정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따라서 본격적 전작 개시기의
시간차는 현재로서도 500년 정도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④ 관개식 수전도작의 개시기는 기원전 11~10세기로 거의 변하지 않지만, 그 후
의 전개가 다르다. 수전도작으로 특화된 일본과 수전과 밭이 조합된 경우가 많은
한반도 남부라는 차이를 인지할 수 있다. 특히 九州 北部에서는 수전도작에 특화되
는 경향이 강하다.

⑤ 관개식 수전도작을 생산기반으로 사회의 질적변화를 일으키는 농경사회가 성
립된 점은 한반도 남부와 서일본이 같다. 그 의미에서는 본격적인 전작을 실시해도
농경사회가 성립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반도 남부에
서는 요령식동검 등의 청동기를 부장하는 유력자는 전작단계에도 존재하는 것에서
환호취락과 전쟁 등 사회의 질적인 변화를 시사하는 요소와 위신재의 부장과는 사
회적 배경을 달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⑥ 관개식 수전도작, 환호취락, 수장묘, 전쟁이라는 농경사회에서 확인되는 요소
는 한반도 남부에서 창조되어 西日本에 셋트로 유입되었다.(본격적 전작농경에서
위신재를 가진 수장묘, 수전도작으로 사회의 질적변화)이들 요소 중에서도 가장 늦
게 나타나는 것이 선송국리단계에 나타나는 환호취락이다. 물론 청동기시대 전기의
환호취락도 있지만, 아직 1예만 알려져 있다. 안재호는 중국 동북부에서의 이주집
단이 환호를 만든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이것을 인정한다면 선송국리단계의 검
단리 환호취락이 성립된 시점을 기반으로 농경사회가 정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그렇다면 九州 北部에 이들 문화복합체가 유입되기까지의 시간은 100년 한도로
된다.

⑦ 九州 北部에는 이후에도 한반도 남부에서 창조된 문화복합체가 유입되었지만,
일본열도를 동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그러한 문화복합체의 직접파급은 적어져 단편
적인 것으로 된다. 그 부분은 재래계의 요소를 취하는 범위가 넓어져서 보다 재지
화된 농경사회가 형성되어 간다. 소위 죠몬적 요소가 농후해진다는 표현으로 나타
나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환호취락의 차이나 청동기 제사의 취급이 다른 것은
이것이 배경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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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일본의 조ㆍ기장재배는 九州에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中․四國, 近畿․中部에
서 밭과 탄화종자, 압흔토기가 보이고 있다. 해석하자면, 관개식 수전도작에 특화되
었는지, 밭도 포함한 혼작을 행하였는지는 지리적․기후환경에 덧붙여 집단의 선택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과연 그러한 것일까? 종종 한
반도에서는 수전도작과 육작, 조ㆍ기장재배가 조합된 소위 혼합농업이 기본이다.
따라서 九州 북부에서 보이는 수전도작에 특화된의 방식이 오히려 서일본의 독자적
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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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と日本
- 農耕の始まりと展開を探る -

3)藤尾慎一郎*

要 旨
本報告は，韓国と日本における農耕の始まりと農耕社会の成立過程にみられる違
い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ある。今回はコメやムギ，アワやキビなどの草原性種子類の
栽培を対象とした農耕に限定した。
韓国では7千年ぐらい前からアワ․キビを対象とする畑作農耕が始まり，前13世紀に
はコメも新たに加わるようになる。畑の面積も数ヘクタールにも達する広大なものが現
れ，前12世紀には青銅器をもつ有力者の墓も出現する。

灌漑式水田稲作が前11世紀に始まり，前10世紀に環壕集落が作られるようになる
と，墳丘をもつような大形の区画墓が現れ，首長層が形成されていたことがわかる。
九州北部では今のところ畑作農耕は確認されておらず，前10世紀に突然，灌漑施設
をもつ広大な水田でコメを作る生活が始まり，前9世紀にかけて環壕集落や有力者の
墓などが造られるようになる。
両地域における農耕のはじまりと展開を比較したところ，8つの点において特徴を
見いだした。
九州․四国․本州の農耕文化には，韓国と共通する特徴をみせる農耕文化と，そ
れほどみせない農耕文化が並立しているのである。
キーワード : アワ․キビ農耕，灌漑式水田稲作，環壕集落

* 日本 国立歴史民俗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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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はじめに
本報告の目的は、韓国と日本における初期農耕の特質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あ
る。現在のところ、韓国のアワ․キビ栽培は日本の縄文前期に相当する時期までさ
かのぼる可能性がある。その後、数千年間にわたって、アワ․キビが栽培されたあ
と、前13世紀にコメを含む畑作が、前11世紀には水田稲作がはじまり、以後、水田
とアワ․キビ栽培が共存する。一方、日本のアワ․キビ栽培は水田稲作よりも遅れ
てはじまるとともに、その後の展開も水田稲作に比べるとあまり主体的といえる状況
にはない1)。
こうした農耕の展開過程が異なる理由については、韓国と日本の地形や気候に起
因すると説明されてきたが、韓国にも西海岸を中心に広大な平野が開ける地域もあ
るし、西日本との気候差がそれほど違わない地域もある。
そこで本報告では、韓国と日本における農耕の始まりと農耕社会の成立過程にみ
られる共通する点と異なる点を指摘し、その特質について考えてみたい。本論に入る
前に，本発表では次のような意味で農耕を規定している。
今回、対象とするのは、アワ․キビなどのアワ․キビやコメ․ムギなど草原性種子
の栽培である。同じ栽培種でもマメやヒョウタン、エゴマなどは対象としていない。
また、かつて指標としていた，農耕が全生業に占める割合は問わない。この定義にし
たがえば縄文人も農耕を行っていたことになる。
対象とする時期は農耕がはじまってから農耕社会が成立するまでを扱い、その過
程や展開過程にみられる韓国と日本の共通点と相違点を明らかにする。

Ⅱで、韓国におけるアワ․キビ栽培の始まりから，水田稲作の始まり。首長墓や
環壕集落の成立について報告する。Ⅲで、日本における水田稲作の始まりから雑穀
栽培の始まり、副葬品をもつ墓の出現や環壕集落の成立について報告する。
最後に，両地域にみられる初期農耕の特徴と違い、違いが生じた要因について考
える。なお、両地域の年表を図１に示したので、遺跡の時期を確認していただきた
い。年代の根拠は弥生長期編年2))と表1に示した韓国側の炭素14年代値である。
1) 日本列島における雑穀栽培は遅くとも4000年前には始まっていたと予測しているが、現状では
直接的な証拠は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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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1. 韓国靑銅器時代と九州北部の年代と主要遺跡

2) 紀元前10世紀を開始期とし、約1200年間継続した炭素14年代に基づく弥生編年のこと。

韓国と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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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韓国
1. アワ․キビ栽培の始まり
韓半島南部におけるアワ․キビ栽培の可能性を示す証拠としては，釜山市東三洞
貝塚から出土したキビの遺体が知られており、その年代は4590±100 14C BPと報告さ
れている。しかし昨年、江原道文岩里遺跡において、約七千年前の畝をもつ畑が見
つかり、現在、さまざまな自然科学的な調査が行われているようである。植物遺体
の存在だけでは即農耕とはいえないが、今後、土器や石器の解析が進めば、全体像
が明らかになってくるであろう。慶北金泉松竹里遺跡で見つかっている櫛目文後期
に比定される数々の石器
類との関係など、興味深
い。アワ․キビ栽培が全
生業に占める割合など含
めて、興味深い。

2. コメを含む畑作の
始まりと農耕社会
の成立
紀元前1 3 世紀になる
と、突帯文土器に伴う畑
が見つかるようになり、
コメやムギを含むアワ․

キビ栽培が行われるよう
になる。農工具も定型化
し、本格的な畑作の時代
に入っ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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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2. 韓国 水田遺跡分布図(李秀鴻氏作成)
- 文岩里は新石器時代の畑 -

表1. 韓国靑銅器時代の炭素14年代
所在地

文岩里

江原道

東三洞

釜山市

大噛子第3期

大連市

漠沙里

京畿道

龍亭洞

忠清北道

可楽里

3030～2490

龍山洞

大田市

可楽里

2860～2820

玉房

慶尚南道

松竹里

慶尚北道

型式

測定機関(試料)

炭素14年代

遺跡名

14

( Ｃ BP)
前 3800～3500

双詑子第 3
突帯文
松菊里

(アワ)

4590±100

(炭化米、 キビ)

3090±110

歴博(土器付着)

3360
2070

突帯文

歴博(土器付着)

3230～3180

休岩里

ソウル大(ムギㆍアワㆍキビ)

2850～2370

歴博(木炭)

3000～2910

突帯文

漁隠

慶尚南道

突帯文

欣岩里

京畿道

欣岩里

歴博，ソウル大，トロント大
(コメㆍムギㆍコムギㆍアワ)

2940～2830

日本理化学研究所
韓国原子力研究所

3210～2089

欣岩里

歴博

3080～2940

松菊里

歴博

2630～2560

慶尚南道

欣岩里

歴博

3060～2900

陳羅里

慶尚北道

欣岩里

ソウル大

3040～2700

比東洞 l号

忠清南道

欣岩里

(木炭)

2860

白石洞

忠清南道

欣岩里

(コメㆍマメ)

2840～2550

東川洞

大邱市

休岩里

歴博(土器付着)、ソウル大

2920～2570

検丹里

蔚山市

休岩里

学習院大

2880～2650

也音洞

蔚山市

休岩里

歴博、ソウル大

27 30～2450

松菊里

忠清南道

松菊里

道三里

忠清南道

松菊里Ⅰ

歴博(土器付着)

2460

麻田里

忠清南道

松菊里Ⅲ

歴博(土器付着)ソウル大

2540～2480

勒島

慶尚南道

勒島

歴博(ウルシ)

2190・2150

サルレ

慶尚南道

南川

2665～2565

韓国と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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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だ青銅器は出現していないが、本格的な農耕の時代に入ったということで青銅
器時代早期と呼ばれている。慶南晋州市の平居洞遺跡(図3)では、この時期の畑が見
つかっている。慶南の漁隠遺跡(図4)でも孔列文段階の畑の下に、突帯文段階の畑が
想定されていることから、韓半島各地で広大な面積をもつ畑で，穀物が作られてい
たと考えられている。
駅三洞段階の漁隠遺跡では、3ヘクタールの面積をもつ畑が見つかっており、コ
メ、ムギ、アワなどの穀物とアワ․キビが作られていたことが知られている。忠清道
や京畿道ではすでに遼寧式銅剣を副葬した墓が見つかっていることから、畑作農耕
を生産基盤とした農耕社会が成立し階層差が生じていたことがわかる。
孔列文段階になると灌漑式水田が現れる。蔚山市玉峴遺跡(図5)では小区画水田が
見つかり、定型化した農工具にくわえて石剣や磨製石鏃などの武器が初めて登場す
る。
先松菊里段階になると環壕集落(図6․7)が出現し、農耕社会が成立したとともに、
墳丘をもつ大規模な区画墓(図12)が出現し、青銅器などの副葬品をもつことから、有
力者が登場している可能性がある。
このように韓半島南部では、本格的農耕が始まってから数百年で農耕社会が成立
し、有力者がうまれていることがわかる。しかも水田稲作ではなく、本格的畑作にお
いて成立していることが，日本列島との最大の違いである。

Ⅲ. 日本列島
1. アワ․キビ栽培の開始
日本列島の場合、現状で穀物栽培の可能性がもっとも高いのは縄文晩期末の前池
式に比定された島根県板屋Ⅲ遺跡のコメ圧痕である(図7)。紀元前10世紀前半ごろ
のことである。もちろん畑が見つかっているわけではなく、確実にいえるのはその
頃、コメが存在したことだけである。板屋Ⅲ遺跡以前にさかのぼる圧痕はコメ、ア
ワ․キビともにまだ見つかってい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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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3. 慶南 晋州平居洞遺跡
- 突帯文土器段階の集落と畑 -

韓国と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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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4. 慶南 晋州漁隱 1地区 孔列文土器段階の畑跡
(李相吉, ｢韓國における農耕社會の儀禮と世界觀｣,
國立歷史民俗博物館硏究報告 第119集, pp.381~38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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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5. 蔚山 玉峴遺跡 孔列文土器段階の集落と水田跡
(慶南大學校博物館․密陽大學校博物館, 蔚山無去洞玉峴遺跡, 1998.11)

韓国と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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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6. 韓国 環壕集落分布図(李秀鴻氏作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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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日本の研究者の中には、板屋Ⅲ遺跡より古くさかのぼることはないという意見
もあるが，筆者も含めて九州の研究者は，少なくとも縄文後期後半(約3800年前)ぐら
いまではさかのぼるのではないかと想定している。そしてその場合はアワ․キビ栽培
の可能性が高い。
九州にはこれまでにもコメやアワ․キビなど、縄文中期までさかのぼる圧痕の報告
例はあったが、植物の同定や土器の時期比定などの問題から，これまでのものはすべ
て否定されている。特に西日本の土器の時期比定については、東日本の土器に比べ
て文様が少ないことが、時期比定を難ししくしているという事実がある。
しかしたとえさかのぼったとしても縄文時代の場合、全生業に占める農耕の割合
は低かったであろう、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研究者の間に共通理解がある。

図7. 島根県板屋Ⅲ遺跡出土 突帶文土器についた籾圧痕(前11世紀)

図8. 北九州市貫川遺跡石庖丁
- 黑川式に伴う最古の石庖丁(前11世紀) -

韓国と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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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水田稲作の開始と農耕社会の成立
灌漑式水田稲作が始まるのは紀元前10世紀後半の玄界灘沿岸地域である(図10)。
当初から地形や地下水位に合わせた水田を作る技術を持っていたと考えられてい
る。福岡市板付遺跡では，1枚が500平方メートルもある大区画水田が作られ、給排
水施設を備えた灌漑施設を備えている。
前9世紀後半には、福岡市那珂遺跡に環壕が掘られ、糸島市新町遺跡には朝鮮式磨
製石鏃を射込まれて死亡した男性の遺体が支石墓の下から見つかっている。した
がって、この時期になると、農耕社会が成立し、戦いが始まるなど、社会が質的に

変化していたことがわかる。
そして前9~8世紀になると、福岡市雑餉隈遺跡(図13)で、副葬小壺と磨製石剣、
磨製石鏃を副葬された有力者の墓が作られるようになる。

3. 弥生畑作の始まり
アワ․キビなどの圧痕がついた土器でもっとも古いのは前8世紀に比定された長野
県飯田市矢崎遺跡である。次にアワ․キビの存在が明らかになるのは、前7世紀の鳥
取市本高弓の木遺跡や、前6世紀の徳島大学構内にある前6世紀の庄․蔵本遺蹟で、
特に後者では畑が見つかっている。滋賀県竜ヶ崎A遺跡では、長原式深鉢の底部にキ
ビの形を残した炭化物が遺っていた。また奈良や愛知県で見つかった弥生前期後半
以降の土器付着炭化物を炭素同位体比分析したところ、アワやキビなどのC4植物で
あることが判明している。したがって、九州よりも中․四国、近畿から東海にかけて
の前7～前4世紀の遺蹟からアワ․キビなどが多くみられ、定型化した畑で栽培されて
いたことがわか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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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9. 蔚山 検丹里環壕集落

図10. 福岡市板付遺跡の環壕と水田(前10世紀)

韓国と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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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11. 靑銅器時代前期墳墓分布図(李秀鴻氏作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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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12. 全北 鎮山 顔子洞遺跡 1号墓(敷石区画墓, 直径 20.2m)

図13. 福岡市雑餉隈遺跡出土 副葬品

韓国と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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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結論-韓国․日本の初期農耕の特質
① 農耕の始まりから農耕社会の成立まで(アワ․キビ栽培から環壕集落の成立)
韓半島南部では、文岩里(7000年前)でアワ․キビ栽培が始まってから、環壕集落が
出現(前11世紀)し，社会が質的に変化をとげるまで、約6000年かかっている。特筆す
べきは、全生業に占める割合が部分的な農耕段階が数千年続いていることで，これ
は西日本にはみることができない特徴である。次に、本格的な畑作農耕が始まる前13
世紀から有力者の墓が出現する前12世紀までは100年足らずである点は興味深く、有
力者の墓が水田稲作以前に出現していることが韓半島南部の特徴として特に注目さ
れる。
一方，日本列島では、前10世紀後半に水田稲作が始まってから、社会が質的変化
を遂げる前9世紀後半まで約100年、かかっている。現状では前10世紀前半以前に畑
作を行っていた確実な証拠はないものの、縄文後期後半まで、アワ․キビ栽培がさ
かのぼるとすれば、韓半島南部と同様に全生業が占める割合が部分的な農耕段階が
約3千年、続いたことになる。
逆にアワ․キビ栽培が縄文後期後半までさかのぼらなかった場合は、韓半島南部
で創造された水田稲作を生産基盤とする文化複合体が日本列島に持ち込まれたこと
で、水田稲作の開始からわずか100年足らずで農耕社会が成立したことになる。した
がって、縄文後․晩期のアワ․キビ栽培を列島内に認められるかどうかによって、農
耕社会成立に至るプロセスの解釈が大きく変わってくる。

② 縄文海進に併行する温暖期からアワ․キビ農耕をはじめた韓国と、マメ栽培を
はじめた日本。
今回の報告では，ダイズやアズキなどのマメ類の栽培を取り上げなかったが、現状
では日本列島のみに認められるもので、韓半島のみならず、中国でも日本列島より
古い栽培マメの証拠は見つかっていない。しかし、大陸では古くからアワ․キビ栽培
が行われ、日本列島では古くからダイズやアズキの栽培が行われたと判定することは
まだ時期尚早であろう。

③ 前12世紀から本格的畑作がはじまる韓国と、前7世紀にはじまる西日本。
西日本のアワ․キビ栽培が突帯文土器以前にさかのぼったとしても、つ後期後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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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で古くなったとしても、前12世紀の韓半島で見つかっているような数ヘクタールも
ある広大な畑を想定することは現状としてはむずかしい。したがって本格的畑作の開

始時期の時間差は現状でも、500年ぐらいはひらいているといえるであろう。まり縄
文
④ 灌漑式水田稲作の開始期は前11～前10世紀でほとんど変わらないが、その後の
展開が異なる。水田稲作へと特化していく日本と、水田と畑を組み合わせることが
多い韓半島南部という違いを認めることができる。特に九州北部には水田稲作に特
化していく傾向が強い。

⑤ 灌漑式水田稲作を生産基盤に社会の質的変化が起こり農耕社会が成立する点は
韓半島南部も西日本も同じである。その意味では本格的な畑作を実施しても，農耕
社会が成立したことを示す証拠は、認められていない。しかし韓半島南部では、遼
寧式銅剣などの青銅器を副葬する有力者は畑作段階において存在しているので、環
壕集落や戦いなど社会の質的な変化を示す要素と、威信財の副葬とは、社会的背景
を異にしている可能性がある。

⑥ 灌漑式水田稲作、環壕集落、首長墓、戦いという，農耕社会に認められる要素
は、韓半島南部で創造され、西日本にセットで持ち込まれた(本格的畑作農耕で威信
財をもつ首長墓，水田稲作で社会の質的変化)。これらの要素のなかでもっとも遅く
現れるのが先松菊里段階に現れる環壕集落である。もちろん青銅器時代前期の環壕
集落もあるがまだ1例しか知られていない。安在晧は中国東北部からの移住集団が環
壕を造ったと考えているので、これを認めるならば、先松菊里段階の検丹里環壕集
落が成立した時点をもって、農耕社会が定着したと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すると九
州北部にこれらの文化複合体が持ち込まれるまでの時間は100年を切ることになる。

⑦ 九州北部にはこれ以降も韓半島南部で創造された文化複合体が持ち込まれる
が、日本列島を東に行くにしたがって、そうした文化複合体の直接波及は少なく
なって断片的になる。その分，在来系の要素を取り込む範囲が広くなって、より在
地化した農耕社会が形成されていく。いわゆる縄文的要素が色濃くみられる、とい
う表現で示されるものである。日本と韓国の環壕集落の違いや青銅器祭祀の扱いが
異なるのは、このことが背景にあると考える。

⑧ 日本のアワ․キビ栽培は九州では明確ではないが、中四国、近畿ㆍ中部で畑や

韓国と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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炭化種子、圧痕土器が見つかっている。解釈としては、灌漑式水田稲作に特化する
か、畑も含めた混作を行うかは、地理的․気候環境にもとづき、集団の選択肢の一
つであった可能性があるといわれているが、果たしてそうだろうか。もともと韓半島
では水田稲作と陸作、アワ․キビ栽培が組み合わされた、いわゆる混合農業が基本
である。九州北部にみられる水田特化型の方がむしろ日本列島の環境に適合してい
たといえ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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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성과로 본 삼한 ․ 삼국시대 생활상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유적을 중심으로 -

1)권

귀 향*

요 약
본고에서는 우리 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유적을 중심으로 경남지역의 삼
한ㆍ삼국시대 생활유적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이와 동시에 당시의 생활상을 복원하
기 위해 실시되었던 다각적인 분석내용과 학술교류의 흔적 등을 되짚어 보았다.
생활유적은 취락 내에서 묘역을 제외한 주거역, 생산역에 조성된 다양한 형태의
유구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주거용의 수혈주거지 또는 지상식
건물이 중심이 되므로 본고에서는 양자를 중심으로 시간적 변화상을 간략히 살펴보
았다.
수혈주거지의 가장 큰 특징은 평면형태를 들 수 있는데, 삼한시대에는 방형계→
원형계로, 삼국시대에는 원형계→방형계로의 변화상이 나타난다. 평면형태의 분포
는 지역적인 특징을 반영하여 서부 경남지역에서는 원형계, 동부 경남지역은 방형
계가 축조된다. 이러한 양상은 5세기대까지도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점차 원
형계가 급감하며 서부 경남지역내에서도 방형계의 분포범위가 확산되고 개체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삼한시대에는 수혈주거지의 부속건물로만 축조되던 누자식건물이 삼국시
대가 되면 본격적인 주거용도로 축조되고 있어 주목된다. 주거용도로서 누자식건물
의 특징은 중형이상의 규모로 축조된 2×2칸 구조의 누자식건물이 수혈주거지군 내
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군집을 이루고 있으면서 중앙에 공지를 두고 환상(또는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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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원상)으로 배치된 단위취락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5세기를 전후한 시점에 함
안, 진주 지역에서 초대형 타원형 지상식건물이 출현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초대형 지상식건물의 축조에는 상당한 기술력과 노동력이 투입되었을 것으
로 추정되며 이를 계획하고 실현에 옮길만한 사회적 변화가 수반되었을 것이다. 기
존의 연구 성과를 참고 할 때, 지상식건물은 특수기능취락에서 축조빈도가 매우 높
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6세기 중반 이후로는 수혈주거지의 평면형태에서 원형계와 방형계가 모두 축조
되며, 지상식건물의 구조적인 차이는 없지만 前시기와는 달리 주거역 또는 공동 작
업장 주변에 우물이 설치된다. 석축우물은 대부분 6~7세기대에 집중되어 나타나므
로 시간성을 반영하는 구조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각종 자연유물을 대상으로 자연과학분석을 실시한 결
과, 방사성탄소연대 측정법과 더불어 연륜연대 분석에서 유효한 결과를 획득하여
자료축적의 필요성을 체감하였다. 특히 저습지 유적에서 출토된 각종 유기질유물을
분석한 결과, 동물유체 분석에서는 식용, 도구의 재료, 제의 도구로서 적합한 동물
을 선별적으로 활용하고 계절적 제약에 따라 시기별로 다른 어패류를 적절히 수급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식물유체 분석에서는 문헌사료에 등장하는 오곡, 마,
과일류 등에 대한 실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수종분석을 통해서는 재료의 특
성에 맞는 용도로 가구재, 도구, 용기 등을 제작ㆍ사용하였던 상황을 밝혀낼 수 있
었다. 이 외에도 해수면 상승 등 고환경분석 결과와 편년안에 기초한 유적의 형성
과정을 대비하여 해수면 최상승의 영향이 4세기 중반까지 생활영역에 제약을 끼치
고 있었다는 미시적인 사실을 증명해 낼 수 있었다. 이렇듯 인접학문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당시의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경남지역, 원형계 수혈주거지, 방형계 수혈주거지, 지상식건물, 우물, 자연
과학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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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영남지역의 삼국시대 생활유적 발굴조사는 2000년대 중ㆍ후반에 매우 활발하게
실시되었는데, 우리 연구원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3년 사천 늑도유적을 시작으로
2007ㆍ2008년도에 다수의 생활유적을 발굴조사하였다.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은 1

ㆍ2차에 걸쳐 16개월 가량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이를 돌이켜볼 때, 당시 조사
된 유적의 규모와 조사 난이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발굴조사 성과는 크고
작은 연구 논문 등으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곧 현장 발굴조사 업무라는 한계를 넘어
고고학도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연구원의 부단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
된다.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자연환경 분석을 통해 고환경 복원, 동ㆍ식물유
체분석을 통한 식생활연구, 발굴조사 사례 수집 및 관련유적을 견학하는 등 인접학
문을 이용한 자연과학 분석과 비교연구를 위한 학술교류가 다각도로 시도되었다.
이는 조사원 개인의 견문을 넓히는 계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원의 조사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본고에서는 우리 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유적을 중심으로 삼국시대 생활
유적의 변화상과 생활상을 살펴보고 이와 동시에 당시의 생활상을 복원하기 위해
실시되었던 다각적인 시도의 분석내용과 학술교류의 흔적 등을 되짚어 보고자 한
다.

Ⅱ. 삼한ㆍ삼국시대 생활유적 조사 사례
생활유적은 취락 내에서 묘역을 제외한 주거역, 생산역에 조성된 다양한 형태의
유구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주거용의 수혈주거지 또는 지
상식건물1) 외 부속시설로서 수혈, 지상식건물 등이 축조된 주거역과 취락의 입지
및 조성 목적에 따라 조성된 목주열, 제련로, 채석장 등 다양한 유구를 포함한다.
생활유적의 성격은 주거지의 多少 이외에도 관련 유구의 종류와 기능을 통해 가늠
1) 본고에서 지상식건물은 상면의 위치에 따라 樓子式과 地面式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누자
식은 주거지, 창고, 망루 등의 용도로 지면식은 창고와 가축사육을 위한 우리 등의 용도로 추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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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한 생활유적 역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데, 이는 조사 보고서의 유적명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면, 창원 신방
리 저습유적은 환경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저습지 환경을 개척하며 삶을 영위했던
고대인의 생계경제를 살필 수 있는 자료를 담고 있고 부산 고촌리 생산유적2)은 일
반 취락이 아닌 공인집단의 생산품과 활동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김해
하계리 제철유적, 진해 자은동 채석유적 역시 일반취락이 아닌 철기 생산과 산성 축
조에 관련된 특수한 기능을 수행했던 고대인의 생활단면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며
진주 평거동 한전유적은3) 청동기~조선시대에 걸친 경작 유구가 조사되어 한전의
시대별 변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한 삼한ㆍ삼국시대 생활유적의 분포를 살펴보면 각 유적은
창원-김해 등 낙동강유역을 중심으로 거창, 진주, 함안, 사천, 부산 등 영남지역 각
지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지난 10여 년간 발굴조사된 내용
은 삼국시대 생활상을 연구하는 동료 연구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
용되었다고 자부하고 싶다.

[표 1] 삼한ㆍ삼국시대 생활유적 조사현황(착수일자순)
유적명

조사 기간

입지

사천
늑도유적

2003.12.22~2004.2.23

해안변

함안
충의공원
조성부지내
유적

2004.7.28~2004.12.15

구릉 사면부

유구(생활유구 선별)

패총, 수혈주거지1, 수혈 다수

수혈주거지1, 누자식건물8
대형건물1(지면식), 원형수혈3, 수혈16,
구1

2) 慶南文化財硏究院, 부산 고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古村遺蹟(Ⅰ地區), 2010.
우리 연구원의 발굴조사에 앞서 2005~2007년에 걸쳐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
한 결과, 지상식건물 52동(고상식 43동, 지면식 9동) 등이 조사되었다.
3) 慶南發展硏究院 歷史文化센터, 진주 평거 3-1지구 유적, 2011.
慶南文化財硏究院, 진주 평거동유적, 2010.
진주 평거동 한전유적은 진주 평거동유적군 내에 포함되며 조사구간과 연접한 3-ⅠㆍⅡ지구에
서는 수혈주거지 232동, 지상식건물 49동(누자식건물 46동, 지면식건물 3동) 등이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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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가음정동
복합유적

(1․2차)2005.8.4~2007.1.4
(3차)2008.11.10~2009.2.24

구릉 정상부
및 말단부

수혈주거지57, 수혈7, 구3, 누자식건물
1, 수전 22, 가마1, 주혈군, 혼토패각층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

(1차)2005.8.17~2006.6.12
(2차)2007.2.5~2007.7.24

구릉 사면부
및 곡부
충적평지

수혈주거지12, 누자식건물5, 지면식건물
2, 공방지2, 저장공1, 수혈19, 구5, 대ㆍ
소형목주열 각1, 우물1, 주혈군, 수로,
혼토패각층

김해
죽곡리유적

2006.10.2~2007.12.14

구릉 사면부

수혈주거지13

거창 양평리
생활유적

(1차)2007.5.7~2007.11.22
(2차)2008.1.14~2008.2.12

하상
충적평지

부산 고촌리
생산유적

2008.1.7~2008.12.21

구릉 사면부
및 곡부
충적평지

누자식건물6, 지면식건물3, 수혈14, 대
ㆍ소형목주열6열, 공방지2, 소성유구18,
주혈군, 혼토패각층

김해
퇴래리유적

2008.2.26~2008.4.10

구릉 말단부

누자식건물21, 구2, 수혈1, 집석1

진해 자은동
채석유적

2008.9.4~2009.6.20

구릉 말단부

수혈주거지2, 누자식건물40, 집석(채석
장)8, 수혈13, 구1, 우물2, 주혈군

김해 하계리
제철유적

2009.7.27~2009.12.10

구릉 말단부

수혈주거지3, 수혈21, 구4, 제련로1,
주혈군

김해 망덕리
생활유적

2010.1.11~2010.10.4

하상
충적평지

누자식건물2, 수혈15, 우물1, 혼토패각
층, 저습지

김해 신문리
생활유적

2011.3.9~2011.12.12

구릉 사면부

수혈주거지14, 누자식건물2, 지면식건물
1, 수혈146, 구8, 목주열1, 주혈군, 혼토
패각층

진해
석동유적

2012.8.28~2013.2.27

구릉 사면부

수혈주거지49, 누자식건물20, 지면식건
물3, 수혈34, 혼토패각층, 주혈군

밀양
미전지구
농공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2012.9.11~2012.12.12

구릉 사면부

수혈주거지17, 누자식건물2, 수혈15

수혈주거지16, 수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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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유적 분포도 및 각 유적별 주거지 형태 분포도

경남지역의 삼한시대 수혈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계→원형계로 변화되지만4),
삼국시대는 그와 반대로 원형계→방형계 수혈주거지로 변화된다. 삼국시대 수혈주
거지의 평면형태는 삼한시대의 전통을 계승하는 맥락에서 옛 변한 지역에는 원형
계, 옛 마한ㆍ진한 지역에는 방형계의 평면형태로 축조되는 양상을 보인다.5)(도면
4) 金羅英, ｢嶺南地域 三韓時代 住居址의 變遷과 地域性｣,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論文, 2007.
5) BAE, DUCK-HWAN, ｢Settlements, households, and society from the Late Mumun to the Late
Proto-historic｣, Settlements, Households, and Society c.1500BC to AD935, The 2nd Early Korea
Project Intensive Workshop in Korean Archaeology, the korea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2010.
방형계 주거지는 충청도ㆍ전라도 등의 마한영역권과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하는 진한영역권으
로 양분되는데, 평면형태 및 부뚜막 등 일부 시설에서 유사성이 보인다. 마한영역권의 분포지
역 중 경기도는 처음에는 방형계 주거지였으나 점차 凸자형 또는 呂자형으로 변화하므로 주분
포권은 충청도 및 전라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 및 고흥, 구례 등 전라도 동부는 지역적
인 영향으로 인해 경남 서부지역과 같이 원형계 주거지에서 점차 방형계 주거지로 변화해가는
점이적인 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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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즉 서부 경남지역에서는 원형계 수혈주거지에 구들, 부뚜막이 설치되고 벽주와
점토벽체가 발달한 지하식 구조의 주거지가 삼국시대 전반까지 지속적으로 축조되
다가 점차 방형계 수혈주거지의 분포권과 개체수가 증가하는데 비해 동부 경남지역
은 평면형태상 방형계의 전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양자의 문화적 점
이지대로 파악되는 김해-창원 지역에는 3세기 중반부터 원형계와 방형계 수혈주거
지가 혼축되어 일찍부터 이 일대에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6)

도면 2. 삼한시대 주거지 평면평태별 분포도(BAE, DUCK-HWAN, 2010 인용)

6) 金羅英, 주4)의 논문, 2007.
于昇玄, ｢湖西地域 3~5世紀 竪穴住居址 硏究｣, 공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낙동강 이서지역에서 방형계 4주식 또는 방형계 벽주+4주식의 수혈주거지가 가장 먼저 등장
하는 지역도 김해-창원 지역이다. 전자는 충청도지역에, 후자는 동부 경남지역에 분포하는 유
형으로 알려져 있어 이 일대의 다양한 문화교류 현상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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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적의 존속 시기를 통해 볼 때, 우리 연구원의 조사 성과는 3세기 중반~5세기
전반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많다.(도면 3) 가장 이른 시기의 주거지는 사천 늑도유
적에서 조사된 것이지만, 대부분의 주거지는 삼한ㆍ삼국시대 전환기인 3세기 중반
이후부터 삼국시대에 밀집되어 있다. 때때로, 단일 유적이 장기간에 걸쳐 중층으로
조성된 경우에는 개별 유구의 변화상과 더불어 시대별 공간 활용 및 자연환경 변화
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획득되기도 하였다.7)

도면 3. 삼국시대 취락유적 시기별 분포표

그런데, 4세기 후반~5세기 전반은 개별 주거지 및 취락의 구조에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보인다. 그 중에서 누자식건물의 용도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
심에 우리 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한 김해 퇴래리유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전까지 누자식건물은 수혈주거지의 부속건물로서 창고, 망루 등의 용도로 해석되어
왔지만 김해 퇴래리유적의 발굴조사 이후, 누자식건물이 본격적인 주거용도로 인지
될 수 있었다.8) 최근 발굴 조사가 마무리된 진해 석동유적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추
7) 창원 가음정동 복합유적과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에서는 해수면 변동과 관련하여 삼한시대-구
릉 정상부 및 사면부, 삼국시대-구릉 말단부 및 곡부충적지로 생활영역의 변화상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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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확인되었는데9), 주거용도로서 누자식건물의 특징은 중형이상의 규모로 축조
된 2×2칸의 누자식건물이 수혈주거지군 내에 포함되지 않고 군집을 이루고 있으면
서 중앙에 공지를 두고 환상(또는 반원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10)

김해 퇴래리유적

진해 석동유적

지상식건물지 복원도(좌:김해 퇴래리유적, 우:창원 신방리 저습유적)

도면 4. 주거용 지상식건물의 배치 양상 및 복원도

지상식건물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도로 등 통행로를 수반하며 배치양상은 열상으
로 변화한다.11) 현재까지의 조사 성과를 참고 할 때, 일반취락이 수혈주거지를 중
심으로 조성되는 것에 반해 특수기능취락에서는 지상식건물의 축조빈도가 매우 높
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12)
8) 배덕환ㆍ김민수, ｢三國時代 高床建物의 住居로서의 可能性｣, 聚落硏究 1, 취락연구회, 2009.
9)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창원 석동-소사간 도로개설구간내 유적 發掘調査 略式報告書｣, 2013.
10) 공지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환상으로 배치되는 양상은 동시기 수혈주거지에서도 동일하게 나
타나는데, 이는 취락 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 주거용으로 적합한 배치형태로 파악된다.
11) 東義大學校博物館, 金海 아랫덕정유적, 2004.
三江文化財硏究所, 金海 官洞里 三國時代 津址, 2009.
12) 유병록, ｢삼국시대 낙동강 하류역 및 남해안 취락의 특성｣, 嶺南地方 原三國ㆍ三國時代 住
居와 聚落Ⅰ, 嶺南考古學會, 2009.
權貴香, ｢洛東江 以西地域 三國時代 住居址의 展開樣相｣,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論文,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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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누자식건물의 복원 과정(진해 자은동 채석유적)

벌목
ㆍ
운반

치목
ㆍ
주혈
굴착

樓下柱

마루

樓上柱

벽ㆍ
보ㆍ
도리

서까래
ㆍ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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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해 퇴래리유적의 조사성과를 기반으로 진해 자은동 채석유적의 발굴조사
시, 실험고고학적인 방법으로 누자식건물을 축조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표 2]) 그
결과, 1일 8시간 8명의 남성 인부로 20일 동안 117그루의 나무를 이용하여 평주식의
2×2칸의 지상식건물(면적 16㎡) 1동을 축조하였다. 작업 과정은 벌목→목재의 운반

→치목→대지 정지 및 주혈 설치→주기둥(樓下柱) 설치→마루 설치→주기둥(樓上
柱) 설치→벽 조립→보ㆍ도리 결구→서까래 설치→초본류를 이용한 지붕 얹기 순으
로 진행되었다. 작업 조건은 동력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만으로 진행하여 최
대한 당시와 동일한 여건을 갖추고자 하였는데, 실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누자식건
물의 축조에 상당한 기술력과 노동력이 투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누자식건
물은 발굴조사 현장에서 지면에 잔존하는 주혈은 불과하지만, 상부구조의 복원 과
정을 통해 입체적으로 유구를 파악하고 사용 당시의 정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
볼 수 있었다.

복원된 누자식건물 전경

최대 수용인원 추정

도판 1. 복원된 누자식건물(진해 자은동 채석유적)

그리고 함안 충의공원조성부지내 유적에서는 영남지역 최대 규모의 타원형 지상
식건물이 조사되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하였다. 타원형 지상식건물은 중앙에
열상의 중심주혈이 설치되고 건물지 외곽을 따라 주혈이 타원형으로 배치된 지면식
구조로 추정되며 취락내에서 특수한 기능을 담당한 건물로 이해되고 있다. 함안 충
의공원조성부지내 유적의 경우 건물지의 규모는 476.8㎡로서 아라가야의 왕궁지와
인접한 위치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축조되었다는 점에서 위계가 높은 건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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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충의공원조성부지내 유적

함안 가야로조성부지내 유적

함안 오곡리79번지 유적

도면 5. 함안 지역의 타원형 지상식건물 조사예

이러한 타원형 건물지는 함안 충의공원조성부지내 유적을 포함하여 함안 오곡리
79번지ㆍ가야로조성부지내유적, 진주 평거동유적, 울산 교동리유적, 경산 임당Ⅰ지
구유적, 기장 청강ㆍ대라리유적 등에서 조사되었는데, 이 중 함안 지역의 축조빈도
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술한 타원형 건물지의 조성 연대는 3세기 후반~7
세기 전반으로 시간 폭이 큰 편이지만, 함안 지역의 경우 4세기 중ㆍ후반경에 집중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 시기에 타원형 건물지와 같은 초대형 건물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13)

13) 권귀향, ｢진주 평거동유적의 삼국시대 취락｣, 남강유역의 선사, 고대문화의 보고 평거동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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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5세기 전반~6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유적의 조사 예는 빈약한 편인데, 이 시
기는 전체적으로 수혈주거지의 수량이 감소하는데 비해 지상식건물의 수량이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원형계주거지가 급감하고 구들 등 화로시설의 설치빈도
가 매우 낮아지는 양상을 띤다. 지상식건물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종래에는
축조되지 않던 3칸 구조와 내부에 주혈이 설치되지 않는 측주식건물이 등장하여 주
거지의 지상화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6세기 중반 이후로는 이전 시기와 입지나 배치형태에서 큰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
지만 前시기와 달리 주거역 내에 우물이 설치된다.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한 진해
자은동 채석유적의 경우도 주거역 또는 공동 작업장 주변에 우물이 설치되어 있는
데, 석축우물은 대부분 6~7세기대에 집중되어 나타나므로 시간성을 반영하는 구조
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각 유적별 수혈주거지ㆍ지상식건물 일람표
유적명

입지

구분(동)

평면형태
및 구조

내부시설

김해
죽곡리유적

구릉 사면부

수혈주거지13

방형계

부뚜막, 벽구, 벽주

김해 망덕리
생활유적

곡부 충적지

누자식건물2

2×2칸, 2×3칸

수혈주거지14

방형계

누자식건물2

1×1칸,1×3칸

지면식건물1

타원형

김해 신문리
생활유적

구릉 사면부

노지, 벽구, 주혈, 수혈

김해
퇴래리유적

구릉 말단부

누자식건물25

1×1칸,2×2칸,
2×3칸,2×4칸

출입구
(사다리형)

김해 하계리
제철유적

구릉 말단부

수혈주거지11

원형계+방형계

노지, 벽구, 주혈, 수혈

발표요지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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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석동유적

구릉 말단부

창원
가음정동
복합유적

구릉 정상부→
말단부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

밀양
미전지구
농공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구릉 사면부 및
곡부 충적지

누자식건물20

1×1칸, 2×1칸,
2×2칸, 3×2칸,
4×2칸

지면식건물3

원형계

보조주혈

수혈주거지2

원형계

노지

누자식건물40

1×1칸,2×1칸,
2×2칸,3×1칸,
3×2칸

수혈주거지58

원형계→방형계

누자식건물3

1×1칸

수혈주거지13

방형계

노지, 부뚜막, 구들, 벽구,
벽주, 출입구

누자식건물5

2×1칸, 1×4칸,
2×2칸, 2×3칸

문, 목주, 초반(木, 石)

지면식건물2

육각형, 부정형

목주

수혈주거지17

방형계

부뚜막, 벽구, 벽주,
칸막이시설

누자식건물2

1×2칸, 2×3칸

수혈주거지1

원형계

누자식건물8

1×1칸, 2×1칸,
1×3칸, 2×2칸

지면식건물1

타원형

수혈주거지16

원형계→방형계

누자식건물6

1×1칸, 2×2칸,
2×3칸

지면식건물3

타원형

구릉 사면부

함안
충의공원
조성부지내
유적

구릉 사면부

거창 양평리
생활유적

하상
충적지

부산 고촌리
생산유적

구릉 사면부 및
곡부 충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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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계+방형계

구릉 사면부

진해 자은동
채석유적

구들, 점토벽체, 벽구,
벽주, 단시설, 수혈, 주혈

수혈주거지49

노지, 부뚜막, 구들, 벽구,
벽주, 수혈, 출입구

노지, 벽구, 출입구

부뚜막, 저장공,
내ㆍ외부주혈, 점토벽체

Ⅲ. 자연과학분석 결과를 통해 본 삼한ㆍ삼국시대 생활상
생활유적의 분석에는 편년을 바탕으로 시간적인 변화상과 공간적인 범위를 파악
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자연과학적 분석이 요구된다. 그동안 우리 연구원에서 실
시한 분석내용을 보면 방사성탄소연대 측정법이 보편적인 자연과학분석으로 이용
되고 있으며 그 외에 자연유체의 잔존상태가 양호한 저습지유적에서 동ㆍ식물동정,
수종 분석, 칠기 분석, 연륜연대분석 등이 실시되었다. 경작유적의 경우 식물규산체
분석이 필수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장기간에 걸쳐 조성된 유적의 경우에는 고환경 분
석을 실시하여 자연환경 변화를 복원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표 4)

[표 4] 자연과학분석의 내용
분석 종류

분석기관

시료

대상 유적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법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日本)國立歷史民俗博物館

목탄, 목주,
토기부착물,
칠기, 목기

전체 유적

연륜연대
분석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부설 목재연륜소재은행,
(日本)東北大學大學院生命科學硏究科,
(日本)東北大學植物園

목주,
각종 목기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
부산 고촌리 생산유적

고환경
분석

한국지질환경연구소

동물동정

목포대학교

골각기,
동물유체

식물동정

국립농업과학원,
한국 고환경연구센터

탄화씨앗

수종분석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부설 목재연륜소재은행,
(日本) 東北大學植物園

목주,
각종 목기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
부산 고촌리 생산유적
진해 자은동 채석유적

칠기분석

(日本)國立歷史民俗博物館

칠기

부산 고촌리 생산유적

식물
규산체
분석

한국 고환경연구센터

토양입도
분석

국립창원대학교
토목공학과 지반공학 연구실,
한국 고환경연구센터

토양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
진주 평거동 한전유적

토양성분
분석

국립창원대 공동실험실습관

토양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

암석동정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석재

진해 자은동 채석유적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
진주 평거동 한전유적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
부산 고촌리 생산유적

창원 가음정동 복합유적
진주 평거동 한전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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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다양한 분석 중에서는 고고학적 해석이 유효한 것도 있었지만, 기대한
것보다 적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토양성분 분석의 경우 수혈주거지
내부토 중 가구재의 부식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회백색 니질토와 주변 기반토
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발굴조사 당시, 시료 간 육안상 차이는 매우 컸으나
성분 분석 결과, 유기질 함량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자로서 주거지 내
부토를 가구재 부식과 관련된 유기물로서 증명해 내고자 하였으나 자연과학 분석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의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
다.
본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실시되는 방사성탄소연대 측정법 이외에 삼국시대 편년
관 보완 자료로서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연륜연대 분석과 생활상 복원에 유효하다고
여겨지는 고환경 분석, 동ㆍ식물유체 분석, 수종 분석에 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1. 연륜연대 분석
연륜연대 분석의 시료가 되는 목재는 출토유적 및 그 수량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
문에 통상적인 분석방법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연륜연대 결과에 있어서
도 시료간의 상대연대를 일부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료가 되는 목주, 목기
등이 이미 가공된 상태로서 수피가 제거된 후이기 때문에 목재 자체의 생육연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아직까지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연륜연대 비교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아 연륜연대 분석만으로 절대연대를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도 존재한
다.
그런데, 창원 신방리저습유적의 경우 층위적으로 Ⅰ기에 조성된 1호 누자식건물
과 Ⅱ기에 조성된 대형목주열의 선후관계가 밝혀진 가운데 연륜연대 분석에서 각
연대기에 해당목주의 동시성 인정된다는 결과가 얻어졌다. 이에 각 연대기에 속해
있는 목주 중 연륜수가 가장 많은 시료를 선별하여 방사성탄소연대 분석을 의뢰한
결과, 1호 누자식건물은 3세기 중반 이후에 벌목된 것으로, 대형목주열의 목주는 4
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벌목된 목재로 밝혀졌다. 도출된 연대는 벌채시기를 소급적
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목재 사용에 가공시간을 고려한다면 유적의 실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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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3세기 중반~5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된다. 또
한 방사성탄소연대 분석과 교차 분석시 1건의 목주에서 다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비
교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어 결과의 신빙성을 높이는데 효율적이었다.
종합해보면, 현재로서는 연륜연대 분석이 생활유적의 폭 넓은 연대관을 정밀하게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연륜연대 분석 결과가 지속적으로 축적된다면 방사성탄
소연대 측정법과 더불어 절대연대 확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5]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 연륜연대 분석 결과와 AMS 분석 결과 비교표

구분

시료명

방사성탄소연대

절대연대

유적연대기1

대형목주열 목주 23

B.P.1660~1810±40

A.D. 140~290

유적연대기2

1호 누자식건물 목주 3

B.P.1700~1780±40

A.D. 170~250

2. 고환경 분석
삼한ㆍ삼국시대의 자연환경을 실제로 복원할 수 있는 고고학 자료는 많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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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학문인 지리학 등의 연구 성과를 차용하여 당시의 환경조건을 가늠해 볼 수 있
다. 우리는 주변 학문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고환경변화가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증명해 낼 수 있다. 삼한ㆍ삼국시대를 통해 볼 때, 가장 큰 환경적
변화는 해수면의 변동이다.14) 우리 연구원의 조사성과를 통해 김해지역의 해수면
변동 내용을 살펴보자.
기 보고된 바와 같이15) 약 1만년(12,000yBP)전의 최종 빙하기 때 빙하의 성장에 따
라 해수면의 최고도가 -60~-90m까지 낮아진 후, 충적세의 기후 온난화에 따라 해수면
이 급격히 상승하여 B.C. 6000년(8,000yBP)경부터 현재의 김해 지역에 해수가 유입되
면서 고김해만이 형성되었다. 이 후 A.D. 250년(1,700yBP)경에는 해수면 최고도가 -0m
까지 상승하였으며 고려시대 이후 하강ㆍ상승을 반복하면서 점차 해안선이 후퇴되어
현재와 같은 형태가 완성되었다.16) 이는 3세기대 남해안지역의 취락이 구릉 정상부나
사면부에 해당하는 고지에 조성되다가 4세기 전반 이후로 점차 구릉의 경사변환대 주
변이나 곡부 충적평지로 생활영역이 확장되는 현상과 일치한다.

기원후 250년경

현재

도면 6. 고김해만의 형성과 후퇴과정 모식도

14) 김정윤, ｢고김해만 북서부 Holonce 후기 환경변화와 지형발달｣, 경북대학교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15)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昌原 新方里 低濕遺蹟, 2009.
배덕환ㆍ김민수, 주8)의 글, 2009.
16) 오건환, ｢낙동강 삼각주 북부의 고환경｣, 한국제4기학회지 8, 한국제4기학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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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원의 조사 결과 중 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창원 신방
리 저습유적과 부산 고촌리 생산유적은 경남의 동ㆍ서쪽에 이격되어 있지만 배산임
수의 생활조건 뿐 아니라 해안으로의 진출이 용이한 입지조건을 갖추었다. 출토유
물을 통한 비교 편년을 보면 4세기 2/4분기를 전후하여 생활역 내에 유수로 인한 제
약이 가장 강하게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술한 자연과학 분석이 3세기 중반 경,
해수면이 최고조에 이른 후 하강ㆍ상승을 반복하여 현재에 이른다는 거시적인 변화
상을 제공했다면 발굴조사에서는 해수면 최상승의 영향이 4세기 중반까지 생활영
역에 제약을 끼치고 있었다는 미시적인 사실을 증명해 낼 수 있었다.

[표 6] 유적형성 모식도
구분
3C
2/4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

부산 고촌리 생산유적

Ⅰ기
3/4

4/4

Ⅰ기

Ⅱ기

범람

범람

1/4
4C
2/4

Ⅱ기
2/4

Ⅲ기
4/4
5C

1/4
2/4

이렇듯 인접학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향후 동시기 유적의 성격을
유추하거나 조사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김해 신문리 생활유적의 발굴조사 시 전술한 두 유적의 조사 성과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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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적의 편년, 토층의 형성과정 등을 비교ㆍ분석하여 [표 7]과 같이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의 Ⅰ기, 부산 고촌리 생산유적과 김해 신문리 생활유적의 Ⅱ기가 동시기
임을 인지하고 동일 시점에 환경적 제약을 개척해가는 고대인의 생활모습을 추론해
낼 수 있었다.

[표 7] 유적간 상대편년 비교표
구분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

부산 고촌리 생산유적

김해 신문리 생활유적

삼한시대

-

Ⅰ기

Ⅰ기

삼한ㆍ삼국시대

Ⅰ기

Ⅱ기

Ⅱ기

삼국시대

Ⅱ기

Ⅲ기

Ⅲ기

3. 동물유체 분석
동물유체는 포유류, 조류, 어류,
패류 등으로 구분되며17) 패총18)
이나 저습지 등에서 출토된다. 개
체가 큰 자연유물은 획득하기 쉽
지만, 미소패류나 어류의 뼈와 같
은 작은 것들은 물채질이나 부유
법 등 2차적인 선별작업을 거쳐
얻을 수 있다.
동물유체 분석 결과는 식생활
뿐만 아니라 당시의 경제적 활동

도판 2. 자연유물의 시료 채취 광경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

범위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만약, 해수성의 동물유체 및 어류패들의
뼈가 검출되었다면, ①조사대상지역이 기수역에 해당하거나, ②당시의 거주민이 식
생을 위해 해수역까지 이동하여 식량을 채집하였거나, ③해수역의 거주민과 교역

17) 유적에서 출토된 각 동물유체 분석은 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김건수 교수와 우리 연구원의
이재호 연구원이 공동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18) 패총은 구성하는 내용물에 따라 貝粉層, 混土貝殼層, 貝殼層, 粘土層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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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교류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19) 실제로 발굴
조사된 유적에서 해서포유류인 강치, 고래류 및 해수패인 참굴ㆍ백합 등이 출토되
었으며 이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포획을 위해 각 유적에서 해안의 원거리까지 수렵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해로 이용의 기술력 등을 유추해 볼
때 주변 집단과의 교역에 유리한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분류된 포유류 중 가장 출토량이 많은 것은 사슴과 멧돼지이다. 사슴은 식용뿐만
아니라 복골 등 제례의 도구 또는 골각기 제작에 필요한 재료로서 선호되어 출토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멧돼지는 식용에 용이한 부위20)를 중심으로 사슴에
이어 출토량이 많았다. 멧돼지의 경우, 부산 고촌 생산유적에서 가축화의 증거21)가
검출되었는데, 동시기의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이나 진주 평거동유적 등에서도 우리
시설로 추정되는 지면식건물지가 조성되고 있어 상호보완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개는 사천 늑도유적의 조사 성과에 따라 이른 시기부터 가축화가 이루어
진 동물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22) 사천 늑도유적에서는 인골과 함께 1개체
의 개가 함께 매장되어 장속의 관점에서 주목받았으나 그 외 유적에서는 부분적으
로 소량 출토되고 있어 식용의 가능성이 있다.

19) 조상훈ㆍ권귀향, ｢저습지 유적의 조사 및 분석방법｣, 야외고고학 3,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
관협회, 2007.
20) 배덕환, ｢靑銅器時代 住居址 出土 獸頭骨｣, 東亞文化 2ㆍ3호,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7.
이재호,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 출토 자연유물 소고｣, 昌原 新方里 低濕遺蹟, 東亞細亞文
化財硏究院, 2009.
상ㆍ하악골, 대퇴골, 연골 등이 이에 해당된다.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에서 출토된 골각기 중
멧돼지를 이용한 것은 1점에 불과하여 골각기의 재료로는 활용도가 미비하다. 한편으로 상ㆍ
하악골을 농경의례의 봉헌품으로 해석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21) 이재호, ｢부산 고촌유적 출토 멧돼지 뼈를 통해 본 가축화 소고｣, 釜山 古村里 生産遺蹟,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10.
가축화된 멧돼지는 두개골의 얼굴부분과 턱이 짧아지고 턱 크기의 감소에 따라 이빨의 크기
는 감소하는 반면 마모도는 야생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이는 가축화된 멧돼지가 보다
안정적으로 먹이를 공급받았고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불필요한 뼈가 퇴화되었기 때문
이다.
22) 東亞文化硏究院, 泗川勒島 進入路 開設區間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2006.
慶南考古學硏究所, 勒島貝塚, 2006.
東亞大學校博物館, 泗川 勒島-C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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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유적 출토 포유류 및 조류의 종류
육상포유류
대형

구분

해서포유류
소형

사
슴

멧
돼
지

소

말

개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

●

●

●

●

●

부산 고촌 생산유적

●

●

●

●

●

여
우

강
치

고
래
類

●
●

●

조류
오
리

왜
가
리

재
두
루
미

꿩

갈
매
기

●

●

●

●

●

●

어류와 패류의 분석에서는 당시의 어로 활동과 생업 활동 범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먼저 어류의 경우 농어, 도미, 복어 등 한정된 종류가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에
서 출토되었다. 농어, 복어는 어망업, 도미는 낚시업으로 획득한 것으로 추정되어
어획 방법의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전술한 유적에서는 참굴, 백합, 새꼬막 등
의 패류도 다수 출토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담수의 영향을 받는 수심 10~20m 내
외의 기수역에 서식하여 채집이 용이하고 산란시기를 제외한 가을~초봄까지 섭식
하기 좋은 식품에 해당된다. [표 9]와 같이 각종 어ㆍ패류는 식용으로 이용하기 용
이한 계절이 상이한데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생산활
동을 펼쳐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식료자원을 확보해 나갔던 것으로 추정가능하다.
[표 9] 각종 어ㆍ패류의 주요 섭식 계절
구분

농어

복어

봄
여름

도미

참굴

○
○

새꼬막

○

○

가을

○

겨울

○

○

○
○

○

식용패류는 주름다슬기, 논우렁이, 참굴, 백합, 새꼬막, 피뿔고동 등이 출토되었으
며, 비식용패류로는 번데기 우렁이, 실주름 달팽이, 부산 입술대고동, 가시대고동,
평탑달팽이 등이 출토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낙엽수림의 돌 사이에서 서식하는
종23)으로 분석되어 당시의 유적 주변에는 고목이 중심을 이루는 숲이 형성된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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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임을 보여준다.

4. 식물유체 분석
식물동정을 통해 밝혀진 식물유체의 종류는 벼, 조, 콩, 보리, 들깨, 마, 박, 복숭
아, 참외, 머루속, 호두, 밤, 한삼덩굴, 가래나무, 때죽나무속, 도꼬마리24) 등 다양하
고 그 용도도 식용, 직물의 재료, 용기 제작, 기구재 또는 가구재, 약용 등으로 폭
넓게 확인된다.
[표 10]에서 보이는 벼, 조, 보리, 콩 등의 곡류는 대표적인 재배식물로서 주식으
로 이용된 작물이며 마는 의복의 재료로서 중요성이 큰 작물이다. 곡류는 예로부터
오곡이 중시되어 왔는데 중국의 경우 조(黍)ㆍ피(稷)ㆍ콩(菽)ㆍ보리(麥)ㆍ마(麻)를
꼽고 있고 삼국지의 기록25)에서도 벼와 오곡을 구분하여 기록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26) 조와 콩은 상당히 보편화된 재배식물로 알려져 있으며27) 마는 三國志 魏

書 東夷傳 濊條에 “…有麻布…”라는 기사가 있으나 발굴 현장에서 출토 예는 매우
드문 편이어서 부산 고촌리 생산유적에의 출토된 마는 소량이긴 하나 삼한ㆍ삼국시
대 복식 재료로서 마의 존재를 증명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곡식류 이외에도 복숭아,
머루 등의 과일류와 박, 참외 등의 채소류가 출토되었다. 복숭아는 三國史記에28)
2세기 전반부터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참외는 통일신라시대
에 黃瓜, 甛瓜, 王瓜 등의 기록이 참고된다. 그 외 호두, 밤 등의 견과류는 채집식물
에 속한다.29)
대부분의 식물유체는 저습지나 혼토패각층의 퇴적층에서 수습되는 경우가 많지
만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에서는 단일 유구인 저장공 내에서 다양한 씨앗류가 출토
23) 權伍吉ㆍ朴甲萬ㆍ李俊相, 原色韓國貝塚圖鑑, 아카데미 서적, 1993.
24) 외래종, 국화과, 한방에서는 蒼耳子라 하여 두통, 해열, 발한제 등 약용으로 사용됨.
25) 三國志 卷30 魏書30 東夷傳 弁辰條.
土地肥美 宜種五穀及稻.
26) 권주현, ｢辰ㆍ弁韓人의 生活과 文化｣, 진ㆍ변한사연구, 경상북도ㆍ계명대학교한국학연구
원, 2002.
27) 권주현, ｢加耶人의 生活文化-食生活을 中心으로-｣, 韓國古代史硏究 16, 1998.
28) 三國史記 卷2 新羅本紀 婆娑 尼師今23年.
冬十月 桃李華
29) 권주현, 주26)의 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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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출토지가 확실한 식물유체는 당시 사람들이 직접 수확ㆍ채집했던 행위의
산물이므로 식생활 복원 자료로서 고고학적인 가치가 높다.
[표 10]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 출토 식물유체의 종류와 용도
용도
종류

식용

벼

●

조

●

보리

●

콩

●

들깨

●

마

●

복숭아

●

머루속

●

참외

●

박

●

호두

●

밤

●

한삼덩굴

●(양조)

가래나무

●

때죽나무속

직물

용기

기구재
ㆍ가구재

●

●

●
●

도꼬마리(蒼耳子)

1. 저장공 조사중 전경

●

2. 돗자리 상부 박씨 노출상태

도판 3.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 1호 저장공과 각종 씨앗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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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

3. 벼

4. 보리

5. 콩

6. 참외

7. 밤(율피)

8. 복숭아

9. 박

10. 한삼덩쿨

11. 씨앗류 일괄

1~10:창원 신방리 저습유적, 11:부산 고촌리 생산유적

도판 4. 유적 출토 각종 씨앗류

5. 수종 분석
목기수종은 [표 11]과 같은 종류가 이용되었는데, 소나무를 제외한 밤나무속, 상수
리나무류, 졸참나무류, 굴피나무, 음나무, 서어나무 등은 대부분 강도가 강하고 가
공하기 어려운 수종이며 낙엽활엽수로서 온대성 수종이다. 참나무과에 속하는 밤나
무속, 상수리나무류, 졸참나무류는 기건비중이 0.8정도로 내구성이 우수하여 건축
부재로 이용되며 밤나무류 역시 기건비중 0.6정도로 내구성이 우수하여 건축부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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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용의 도구로 이용된다.30) 고대인들은 이러한 목재의 성질을 파악하여 재질이
단단한 것은 건축부재로 이용한 한편, 용기의 재료로 이용된 오리나무절 등 재질이
단단하지 않은 목재는 옻칠을 하여 그 취약점을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사람
들의 목재선별에 관한 인식과 발달된 목재가공 기술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아울러
참나무류의 열매인 도토리는 신석기시대부터 저장시설과 관련된 유구에 매입된 양
상을 보이고 있어31) 구황식물로서 식용으로 이용된 것으로 생각되며 밤나무 역시
식량자원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았을 것으로 생각되어 당시의 식생환경 및 식생활상
을 추정할 수 있다.32)

[표 11] 목제 수종과 용도 분류(부산 고촌리 생산유적 부록5를 정리하여 기재)
이름

용도
출토유물

한국어명

건축
부재

소나무
소나무과

●

목주, 판재

밤나무
참나무과

●

목주

졸참나무절
참나무과

●

목주

음나무
두릅나무과

●

건축부재

굴피나무
가래나무과

●

●

목주, 판재,
건축부재, 칠기 고배

뽕나무속
뽕나무과

●

●

건축부재, 쟁반,
판상목기

상수리나무절
참나무과

●

용기

공구

●

농구

●

무기

생활
용품

기타

목주, 건축부재,
쟁기, 도끼자루

30) 박상진, ｢한국의 주요 고수종과 쓰임새｣, 建築 162, 大韓建築學會, 1992.
참나무류는 기건비중 0.8, 압축강도 560 kg/cm2, 인장강도 950 kg/cm2, 휨강도 600 kg/cm2 정
도로서 나무질은 단단하면서 질기고 쉽게 썩지 않으므로 기구재, 선박재, 농기구, 건축재, 숯
제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밤나무류는 기건비중 0.60정도로서 타닌 함량이 많아 잘
썩지 않아 관재, 건축재, 기구재, 교량재, 가구재 등으로 널리 쓰인다.
31) 국립김해박물관, 昌寧 飛鳳里遺蹟, 2005.
32) 조상훈ㆍ권귀향, 주19)의 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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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비자나무
개비자나무과

●

칠기 고배

오리나무절
자작나무과

●

고배, 발

참오동
현삼과

●

고배

꾸지뽕나무
뽕나무과

●

접시

때죽나무속
때죽나무과

●

주구부편

물푸레나무속
물푸레나무과
버드나무속
버드나무과

도끼자루

●

화살통

●

자작나무속
자작나무과

빗

●

벚나무속
장미과

●

팽이

Ⅳ. 삼한ㆍ삼국시대 생활유적 관련 교류 활동
우리 연구원의 국ㆍ내외 교류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2005년 창원 신방리 저
습유적과 2008년 부산 고촌리 생산유적이 연이어 발굴조사되면서 유적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국ㆍ내외 교류가 증가하게 되었다. 전술한 양자는 저습지라는 환경적 요
인으로 말미암아 목기, 골각기, 동ㆍ식물유체 등이 다량 출토되었으며 이것을 수습,
보관하는 기본적인 처리법에서부터 분석, 적용하는 방법에 이르는 폭넓은 자료가
요구되었다. 당시, 저습지유적으로는 광주 신창동유적의 사례가 대표적이었으며 경
남지역에서도 기장 가동유적, 김해 봉황동유적 등 유사한 성격의 조사 사례가 증가
하는 추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습지유적의 발굴조사는 불모지를 개척하는 것
과 같은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각종 목기 관련 세미나 참석을 독려하고
저습지 발굴조사 성과가 풍부한 타 연구원을 방문하여 다양한 벤치마킹을 시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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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예로 2008년에 아산 갈매리유적의 조사성과에 동조하여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에서 한ㆍ일목기세미나가 개최되었는데, 그 즈음 우리 연구원도 창원 신방리 저습
유적의 발굴조사 후 목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었다. 이에 해당 조사자를 파
견하여 자료의 확충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목기의 종류를 분류하고 제작기법을
관찰하는 방법 등을 전공자와의 교류를 통해 습득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유물 세
척실에 관심을 둘 정도로 목기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현재는 우리 연구
원 자체로 소형목기의 보존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기량이 증대되었다.

목기유물 실견 및 토론회 참석

유물세척실 견학

도판 5. 2008년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출장 광경

그리고 2009년에는 김해-창원 지역의 유적에서 빈번하게 출토되는 왜계 유물을
비교 연구하기 위해 발굴조사 담당자와 토기 전공자가 함께 인접한 일본의 사가현
교육위원회를 방문하였다.

출토유물 실견

유물수장고 견학

도판 6. 2009년 일본 사가현교육위원회 출장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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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는 늑도식토기가 출토된 일본의 靑谷上寺地遺蹟을 발굴조사한 島取縣敎

育委員會와 함께 “倭と韓”이라는 주제로 공동발표를 실시하기도 하였다.33) 靑谷上
寺地遺蹟은 저습지에서 다양한 목조 건축물과 목기 및 동ㆍ식물유체가 출토된 바
있어 해당 자료의 정리와 연구법에 대한 시야를 일깨울 수 있었다. 이어서 이전부
터 지속되어 온 일본 역사민속박물관과의 교류 일환으로 단일 유적인 기장 고촌리
생산유적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일본 역사민속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때 단순
히 발굴 조사 내용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자료의 공유와 분석이 이루어졌다.34)
본고에서 상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생활유적 이외의 산성, 분묘와 관련된 중국
과의 교류도 연구원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 연구원은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관련된 국ㆍ내외 기관을 방문하여 결
과물을 단순히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기량을 향상하고 보다 나은 연구 성과를 도출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지난
10년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목기연구회 참석

목기보존처리실 견학

유물 실견

도판 7. 2010년 일본 돗토리현 세미나 참석 및 관련유적 참관 광경
33) 島取縣敎育委員會, 倭と韓-靑谷上寺地遺蹟は語る, 2009.
34) 裵德煥ㆍ權鍾晧, ｢釜山 古村里 生産遺蹟의 調査成果｣,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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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이상으로 연구원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간 발굴조사된 삼한ㆍ삼국시
대 생활유적의 성과를 정리해 보았으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맺음말을 대
신하고자 한다.
우리 연구원의 주된 발굴조사 범위인 경남지역에서는 삼국시대의 수혈주거지 중
원형계 수혈주거지는 경남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방형계 수혈주거지는 경남 동부지
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점이지대인 낙동강 하류역의 창원-김해 지역에서 양자가
이른 시기부터 혼축되고 있다. 원형계 주거지는 5세기대 이후로 급감하여 점차 방
형계 수혈주거지로 대체되는 양상을 띤다. 지상식건물은 삼한시대까지 주거용도가
아닌 부속시설로 축조되었으나 4세기대부터 주거용도로 전용되어 단위취락을 형성
하게 된다. 우리 연구원은 이러한 지상식건물의 변화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실험고고학을 통해 실제로 지상식건물을 축조하여 당시의 기술력과 생활상을 간접
적으로나마 체험하고자 노력하였다. 5세기대에는 취락내 대형 목조건축물의 등장
이 주목되는데 함안 충의공원조성부지내 유적에서는 한국 최대의 타원형 지상식건
물이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건축물의 조성에는 상당한 기술력과 노동력이 투입되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편년자료에 근거하여 유구의 변화상을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각종 자연유물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법이
절대연대를 보완하는 자료로 이용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연륜연대 분석에서 유효한
결과를 획득하여 자료축적의 필요성을 체감하였다. 특히 저습지 유적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을 바탕으로 동ㆍ식물유체 및 수종 분석을 실시하여 당시의 식생활과 생
계경제활동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축적하였다. 즉 동물유체 분석에서는 식용, 도구
의 재료, 제의 도구로서 적합한 동물을 선별적으로 활용하고 계절적 환경에 따라 시
기별로 다른 어ㆍ패류를 적절히 수급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식물유체 분석에서
는 문헌사료에 등장하는 오곡, 마, 과일류 등에 대한 실존 자료를 확충할 수 있었으
며 수종분석을 통해서는 재료의 특성에 맞는 용도로 가구재, 도구, 용기 등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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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를 통해 지난 10년을 뒤돌아보면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했던 각 유적은
조사 규모와 난이도에서 차이는 있었지만, 그 결과물을 통해 삼국시대 생활상을 유
추가능할 정도로 연구 성과가 누적되었다. 특히 시간적, 금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 내용을 보다 내실있게 정리ㆍ보고하기 위해 조사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해 왔으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수용ㆍ변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이어져 왔다고 자평한다. 시행착오는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꾸
준히 연구원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우리 연구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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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쉬롱궈(徐龙国)

著*

김광숙 譯

요 약
본문에서는 신석기시대 중ㆍ말기에서 진한시기의 성, 읍, 리 3자간의 내재된 연
관성 및 그 발전과 변천에 대한 관계를 고찰하였다. 邑은 일종의 오래된 부락형태
이며 환호, 목책, 토루를 갖춘 부락이다. 신석기시대 중기에 출현한 환호부락은 읍
중에서 일종의 고급형태이다. 신석기시대 말기에 환호부락의 기초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담이 있는 城이다. 삼대시기 발견된 성은 비교적 적으나 읍은 대량으로 존재
하는데, 이는 소수의 읍이 성벽을 쌓았으며 다수의 읍은 여전히 원래의 부락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말한다. 은허, 풍호, 낙읍 등 상주 도읍은 지금까지 성벽건축이 보
이지 않으며 여전히 읍의 형식에 속해있다. 삼대의 읍을 통해 볼 때, 읍은 대ㆍ소
구분이 있으며 높고 낮음의 구분도 있다. 대읍에는 소읍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춘
추전국시기 패권다툼의 격화로 많은 읍들이 잇따라 성벽을 쌓기 시작하여 진한시기
까지 이런 과정이 이어져왔다. 里는 일찍이 서주초기의 금문에서 출현했다. 리는
일종의 말단기구단위이며 또한 일종의 부락실체로써 읍의 또 다른 명칭이다. 부락
의 실체로 말하자면 城內 里와 城外 里로 나눌 수 있다. 성벽을 쌓은 비교적 큰 읍
은 여러 개의 비교적 작은 읍도 포함되었으며 비교적 작은 읍은 후에 비교적 큰 읍
의 리로 변하였는데, 이것이 城內 里이다. 아직 성벽을 쌓지 않은 비교적 작은 읍도
여전히 읍 원래의 형태를 보유하여 그것도 ‘里’라고 하였는데, 이를 城外 里라고 하
며 실제적인 자연촌락으로서 모두 읍에서 발전한 것들이다.

*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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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에서 성으로의 변천, 城內 里의 출현은 부락형태가 부단히 발전한 산물이며 그
에 따라 변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혈연관계가 점점 약화된 반면, 지연관계가 오히
려 점점 강화되었으며 아울러 상고시기의 사회형태가 萬國→王國→諸侯國→帝國으
로의 변천을 초래하였다.
성과 읍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부락형태로서 읍의 역사가 훨씬 오래되어 성은 읍
에서 발전된 것이며 성이 생긴 후로는 성과 읍이 동시에 존재하였다.
하ㆍ상ㆍ서주 시기에는 성이 적고 읍이 많은데, 읍은 기본적인 부락단위이며 서
로 다른 등급으로 나뉘고 대다수는 성벽이 없다. 춘추전국시기까지 점점 더 많은
읍이 성벽을 쌓으면서 성과 읍의 구별은 모호해지기 시작하여 점차 성읍구분이 없
어져 성과 읍을 합쳐 부르게 되었다.
진한시기 많은 군현성은 원래의 성읍에서 변화되어온 것이다. 읍에서 성으로의
전환은 촌락형태의 부단히 발전된 산물이며 이에 따라 점점 약화되는 혈연관계를
수반하게된 반면, 지연관계는 점점 강화되어 상고시기의 사회형태가 萬邦萬國→王

國→諸侯國→帝國으로의 변천을 초래하였다.
주제어 : 城邑, 城內 里, 취락, 성벽, 신석기시대, 삼대시기, 춘추전국시기, 진한시기

Ⅰ. 삼대시기의 성과 읍
夏, 商, 西周 세 개 왕조를 삼대시기(약 B.C 2100～B.C 771)라고도 한다. 성의
출현은 아주 이르다. 약 B.C 2600년부터 B.C 2000년까지 중국대지에는 성벽이 있
는 많은 신형촌락들이 나타났다.1) 이러한 촌락을 당시에는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현재 고증이 되지 않는다. 상 말기의 갑골문에는 ‘

’혹은 ‘

’자가 있으며 说文解

字 에서 이르기를 “墉，城垣也.”, 爾雅·釋言에는 “牆，謂之墉.”라고 하여 说文
解字 단락에는 또 ‘郭’2)라고 해석했다. 갑골문 중에는 城 혹은 郕를 ‘ ’, ‘ ’으로 쓴

1) A.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中國考古學․新石器時代卷，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0.(第
792頁)
B.任式楠, ｢中国史前城址考察｣，考古 1998.(第1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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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주 금문 중에서는 ‘城’을 ‘

’라 표현하였으며，‘墉’자의 오른쪽에 ‘戉’자변을

더하였는데, 무기를 들고 성벽을 지킨다는 뜻이다. 说文解字에서는 “城, 以盛民

也, 从土, 从成.”이라고 했다. 이로 봤을 때 상대의 이러한 신형부락은 ‘城’이라 불렀
다. ‘墉’과 ‘城’의 상형자에서 표현하는 의미를 통해 볼 때, 당연히 성곽과 기타 경비
시설로서 상술한 내용은 성벽이 있는 신형부락과 상응한다.
诗经중에는 ‘城’에 관한 기재가 아주 많다. 그 예로서 邶風ㆍ靜女에는 “靜女

其姝, 俟我于城隅.” 鄭風·子衿에는 “挑兮達兮, 在城阙兮. 一日不見, 如三月兮.”,
大雅·文王有聲에는 “築城伊淢, 作豐伊匹.”, 大雅ㆍ板에는 “價人維藩, 大師維垣,

大邦維屏, 大宗維翰, 懷德維甯, 宗子維城. 無俾城壞, 無獨斯畏.”이라 기재되어 있는
데, 이는 성에 담장과 성궐이 있음을 표명한다. 诗经과 左传 등에서 城은 일반
적으로 명사이지만 동사로도 쓰였다. 즉 축성의 의미도 있다. 그 예로 大雅·出车
에는 “天子命我, 城彼朔方.”, 大雅·蒸民에는 “王命仲山甫, 城彼东方.” 등으로 기재
되어 있으며 축성운동의 발전에 따라 左传중에는 동사로 다량 사용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城向, 城楚丘, 城鄫, 城郚, 城诸, 城郓, 城郢, 城费 등이다.

邑은 갑골문과 금문자에서 형상이 같아 모두 ‘

’, ‘ ’ 혹은 ‘ ’로 쓰였으며, 상ㆍ

하 구조로서 위에는 하나의 ‘口’, 아래에는 꿇어앉은 ‘人’자가 있다. 이는 읍에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거나 구역임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释名·释州国에는 “邑 ……邑人

聚会之称也.”라고 하였다. 于省吾선생은 “古文字以, 为国之初文, 其 乃邑之初文,
由 孳乳 为 , 又省作 .”3)이라고 하여 갑골문 중에는 읍에 관한 복사가 아주 많
다. 그 예로서 “癸……争贞我作邑”(甲骨文合集 13490), “城向作邑于麓”(甲骨文合

集13505正), “取三十邑”(甲骨文合集 7083正), “貞燎于西邑”(甲骨文合集 6156正),
“辛卯……王于……天邑商無”(甲骨文合集 36535) 등이 있다. 宋鎮豪는 상대의 읍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상왕도, 방국도성, 관료귀족의 영지와 귀속된 왕조, 신하
로 귀속된 제후 혹은 방국관할의 읍4)으로 나뉜다. 왕읍이든 제후읍이든 아니면 많
은 소향읍이든 모두 읍으로 불리지만 그들의 등급은 다르다. 왕읍 혹은 대읍은 나
라로 불릴 수 있어 说文解字에서는 “邑，国也.”라고 하였다. 林沄선생은 “실제적
2) 說文 段玉裁注：“按城墉字今作郭.” 釋墉爲郭.
3) 于省吾, ｢釋中國｣, 中華學術論文集, 中華書局, 1981.(第6～8頁)
4) 宋鎮豪, ｢關于商代‘邑’的區劃形態的考察｣, 見五井直弘編 中國的古代都市, 汲古書院,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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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읍만이 나라로 불릴 수 있다만 수사상에서 읍을 나라로 부르는 것은 통상적
으로 모두 읍을 수도로 은밀히 부르는 것이다”5)라고 지칭하였다. 문헌중에 자주 보
이는 ‘敝邑’은 자기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읍이나 많은 작은 읍들은 단
지 거주지로 표시될 뿐이다. 左傳·莊公二十八年에는 “凡邑, 有宗廟先君之主曰都,

無曰邑”이라는 내용이 있다. 갑골문에는 이런 구분이 보이지 않으므로 학계에서는
이는 단지 서주말기 正名의 산물이라고 본다. 게다가 성주를 읍으로 부르고 종묘가
있다. 은허는 대읍상이라 불리고 종묘건축물도 발견되었으며 제사를 지낸 유적도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종묘의 유무는 읍과 도의 구별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邑’자의 위에 있는 “口”를 많은 사람들은 성벽으로 여겨 읍은 성벽이 있는 부락
으로 여겼다.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口”를 환호로서 읍은 성벽이 없는 부락으로
여긴다. 갑골문에는 ‘作邑’의 복사가 많이 있는데, ‘作’은 ‘豊’으로서 ‘封’자의 이문으
로 해석해야 한다6)라고 하였는데, 이 해석은 ‘作邑’의 본의에 더 가깝다.
周禮·地官에는 大司徒의 직책으로 “制其幾疆而溝封之, 設其社稷之壝, 而樹之

田主”라고 기재 되어있다. 鄭玄은 “溝, 穿地爲阻固也, 起土界也.”라고 해석하였으며,
王國維는 “古封, 邦一字, 封乃古人之經界,”7)라고 말했다. 최근 학자들은 삼대시기
“邑”과 성곽의 개념구별이 엄격하여 읍은 환호는 있되 성의 흔적은 없었다고 지적하
였다.8) 현재 殷墟, 周原, 豐鎬, 洛邑 등지에서는 확실히 성벽의 흔적이 없었다. 특
히, 殷墟에서 발굴작업이 80년이나 진행되었는데, 야외작업의 지점 분포로 봤을 때

殷墟에는 성벽이 발견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9)
앙소문화시기의 大地灣遺址ㆍ半坡遺址ㆍ姜寨遺址ㆍ北首嶺遺址, 大汶口文化시기
의 尉遲寺 유적 등 고고학계에서 발견한 신석기시대 말기의 環壕촌락은 일종의 비
교적 고급형태의 읍일 가능성이 많다. 甘肅 秦安大地灣유적은 2개 부분으로 나뉘는
데, 하나는 五營河 강기슭에 위치하는 半坡文化시기의 한 부락이다. 다른 하나는 甲

址 이남의 작은 산기슭에 위치하며 西王村 문화시기의 대형 촌락유적이다. 전자는
100여 동의 집터가 발견되었으며 문들은 모두 중심광장을 바라보고 있다. 주거지
5)
6)
7)
8)
9)

林沄, ｢關于中國早期國家形式的幾個問題｣, 林沄學術文集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1998.
郭沫若, ｢釋封｣, 甲骨文字研究，人民出版社, 1982.
王國維, ｢史籀篇疏證｣，王國維遺書 第六冊，上海書店出版社, 2011.
馮時, ｢“文邑”考｣，考古學報 2008.(第3期)
唐際根ㆍ荊志淳, ｢安陽的“商邑”與“大邑商”｣，考古 2009.(第9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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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은 環壕이며，城壕 밖의 서쪽은 고분구역이다.
마을의 배치는 북쪽 산기슭의 901호 큰집을 중심으로 부채형(남쪽)으로 펼쳐졌
다. 마을전체는 작은 단지로서 각 단지에는 큰 집터와 작은 집터가 있다. 이미 발굴
한 240동의 집터는 대다수 앙소문화시기에 속하는 하나의 산간 마을이다. 학계에서
는 이곳이 부락군 중의 중심 촌락으로 부락연맹의 소재지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섬서성 서안 반파유적 환호내의 주거구역은 면적이 약 30,000㎢로서 하나의 큰 집
터와 45개의 중소형 집터도 발굴 되었다. 집들의 문은 대체적으로 남향이며 하나의
소형 부락이다. 섬서성 임동 강채유적의 환호내 주거유적지에서 100여 동의 집터가
발견되어, 비교적 큰 부락에 속한다. 부락내의 집터는 5～6조로 나뉘어 중심광장 주
변에 분포되어 있다. 각조는 모두 큰집터와 10～20채의 중소형 집터로 구성되어 있
으며 문은 광장쪽으로 향하였다. 학계에서는 몇 개의 씨족 혹은 포족의 주거지일
가능성이 많다고 여긴다. 安徽蒙城 尉迟寺유적은 大汶口文化시기의 환호부락 중 하
나이다. 환호내의 집터는 줄지어 분포되었는데, 각 줄마다 길이가 다르다. 긴줄은
10여 칸이고 짧은 줄은 2~3칸으로 모두 11줄 13조의 단층집을 발견했으며 총 52칸
이다. 집터는 건축시기의 차이 외에 중복관계는 없어 치밀한 기획으로 통일된 배치
를 한 건축으로 추측할 수 있다.10) 실제로 그룹이든 줄을 지었든, 이러한 분포의 주
거지는 모두 환호내에 있는데, 환호는 주거지와 씨족 공동묘지를 비롯한 가마(생산
유적) 등을 분리하였다. 집터의 분포 상황에 의하면 소형부락은 하나의 씨족만 있
고 대형부락은 몇 개의 씨족 혹은 포족을 포괄하였을 것이며 부락내의 구성원은 관
계의 친소에 따라 부족을 형성하여 거주하였다. 이는 씨족사회의 진면모를 보여 준
다. 이러한 환호부락은 당시에 환호, 목책, 토루의 읍이며 환호가 없는 자연부락에
비해 읍은 일종의 고급 형태이다.

唐际根ㆍ荆志淳은 고고 유물에서 착안하여 安阳의 ‘商邑’및 ‘大邑商’의 형태에 대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 중 ‘大邑商’은 은허의 많은 상읍이 구성된 상왕조 도
읍이다. ‘大邑商’은 많은 소형 상읍을 포함하나 본래는 독립적인 읍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大邑商’이라고 한다. 비록 ‘大邑商’은 많은 소형 상읍을

10)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中國考古學·新石器時代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0.(第231
ㆍ232ㆍ29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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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지만 많은 상읍에 간단히 더해진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도읍으로
서 대읍상은 엄연히 하나의 총체이다. 이 중에 소형 상읍은 공간, 기능, 혈연관계에
서 모두 상호 연관된 것이다.11) 이러한 관점은 아주 명확하게 삼대시기 읍의 기본
형태 및 그 본질을 나타냈다. 마치 大邑商 및 그 후의 주원 등 상주의 대형 도읍은
내부에 많은 씨족과 가족을 포함했을 것이며, 그들은 읍에서 각자 일정한 구역을 점
유하고 왕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을 것이다. 丁乙선생은 주원 청동기 토굴에
대해 연구한 결과, 주원에서 출토된 여러 무더기의 청동기에서 각각 南宫氏, 裘氏,

微氏, 虢季子 등의 가족에 속해 있다고 여겼다. 토굴 부근에서 발견한 소위 궁전유
적은 응당 서주 말기의 여러 성씨의 귀족들의 주거지일 것이다.12) 즉, 주원 대읍 내
에서도 분명히 여러 성씨의 소읍이 분포되어 그 정황은 대읍상과 기본적으로 비슷
하다.
읍의 원시 형태는 환호, 목책, 토루의 부락이며 삼대시기 성과 읍은 병존하였으나
공간형태는 구별이 있다. 성은 성벽이 있고 읍은 성벽이 없다. 이런 점은 문헌에서
도 나타나고 있다. 左傳·僖公五年에서는 “陳轅宣仲怨鄭申侯之反己于召陵, 故勸

之城其賜邑, 曰 ‘美城之, 大名也, 子孫不忘. 吾助子請.’ 乃爲之請于諸侯而城之, 美.
遂谮諸鄭伯曰 ‘美城其賜邑, 將以叛也.’ 申侯由是得罪.” 左傳·襄公七年 “南遺爲費
宰. 叔仲昭伯爲隧正, 欲善季氏而求媚于南遺, 謂遺 ‘請城費, 吾多與而役.’ 故季氏城
費.”라 기재하였다. 상술한 두 읍은 모두 타인의 설득 하에 성벽을 쌓기 시작했으며
그전에는 환호, 목책, 토루의 원시적 형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읍의 사람들은 주로 혈연관계를 유대로 가족들이 모여 살고, 매장하였다. 韩诗

外传에는 읍의 사람들은 “出入更守, 疾病相憂, 患難相救, 有無相貸, 飲食相召, 嫁娶
相謀, 漁獵分得”하였고, 左傳·襄公二十七年에서는 “(崔)成請老于崔, 崔子許之, 偃
與無咎弗予, 曰 ‘崔, 宗邑也, 必在宗主.’”라고 기재하였다. 禮記·王制 기재한 바에
의하면 “方伯爲朝天子, 皆有湯沐之邑于天子之縣內.”, 春秋左傳·春秋序 賈公顔疏
“諸侯有大功者, 於京師受邑, 爲將朝而宿焉, 謂之朝宿之邑. 方嶽之下, 亦受田邑, 爲從

巡守備湯水以共沐浴焉, 謂之湯沐之邑.”라 하였다. 위의 내용은 도읍주변 경기지방

11) 唐際根ㆍ荊志淳, ｢安陽的“商邑”與“大邑商”｣，考古, 2009.(第9期)
12) 丁乙, ｢周原的建築遺存和銅器窖藏｣，考古, 1982.(第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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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귀족에게 봉읍이나 채읍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족간의 매장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삼대시기 고분연구에서 매우 명확하기에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전체 삼대로 말하자면 고고학에서 발견한 성지는 수십 개에 그치기 때문에 춘추
전국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사시기와도 차이가 많다. 그러나 이 시
기 읍에 관한 기록은 즐비하여 이 시기는 읍의 흥성기인 것으로 설명된다.

Ⅱ. 춘추전국시기의 성과 읍
춘추전국시기 역사에서는 동주시기(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221년)라고 칭한다.
춘추시기 패권다툼의 흥행으로 점점 많은 읍들이 성벽을 쌓기 시작하였다. 위에서
열거한 城向, 城楚丘, 城鄫, 城郚, 城諸, 城郓, 城郢, 城費 등 모두 기존 읍의 기초위
에 성벽을 쌓았다. 左傳·哀公七年에는 “宋人伐之(曹), 晉人不救. 築五邑于其郊,

曰黍丘ㆍ揖丘ㆍ大城ㆍ鍾ㆍ邗.”라고 기재하여 읍에 성을 쌓는 현상이 아주 명확함을
알 수 있다. 전국시기까지 이르러 비교적 큰 읍은 성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후국
의 관할 읍 혹은 군현으로 되었다. 전국시기의 유명한 대읍은 제후국의 수도가 되
었다. 燕昭王은 樂毅를 파견하여 제나라를 정벌하게 하였으며 제나라의 70여 개의
성을 탈환하였는데, 莒ㆍ即墨만은 배재되었다. “樂毅圍二邑, 期年不克, 及令解圍, 各

去城九裏而爲壘.” 연소왕이 죽고 아들 혜왕이 등극하면서 騎劫를 樂毅에 대신하게
했으나 제나라의 장수 田單이 火牛陣으로 연나라 군대를 파멸시켰다. “齊人殺騎劫,

追亡逐北, 所過城邑皆叛燕, 複爲齊.”13)莒와 即墨은 제나라의 속읍으로서 모두 견고
한 성벽이 축조되어 있으며 습관적으로 여전히 읍이라고 부른다.
제나라는 읍리 제도를 비교적 일찍 시행한 나라이다. 춘추시기 관중은 제나라를
위해 군정합일 제도를 설계하였다. 궤리를 기층 조직으로 하고 읍을 궤리 위에 건
설하였다. 管子·小匡에는 管仲 “制五家爲軌, 軌有長, 六軌爲邑, 邑有司”라고 기재
하고 있다. 행정체제에서 궤, 리, 읍 등급으로 관리를 진행하였다. 國語·齊語에
도 관자는 制鄙를 ‘三十家爲邑’으로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군제는 읍리의 조직위
에 건설하였다. 管子·小匡에 이르기를 “管子乃制五家以爲軌, 軌爲之長. 十軌爲
13) (宋)司马光撰, 资治通鉴·周纪·卷四，台湾中华书局, 1986.(第52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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裏, 裏有司. 四裏爲連, 連爲之長. 十連爲鄉, 鄉有良人. 以爲軍令.” 여기서 30여 개의
읍이 여전히 자연 부락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제도설계이고 자연
상태에서 집들이 많고 적고는 정해진 것은 아니다. 기록을 통해 볼 때, 읍의 크기는
차별이 매우 크다. 예로 論語·公冶長篇에는 ‘十室之邑’ㆍ‘千室之邑’이 있다. 左

傳·成公十七年에는 “施氏之宰, 有百室之邑.”라고 기재하였으며, 戰國策·趙策에
는 ‘萬家之邑’ 이라는 내용이 있다. 읍의 크기는 다르므로 당연히 높고 낮음의 구분
이 있으며 작은 읍은 자연촌락일 것이다. 문헌 및 출토된 문자 중에서도 里라고 불
린다. 그리하여 爾雅·釋言에는 “里, 邑也.”라 했으며, 큰 읍은 반드시 관리 기구
를 설치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춘추시기 비교적 큰 읍은 ‘宰’를 설치하여 관리하
였다. 예로 左傳·襄公七年에는 “南遺爲費宰”라 했고, 左傳·襄公二十八年에서

晏子는 “在外, 不得宰吾一邑.”라고 하였다. 王 또는 宗主는 臣下나 宗子에게 상을 내
리는데, 적게는 몇 개의 읍이고 많게는 몇 십개 혹은 몇 백개의 읍이 된다. 纳邑의
상납은 일종의 권력자나 전쟁 승리자에게 뇌물로 상납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예로
左傳·襄公二十七年에는 “(陳桓子)說晏平仲, 謂之曰 ‘子速納邑與政! 無邑無政, 乃

免于難. 齊國之政, 將有所歸, 未獲所歸, 難未歇也.’”라고 기재했다. 이러한 읍은 아마
도 귀족의 采邑이나 食邑이며 일부는 성벽을 축조한 반면 작은 읍은 성벽이 전혀
없다.
전국시기까지 읍리조직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출토된 제나라 도문을 통해 볼
때, 제나라 수도 临淄 주변에는 적어도 읍, 리, 궤의 세 개의 향간조직이 있다.14)
이때의 읍은 생활적으로는 하나의 주거지역이며, 관리상으로는 里 위의 관리기구로
서 여러 리의 구역을 관할하고 있다. 이때 일반적인 소읍은 보편적으로 “里”로 불리
었다. 전국시기의 도문으로 분석하건데, 里 위의 일급 관리기구가 있는 다수의 읍은
성벽을 쌓기 시작하였다. 山東 益都縣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孫板

村 동쪽에 도요지가 발견되었는데, 陶豆ㆍ壺ㆍ罐등 온전한 기물들이 출토되었다.
일부 豆ㆍ壺 위에는 도문이 있는데, 내용은 ‘城陽邑楚’, ‘城陽邑痦’, ‘城陽邑’ 등 이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는 고성이 하나 있는데, 남북으로 길이가
1,500m, 동서로 너비가 1,200m, 면적은 180만 ㎡이며 서주에서 한대까지 사용되었

14) 孫敬明, ｢齊陶新探｣, 考古發現與齊史類征, 齊魯書社, 2006.(第9頁)

86

다. 이 고성의 서남부에 ‘臧台’라 하는 고지대가 있어서 ‘臧台城’이라 불렸다. 그러나
출토된 도문을 통해 볼 때, 적어도 전국시기에 이곳은 城陽邑의 소재지였다15).

縣의 명칭은 서주시기부터 존재하였다. 周禮·地官와 禮記·王制 중에서 縣
은 도성 부근의 장소를 가리킨다. 춘추시기 주천자의 역량이 기울어 제후국의 세력
이 커져 갈수록 전쟁까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각 제후국은 주천자의 통치 방법을
모방하여 점거한 토지나 원래의 封邑과 鄉鄙를 현으로 고쳐 국왕에게 직속되거나
경대부에게 분봉하였다. 초문왕이 申, 息을 멸하고 초장왕과 초평왕이 두 번이나 陳
을 멸하여 申, 息, 陳을 현으로 정했다. 진나라도 새로 획득한 지역에 현을 설치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武公 10년(B.C 688) “伐邽ㆍ冀戎ㆍ初縣之. 十一年, 初縣杜ㆍ鄭.”
처럼, 읍이 나중의 현 일급 행정단위로 바뀌었는데, 이는 전국시기의 진나라 때부터
시작한 것이다. 秦孝公 12년(B.C 350) 상앙변법을 임용하였으며 “集小乡邑聚为县”의
방법을 통해 원래의 小鄕邑을 모아 31개 縣을 형성시켜 令, 丞을 설치하여 관리하였
다.16) 원래의 소향읍은 성벽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지만 집중시킨 후로는 관리 기
구를 설치한 대읍이 되었다. 이것이 이후의 縣城이다. 의심할 바 없이 이미 성벽과
같은 방어시설이 있었을 것이다. 소위 “集小乡邑聚为县”라 함은 한편으로는 인구의
집중을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관리권의 집중을 말하는데, 이 과정은 한대까
지 진행되었다. 漢書·地理志에는 “黾池, 高帝八年複黾池中鄉民. 景帝中二年初城,

徙萬家爲縣.”라고 기재되어있다.
춘추시기부터 縣, 邑, 城은 거의 구분이 없어 같이 불리었다. 일부는 邑이라 불리
지만 실제로는 城이였던 것이다. 禮記·檀弓上에는 “國亡大縣邑, 公卿大夫士皆厭

冠, 哭于大廟.”, 史記·範雎蔡澤列傳에는 “秦相穰侯東行縣邑.”이라 기록하였다. 史
記·秦本紀는 秦昭襄王 51년(B.C 256)에 “西周君走來自歸, 頓首受罪, 盡獻其邑三十
六城, 口三萬. 秦王受獻, 歸其君於周”라 기재하였다. 秦庄襄王 元年(B.C 249) 진나라
가 동주군을 멸할 당시 동주의 河南ㆍ洛陽ㆍ穀城ㆍ平陰ㆍ偃師ㆍ鞏ㆍ缑氏의 7개 읍
이 秦에 귀속되었는데, 실제로는 城이 있는 邑이다.

15) 孫敬明, ｢齊都陶文叢考｣, 考古發現與齊史類征, 齊魯書社, 2006.(第80頁)
16) 史記·商君列傳, 中華書局, 1959.(第223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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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진한시기의 성과 읍
진한시기는 秦代, 西汉, 新莽, 东汉의 네 시기(B.C 221~A.D 220)이다. 이 시기의
군현성은 기본상 춘추전국시기의 읍성을 계승하였고 또한 安邑ㆍ粟邑ㆍ栒邑ㆍ陽邑

ㆍ臨邑ㆍ襄邑ㆍ昌邑ㆍ石邑ㆍ堂邑ㆍ馬邑ㆍ平邑ㆍ武邑 등과 같은 읍의 명칭도 여전
히 그대로 유지되었다. 漢書·地理志에는 대량으로 城을 邑 또는 所로 봉하는 기록
이 있다. 그 예로 “鄭, 周宣王弟鄭桓公邑”, “商, 秦相衛鞅邑也”, “祁, 晉大夫賈辛邑”,
“長子, 周史辛甲所封”, “朝歌, 纣所都, 周武王弟康叔所封”, “盂, 晉大夫孟丙邑”, “葉,

楚葉公邑”, “鄖鄉, 楚鄖公邑”, “費, 故魯季氏邑” 등이 있는데, 읍은 즉 국가이다. 漢
書ㆍ地理志에 “여러 성을 국가로 하였다”는 것 또한 여기에 속한다. 예를 들면 “新
豐, 故骊戎國, 秦曰骊邑”, “潞, 故潞子國”, “須昌, 故須昌國” 등 이다. 거연 돈황의 한
간 중에서 보이는 臨汾邑, 降邑, 雍丘邑, 陽翟邑, 郏邑, 鄢陵邑, 郾邑, 颍陽邑, 西華

邑, 穰邑, 涅陽邑, 宛邑, 冠軍邑, 舞陰邑, 瑕且邑, 館陶邑, 朐邑 등17) 한나라의 일부
현성은 비록 “邑”자가 없지만 그래도 읍성에 속한다. 이들은 모두 원래의 읍을 기초
로 발전한 현성이다. 유방은 “六年冬十月, 令天下縣邑城.”라 하였고, 張宴은 “皇後公

主所食曰邑, 令各自築其城也.”라고 하였으며 顔師古는 “縣之與邑, 皆令築城.”고 하
였다. 당연히 師古의 해석이 맞다고 볼 수 있다. 이때는 많은 읍이 성벽을 축조하였
을 것이다. 또 하나는 황제릉 부근의 능읍에 설치되어 있다. 秦始皇骊邑ㆍ漢高祖長

陵邑ㆍ惠帝安陵邑ㆍ文帝霸陵邑ㆍ景帝陽陵邑ㆍ武帝茂陵邑ㆍ昭帝平陵邑ㆍ宣帝杜陵
邑 등은 성벽이 있는 성읍이고 또한 현에 비견될 수 있는 행정단위이다.
현급 행정단위의 읍 외에도 진한시기에는 다른 성질의 읍도 존재하였다. 예로 왕
후장상이 봉한 食邑과 황태후, 황후, 공주의 沐浴邑, 그리고 황제의 祭祀山陵의 祭

邑이다. 이러한 것들은 고대의 식읍제도를 계승해온 것이다. 이런 읍은 크기가 다른
데, 큰 것은 현을 넘어 군에 닿으며, 작은 것은 鄕邑, 亭邑일 뿐이다. 惠帝가 붕어한
후 여태후가 친정하여 오빠의 아들인 역후 여대를 여왕으로 하고 제나라의 제남군
을 할양하여 여왕 奉邑으로 하였다. 무제는 혜왕을 추모하기 위하여 제나라에 능원
을 두었으며 임치 東園에 혜왕의 능원읍을 두고 제사봉읍으로 하였다.18) 헌제는 외
17) 冯小琴, ｢居延敦煌汉简所见汉代的“邑”｣, 敦煌研究 1999.(第1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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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의 號를 博平君으로 하사하고 博平ㆍ蠡吾 두 현의 1,100호를 湯沐邑으로 하였
다.19)
서한시기 왕자후의 봉지는 일반적으로 부왕의 封地에서 나누는데, 한무제의 ‘推

恩令’이후에는 더욱 강화되었다. 동한 왕국의 봉지는 많이 축소되었는데, 적자의 왕
국 봉지계승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왕자후의 봉지도 다른 군에서 귀속
시켰었다. 동한시기 왕자후의 분봉은 縣侯, 鄉侯, 亭候라고도 불렀다. 왕과 열후는
모두 봉토가 있으며 열후 이하는 봉토가 없고 食戶만 있다. 가구 수는 일정하지 않
으며 공로가 큰 자는 만호후로 봉했고 작은 자는 백호에 불과했다.
續漢志·百官志에는 “關內侯, 無土, 寄食在所縣, 民租多少各以戶數爲限.”라 기
재되어 있는데, 서한 초기 이외에 봉읍은 크기와는 상관없이 읍주는 경제상의 식봉
특권만 있고 정치상의 치민권은 없었다. 봉지는 모두 원래 조정의 군현지역 내에
있으며 군현관리가 직접 통치ㆍ관리한다.20) 상술한 食邑, 封邑, 沐浴邑 등은 모두
일급의 독립된 행정단위가 아니며 성벽도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봉읍은
실제로는 상주시기의 湯沐邑ㆍ朝宿邑이 이어진 것이다.
문헌 기록으로 봤을 때, 진한시기의 성안에는 보편적으로 市를 설치하였으나 城
과 市의 결합은 초급단계에 해당하며 市가 성안에서의 지위는 높지 못하여 ‘城市’라
고 부르는 사람도 적었다. 毛詩ㆍ國風ㆍ鄘에는 “文公徙居楚丘，始建城市而營宮

室.”라고 하여 처음으로 ‘城市’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다. 漢書중에는 ‘城市’라고
기록된 것은 보이지 않는다. 단지 史記·趙世家에서만 “秦攻韓, 韓國欲以‘城市邑

十七’入于趙, 以此嫁禍于趙”이라 하여 성, 시, 읍을 합쳐 불렀다. 後漢書에는 네
곳에만 썼는데, 첫째는 劉玄傳에 “更始悅, 乃懸莽首于宛城市.”라 기재하였는데,
여기서는 완전한 城의 市를 가리킨다. 둘째는 法雄傳에 “凡虎狼之在山林, 猶人之

居城市.”라고 기재하였고, 셋째는 方術列傳에 “常居先人冢側, 未曾入城市.”, 넷째
는 西羌傳에 湟中月氏胡 “東犯趙ㆍ魏之郊, 南入漢ㆍ蜀之鄙, 塞湟中, 斷隴道, 燒陵

園, 剽城市, 傷敗踵係, 羽書日聞.”라고 기재하였다. 동한 이후부터 ‘城市’가 합쳐져
불린 것이 점차적으로 많아졌으며 진한시기에는 유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8) 汉书·高五王传, 中华书局, 1962.(第2001頁)
19) 漢書·外戚傳, 中華書局, 1962.(第3963頁)
20) 柳春藩, ｢東漢的封國食邑制度｣, 史學集刊 1984.(第1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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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읍과 里居
說文解字에는 “里, 居也. 從田, 從土.”라고 하였다.21) 公羊傳ㆍ宣公十五年에
서 何休注는 “在田曰廬, 在邑曰里.”라고 하였는데, 이는 ‘邑’과 ‘里’ 에는 내재된 관계
가 있다는 것을 표명한다. 俞偉超선생의 연구에 의하면, 서주초기부터 ‘里’의 호칭이
나타났다. 서주 令彜에는 “出令舍三事命, 暨卿事寮ㆍ暨諸尹ㆍ暨裏君ㆍ暨百工ㆍ暨

諸侯ㆍ侯ㆍ田ㆍ男, 舍四方令”(金文總集 5493)과 같은 금문 중에는 ‘里’, ‘里人’, ‘里
君’ 등이 있다. 상고의 문헌 書·酒诰에는 “越百姓ㆍ里君.”, 周書·商誓에는 “及
百姓ㆍ里君ㆍ獻民.”, 周書·嘗麥에는 “歸祭闾率ㆍ里君.”, 周禮·遂人에는 “五家
爲鄰, 五鄰爲里” 등 ‘里’와 같은 기록이 많이 있다. 금문과 문헌상에서의 “里君”은 말
단조직의 관리자로서, 즉 里長이다. 서주말기부터 ‘里’는 周書·作雒 “凡工賈胥市,

臣仆州里, 俾無交爲.”, 周書·允文 “無遷厥里.”에서 처럼 성읍내의 구민구역의 단
위명칭이 되었다. 俞偉超선생은 성읍과 촌락을 가리키는 읍이 광범위하게 생긴 후
전문 촌락을 가리키는 ‘里’도 나타났는데, 이 둘의 개념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것
으로 본다. 爾雅에서 “里, 邑也.”라고 했는데 이는 ‘里’가 ‘邑’의 또 다른 명칭으로
나타난 것임을 반영한다. 說文解字에서는 “里, 有田有土而裏居也.”라고 했는데,
‘里’자는 논밭의 부락 및 주민이 지연관계로 연결된 복합개념으로 발생한 것이다22).
여기에서 ‘里’는 성읍지외와 성읍지내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전국부터 진한까지
출토된 문자 자료에서 구별이 가능하다. 孫敬明의 제나라의 도문을 연구한 성과에
의하면 도문 중에는 某鄙의 某里는 모두 성외에 있다. 某里라고만 불리는 자만 성
안에 많이 있다23). 성읍지외는 여전히 읍(촌락)의 기본형태를 보존하고 있으며 里
중의 주민은 거의 하나의 성씨나 몇 개의 가족에 속하여 혈연관계가 매우 밀접하다.
반면, 성읍지내는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里 내의 주민은 하나의 성씨나 몇 개의 가
족에 완전히 속하지 않으며 어떤 곳은 사람들이 종사하는 직업으로 분리 거주하여
혈연관계가 느슨해졌다. 管子·大匡의 “凡仕者近宮, 不仕與耕者近門, 工賈近市.”라

21) (漢)許慎, 說文解字，中華書局, 1963.(第290頁)
22) 俞偉超, 中國古代公社組織的考察—論先秦兩漢的單—僤—彈, 文物出版社, 1988.(第53～57頁)
23) 孫敬明, ｢齊陶新探｣，考古發現與齊史類征，齊魯書社, 2006.(第1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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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록을 통해 볼 때, 당시 성읍지내의 주민은 대체로 직업으로 거주구역을 나누
었음을 볼 수 있다. 邑에서 里로의 변화는 대개 성읍의 확대로 원래 몇 개의 읍을
대읍지내에 포함시킨 것이거나, 大邑商, 洛邑 등 본래부터 많은 소읍을 포함한 도읍
이다. 대읍내에 포함된 소읍들은 대읍 중의 ‘里’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성벽이 없는
많은 소읍(촌락)들은 성내의 소읍과 지위도 같아서 그에 맞게 “里”로 불렸다.
많은 연구자들은 읍내의 里와 읍외의 里를 동일시하여 里 내의 주민 가구수를 연
구하였다. 실제로 성읍외의 리는 마치 현재의 자연촌락과 같아 가구 수가 일치하지
않고 정해진 수치는 아니므로 문헌 중에서는 1里의 가구 수를 적으면 25가구, 많으
면 200가구로 본다. 何雙全선생의 주장대로 리는 성읍내의 조직만 있는 것이 아니
라 향촌에도 있는데, 향촌의 리는 농업의 가장 말단 행정기구이다.24) 진한시기에
시행한 군현제 관리는 지방관리가 郡國에서 縣邑, 다시 鄉裏까지이며 리는 가장 말
단 단위이다. 리에 관한 기록은 비교적 많으나 성읍 내ㆍ외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
다. 그러나 고고학에서 발견한 일부 실물자료는 아주 명확하다.

甘肅 天水放馬灘 진나라 무덤에서 출토된 지형도에는 산천하류가 그려져 있고 28
개의 지명도 표시되어 있다. 이 지명들 밖에는 모두 크고 작은 사각형들이 그려져
있다. 邽丘에는 비교적 큰 사각형, 기타에는 비교적 작은 사각형들을 사용하였다.

邽丘는 현급 단위로 하고 나머지는 리의 일급 단위로 하였다. 楊里ㆍ真里 등은 ‘里’
자를 지니고 略ㆍ可ㆍ屋ㆍ中田ㆍ炎城廣堂ㆍ南田 등은 ‘里’자를 지니지 않은 것도 있
다. 이는 전국시대 秦邽縣의 구역도이며 작은 사각형을 그린 것은 邽縣 아래 성외
의 각 리들이다. 이 리들은 산천하류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림에서 그들은 邽縣 행
정구역내의 자연 촌락임을 알 수 있다.25)

馬王堆 3호 한묘에서 출토된 비단그림 ≪地域圖≫와 ≪駐軍圖≫에는 營浦ㆍ舂陵
ㆍ冷道ㆍ龁道ㆍ南平ㆍ桃陽ㆍ觀陽ㆍ桂陽 등 8개 縣邑城과 74개 里가 그려져 있다.
현읍성은 직사각형 부호로, 리는 원형부호로 표시하였으며 큰 리는 100여 가구, 중
간 리는 5~60가구, 작은 리는 10여 가구로 리마다 실제 주민의 가구 수를 표시하
였다.26) 이로서 당시 리마다 가구 수에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24) 何雙全, ｢漢簡·鄉裏志及其研究｣, 見甘肅省文物考古研究所, 秦漢簡牍論文集，甘肅人民出
版社, 1989.(第173頁)
25) 何雙全, ｢天水放馬灘秦墓出土地圖初探｣, 文物 1989.(第2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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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때의 문자 기록에도 비교적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武威 五壩山 3호 한
묘 목간 중의 “張掖西鄉定武里”, 武威 磨咀子 한묘 명정 중의 “姑臧北鄉西夜里”, 거
연 한대 죽간 중의 “趙國邯鄲邑中鄉陽陵里” 등과 같이 모현, 모향, 모리라고 한 것은
모두 성외의 리라고 봐야 한다.

王子今선생의 연구에 의하면 한나라 장안성에도 성외의 鄕이 존재한다. 漢書·
王莽傳 기록에 의하면, 天風 元年(A.D 14)，왕망이 “分長安城旁六鄉，置帥各一人”
라고 하였다. 현재 알려진 곳은 建章鄉ㆍ盧鄉ㆍ東鄉이다.27) 건장향은 장안성의 서
부에 위치해 있고, 동향은 한 장안성의 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노향은 아직 위치를
모른다. 왕망이 한 장안성 외에 향을 건설한 것은 성외에는 里居와 주민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주민들은 당시 장안성의 編戶齊民에 속한다. 서한 말 장안성에는 모두
80,800가구, 인구 246,200명이 있다고 漢書·地理志에 기록되어 있다. 이 사람들
이 전부 장안성 내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장안성 외에 거주하고 있다. 한
장안성 남쪽 구역은 상림원과 예제건축 구역으로 일반 평민들은 거주하지 못하며
다른 세 구역에는 많은 평민들이 거주한다. 최근 몇 년간 한 장안성 동구에서 대량
의 한묘와 벽돌ㆍ기와가마가 대량으로 발견되었으며 한 장안성의 북교ㆍ위하 이북
에도 한대의 도자기 작업장이 많은데, 이 구역들은 모두 인구가 비교적 집중된 곳으
로 볼 수 있다. 당연히 한 장안성 근교 무덤의 묘주가 성내의 주민이 아니라고 부정
하는 것은 아니다.
성읍의 리에 대한 연구는 이미 심도깊게 진행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형태는 안벽
과 문 두 개가 있고, 里內에는 도로가 하나 있어 좌, 우 두 부분으로 나누어 里典
혹은 里正을 설치하여 관리를 진행하였다. 咸陽 長陵의 정거장 부근에서 출토된 秦

代 도문에 의하면, 秦 함양성내에 屈里ㆍ完里ㆍ沙壽里ㆍ直里ㆍ高里ㆍ芮柳里ㆍ當柳
里ㆍ訚里ㆍ右里ㆍ泾里ㆍ東里ㆍ商里ㆍ蔔里ㆍ重成里ㆍ蒲里ㆍ陽安里ㆍ隧陽里ㆍ戎里
ㆍ白里ㆍ反里ㆍ廣里 등 34개 리의 명칭이 있다.28) 이들은 단지 장릉 정거장 부근의
도자기 작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閭里數일 뿐이다. 三輔黃圖 권2에는 “長安城

闾里一百六十, 室居栉比, 門巷修直. 有宣明ㆍ建陽ㆍ昌陰ㆍ尚冠ㆍ修城ㆍ黃棘ㆍ北煥
26) 馬王堆漢墓帛書整理小組, ｢長沙馬王堆三號漢墓出土地圖的整理｣, 文物, 1975.(第2期)
27) 王子今, ｢漢代長安鄉裏考｣，人文雜志, 1992.(第6期)
28) 袁仲一ㆍ鈺, 秦陶文新編·上編，文物出版社，2009.(第322～33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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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南平ㆍ大昌ㆍ戚裏.”라고 기재하였다. 확실한 것은 陵里ㆍ函里ㆍ李里ㆍ孝里ㆍ宜里
ㆍ棘里ㆍ南里ㆍ苟里ㆍ有利里ㆍ當利里ㆍ假陽里ㆍ囂陵里ㆍ敬上里 등 13개가 있다.29)
漢書·武五子傳에도 元始 2년(A.D 2) “起五裏于長安城中, 宅二百區, 以居貧民”이
라고 기재되었다. 기록으로 볼 때, 장안성내의 리에는 가옥이 즐비하고 문이 정연하
게 들어서 있어 비교적 정연하고 일정한 기획을 통해 건설되었다.

Ⅴ. 소결
邑은 일종의 아주 오래된 부락형태이며 인류가 동굴을 벗어나 정착하면서부터 원
시적인 邑居가 생겨 신석기시대 중기까지 발전하여 환호를 지닌 부락이 나타났다.
이는 邑의 고급형태에 속한다. 이를 기초로 신석기시대 말기에는 성벽을 지닌 부
락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城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邑을 대체하는 邑의 고급형태
가 되었다. 城이 나타난 후부터 수량은 부단히 증가하고 공간형태도 부단히 그 규
모가 확장되었으며, 또 원래의 공공사무소를 위한 ‘大房子’와 나중에 발전된 성내의
관서 및 궁전 그리고 기존의 교역장에서 바뀐 성내의 시장 등, 내부구조도 일련의
변화가 생겼다. 가장 큰 변화는 城의 출현으로 가족끼리 모여 살던 혈연관계가 약
화되고 지연관계를 더 강화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城의 출현이 邑을 대체한 것은
아니다. 소읍은 여전히 대량 존재하였는데, 신석기시대 말기부터 삼대시기를 거쳐
진한시기까지도 여전히 존재하였다. 성벽을 쌓은 비교적 큰 읍은 여러 개의 작은
읍을 포함하고 작은 읍은 이후에 큰 읍의 里로 변화되었는데, 위에서 서술한 성내의

里이다. 그러나 성벽을 쌓지 않은 작은 읍도 원래의 형태를 보존하고 있어 ‘里’라고
불렸는데, 상술한 읍외의 리이며 실제로는 자연촌락을 일컫는다. 邑에서 城으로의
전환은 고고학적 발견과 문헌기록을 통해 볼 때, 신석기시대 말기와 춘추전국시기
에 걸친 두 번의 큰 변화의 시기를 겪었으며 진한시기에는 여전히 대량의 읍이 성
으로 전환되어 진한 군현제의 실행과 里居관리에 물질적인 기초를 다졌다.

29) 王子今, ｢漢代長安鄉裏考｣, 人文雜志, 1992.(第6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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龙 国*

提 要
本文考察了从新石器时代中晚期到秦汉时期城、邑、里三者之间的内在联系及其发
展演变关系。邑是一种古老的聚落形态，是有沟树之封的聚落。新石器时代中期出现
的环壕聚落，是邑的一种高级形态。新石器时代晚期，在环壕聚落的基础上出现了有
围墙的城。三代时期，发现的城较少，而邑大量存在，说明少数邑筑起了城墙，而多
数邑仍然保留了原来的聚落形态。像殷墟、沣镐、洛邑等商周都邑至今未见城墙建
筑，仍属邑的形式。从三代的邑来看，邑有大小之分，也有高低之别。大邑之中包括
了一些小邑。春秋战国时期，随着争霸战争的加剧，很多邑纷纷筑起城墙，而且这一
过程一直延续到秦汉时期。里最早出现于西周早期的金文当中。里既是一种基层组织
单位，又是一种聚落实体，是邑的另一种称谓。就聚落实体而言，可分为城内之里和
城外之里，那些建起城墙的较大的邑包括了数个较小的邑，较小的邑后来变成了较大
邑的里，即城内之里；那些没有建起城墙的较小的邑，仍然保留着邑的原来形态，后
来他们也称之为里，即城外之里，实际上就是自然村落，它们都是从邑发展而来的。
从邑到城的演变，城内之里的出现，是聚落形态不断发展的产物，随之而变的是人们
的血缘关系越来越弱化，而地缘关系却越来越强化，并导致上古时期社会形态由万国

→王国→诸侯国→帝国的嬗变。
关键词：城邑, 城内之里, 聚落, 城墙, 新石器时代, 三代时期 ,春秋战国时期, 秦汉时期

* 中国 社会科学院 考古研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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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与邑是两种不同的聚落形态，邑的历史更加久远，城是从邑发展起来的，自城产
生以后，城与邑同时存在。夏、商、西周时期，城少邑多，邑是基本的聚落单位，分
成不同的等级，绝大多数没有城墙。至春秋战国时期，随着越来越多的邑筑起城墙，
城与邑的区别变得模糊起来，到了城邑不分、城邑并称的程度。秦汉时期，很多郡县
城是从原来的城邑演变而来的。从邑到城的转化，是聚落形态不断发展的产物，随之
而变的是血缘关系越来越弱化，而地缘关系却越来越强化，并导致上古时期社会形态
由万邦万国→王国→诸侯国→帝国的嬗变。

一. 三代时期的城与邑
夏、商、西周三个朝代又称三代时期(约公元前21世纪至公元前771年)。城的出现很
早，大约从公元前2600年至公元前2000年，在中国大地上出现了许多有城墙的新型聚
落1)。这种聚落，当时称谓何名，现已不可考证。晚商时期的甲骨文中有“

”或“ ”

字，≪说文解字≫ 曰：“墉，城垣也。” ≪尔雅·释言≫：“墙，谓之墉。” ≪说文解字≫
段注又释作“郭”2)。甲骨文中，城或郕写作“ ”“

”。在西周金文中“城”的写法是“

”，

在“墉”字右边加一“戉”字旁，即执戈守卫城垣之意。≪说文解字≫：“城，以盛民也，
从土，从成。”由此看来，商代这种新型聚落称之为“城”。从“墉”和“城”形象字所表达的
意义看，当为城郭及其他守卫设施，与上述所说的具有城墙的新型聚落是对应的。

≪诗经≫中有很多关于“城”的记载。≪邶风·静女≫：“静女其姝，俟我于城隅。”
≪郑风·子衿≫：“挑兮达兮，在城阙兮。一日不见，如三月兮。” ≪大雅·文王有声≫：
“筑城伊淢，作丰伊匹。” ≪大雅·板≫：“价人维藩，大师维垣，大邦维屏，大宗维
翰，怀德维宁，宗子维城。无俾城坏，无独斯畏。”表明城是有城垣、城阙的。在≪诗
经≫ 和 ≪左传≫等记载中，城一般为名词，但也用作动词，即筑城之意，如 ≪大
雅·出车≫：“天子命我，城彼朔方。” ≪大雅·蒸民≫ ：“王命仲山甫，城彼东方。”
随着筑城运动的兴起，≪左传≫ 中出现了大量用作动词的情况，如城向、城楚丘、城
1) A.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中国考古学·新石器时代卷≫，中国社会科学出版社2010年
版，第792页。
B.任式楠：≪中国史前城址考察≫，≪考古≫ 1998年第1期。
2) ≪说文≫ 段玉裁注：“按城墉字今作郭。”释墉为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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鄫、城郚、城诸、城郓、城郢、城费等。
邑，甲骨文和金文字形相同，均写作“ ”、“ ”或“ ”，为上下结构，上有一“口”，下
有一跪坐的“人”，强调邑为有人居住的地方或区域。因此，≪释名·释州国≫ 谓:“邑

……邑人聚会之称也。”于省吾先生认为：“古文字以 为国之初文，其 乃邑之初
文，由 孳乳 为 ，又省作 。”3)甲骨文中有许多关于邑的卜辞，如“癸……争贞我
作邑”(≪甲骨文合集≫ 13490)；“作邑于麓”(≪甲骨文合集≫ 13505正)；“取三十邑”(≪甲骨
文合集≫ 7083正)；“贞燎于西邑”(≪甲骨文合集≫ 6156正)；“辛卯……王于……天邑商
无”(≪甲骨文合集≫ 36535)等。宋镇豪把商代的邑分为四类：商王都、方国的都城、
官僚贵族的领地和分属王朝、臣属诸侯或方国管辖的邑4)。无论是王邑、诸侯之邑，
还是众多的小乡邑，虽然都称为邑，但他们的等级是不一样的。王邑或大邑可以称为
国，因此≪说文解字≫曰：“邑，国也。”林沄先生指出：“实际上只有都邑可以称国，
在修辞上以邑代国的场合，通常都可以把邑理解为暗指国都的。”5)文献中常见的“敝
邑”即指自己的国家。一般的邑及众多小邑仅表示居住的地方而已。≪左传·庄公二十
八年≫有“凡邑，有宗庙先君之主曰都，无曰邑”，甲骨文中未见这一区分，学界一般
认为，这只是西周晚期“正名”的产物。况且，成周称邑，有宗庙；殷墟称大邑商，也
发现了宗庙建筑，且有祭祀的遗存。可见，有无宗庙并非邑与都的区别所在。
关于邑字之上的“口”，多数人释之为城墙，认为邑是有城墙的聚落，但也有人认为
“口”为沟树之封，邑是无城墙的聚落。甲骨文中有很多“作邑”的卜辞，郭沫若释“作”为
“丰”,认为是“封”字的异文6)，此解更接近“作邑”之本意。≪周礼·地官≫ 记载，大司徒
之职“制其幾疆而沟封之，设其社稷之壝，而树之田主”。郑玄注：“沟，穿地为阻固
也；封，起土界也。”王国维说：“古封、邦一字，封乃古人之经界。”7)最近有学者指
出，三代时期，“邑”与城郭的概念区别严格，邑有沟树之固，但并无城的痕迹8)。目

3) 于省吾：≪释中国≫，见 ≪中华学术论文集≫, 中华书局1981年版，第6～8页。
4) 宋镇豪：≪关于商代“邑“的区划形态的考察≫，见五井直弘编 ≪中国的古代都市≫，汲古书院，
1995年。
5) 林沄：≪关于中国早期国家形式的几个问题≫，见 ≪林沄学术文集≫，中国大百科全书出版
社，1998年。
6) 郭沫若：≪释封≫，见 ≪甲骨文字研究≫，人民出版社，1982年。
7) 王国维：≪史籀篇疏证≫，见 ≪王国维遗书≫ 第六册，上海书店出版社2011年版。
8) 冯时：≪“文邑”考≫，≪考古学报≫ 2008年第3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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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在殷墟、周原、丰镐、洛邑等地，的确也没有发现城墙遗迹。尤其是殷墟，考古
发掘工作已经进行了80年，从田野工作地点的分布看，殷墟已经不大可能发现城
墙9)。
考古发现的新石器时代晚期的环壕聚落，如仰韶文化时期的大地湾遗址、半坡遗
址、姜寨遗址、北首岭遗址，大汶口文化时期的尉迟寺遗址等，很可能就是邑的一种
比较高级的形态。甘肃秦安大地湾遗址分两个部分，一部分位于五营河岸边，为半坡
文化时期的一处聚落；另一部分位于甲址以南的小山坡上，为西王村文化时期的大型
聚落遗址。前者发现100多座房址，门向都朝向中心广场。居住区外围为环壕，城壕外
西部为墓葬区。村落布局以北边山坡的901号大房子为中心，向南呈扇形展开。整个村
落分成若干小区，每个小区中有大房址和小房址。已经发掘的240座房址绝大多数属于
仰韶文化时期，是仰韶文化的一处山地村落。学术界认为，这里可能是聚落群中的中
心村落，或许就是部落联盟所在地。陕西西安半坡遗址环壕内的居住区面积约3万平方
米，发掘1座大型房址和45座中小型房址，他们的门向大体朝南，是一处小型聚落。陕
西临潼姜寨遗址环壕内的居址发现100多座房址，属于较大的聚落。聚落内的房址可分
5～6组分布在中心广场周围，每一组都有一座大房址和10～20座中小房址组成，房址
的门开向广场，学术界也认为，很可能是几个氏族或胞族的居址。安徽蒙城尉迟寺遗
址为大汶口文化时期的一处环壕聚落遗址，环壕内的房址成排分布，每排长短不一，
长排10余间，短排两三间，共发现11排13组排房，合计52间，房址可能有早晚差异，
但无打破关系，推测是经过周密规划、统一布局、统一营建的10)。实际上，不论是成
组还是成排分布，居址都处于环壕之内，环壕把居住区、氏族公共墓地及窑场分开，
据房址分布的情况，小型聚落似乎只有一个氏族，大型聚落可能包括几个氏族或胞
族，聚落内的成员根据关系亲疏，聚族而居，十分真实地揭示了氏族社会的面貌，这
些环壕聚落应即当时有沟树之封的邑，相对于没有环壕的自然聚落，应是邑的一种较
为高级的形态。
唐际根、荆志淳从考古遗存入手，对安阳的“商邑”与“大邑商”的形态进行了研究，认
为“‘大邑商’是殷墟众多商邑构成的商王朝都邑。‘大邑商’包含众多的小型商邑，但本身
9) 唐际根、荆志淳：≪安阳的“商邑”与“大邑商”≫，≪考古≫ 2009年第9期。
10)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中国考古学·新石器时代卷≫，中国社会科学出版社2010年
版，第231、232、295页。

中国古代的城、邑、里

97

又可以理解为独立的‘邑’，因其此种特征，故称‘大邑商’。虽然‘大邑商’包含众多的小型
商邑，但并不能将它理解为众多商邑的简单相加。作为都邑，大邑商本身俨然又是一
个整体。它所包含的小型商邑，在空间、功能、血缘关系上都是相互关联的”11)。这种
观点十分准确地揭示了三代时期邑的基本形态及其本质。像“大邑商”以及后来的周原
等商周大型都邑，内部应该包括了多个氏族或家族，他们在邑中各自占有一定的区
域，他们与王族之间有着亲密的关系。丁乙先生根据周原青铜窖藏的研究认为，周原
出土的几批青铜器分别属于南宫氏、裘氏、微氏、虢季子等家族，窖藏附近发现的所
谓宫殿遗址应是西周晚期诸姓贵族的聚居12)。就是说，在周原这个大邑内，也应该分
布着数个姓氏的小邑，其情形与大邑商基本相同。
邑的原始形态是有沟树之封的聚落，三代时期城与邑并存，但二者的空间形态是有
区别的，城有城墙，邑没有城墙。这一点在文献当中是有反映的。≪左传·僖公五
年≫记载：“陈辕宣仲怨郑申侯之反己于召陵，故劝之城其赐邑，曰：‘美城之，大名
也，子孙不忘。吾助子请。’乃为之请于诸侯而城之，美。遂谮诸郑伯曰：‘美城其赐
邑，将以叛也。’申侯由是得罪。”≪左传·襄公七年≫：“南遗为费宰。叔仲昭伯为隧
正，欲善季氏而求媚于南遗，谓遗：‘请城费，吾多与而役。’故季氏城费。”上述两邑
都是在他人的劝说下才筑起城墙的，在此之前可能仍保留着沟树之封的原始形态。
邑人主要是以血缘关系为纽带聚族而居、聚族而葬者。≪韩诗外传≫说，邑人“出入
更守，疾病相忧，患难相救，有无相贷，饮食相召，嫁娶相谋，渔猎分得”。≪左传·
襄公二十七年≫载：“(崔)成请老于崔，崔子许之。偃与无咎弗予，曰：‘崔，宗邑也，
必在宗主。’”根据 ≪礼记·王制≫ 记载：“方伯为朝天子，皆有汤沐之邑于天子之县
内。”又 ≪春秋左传·春秋序≫ 贾公颜疏：“诸侯有大功者，於京师受邑，为将朝而宿
焉，谓之朝宿之邑。方岳之下，亦受田邑，为从巡守备汤水以共沐浴焉，谓之汤沐之
邑。”似乎可以将上述发现看作是在天子京畿之内的贵族封邑或采邑。关于聚族而葬的
情况，学者对三代墓葬的研究已经十分清楚，在此不再赘述。
就整个三代来说，考古发现的城址只有数十座而已，不但不能与春秋战国时期相
比，而且较史前时期也相差许多。而此时有关邑的记载却比比皆是，似乎说明这时期

11) 唐际根、荆志淳：≪安阳的“商邑”与“大邑商”≫，≪考古≫ 2009年第9期。
12) 丁乙：≪周原的建筑遗存和铜器窖藏≫，≪考古≫ 1982年第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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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邑兴盛的时期。

二. 春秋战国时期的城与邑
春秋战国时期，历史上又称东周时期(公元前770年至公元前221年)。春秋时期随着
争霸战争的兴起，越来越多的邑筑起了城墙，如上所举，城向、城楚丘、城鄫、城
郚、城诸、城郓、城郢、城费等等，均在原邑的基础上筑起城墙。≪左传·哀公七
年≫载：“宋人伐之(曹)，晋人不救。筑五邑于其郊，曰黍丘、揖丘、大城、钟、邗。”
筑城于邑的现象极为鲜明。时至战国，那些较大的邑，不但有了城墙，而且成为诸侯
国的辖邑或郡县。战国时期的名城大邑，更是成为诸侯国的国都。燕昭王派乐毅伐
齐，连下齐国70余城，唯莒、即墨不下。“乐毅围二邑，期年不克，及令解围，各去城
九里而为垒。”燕昭王死，子惠王立，以骑劫代乐毅，齐将田单以火牛阵破燕军，“齐
人杀骑劫，追亡逐北，所过城邑皆叛燕，复为齐”13)。莒和即墨为齐国的属邑，都筑有
坚固的城墙，由于习惯原因仍称之为邑。
齐国是实行邑里制度较早的国家。春秋时期，管仲为齐国设计了一套军政合一制
度，轨里为基层组织，邑建立在轨里之上。≪管子·小匡≫记载：管仲“制五家为轨，
轨有长，六轨为邑，邑有司”。从行政体制上进行轨、里、邑等级管理。≪国语·齐
语≫亦载，管子制鄙，以“三十家为邑”。军制建立在邑里组织之上。≪管子·小匡≫
曰：“管子乃制五家以为轨，轨为之长。十轨为里，里有司。四里为连，连为之长。十
连为乡，乡有良人。以为军令。”这里只有三十家的邑可能仍为自然的聚落。但是，这
只是一种制度设计，在自然状态下，邑内之家有多有少，并非恒数。从记载看，邑的
大小差别很大，如 ≪论语·公冶长篇≫ 有“十室之邑”、“千室之邑”。≪左传·成公十
七年≫ 载：“施氏之宰，有百室之邑。” ≪战国策·赵策≫ 有“万家之邑”。邑大小不
同，当然就有高低之分，小的邑可能是自然状态下的村落，文献及出土文字中称之为
里。因而，≪尔雅·释言≫曰：“里，邑也。”大的邑必须设置管理机构，据记载，春秋
时期较大的邑设“宰”管理，如 ≪左传·襄公七年≫：“南遗为费宰。”≪左传·襄公二十
八年≫晏子曰：“在外，不得宰吾一邑。”国君或宗主赏赐臣子或宗子，少则几邑，多
13) (宋)司马光撰：≪资治通鉴·周纪·卷四≫，台湾中华书局1986年版，第52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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则几十邑，甚至百邑。纳邑也经常作为贿赂当权者或战争中胜利一方的手段。如≪左
传·襄公二十七年≫载：“(陈桓子)说晏平仲，谓之曰：‘子速纳邑与政！无邑无政，乃
免于难。齐国之政，将有所归，未获所归，难未歇也。’”这些邑可能就是贵族的采邑或
食邑，有的建起了城墙，而那些小邑根本可能就没有城墙。
到战国时期，邑里组织进一步发展。从出土的齐国陶文看，在齐国都城临淄周围至
少有邑、里、轨三级乡间组织14)。此时的邑，从物质载体看，它是一个居住地点，从
管理体制看，它是里上的管理机构，管理着多个里的区域。此时，一般的小邑已经普
遍称之为“里”。从战国陶文分析，作为里上一级管理机构驻地的邑多数建起了城墙。
山东益都县北20公里孙板村东，曾经发现一处陶窑遗址，出土了陶豆、壶、罐等完整
器物，有的豆、壶上有陶文，内容为“城阳邑楚”“城阳邑痦”“城阳邑 ”等。此地以北8公
里有一座古城，南北长1500米，东西宽1200米，面积180万平方米，时代为西周至汉
代。因其西南部有高台名“臧台”，所以称之为“臧台城”。但从出土的陶文判断，至少战
国时期这里是城阳邑所在地15)。
县的称谓西周时既已存在。≪周礼·地官≫和≪礼记·王制≫中，县是指王畿附近
的地方。春秋时期，周天子力量式微，诸侯国势力壮大，兼并战争越来越频繁，各个
诸侯国仿照周天子的做法，把兼并的土地或原有封邑与乡鄙改为县，直属国君或分封
卿大夫。楚文王灭申、灭息，楚庄王、楚平王两次灭陈，即以申、息、陈为县。秦国
也采取设县的办法管理新得地区，如武公十年(公元前688年)，“伐邽、冀戎，初县之。
十一年，初县杜、郑。”邑演变为后来县一级行政单位，是从战国时期秦国开始的。秦
孝公十二年(公元前350年)任用商鞅变法，通过“集小乡邑聚为县”的办法，将原来的小
乡邑集中起来，形成三十一县，并设令、丞管理16)。原来的小乡邑不一定有城墙，但
集中起来以后，设有管理机构的大邑，即后来的县城，则毫无疑问已经有城墙等防御
设施了。在此所谓“集小乡邑聚为县”，一方面是人口的集中，一方面是行政管理权的
集中，这个过程直到汉代还在进行之中。≪汉书·地理志≫载：“黾池，高帝八年复黾
池中乡民。景帝中二年初城，徙万家为县。”
自春秋以来，县、邑、城几乎不分彼此，并可连称，有一些虽称邑，但实为城。
14) 孙敬明：≪齐陶新探≫，见 ≪考古发现与齐史类征≫，齐鲁书社2006年版，第9页。
15) 孙敬明：≪齐都陶文丛考≫，见 ≪考古发现与齐史类征≫，齐鲁书社2006年版，第80页。
16) ≪史记·商君列传≫，中华书局1959年版，第2232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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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礼记·檀弓上≫：“国亡大县邑，公卿大夫士皆厌冠，哭于大庙。”又≪史记·范雎蔡
泽列传≫：“秦相穰侯东行县邑。”≪史记·秦本纪≫载，秦昭襄王五十一年(公元前256
年)，“西周君走来自归，顿首受罪，尽献其邑三十六城，口三万。秦王受献，归其君
於周”。秦庄襄王元年(公元前249年)，秦灭东周君时，东周的河南、洛阳、穀城、平
阴、偃师、巩、缑氏七邑入于秦，实际上皆为有城之邑。

三. 秦汉时期的城与邑
秦汉时期指秦代、西汉、新莽、东汉四个时期(公元前221年至公元220年)。这一时
期的郡县城基本上是继承了春秋战国时期的邑城，而且很多还保留了邑的名称，如安
邑、粟邑、栒邑、阳邑、临邑、襄邑、昌邑、石邑、堂邑、马邑、平邑、武邑等。

≪汉书·地理志≫有大量某城故为某邑或故为某所封的记载。如：“郑，周宣王弟郑桓
公邑”；“商，秦相卫鞅邑也”；“祁，晋大夫贾辛邑”；“长子，周史辛甲所封”；“朝歌，纣
所都，周武王弟康叔所封”；“盂，晋大夫孟丙邑”；“叶，楚叶公邑”；“郧乡，楚郧公
邑”；“费，故鲁季氏邑”等等。邑者，国也。≪汉书·地理志≫中所载，某城故为某
国，亦属此类。如“新丰，故骊戎国，秦曰骊邑”；“潞，故潞子国”；“须昌，故须昌国”
等等。汉代的一些县城，虽然无“邑”字，但也属于邑城，如居延敦煌汉简中所见到的
临汾邑、降邑、雍丘邑、阳翟邑、郏邑、鄢陵邑、郾邑、颍阳邑、西华邑、穰邑、涅
阳邑、宛邑、冠军邑、舞阴邑、瑕且邑、馆陶邑、朐邑等17)。这些都是在原来邑的基
础上发展起来的县城。刘邦“六年冬十月，令天下县邑城。”张宴曰：“皇后公主所食曰
邑，令各自筑其城也。”颜师古曰：“县之与邑，皆令筑城。”当以师古所释为是。此
时，应有一大批邑筑起城墙。还有一种设在皇帝陵墓附近的陵邑，如秦始皇骊邑、汉
高祖长陵邑、惠帝安陵邑、文帝霸陵邑、景帝阳陵邑、武帝茂陵邑、昭帝平陵邑、宣
帝杜陵邑等，是有城墙的城邑，也是与县相当的行政单位。
除了县级行政单位的邑之外，秦汉时期还存在其他性质的邑，如王侯将相所封食
邑，皇太后、皇后、公主的沐浴邑，皇帝祭祀山陵的祭邑。这些也是从古代的食邑制
度继承而来的。这些邑大小不一，大者跨县连郡，小者仅为乡邑、亭邑。如惠帝崩
17) 冯小琴：≪居延敦煌汉简所见汉代的“邑”≫，≪敦煌研究≫ 1999年第1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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后，吕太后称制，以其兄子鄜侯吕台为吕王，割齐之济南郡为吕王奉邑。武帝为悼惠
王冢园在齐，乃割临淄东园悼惠王冢园邑尽以予淄川作为祭祀奉邑18)。宣帝赐外祖母
号为博平君，以博平、蠡吾两县户万一千为汤沐邑19)。西汉时王子侯的封地，一般都
是在父王的封地中划分，汉武帝实行“推恩令”以后更是如此。东汉王国的封地大为缩
小，为了不影响嫡子对王国封地的继承，有时王子侯的封地，也是从他郡划入的。东
汉时期王子侯的分封，有的称县侯，有的称乡侯，有的称亭侯。王与列侯皆有封土，
列侯以下，均无封土，而有食户。户数多寡不一，功高者封为万户侯，少者仅百户。

≪续汉志·百官志≫：“关内侯，无土，寄食在所县，民租多少各以户数为限。”除西汉
早期之外，封邑不论大小，邑主只有经济上的食封特权，无政治上的治民权，封地全
在原来的朝廷的郡县地域之内，直接治理者为郡县官吏20)。上述食邑、奉邑、沐浴邑
等，均不是一级独立的行政单位，也并不一定有城墙建筑。这种封邑，实际上是商周
时期汤沐之邑、朝宿之邑的延续。
从文献记载来看，秦汉时期城内普遍设市，但城与市的结合还处于初级阶段，市在
城内的地位不高，直接将城称为“城市”者也很少。≪毛诗·国风·鄘≫载：“文公徙居
楚丘，始建城市而营宮室。”始见“城市”之语。≪汉书≫中不见“城市”连称。≪史记·赵
世家≫中仅有一条记载：秦攻韩，韩国欲以“城市邑十七”入于赵，以此嫁祸于赵。此
处，城、市、邑三者并称。≪后汉书≫ 中有四条：一是 ≪刘玄传≫ 载：“更始悦，乃
悬莽首于宛城市。”此处应指宛城之市。二是 ≪法雄传≫ 载：“凡虎狼之在山林，猶人
之居城市。”三是 ≪方术列传≫ 载：“常居先人冢侧，未曾入城市。”四是 ≪西羌传≫
载：湟中月氏胡“东犯赵、魏之郊，南入汉、蜀之鄙，塞湟中，断陇道，烧陵园，剽城
市，伤败踵係，羽书日闻。”可见，自东汉之后，“城市”连称才逐渐多起来，秦汉时期
并不流行。

18) ≪汉书·高五王传≫，中华书局1962年版，第2001页。
19) ≪汉书·外戚传≫，中华书局1962年版，第3963页。
20) 柳春藩：≪东汉的封国食邑制度≫，≪史学集刊≫ 1984年第1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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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城邑与里居
≪说文解字≫：“里，居也。从田，从土。”21)≪公羊传·宣公十五年≫何休注曰：
“在田曰庐，在邑曰里。”表明“邑”与“里”具有内在的联系。据俞伟超先生研究，从西周
早期起就出现了“里”的称呼。西周金文中有“里”、“里人”、“里君”等，如≪令彝≫：“出
令舍三事命，暨卿事寮、暨诸尹、暨里君、暨百工、暨诸侯、侯、田、男；舍四方令”
(≪金文总集≫ 5493)。上古文献中也有许多关于“里”的记载，如≪书·酒诰≫：“越百
姓、里君。”≪周书·商誓≫：“及百姓、里君、献民。”≪周书·尝麦≫：“归祭闾率、
里君。”≪周礼·遂人≫：“五家为邻，五邻为里”。金文与文献中的“里君”是基层组织的
管理者，也就是里长。大约从西周晚期起，“里”又成为城邑内居民区域的单位名称。
如 ≪周书·作雒≫：“凡工贾胥市，臣仆州里，俾无交为。”≪周书·允文≫：“无迁厥
里。”俞伟超先生认为，在有了广泛指城邑和村落的“邑”之后，又出现了专指村落的
“里”，二者所表达的概念可能不完全一样。≪尔雅≫谓：“里，邑也。”反映出“里”是作
为“邑”的又一种称谓而出现的。≪说文解字≫ 段注谓：“里，有田有土而里居也。”“里”
字是从农田的聚落以及居民因地缘关系而联系在一起的复合概念而发生的22)。
在此，“里”有两种情形：一种在城邑之外，一种在城邑之内。从战国到秦汉出土的
文字资料是可以分辨出这种区别的。根据孙敬明对齐国陶文的研究成果，陶文中凡言
某鄙之某里均在城外，仅称某里者多在城中23)。前一种仍然保存着邑(村落)的基本形
态，里中居民多属一个姓氏或几个家族，血缘关系十分紧密。后一种则发生了较大变
化，里内居民可能不完全属于一个姓氏或几个家族，有的地方则按人们从事的职业分
开居住，其血缘关系产生松动。如≪管子·大匡≫载：“凡仕者近宫，不仕与耕者近
门，工贾近市。”可以看出，当时城邑之内的居民大体上是以职业来划分居住区的。从
邑到里的变化，大致是由于城邑的扩大，将原来几个邑包括在大邑之内，或者如大邑
商、洛邑等本来就包括众多小邑的都邑，那些被包括大邑内的小邑，就成了大邑中的
“里”。而众多没有城墙的小邑(村落)，其地位也与城内的小邑一样，相应地被称之为

21) (汉)许慎：≪说文解字≫，中华书局1963年版，第290页。
22) 俞伟超：≪中国古代公社组织的考察—论先秦两汉的单—僤—彈≫，文物出版社1988年版，第
53～57页。
23) 孙敬明：≪齐陶新探≫，见 ≪考古发现与齐史类征≫，齐鲁书社2006年版，第10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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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
有许多研究者把城邑内、外之里混为一谈，并据此研究里内的居民户数。实际上，
城邑之外的里，尤如现代的自然村落，户数多少不一，不会是一个定数，因此文献中
一里的户数少则二十五家，多则二百家。正如何双全先生所言：里并非仅是城邑内的
组织，乡村也有里，乡村之里是农村公社最基层的行政机构24)。秦汉时期实行郡县制
管理，地方管理从郡国到县邑再到乡里，里是最基层的单位。有关里的记载较多，但
是，是城邑之外还是城邑之内，仅从字面上难以判断，而考古发现的一些实物资料则
十分明确。
甘肃天水放马滩秦墓出土的地形图，上面画有山川河流，并标注了28处地名，这些
地名外均画着大小方框，邽丘用较大的方框，其余则用较小的方框，邽丘为县级单
位，其余则为里一级单位，有杨里、真里等带“里”字的，也有略、可、屋、中田、炎
城、广堂、南田等不带 “里”字的。这是一幅战国秦邽县的区域图，画小方框的则是邽
县下属的城外各里，这些里分布于山川河流之间，从画面上就可以判断他们属于邽县
行政区内的自然村落25)。
马王堆三号汉墓出的≪地域图≫和≪驻军图≫帛画，画有营浦、舂陵、冷道、龁
道、南平、桃阳、观阳、桂阳8个县邑城和74个里，县邑城用矩形符号表示，里用圈形
符号表示，并且注明了每一里实有居民的户数，大里100余户，中里五六十户，小里10
余户26)。可见，当时每个里的户数相差很大。
汉代简牍铭旌等文字记载也比较明确的记录，凡言某县某乡某里者，当为城外之
里，如武威五坝山三号汉墓木牍中的“张掖西乡定武里”；武威磨咀子汉墓铭旌中的“姑
臧北乡西夜里”；居延汉简中的“赵国邯郸邑中乡阳陵里”等。
据王子今先生研究，汉长安城也存在城外之乡。≪汉书·王莽传≫载：天风元年(公
元14年) ，王莽“分长安城旁六乡，置帅各一人” ，现在已知的有建章乡、卢乡、东
乡27)。建章乡应位于长安城的西部，东乡应位于汉长安城的东部，卢乡尚不知在何
处。王莽在汉长安城外建乡，表明城外必有里居和居民，这些居民当时应属于长安城
24) 何双全：≪汉简·乡里志及其研究≫，见甘肃省文物考古研究所：≪秦汉简牍论文集≫，甘肃
人民出版社1989年版，第173页。
25) 何双全：≪天水放马滩秦墓出土地图初探≫，≪文物≫ 1989年第2期。
26) 马王堆汉墓帛书整理小组：≪长沙马王堆三号汉墓出土地图的整理≫，≪文物≫1975年第2期。
27) 王子今：≪汉代长安乡里考≫，≪人文杂志≫ 1992年第6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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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编户齐民。≪汉书·地理志≫载：西汉末，汉长安城共有80800户，人口246200人。
这些人并非全部居住在汉长安城之内，有一部分是居住在汉长安城外的。除汉长安城
南郊为上林苑和礼制建筑区，一般平民不能居住外，其他三面当有众多平民居住。近
年来，汉长安城东郊发现了大量的汉墓及砖瓦窑址，汉长安城北郊、渭河以北也有很
多汉代的制陶作坊，表明这些区域都是人口比较集中的地区。当然，这并不否定汉长
安城近郊墓葬的墓主是城内的居民。
关于城邑内之里的研究已经十分深入，其基本的形态是有里墙和两门，里内有一条
道路将其分为左右两部分，设有里典或里正进行管理等。根据咸阳长陵车站附近出土
的秦代陶文，已知秦都咸阳城内有屈里、完里、沙寿里、直里、高里、芮柳里、当柳
里、訚里、右里、泾里、东里、商里、卜里、重成里、蒲里、阳安里、隧阳里、戎
里、白里、反里、广里等34个里的名称28)，上述仅是在长陵车站附近制陶作坊参加制
陶工作人员的闾里数。≪三辅黄图≫卷二记载：“长安城闾里一百六十，室居栉比，门
巷修直。有宣明、建阳、昌阴、尚冠、修城、黄棘、北焕、南平、大昌、戚里。”其他
尚知者，还有陵里、函里、李里、孝里、宜里、棘里、南里、苟里、有利里、当利
里、假阳里、嚣陵里、敬上里13个29)。≪汉书·武五子传≫亦载：元始二年(公元2年)
“起五里于长安城中，宅二百区，以居贫民”。从记载看，长安城内的里“室居栉比，门
巷修直”，比较规整，是经过一定规划的。

五. 小结
邑是一种古老的聚落形态，自从人类走出洞穴，开始定居，就有了原始的邑居，发
展到新石器时代中期，出现了带有环壕的聚落，这是邑的一种较高级形态。在此基础
上，新石器时代晚期又出现了带城墙的聚落，从此城开始逐步代替邑，成为邑的高级
形态。自从城出现以后，数量不断增加，空间形态不断扩大规模，内部结构也发生了
一系列变化，如原来的为公共事务服务的“大房子” ，后来发展成为城内的官署和宫
殿，原来的交易场所演变为城内的市场，等等。最主要的变化是，城的出现弱化了以

28) 袁仲一、刘鈺：≪秦陶文新编·上编≫ 第322～333页，文物出版社，2009年。
29) 王子今：≪汉代长安乡里考≫，≪人文杂志≫ 1992年第6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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往聚族而居的血缘关系，使地缘关系得到加强。但是，城的出现并没有代替邑，小的
邑仍然大量存在，新石器时代晚期如此，三代至秦汉也是如此。那些建起城墙的较大
的邑包括了数个较小的邑，较小的邑后来变成了较大邑的里，也就是上述所谓城内之
里；而那些没有建起城墙的较小的邑，还保存着邑的原来形态，他们也称为里，即上
述所谓邑外之里，实际上就是自然村落。从邑向城的转变，从考古发现和文献记载
看，经历了新石器时代晚期和春秋战国时期两次高潮时期，秦汉时期仍然有大量的邑
转变为城，为秦汉郡县制的实施和里居管理奠定了物质基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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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지역 산성과 읍성 연구

1)심

종 훈*

요 약

김해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초기국가가 형성된 중심지역으로 금관가야에서부터
김해소경, 김해도호부 등을 거치는 지역사회의 행정, 정치의 중심으로 오랜 기간 그
기능을 유지하여 왔다. 그리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성곽 역시 일찍부터 축조하여
활용되어 왔다. 이에 김해지역 성곽(산성과 읍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까지의 조사성과를 정리하여 각 시대별 운용체계와 상호관련성에 대한 접근을 시도
하였다. 그 결과, 삼국~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마현산성과 양동산성은 김해 외곽을
방어하는 군사적 성격이 강한 유적으로 생각되며 분산성은 김해 중심지역을 한눈에
관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 군사적 성격 뿐만 아니라 정치ㆍ행정의 치소적 성격
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고려시대에는 김해고읍성, 조선
시대에는 김해읍성을 정치ㆍ행정 중심지로 활용하였으며 고려ㆍ조선시대를 불문하
고 유사시에는 인근의 분산성에 입보하여 농성하면서 한편으로는 戰時行政을 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마현산성은 그 외곽의 군사적 요새로서 김해지역을 방어
하는 1차 방어선을 구축한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까지의 성곽조사와 연구가 그 골격에 대하여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성내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성격은 무엇인지, 성내에서 어떻게 배치되어 활용
되었는지 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통해 각 성곽간의 관
계에 대한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요망되며, 궁극적으로는 성곽의 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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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조성된 생활ㆍ생산ㆍ교통ㆍ통신ㆍ제의ㆍ분묘 등의 유구를 거시적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당시의 성곽도시를 체현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김해지역, 산성, 읍성, 성곽운용체계, 모자식 성곽, 삼국시대, 고려~조선시
대, 양동산성, 마현산성, 분산성, 김해고읍성, 김해읍성

Ⅰ. 머리말
현재까지 우리 연구원에서는 사천읍성ㆍ김해고읍성ㆍ김해읍성ㆍ충주읍성 외곽
토성 등의 평지성과 거제 둔덕기성ㆍ김해 양동산성ㆍ김해 분산성ㆍ김해 마현산성
등의 산성을 비롯하여 거제 강망산봉수대ㆍ함안 파산봉수대 등의 교통ㆍ통신 관방
유적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진해 자은 채석유적을 조사하면서 성곽 축조에 관련된
채석 및 가공지가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되기도 하였다.
본인은 이렇게 경남지역을 다수로 하는 다양한 관방유적을 조사하면서 축조시기
와 배경, 특징들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각각의 개별적인 유적의 성격을
벗어나 동일시기 일정한 지역에서 운용되었던 성곽유적들이 상호 어떠한 관계를 가
지면서 운용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김해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초기국가가 형성된 중심지역으로서 금관가야에
서부터 김해소경, 김해도호부 등을 거치는 지역사회의 행정․정치의 중심으로 오랜
기간 그 기능을 유지하여 왔다. 그리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성곽 역시 일찍부터 축
조하여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기 의문에 대한 초보적인 연구로서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에
서 시ㆍ발굴조사한 김해지역의 주요 성곽유적과 관련 유적들을 참고하여 김해지역
의 산성과 성읍의 관계와 운용체계에 대하여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에 우선, 김해지역 성곽(산성과 읍성)의 조사현황을 정리하여 삼국시대, 고려~조선
시대 등 각 시대별1)로 어떤 분포를 가지고 상호관계를 가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보

1) 김해지역의 여러 성곽유적이 금관가야가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확실하게 이를 뒷받
침할만한 고고학적 자료가 부족하여 본고에서는 금관가야의 성곽에 대해서는 제외하며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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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문제점을 밝혀 향후 성곽조사 및 연구의 방향
을 모색하였다.

Ⅱ. 김해지역 주요 산성과 읍성 조사현황
1. 산성
김해지역에는 많은 산성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양동산성,
마현산성, 분산성 등이다. 이들 3개소의 산성은 김해지역의 성곽운용에 있어 군사
적 측면이 강한 관방성으로서 김해지역의 방위체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대의 산성은 군사적 방어측면 뿐만 아니라 행정치소의 역
할도 병행하였다는 견해2)도 있기 때문에 양동산성과 분산성 등 비교적 큰 산성들
의 정치ㆍ행정적 면모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장에서는 김해지역 주요 산성들의 고고학적 조사내용을 표로 정리하고 각 산성
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 1] 김해지역 주요 산성 조사현황
산성명

양동산성

분산성

마현산성

삼국시대

삼국~통일신라시대
고려~조선시대

삼국시대
고려~조선시대

김해 서부지역

김해 중심지역

김해 북부지역

지정학적
위
치

김해지역에서 진례, 창원
지역으로 어이지는 길목변

김해 중심지의 서쪽에
인근한 분성산 정상부에
위치하여 김해 전역을 조망
가능

밀양-삼랑진-김해로
이어지는 교통상 길목변

조망권

東:창원 및 진례방면
西:분산성 및 김해중심지
南:고김해만

東:금정산ㆍ백양산 서사면
西:양동산성,불모산
동쪽사면
南:낙동강 하구, 주변육로
南東:구덕산 서사면

南:김해시 생림면일대
北:삼랑진 및 낙동강

특징
운용시기
위

치

고고학적 자료가 확보되면 본 연구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한다.
2) 심봉근, 韓國南海沿岸城址의 考古學的 硏究, 學硏文化社,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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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고도

333m

327m

235m

축성재료

석축

석축

석축

축성형태

테뫼식(부정형)

테뫼식(부정형)

테뫼식(부정형)

규모(둘레)

약 830m

약 930m

약 300m

성내지형

평탄면

북→남 완사면

북동→남서 급사면

수

3개소
(북ㆍ남ㆍ동문지)

4개소
(북ㆍ동ㆍ서문지+남암문)

3개소
(북ㆍ동ㆍ서문지)

형태

현문식

개거식, 암문식

개거식

특징

북ㆍ남ㆍ동문지:호형측벽

동문지:축대ㆍ옹성ㆍ홍예
서문지:암문으로 개축(조선)

북문지:옹성

집수지, 건물지

건물지, 봉수대

집수지

문
지

성내시설

상기 [표 1]을 통해 김해지역 주요 산성의 조사현황을 정리한 결과, 양동산성, 분
산성, 마현산성은 마치 삼각형의 형태로 김해의 주요지역에 포진되어 있는데, 모두
삼국~통일신라시대에 초축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분산성과 마현산성은
고려~조선시대까지 활용되었다. 산성의 축성재료는 모두 성벽의 견고성을 높이기
위해 석재로 축조하였으며 분산성〉양동산성〉마현산성 순으로 그 규모를 달리하
고 있다. 성내 지형은 평지면이 많은 분산성의 활용도가 가장 높고, 마현산성은 성
내 평지가 거의 없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 산성은 김해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시설이 위치하기에 적합한 지형과 조망
권을 형성하고 있다. 평지에서의 접근성은 모두 떨어지는 편이며 문지는 3~4개소
로 각 산성마다 은폐가 용이하도록 하거나 현문, 옹성을 두어 방어상 유리하게 축조
하였다. 내부시설은 집수지 및 건물지 등이 조사되었으나 한정적이고 부분적인 조
사에 그쳐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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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 김해 양동산성
전경(항공사진)

도판 2. 김해 분산성
전경(항공사진)

도판 3. 김해 마현산성
전경(항공사진)

2. 읍성
김해지역에서 고고학적으로 조사된 성곽 중 읍성은 김해고읍성과 김해읍성이 있
는데, 이들 읍성들은 각기 초축시기와 운용시기를 달리한다. 읍성은 산성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방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ㆍ행정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김해지역에 있어서 상기 두 읍성은 금관가야 이래, 김해지역의 행정
치소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김해고읍성과 김해읍
성의 구체적인 성격을 고고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장에서는 김해지역 읍성들의 고고학적 조사내용을 표로 정리하고 각 읍성의 특
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 2] 김해지역 주요 읍성 조사현황
산성명
특징
운용시기
위

치

지정학적
위
치

김해고읍성

김해읍성

고려시대3)

조선시대

대성동, 봉황동 일대

동상동 일대

김해 중심지역

김해 중심지역

김해지역 산성과 읍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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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성재료

기단부:석축, 체성부:토성

석축

축성형태

평지(방형)

평지(방형)

규모(둘레)

약 5,400m

약 1,950m

성내지형

평탄대지

평탄대지

수

미발견

4개소
(동ㆍ서ㆍ남ㆍ북문지)

형태

ㆍ

문루를 갖춘 홍예식

특징

ㆍ

옹성

성벽
방어시설

자연해자(해반천), 치성

해자, 치성

성내시설

미발견

객사지 등 건물지

문
지

상기 [표 2]를 통해 김해지역 읍성의 조사현황을 정리한 결과, 김해고읍성은 고려
시대, 김해읍성4)은 조선시대에 축조되어 운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김해고읍성이
마치 김해읍성의 外城과 같은 형태로 둘러져 있다. 축성재료는 김해고읍성의 경우,
기단에 석축열을 배치하고 그 상부를 판축수법으로 토축하였으며, 김해읍성은 석축
하여 성벽을 구축하였다. 규모는 김해고읍성이 김해읍성보다 둘레 약 2.8배, 성내
면적 약 7.7배5)에 이르는 대규모 읍성이다. 성내 지형은 두 읍성 모두 넓은 평탄대
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분성산 줄기에서 흘러내려오는 작은 하천이 성내를
관류한다.
김해고읍성에서는 아직 문지가 조사되지 않아 문지수량 및 구조는 알 수 없으나
전체 규모를 고려할 때, 적어도 사방에 4개소 이상이 개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김해읍성은 4대문을 기본으로 암문 등이 추가로 시설된 것으로 보인다. 성벽 방어
3) 현재까지의 고고학적 조사결과 김해고읍성은 10세기를 전후한 시점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
정되고 있지만, 성벽 하단에서 출토된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토기편 및 기와편으로 보아 축
조시기가 고려시대 이전으로 소급될 가능성이 있다.
4) 경남문화재연구원, 김해읍성 북문지, 2009.
5) 성내면적은 각 읍성의 성벽을 정방형으로 가정하고 성벽 둘레를 감안하여 단순한 수학식으로
산출하였다. 측량을 통한 정밀계측으로 측정된 수치가 아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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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로는 치성을 설치하였으며 외곽에는 해자를 두었다. 이외에도 김해읍성에서는
객사지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조사되어 읍성내 시설에 대한 연구6)가 진행되기도 하
였으나 김해고읍성과 관련된 성내시설의 고고학적 조사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7)

④

③

②

ⓛ

김해고읍성
김해읍성
⑥ ⑤

도면 1. 일제강점기 지적측량도(소화 9년, 1934)

6) 김정률, ｢김해객사지 소고｣, 東亞文化 12호, 동아세아문화재 연구원, 2012.
7) 북문지 및 객사지에 대한 발굴조사시 12~14세기로 편년되는 청자들이 다수 출토된 것으로 보
고되었는데, 이 유물들은 김해읍성 축조 이전의 김해고읍성 운용당시에 사용하였던 유물로서
김해고읍성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김해고읍성으로 추정되는 범위 내에서
고려시대 유구가 발견될 시에는 김해고읍성과 연동하여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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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김해고읍성 조사내용
유적명

유 구

유 물

①김해도서관
증축부지내
유적8)

‘城西面屬瓦’명 암키와
서벽부 전경(上) 및 입면 토축상태(下)

②대성동고분군
전시관부지내
유적9)

‘城西面屬瓦’銘 암키와
서벽부 기단석축 평면(下) 및 입면(上)
축조상태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金海古邑城, 2008.
慶星大學校博物館, 金海大成洞古墳群 周邊地域試掘調査, 2000.
慶南文化財硏究院, ｢金海 伽倻史造成事業 駐車場敷地內 遺蹟 發掘調査 現場說明會 資料｣, 2010.
두류문화연구원, ｢김해 대성동 195번지 공동주택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결과약보고
서｣, 2011.
12) 東西文物硏究院, ｢김해 봉황동 주택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2008. 6.
1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김해 봉황동217-7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국비지원 발굴
조사 약보고서｣, 2012. 12.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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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김해 가야사
조성사업
주차장부지내
유적10)
내황 기와 집적상태

북서쪽 성우부 내벽전경(上) 및 세부(下)

④김해 대성동
195번지 공동주택
신축부지내
유적11)
고려시대 기와류

북벽부 조사지역 전경(上) 및 치성(下)

⑤봉황동 주택
신축부지내
유적12)

‘城南面屬瓦’명
암키와(추정)
남벽부 내벽기단(下) 및 토축상태(上)

김해지역 산성과 읍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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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김해봉황동
217-7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
내 문화유적13)

‘右徒城子草’명 암키와

남벽부 치성 조사전경(上) 및 토층(下)

도판 4. 김해읍성 북문지 전경(항공사진)

도면 2. 김해 객사지 1호 건물지
추정복원도

Ⅲ. 김해지역 산성과 읍성의 관계
김해지역의 산성과 읍성에 대한 학술조사를 통해 각 산성의 축조시기를 비롯한
기초적인 특징이 밝혀졌다. 아직 구체적인 자료가 보강되어야겠지만 본 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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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조사성과를 통해 김해지역의 각 시대별로 산성과 읍성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운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접근해 보고자 한다.

1. 삼국~통일신라시대
현재까지 김해지역에서 시ㆍ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축조시기가 밝혀진 성곽 중 삼
국~통일신라시대 성곽은 마현산성, 양동산성, 분산성, 신기산성,14) 신안리토성15) 등
이 있다. 이들 성곽은 신안리토성을 제외하면 모두 석축산성이며 신안리토성은 진
례지역에 위치한 평산성으로 김해 중심지의 정치ㆍ행정과 관련된 읍성의 성격으로
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삼국시대에는 평지 읍성으로 볼 수 있는 유적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본장에서는 조사된 산성을 중심으로 김해지역 성곽운용체계의 일
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Ⅱ장에서 정리한 각 산성들의 특징을 통해 볼 때, 신라가 금관가야지역으로
진출하는 시점인 6세기 경, 또는 삼국통일을 전후한 시점인 7세기 경에 축조되었다
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새롭게 편입한 지역에 성곽을 축조하여 운용함으로서 군사
적 경계를 명확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해지역이 신라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도 겸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중, 김해지역 북쪽의 요로변에 위치한 마현산성은 서문지에 대한 발굴조사에
서 통로부 하단에 삼국시대 성벽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려시대와 조
선시대에 수ㆍ개축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성벽이 유실되었지만 고려ㆍ조선시대
성벽형태와 큰 차이가 없음을 가정한다면, 그 둘레가 300m 정도로 소규모일 뿐 아
니라 성내 지형이 평지가 거의 없는 급경사면으로 이루어진 점을 을 통해 볼 때, 대
규모 전투력이 배치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밀양 또는 낙동강을 통
해 김해지역으로 진입하는 적을 방어하는 군사적 요새로서 그 입지가 탁월하여 김
14) 頭流文化硏究院, ｢김해 주촌면 154kv 주촌분기 T/L구간 철탑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약보
고｣, 2013. 3.
신기산성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정확한 성격을 규명할만한 자료가 정리되지 않아
본 연구의 주요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하며 향후, 좀 더 명확하게 조사성과가 보고되면 연
구내용을 보강하고자 한다.
15)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김해 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부지내 문화재 發掘(試掘)調査(3次) 學術
諮問委員會｣, 2011. 3.

김해지역 산성과 읍성 연구

119

해지역의 최전방 군사시설로서 기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양동산성은 배치된 성문 3개소(북ㆍ남ㆍ동문)가 모두 현문식의 구조로
서 출입의 용이함보다는 방어에 치중하였으며 해발고도 또한 약 333m로서 높은
곳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진다. 산성 내부에는 산성운용을 위한 성내시설이 조
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성벽의 둘레가 약 830m에 그쳐 김해지역 전체를 통
치하기 위한 행정관청 등이 들어서기에는 협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양동산성
은 주변일대가 한 눈에 조망되는 곳에 입지하고 있는데, 특히 남쪽으로는 지금의
김해평야(고김해만)와 낙동강 하구언, 서쪽으로는 분산성 및 김해 중심지역, 동쪽
으로는 진례분지의 입구와 서쪽사면을 비롯하여 창원방면으로 향하는 길목까지 조
망되는 등 넓은 가시권을 확보하고 있어 행정 치소적인 성격보다는 신라의 서진을
위한 김해지역의 전초기지 또는 김해 중심지역의 서쪽을 방어하는 군사적 성격도
강한 유적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분산성은 북쪽을 제외한 김해 전역을 가시권에 두고 있고 김해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상징성이 클 뿐만 아니라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성내 평탄지가
비교적 넓게 형성되어 있어 마현산성 및 양동산성 보다는 정치 및 행정적인 면모가
부각될 수 있다. 그러나 양동산성과 비슷한 해발고도상에 축조되어 있어 생활지역
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시 행정치소로서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에
서 주 기능을 치소적 성격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마현산성과 양동산성은 김해 외곽을 방어하는 군사적
성격이 강한 유적으로 생각되며 분산성은 김해 중심지역을 한눈에 관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 군사적 성격과 정치ㆍ행정의 치소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김해지역 성곽조사 성과로는 “과연 삼국시대 김해지역의 치소는
어디일까?”라는 의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김해지역의 통치
및 방어와 관련된 성곽 운용체계에 대하여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군사적 방어체계가 잘 갖추어진 산성 자체를 치소로 사용하되, 분산성에는 중
심지역의 중앙 관청을 두고, 양동산성 등에는 지방관청을 분산 배치하였을 가능성이다.
둘째, 마현산성과 양동산성은 외곽의 군사적 방어시설로 배치하여 군사적 방위체
계를 강화하고 김해지역 중심지(평지)에 치소16)를 두면서 유사시 가장 가까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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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에 입보하여 방어와 함께 임시적인 치소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이다.17)
이상으로 살펴본 김해 마현산성ㆍ양동산성ㆍ분산성은 김해의 중심지역을 감싸고
있는 삼각형 구도로 배치되어 정치ㆍ행정ㆍ군사적으로 모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
였던 것으로 그 학술적 성과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직
까지 당시 김해지역의 정치ㆍ행정의 중심을 담당하였던 치소지가 어디인가에 대한
명확한 고고학적 자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김해지역 산성 및
읍성에 대한 내부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개별성곽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파
악한 후 성곽간의 상호 관련성과 전체 운용체계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삼국~
통일신라시대에 치소가 산성에 위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는 구체적인 고고학적 조사가 폭넓게 진행되어야만 할 것이며 반드시 관청 등 치소
의 성격에 합당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고려~조선시대
김해지역의 대표적인 고려~조선시대 성곽은 김해고읍성, 김해읍성 등 평지성을
비롯한 분산성, 마현산성 등의 산성이 있다.
우선, 고려시대와 관련하여 김해고읍성은 평지성으로 김해지역의 중심지를 두르
고 있는데, 김해도서관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김해고읍성의 실체가 학계에

16) 현재까지 김해지역에서 삼국시대(신라) 치소지의 위치는 명확하게 조사되지 않았다. 물론 김
해 봉황대유적(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봉황동유적, 제19회 가야사학술회의, 2013.)이
금관가야의 도성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도성으로 볼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
니라, 이마저도 가야시기에 한정되어 신라와 관련된 치소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다.
17) 고구려는 첫 번째 수도인 환인의 하고성자성지(평지)와 오녀산성, 두 번째 수도인 집안의 국
내성(평지)과 환도산성, 세 번째 수도인 평양의 안학궁성 및 평양성(평지)과 대성산성의 상호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평지 도성과 인근 산성이 조합을 이루고 있다. 백제 역시 한성기에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축조하여 도성으로 삼고, 그 주변 방위성을 축조하였다고 한다. 신라
는 반월성을 궁성으로 하고 그 주변에 성벽을 두르지 않은 도시(왕경)를 건설하였으며 그 외
곽에 명활산성과 남산신성을 축조하여 외성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산성과 평지성의 조합
은 우리나라 성곽체계의 특징으로 일명 ‘母子式 城郭’체제라고도 부른다.
한편, 도성 이외에 거제지역에서도 성벽이 없는 군현치소지(거림리유적)와 둔덕기성이 조합
관계를 이루는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삼국시대의 성곽운용체계를 김해지역에 적용한
다면 향후 김해지역의 중심지(평지)에서도 삼국시대 치소지가 유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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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었다. 김해고읍성은 문헌상 盆城18)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조선시대 읍성이
축조되기 이전의 김해지역의 읍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둘레만으로도 5.4km에 달
하는 토성으로서 분산성 서쪽에 형성된 현 김해시가지의 대부분을 두르고 있는 초
대형 읍성이다. 조선시대 석축읍성의 외곽을 두르는 김해고읍성은 지금까지 보고된
자료를 통해 볼 때, 10세기를 전후한 시점에 축조되었으며 초축시기가 통일신라시
대까지 소급될 가능성도 있다. 아직까지 성내시설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미비하여
고읍성의 세부구조는 알 수 없으나 동래고읍성19) 등의 인근 고읍성 자료를 통해 볼
때, 고려시대의 치소지로 활용되었음은 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김해읍성은 조선시대 세종 연간에 축조된 평지성으로 조선시대 전기에 축
조된 읍성의 일반적인 구조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김해고읍성의 내측에 축조되어
있다. 고읍성에 비해 규모는 현격하게 작아지지만 석축으로 축조하여 그 견고성은
오히려 더 높을 뿐 아니라 고읍성의 규모에 따른 방어상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었
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각종 성벽 및 성문 방어시설(치성 및 옹성 등)이 더욱 치밀
하게 보강됨에 따라 방어력이 증강되었다.
이러한 고려시대의 김해고읍성과 조선시대 김해읍성의 동쪽에 인접한 盆城山(해
발 326.9m)에는 분산성이 축조되어 있는데, 삼국시대에 초축된 이래 고려시대와 조
선시대에 대대적으로 수ㆍ개축된 사실이 고고학적 조사에서 밝혀졌으며 문헌사료
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김해고읍성과 분산
성, 김해읍성과 분산성은 각각 동시기에 운용되었던 성곽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삼국시대 이래 우리나라 성곽운용의 특징인 평지읍성과 산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高宗 21年(1884) 3月 20日에 작성된 承政院日記20)에서

18) 大東地志, 1861~1866.
19) 慶南文化財硏究院, 東萊 古邑城址, 2007.
20) 承政院日記高宗 二十一年 甲申 三月二十日條.
慶尙道進士 宋殷成上疏曰…(中略)…七曰設險 易曰王公設險以守其國 夫設險莫城若而城莫山
城若也亦莫山城若也 我國郡邑山川地勢稍斗絶處 皆有古城基 此盡自三國以戰爭息不息皆爲守
險之討賊至則入守賊去則下山耕種 鄭圃隱盆山城記僃言之 本朝自甲子以後繕修者多 皆平地之
城而無溝池霹靂藴之穴 至朴山城罕聞徃在壬辰彼以木石草束亂投填壕高與城 齊金海南原之前
豈非覆轍 防禦此只有山城居高䁕下 雖有大砲不過向天而放力盡卽墜未易傷人 雖有飛毬無處可
施城中動靜不得觀 雖有勇悍 突闘者拾徢而上喘息氣渴而我軍則心閒氣定 随其敵向而應之 且
以大石澴下無不奔潰此三利也……(下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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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성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①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후로 평
시에는 평지에서 생활하다가 전시에 산성에 입보하여 농성하였고, ②산성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하는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으며, ③적에게 성
내 동정이 보이지 않으며 접근이 어려워 방어에 유리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상기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평지성의 위치적인 특성상 평시의 통치와 생
활면에 있어서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방어에 불리한 점이 컸기 때문에 유
사시 입보하여 농성할 수 있도록 인근에 산성을 축조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고려시
대와 조선시대 김해지역은 倭軍의 침략과 倭寇의 극심한 침탈이 자행되었던 곳으로
각 시대별로 김해고읍성과 분산성, 김해읍성과 분산성을 동시에 운용하면서 통치와
방어의 효율성을 기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김해지역 북부에 위치한 마현산성 역시 삼국시대에 초축된 이래 고려시대
와 조선시대에 대대적으로 수ㆍ개축하여 사용하였는데, 고려~조선시대 역시 마현
산성이 위치한 지역은 밀양방면의 육로와 낙동강을 이용한 수로를 통해 김해지역으
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하여 당시 김해지역의 최북단 군사시설로 활용되었던 것으
로 생각된다. 이는 조선시대의 분산성내에 축조된 분산봉수가 남쪽의 웅천 가덕도
의 省火禮山烽燧를 받아 북쪽의 子岩山烽燧로 전달하였는데, 자암산봉수는 마현산
성과 가까운 지역으로 마현산성에서도 충분히 분산봉수에서 보내는 신호를 전달 받
아 적 침입시 군사적 대응을 준비하였을 것이다.
상기 내용을 정리하면, 고려시대에는 김해고읍성, 조선시대에는 김해읍성을 정치

ㆍ행정 중심지로 활용하였으며 고려ㆍ조선시대를 불문하고 유사시에는 인근의 분
산성에 입보하여 농성하면서 한편으로는 戰時行政을 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마현산성은 그 외곽의 군사적 요새로서 김해지역을 방어하는 1차 방어선을 구축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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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성

객사지

김해읍성

김해고읍성

도면 3. 김해부 해동지도(1820년경)에 표기된 김해읍성과 주변성곽
(김해고읍성 및 분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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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마현산성

자암산봉

양동산성

분산성 및 분산봉수

김해고읍
김해읍성

고김해

도면 4. 東與圖 金海地圖(1856~1861)에 표기된 김해지역 주요산성

이상과 같이 본장에서는 김해지역의 주요 산성과 읍성에 대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산성과 읍성이 시대별로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상호관련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국한된 자료와 미비된 연구성과로 산
성과 읍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구체적인 연구
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방향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함을 느끼게 되었다.
조선초기의 군사전력가인 梁誠之는 그의 문집 訥齋集에서 우리나라는 ‘성곽의
나라’21)라고 할 정도로 많은 성곽이 축조되었는데, 축성은 많은 인력과 물자를 필요
로하는 국가적 토목사업으로서 백성들을 안정적으로 다스리고 유사시에는 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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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터전을 지키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고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
기까지 우리 선조들은 다종다양한 성격의 성곽을 축조하였는데, 이 중 치소적 성곽
은 곧, 도시를 의미하고 그 도시의 외곽에 방어를 주 목적으로 하는 성곽을 쌓아 한
도시의 방위체계를 구축하였다. 이것이 바로 산성과 읍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곽의 연구는 하나의 도시의 운용과 방어체계를 연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고고학적 조사 성과만으로 상기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자료
의 부족과 연구방향의 결핍으로 구체적인 접근이 어려운 상태이다. 현재까지의 성
곽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대부분 성벽ㆍ문지 등의 복원을 위한 방편으로 진행된
것이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다양하지 못한 학술적 연구방향이 성곽의 활용도와 중요
성을 떨어지게 한 원인을 제공한 점도 크다고 사료된다.
현재까지의 성곽조사와 연구가 그 골격에 대하여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성내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성격은 무엇인지, 성내에서 어떻게 배치되어 활용
되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통해 각 성
곽간의 관계에 대한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요망되며 궁극적으로는 성곽의
운용시기에 조성된 생활ㆍ생산ㆍ교통ㆍ통신ㆍ제의ㆍ분묘 등의 유구를 거시적 관점
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당시의 성곽도시를 체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삶의 터전이자 정치ㆍ행정ㆍ군사적 시스템이 집약된 성곽
도시에 대한 연구야 말로 그들이 살았던 지역, 나아가서는 국가를 어떻게 통치하였
는지를 알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Ⅳ. 맺음말
이상으로 김해지역의 주요 산성과 읍성의 고고학적 조사성과를 정리하고 그 내용
을 바탕으로 문헌사료를 가미하여 삼국시대와 고려~조선시대의 산성 및 읍성에 대
한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실상, 김해지역에서 현재까지 비교적 많은 산성과 읍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일부의 국한된 범위에 그쳐, 본 연구에서 고고
학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헌사료 등을 통한 정황에 의거하여
21) 손영식, 한국의 성곽, 주류성, 2009.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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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억측과 이에 따른 가설이 제시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향후 성곽연구의 방
향을 제시하고 어떠한 부분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한 김해지역의 성곽들이 가지는 중요
성과 의의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이 본 연구의 성과라 생각
된다. 향후 많은 자료가 축적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연구를 보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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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츠용(迟勇)

著*

김광숙 譯

요 약
본문에서는 고구려성의 실제 답사와 연구를 통한 위치, 형태, 구조, 분기 등 몇
가지 방면을 주요하게 소개하였다.
2004년 4월부터 본인과 손인걸, 장복유선생은 고구려 왕릉을 조사하는 동시에 고
구려 도성, 중요 평원성과 도성부근의 산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2007년
부터 2010년에는 주로 고구려 천리장성과 고구려산성을 조사하여 2010년에 高句
麗千里長城을 출판하였다. 이후 우리는 2012년 고구려산성의 마무리 조사를 끝으
로 본 항목의 작업을 끝냈다.
이번 조사에서 110여 개소의 고구려산성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길림성에 50여 개
소, 요령성에 60여 개소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북한 경내에 36
개소가 있어 현재 파악된 고구려성은 모두 150여 개소이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170
개소인데, 문헌내용과는 아직 20개소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요령성과 길림성에서 세
차례의 문물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중국내 고구려 고성은 기본적으로 모두 발견되었
다. 그래서 나머지 20여 개소의 성은 북한 경내에 있을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
요령성과 길림성 내의 고구려성은 도성, 평원성, 산성, 관애, 변경초소 등으로 조
성되었다. 이 중, 산성의 축조기간이 비교적 오래 소요되는데, 산성은 석성과 토성
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우리는 산성 축조의 분기를 1~4기로 분류하였다. 본고에서
는 금회 조사된 고구려성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주제어 : 고구려성, 위치, 형태, 구조, 분기, 도성, 평원성, 산성, 관애, 변경초소
* 중국 집안시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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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구려 도성
1. 환인오녀산성
환인 오녀산성은 요령성 본계시 환인현 혼강 우안의 현성에서 동북쪽으로 8.5km
떨어진 오녀산에 자리잡고 있다. 지리좌표는 동경125°24ˊ44˝, 북위41°19ˊ36˝이며 해
발 823m이다. 산정상부를 두르는 산성으로 둘레는 4,754m이다. 석재는 자연석, 가
공된 잡석, 쐐기형 석재를 사용했으며 성내에는 우물과 저수지가 있다. 대형건물지
와 병영, 초소, 거주지, 저장용 토굴, 전망대 등의 유적이 있으며 대량의 유물이 출
토되었다. 산성의 제1기에는 자연적인 산세가 험준한 곳을 이용하고 성벽을 쌓아올
리지 않았으며, 제2기는 자연석을 가공한 잡석으로 성벽의 기초부분 및 일부의 성
벽을 쌓았다. 제3기는 쐐기형 석재로 성벽을 쌓았다. 三國史記 “未遑作宮室，但
結廬于沸流水上居之”와 好太王碑 “于沸流谷忽本西，城山上而建都焉”의 기록 및
우리가 조사한 정황에 의하면 오녀산성의 성벽은 제2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며 건
국 당시에는 성벽을 쌓지는 않았다. 오녀산성은 문헌기록에 따르면 ‘紇升骨城’이다.

2. 환인 하고성자고성
환인 하고성자고성은 요령성 본계시 환인현성에서 서북쪽으로 3km 떨어진 혼강
우안의 충적대지인 평원 위에 위치해 있다. 지리좌표는 동경 125°19ˊ471˝, 북위
41°16ˊ469˝이며 해발 236m이다. 평지성에 속하며 둘레는 939m이고 흙과 돌을 혼
축하였다. 문은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건축유적이 있으며, 대량의 도기, 철기가 출
토되었다. 제1기 건축에 속한다. 三國史記에 “東明聖王 四年(前34年)秋七月，營作
城郭宫室”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하고성자고성은 이 시기에 축조된 궁성이다.

3. 집안 국내성
집안 국내성은 길림성 집안시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다. 지리좌표는 동경126°10ˊ
439˝, 북위40°04ˊ153˝이며, 해발 181m이다. 평지성으로 둘레는 2,686m이고 쐐기형
돌로 외벽을 쌓았으며 내벽부에는 항토로 성벽을 축조하였다. 문은 5개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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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성과 우물이 여러 개가 있다. 연화문, 수면문, 인동문 와당과 판와 및 통와가 출토
되었다. 권운문의 명문 와당도 출토되었으며, 한대의 軍司馬銅印도 출토되었다. 이
는 제1기 성곽에 속하며 제3기에도 축조되었음을 보여준다. 고구려의 제2대왕 유리
명왕 22년(A.D 3)에 “국내로 천도하여 위나암성을 축조하였다.” 하였고 제16대왕 고
국원왕 12년(A.D 342)에는 “환도성을 수축하고 국내성을 다시 쌓았다.”라고 기재되
어 고고학적 자료와 부합한다. 고국원왕 12년(A.D 342)에 환도성을 수축하고 국내
성을 다시 쌓았다는 기록을 통해 볼 때, 이 시기에 고구려의 축성에 마면과 쐐기돌
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집안 환도산성
집안 환도산성은 길림성 집안시에서 북쪽으로 2.5km 이격된 산을 둘러싸고 있다.
지리좌표는 동경 126°09ˊ247˝, 북위 41°09ˊ008˝이고, 서벽 북부 전환점의 해발은 648m
의 포곡식 산성이며 둘레는 6,947m이다. 자연석, 가공잡석, 쐐기돌로 쌓았다. 문은
8개소이며 전망대, 각루, 여장 등이 있다. 연화문, 수면문, 인동문의 와당과 판와 및
통와가 출토되었으며 ‘晋高句麗率善良佰長’銘 銅印도 출토되었다. 환도산성 동쪽 벽
의 북단과 북벽의 대부분, 서벽의 북단에 제1기에 해당하는 성벽이 보존되어 있다.
제1기 성벽은 석재를 사용하였는데, 크기, 두께, 너비 모두가 고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공을 하지 않은 자연 잡석으로 쌓아올렸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品’ 자
형쌓기를 하지 않고 빈틈이 많은 상태로서 ‘허튼층쌓기’하였다.
실측결과, 동벽 북단의 한 표면에는 1㎡의 범위 내에 89개의 아주 작은 돌을 사
용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생산력 수준의 한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초기의 성벽은
매우 조잡하며 제2기와 제3기의 성벽으로 대체되었다. 제2기의 성벽에 사용된 석재
는 자연잡석을 조금 가공하여 길이와 폭이 다르며, 크기도 각각이고 쐐기돌은 보이
지 않는다. 제3기의 성벽에 사용된 석재는 쐐기돌로 일정하게 가공하여 크기도 균
일하며 석재는 모두 황갈색의 화강암을 사용하였다. 축성이 치밀하고 견고하다. 환
도산성 초기의 성벽은 조사된 모든 고구려 고성 중에서 중요한 결과물 중 하나이다.
환도산성은 제1~3기의 유적이 존재하는데, A.D 3년에 유리명왕이 위나암성을 쌓
을 때의 제1기 특징은 자연석 덩어리가 작고 가공하지 않아 조잡하다. A.D 1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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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상왕이 수축하였을 때에는 가공한 잡석이지만 규격을 달리하여 사용하였으며 쐐
기형은 보이지 않아 제2기 특징을 갖추었다. A.D 342년 고국원왕이 환도성을 수리
할 때의 석재는 모두 쐐기형을 사용하였고 성에는 기와를 사용하여 제3기 특징을
갖추었다. 한편, 제3기 특징을 갖춘 산성의 수는 아주 적다. 환도산성 성벽은 제1~3
기의 축조수법이 잘 남아있는 실체로서 위나암성이 곧, 환도산성임을 증명한다. 반
면, 집안 패왕조산성을 위나암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는
실정이다.
도성 외에 고구려에는 遼東城, 南城子, 靉河尖古城, 平郭城, 良民古城, 桦皮甸子古
城과 같은 평원성이 있다. 이 평원성들은 모두 기와나 와당이 출토되어 고구려시기
의 중요한 지방관청으로 알려져 있다.

Ⅱ．고구려산성
1. 봉성 봉황성산성
봉성 봉황성산성은 요령성 단동시 봉성현 동남부 5,000m의 봉황산 위에 위치한
다. 지리좌표는 동경 124°04ˊ894˝, 북위 40°22ˊ363˝, 해발 101m의 포곡식 산성으로 둘
레는 15,955m이다. 쐐기형 돌로 쌓아 올렸으며 옹성이 있고 두 개의 전망대가 있다.
풍부한 수원을 가지고 있으며 건축지, 여장 등에서 연화문 와당이 출토되었다. 부근
에는 고구려 말기의 봉토분들도 분포하고 있다. 제3기 산성에 속하며 특대규모의
고구려산성에 해당된다. 이 성의 남문에는 흙과 돌로 혼합 축조된 횡단칸막이가 있
어 두 개의 큰 산봉오리 사이의 드넓은 지대를 가로막고 있다. 이는 翰苑 注引,
高麗記 “焉(烏)骨巉岩竦二峯而拱漢”의 “築斷爲城”시설이다. 이 단락의 전문은 “高麗
記 雲 焉(烏)骨山在國西北, 夷言屋山. 在平壤西北七百裏, 東西二嶺，壁立千仞. 自
足至巅, 皆是蒼石, 遠望巉岩, 狀類荊門三峽. 其上無別草木, 唯生青松, 擢幹雲表. 高
麗于南北峽口, 築斷爲城. 此即夷藩樞要之所也.” [遼海叢書]로 봉황성산성은 문헌기
록상의 오골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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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주 청석령산성(고려성산성)
개주 청석령산성 또는 고려성산성은 요령성 영구시 개주에서 동북쪽으로 7.5km
떨어진 청석령진 고려성촌 동산 위에 위치하고 있다. 지리좌표는 동경 122°246ˊ
001˝, 북위 40°26ˊ530˝, 해발 221m의 포곡식 산성으로 둘레는 5,000m이다. 흙으로 쌓
았으며 가공된 잡석들이 섞여있다. 성내에는 저수지와 건축지 및 축대, 각루, 제방,
수문 등의 시설이 있다. 기와, 도자기, 철기 등이 출토되었으며 제4기 산성에 속한
다. 다수의 학자들은 이 성을 문헌기록상의 건안성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안시성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여러 차례 이 성에 대하여 조사, 재조
사, 대조검사를 진행한 결과, 동남쪽 성우부에 인공토산이 없어 안시성으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청석령산성은 청석령진에 위치하며 산성의 서쪽으로 10리쯤에
‘黃糧堆’가 있다.

3. 개주 적산산성
개주 적산산성은 요령성 영구시 개주 라둔진 귀자구촌 동쪽 적산위에 위치한다.
지리좌표는 동경 122°36ˊ910˝, 북위 40°06ˊ881˝, 해발 197m의 포곡식 산성으로 둘레
는 5,000m이며 쐐기형 돌로 쌓았다. 성문은 2개소이며 치성과 전망대가 있고 수원
이 풍부하다. 제4기 산성에 속한다. 용담사 아래쪽 100여 m 떨어진 곳에 3기의 고
구려 고분이 있는데, 고분형태는 돌로 쌓은 계단식 석광묘이다. 고분 한변의 길이는
4~7m로 각기 다르다. 잔존 높이는 0.4m로 2층 계단이 보인다. 이는 처음으로 적산
에서 발견된 고구려 고분일 것이다. 용담사에서 ‘重修龍潭寺造佛安禅碑記’의 비석
잔해를 찾아냈는데, 양면에 모두 문자가 있어 사진을 찍었다. 현장에서 제목, ‘唐貞
觀十九年’, ‘親征高麗’, ‘駐跸此山’, ‘薛仁貴’, ‘蓋蘇文’, ‘凱捷寺’ 등의 글자를 확인하였
는데, 이 비석은 營口市文物志에 기재된 明 萬曆 44年 重修龍潭寺造佛安禅碑
記의 잔비임을 확인하였다. 적산은 당 정관 19년의 주필(임금이 행차하는 도중에
잠시 머무르거나 숙박하다)산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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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석교 해룡천산성
대석교 해룡천산성은 요령성 영구시 주가향 해룡천산 위에 축조되어 있다. 지리
좌표는 동경 122°48ˊ494˝, 북위40°31ˊ677˝, 해발 660m의 포곡식 산성으로 둘레는
3,000m이다. 가공된 잡석과 쐐기형 돌로 쌓았다. 성문은 4개소에 옹성이 둘러져 있
고, 치성과 전망대, 저수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제4기 산성에 속한다. 수차례
에 걸친 조사, 재조사, 대조검사를 통해 해룡천산성의 동남쪽에 인공 토산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찍이 1996년 崔豔茹, 馮永謙, 崔德文 등 3명이 공저한 營口市文物
志에 “此城遺存中, 有一最明顯的特點, 就是在山城的東南部城牆外有一座高大的人
工土堆, 現雖頹坍, 仍很高大, 並向內傾倒壓在城牆上. 這個現象, 成爲此城的一個重要
標示物.”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해룡천산성의 동남쪽 옆의 흙더미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해성 영성자산성, 개주 청석령산성의 성벽 동남쪽 옆에는
인공토산이 없다. 이를 통해 볼 때, 대석교 해룡천산성을 안시성으로 볼 수 있다.

5. 집안 패왕조산성
집안 패왕조산성은 길림성 통화 집안시 재원진 패왕조촌 동북산 위에 있다. 지리
좌표는 동경 125°42ˊ583˝, 북위 41°23ˊ397˝, 해발 665m의 포곡식 산성이다. 둘레는
1,260m이고 쐐기형 돌로 쌓았다. 성문 3개소, 전망대, 여장, 축동이 있으며 성내에
는 우물과 건축유적이 있다. 패왕조산성은 석재가 모두 쐐기형이며, 축성수법이 뛰
어나다. 모두 ‘品’자 쌓기 하였으며 제3기 산성에 속한다. 이 산성의 편년에 의거할
때, 패왕조산성은 위나암성일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A.D 246년 毌丘儉이 동천
왕을 정벌할 당시 패왕조산성은 축조되지 않은 상태였다. 동천왕과 관구검은 비류
수에서 역전하여 패왕조에 산성을 축조하였는데, 이는 남도요새를 억제하기 위한
의미일 것이다.

6. 유하 나통산성(낙타산성)
유하 나통산성은 산속의 낙타바위에서 유래된 것이며 원래는 낙타산성이다. 길림
성 통화시 유하현 대통구향과 성수하자향의 경계에 위치한다. 서문의 지리좌표는

136

동경 125°59ˊ745˝, 북위 42°22ˊ704˝, 해발 713m이다. 포곡식 산성으로 동ㆍ서의 두 개
성으로 나뉘고 肺葉狀을 띈다. 동성의 둘레는 3,479m이고 서성의 둘레는 3,737m로
합계 7,216m이다. 석재는 보편적으로 가공하였으나 쐐기형은 아니다. 크기가 그다
지 규칙적이지 않다. 동벽과 서벽을 하나로 사용하고 성문 5개소와 전망대, 저수지
가 있다. 제2기 말에 해당하는 산성이다. 이 성은 고구려 제16대 고국원왕 5년(A.D
335)에 축조한 國北新城으로 고구려 북도에서 하나의 중요한 전략적 성곽이다. A.D
339년 모용씨 침략 당시 이 성에 도달하여 화친을 맹세하고 싸우지 않고 돌아갔다.

7. 요원 용수산산성
요원 용수산산성은 길림성 요원시 시내 동부의 용수산 정상에 있다. 지리좌표는
동경 25°08ˊ890˝, 북위 42°53ˊ728˝, 해발 328m의 포곡식 산성이며 둘레는 1,200m로 흙
으로 쌓았다. 2개의 문에 전망대, 각루가 있다. 고구려 연화문와당과 승문기와 등이
출토되었으며 제3기 산성에 해당한다. 부여 전기의 왕성은 길림성 용담산 일대에
있으며 용담산, 동단산산성은 송화강을 사이에 두고 위치한 구참남산성과 함께 삼
위일체의 산성공조 방위구조를 가지고 있다. 晋 영화 2년(A.D 346)에 “부여는 백제
에 공격당하였고 서쪽의 연나라 부근으로 도망하였다.” 하여 후기 왕성은 길림시의
서쪽에 위치한 이들 산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요원 용수산산성과 동북 1,500m의 성자산산성은 이어져 있으며 동요하와 동남
2,000m의 공농산산성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어 삼위일체의 산성공조 방위구조
이다. 부근에는 부여 유적이 유존하고 있다. 용수산성내의 문화층은 청동기, 한대,
고구려, 요금대로 입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층별 위치관계가 뚜렷하다. 용수산
성에서 20여 km 떨어진 동요현 석역채람 북산과 장흥 뒷산의 묘지에서 동검, 동경,
금제품, 등자, 패식, 철기, 도권, 옥석, 마노구슬 등 한대의 유물이 출토되어 길림 유
수노하심, 모자산 2곳의 문화 면모와 매우 유사하며 요령 서봉서차구 부여묘지에서
출토된 유물과도 유사하여 동일 문화유형에 속한다.
용수산산성은 서도근연 후기 왕성임이 확실하다. 용수산산성 일대는 부여 서도근
연의 후기 왕성으로서 이는 ‘黃龍府’라는 이름을 얻은 곳이며 발해의 부여부이다.
창도사면성은 요대의 안주이며, 통주는 창도사면성에 없고 창도 곡가점 흑성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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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안은 발해 부여부가 아니고 부여 후기의 왕성과 고구려 부여성도 아니며 요
나라 1020년에서 1115년까지의 황룡부로서 금연이 1140년까지 사용했다.

8. 화룡산 성령산성(삼층령산성)
화룡산 성령산성(삼층령산성)은 길림성 연변주 화룡시 용화향 도문강 왼쪽 기슭
에 위치한다. 지리좌표는 동경 129°13ˊ255˝, 북위 42°21ˊ986˝, 해발 528m의 포곡식 산
성이며 둘레는 1,200m이다. 석축산성으로 문지 2개소와 전망대, 저수지, 원형 수혈
등이 있다. 성밖은 적석묘(돌무덤)가 있으며 제3기 산성에 속한다.

9. 화룡 송월산성
화룡 송월산성은 길림성 연변주 화룡시 부흥향 송월촌 서남쪽으로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지리좌표는 동경 128°55ˊ323˝, 북위 42°28ˊ987˝, 해발 568m의 포곡식
산성으로 둘레는 2,480m이다. 토성으로 문지 4개소, 전망대, 저수지가 있다. 회갈색
의 도자기편, 철제 화살촉 등이 출토되었으며 제3기 산성에 속한다.

10. 훈춘 살기성
훈춘 살기성은 길림성 연변주 훈춘양포향 양목림자촌 남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지리좌표는 동경 130°30ˊ936˝, 북위 42°54ˊ119˝, 해발 117m의 포곡식 산성
이며 둘레는 7,000m이다. 흙으로 쌓았으며 성문 4개소, 전망대가 있고, 주변에서 기
와편이 수습되었다. 제1기 산성에 속한다.

11. 무순 고이산성
무순 고이산성은 요령성 무순시 혼하강 북쪽 기슭의 고이산에 위치한다. 지리좌
표는 동경 123°54ˊ 140˝, 북위 41°53ˊ139˝, 해발 99m의 포곡식 산성이며 둘레는
4,060m이다. 흙과 돌로 혼축하였으며 동성, 서성과 동성의 동남쪽은 서남 모퉁이의
위성과 조합하여 축조되었다. 성문 3개소, 저수지가 있으며 주변에 와당 및 기와가
산포되어 있다. 배수시설은 벽돌로 쌓았으며 제3기 산성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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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에는 새로운 성이 3개가 있는데, 본 성은 고국양왕 시기의 새로운 성이다.
이외에 다른 2개 성곽 중 하나는 나라의 북동쪽 대진신성으로 동천왕 21년(A.D 247)
에 축조한 평양성이며 집안 양민에 위치해 있다. 서천왕, 봉상왕때 사냥 또는 적을
피해 이곳으로 왔다.1)
두 번째는 나라의 북쪽 신성으로 고국원왕 5년(A.D 335)에 축조한 것으로 고국원
왕 9년(339)에 모용황이 이곳까지 출병하였다. 고국원왕이 강화를 요청하여 모용황
이 돌아갔다. 이 성이 바로 유하 나통산성이다. 과거에는 많은 학자들이 일률적으
로 신성을 무순 고이산성의 신성으로 간주하였는데, 문헌상의 ‘國之東北大鎮’은 마
땅히 ‘國之西北大鎮’으로 오기된 것이다.

12. 본계 이가보자산성
본계 이가보자산성은 요령성 본계현 초하구진 강구촌 이가보자둔 북쪽 산에 있
다. 좌표는 동경 123°55ˊ175˝, 북위 40°50ˊ842˝, 해발 210m의 포곡식 산성이며 둘레는
2,500m이다. 3개소의 성문과 쐐기형 돌로 성벽을 쌓았으며 전망대와 저수지가 있
다. 제3기 산성에 속한다.

Ⅲ. 고구려의 요새와 초소
1. 집안 대천초소
집안 대천초소는 길림성 통화 집안시 청하진 대천촌에 있다. 지리좌표는 동경
125°56ˊ598˝, 북위 41°26ˊ509˝, 해발 495m이고 둘레는 153m이다. 흙과 돌로 혼축하였
으며 고구려의 돌절구가 출토되었다. 대천초소는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자리잡고
있으며 교통의 요로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역사문헌과 집안에서 실제 조사한 결과, 고구려 제1평양성은 집안 양민고성, 즉 나라의 동북대
진으로 당시 신성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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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안 하쌍안초소
집안 하쌍안초소는 길림성 통화 집안시 태왕진 하쌍안에 위치한다. 지리좌표는
동경 126°19ˊ 450˝, 북위 41°19ˊ235˝, 해발 431m로 잔존 둘레는 약 280m이다. 흙과 돌
로 혼축되었으며 문과 수원이 있다. 제2기 건축에 속하며 지리적 위치가 탁월하여
교통의 요로를 지키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봉상왕 2년(A.D 293) “秋八月, 慕
容廆來侵. 王欲往新城避賊, 行至鹄林, 慕容廆知王出, 引兵追之. 將及, 王懼. 時新城
宰北部小兄高奴子領五百騎迎王, 逢賊奮擊之, 廆軍敗退. 王喜, 加高奴子爵爲大兄, 兼
賜鹄林爲食邑.” 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서 ‘鵠林’은 하쌍안초소일 것이다. 하
쌍안초소는 서남쪽으로 국내성과 통하며 동북으로는 양민, 나라의 동북쪽 대진신성
즉 평양성과 통한다.

3. 집안 망파령요새
집안 망파령요새는 길림성 통화집안시 대상진 삼가자전역 남쪽에 있다. 지리좌표
는 동경 125°51ˊ417˝, 북위 41°14ˊ000˝, 해발 440m의 곡부를 막은 요새이며 잔존 둘레
가 750m이다. 가공한 자연석과 쐐기형 돌로 쌓았다. 성문과 수원이 있으며 제2기
건축에 속한다. 지리적 위치를 통해 볼 때, 교통의 요로를 지키는 기능을 수행하였
을 것으로 보인다.

4. 집안 노변장요새
집안 노변장요새는 길림성 통화 집안시 양수향 해관8조에 있다. 지리좌표는 동경
125°49ˊ512˝, 북위 40°53ˊ333˝, 해발 184m의 곡부를 막은 요새로서 잔존 길이는 170m
이다. 흙과 돌로 혼축하였다. 성문과 수원이 있으며 제3기 건축에 속한다. 지리적
위치를 통해 볼 때, 교통의 요로를 지키는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집안 칠개정자요새
집안 칠개정자요새는 길림성 통화 집안시 양수향 외차구촌에 있다. 지리좌표는
동경 125°45ˊ436˝, 북위 40°53ˊ523˝, 해발 138m의 곡부를 막은 요새이며 잔존 길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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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m이다. 자연석을 가공하여 쌓았는데, 성문과 수원이 있어 제3기 건축에 속한다.
지리적 위치를 통해 볼 때, 교통의 요로를 지키는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
다.

6. 장백 십이도구요새
장백 십이도구요새는 길림성 백산시 장백현 십이도구향 십이도만촌에서 동쪽으
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지리좌표는 동경 127°34ˊ515˝, 북위 41°27ˊ402˝, 해
발 573m의 골짜기를 막은 요새이다. 잔존 길이는 30m이며 제3기 초소에 속한다.

7. 장백 십사도구요새
장백 십사도구요새는 길림성 백산시 장백현 십사도구진 십사도구촌에서 남쪽으
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지리좌표는 동경 127°56ˊ274˝, 북위 41°27ˊ018˝, 해
발 619m의 골짜기를 막은 요새이다. 잔존 길이는 500m이며 흙과 돌로 혼축한 제3
기 건축에 속한다.
이상은 이번 고구려 고성을 조사한 일부분이다. 주로 고구려의 평원성, 산성, 요
새, 초소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실제 답사를 통한 현지조사, 사진촬
영, 기록을 진행하여 충실한 1차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향후 이 방면의 연구에 튼튼한 기초를 닦아 놓았다. 동시에 문헌연구와 문물유적을
결합하여 연구시야를 확대하였으며 학술적인 난점을 돌파하고 연구를 심화하여 더
욱 새로운 결론을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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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境内高句丽城调查概述

2)迟

勇*

槪 要
本文主要介绍了经过实际踏查和研究的部分高句丽城，包括它们的位置、形制、构
造、分期等几方面，从而进一步展示高句丽城的特点，为今后这一领域的研究提供一
定的实地资料。
自2004年4月以来，我与孙仁杰、张福有先生在调查高句丽王陵的同时，对高句丽都
城、重要平原城和都城附近的山城也进行了一系列的调查。2007年至2010年主要调查
了高句丽千里长城和高句丽山城，并于2010年出版了 ≪高句丽千里长城≫。此后，我
们又集中精力做好高句丽山城的调查结尾工作，于2012年结束此项工作。
这次调查确认了110余座高句丽山城，其中吉林省有50多座，辽宁省有60多座。根据
有关材料，朝鲜境内已知36座。目前已知高句丽城共为150余座。据 ≪三国史记≫ 载
的170余座城，尚缺20多座。辽宁省和吉林省已进行了三次文物普查，境内高句丽古城
基本上都被发现了。所以，其余20多座城在朝鲜境内的可能性较大。
辽宁省和吉林省境内的高句丽城是以都城、平原城、山城、关隘、哨卡等组成。其
中山城所建时间很长，分为石城和土城。并且我们根据山城建筑的年代不同，将其分
为四期。现将这次调查的部分高句丽城介绍如下。

关键词： 高句丽城, 形制, 构造, 分期, 都城, 平原城, 山城, 关隘, 哨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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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高句丽都城
1. 桓仁五女山城
桓仁五女山城，位于辽宁省本溪市桓仁县浑江右岸县城东北8.5千米的五女山上。地
理坐标，东经125°24ˊ44˝，北纬41°19ˊ36˝。海拔823米。属山顶型山城。周长4754米。
所用石材为自然石、加工毛石、楔形石。设有三门，有水井和蓄水池。有大型建筑址
和兵营、哨所、居住址、窖藏、瞭望台等遗址。出土大量遗物。一期利用自然山险，
未砌筑城墙。二期使用自然石块加工毛石砌筑城墙基底部及局部城墙。三期用楔形石
砌筑城墙。根据 ≪三国史记≫：“未遑作宫室，但结庐于沸流水上居之”和 ≪好太王
碑≫：“于沸流谷忽本西，城山上而建都焉”的记载以及我们调查的情况，五女山城的
城墙始建于二期，建国时，未筑城墙。该城即文献记载中的纥升骨城。

2. 桓仁下古城子古城
桓仁下古城子古城，位于辽宁省本溪市桓仁县城西北3千米的浑江右岸冲击平原
上。地理坐标，东经125°19ˊ471˝，北纬41°16ˊ469˝，海拔236米。属平地城。周长939
米，土石混筑。设有二门。有建筑遗址，出土大量陶器、铁器。属于一期建筑。≪三
国史记≫ 中记载：东明圣王“四年(前34年)秋七月，营作城郭宫室。”下古城子古城，
当是这一时期营作的城郭宫室。

3. 集安国内城
集安国内城，位于吉林省通化市集安市区内。地理坐标，东经126°10ˊ439˝，北纬
40°04ˊ153˝，海拔181米。为平地型城，周长2686米。用楔形石砌外侧，内有夯土筑城
墙。有5门，有马面，水井多处。出土莲花纹、兽面纹、忍冬纹瓦当和板瓦、筒瓦。出
土卷云纹铭文瓦当。出土汉代军司马铜印。属一期城，三期又筑。高句丽第二代王琉
璃明王二十二年(公元3年) “迁都于国内，筑尉那岩城”，第十六代王故国原王十二年
(342年) “修葺丸都城、又筑国内城”的记载可信。故国原王十二年(342年)“修葺丸都
城、又筑国内城”，是高句丽筑城出现马面和楔形石的初始年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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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集安丸都山城
集安丸都山城，位于吉林省通化市集安市区北2.5千米山上。地理坐标，东经126°09ˊ
247˝，北纬41°09ˊ008˝，西墙北部拐点海拔648米，为谷口簸箕型山城。周长6947米。
用自然石、加工毛石、楔形石砌筑而成。有8门。有瞭望台、角台、女墙和筑洞。出土
莲花纹、兽面纹、忍冬纹瓦当、板瓦和筒瓦。出土“晋高句丽率善良佰长”铜印。在丸
都山城东墙北段、北墙多处、西墙北段，保存着一期城墙遗迹。一期城墙所用石材，
不经任何加工，大小不一，厚薄不均，宽窄不等，完全采用自然毛石砌筑城墙。砌筑
时，基本不错缝、不压缝，常见直缝而上者。实测，东墙北段一处1平方米范围内，墙
表用石89块。石块甚小，乃当时生产力水平所限。因而早期的城墙很不坚固，多由二
期、三期城墙所替代。二期城墙所用石材，采用自然毛石稍经加工，长宽不一，大小
各异，未成楔形。三期城墙所用石材，一律加工成楔形，大小均匀，石材皆为黄褐色
花岗岩。砌筑严谨，完全压缝。在丸都山城发现早期城墙遗迹，是整个高句丽古城考
鉴中的一个重要收获。丸都山城本身存在一、二、三期遗迹，由此可知，丸都山城具
备公元3年琉璃明王筑尉那岩城的一期特征，自然石块小、不加工、不整齐；具备公元
198年山上王筑丸都城的二期特征，石材经过加工成毛石，但规格不一，小大由之，未
出现楔形石；具备公元342年故国原王修葺丸都城的三期特征，所用石材一律为楔形
石，城上用瓦。同时具备这三期特征的山城，为数甚少。丸都山城城墙分为一、二、
三期的实际，可以证明尉那岩城就是丸都山城。认为集安霸王朝山城是尉那岩城，没
有考古学证据。
除了都城之外，高句丽还有部分平原城。如辽东城、南城子、叆河尖古城、平郭
城、良民古城、桦皮甸子古城。这些平原城，均出瓦或瓦当，是高句丽时期的重要治
所。

二．高句丽山城
1. 凤城凤凰城山城
凤城凤凰城山城，位于辽宁省丹东市凤城县东南5千米凤凰山上。地理坐标，东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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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4ˊ894˝，北纬40°22ˊ363˝，海拔101米。为筑断沟谷型山城。周长15955米。用楔形
石砌筑。有瓮门，2个瞭望台，有充足的水源、建筑址、女墙等。出土莲纹瓦当。附近
的高句丽晚期封土墓群。属三期山城。该城为特大规模的高句丽山城。该城南门有一
处土石混筑的横截隔断，拦住两座高大山峰之间的空旷地带。此乃 ≪翰苑≫ 注引

≪高丽记≫：“焉(乌)骨巉岩竦二峯而拱汉”的“筑断为城”设施。这一段的全文是：“≪高
丽记≫ 云：焉(乌)骨山在国西北，夷言屋山。在平壤西北七百里，东西二岭，壁立千
仞。自足至巅，皆是苍石，远望巉岩，状类荆门三峡。其上无别草木，唯生青松，擢
干云表。高丽于南北峡口，筑断为城。此即夷藩枢要之所也。”[辽海丛书]凤凰城山城
即文献记载中的乌骨城。

2. 盖州青石岭山城(高丽城山城)
盖州青石岭山城，又称高丽城山城，位于辽宁省营口市盖州东北7.5千米青石岭镇高
丽城村东山上。地理坐标，东经122°246ˊ001˝，北纬40°26ˊ530˝，海拔221米。为谷口簸
箕型山城。周长5000米，土筑，夹杂有加工毛石筑。有蓄水池和建筑址及台基、角
台、拦水坝、水门等设施。出土有瓦、陶器和铁器等。属四期山城。多数学者认为该
城是文献记载中的建安城，也有人认为该城是安市城。就此，我们多次专程到该城调
查、复查、核查，城墙东南隅并无人工土山，定不上安市城，仍以为是。青石岭山城
地处青石岭镇，在山城西约十里处有“黄粮堆”。

3. 盖州赤山山城
盖州赤山山城，位于辽宁省营口市盖州罗屯镇贵子沟村东赤山上。地理坐标，东经
122°36ˊ910˝，北纬40°06ˊ881˝，海拔197米。为谷口簸箕型山城。周长约5000米，用楔
形石砌筑。有2门、马面、瞭望台，水源充足。属四期山城。在龙潭寺下方100多米
处，发现3座高句丽墓葬，墓葬形制为阶坛积石石圹墓。墓葬边长在4-7米不等，残高
0.4米，可见二级阶坛。这应是首次在赤山中发现高句丽墓葬。在龙潭寺找到“重修龙
潭寺造佛安禅碑记”残碑，两面均有文字，拍照。现场认出标题、“唐贞观十九年”、“亲
征高丽”、“驻跸此山”、“薛仁贵”、“盖苏文”、“凯捷寺”等字，确认此碑即 ≪营口市文物
志≫ 所载明万历四十四年“重修龙潭寺造佛安禅碑记”残碑。赤山，应为唐贞观十九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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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驻跸山。

4. 大石桥海龙川山城
大石桥海龙川山城，位于辽宁省营口市周家乡海龙川山上。地理坐标，东经122°48ˊ
494˝，北纬40°31ˊ677˝，海拔660米。为谷口簸箕型山城，周长3000米。用加工毛石、
楔形石砌筑。有4门，瓮门、马面、瞭望台、蓄水池设施齐备。属四期山城。经我们多
次调查、复查、核查，海龙川山城东南隅确有人工土山。早在1996年，崔艳茹、冯永
谦、崔德文合著 ≪营口市文物志≫ 中就写道：“此城遗存中，有一最明显的特点，就
是在山城的东南部城墙外有一座高大的人工土堆，现虽颓坍，仍很高大，并向内倾倒
压在城墙上。这个现象，成为此城的一个重要标示物。”海龙川山城东南隅的土堆是人
为所致。而在海城英城子山城、盖州青石岭山城城墙东南隅，确无人工土山。据此可
定，大石桥海龙川山城，为安市城。

5. 集安霸王朝山城
集安霸王朝山城，位于吉林省通化集安市财源镇霸王朝村东北山上。地理坐标，东
经125°42ˊ583˝，北纬41°23ˊ397˝，海拔665米。为山腰簸箕型山城。周长1260米。用楔
形石砌筑。有3门、瞭望台、女墙、筑洞，且城内有水井和建筑遗迹。霸王朝山城，石
材整齐划一，皆为楔形石。砌筑工艺先进，均平层错缝叠砌，属三期山城。这一分期
编年表明，霸王朝山城不可能是尉那岩城。公元246年毌丘俭征伐东川王时，霸王朝山
城亦尚未修筑。东川王与毌丘俭征逆战于沸流水上，其地是富尔江与浑江汇合处，这
里是地域开阔的古战场。高句丽吸取了此战失利的教训，才在霸王朝修筑山城，意在
扼制南道要塞，当有可能。

6. 柳河罗通山城(骆驼山城)
柳河罗通山城，得名于山中一骆驼砬子，此山原称骆驼山，位于吉林省通化市柳河
县大通沟乡与圣水河子乡交界处。西门地理坐标，东经125°59ˊ745˝，北纬42°22ˊ704˝，
海拔713米。为山腰簸箕型山城，分为东、西二城，呈“肺叶状”。东城周长3479米，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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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周长3737米，合计7216米。石材普遍经过加工，但未成楔形，而且大小、宽窄不太
规则。东墙与西墙并用一墙，5门，有瞭望台和蓄水池。属二期末山城。此城是高句丽
第十六代王故国原王五年(公元335年)所筑之“国北新城”，是高句丽北道上的一处重要
战略城堡。公元339年，慕容氏来攻，进抵此城，盟和，不战而还。

7. 辽源龙首山山城
辽源龙首山山城，位于吉林省辽源市市区东部龙首山顶上。地理坐标，东经125°08ˊ
890˝，北纬42°53ˊ728˝，海拔328米。为山腰簸箕型山城，周长1200米。土筑。2门，有
瞭望台、角楼。出土高句丽莲花纹瓦当和绳纹瓦等，属三期山城。夫余前期王城在吉
林龙潭山一带，是由龙潭山、东团山山城隔松花江与九站南山城所构成的三位一体“山
城拱卫”格局。晋永和二年(346)，夫余为百济所侵，西徙近燕。”公元346年，夫余为百
济所迫“西徙近燕”，其后期王城，也应从吉林市之西有三位一体“山城拱卫”格局的地方
寻找。辽源龙首山山城与东北1500米的城子山山城相连，隔东辽河与东南2000米的工
农山山城相望，构成三位一体“山城拱卫”格局，且附近具有深厚的夫余文化积淀。龙
首山城内文化层呈青铜、汉、高句丽、辽金立体分布，层位关系清楚。距龙首山城20
余公里的东辽县石驿彩岚北山和长兴后山墓地出土的铜剑、铜镜和金器、马蹬、牌
饰、铁器、陶罐、玉石、玛瑙珠饰等汉代器物，与吉林榆树老河深、吉林市帽儿山两
地文化面貌十分接近，与距辽宁西丰西岔沟夫余墓地的出土器物亦高度一致，完全属
于同一种文化类型。这是龙首山山城是西徙近燕后期王城的可靠证据。龙首山山城一
带为夫余西徙近燕的后期王城，此乃“黄龙府”的得名之地、渤海的夫余府。昌图四面
城是辽代安州，通州不在昌图四面城，而在昌图曲家店黑城。农安不是渤海夫余府，
也不是夫余后期王城和高句丽夫余城，是辽1020年至1115年的黄龙府，金沿用“黄龙
府”之名至1140年。

8. 和龙山城岭山城(三层岭山城)
和龙山城岭山城，又称三层岭山城，位于吉林省延边州和龙市勇化乡图们江左岸。
地理坐标，东经129°13ˊ255˝，北纬42°21ˊ986˝，海拔528米。为山腰簸箕型山城，周长
1200米。石筑。2门，有瞭望台，有蓄水池，有圆坑。城外有积石墓。属三期山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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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和龙松月山城
和龙松月山城，位于吉林省延边州和龙市富兴乡松月村西南1千米。地理坐标，东经
128°55ˊ323˝，北纬42°28ˊ987˝，海拔568米。为谷口簸箕型山城，周长2480米。土筑。4
门，有瞭望台，有蓄水池。出土灰褐陶片、铁箭头等。属三期山城。

10. 珲春萨其城
珲春萨其城，位于吉林省延边州珲春杨泡乡杨木林子村南1.5千米。地理坐标，东经
130°30ˊ936˝，北纬42°54ˊ119˝，海拔117米。为山腰簸箕型山城，周长7000米。土筑。4
门，有瞭望台，有瓦。属一期山城。

11. 抚顺高尔山城
抚顺高尔山城，位于辽宁省抚顺市浑河北岸，高尔山上。地理坐标，东经123°54ˊ
140˝，北纬41°53ˊ139˝，海拔99米。为谷口簸箕型山城。周长4060米。土、石混筑。由
东城、西城和东城的东南与西南角的卫城组合而成。有3门，蓄水池，有瓦及瓦当。排
水设施用砖砌成。属三期城。此城是建于故国壤王时期的新城。高句丽称新城的有三
个。另两个，一是，国之东北大镇新城，乃东川王二十一年(247年)所筑之平壤城，位
于集安良民。西川王、烽上王田猎、避贼于此。二是，国北新城，乃故国原王五年
(335年)所筑，故国原王九年(339年)慕容皝兵及新城，即此，故国原王乞盟，慕容皝乃
还。此城是柳河罗通山城。前有诸多将新城一律视为抚顺高尔山城新城，对文献中的
“国之东北大镇”，认为应是“国之西北大镇”之误，未当。

12. 本溪李家堡子山城
本溪李家堡子山城，位于辽宁省本溪县草河口镇茳口村李家堡子屯北山上。坐标东
经123°55ˊ175˝，北纬40°50ˊ842˝，海拔210米。属谷口簸箕型山城。周长2500米，三
门，用楔形石砌筑城墙。有瞭望台和蓄水池。属三期山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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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高句丽关隘、哨卡
1. 集安大川哨卡
集安大川哨卡，位于吉林省通化集安市清河镇大川村。地理坐标，东经125°56ˊ
598˝，北纬41°26ˊ509˝，海拔495米。周长153米。土石混筑。出土高句丽石臼。大川哨
卡地理位置重要，可起扼守交通要道的重要作用。

2. 集安下双安哨卡
集安下双安哨卡，位于吉林省通化集安市太王镇下双安。地理坐标，东经126°19ˊ
450˝，41°19ˊ235˝，海拔431米。周长残存约280米。土、石混筑。有门，有水源。属二
期建筑。地理位置重要，可起扼守交通要道的重要作用。烽上王二年(293年)，“秋八
月，慕容廆来侵。王欲往新城避贼，行至鹄林，慕容廆知王出，引兵追之。将及，王
惧。时新城宰北部小兄高奴子领五百骑迎王，逢贼奋击之，廆军败退。王喜，加高奴
子爵为大兄，兼赐鹄林为食邑”。此 “鹄林”，可能为下双安哨卡。从下双安哨卡，向西
南，通往国内城；向东北，通往良民国之东北大镇之新城即平壤城。

3. 集安望波岭关隘
集安望波岭关隘，位于吉林省通化集安市台上镇三家子电站南。地理坐标，东经
125°51ˊ417˝，北纬41°14ˊ000˝，海拔440米。为筑断沟谷型关隘。残长750米。用加工自
然石、楔形石砌筑。有门，有水源。属二期建筑。大川哨卡，地理位置重要，可起扼
守交通要道的重要作用。

4. 集安老边墙关隘
集安老边墙关隘，位于吉林省通化集安市凉水乡海关八组。地理坐标，东经125°49ˊ
512˝，北纬40°53ˊ333˝，海拔184米。为筑断沟谷型关隘。残长170米。土、石混
筑。有门，有水源。属三期建筑。地理位置重要，可起扼守交通要道的重要作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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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集安七个顶子关隘
集安七个顶子关隘，位于吉林省通化集安市凉水乡外岔沟村。地理坐标，东经
125°45ˊ436˝，北纬40°53ˊ523˝，海拔138米，为筑断沟谷型关隘。残长140米。加工自然
石砌筑。有门，有水源。属三期建筑。地理位置重要，可起扼守交通要道的重要作
用。

6. 长白十二道沟关隘
长白十二道沟关隘，位于吉林省白山市长白县十二道沟乡十二道湾村东1.5千米处。
地理坐标，东经127°34ˊ515˝，北纬41°27ˊ402˝，海拔573米。为阻断沟谷型关隘。残长
30米。属三期哨卡。

7. 长白十四道沟关隘
长白十四道沟关隘，位于吉林省白山市长白县十四道沟镇十四道沟村南1.5千米。地
理坐标，东经127°56ˊ274˝，北纬41°27ˊ018˝，海拔619米。为阻断沟谷型关隘。残长500
米。土、石混筑。属三期建筑。
以上是这次高句丽古城调查的一部分，主要是以高句丽平原城、山城、关隘、哨卡
等为调查研究的重点。深入实际进行调查、拍摄、注录，力求掌握第一手资料，为今
后此方面的研究打下坚实的基础。同时，文献研究与文物遗迹相结合，扩展研究视
野，突破学术难点，深化研究，得出更新结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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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읍성과 산성
- 경남지역 최근 발굴조사성과를 중심으로 -

1)\나

동 욱*

요 약
경남지역 대부분의 읍성은 조선 태종조에서 연산군조에 걸쳐 축조된 것들이다.
이 시기의 읍성들은 토축이었던 것을 석축으로 개축하여 방어력을 높이고 있으며,
척도에 있어서 세종 20년(1438)에 반포된 ｢축성신도｣의 규정을 읍성 축조의 기본으
로 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적대, 여장, 옹성, 해자 등의 설치를 규식화 함으로
써 규모 및 그 축조수법이 유사함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발굴조사된 읍성들
을 고찰한 결과, 성벽의 축조수법에 있어 외벽부는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내
벽부 석축의 경우 세종대 이후 축조된 성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종대에는 내벽부 석축이 계단상을 보이고 있으며 유적에 따라 계단상의 석축
위에 토사로 다짐하여 ｢축성신도｣의 규정에 맞게 성벽을 쌓았다. 그러나 문종대 이
후 축조된 읍성에는 ｢축성신도｣와는 다르게 내벽부의 석축이 수직상을 보이며 그
상부로 비스듬하게 토사를 다짐하고 있다. 이는 세종 이후의 읍성들은 세종 25년
(1443) 이보흠(李甫欽)이 지적한 계단식 체성부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흙속에 묻히는
계단상의 석축을 조성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수직되게 내벽을 축조하였으며, 석축
을 토사로 경사지게 덮어 등성에 편리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선
후기의 동래읍성(영조 7년(1731) 초축)의 경우를 보면 성벽 기저부에 지대석 없이
치석된 할석으로 평적하면서 면석 안쪽 180cm까지 잡석으로 뒷채움하고 있다. 이
는 조선 전기읍성과 축조수법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임진왜란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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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수법에 있어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산성은 유사시에 천연 자연지세가 유리한 산성에 입보하여 오랫동안 항쟁
할 수 있는 특유의 장점이 있어 삼국시대부터 전통적인 산성 축조형식을 그대로 계
승하였다.
조선 초에는 왜구에 대비한 산성 중심의 소극적인 청야입보(淸野入堡)였으며, 세
종대에는 산성입보 중심에서 읍성입보 중심을 기본원칙으로 하였다. 조선 전기의
산성은 이전에 쌓은 산성을 수축하여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축조수법도 파악되
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대규모 적변에 대처하고자 요충지를 중
심으로 적에 대한 억제와 집중적 방어를 위하여 경상도에는 동래 금정산성을 비롯
한 6개의 대규모 산성으로 구성되는 방어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 산성은 기본
적으로 여장에 총안을 배치하고 있으며 포루나 장대 등의 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추
어져 있다. 또한, 성벽의 축조수법은 산성 주변의 자연암반에서 떼어낸 판석상의 할
석을 사용하여 잔돌끼워 허튼층쌓기하였으며, 1～2m 너비의 면석과 석재 뒷채움
안쪽으로는 산토로 내탁하였다. 한편, 조선 후기 산성의 축조에 있어서 가장 큰 특
징은 둘레 10,000척이 넘는 산성이 축조되는 등 산성의 대형화가 진행되었고 중성
또는 외성이 축조되는 등 성곽의 중곽화(重郭化)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주제어 : 읍성, 산성, 적대, 여장, 옹성, 치, 해자, 축성신도, 등성시설, 조선 후기,
중곽화

Ⅰ. 朝鮮時代 邑城과 山城의 槪觀
조선 태조 5년(1396)에 각도 민정을 징발하여 토축의 도성(都城)이 축조되었는
데 후에 석축으로 개축되었다. 도성의 축조가 있은 뒤 국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북방변경에서는 적의 침략에 대비하여 행성(行城)이 축조되었는데, 고려시대의 장
성(長城)과 흡사하며 세종때까지 의주 행성을 비롯한 15개소가 축조되었다. 또한,
행성이나 장성 또는 내지의 중요한 요로(要路)를 지키기 위한 관문(關門)이 축조
되었는데 특히, 임진왜란 이후 숙종, 영조대에 많이 만들어 졌다. 그 대표적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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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조 27년(1594) 3중으로 축조된 조령관문이 있으며 영조대에는 청천강의 남안
과 북안 중간에 있는 적유령(狄踰嶺)을 비롯 수 십 개소에 관방시설이 만들어졌다.
한편, 여말 왜구에 대비하기 위해 연해읍성의 축조가 이루어졌다. 특히, 세종, 성
종 때에는 읍성의 축조가 활발하였는데, 토축이었던 것을 석축으로 개축하여 방어
력을 높이고 규모를 늘리는 등 현존하는 읍성 대부분이 이 때 축조되었다
조선 초 태조대(1392～1398)에서 태종대(1400～1418)까지의 대왜비변책(對倭備邊

策)은 산성을 중심으로 한 소극적인 청야입보였으며, 태종대에 전라․경상도에 12
개처의 산성이 수축되었는데 고려말 왜구를 피하여 입보하였던 대규모산성들에 대
한 입보제를 다시 강화하는 조처가 있었다. 태종 15년(1417)부터는 하삼도(下三道)
에 적극적으로 연해읍성의 축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한편, 세종대(1418～
1450)에는 가장 긴요한 연해읍들은 산성 대신 읍성을 축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산성입보 중심에서 읍성입보 중심을 기본원칙으로 하였다.
성종 때 전국의 행정구역수는 330개소인데 이 당시 읍성의 수는 190개소나 된다.
이 읍성의 대다수에 해당되는 179개소가 석축으로 되어있었다. 읍성의 설치지역은
충청 20개소, 경상 45개소, 전라 39개소, 함경 23개소, 평안 33개소로 5개도에 집
중적으로 설치되었는데 이는 북방 및 왜구에 대비하여 해안지방에 중점적으로 설치
하였다.
읍성은 산성이나 도성과는 달리 읍치의 장소가 시가지로 산지를 배경으로 하는
소위 평산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평면 원형 또는 방형을 이룬다. 이는
산성과 평지성의 장점을 취한 절충형으로 보인다. 읍성은 시가지 일부를 포함, 객
사․관아 등의 건물을 성안에 두고 있으며 적대(敵臺), 여장(女墻), 옹성(甕城), 해
자(垓子) 등의 방어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읍성의 행정․군사적 요소를 갖는 양면
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읍성의 축조에 있어서 세종년간에 축조된 읍성은 세종 20년(1438)에 반포된 ｢축
성신도(築城新圖)｣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1) “외면에 6․7척은 大石으로 축조하
고 내면의 7․8척은 잡석을 섞어서 흙으로 단단하게 쌓되 다 쌓은 뒤에는 2척 두께
로 흙을 덮게 하고 그 위에 떼(莎土)를 입히되 안으로 경사지게 하여 물이 빠지기

1) 沈正輔, ｢忠南地方 邑城硏究｣, 東亞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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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하기를 도성의 제도와 같이하면 사람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여 적을 제어하는
공이 있을 것이다. 성을 축조할 때에는 호지(濠池)의 흙을 파서 성의 내면을 메우는
것이니, 파면서 쌓으면 반드시 다시 참호를 공역을 들이지 않아도 되며 성이 이루어
질 때 쯤 되면 성지도 또한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수가 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1～2척 깊이에 불과하므로 체성 위에 2～3척의 흙을 덮으면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
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 읍성들은 도성의 축조법에 따라 외면의 2.8m～3.27m는 대석으로
축조하고, 내면의 3.27m～3.74m는 잡석과 흙을 다지고 그 상면에 흙을 2～3척 두께
로 덮어 축조하여 이후 성곽축조에 기본이 되었다. 한편 문종 원년 8월에는 정분(鄭

苯)이 전라도의 읍성을 순행하여 보고, 법대로 쌓지 않아 규식에 합당치 않다하여
그대로 완성시킬 잉구(仍舊), 각관(各官)과 성터를 넓혀야 할 퇴축(退築), 각관의 개
축(改築)을 필요로 하는 읍성으로 나누어 보고하였고, 9월에는 충청․경상도의 읍
성 중 잉구와 퇴축, 급기개축(及期改築), 추후가축(追後可築) 대상으로 하여 여력이
있을 때 내지의 산성까지 수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산성은 유사시에 천연 자연지세가 유리한 산성에 입보하여 오랫동안 항쟁할
수 있는 특유의 장점이 있어 삼국시대부터 전통적인 산성축조형식을 그대로 계승하
였다.2) 15세기 후반에도 전반기처럼 읍성의 경우 내지읍성은 산성으로 대처하고
연해읍성이 선축되어야한다는 방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3)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성곽의 큰 변화를 맞게 되었는데 전통적인 산성에의 입보는
장기간의 농성에서 큰 효과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산성의 입지조건상의 장점과 시
설의 견고성이 재검토되게 되었고, 특히 실학파에 의해 중국과 일본의 성제를 검토,
장점을 흡수한 수원성과 같은 우수한 성제를 남기게 되었다.

2) 孫永植, 韓國 城郭의 硏究.
3) 車勇杰, 高麗末․朝鮮 前期 對倭 關防史 硏究, 忠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論文, 1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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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최근 조사된 경남지역의 조선시대 읍성과 산성
1. 邑城
1) 동래읍성(東萊邑城)4)
부산시 동래구 명륜ㆍ복천ㆍ칠산ㆍ명장ㆍ안락동 일원에 위치한다. 동래읍성과
관련하여 “원수 박위(朴葳)가 우왕 13년(1387) 8월 19일 축성에 착수하여 한 달
이상 걸려서 완공하였는데, 석축으로서 둘레가 3,090척, 높이 13척으로 우물이 6
개가 있었다”고 하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기록과 세종 28년(1446)에 석축 둘레
3,092척, 높이 15척 등의 경상도속찬지리지의 기록이 보인다. 이 두 기록은 시기
적으로 동래고읍성과는 별개로 보이며 임진왜란 때 함락, 폐성된 조선 전기의 읍성
을 지칭하는 것으로 2002년 9월～12월에 걸쳐 복천박물관에 의해 조사된 복천동
304번지의 조선전기 동래읍성 유구와 관련이 있다. 조사된 성벽은 약간 북쪽으로
기운 동서방향으로 조사지의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길이 30m가 확인되었다.
체성의 상부 성벽석은 이미 훼손되었으나 기단부와 지대석, 그리고 성벽의 기초를
조성하기 위한 적심석은 원형 그대로 조사되었다.
성벽 기단부의 축조수법은 먼저 풍화암반 생토를 ‘ㄴ’자상으로 정지하여 외벽 쪽
에 인두대(人頭大) 크기의 적심석을 5～6단 정도 쌓고 그 안쪽으로는 약 70cm 높
이까지 돌로 채웠는데, 외벽의 적심석 최상단 위에 폭 40cm 내외, 두께 20cm 내외
의 판석을 지대석으로 사용하였으며, 지대석으로부터 30cm 뒤로 물리어 폭 100cm,
길이 60cm내외 두께 35cm내외의 대형의 판석을 기단석으로 삼았다.
한편, 내벽은 외벽으로부터 600cm 안쪽에서 확인되며 30～35cm×35～40cm 크기
의 삼각형상의 석재로 세로쌓기하여 3～4단 정도 쌓았는데, 그 바깥쪽으로는 황갈
색마사토와 갈색점토가 덧대어져 있어 증축된 흔적이 보인다. 내벽의 바닥을

4) 복천박물관, ｢조선전기 동래읍성 현장설명회자료｣, 2002.
나동욱, ｢경남지역 읍성과 진성의 시․발굴조사 성과｣, 동아문화 창간호, 동아문화연구원,
2005.
경남문화재연구원, 동래읍성 해자, 2008.
김성진, ｢동래읍성 축성시기 및 배경에 대한 연구｣, 한국성곽학보 제14집, 한국성곽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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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조선 전․후기 동래읍성과
동래왜성 평면도

도판 1. 동래읍성 전경

조사하면서 외벽에서 내벽 쪽으로 400cm되는 지점에 풍화암반으로 형성된 생토를
‘ㄴ’자상으로 깎아 그 안에 30×40cm정도 크기의 돌을 5～6단 외벽 쪽으로 면을 맞추
어 세로로 모쌓기(縱平積)한 석축이 조사되었다. 이 석축의 안쪽으로 200cm정도는
뒷채움석이 60cm 정도로 남아있으며 그 안쪽 400cm 까지는 잡석이 드문드문 깔려
있다. 세로로 모쌓기 한 석축으로부터 약 600cm 지점에서 성벽과 나란한 석렬이 일
부 잔존하며 그 상부에는 내벽석축 아래 다져져 있는 황갈색마사토와 갈색점토가
덮고 있었다. 특히, 잡석 아래 생토층에는 직경 7cm 내외, 길이 50cm 내외의 목주가
30cm 간격으로 촘촘히 박혀있는데 일부는 그 상부를 덮고 있는 성토 아래층까지도
확인된다. 성벽의 축조공법 또는 선행유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목주공의
분포범위는 상부 내벽이 조사된 곳으로부터 성벽 안쪽으로 약 400cm정도이며 그
끝이 서쪽으로 가면서 상부 내벽 안쪽으로 줄어든다. 전기한 석축과 목주공은 앞서
조사된 내벽의 안쪽 아래층에 위치하며 목주공이 위치한 곳까지 잡석이 분포되어
있는 점, 세로로 모쌓기 한 석축으로부터 약 600cm 지점에 내벽으로 볼 수 있는 석
열이 확인되어 성폭이 같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상부의 석축성 보다 선행된 또
다른 성축성벽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성벽의 최종 단면조사에서 상부의 성벽 바닥층에서도 목주공이 조사되고 있는데,
연약지반을 다지기 위한 토목공법의 흔적으로 이해되며 동래구청 인근의 후기읍성
에서도 조사된 바 있다.

158

도판 2. 조선 전기 동래읍성 성벽 전경

도판 3. 조선 전기 동래읍성의
기단부 말목지정

성벽 하부에서는 대부분 인화문분청대접과 인화문호 편이 다수 수습되었으며, 내
벽의 안쪽 다짐토 아래층에서도 대부분 인화문분청사기편들만 보이고 있어 고려 말
또는 조선 전기에 축조된 전기읍성으로 추정된다. 그 중 경주장흥고 분청사기로 보
이는 ｢慶…庫｣ 등의 명문도 보이고 있어 축성기록의 시기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조선 전기 동래읍성벽의 존재 확인은 조선시대 기록화인 ｢동래부순절도｣에서 보
이는 조선 전기 동래읍성의 실체를 밝히게 된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발굴된 지점은 ｢동래부순절도｣를 통하여 볼 때 북문지 주변으로 보이며, 조선전기
읍성의 범위는 학소대(鶴巢臺)를 동북쪽으로 끼고 돌아 현재의 남문지역을 통과하
는 평지읍성으로 남문지역은 조선 후기에도 그대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5년 4월 부산 지하철 3호선 수안동 전철역사가 들어설 예정지역 입회조
사에서 조선 전기읍성의 해자 석축이 확인되어 3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수안동 역사부지에는 현 지표하 3m에서 동래읍성의 해자가 남문 방향으
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해자는 흑갈색사질토층 위에 양안 모두 석축으로 축조하였으며 현재 해자의 규모
는 동쪽 석축의 길이가 59m(1차 35m, 2차 20m), 서쪽 석축의 길이가 44.8m(1차
22m, 2차 20m), 폭 540～570㎝이고, 석축은 9～15단으로 높이 170～250㎝정도이며
석축의 진행방향은 북동-남서방향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진행방향으로 보아 북쪽으
로는 우리은행이 있는 큰 길을 따라 동래구청 쪽으로 이어지며, 남쪽으로는 대한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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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건물 쪽으로 연결되어 동래읍성의 남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
다. 동쪽 호안석축과 퇴적토층상으로 볼 때, 4차에 걸쳐 수축이 이루어 졌으며 4차
석축이 그 이전의 호안석축 및 내부다짐토를 절개하여 축조한 것과 달리 3차 호안
석축의 내부 다짐토 위에 축조된 상황으로 볼 때 3차와 4차 수축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가 길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자의 내부 퇴적토는 크게 3개 층으로 최하
층에는 원형통나무와 가공한 각재로 된 목익(木杙)이 세워져 있었고, 폭 110cm,길
이 500cm 규모의 목익을 이용하여 고정시킨 가교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1차 조사
에서는 10개 체 이상의 인골, 칼 4자루, 활, 자기, 화살촉, 청동숟가락 등 다양한 유
물이 확인되었고, 2차 조사에서는 철제찰갑, 인골, 칼, 화살촉 등 다양한 전쟁유물
이 출토되었다.
단종실록 권2, 즉위년(1451) 8월 1일조에 “이미 성을 쌓은 경상도의 곤양, 기장,
동래, 고성, 거제는 해자를 파지 않았고 진해, 하동은 적대를 쌓지 않았고 전라도 홍
양, 순천, 광양은 옹성을 쌓지 않았으니 청컨대 본 읍으로 하여금 파고 쌓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동래 전기읍성의 해자는 1452년 이후
가까운 시점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도판 4. 조선 전기 동래읍성 해자

도판 5. 조선 전기 동래읍성
해자 출토 갑옷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되었던 동래읍성은 영조 7년(1731) 당시 동래부사 정언섭
이 1월 3일에 성터를 측량,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4월에 성벽을, 5월에 성문을,
7월에는 문루(門樓)가 각각 완공되었고, 8월 19일에 낙성되었다. 이 때 쌓은 읍성은
둘레 17,291척, 여장 1,318타(垜), 서문, 남문, 암문이 있고, 중요한 문루였던 남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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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익성(翼城)을 두고 문은 전문(洗兵門)과 후문(朱鳥門)이 있어 이중으로 되어 있
으며, 서문, 암문, 북문밖에는 옹성을 부설하였다. 축성에는 동래를 중심으로 한 양
산, 기장, 김해, 울산, 언양, 밀양 등의 농민과 노비, 군인 등이 동원되었으며, 경상
감사관할 64군에서 징발된 승군 7,091명, 동래의 동․서․남․북의 4소(所)의 사병
8,199명을 포함하여 총 52,003명이 동원되었다. 성내에는 수성창 (守城倉)을 두어 미
석을 보관하고, 수첩청(守堞廳)을 두어 수성의 임무를 맡게 하였다. 이후 1735년에
각 5칸으로 된 보루 15개소와 인화문을 건립하였고, 1740년에 남문 및 문장청을 개
창하였으며, 1870년에 동래부사 정현덕이 일본의 침입에 대비 다시 성벽과 문루를
수축하였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시가지계획｣에 의해 서문～남문 사이의 성벽이 철거된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현재는 망월산을 중심으로 한 산지에만 성곽의 모습이 남아 있다.
2000년 5월～7월까지 복천박물관에 의한 칠산동 332-1번지 일원의 인생문 북쪽
주변의 발굴조사가 있었는데, 동래읍성 동쪽 산지의 성 외벽은 지대석(地臺石)의
배치없이 할석(割石)의 안쪽으로 잡석채움을 한 후 그 안쪽은 흙다짐하여 쌓은 내
탁(內托)의 편축(片築)성벽임이 확인되었다. 성폭은 5.3ｍ로 추정되었고 잔존 높이
는 1.5ｍ～3.0ｍ로 상부 폭이 2.4ｍ 내외이다.
2003년 8월～10월에는 경남문화재연구원의 조사에 의하여 인생문 북쪽에서 성벽
과 치성(雉城)이 조사되었는데 성벽은 내탁식편축(內托式片築)성벽으로 축조되었으
며, 성폭(城幅)은 620～670cm정도로 조사되었다. 치성은 성 외벽 하부를 판축상으

도면 2. 조선 후기 동래읍성 성벽 실측도

도판 6. 조선 후기 동래읍성의 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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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져 지대를 조성한 후 반원형으로 지대석을 돌리고 그 위에 한변 길이 420cm의
사각형성벽을 덧붙인 것이다. 성 외벽석은 할석으로 쌓은 것에 비하여 치성은 가공
석을 사용한 점, “己巳三月”, “辛未五月” 명 기와가 이곳에서만 출토되는 점으로 보
아 영조 25년(1749)을 전후한 시기에 증축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2005년 3월～4월에 실시된 동래구청 뒤편의 조사에서 평지 성벽의 폭은
530～600cm로 조사되었다. 성벽은 생토면을 굴착한 후 점질토와 사질토를 교대로
다져 지대를 조성한 후 외벽에는 기단석 없이 80×40cm 크기의 치석된 할석으로 옆
줄 눈을 맞추면서 안쪽 180cm 까지 잡석으로 뒷채움하고, 내벽은 1단정도 확인되는
데 외벽에 비해 조잡한 편이다. 외벽 바깥쪽 뻘흙에서 연약지반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말목이 조사되었으며 수구(水口) 2곳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은 조선후기 백자편과 기와편이 대부분으로 기와중에
는 ｢城瓦｣명이 있는 암키와편이 출토되었다. 이들 중에는 상단에 단이 진 유단 암
키와편이 다수 보이고 있다. 이와 동일한 기와가 망월산정, 서장대의 조사에서도 출
토되었는데, 18～19C의 유물로 추정되고 있으며 유단 암키와의 경우 이제까지의 성
곽유적에서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성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2) 웅천읍성(熊川邑城)5)
진해시 웅천동 성내동 일대에 위치한다. 지형상 불모산(佛母山)―보배산―봉화
산맥(烽火山脈)의 남쪽 해안에 위치하며, 봉동산(峰洞山)과 자마산(子馬山)에 둘
러싸인 소분지에 위치하는 남북 장축을 가진 평면 장방형의 평지성이다. 동서남북
사방에 반원형 옹성문지를 두고 기본적으로 읍성 네모서리에 성우(城隅)를 배치하
고 동ㆍ서문의 좌 또는 우에 하나씩 총 6개의 치성을 배치하고, 사방에 해자를 구비
한 구조를 갖고 있다.

5)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진해 웅천읍성-정비복원을 위한 발굴조사｣, 2001
―――――――――――――, ｢진해 웅천읍성 정비복원 구간내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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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웅천읍성 평면도

도판 7. 웅천읍성 동북벽 전경

웅천읍성(熊川邑城)은 1434년(세종 16년)에 축조되었으며, 부근 군현의 읍민을 동
원하여 쌓은 사실이 성벽에 남아 있는 창녕부(昌寧府), 진주부민(晉州府民)의 동원
사실을 기록한 명문을 통해 확인된다.
웅천읍성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세종실록(世宗實錄)의 “세종 16년에 김해읍성
과 웅천읍성을 같이 축조하기로 결정하여 축성을 시작하였는데, 이듬해에도 웅천읍
성이 완공되지 않자 각 포진(浦鎭)의 수군을 동원하여 완공시키도록 조처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또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誌) 경주도(慶州道) 웅
천조(熊川條)의 기록에 의하면 “웅천은 조선 전기인 세종 16년(1434)에 초축하여 단
종 1년(1453)에 증축”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로써 보면 웅천읍성의 초축시기는
1434년에 착공하여 1435년에 완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세조 3년(1457) 1월 29
일에는 웅천읍성이 협착(狹窄)하므로 서쪽으로 옮겨 증축하자는 치계(馳啓)가 있었
고, 세조 6년(1460)에도 웅천읍성의 증축 논의가 있었으나 병조의 반대로 그대로 두
었다고 한다.
체성은 먼저 성벽이 될 부분의 표토를 제거하고 성 안쪽에서 외벽 쪽으로 생토면
을 ‘ㄴ’자상으로 정지하여, 그 위로 10cm 내외의 점토를 다져서 성벽의 하단부를 축
조하고 있다. 외벽쪽은 10cm 내외의 점토다짐층 위에 자갈로서 바닥을 정지하고 상
부에 외벽에서 내벽쪽으로 1.6m정도까지 3단의 인두대석(人頭大石)을 쌓고 그 위에
두께 20cm 내외의 판석을 깔아 지대석을 만들고, 그 위에 기단석을 올려 약 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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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물리어 200×160×150cm 정도 크기의 자연대석을 놓은 형태이다. 또한 내벽의
경우에는 기저부가 30cm, 60cm, 90cm, 등의 높이로 위로 올라 갈수록 점차 높아지
다가 내벽에서 너비 260cm 지점부터 본격적으로 협축하고 그 상단에는 미석(眉石)
을 30cm 외벽 쪽으로 돌출시켜 설치하고 그 위에 너비 70cm의 여장이 2단정도 잔
존하고 있다. 외벽 쪽으로는 지대석 부분의 축조시 지형조건에 따라 레벨차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축성법은 축성신도(築城新圖)가 반포된 1438년(세종 20
년) 이전에 이미 축성신도에서 규식화(規式化)한 체성부의 축조양상을 충실히 따르
고 있는데 이것은 세종 연간의 연해읍성 축조시 이미 규식화된 축조계획을 가지고
이 성을 축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성벽의 너비는 기저부가 8.1m내외로 ‘ㄴ’자상으로 생토면을 정지한 부분에서 외
벽간이 5.5m이며 ‘ㄴ’자상으로 절토된 곳에서 내벽까지는 약 2.6m 정도이다. 성벽의
잔존고는 3～5m내외로 동벽의 경우에는 너비 70cm의 여장이 2단 정도 잔존하고 있
다. 여장부분의 석열 사이에서 다량의 기와가 출토되고 있어 여장의 최상단부는 기
와로 마무리를 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동문지는 반원형의 개구부가 북쪽을 향한 편문식 옹성의 형태를 확인하였으며 문
지 너비는 약 3m 내외이다. 문지는 체성과 동시에 축조되었으며 문지 좌우 육축부
는 덧대어져 있으며, 체성부는 옹성과는 동시에 축조한 것으로 확인된다. 문지는 초
축 이후 적어도 1회 이상의 개․보수를 통해 약 25° 정도 경사로 내외의 레벨차가
약 70cm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 입구부가 수평이 아닌 경사가 진 것으로 파악된다.

도판 8. 웅천읍성 동북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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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9. 웅천읍성 동북 내벽

도판 10. 웅천읍성 동남 외벽

도판 11. 웅천읍성 동남 내벽

웅천읍성 동남성우는 동시축조 되었으며 평면형태는 방대형으로 규모는 6.8×
10.1m이다. 북동쪽 치성은 체성부 성벽과는 시기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총 2회
이상의 개․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옹성의 개구부 방향으로 미루어 볼 때 용도는 동문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대의 역
할을 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현존하는 치성의 바닥 기저부에서 확인되는
판석과 할석으로 이루어진 적석층이 기존 치성의 평면형태가 정방형 내지 반원형인
데 반해 장방형의 형태를 띠고 있고 적석층과 현존하는 치성의 사이에서 흑갈색 점
토층이 확인되고 있어 치성 이전에 다른 용도의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
로 판단된다. 출토되는 기와편 및 주초석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문루가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도판 12. 웅천읍성 동문지 옹성
접합부 성벽

도판 13. 웅천읍성 남쪽 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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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4. 웅천읍성 동벽과 해자 발굴 전경(경남발전연구원 제공)

해자는 성의 외벽 밖 약 9～11m 지점에서 해자의 성내외쪽 석축이 조사되었는데,
너비가 3～4m이고 잔존 높이는 약 1～2.5m이며, 동쪽의 경우 해자 하부너비가
6.8m이고 상부너비의 경우 7.3～8m 떨어져서 설치되어 있다. 또한 북벽의 외벽 밖
약 9m지점에 설치된 해자는 너비가 7.8m이다. 해자 내외의 호안석축이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해자 내에서 설치된 석축시설의 일부도 확인되고 있는데 너비
4.6m로 거제 고현읍성에서 확인된 조교(釣橋)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
다.
한편, 옹성 및 치성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해자일부를 폐기하고 새로이 해
자를 축조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해자라인을 웅천읍성의 증개축으로 인해 일부를
폐기하고 그 위에 체성 및 옹성, 치성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옹성쪽
에 인접한 해자 방향이 현재 체성부 하단부로 진행하고 있어 고고학적 조사결과와
문헌기사를 연계해 볼 때 웅천읍성의 동문지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초축 성벽이 축
조되었으며 이후 단종 1년에 증개축된 것이 지금의 동문지와 동남쪽에 위치한 체성
부로 추정된다. 따라서 웅천읍성의 초축 당시 평면플랜은 지금 잔존하는 체성부의
절반에 해당하며 웅천읍성 내 우체국 건물의 뒤쪽을 연하는 선으로 현재의 읍성 내
부로 출입하는 도로의 북쪽이 초축 해자로 볼 수 있다.
한편, 남쪽 성벽의 외벽은 기반암층인 자갈 역석층을 굴착하여 정지하고 그 위에
황갈색 자갈층과 사질점토를 교대로 다진 후 흑갈색점토로 다져 지반을 조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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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반 위에는 인두대(人頭大)의 할석과 자연석을 3～5단의 기저부를 조성한 후
외벽 면석을 기준으로 너비 130cm의 기단보축을 남기고, 지대석에서 약 20cm 정도
물리어 1m내외 크기의 자연대석과 인두대 크기의 석재를 잔돌 끼워가며 쌓은 형태
이다. 내벽은 인두대 크기의 할석과 그보다 작은 할석으로 수직되게 막쌓기 하였는
데 내벽 바깥쪽으로는 토사로 다짐되어 있어 이보흠의 ｢축성신도｣의 축조방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출토유물은 분청사기, 백자편, 옹기편과 와편, 수골(獸骨) 등이 있다. 분청사기를
비롯한 백자편의 일부는 조선시대 임란이전인 15․16세기로 편년되는 것이 확인되
고 있으며 수습된 대부분의 자기편은 16～17세기 이후로 편년되는 것이 주를 이루
고 있다. 한편, 읍성 체성부와 해자 내부에서는 투척무기의 일종인 다양한 크기의
석탄(石彈)들이 조사되었다.
3) 언양읍성(彦陽邑城)6)
울산광역시 언양읍 동부리와 서부리 일대에 위치하며 화장산(花欌山)의 동남쪽
기슭 아래에 형성된 충적대지상에 축조되었다. 평면구조가 정방형(正方形)에 가깝
고 4방의 중앙에는 옹성(壅城)을 두른 성문을 갖추고 그 좌우뿐만 아니라 성우(城

隅)에 방대형(方臺形)의 치성(雉城)을 배치하고 체성 바깥에는 해자(海子)와 목익

도면 4. 언양읍성 전체
평면도

도판 15. 언양읍성 서북쪽 성벽 전경

6) 동아대학교박물관, 언양읍성 종합정비복원을 위한 학술조사 보고서, 2003
울산문화재연구원, 蔚州 彦陽邑城,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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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杙) 등이 모두 확인되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성곽구조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경상도속찬지리지(1469),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여지도서(1757～1765)
등의 언양현조에 의하면 고려 공양왕 2년(1390)에 처음으로 둘레 1,417척, 높이 8척
의 군창(軍倉)이 있고 연못이 4곳과 우물 2곳이 있는 토성을 축조하였다가 조선시
대인 연산군 6년(1,500)에 당시 현감이었던 이담룡(李聃龍)이 토성을 석성으로 고쳐
쌓으면서 둘레 3,064척, 높이 13척, 여첩(여장) 834첩, 우물 4개 규모로 넓혀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체성(體城)의 축조수법은 우선 생토층에 막돌이나 자갈돌을 깔아 지반을 다지는
데 그 두께는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외벽부의 경우 그 위에는 두께 30cm 전후
의 편평한 판상(板狀) 석재를 깔아 지대석(地臺石)을 설치한 후 그 끝에서 40~80cm
정도 안쪽에 기단석(基壇石)을 올려놓은 상태이다. 외벽 면석(面石) 안쪽의 채움 돌
은 장대석(長大石)을 배치하여 면석이 무너져도 체성 자체는 유지될 수 있도록 조
치하였다. 대체로, 외벽에서 내벽 쪽 250cm 정도는 비교적 큰 돌이 보이나 내벽부
로 갈수록 그 크기가 줄어들어 사람 머리 크기의 막돌이나 할석(割石)으로 채워져
있다.
체성 상부의 구조와 관련하여 체성부의 구조나 폭은 지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이는 북벽과 서벽에는 토층이 체성을 향하여 경사진 상태
로 나타나고 있어 내벽부를 중심으로 그 바깥과 체성 상부는 흙으로 덮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세종 20년(1438)에 반포된 석성 축조에 관한 ｢축성신도(築城

新圖)｣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체로 부합하나 내벽부의 구성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국대전이나 대전회통의 병전 성보조의 내용7)으로 보아 성
벽 내부은 협축(夾築)된 것이 아니고 내탁(內托)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자(海子)의 경우 체성 외벽 기단부에서 660cm~690cm 정도 떨어져 상부 너비
510cm, 깊이 170cm 정도 규모의 내구(內溝)가 확인되었는데, 단면은 U자상에 가깝
고 양쪽에는 자연석을 깔았다. 그리고 해자의 입수부(入水部)는 서문지와 서북쪽에
위치하는 치성 및 북문지 바깥쪽 3곳으로 보고 있으며, 구조상 해자 바깥 지역이 높
7) ｢…성 곁에는 내외 모두 구거(溝渠)를 개통하고, 초목이 생장한 곳은 곧 깎아 버린다. 고의로
우마(牛馬)를 방목하여 떼잔디를 밟아 손상시키고, 성첩(弓家)을 받아 파손케 한 자나 전석(塼
石)을 훔치는 자는 수성화사(修城禁火司)가 매월 순행(巡行)하여 검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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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6. 언양읍성 체성 전경

도판 17. 언양읍성 외벽

게 나타나 만수(滿水)시에는 체성 외벽 기단부까지 물이 채워졌던 것으로 보고 있
다.
옹성(甕城)의 경우 동ㆍ서ㆍ남ㆍ북 4문에 반원형(半圓形)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남문지는 체성과 동시에 축조되었으며 나머지 문지는 체성이 먼저 축조
된 후 옹성을 덧붙여 축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지 주변에서는 기와편이 수습되
는 것으로 보아 문루(門樓)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지 개구부(開口部)의 폭은
350cm 내외이고, 옹성 개구부의 폭은 북문지 220cm, 서문지 450cm, 남문지 730cm
이다.
치성(雉城)의 경우 4곳의 성우(城隅)부분과 사방의 문지 좌우에 각각 방대형(方

臺型)으로 배치되어 모두 12개소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된 치
성은 서벽의 경우 715×800cm, 720×944cm, 700×970cm, 715×800cm, 북벽의 경우
800×1,045cm이다. 문헌기록에 나타나 있는 치성의 규모에 대해서는 세종 15년
(1433) 정월 병조에서 잘못 축조된 경상도 곤양읍성(昆陽邑城)과 관련하여 전면 15
척, 좌우 각 20척의 규모를 제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리는 150보(150척의 오
기)마다 적대(敵臺)를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포백척(布帛尺)의 기준
척인 46.73cm로 환산하면 적대는 전면 7m, 길이 9.4m정도 규모로 언양읍성의 경우
조금 긴 편이나 문헌과 흡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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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8. 언양읍성의 치 전경

도판 19. 언양읍성 옹성

문헌 기록에 의하면 언양읍성의 규모는 둘레 3,064척이고 높이는 13척이며, 834개
의 여장(女墻)을 갖춘 구조로 나타나 있는데, 현지 측량한 결과 총 둘레 1,559.7m이
고 그 중 옹성과 치성을 제외한 4벽의 길이는 1,500m였다. 이를 기록상에 나타난 둘
레 3,064척으로 환산하면 척당 49cm이다. 따라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나는
용척은 토목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영조척(營造尺: 31.21cm)이 아니라 포백척
(46.8cm)에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체성의 높이 13척을 포백척에 적용
할 경우 624cm로 치성 11의 외벽에서 확인된 잔존 최고 높이가 485cm인 점도 이러
한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록의 성벽 상부에 834개의 여장은
옹성과 치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체 길이로 추정되는 1,559.7m로 계산할 경우
여장 1개는 대략 187cm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비록 선행하는 기록이지만 여장의
규모에 관한 문종실록 원년(1450) 9월 경자조를 보면 여장의 높이는 모두 2척
(94cm)과 3척(141cm)의 두종류가 보이지만 대부분 3척이며, 여장의 간격은 4.5척
(211cm)~8척(374cm)사이로 최소치에 근접한다. 그러나 북벽의 조사예로 볼 때 증축
과정에서 척도의 적용이 달랐을 수도 있다.
2010년 울산문화재연구원에 의하여 북문지와 북쪽 성벽, 치성이 조사되었는데 문
지 체성의 너비는 360cm, 북문지의 입구 너비는 280cm이고, 반원형 편문식 옹성의
개구부는 동쪽이며 옹성벽의 너비는 300cm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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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언양읍성 남문지
전체 평면도

도판 20. 언양읍성 북문지 발굴사진

옹성은 체성에서 860cm 돌출되어 있으며 잔존 너비는 600cm이다. 북쪽 성벽의
축조수법은 우선 너비 800cm, 깊이 30～80cm로 구 지표를 굴착한 후 외벽 쪽으로는
너비 150～200cm정도로 깊이 80cm 깊이까지 굴착하여 20cm 크기 내외의 잔돌을 3
중으로 채워 넣었다. 그 위에 약 15cm의 자갈돌을 깔고 두께 30cm 전후의 편평한
판상(板狀) 석재를 덮어 기단을 보축 한 후, 그 끝에서 100cm정도 안쪽으로 들여서
두께 100cm 크기의 지대석(地臺石) 놓은 다음 그 의에 25～30cm 정도 들여서 성벽
의 기단석(基壇石)을 배치하였다.

도판 21. 언양읍성 북쪽 내벽

도판 22. 언양읍성 북쪽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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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언양읍성 성벽 입면 및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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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벽은 바닥에 깔린 자갈돌에서 80cm 들여서 20cm내외의 할석을 이용하여 허튼
쌓기하였는데 수직상으로 높이 150cm까지 쌓아 올린 후 그 상부 100cm정도는 외벽
쪽으로 비스듬히 깔듯이 채워 넣었다. 내벽의 바깥쪽으로는 너비 100～150cm 정도
로 황갈색풍화암반토를 내벽에 경사지게 덧대었는데 성상부 채움석 위까지 덮여 있
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내벽의 상태는 이보흠의 ｢축성신도｣와 다른 것으로
연산군 6년(1500)에 축조된 언양읍성에서는 ｢축성신도｣의 계단식 축조방법이 적용
되지 않았거나 그 사이에 축성법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치성의 경우 북서쪽모서리와 북문지 사이에서 조사되었는데 체성과 같은 수법으
로 길이 6m, 너비 6m의 방형으로 4m 높이까지 잔존한다. 외벽에서 약 5.5～7m 바
깥으로는 너비 3.5～5m, 깊이 1m내외 규모의 해자가 조사되었다. 해자의 외측에는
8단, 내측에는 2단 정도의 석축이 확인되었다. 해자의 단면은 ‘U’자상으로 해자 내에
는 끝이 뾰족한 목익(木杙)이 꽃혀 있었으며 2열의 목익과 목익사이를 횡가하여 고
정시킨 것으로 보인다. 해자 내에서는 분청사기와 백자편, 기와편, 동전, 소뼈 등이
출토되었다.
북서쪽 모서리에서는 해자내로 물을 대는 입수구가 조사되었는데 양측면에 소형
의 할석을 세운 후 덮개돌을 덮은 암거(暗渠) 형식이다.
4) 하동읍성(河東邑城)8)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에 위치한다. 이 성은 해발 149m인 양경산에서 섬
진강의 지류인 주교천이 위치한 남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지각정상의 고위평탄면에
제형상으로 형성된 능선을 따라 북쪽 정상부로 부터 동쪽과 서쪽의 구릉 정상을 남
북으로 달리다가 지형적으로 가장 낮은 남쪽의 계곡부를 감싸는 포곡식 석축성으
로, 남북을 장축으로 한 마름모형태를 하고 있다. 성내는 작은 곡부를 이루고 있어
성내의 물이 거의 모두 남서쪽, 남문지 주변에 집중되어 동류하여 남서방향으로 배
수되고 있다.

8)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河東邑城Ⅰ, 2004.
, 河東邑城Ⅱ, 2006.
경상문화재연구원․하동군, 河東邑城-복원 종합계획에 따른 1차 학술발굴조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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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하동읍성 평면도

도판 23. 하동읍성 전경(북에서)

하동읍성은 고현성이라고도 하며 해발 149m의 양경산에 위치하고 있다. 신증동
국여지승람에 “태종 17년(1417)에 축성했는데 둘레 1,019척, 높이 13척으로 성안에
우물 5개, 연못 1개가 있었다.”고 되어 있고 조선왕조실록에는 “여장의 높이가 3
척, 적대가 11개, 원아축 4문, 옹성이 3개로 성은 높으나 협소하여 전시에 방비하기
가 힘들다.”고 적고 있다. 현재 잔존 둘레는 1,400m이고, 너비 4,5m 잔존 최고 높이
는 5.2m 정도의 규모이며, 동ㆍ서ㆍ남쪽 체성 중간에 옹성을 두른 문지와 그 좌우
및 모서리에 방대상의 치성을 배치하고, 체성 바깥에는 다시 해자를 두르고 그 해자
와 나란하게 양마장(羊馬墻)을 두른 구조이다.
선조 25년(1593)에 가등청정(加藤淸正) 군에 의해 성이 함락되어 객사, 관아, 향교
등이 불탔다.
하동읍성의 축조수법은 생토면을 정지하고 그 위에 자갈을 깔고 기단석을 쌓은
곳과 생토면을 정지한 상태에 그 위에 기단석을 바로 올려서 쌓는 수법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일정한 너비만큼만 기단석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성벽을 축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경사지 성벽의 경우
경사면의 생토층을 계단식으로 굴착하고 조성된 평면의 아래쪽 수직면에는 삭평한
생토면 높이만큼 그 내부를 할석이나 자갈 및 점토로 채운 뒤 그 위에 이 보다 단이
높은 곳의 삭토면 높이까지 축대를 쌓고 다시 그 사이를 자갈이나 할석으로 수평을
맞추면서 축조하고 있다. 또한, 경사도와 상관없이 기단석의 수평줄눈을 나란하게
맞추어서 기단부를 조성하고 그 위에 성벽석도 경사지와 나란하게 축조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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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4. 하동읍성 남벽 수구

도판 25. 하동읍성 남벽 층단식 뒷채움

구간도 있다.
체성 외벽은 생토층면을 정지하고 그 위에 40～50cm×20～30cm을 지대석으로 삼고
그 위에 자연대석의 성석을 올려놓았으며, 내벽은 황백색마사토 지반위에 약간 큰 할
석으로 쌓았다. 이 내외벽은 처음 협축하였는데 수축시 체성부의 너비를 넓히기 위해
내벽측은 50cm, 55cm, 60cm, 120cm의 높이로 계단식으로 축조되어 있다. 이 계단상의
내벽은 길이 20～60cm×20～40cm 가량의 장방형 석재들로 축조되어 있다.
체성부의 단면을 확인한 결과 내벽은 적심석과 면석이 모두 외벽면석과 나란하게
열지어 축조되어 있으나, 다른 조사구간에서는 붕괴된 외벽면석 바로 뒤에 성벽석
에 붙여서 석재의 종방향이 성벽의 진행방향과 직교되게 쌓여 있어 구간별로 축조
수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문지 인근 평탄지의 체성은 경사면을 이용하여 외사면에 체성 외벽을 쌓
고 보다 높은 부분에 체성 내벽을 쌓은 후 사다리형으로 층단채움한 편축성의 구조
를 보이고 있다. 내벽의 층단채움시설은 내벽 경사면을 따라 설치하였는데, 2단으
로 한단의 폭은 150cm내외이고 할석과 천석을 이용하여 외벽을 쌓았고 그 내부를
소형 할석으로 채운뒤 박석을 깔았다. 이는 이보흠의 ｢축성신도｣의 축조방법과 유
사하다고 할 수 있다.
내외벽의 기단부 너비는 기저부가 약 6.3m 이고 최상부는 2.4m이며, 그 다음구
간은 체성부 너비가 40cm, 130cm, 110cm로 축조되어 있다. 그러나 여장이나 미
석은 잔존하지 않는다. 성벽의 잔존 높이는 3～5m내외로 서벽 옹성의 경우에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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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6. 하동읍성 남 옹성문지

도판 27. 하동읍성 서벽 치

의 초축 때의 높이로 추정되는 5.2m 가량 남아있으며, 서벽 옹성 주변의 절개된 체
성부의 단면을 확인한 결과 외벽으로부터 3.5m를 협축하고 그 뒤의 약 1～2.5m가
량은 계단상으로 축조하고 있다. 외벽면석과 내벽사이의 적심부분은 외벽면석 뒷부
분에 바짝 붙여서 체성부의 진행방향과 직교되게 직경 20～30cm내외의 할석을 가
로쌓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석열이 외벽에서 내벽까지 계속된다.
하동읍성의 경사지 기단부는 사직선상의 기단으로 축조되어 있다. 체성부의 기단
부는 지대석을 포함하여 2～3단 정도는 지대석 하부의 토층과 동일한 점토로 매몰
하였는데, 이는 하동읍성 제5치성의 남측벽 외벽 기저층에 축조된 보축기단이나 제
6치성 남측벽 외벽 기저층에 보도(步道)처럼 너비 1.8m로 구획하고 납작한 판석을
깔은 것과 같은 효과로 볼 수 있다.
하동읍성의 성벽 축조 시 구간 표시는 장방형의 석재를 세로쌓기로 포개서 시점
과 종점을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과 종점석으로 각 구간의 거리는 대략 32m가
량으로 추산된다.
하동읍성 내벽에는 계단상의 등성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계단상의 등성시설
은 치성이 접합되어 있는 체성부에 직교하여 덧대어져 축조되어 있다. 이 계단상의
등성시설은 너비 1.4～2m, 길이 1.1m 정도로 좌우에 인두대 크기의 할석과 잡석을
이용하여 측벽을 설치하고 하단에는 잔 자갈과 할석편을 다진 보도시설도 확인되고
있다.
계단상의 등성시설에서 성내 쪽으로 약 2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너비 1.5m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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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정 내황이 확인되었다. 이 내황은 잔존 최고 깊이가 약 70cm 가량으로 적갈색
점질토의 생토면을 굴착하여 체성부와 나란하게 조성되어 있다.
하동읍성의 성문은 문종실록에 보면 동문, 서문, 남문에 옹성을 시설하였는데,
고지도에는 남문만이 홍예식으로 표시되어 있고 동문과 서문의 형태는 확인되지 않
으며 문루를 비롯한 상부의 건물형태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성문은 동ㆍ서ㆍ남문
이 배치되어 있고, 북쪽에는 문이 없다. 모두 사방 체성을 절개하고 외측에 반원형
의 옹성을 두르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동문과 서문 옹성은 같은 반원형 편문식 옹성이라고 하더라도 옹성과 교차하는
체성부의 형태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문지 옹성은 체성을 먼저 축조한
다음, 후에 덧대어 축조한 순서이며, 동문지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문지의 개구부는
남쪽이고 동문과 남문은 각각 남쪽과 동쪽일 것으로 추정된다. 서문지의 경우 원래
하동읍성의 초축시 축성된 문지를 폐쇄하고 인접한 곳에 다시 서문지와 옹성을 설
치한 것이 확인된다. 하동읍성의 서문지에 문루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문지
와 달리 ‘ㄱ’자상에 가까운 반원형 옹성이 축조되어 있으며, 확인된 초석군이 4개로
잔존하는 초석의 좌우 6m, 전후 3.6m이다.
남문지는 옹성의 둘레가 대략 40m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며 옹성 체성부 성벽의
너비는 협축 부분은 최대 8m, 최저6m, 잔존 높이는 내벽 쪽은 2.3m, 외벽 쪽은 최
저 1·m, 최고 2.74m이다. 남문지는 반원형 편문식 옹성인데 옹성과 교차하는 체성
부의 형태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옹성의 외벽은 지대석을 포함하여 2~3단, 내
벽은 지대석을 포함하여 외벽면석은 2~3단이 남아 있으나 적심부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외벽이 높이 차가 있다. 남문지의 경우 개구부는 동쪽이고 남문
지 옹성부의 주변에서 확돌이 깨진 채로 발견되었고 문지 주변에서 와편이 확인되
어 기와지붕의 문루에 목제 문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동읍성에서 현재 확인되는 치성의 개수는 총 11개소로 동․남벽 문지에서 개구
부 방향으로 약 90m 떨어진 곳에는 일률적으로 적대가 배치되어 있다. 총 11개소
가운데 서벽과 서남쪽에 집중적으로 치성이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이 지역이 동벽
에 비해 경사도가 완만하고 남해에서 내륙으로 들어오는 외부의 침입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치성이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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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하동읍성 제1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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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성의 배치는 서문지를 기준으로 좌우에 각 2개씩 4개소가 축조되어 있고 북쪽
정상에 1개소, 서남, 동남 모서리에 각 1개소, 그리고 동문지 좌우에 각 1개소씩과
동남성우에서 동쪽으로 103m 떨어진 곳에 1개소가 축조되어 있다. 하동읍성 치성
의 너비는 대략 7m 내외이고 길이는 5m로 계획되어 축조되었으며 치성의 평면형
태는 장방형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하동읍성 치성의 축조수법을 살펴보면, 체성부
에 덧대어져 축조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나 한쪽은 체성부에 덧대어져 있고 반대
쪽은 동시 축조가 이루어진 듯 한 곳도 있다. 치성은 그 축조수법이 조잡하고 석재
역시 급조한 것으로 축조수법상의 정형성이 체성에 비해 훨씬 빈약하다.
또한, 치성은 경사면의 암반층을 정지하고 기단 수평화작업을 실시한 기저부가
축조된 것, 경사면을 정지하고 황적갈색 점토로 바닥을 다지고 그 위에 이중으로
축대를 구성하여 수평을 맞추고 축조한 것, 기반암층을 정지하고 황적갈색 점토를
다짐한 후 네모반듯한 정방형의 치석한 지대석을 설치하고 성벽을 축조한 것 등 3
가지 형태가 나타난다. 이러한 것은 지형에 기인하는 것으로 구릉 정상부나 평탄면
에는 세 번째가 많고 경사가 심할수록 첫 번째, 두 번째가 교대로 축조되어 있다.
주로 첫 번째는 서북벽에, 두 번째는 동벽에, 그리고 세 번째는 서문지를 기준으로
서남벽에 축조되어 있다.
해자는 전 구간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체성부 기단부에서 외벽 밖 약 9～15m 지
점에서 너비 7m의 ‘U’자상의 해자가 확인되었다. 해자의 깊이는 약 2.5m로 하단부
가 긴 단면 ‘U’자형의 해자 바닥에서 목익(木杙)의 흔적이 확인되고 있으며, 해자
하단부의 퇴적토에서 자기편과 기와편들이 나타나고 있다. 해자 상부 너비는 5～
7m이고 하부 너비는 2.5～4.75m, 깊이 1.8m이다. 특히 서문지 옹성과 체성부의 접
합부에서 너비 4m의 단면 ‘U’자상의 구가 확인되고 내부에는 물이 흘러간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해자까지 연결되어 있다. 성 내벽에도 이와 같은 형태의 적석시설
이 외벽과 약간 어긋나게 축조되어 있는데, 이 적석시설은 상부 너비 3.6m, 하부 너
비 1.5m, 깊이 1.8m의 단면 ‘U’자상의 구상유구를 인두대 크기 내지 그 이상의 할석
으로 석축한 시설이 확인되었다. 확돌이 발견되었고 문지의 간격은 3.6m이고, 성벽
에 덧대어져 있는 초석의 간격이 좌․우 4.2m, 전․후 5.3m인 초석 4개가 조사되었
다. 문지 주변에서는 와편이 확인되어 문루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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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하동읍성 서남벽 제5치성 평면 및 내벽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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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지의 경우는 하부의 자갈층을 깐 기단부만이 남아 있으며 그것도 일부는 훼
손되어 원형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체성부와 옹성부 사이에 기둥 초석
의 흔적이 나타나고 하동읍성에서 가장 주목되는 유구는 양마장으로 하동읍성의 체
성부와 나란하게 읍성 전체를 둘러싸며 돌아가고 있다. 하동읍성에서 조사된 양마
장은 북벽과 동벽지역이며, 길이 10～14m, 높이 1.8～6.2m가 남아 있으며 전체적으
로 사다리꼴 형태를 하고 있다. 그 축조수법이 경사면을 유지한 채 점질토와 사질
토를 교대로 부어가며 성토하였다. 하동읍성은 1417년(태종 17년) 이라는 축성 절대
연대를 가진 조선 전기의 산상에 축조된 산성에 가까운 포곡식 석축성으로 그 구조
나 축조수법이 조선 전기 연해읍성의 축조수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평지성 및 평산성과는 달리 산성에 가깝고 ｢축성신도｣ 반포 이전에 초
축된 체성부로부터 세종조와 그 이후에 이르는 시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축
성양식을 단일 성곽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축성사적으로 중요하다.
5) 영산읍성(靈山邑城)9)
창녕군 영산면 성내리 산14번지 일대에 위치하
고 있다. 이곳은 낙동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남지
읍에서 북쪽으로 약 6.2k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주변에는 충적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영산읍성은 영취산(靈鷲山)에서 뻗어내린 서
남쪽 구릉 말단부에서 평지인 현재의 시가지로
이어진 지점에 축조된 평산성이다. 읍성의 최고
지인 구릉 정상부는 해발 110.8m 정도의 돌출된
지형이며, 이곳에는 과거 신라 태자묘가 있었다
고 전해진다. 일제강점기에 고적조사가 있었다
도면 10. 영산읍성 평면도

고 전해지며, 지금도 태자각이 위치하고 있다.
체성부는 태자각이 위치하는 구릉 정상부를

9) 창녕군․동아대학교박물관, 영산읍성지 지표조사보고서, 1998.
창녕군․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영산읍성지 종합 정비계획, 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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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동서 양쪽으로 구릉 경사면을 따라 평지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평지의 경
우는 도심화에 따른 읍내 주택가와 상가 사이에서 일부가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
구릉 경사면이 끝나는 지점에는 서쪽 소하천이 성내로 유입되는 곳으로 수구가 설
치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도 성외에서 성내로 하천수가 유입되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이 수구시설에서 남서쪽으로 100m떨어진 경작지에서 외벽기단석이 일
부 확인되며 도로와 주택이 체성부를 기준으로 나란하게 설치되어 전체적인 평면형
태를 확인할 수 있다.
영산읍성은 성종 8년(1477)에 축조되었다. 영산읍지(靈山邑誌)에 의하면 읍성
의 둘레는 3,810척이고 체성부의 높이는 12척5촌으로 실제길이는 3,810척의 환산치
보다 조금 긴 1,465m 정도이고 높이는 4m에 이른다.
평면형태는 주형(舟形)으로 동ㆍ서ㆍ남쪽에 옹성문지가 축조되어 있으며 치성 6
개소가 확인되는데 지적도상으로 동문과 서문의 좌우에 각각 적대 1개소가 설치되
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구는 서쪽에 설치되어 있다.
영산읍성 체성부의 성 폭은 태자각이 있는 고지구간과 수구가 있는 구간에서는
660cm 정도이고, 평지에서는 폭이 710cm로 나타나서 평지와 고지간의 지형적 특징
에 따른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체성부의 축조수법은 산지에 해당하는 고지에는 구릉사면의 생토층면을 절토하
여 정지한 다음, 자갈을 깔아 다지고 그 위에 두께 20～30cm 정도의 판석상의 장대
석을 일렬로 배치하여 지대석으로 삼고 있다. 지대석 상부에는 직경 100cm정도의
자연대석을 이용하여 20cm 가량 안쪽으로 기단석을 세워 쌓으면서 장대석을 적심
쪽으로 걸쳐 쌓고 그 위로 기단석과 같이 세워쌓기와 눕혀쌓기를 반복하였으며 상
부로 갈수록 눕혀쌓기하였다. 그리고 평지의 경우는 생토면을 깎아 정지한 후 그
위에 지대석과 기단석으로 상단부를 축성하였다.
성문의 경우 옹성에 연결되는 체성부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지만, 옹성 외벽은
담장과 축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잔존 높이 200cm, 길이 20m에 이른다.
치성은 ２개소로 태자각 동쪽 치성은 동쪽과 남북쪽으로 각각 720cm의 방형이고
북쪽 끝부분의 동서축의 길이는 820cm로 남쪽보다 체성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치성은 체성과 동시에 축조되었으며, 지대석은 판석상
의 장대석을 이용하여 생토층에 길게 눕혀쌓고 그 위에 20cm 가량 안쪽으로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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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영산읍성 위치도․평면도․체성 입면도

대석의 기단석을 바닥면에 수직하게 세워쌓았다. 체성부의 내부 적심석은 할석과
잡석을 정연하게 메운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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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영산읍성 체성․치성․수구 평면 및 입면도

태자각의 서쪽 치성의 경우는 현재 잔존상태로 판단해 볼 때, 남북 길이 930cm,
동서 길이 중 남쪽 측벽 길이가 600cm, 북쪽 측벽이 670cm 정도의 장방형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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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북쪽 벽석이 긴 것은 동쪽 치성과 동일하나 평면형태나 전체 길이에서 차
이가 나고 있다. 축조수법은 경사면의 지형을 다듬어 평탄하게 조성한 뒤 두께 20

～30cm 가량되는 판상의 지대석을 전체적으로 깔고 그 위에 길이 100cm 가량의 자
연대석의 기단석을 세워 쌓는 것으로서 인접한 동벽 체성부의 축조수법과 동일하
다. 외벽의 잔존 최고 높이는 120cm 정도이고 치성에 연결된 체성의 잔존 높이는
약 150cm, 길이는 20m 가량이다.
수구는 읍성 정상부 서쪽 골짜기로 흐르는 소하천이 성내로 유입되는 지점에 설
치되어 있다. 내벽부는 자연암반 위에 판석을 수평하게 쌓고 양측면으로 장대석을
3단 정도 쌓아 올려 장방형의 수구부를 만들고 가운데에는 폭 60cm 가량의 판석을
세워 기둥을 삼은 뒤, 그 위를 50cm 두께의 판석 1매로 덮은 것이다. 가운데 기둥에
의하여 2개의 구멍으로 갈라져 있다. 수구의 전체 폭은 가로 165cm, 세로 100cm이
고 북쪽이 가로 55cm, 높이 100cm, 남쪽이 가로 50cm, 높이 100cm이다. 외벽 입수
구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내벽부의 출수구와 유사하며 김해읍성 북문지 주변에서 확
인되는 수구의 양상과 동일하게 수구부를 덮은 판석 위에 체성을 축조하였다. 수구
위로 두께 20~30cm 가량의 판석을 눕혀쌓고, 그 위에 20cm 가량 안쪽에는 판석상의
석재를 세워쌓은 것이다. 또한 수구시설은 성내를 돌아 동남쪽에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산읍성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기단부에서 확인된 기와편과 분청사기 편들은
성곽의 축조시기와 아주 밀접한 유물이며, 백자편들도 채집되었다. 한편, 영조 28년
(1752)에 어영청에서 주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평통보가 1점이 출토되었다.
6) 사등성지(沙等城址)10)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성내부락 617번지 일대에 위치한 평면 타원형의 평지 석축
성이다. 사등성은 세종 7년(1425)에 축조 허가를 받고 세종 8년(1426)에 축조하기
시작하여 세종 30년(1448)에 완성하였다.

10) 東亞大學校博物館, 巨濟市城址調査報告書, 1995.
경상문화재연구원․거제시, 巨濟 沙等城-精密地表調査報告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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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 사등성지 지적도

도판 28. 사등성지 서벽과 치성

그 뒤 문종 즉위년(1450) 9월에 개축을 건의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동년 11
월 축성 자체의 잘못을 지적하여 다음해 가을 고정부곡으로 이축할 것을 허락받아
문종 원년(1451) 거제도민의 이축 불가의 건의도 무시된 채 동년 11월부터 고현성
축조가 시작되어 단종 때 완성되고 치소가 이곳에서 고현으로 이전된 듯하다.
성벽의 규모는 외벽 둘레 924m, 내벽 둘레 876m이고, 지표상으로 본 현존 높이는
4.2m, 폭은 기단부 7～10m, 상부 폭 4.2m 정도이다.
평면 타원형의 성벽 사방에 반원편문의 옹성(壅城) 문지와 방대상의 적대(敵臺),
그리고 그 주위에는 해자(垓子)를 둘렀다. 현재 성내에 성내부락이 자리하면서 남
쪽과 동쪽 체성 일부와 문지, 치성, 해자 등을 부분적으로 훼손시켰지만 서쪽과 북
쪽은 비교적 양호하게 잔존하고 있으며, 서쪽의 경우 문지와 해자도 뚜렷이 남아 있
다.
체성은 평지읍성과 같이 외벽은 장대석으로 된 지대석 위에 자연대석의 기단석을
세우고 성석간의 틈새에는 잔돌을 끼워 넣었다. 내벽은 원상태가 확인되지 않았으
나 지표상으로 볼 때 외벽보다 작은 석재로 겉쌓기하고 내외벽 사이의 적심은 잡석
을 이용하여 채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축조방법은 알 수 없었으나 2013년
북벽 정비공사와 더불어 축조수법 일부가 확인되었다. 북벽 중 지적도상 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치의 일부가 확인되다. 한편, 치의 안쪽 내벽은 지표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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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9. 사등성지 북벽 내벽 계단 단면

도판 30. 사등성지 북벽 잔존 체성 상부

잡석을 수직되게 뒷채움 한 것처럼 추정되어 왔으나 조사결과 계단식의 성벽이 조
사되었다.
외벽 잔존 높이는 240cm로 외벽에서 성 안쪽으로 220cm, 350cm, 460cm, 535cm,
610cm, 지점에서 단이 지는데, 안쪽으로 각각 10cm, 90cm, 50cm, 20cm, 70cm정도
각각 낮아지면서 계단상을 이루고 있다. 또한 잔존 성벽 상부의 뒷채움 석이 언양
읍성 북벽과 같이 종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처리되어 있다. 이러한 북벽에서 확인된
계단상의 구조는 ｢축성신도｣의 축조수법과 유사한데, 치성(雉城)에 국한한 것인지
성벽 전면에 적용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한 계단상유구 상부가 토사로 덮여
있었는지 등은 성벽 상부유구의 잔존상태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지의 경우 서문지와 남문지는 잔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지만 동문지는 겨우 흔
적만 남은 정도이다. 해안을 의식하고 옹성 개구부는 모두 반대쪽인 남쪽을 향하게
설계하였으며, 체성 개구부(開口部)에는 확돌을 초석으로 삼은 문루 흔적도 있다.
또 체성에 덧대어서 축조된 적대는 문지 사이마다 방대상의 구조로 배치하였는데
그 축조수법은 다음과 같다. 그 바깥에 있는 해자는 체성 둘레를 폭 20cm 크기로
삭토하여 자연수를 흐르도록 배치한 형태이고 일부 민가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남
아 있다.
당시 체성 규모에 대해서는 문헌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문종 즉위
년 11월에는 둘레가 1,916척으로 나타나고, 그 뒤의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
(地理志)｣에는 321보라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1보를 6척으로 삼은 것을 계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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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척이 되어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뒤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
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하여 동국여지지(東國與地志), 여지도서(輿地圖

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대동지지(大東地志) 등에서는 둘레 2,511척
6촌이나 2,510척, 높이 9척이라 하여 전자보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다가 경상
도읍지(慶尙道邑誌), 영남읍지(嶺南邑誌), 경상도읍지집성(慶尙道邑誌集成)에
서는 둘레 1,809척, 높이 13척으로 높이는 늘어나고 둘레는 다시 축소되어 기록에
나타내고 있다. 실측한 도상 거리는 내벽이 876m이고 세종때의 영조척이 32.22cm
인 것을 참고하면 2,718척으로 계산되어 신증동국여지승람 기사와 근접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7) 고현읍성(古縣邑城)11)

도판 31. 사등성지 남문지

도판 32. 사등성지 남문지 옹성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에 위치한다. 계룡산 남쪽 산록완사면에 동-서축으로 배치
된 평면 주형(舟形)의 평산성으로 잔존부에 의하면 해안인 동쪽의 폭이 좁고, 구릉
인 서쪽의 폭이 넓으며 남․북문지를 기준으로 성벽 체성부가 둥글게 만곡하여 팽

11) 경남발전연구원역사문화센터, 고현읍성, 2006.
동아대학교박물관, 거제 고현성지, 1991.
――――――――, 巨濟市城址調査報告書, 1995.
해동문화재연구원, ｢거제 고현동 162-4번지 외 1필지 다가구주택 신축부지내 문화재발굴조사
결과서｣, 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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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 고현읍성 평면도

도판 33. 고현읍성 동문지 및
해자 노출 상태

창하는 모습을 이루고 있다.
1991년 북벽과 서벽의 일부가 조사되었으며, 2004년 동문지와 동벽 해자의 일부
가 조사되었다. 당시 조사된 북벽과 서벽 및 동벽의 일부는 이미 복원 정비되었으
며, 내부에는 서벽 내벽 쪽으로 동쪽을 바라보고 거제시청이 위치하고 있다.
고현읍성은 문종 즉위년에 이르러 정분이 치소를 사등성에서 고현읍성으로 이축
할 것을 건의하여 허가를 받고 문종 원년(1451) 11월에 축조가 시작되었다. 이후 단
종 원년(1453) 계유 9월에 축성 감독관을 파견하여 필축하고 읍치를 옮겼다. 둘레
3,600척(2,045m), 높이 13척인 읍성으로 현종 5년(1664) 거제관아를 거제면으로 이건
(移建)하여 폐성함과 동시에 고현성이라 칭하였다.
성곽은 계룡산(鷄龍山) 기슭의 동쪽으로 뻗은 활상대지 위에 평면 주형으로 축조
된 석축성으로 3문 옹성(甕城)과 치성(雉城), 해자를 구비한 전형적인 조선 전기 읍
성구조를 갖추고 있다. 한국동란 때 UN군 포로수용소가 이곳에 설치되면서 대부분
파괴되었으며, 현재 상태파악이 가능한 성벽은 길이가 818m, 평균 높이가 2m이며
폭이 5.5m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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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 고현읍성 북벽(다지구) 성벽 입면 및 단면도

체성의 축조수법을 살펴보면, 먼저 성벽이 될 부분의 표토를 제거하고 성 안쪽에
서 외벽 쪽으로 생토면을 ‘ㄴ’자상으로 정지하여, 그 위로 10cm 내외의 점토를 다
지고 할석과 자갈을 이용하여 생토면 위를 정지한 후 그 위에 성벽의 기단부를 구
축하고 있다. 외벽쪽은 할석과 자갈을 다진 후 그 위에 두께 20cm 내외의 장방형
대석으로 지대석을 만들고, 그 위에 60～130×30～70cm 정도 크기의 자연대석을 올
려 약 15cm 정도 물리어 놓은 형태이다. 외벽 면석은 자연대석을 사용하고 지대석
과는 수평하게 축조하였는데, 기단석은 두께 15cm 이상, 길이 80～120cm 내외의 장
방형 석재를 치석하여 사용하고 있다.
내벽의 경우 북쪽 성벽 다지구가 양호하게 조사되었는데 외벽에서 5.5m 폭을 두
고 흑갈색부식토층과 그아래 생토층을 50cm 정도 얕게 파서 인두대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시골 담장처럼 수직되게 축조하였는데, 그 안쪽으로는 흑갈색부식토와 적
갈색점토를 교대로 다졌으며 1차례 수축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
문지는 동․서․남쪽에 배치되어 있고, 북쪽에는 문지가 없다. 모두 체성을 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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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외측에 반원상의 옹성을 두르
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동문지 옹성의 경우 둘레 47m, 성
벽 폭 7m로, 동문지의 폭 3.2m이고,
북문지의 폭은 4.15m로 확인되었으
며, 더구나 두 문지가 체성과 동시에
축조되었다.
해자의 경우 고고학적 조사에서는
동벽 체성부 바깥에서 확인되었는데,
확인된 해자의 규모는 길이 54m, 상

도판 34. 고현읍성 남쪽 성벽
(고현동 164-2번지)

부 폭 6.4m, 하부 폭 4.5m, 최대 깊이
2.9m이다.
고현읍성의 측량도와 지적도를 통해 볼 때 동벽 외부에 축조된 해자의 전체 길이
는 약 185m로 추정된다. 해자는 남남동에서 북북서방향이며, 동문지 옹성을 따라
배치되면서 S자 형태로 사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적어도 동문지 옹성 주변
해자의 경우 동문지 옹성이 설치된 이후 축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출토유물 중 자기류는 분청사기, 회청사기, 백자로 분류할 수 있고 기형은 생활기
명인 접시와 사발이 중심이다. 분청사기는 문양의 양상을 볼 때 15세기 중반으로
비정할 수 있다. 백자(白磁)의 굽은 낮은 죽절굽과 높은 직립굽이 대부분이며 유색

도판 35. 고현읍성 동문지 옹성 전경

도판 36. 동문지 육교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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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회백색, 회청색. 백색 등으로 조선 전기에서 후기까지 전시기에 고르게 분포한
다. 기와는 집선계 직선형 사선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집선계 사선
문, 복합문, 수직선조문, 호상문이 시문된 것들이 출토되고 있다. 또한 해자 내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호상문(弧狀文)이 시문된 명문암막새가 있는데 “도광(道光,
1821~1850)”과 “동치(同治, 1862~1874) 15년”이라는 명문이 확인되고 있어 건물지의
중창과 관련해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8) 사천읍성(泗川邑城)12)

도면 16. 사천읍성 전체 평면도

도판 37. 사천읍성 전체 항공사진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580-2번지에 위치한다. 독립구릉의 말단부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산성공원을 포함하는 남서쪽 평지로 이어진 평산성이다. 세종 27년(1445) 사
천읍성이 축조되면서 행정치소가 성황당산성(城隍堂山城)에서 이곳으로 옮겨졌다.
사천읍성은 세종 20년(1438) 반포된 ｢축성신도(築城新圖)｣에 따라 세종 24년
(1442) 왜구를 방비하기 위해 병조참판 신인손(辛引孫)의 건의로 축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세종 27년(1445)에 공청 등 모든 건물이 완성되자 고읍(古邑)인 정동
면(正東面)에서 이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12) 泗川市史編纂委員會, 泗川市史, 2003.
泗川市ㆍ慶南文化財硏究院, 文化遺蹟分布地圖-泗川市-, 2003.
東亞文化硏究院, 사천읍성 복원사업을 위한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2005.
김정율, ｢사천읍성 축조 수법에 관한 고찰｣, 한국성곽학보 제11집, 한국성곽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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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8. 동쪽 체성 외벽

도판 39. 동쪽 체성 내벽

읍성의 규모에 대해서는 문종실록에 “둘레가 3,015척, 높이는 평지가 11척 5촌
이고, 높고 험한 곳은 10척 5촌이며, 적대(敵臺)가 15개소, 문이 3개소, 옹성(擁城)이
있고, 여장이 580개, 우물이 7개소, 해자는 아직 파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사천읍
성의 체성은 대부분 일반 주택의 담이나 하부 기초로 이용되고 있으며, 동쪽 체성부
일부는 양호하게 잔존하고 있다.
2004년 정밀 지표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06년 7월～11월에 걸쳐 잔존상태가 양
호한 동쪽 체성과 치(雉)에 대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체성 일부가 복원된 상태이
다. 체성은 전반적으로 북고남저의 형태를 이루는 구릉부의 경사면에 축조되었다.
성벽축조의 기초작업으로 경사지를 계단상으로 절토한 후, 바닥에 목탄을 깔고 직
경 5～8cm크기의 말목으로 지정을 하였다. 바닥에 점토를 이용하여 다시 한 번 정
지한 후에 할석을 2단 정도 깔아서 기저부를 조성하였다.
그 위에 편평한 50～120cm크기의 장대석을 이용하여 지대석을 마련하고 10~
15cm정도 물려서 기단석을 배치한 후 상부에 면석을 쌓는 순서로 축조하였다. 내벽
은 우선 풍화암반층까지 정지하는데 북쪽에서 남쪽방향으로 경사에 대한 수평을 맞
추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계단상으로 절토하였다. 그리고 인두대 크기의 판석을 이
용하여 생토면을 수평하게 1단 쌓아 기단석으로 삼고, 다시 같은 크기의 할석을 이
용하여 평평한 부분이 밖으로 나오게 하여 4～6단을 북쪽 방향으로 계단이 되도록
쌓아 올렸다. 거기서 다시 60cm정도 안으로 들여쌓기를 하였는데 이것 역시 계단이
되도록 쌓았고 북쪽으로 오르는 계단과 만나는 지점에서 동쪽 방향으로 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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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0. 동쪽 체성 단면 절개

도판 41. 동쪽 치 전경

직교하는 방향으로 다시 계단상으로 축조한 것이 특징이다. 보고자는 이를 치를 오
르기 위한 등성시설로 보고 있다.
치는 문헌기록에 모두 15개로 발굴조사에서 동쪽 체성부에 가장 돌출된 곳으로
읍성을 방어하기 적합한 위치에서 2개의 치가 조사되었다. 치의 규모는 길이 900～
940cm, 너비 720～820cm로 문헌기록의 내용과 어느 정도 부합되고 있다. 치간 거리
는 64m 정도로 150척(70m)마다 적대(敵臺)를 하나씩 축조하도록 한 ｢축성신도(築城

新圖)｣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유물은 대부분 자기와 기와가 출토되었는데, 주로 조선 전기의 유물로 문헌상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2. 산성(山城)
1) 금정산성13)
금정산 내의 주봉인 고당봉(801.5m), 상계봉(638m), 원효봉(687m), 의상봉(620m),
파리봉, 미륵봉, 대륙봉 등 해발 600m 내외의 봉우리들을 연결하여 축조한 것으로
13) 釜山市, 金井山城 傳 墩臺址 發掘調査槪報, 1979.6.
경성대학교부설 한국학연구소, 금정산성과 금정진, 2004.
―――――――――――――, 금정산성 종합복원계획수립 학술세미나. 2006.9.
오승연, ｢금정산성 장대지의 구조와 사용 시기 연구｣, 한국성곽학보 15집, 한국성곽학회,
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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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2. 금정산성 북벽 전경

도판 43. 금정산성 서남쪽 성벽

총면적은 약 1,300여만평에 이르고 있다. 성벽의 길이가 18.845(기존 17,337)km로서
국내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산성이다.
금정산에 산성을 축조하자는 논의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후 국방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두되었다. 효종 6년(1655)에 동래부사 임의백(任義伯)은
동래부를 금정산으로 옮겨 축성하고 기장과 양산을 합하여 거진을 만들 것을 주청
하였다. 그리고 현종 8년 (1667)에는 현종이 통제사 이지형(李枝馨)을 불러 왜구방
수계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금정산성은 형세가 절승하며 기지가 완연하여 이제 만
약 완전히 보수하기만 한다면 보장이 될 수 있는 터전이 되겠습니다.”라는 기사가
보이고 있어 1703년 이전에 금정산성이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는 설의 전거(典據)가
되고 있다. 숙종 원년(1675)에는 허적(許積)이 임금과 독대(獨對)하는 자리에 승지
권대재의 견해를 빌려 금정산성의 축조를 건의하였다. 여기에서 “동래에서 불과 15
리 떨어진 곳에 왜관이 있고, 거기에는 왜인이 천 여명 적어야 오․육백명이 늘 있
는데, 동래부의 속오(束伍)는 겨우 오초(五哨)이고 별무사, 군관을 합친대야 육․칠
백명에 불과하니 그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하겠으며, 현재로서는 방비가 심히 소홀
하니 부(府) 뒤에 있는 금정산과 산 뒤에 있는 범어사를 합쳐 축성하면 좋겠습니
다.”라는 기사가 보인다. 이와 함께 숙종이 경상감사와 병사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
여 축성함이 마땅하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축성이 곧 시작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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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4. 금정산성 동쪽 성벽

도판 45. 금정산성 동쪽 성벽 총안

숙종 27년(1701) 11월 경상감사 조태동(趙泰東)이 청하기를 “동래는 해방의 중요
한 고장이며 왜적이 처음 발 딛는 곳이다. 그럼에도 한 조각의 성도 없이 심히 소홀
한 지경이니 금정산에 축성하기를 청”하자, 숙종이 윤허하여 축성의 역사가 시작되
었고, 숙종 29년(1703)에 준공되었다. 그러나 축성 시작일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금정산성의 축성역에 소요된 재원은 경상감사 조태동이 조정의 도움 없이 동래부
가 주체가 되어 경상감영과 협의, 포 100동, 미곡 1천석을 마련하여 고리대의 밑천
을 삼아 물력을 조달하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는 경상도에서 선혜청에 바쳐야
할 대동목(大同木)을 갖다 쓴 뒤 추후에 갚아 보내는 방식으로 조달하였다.
한편, 17세기 이후 여러 산성의 축성에서 보듯이 금정산성의 축성역에도 승군(僧

軍)이 동원되었다. 축성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정산에는 국청사(1703년)와 해월
사(1708년)가 조성되었고 여기에 승장과 승군이 편제되었다 성역(城役)을 착수할 당
시 부사는 박태항(朴泰恒) 이었으나 교체되어 그 뒤에 부임한 부사 이번(李樊)이 계
승하고, 감사 조태동도 역시 성역이 끝나기 전에 자리를 옮겼다. 그 때 완공된 성은
둘레 9,011보, 높이 15척에 동․서․남․북의 4개 성문을 둔 방대한 규모의 산성이
다. 그러나 이 성은 성첩이 낮고 허름할 뿐 아니라 재력만 낭비하였다는 비난이 일
고, 숙종 33년(707)에는 성이 너무 광대하여 관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당시의 동
래부사 한배하(韓配夏)가 다시 둘레 5,646보(步)의 중성(中城)을 쌓고 부속시설
을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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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순조 6년(1806)에 부사 오한원(吳翰原)이 그간 관리가 소홀하여 퇴폐하였다
하여 조정에 알리고, 이듬해 음력 9월에 역사(役事)를 일으켜 10월에 동문을 신축하
고, 이어서 서․남․북의 3문을 1808년 음력 정월에 시행하여 5월중에 완공되었다.
당시 성의 길이는 32리로 동래부민이 동문과 성첩 수리를 맡았으며, 나머지는 경상
감영에서 각 군으로 차역케 한 민정으로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 소요된 경
비는 삼색곡(三色穀) 만석과 경상감영의 별비전(別備錢)을 년 2,000민(緡)씩 20년으
로 공사비용과 산성의 수비예산을 잡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 잔존하는 성문과
성벽은 이 때 축조 및 수리된 성이다.
금정산성의 성벽 축조와 관련하여 체성벽의 축조수법을 살펴보면, 체성벽에서 여
장의 기초석인 미석(眉石)까지 높이는 낮은 곳은 표토에서 150cm, 높은 곳은 표토
에서 180cm 또는 210cm이다. 미석은 두께 10cm 내외의 판석을 사용하였으며 체성
벽에서 20cm정도 내어 설치하였다.
여장의 경우는 대체로 20～80cm 정도 높이로 남아 있으며, 동문지 주변의 복원된
여장의 경우 높이가 90cm에 이르고 있다. 여장 중에서 가장 높게 남아있는 북벽 일
부의 경우 내벽 바닥에서 여장 상부까지가 일반적인 여장의 높이와 같은 120cm이
다. 그러나 외벽의 미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장의 높이가 80cm이며 미륵암 북
쪽 암반 주위에서는 약 1m가량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여장을 포함한 체성의 원래
높이는 3m 전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여장 내에서 총안이 설치된 곳은 돈대로 추정되는 제3망루 남쪽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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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7. 금정산성 남벽 단면

구간에서만 확실히 확인되고 있어 특수한 곳에만 설치되거나 후대 복원에 의한 것
일 가능성도 있다.
체성벽의 축조수법은 기본적으로 기저부에서 상부 150cm 높이까지는 주로 80～
110cm×25～70cm 크기의 대형 할석으로 잔돌끼워 허튼쌓기하였고, 그 상부로는
30～50cm×15～30cm 크기의 판석상의 할석으로 잔돌끼워 허튼층쌓기하였다. 그러
나 성벽에 쓰이는 석재 자체가 노두의 화강암반을 절취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
용된 석재에 따라 구간별로 축조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중성벽의 경우는 40 ～
120×50～70cm 크기의 비교적 큰 석재를 사용하였고, 좌수영성을 비롯한 부산 인근
의 수군진성 성벽에서 보듯 대형의 할석 사이로 잔돌을 끼워가며 세워쌓기하는 수
법도 보이고 있어 타 구간 성벽과 비교된다. 또한 아문 주변의 성 외벽 및 남문 동
쪽 성벽에서 약 5m 구간마다 수직줄눈이 보이고 있어 일정한 구간별로 축차적으로
성벽을 축조해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경사지에서의 축성수법은 경사면 성벽 상부에서 210～300cm 간격으로 체성벽과
직교하는 석축 또는 석축렬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어 2～3m 구간마다 계단식으로
축대를 덧 붙여 쌓아 경사지성벽의 안정화를 꾀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벽석은 대부분 주변의 자연암반에서 떼어낸 화강암제의 판석상 할석을 사용하
였으며, 제4망루와 동성벽 사이, 문지 주변, 중성벽은 비교적 큰 사각형 할석으로
축조되었다. 이들 구간은 대체로 산성 내에서도 평지에 가까운 방어의 취약한 지점
으로, 서쪽 성벽의 어름골기도원 지점을 제외하면 주로 동래 쪽에 면한 성벽에 방어
를 의식하여 축조된 인상을 주고 있다. 중성벽의 경우는 초축 당시 부실한 성벽축
조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듯 비교적 양호하게 축조되어 있다.
체성의 폭은 대체로 350cm내외이며, 대부분 내탁식으로 축조되어 외벽에서 110

～210cm 안쪽까지 잡석채움하였고 그 안쪽으로는 토사로 뒷채움하였다.
한편, 부분적으로 문지주변이나 경사지에서는 내벽의 안쪽을 따라 자연 배수가
되도록 약 5～15m 폭으로 깊이 5m 정도의 ‘V’자상의 내황을 조성한 듯 구를 이루고
있다.
성벽의 둘레와 척수와 관련하여 성벽 둘레의 경우 기존 실측된 17.337km와 새로
실측된 18.845km가 있다. 성벽의 둘레가 17.337km의 경우는 영조척과 조례기척이,
성벽의 둘레가 18.845km일 경우 황종척과 황칠척이 실측 수치에 비교적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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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벽의 경우 지표에서 미석까지의 높이가 210～220cm, 체성 폭이 300～350cm, 여
장의 높이가 90～120cm, 여장의 폭이 60～70cm, 80～90cm로 성벽은 여장을 포함하
여 최대 330cm로 추정된다. 이 추정치를 황종척(34.72cm)에 적용하여 보면 체성의
높이는 약 9.5척, 성폭은 8.6～10척, 여장의 높이는 2.5～3.4척, 여장의 폭은 1.7척～
2.5척으로 환산된다.
주척을 적용하여 보면 체성의 높이는 15.8척, 성폭은 14.4～16.8척, 여장의 높이는
2.8～4.3척, 여장의 폭은 3～4척으로 환산된다.
성벽의 부속 시설물로서 장대지(將臺址)가 조사되었다. 장대지는 제 4망루쪽에서
서남쪽으로 뻗어 나온 능선의 말단 해발 475m고지 평탄면에서 확인되었다. 장대지
는 평탄지의 북단에 치우쳐 있는데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초석간의 거리는 어칸
240cm, 협칸 220cm, 측면 200cm이다. 건물 내부 바닥에는 20×20cm크기의 전돌이
깔려 있다. 정면에만 80～100×30～55cm×20cm 크기의 다듬은 화강석재의 높이 1단
의 기단석렬을 조성하고 나머지 동, 서 측면과 배면에는 기단자리에 담장 석렬이 조
성되어 있다.
한편, 성벽의 부속 시설물로 추정되는 활시위 형태인 호형의 치상유구가 동성벽
과 북성벽에서 다수 확인되었다. 동벽의 경우 대체로 10～50m 정도 불규칙하게 거
리를 두고 성벽에 붙여 축조되어 있는데, 규모는 300～450×150～260cm로 높이 50～
100cm 내외로 잔존한다. 이들 유구는 주로 금정산성의 동벽과 북벽에서 확인되며
외견상 원형의 치일 가능성도 있으나, 주로 성벽 상부가 훼손된 외벽 기저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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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8. 금정산성 장대지 평면도

덧붙여 조성한 것으로 축조상태나 잔존상태로 보아 가장 후대에 무너진 성벽석의
집적이나 성벽의 보수 등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망루의 경우 ｢금정산성진지도｣에 그려진 12개의 망대는 대체로 높은 봉우리나 암반
상 지형에 암반과 같이 둥근 형상으로 표시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방위별 성벽의 모
퉁이나 성벽 중간에 있는 산봉우리 중 조망권이 좋은 암반이 솟아오른 지역을 표시하
고 있다. 1979년도의 발굴조사에서 4개 건물지에서 초석과 기와가 출토되어 망루가 복
원되었음을 기준으로 할 때, 이 곳을 제외한 여타 망대로 추정되는 지역에도 반드시
망루건물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망대”로 호칭하는 것이 타당하다.
복원된 망루의 경우 현 제1망루와 1979년도에 조사된 고당봉 남쪽의 제1건물지는
평면 구조상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창고나 망루 등으로 추정하여 볼 수 있으나, 제3
망루의 주변 암반에 새겨진 “반위돈(蕃威墩)”이라는 음각명으로 보아 이들도 돈대
(墩臺)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금정산성의 돈대 설치에 관한 문헌상의 기
록과 조선 후기 대규모 산성들에서 보이는 돈대의 배치 상황을 통해 볼 때, 제2망루
와 제4망루의 경우도 돈대와 준하는 시설이거나 망루 또는 망대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부속 건물지로서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추정하여 볼 수 있다.
2) 화왕산성(火旺山城)14)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일원에 위치한다. 창녕의 진산(鎭山)인 화왕산의
정상(해발 739m)에 위치하고 있는 석성으로 초축연대는 미상이다. 현재 성의 서쪽
으로는 창녕읍을 조망할 수 있으나 나머지 방향으로는 산으로 둘러싸여 조망이 확
보되지 않는다.
최근 실시된 화왕산성 내에 위치한 3기의 집수지 가운데 중간에 위치한 집수지에
대한 조사결과 집수지의 바닥에서 8세기대를 중심으로 하는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
고, 집수지의 축조방법과 화왕산성의 체성 축조방법과 비교해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아 화왕산성의 초축연대를 통일신라시대로 추정하고 있다.

14) 창녕군․경상문화재연구원, 昌寧 火王山城 西門址, 2013.
정의도, ｢창녕 화왕산성 연지연구｣, 한국성곽학보 제9집, 한국성곽학회, 2006.
―――, ｢제장으로서 산성연구-진산을 중심으로-｣, 문물연구 제12호, 재단법인 동아시아
문물연구소학술재단․한국문물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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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9. 화왕산성 주변 지형도

도판 49. 화왕산성 내 전경

화왕산성은 화왕산의 남북 두 봉우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둘레 2.7㎞, 면적
약 56,000평(坪)에 달하는 대형석축산성으로 산성의 남쪽 아래에는 창녕지역의 치
소역할을 담당하였던 성으로 6세기 중후반 경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마산성
이 있어 화왕산성의 축조 배경을 밝히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조선시대 후기 여지도서(輿地圖書)가 편찬될 당시까지는 화왕산성(火王山城)이
라 불리었으며, 창녕의 진산(鎭山)에 축조되어 있는 성이라는 점과 창녕뿐만 아니라
영산․현풍을 포용하는 성이라는 점에서 군사적인 의미가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는 “성의 둘레는 1,217보(1보는 6척)이며 성
내에는 샘이 아홉이며 못이 셋이 있고 군창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화왕산성은
조선 초기에 수축된 이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이미 고적으
로 분류되어 있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200년간은 그 용도가 폐기되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왜적이 순식간에 대로를 따라 북상하게 되자 화왕산
성의 군사적 위치가 새로이 인식되어 홍의장군 곽재우가 화왕산성을 거점으로 의병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곽재우장군이 이 성을 거점으로 왜군이 진주를 통
해 운봉으로 진출하려는 것을 차단하고 낙동강부근의 정진나루를 굳게 지켜 왜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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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내륙지방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던 것도 화왕산성의 지세에 힘입은 바 컸다.
그 밖에도 화왕산성의 지리적 이점은 임진왜란 중 이 성에 근거하였던 밀양부사 이
영이 수성장으로 있었을 당시 부산에 있었던 왜적의 진영에 돌진하여 전공을 세운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현재 산성에는 동․서․남문지 및 연지(蓮池)와 성벽 일부, 건물지 등이 확인되는
데, 동문지, 서문지, 남문지와 성벽 일부는 복원사업이 실시되었다.
한편, 집수지가 위치하고 있는 화왕산의 정상부는 분지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그
내부는 서에서 동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내려간다. 따라서 집수지가 위치하는
계곡부는 성내의 모든 물이 집수되는 곳으로 풍부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어 집수지
를 구축하기 위한 적지로 판단된다.
집수지의 규모는 외연의 동-서방향이 34.5m, 남-북방향이 31.9m이고, 호안석축은
14×14m(수직으로 쌓은 석축 12.5×12.5m) 규모로 집수지의 평면형태는 방형(方形)이
다. 집수지 호안석축의 높이는 약 2.4m(수직으로 쌓은 석축 높이 1.9m 내외)정도로
내부 호안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8∼9단 정도를 축조하고, 상부는 계단상으
로 들여쌓기를 하여 4∼5단 정도 축조하였다. 이러한 호안석은 수평을 맞추었으며,
품자형쌓기를 하였고 모서리 부분은 교차쌓기하였다. 그리고 호안석의 바닥 2~3단
정도는 호안석의 수평을 맞추고 석재는 횡평적하여 축조하였다. 호안석축에 사용된
석재의 크기는 50×20㎝ 정도이며, 남쪽 호안 아랫부분에는 1m이상의 장대석을 일
부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통일신라시대 집수지의 동쪽 호안석축과 연접하는 집수지가 확인되었는데, 고신
라 집수지의 기능이 상실된 이후에 고신라 집수지의 서쪽 호안석축을 파괴하고 통
일신라시대 집수지가 축조된 것으로 보아 이 집수지는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집수
지보다 앞선 시기의 집수지로 파악되었다.
고신라 집수지의 잔존규모는 동-서가 16m 정도, 남-북이 14m 정도이며, 평면 형
태는 장방형일 것으로 추정된다. 호안석축의 깊이는 150cm 이상, 석축은 10단 이상
의 규모일 것으로 추정되며, 모서리 부분의 호안석 내부에서 지름 10cm 정도의 나
무기둥도 확인된다.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쌓기수법을 명확하게 알기는 힘든 상태이
다. 호안석축에 사용된 석재는 약 20~30cm 정도의 석재와 60~70cm 정도의 석재가
혼용되었으며, 호안석축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형태이다. 내부의 퇴적토는 점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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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질토가 중첩 퇴적되었으며, 출토유물은 2단 교호투창고배, 연질 발, 기대편 등
이 확인되어 축조 시기는 6세기경으로 추정된다. 한편 집수지 내부에서는 상당한
양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산성 내부와 동문지 방향의 임도 주변에도 대략 5세기대의
토기편들이 산재한다.
조선시대 유물로는 비격진천뢰와 호랑이뼈, 그리고 백자발 저부로 뚜껑을 한 도
기호 등이 있다. 비격진천뢰는 임진왜란 당시 화왕산성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군에
의하여 사용된 것으로 실전에 사용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성과 집수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시대를 두고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조선 전기에 편찬된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와 경상도속찬
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志)에는 읍성조가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

勝覽)에서는 ｢성곽조(城郭條)｣를 두고 있지만 임진왜란을 치르고 난 다음 조선시
대 후기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를 비롯한 각종 지리지에는 성지조(城池條)
를 두어 성과 지를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임진왜
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성내에서 장기 농성에 돌입하게 되었을 때 식수원의 확
보가 절실하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상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서문지가 조사되었는데, 서문지 부근의 외벽은 대부분
무너져 성벽 내부의 뒷채움석과 토사가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북동쪽 최상부의
석렬은 비교적 양호하게 조사되었다. 여장으로 추정되는 현 체성의 최상부 석열의
너비는 2.2m 정도 잔존하며, 외벽 지대석에서 최상부까지의 너비는 7m 정도로 기
단보축까지 감안하면 전체 너비는 9m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체성부 조사에서 삼국시대 이후 각 시대마다 수리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잔존상태로 미루어 볼 때 최상부의 마감 석렬과 체성부 하단의 기단적심만 남아있
는 상태이다.
기단적심을 이루는 북동쪽 체성구간 외벽의 지대석은 60～100cm 정도 크기의 치
석된 대형할석을 사용하였으며, 북동 체성부는 14매, 남서 체성부에는 8매가 확인되
었다. 기본적으로는 1단으로 배치하였으나 원지형인 암반의 높낮이에 따라 북동체
성부의 경우 2～3단으로 구축된 부분도 일부 확인된다. 조사결과 기단 적심은 조선
시대로 밝혀졌고 현재의 편축식 체성외벽의 외형 역시 조선시대에 축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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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0. 화왕산성 서문지 인근 성벽 단면도

한편, 서문지의 경우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로 70～100cm 규모의 두텁고 편평한
대형할석 3매가 주초석임이 드러나면서 문지로 최종 확인되었다. 주초석 간의 중심
거리는 동서가 2.4m로 거의 방형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쪽 주초석에서
마감 경계석까지의 거리는 약 4m 정도로 문지와 관련된 시설로 추정되며 내부에서
는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조선 후기 지방지도에 묘사된 서문을
참고하여 개거형의 통로형식과 절충의 단층문루를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도판 50. 화왕산성 서문지 부근 성벽

도판 51. 화왕산성 서문지 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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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례산성(進禮山城)15)
경남 창원시 토월동 산 44-1․44-2․43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창원시와 김해
진례면의 경계를 이루는 비음산(飛音山, 해발 518.8m)의 정선부를 따라 형성된 포
곡식 석축성으로 비음산에서 발원하여 북류하는 계곡을 따라 축조되어 있으며, 북
으로는 창원시 동읍, 남쪽으로는 진해만, 동쪽으로는 진례면과 부산 사상일대, 그리
고 서쪽으로는 창원과 마산만을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요지를 점하고 있다.

도판 52. 진례산성 성벽

도판 53. 진례산성 서문지 통로부

발굴조사는 문지 2개소, 추정장대지, 성벽 3개소, 건물지 2개소에 대해 이루어졌
으며 훼손이 심한 상태였다. 이 중 성벽 2개소는 토성일 가능성이 높은 곳에 대하여
트렌치를 설치하였으나 토성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추정장대지에서는 건물지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건물지 중 1곳은 현대의 가옥으로 확인되었다.
문지는 서문지와 남문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문은 지형상 소규모의 계
곡이 형성된 곳이 위치하고 있어 이 곡을 목탄과 부식토를 혼합하여 1m 정도 다진
다음 그 위로 방형 및 부정형의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고, 내벽과 외벽은 430㎝
정도이다. 한편 서문의 안쪽으로 길이 6m, 폭 5m 정도의 석축이 확인되었다. 이 석
축의 용도를 알기 위하여 트렌치를 설치한 결과 체성에서 20㎝ 정도 들여쌓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 석축은 서문을 보강하기 위하여 축조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석
축 주변과 통로부에 와편을 다진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의 내벽에서 안쪽으로

15) 慶南文化財硏究院, 昌原 進禮山城,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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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친 곳에서 확돌을 확인하였고, 반대편에서도 확돌이 확인되었다. 확돌간의 거
리는 190㎝ 정도로 두 짝의 문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남문지
역시 서문지와 유사한 축조양상을 보였으나, 사용된 석재가 대형이다. 남문에서도
서문과 같은 석축이 확인되었으며, 확인된 석축은 체성벽에 덧대어져 있어 성문을
보강하기 위하여 쌓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성벽의 폭은 약 210㎝정도이고, 내벽은 암반까지 파서 정지한 후 10㎝ 내외의 할
석과 부식토를 혼합한 다음 할석을 이용하여 100～120㎝ 정도의 회곽도를 돌렸으
며, 그 위로 폭 70～110㎝, 높이 50～100㎝ 정도로 평여장이 확인되었다. 외벽은 암
반위에 축조하였다. 축성은 다듬지 않은 할석을 이용하여 옆으로 눕혀 난적 쌓기를
하였기 때문에 벽석 사이에 빈틈이 많이 보이는데 이 빈틈에는 잔돌을 끼워 견고하
게 하였다. 현재 7～9단이 남아 있으며 높이는 180㎝ 정도이다.
건물지는 서문지에서 동쪽 성내부 쪽으로 약 12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
며, 평탄한 대지에 건물의 초석과 석렬이 확인된다. 건물의 장축방향은 남북으로 동향
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동쪽 성내부로 경사가 지기 때문에 출입구는 서쪽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6칸(16.5m), 측면 1칸(7m)정도이다. 초석은
치석하지 않은 자연석을 이용하여 설치하였는데, 50～60㎝ 이상 되는 석재를 사용하
였고 북쪽으로 갈수록 1m 정도에 가까운 대형의 석재를 설치하였다. 초석의 간격은
장축방향이 270㎝ 내외이며, 단축방향은 310～340㎝ 정도 되는데 중간의 석재와 서
문지쪽에 위치하는 석재의 간격은 100～210㎝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편 와편
등의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건물지로 단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도판 54. 진례산성 남문지

도면 21. 진례산성 남문지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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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은 서문지와 남문지에서 수습된 와편이 주류를 이루는데,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로 편년되는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와편에 새겨진 문양
은 무문, 퇴화된 어골문, 삼각집선문, 격자문, 복합문이 있으며, ｢봉림사(鳳林寺)｣
명의 와편은 진례산성의 축조시기를 알려주는 좋은 자료로 판단된다. 수습된 와편
들은 대부분 조선시대의 것으로 보인다.
진례산성의 문지는 체성 뒤쪽으로 석축의 체성에 덧대어 쌓은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남문지의 경우 체성에 덧대어 쌓은 석축이 3단 정도 남아
있어 정확한 축조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공산성 공북루의 경우
체성의 외벽보다 내벽을 물려 쌓아 옹성의 기능을 가지게 하였으나, 진례산성의 서
문지와 남문지의 경우는 이와 달리 체성의 내벽에서 약 20㎝ 정도 물려서 석축을
쌓은 형식은 이제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예가 없는 특이한 형식이다. 또한 서문지
체성벽의 바깥쪽과 통로부 그리고 석축 주변에 와편과 세석을 섞어서 다진층을 확
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출토되는 기와들은 대부분 조선시대의 것들이다. 특히

｢鳳林寺｣ 명의 기와는 임진왜란 이후 폐사된 봉림사지에서 폐기와를 가져다가 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문이 축조된 시기는 조선시대임을 알 수 있었고, 수․개축
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성벽은 세석다짐을 한 뒤 지대석을 설치하는 전형적인
조선시대 축성수법을 따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4) 미타산성(彌陀山城)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묵방리에 위치한다. 미타산(표고 662m) 정상부를 성내로
삼고 그 주변 9부 능선 상에 체성을 배치한 석축성으로 둘레는 약 2km이다. 지형상
북쪽과 서쪽은 급경사지이며 동쪽과 남쪽은 비교적 평탄하다. 평면상으로 볼 때 성
벽은 동-서 장축을 이루며 남쪽에는 문지를 두었는데 가장 경사가 낮은 곳에는 우
물과 수구, 건물지 등을 배치하였으며 정상 북쪽 아래에는 봉수대를 설치하였다. 특
히 단애와 급경사인 서쪽과 북쪽에 비해서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남벽쪽의 돌출된
암반을 이용하여 치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어 적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
치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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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2. 미타산성 평면도

도판 55. 미타산성 동남벽 단면

시굴조사 결과 체성은 위치에 따라 축조수법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외벽은 석
축하고 그 안쪽으로는 흙을 채우는 내탁식으로 축조되어 있다. 석축의 경우 경사진
생토면에 기단부를 산탁하여 설치하고 상단부는 협축하였으며 성벽은 퇴적층을 제
거하여 석비례층이나 암반위 까지 정지하여 별도의 기단을 두지 않고 곧바로 체성
벽을 쌓아 올렸다. 암반이 있는 경우 암반을 이용 위로 성벽을 쌓거나 암반 안쪽으
로 성벽을 쌓아올렸다.
남문지 주변의 체성부에서는 정지된 암반 위에 작은 할석과 점토를 다져 기단을
편평하게 고르고 난 후 석축하였다. 석축 안쪽 내탁부분은 명황갈색점토와 갈색사
질점토를 채워 다졌다.

도판 56. 미타산성 동남벽

도판 57. 미타산성 동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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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벽의 조사에서 상하부의 축조수법이 다름을 확인하였는데, 하부의 성벽이 용도
폐기 및 방치되다가 일정한 시간이 흐른뒤 다시 하부의 성벽을 정지하고 그 위에
후대의 성벽을 조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부성벽은 전체적으로 조잡한 편으로
최하층의 암반을 굴착하여 석축벽과 내탁을 동시에 실시하여 조성하였다. 하부성벽
이 일정기간 폐기된 이후 퇴적토 상층을 정지하여 외벽에서 다시 1～1.5m정도 뒤로
물려서 하부성벽과는 달리 너비 1.5m이상의 자연대석을 이용하여 기단부를 조성하
고 그 위로 막돌을 사용하여 성석과 성석사이의 틈새는 는 자갈 및 소할석을 이용
하여 축조하였으며 잔존 높이는 2.5～3m에 이른다. 적어도 2차례 이상 증축 또는
개축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성벽 내부로는 지형에 따라 성벽으로부터 7～
12m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남문지의 경우 경사진 생토면 위에 할석과 자갈, 점토 등으로 기단을 조성하고
그 위로 50～100cm 내외의 할석의 면석부분을 외벽쪽으로 막돌쌓기 수법으로 쌓
았다. 내벽 역시 하단부는 면석이 보이게 쌓고 나머지는 토축으로 마무리 지었다.
내외벽은 약간 가공한 석재로 지대석과 기단석을 축조하고 인두대 크기보다 작은
할석으로 성벽을 축조하고 있다. 성석과 성석사이에는 잔돌끼워 맞추고 적심석은
잡석과 흙을 채워 넣었다. 문지 좌우 육축으로 볼 때 초축 이후 2번 이상 증개축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 초축당시 문지는 설치되지 않았으며 증축 시 하부의 성벽을
기단으로 삼아 문지를 설치하였다. 수구는 3개소가 확인되었는데 주로 남동쪽과 동
쪽 체성부에서 확인되었다. 수구는 모두 평거식으로 동쪽과 남쪽의 초축 성벽에 조
성된 수구의 경우 바닥에 비교적 큰 판석이나 기존의 암반을 이용하였으며 양쪽에
성돌 한 장을 놓고 그 위에 비교적 큰 돌을 올려 놓은 형태이다. 남쪽 수구의 출수
구의 경우 바닥은 할석을 이용하여 깔고 양쪽에 30×20cm크기의 장방형돌을 30cm벌
려 놓은 후 60×10cm의 판석을 이맛돌로 올려놓았다. 축조연대와 관련하여 잔존성
벽으로 볼 때 여말 선초에 축조되어 3회이상의 수개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나
성내 정상부 평탄지에서 삼국시대 토기편이 확인되어 소급될 가능성도 있다.
미타산성 내에서는 북으로 초계평야와 남으로 신반, 동으로 멀리 창녕까지 한눈
에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낙동강 수계를 이용하여 침범하는 여말 선초
왜구 및 임진왜란 당시 왜적의 주 진격로인 낙동강을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인 거
점으로 보이며 출토유물은 최하단에서 14～15세기에 해당되는 분청사기편이 성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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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층부에서 확인되며 가장 늦은 유물이 17세기대 백자편이므로 고려 말에 축성되어
일시 폐성되었다가 임진왜란 전후시기에 다시 급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 미숭산성(美崇山城)16)
경남 합천군 야로면 하빈리 산136-1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미숭산성은 해발 755m
미숭산 봉우리와 망향대(해발 733.5m)의 봉우리를 둘러싸고 축조된 성으로 그 둘레
는 약 1,325m, 면적은 55,214㎡이다. 성의 구조는 남-동 장축으로 동·남쪽에 문지를
두고 있으며 가장 경사가 완만하다. 남쪽에는 문지, 건물지를 배치했으며, 정상 아
래에는 봉수대를 각각 배치하고 있는데, 특히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남벽쪽의 돌출
된 암반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치성을 배치하고 있다.
이것은 단애와 급경사인 서쪽과 북쪽에 비해서 완만한 지형 조건으로 인해 적의
접근이 가장 용이한 곳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암반을 이용한 치성을 조성하여 체성
부의 방어력을 높이려는 수법으로 보인다.
체성은 석축이 대부분이며 부분적으로 토
석혼축한 부분도 있다. 이 중 석축 부분은
경사진 생토층면에 기단부를 산탁하여 설치
하고, 상단부는 협축하였다. 또한 자연지형
을 적절히 이용하여 앞으로 돌출한 암반층
을 치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급경사의 절
벽을 성벽으로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잔존 성벽의 양상으로 볼 때 외벽 쪽의
성벽과 내벽 쪽의 체성벽은 확실히 쌓은 수
법이 다르며 또한 하부에 축조된 성벽이 용
도폐기 및 방치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하부의 성벽을 정지하고 그 위에 다
도면 23. 미숭산성 위치도

시 현재의 성벽을 조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16) 陜川郡ㆍ釜山大學校 人文學硏究所, 文化遺蹟分布地圖-陜川郡-, 2005.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陜川 美崇山城,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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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남문지는 내외협축으로 축조되었으며 내외벽은 1.7×0.7m 내외의 대석으로 기단
석과 지대석을 축조하고 그 위로 인두대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성벽을 축조하고
있다. 성석과 성석 사이에는 잔돌을 끼워서 맞추고 적심석은 잡석으로 채웠으며, 문
지 좌우 육축부의 축조상태에서 초축 이후 2회 이상 증·개축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문지의 경우 초축 당시에는 문지방이 설치되었다가 증축시에 문지의
폭이 좁아지며 성 내부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경사면에 계단을 설치하여 성내로 출
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확인되었다.

도판 58. 미숭산성 체성 외벽 축조상태

도판 59. 미숭산성 남문지 조사후

미숭산성 남문지 일대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토기편 및 자기류와 기와류, 난석 등
그 종류와 유형별 분류도 다양하며, 그 제작시기와 사용시기 역시 삼국시대부터 조
선시대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산성은 배후에 위치하
는 고령지역의 외곽을 경비하는 한편, 산사면에 위치하는 야로야철지를 포함한 주
변 지역과 고령으로 통하는 서쪽방향의 통로를 담당하는 산성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성이 위치한 곳은 주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고령읍과 합천군 야
로면이 한눈에 들어온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못 하나에 우
물이 여섯 곳이 있다 하였는데 현재는 북단 달각암에서 남문지에 이르는 소로의 중
간지점에 있는 약수터가 과거 우물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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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선시대 읍성과 산성의 축조수법 고찰
조선시대 읍성에 관한 연구 성과는 최근 증가사례를 보이고 있는 읍성의 발굴조
사를 통하여 읍성과 관련한 문헌자료와 함께 학술자료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전문연구자를 중심으로 읍성에 대한 연구성과17)도 꾸준히 집적
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읍성에 대한 발굴조사는 읍성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니고 문지나 성벽 일부의 절개조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읍성에 대
한 종합적인 연구 성과를 집약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따른다고 하겠다. 더욱이 산
성의 경우는 해당지역의 문화재 지정 또는 정비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지표조사나 시
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동반한 발굴조사나 학술적인 차원
의 연차적인 발굴조사가 아니면 해당유적의 실태파악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사
실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최근 경남지역에서 발굴조사 된 읍성과 산성을 중심으로
체성 축조수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1. 읍성의 축조수법18)
1) 체성의 기저부와 외벽
대부분 읍성의 성벽 기단부분은 기본적으로 생토층을 ‘L’자상으로 절개한 다음
말목지정이나 자갈 또는 잡석, 할석 등으로 다져 지정(地釘)한다. 김해읍성, 밀양읍
성, 하동읍성, 고성읍성, 사천읍성, 동래 전․후기읍성 등 대부분의 석성의 기초조
성에 말목을 밖아 지정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저부 생토층에 지반을 보강하기

17) 車勇杰, 高麗末․朝鮮 前期 對倭 關防史 硏究, 忠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論文, 1988. 8.
沈正輔, 忠南地方 邑城硏究, 東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4.
―――, 韓國 邑城의 硏究, 學硏文化社, 1995.
沈奉謹, 韓國 南海岸沿岸城址의 考古學的 硏究, 學硏文化社, 1995.
李日甲, ｢慶南地域 沿海邑城에 대한 硏究｣, 東亞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論文, 2007.
손영식, 한국의 성곽, 주류성, 2009.
18) 나동욱, ｢경남지역 읍성과 진성의 시․발굴조사 성과｣, 동아문화 창간호, 동아문화연구원,
2005와 李日甲, 慶南地域 沿海邑城에 대한 硏究, 東亞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論文, 2007을
중심으로 재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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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실시한 것으로 직경 5～8cm정도의 말목을 박았으며 웅천읍성의 경우 기저부
를 50cm이상 할석으로 다진 할석지정이 확인되었다. 지정이 끝난 상부에는 잔자갈
이나 점토를 한 벌 깔고 두께 10～20cm정도의 납작한 장대석으로 1～2단의 지대석
을 깔고 그 끝에서 20cm 정도 안쪽으로 들여서 성벽석을 축조한다. 한편, 지대석을
설치할 경우 기단석 외벽에서 약 1m정도 바깥쪽으로 연장하여 보도상으로 판석을
까는 경우가 많으며 체성의 안쪽으로도 2m 내외 지점까지 연결되고 있어 성벽의
기초부를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성벽을 쌓을 때 바깥쪽으로 고른 면을 맞추면서 전반적으로 상부로 올라가면서
내벽 쪽으로 약간 기울이나 옹성이나 치의 벽면 기울기보다는 수직상을 보인다. 체
성의 1～2단 석축의 경우는 대체로 대형석을 입수적하지만 상부로 가면서 그보다
작은 성벽석으로 횡평적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형의 할석과 할석 사이에는 수평을
맞추기 위하여 잔돌로 채우고 있다. 한편, 입수적한 면석은 두께 30～50cm로 판석
상을 띠는 경우가 많으며 붕괴 방지를 위하여 면석 뒷면에는 여러 매의 작은 석재
로 평적하여 받치거나 입석 상부나 측면에 돌못과 같은 심석이 배치된다.
대체로 성벽의 기단부는 밀양읍성이 7m이상, 웅천읍성 등이 8.1m

등으로 약

7.5m 내외의 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내외벽간의 폭은 밀양읍성이 4.47m, 웅천읍성
이 5.5m, 금단곶보, 전기 동래읍성 등이 6m로 적심의 폭은 5.5m인 경우가 많다. 그
러나 내벽을 경사지게 덮고 있는 토축의 내탁부를 감안하면 대부분의 성벽 너비는
10m에 이른다.

도판 60. 언양읍성 입석 안쪽 뒷채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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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61. 언양읍성 성벽의 심석

2) 체성의 내벽부
조선시대 읍성의 축조는 세종 16년(1434) 최윤덕(崔潤德)의 건의에 따라 석축
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세종 20년(1438)에 반포된 ｢축성신도(築城新圖)｣에
근거하여 16척의 폭으로 기단부를 조성하고 그 상면은 내벽에서부터 박석을 깔아
계단식으로 올라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세종 25년(1443) 이보흠(李甫欽)이 계단식 체성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완책으로 내벽에 흙으로 복토를 실시하여 우수에 의한 성벽 붕괴 방지와 등성이
수월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 초기 지방의 읍성들은 도성의 축조법에 따
라 외면의 2.8～3.27m는 대석으로 축조하고, 내면의 3.27～3.74m는 잡석과 흙을
다지고 그 상면에 흙을 2～3척 두께로 덮어 축조하여 이후 성곽축조에 기본이 되었
다.19) 그러나 경남지역의 읍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벽과 내벽 상면의 조성에
있어 기본적으로 축성신도의 내용을 따르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축성시기에 따라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축성신도(1438)｣ 반포 이전에 축조된 하동읍성(1417년 초축)에서의 계단상
등성시설은 치성이 접합되어 있는 체성부에 직교하여 덧대어져 축조되어 있다. 또
한, 남문지 인근 평탄지의 체성에서는 내벽 경사면을 따라 폭 150cm내외의 2단으로
된 내벽의 층단 채움시설이 확인되었다. 보고자는 남문지 인근의 평탄지 내벽의 층

도판 62. 남문지 인근의 평탄지 내벽의
층단시설

도판 63. 1호 건물지 남쪽 성벽

19) 심정보, 앞의 책, 1995, 4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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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설은 전면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으로 보았는데20) 1호 건물지 남쪽 성벽
에서도 이러한 석열로 추정되는 것이 보이고 있어 치 구간뿐만아니라 전체구간에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남문지 인근 평탄지의 2단 석축상부로는 잔 자갈
의 간층이 있고 그 상부에 흙으로 다져진 토층이 있어 수리된 부분이 아니라면 세
종 20년(1438) 이보흠의 ｢축성신도｣ 반포 이전에 계단식 축성법이 있었으며 법식의
반포이후 토사로 다져 덮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웅천읍성(세종 16년(1434) 초축, 단종 1년(1453)에 증축) 내벽의 경우에는 초축된
동쪽 성벽의 내벽 기저부가 30cm, 60cm, 90cm 등의 너비로 위로 올라 갈수록 점차
계단식으로 높아지다가 내벽에서 너비 260cm 지점부터 본격적으로 협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동읍성의 경우처럼 ｢축성신도(1438)｣ 반포 이전에 이미 계단식
축조방법이 읍성축조에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단종 1년(1453)에 증축
된 동쪽과 남쪽 성벽의 내벽은 인두대 크기의 할석과 그 보다 작은 할석으로 수직
되게 막쌓기 하였는데 내벽 바깥쪽으로는 토사로 다짐되어 있어 토사로 수직 내벽
을 피복하고 있지만 계단식 축성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보흠의 ｢축성신도｣의 축조방
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등성지(세종 8년(1426) 시축～세종 30년(1448) 완공)의 북벽 치의 안쪽 내벽은
외벽에서 성 안쪽으로 220cm, 350cm, 460cm, 535cm, 610cm, 지점에서 단이 지는데
안쪽으로 각각 10cm, 90cm, 50cm, 20cm, 70cm정도 각각 낮아지면서 계단상을 이루
고 있다. 특이한 것은 잔존 외벽쪽 성벽 상부의 뒷채움석이 언양읍성 북벽과 같이
종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처리되어 있다. 축성 공사기간에 ｢축성신도(1438)｣의 반포
가 있어 계단상의 구조는 법식에 맞춰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계단상의
성벽 상부가 토사로 덮여 있었는지 등은 잔존상태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
다. 또한, 이러한 계단상 구조가 북벽에서 확인된 치성(雉城)의 안쪽에만 국한된 것
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사천읍성(세종 27년(1445) 초축)의 경우 내벽은 계단상으로 절토한 후 인두대 크
기의 판석을 이용하여 생토면을 수평하게 1단 쌓아 기단석으로 삼고, 다시 같은 크
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평평한 부분이 밖으로 나오게 하여 4～6단을 북쪽 방향으로

20) 경상문화재연구원․하동군, 하동읍성-복원종합계획에 따른 1차 학술발굴조사-, 2011, 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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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이 되도록 쌓아 올렸다. 거기서 다시 60cm 정도 안으로 들여쌓기를 하였는데
이것 역시 계단이 되도록 쌓았고 북쪽으로 오르는 계단과 만나는 지점에서 동쪽 방
향으로 체성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다시 계단상으로 축조한 것이 특징이다. 보고자
는 이를 치를 오르기 위한 등성시설로 보고 있다.21) 여기서 등성시설이 조사된 부
분의 북쪽과 남쪽의 축조상태는 확연히 다른 양상으로 증축으로 추정되는 북쪽 구
간의 경우는 내벽 바깥 선까지 작은 석재로 수직되게 뒷채움하고 그 바깥쪽으로는
토층선이 경사지게 다져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남쪽의 경우 단면상으로 볼 때 기
본적으로 계단식임을 알 수 있으며 그 상부로 흙을 다진 것이 보인다. 따라서 ｢축성
신도(1438)｣의 반포 이후 축성된 읍성으로 규식에 맞게 축조되었으나 어느 시기에
증축되면서 내벽이 수직화 되면서 토사로 비스듬히 다진 것으로 해석된다.
영산읍성(성종 8년(1477))의 경우 G지구에서 확인된 체성부의 내벽 기단부 폭
이 7.1m, 높이는 4m로 잔존하는 단면 양상이 웅천읍성과 닮고 있어 조선 전기 후반
에도 계단식 체성부의 형태가 계속적으로 채용되어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22)
G지구에 국한해서 나타나는 현상인지의 여부는 발굴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내벽부
의 정확한 축성수법이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축성신도(1438)｣ 반포 이후 축성된
것으로 계단식 축성법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고현읍성(문종 원년(1451) 초
축)에서 수직상 내벽부가 확인되고 있음을 통해 볼 때 계단상의 내벽으로 보기에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고현읍성(문종 원년(1451) 초축)의 경우 내벽은 북쪽 성벽 다지구에서 양호하게
조사되었는데 외벽에서 5.5m 폭을 두고 인두대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수직되게
축조하였는데 그 안쪽으로는 흑갈색부식토와 적갈색점토를 교대로하여 다졌으며 1
차례 수축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고현읍성은 초축과 증축
의 경우 모두 내벽을 수직으로 쌓고 그 바깥쪽으로 토사를 비스듬하게 다져 마무리
하고 있다. ｢축성신도(1438)｣ 반포 이후 축성되었지만 내벽부의 축조에 있어서는 계
단상의 축조수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1) 김정율, ｢사천읍성 축조 수법에 관한 고찰｣, 한국성곽학보 제11집, 한국성곽학회, 2007.
22) 이일갑, ｢영산읍성의 발굴성과와 의의-체성부 축조수법과 구조를 중심으로-｣, 영산읍성지 종
합정비계획, 2012, 2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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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성신도(세종 20년(1438))｣ 모식도

사천읍성 초축(세종 27년(1445))

하동읍성(태종 15년(1417) 초축

고현읍성(문종 원년(1451)) 초축

웅천읍성 초축(세종 16년(1434)

웅천읍성 증축(단종 1년(1453))

사등성지(세종 8년(1426) 시축～
세종 30년(1448) 완공)

언양읍성(연산군 6(1500) 초축)

도판 64. 읍성의 내벽 축조 상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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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읍성(연산군 6(1500) 초축)의 경
우 북쪽 성벽에서 확인된 내벽은 수
직상으로 높이 150cm까지 쌓아 올린
후 그 상부 100cm정도는 외벽 쪽으로
비스듬히 깔듯이 채워 넣었다. 내벽의
바깥쪽으로는 너비 100～150cm 정도
황갈색풍화암반토로 내벽에 경사지게
다져서 덧대었는데 성상부 회곽도까
지 덮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도판 65. 언양읍성 내벽 사선상 뒷채움

러한 내벽의 상태는 이보흠의 ｢축성
신도｣에서 보이는 내벽의 계단식 축성법과는 다른 것으로 연산군 6년(1500)에 축조
된 언양읍성 축조 단계에서는 ｢축성신도｣의 계단식 축조방법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그 사이에 축성법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볼 수 있다.
한편, 동래읍성(세종 28년(1446) 초축)의 경우 조선 전기의 성벽은 잔존상태로 볼
때 ｢축성신도(1438)｣ 반포 이후 축조되었기 때문에 규식에 맞게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동래읍성(영조 7년(1731) 초축)의 경우 산지는 물론 평
지에도 외벽에는 지대석 없이 치석된 할석으로 평적하면서 안쪽 180cm까지 잡석으
로 뒷채움 한 점은 전기읍성과 축조수법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통영
성지와 함께 임진왜란 이후의 축조수법에 있어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경남지역에서 조사된 대부분의 읍성은 문헌자료에 의하면 조선
태종조에서 연산군조에 걸쳐 축조된 것들이다.23) 이 시기에 축조된 성곽은 치수와
척도에 있어서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발굴조사에서 밝혀진 축조수법과 같이
세종 20년(1438)에 반포된 ｢축성신도｣의 규정에 근사한 것으로 읍성과 진성의 축조
에 기본이 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세부적인 축성수법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인정된다. 하동읍성과 웅
천읍성의 경우 ｢축성신도｣가 반포된 세종 20년(1438년) 이전에 이미 ｢축성신도｣에
23) 각종 문헌을 참고하면 울산병영성은 태종 17년(1417), 합포성은 세종 12년(1430), 고현읍성은
문종에서 단종년간(1451∼1453), 언양읍성과 오량성은 연산군 6년(1500)에 현재의 석축성으로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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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규식화(規式化)한 체성부의 계단식 축조양상이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축성
신도｣ 반포 중에 축조된 사등성지는 ｢축성신도｣에서 규정한 체성부 축조양상을 충
실히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천읍성의 경우 세종 25년(1443) 이보흠(李

甫欽)이 계단식 체성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완책으로 내벽에 흙으로 복토를
실시하여 우수에 의한 성벽 붕괴 방지와 등성이 수월하도록 제안한 것과 같이 계단
상부에 토사로 다짐한 것이 조사되었다.
한편, 고현읍성, 웅천읍성의 증축성벽, 언양읍성 등에서는 성벽의 내벽부를 인두
대(人頭大) 크기의 석재로 수직되게 쌓은 후 경사지게 토사 다짐하여 ｢축성신도｣와
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성지는 세종 이후 축조된 성들로서 세종 25년
(1443) 이보흠(李甫欽)이 계단식 체성부를 지적한 문제점의 핵심인 우수에 의한
성벽 붕괴 방지와 등성이 수월하도록 내벽상부에 흙으로 복토한 것이 성벽축조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세종대 이후 축조되는 읍성의 경우 흙속에 묻히는
계단상의 석축을 조성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수직되게 내벽을 축조하였으며, 이전
의 읍성도 계단상의 내벽 석축을 토사로 덮어 등성에 편리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전기의 동래읍성(세종 28년(1446) 초축)의 경우 ｢축성신도(1438)｣의
규식에 맞게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조선 후기의 동래읍성(영조 7년(1731) 초축)
의 경우 지대석 없이 치석된 할석으로 평적하면서 안쪽 180cm까지 잡석으로 뒷채
움 한 점은 전기읍성과 축조수법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임진왜란 이
후의 축조수법에 있어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3) 부속시설물의 축조수법
현존하는 대부분의 읍성은 조선 전기에 축조되었으며, 읍성의 부속시설 및 문종
원년(1451)의 현황을 참고하여 보면 기본적으로 적대, 여장, 옹성, 해자 등의 설치
를 규식화함으로써 규모 및 그 축조수법이 유사함을 엿볼 수 있다.
읍성의 평면형태는 산지에 축조된 산성과는 달리 조선 전기의 평지읍성은 대체로
방형 또는 말각방형을 띠는 경향이 있으며, 성 둘레가 클수록 자연지세에 따라 타
원형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언양읍성이나 웅천읍성과 같이 평지에 축조한 읍성도
있으나 대부분은 평산성형이다.
성 둘레의 경우 거제읍성 3038척, 동래읍성 3,000척, 고성읍성 3,011척, 하동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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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3척, 사천읍성 3,015척 정도로 3,000척 내외가 다수를 차지한다. 한편, 성벽의 높
이는 거제읍성 13척, 창원읍성 12척, 곤양읍성 12척, 동래읍성 13척, 고성읍성 12척,
하동읍성 8척, 진해읍성 7척, 사천읍성 11척, 남해읍성 12척, 기장읍성 11척 등 13척
이내가 다수를 차지한다.
성벽축조에 있어서의 척도의 사용은 포백척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언양읍성
의 경우 둘레 3,064척이고 높이는 13척으로 현지 측량한 둘레 1,559.7m를 비교하면
척당 49cm로 포백척(46.8cm)에 가깝다. 특히 웅천읍성의 경우 잔존고 5m지점에
서 폭 70cm의 여장이 2단 정도 확인되었고, 언양읍성의 치성11외벽의 잔존고가
485cm로서 13척을 포백척으로 환산할 때 624m가 되어 여장고를 감안할 경우 대체
로 성벽의 높이와 일치한다. 따라서 기존 성벽 길이의 기준은 포백척을, 부속시설물
조영에서는 영조척을 사용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성문의 경우 고현읍성 3문옹성, 진해읍성 2문옹성, 사천읍성 3문옹성, 하동읍성 3
문옹성, 남해읍성 3문옹성, 고성읍성 3문옹성, 기장읍성 3문옹성, 곤양읍성 3문옹성
등과 같이 3문인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문지에 옹성이 부설된다. 옹성의 경우 대부
분 반원형으로 타원형에서 반원형의 옹성으로 변화되었다. 대부분 문지의 폭은 3.
2～3.6m에 이르며, 세종조에 축조된 옹성은 옹성 체성부와 읍성 체성부의 폭이 대
체로 7m 내외로 같은 폭으로 축조되다가 문종대 이후 축조된 옹성에서 옹성 체성
부 폭이 체성부 폭보다 넓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기장읍성에서 증축된 것으로 보고 있는 문지의 폭이 3～4.5m24)로 웅천읍성
에서와 같이 문지의 평면이 외벽 쪽으로는 넓고 내벽 쪽으로 좁은 사다리꼴을 하고
있어 어느 시점에서 문지의 평면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의 경우 규모에 있어 언양읍성이 7.15～8m×8～10.45m, 고현읍성이 7.4m×
10.2m의 규모를 보이고 있어 진성보다는 다소 큰 것으로 보인다. 치성의 너비는
5m가 기본으로 치성과 치성과의 거리는 70m를 전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
현읍성 6개소, 김해읍성 20개소, 창원내상성 12개소, 곤양읍성 13개소, 기장읍성 6개
소, 동래읍성 12개소, 고성읍성 12개소, 남해읍성 13개소, 하동읍성 11개소, 사천읍
성 15개소, 진해읍성 6개소로 치의 기본적인 수치는 6개소와 12개소가 기본으로 성

24) 동양문물연구원, 기장읍성-보존정비를 위한 학술조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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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둘레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25)
해자의 경우 성벽에서 대체로 10m 전후를 띄우는 경우가 많으며 단면은 ‘U’자상
에 가깝다. 해자의 양안에는 석축벽을 축조하여 해자의 유실을 방지하고 있는데, 내
외벽간의 폭은 대체로 3m가 기본으로 넓은 곳은 10m에 이른다. 특히, 웅천읍성과
고현읍성, 언양읍성의 예에서 보듯이 해자 바닥에 목익시설을 하여 방어력을 높이
고 있으며 연해읍성지역에서는 대부분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설치되었으며 내륙지
역에서는 해자 중앙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문지 입구의 해자에서는 웅
천읍성 동문지에서와 같이 목제 가교가 조사되었고, 고현읍성의 경우 토석을 이용
하여 가교를 설치하였다.

2. 산성의 축조수법26)
조선 전기의 내지 관방은 다수의 산성을 이용하여 방어하는 체제로 산성에 유사
시 이웃 고을의 입보를 겸하여 군창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경남지역에서 조사된 대
부분의 산성 중 금정산성을 비롯 화왕산성 등은 대규모 산성이며, 진례산성, 미타산
성, 미숭산성 등은 임진왜란때 이전부터 내려온 산성을 수축하거나 새로 쌓은 산성
으로 정확한 축조연대는 미상이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내지 요충의 방어시설과
산성, 읍성을 비롯한 성지들의 방어능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고, 조선 후기 인조
때에는 감영과 병영이 요새화되어 산성을 두어 경영하였다. 그리고 숙종 때에 산성
의 수축이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임진왜란과 같은 대규모 적변에 대처하고자 요충
지를 중심으로 적에 대한 억제와 집중적 방어를 위하여 경상도에는 동래 금정산성,
성주 독용산성, 문경 조령산성, 선산 금오산성, 칠곡 가산산성, 진주 촉석산성 등 6
개의 대규모 산성으로 구성되는 방어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대구지방의 가산산성,
금오산성, 독용산성을 묶어 내삼각형을, 경상도 전체에 있어 3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남로 즉, 해로인 금정산성, 북로 즉, 호서로 하여 경기도로 가는 제1요로를 지
나는 조령, 서로 나가는 요충인 진주에 촉석산성 등이 외삼각형을 이루는 곳에 배치
하는 기각지세에 의해 적변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또한, 영조때에는 독진의 경영과

25) 沈奉謹, 韓國 南海岸沿岸城址의 考古學的 硏究, 學硏文化社, 1995, p253.
26) 나동욱, ｢금정산성의 현황과 축조수법고찰｣, 금정산성 종합정비계획,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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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축조가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이들 조선 후기 성곽들은 관방의 변화 양상을 파
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27)
조선 후기 성곽의 축조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남한산성28), 북한산성29), 성주
독용산성, 금정산성 등의 둘레 만척이 넘는 산성이 축조되는 등 산성의 대형화가 진
행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경상도의 동래 금정산성, 문경 조령산성, 선산 금오산성,
칠곡 가산산성30)의 경우처럼 중성 또는 외성이 축조되는 등 성곽의 중곽화가 진행
되었다는 점이다.
1) 체성

도판 66. 미타산성 남벽

도판 67. 금정산성 동벽

체성 벽석은 대부분 주변의 자연암반에서 떼어낸 화강암제의 판석상 할석을 사용
하였으며, 성벽축조에 편리하게 할석면과 할석의 자연석면을 적절히 배치하면서 축

27) 차용걸, ｢조선후기관방시설의 변화과정-임진왜란 전후의 관방시설에 대한 몇 가지 문제｣, 한
국사론, 국사편찬위원회. 1986.
28)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광주군. 남한산성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성곽 및 옹성, 포루
및 장대편, 2000.
한양대학교․경기도, 남한산성지표조사보고서, 1986.
광해군 13년(1621년)에 축조를 시작하여 조 4년(1639년) 완료, 원성 안 둘레 6,290보, 척
수로 2,366척, 본성은 둘레 8km.
29) 서울대학교박물관, 북한산성지표조사보고서-성곽과 성내부-, 1991.
숙종 37년 축조, 총 길이 7,620보(21리60보), 총둘레 9.5km, 체성 총연장 8.5km.
30) 칠곡군․대구대학교박물관, 칠곡 가산산성 지표조사보고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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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였다. 주로 기저부에서는 대형의 할석으로, 상단부는 비교적 작은 판석상의 할
석면 또는 할석의 자연면을 맞추어 잔돌끼워 허튼쌓기하였다.
조선 후기 경사지에서의 성곽축조는 성주 독용산성,31) 칠곡 가산산성, 담양 금성
산성,32) 금정산성 등의 예에서 보듯 급경사지에서는 2～3m 구간마다 계단식으로
축대를 덧 붙여 쌓아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정화를 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 성벽의 축조는 조선 후기 동래읍성33) 축조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집단이 구간
별로 구역을 정하여 성벽을 축조해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대부분의 성벽 상
부 여장의 기초에는 미석이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석 없이 여
장을 설치한 경우도 있다. 조선 후기의 군제 등으로 볼 때 총안은 전체 여장에 설치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도판 68. 금정산성 경사지 계단식 축성

도판 69. 가산산성 유단식 성벽

2) 미석과 여장
미석은 체성과 여장사이에 마치 눈썹과 같이 납작한 돌로 튀어나오게 설치한 시

31) 대구대학교박물관, 성주 독용산성 지표조사보고서, 1992.
성벽의 너비는 6m, 길이 3～4m 구간으로 경사가 급한 곳은 계단식(유단식) 축성.
32) 전남대학교박물관․담양군, 금성산성지표조사보고, 1989.
33) 경남문화재연구원, ｢동래읍성지 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2003 동래읍성은 동래, 양산, 기
장, 김해, 울산, 언양, 밀양 등의 농민과 노비, 경상감사 관할 64군에서 징발된 승군 7,091명,
동래의 동․서․남․북 4소의 사병 8,199명을 포함하여 총 52,003명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이
를 뒷받침하는 명문석이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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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로 체성의 맨 윗단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기능과 성벽을 타고 기어오르는 적병에
게 불리하도록 설치한 구조물이다. 화성성역의궤에서는 3촌 정도 튀어나온 것으
로 기록되어 있으며 체성 위에 미석 없이 바로 여장을 쌓는 경우도 많다.
여장은 외측에서 보면 성벽의 연장으로 성벽이 높게 보임과 동시에 내측에서 보
면 적으로부터 엄폐된 활동공간을 제공한다. 여장에는 총안이 있는 것이 보통이나
설치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총안, 타구 등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여장의 경우 여건에 따라 다르나 높이는 120cm 내외, 두께는 0.8cm 내외
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34)
북한산성의 경우 1～1.5m 높이로 축조되어 있었는데, 여장 상단에는 가로, 세로
30cm 가량의 총안이 50cm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고, 담양 금성산성의 경우 서문
북쪽 인근에서 가로 35cm, 세로 24cm, 깊이 80cm크기의 총안과 상폭 35cm, 하폭
50cm, 깊이 80cm, 타의 간격 280cm 규모의 타구가 조사되었다. 그 외 선산 천생산
성에서도 본성을 돌아가며 주로 자연절벽을 이용한 구간 성벽의 끝단 가까이에 여
장과 타구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유구가 조사되었다. 금정산성의 경우 대
부분 20～90cm 정도 높이로 남아 있으며, 여장의 높이는 최소한 80cm 이상으로 일
반적인 성곽에서와 같이 최대 120cm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판 70. 금정산성 남벽 미석 전경

도판 71. 북한산성 제1조사구간
여장 및 총안

34) 손영식, 한국성곽의 연구,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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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안

도판 72. 금정산성 동벽 총안

도면 24. 담양 금성산성 총안과 타 도면

금정산성에서는 동벽 제3망루 남쪽 나비바위 사이에서 제3망루 쪽으로 연결된 성
벽의 높이 190cm 상부에서 미석이 확인되었고, 여장의 폭은 80～90cm, 여장의 잔존
높이는 40～45cm 정도이다. 이곳의 여장에는 판석으로 조립한 30×30cm 크기의 정
사각형 총안이 미석을 바닥으로 하여 설치되어 있었으며 총안과 총안 사이의 중심
간 거리는 320cm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북벽의 미륵암 바위부터 암문2까지 구간의
성벽은 미석까지의 높이가 150cm 내외, 여장 폭 60～90cm, 여장 높이 50cm 정도가
잔존한다. 그 중 상태가 양호한 곳에서 15×15cm의 사각형 구멍이 확인되었는데, 아
랫면을 미석에 붙여 설치하였고 일부 구간에서는 160cm 간격으로 미석 상부에 세
로로 세워진 판석의 흔적도 보이고 있다.
성주 독용산성의 경우 전 지역에 총안이 설치된 것이 아니라 주로 동쪽과 북쪽,
남서쪽 성벽 일부 성벽에만 설치되어 있었으며, 동쪽 치성 상면에는 1.5～2m 간격
으로 총안이 설치되었다. 특이한 것은 기와제의 요자형 총안 부속물이 조사되었는
데, 역 ‘ㄱ’자 형태의 기와 2매를 붙여 총안을 구성하는 형태로 총안 내부의 폭은 약
30cm이며, 높이는 12.5cm이다.35) 또한, 금정산성은 타의 구별이 없는 연속된 평여
장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담양 금성산성의 경우 서문 북쪽 인근에서 여장
상부에 가로 35cm, 세로 24cm, 깊이 80cm 크기의 총안이 타구와 함께 조사되었으
며, 북한산성의 경우도 여장 상단에 가로ㆍ세로 30cm 가량의 총안이 50cm 간격을
35) 대구대학교박물관, 1992,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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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설치되어 있었다. 그 외 담양의 적상산성36)의 보루지 상벽 등에서도 총안형의
구멍이 조사되었다. 금정산성의 경우 경신년에 부사 박사창의 금정산성 물품 비축
관련 기록37)에서 장전 1,500개를 비롯한 조총 260여 자루 등이 보인다. 당시 재래무
기를 비롯한 조총이 여전히 산성에 비치된 상황을 보면 산성의 여장에도 총안이 설
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4) 망대․망루․돈대․포루

도판 73. 금정산성 돈대(蕃威墩)

도판 74. 남한산성 남옹성 포루2 전경

일반적으로 망대는 적이나 주위의 동정을 살피기 위하여 높이 세운 곳이며, 망루
는 망을 보기 위한 누각이나 다락집 구조로 설명하고 있으나 혼용하여 쓰는 경우도
있다.38)
포루는 성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성벽을 돌출시켜 대포를 쏠 수 있게 장
치한 누각을 말한다. 조선 후기의 산성인 성주 독용산성과 칠곡 가산산성 등이
동․서․남․북의 4곳에 포루를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들 포루는 각 산성
의 비치물품 등의 기록과 함께 성내에서도 성벽의 전망이 좋은 동․서․남․북 사
36) 한국전력주식회사. 무주양수지점(적상산성지역) 문화재현황조사보고서, 1979
37) 동래부지(영조 16년(1740)), 성곽, 산성조에서는 “화약 2,923근, 염초 134근 15량 1전, 유황
3,512근 9량 7푼, 화승 100사리, 남비개 100개, 이약통 100개, 장전 1,500개, 교자 156장, 흑각
궁 100장, 조총 260여 자루, 연환 88,546개, 연철 1,196근 9량, 화약입성대자 59부, 궤자 55좌를
경신년에 부사 박사창이 고쳐서 비축함”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38) 장기인,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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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모퉁이 지점에 주로 설치되어 있다. 금정산성 제1건물지의 경우 성벽 바깥쪽
으로 용도 형태의 장방형 치성 내부에 2칸의 건물과 암문형의 문을 배치한 형태로
남한산성의 옹성이나 포루(도판 74 참조), 가산산성의 포루 등과 유사한 구조를 지
니고 있어 조선후기 포루가 설치된 산성들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39)
5) 장대
금정산성에서 성벽의 부속 시설물로서 장대지(將臺址)가 조사되었다. 장대지는
제4망루쪽에서 서남쪽으로 뻗어 나온 능선의 말단 해발 475m고지 평탄면에서 확인
되었다. 장대지는 평탄지의 북단에 치우쳐 있는데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초석간의
거리는 어칸 240cm, 협칸 220cm, 측면 200cm이다. 건물 내부 바닥에는 20×20cm크
기의 전돌이 깔려 있다. 정면에만 80～100×30～55cm×20cm 크기의 다듬은 화강석재
의 높이 1단의 기단석렬을 조성하고 나머지 동ㆍ서 측면과 배면에는 기단자리에 담
장 석렬이 조성되어 있다.
금정산성의 장대는 산성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정진에서 가장 가
까우면서도 성내에서 모든 방향이 조망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도판 75. 금정산성 장대 발굴모습

도판 76. 장대 복원 모습

39)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광주군, 남한산성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2000, 성곽 및 옹
성, 포루 및 장대편.
칠곡군․대구대학교박물관, 칠곡 가산산성 지표조사보고서, 1999.
대구대학교박물관, 선산 천생산성 지표조사보고서, 1993.
――――――――, 성주 독용산성 지표조사보고서, 1992.
한양대학교․경기도, 남한산성지표조사보고서,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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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봉토고분 축조수법 연구

1)권종호* ․ 조명래**

요 약
삼국시대가 되어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의 기틀이 마련되고 난 후 당시 권력자의
권위를 높이고 사회의 구성원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통합의 상징물 역할로 대형봉
토고분이 등장하게 된다. 봉토고분의 축조는 정치적 위계, 경제적 우열, 토목 또는
건축공학 기술집약, 지역 간의 교류, 장례 절차과정에서의 정신세계 등 다양한 접근
이 가능하다. 따라서 봉토고분의 세부적인 축조수법에 대한 조사와 이를 통한 세밀
한 분석과 정리작업은 이러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
이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한 삼국시대 봉토고분의 조사내용을
정리하고 현재 조사중인 윤암리고분군의 조사내용을 소개하여 삼국시대 봉토고분
의 축조수법과 장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함안 도항리6호분, 고성 기월리1호분 등의 대형 봉토고분 발굴조사를 통해서는
봉분의 축조수법을 세밀하게 파악하였다. 또한 김해 금관가야 세력권, 신라문화 영
향권, 백제와 가야의 접경지역 등 지역의 차이는 있지만, 각각 다른 특징의 고분 축
조과정에서 다양한 제의행위가 이루어진 지역 특유의 장속이 존재하고 있음을 면밀
한 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었다.
또한 의성 윤암리고분군의 발굴조사는 평면조사와 함께 봉분 하강조사를 병행하
면서 비교적 조사 예가 드문 중ㆍ소형 봉토고분의 축조수법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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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암리고분군은 3개군으로 나뉘어 직경 6~16m 규모의 봉토고
분이 총 150여기 분포하는 대규모 고분군으로서 三國史記에 기록된 召文國의 실
체 규명에 중요한 고고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재 조사중인 ‘나’군에서는 봉토
고분 32기가 밀집분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봉토고분의 규모와 무관하
게 정지층 및 성토 작업단위마다 일정량의 봉토재를 구획성토한 흔적이 조사되었
다. 매장주체부의 성격은 지상식의 장방형, 방형계 횡구식석실묘로 다수의 배장묘
가 조사되었다. 또한 봉분조성 단계마다 장속관련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 등 낙동강
상류수계 중형급 고분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고고학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출토유
물을 참고한 유적의 조성 연대는 5세기 후반~6세기 후반대로 의성지역 재지의 전통
적 요소와 신라지역 토기의 확산을 통한 문화양상 변화를 고고학적으로 밝힐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연구원은 영남 각지의 다수의 고분을 발굴조사하면서 봉토
고분의 세부적인 축조수법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고대인들의 고도로 발달된 기술 수
준과 관념적인 의식을 밝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이것이 고분 조사방법의 범
위와 해석에 한 단계 발전된 연구자세로 이해되어 보편적 조사방법으로 정착화될
필요성을 강조해 본다.
주제어 : 삼국시대, 봉토고분, 축조수법, 조사방법, 장속

Ⅰ. 머리말
삼국시대의 무덤은 주검을 보호하는 매장주체부 시설인 墓와 내부시설을 보호하
는 반구형의 封墳으로 구분된다. 封墳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둑, 제방, 언덕을
표현하거나 무덤에 흙을 다져 돋운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매장주체부 구축을 비롯
한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 낸 전체적인 외형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삼국시대 고분
은 매장주체부 설치 이후 밀봉작업이 이루어지고 높이에 관계없이 盛土행위가 이루
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동사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봉(封)’이며 이 과
정에서 흙[土]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흙을 쌓아 만든 높은 형태의 무덤’을 ‘封土古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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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한다.1)
삼국시대 봉토고분은 매장주체부를 보호하는 목적을 비롯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 매장주체부 상부에 흙이나 돌을 덮어 규모를 크게 만든다. 묘역의 선정으로부
터 整地, 매장주체부 및 거대한 봉분 구축, 외부시설의 조성 등 일련의 작업을 비롯
하여 오랜 세월동안 그 규모와 형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면적과 부피, 노동
력, 경사도의 계산 등 토목, 건축, 구조역학적인 지식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일
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형 봉토고분에 대한 조사는 외형 정화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적 학술조사에 머무르면서 시ㆍ군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복
원업체에 일임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부분적 트렌치 조사만 긴급구제발굴로 진
행되면서 경비나 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에 따라 봉분에 대
한 조사기간과 경비를 책정하지 않아 봉토고분의 발굴조사는 매장주체부에 한정된
제한적 조사에 그쳐 조사의 후진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삼국시대 봉토고분의 조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봉토고분이
고대의 토목기술이 집약된 주요 구조물이라는 인식 제고가 점차 확산되어 삼국시대
고분 내에서 봉분 축조방법 이해를 위한 다양한 조사방법 연구와 그 결과에 주목하
고 있으며 봉토고분에 대한 연구사례2)도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서 이를 토대로 고
분 발굴조사에서 봉분 축조과정 복원 및 봉분 조성과정에서의 기술적 사례와 함께
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가야고분 축조기법Ⅰ, 2012.
2) 이희준, ｢해방전의 신라ㆍ가야고분 발굴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고고학보 24, 한국고고학회,
1990.
______, ｢사분법 발굴의 제토방식에 대하여｣, 영남고고학보 10, 영남고고학회, 1992.
조영현, ｢봉토분의 성토방식에 관하여-구분성토현상을 중심으로-｣, 영남고고학보 13, 영남고
고학회, 1993.
______, ｢황남대총과 천마총의 구획축조에 대하여｣, 영남고고학보 31, 영남고고학회, 2002.
井上主稅, ｢대구 화원 성산리1호분 분구축조방법의 검토｣, 대구 화원 성산리1호분, 경북대
학교박물관, 2003.
박정화, ｢고찰｣, 대구 불로동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박미정, ｢삼국시대 봉토분 조사방법론｣, 야외고고학 창간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06.
______, ｢삼국시대 봉분축조 방법의 변화 시론-대구 불로동고분군을 중심으로-｣, 동아문화
6,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9.
장정남, ｢영남지역 고분의 봉토구조 연구｣, 천마고고 5, 천마고고연구회, 2008.
김강남, ｢5~6세기 신라고분의 매장주체부 위치에 따른 봉토 구조와 변화-낙동강과 금호강의
중ㆍ하류 유역을 중심으로-｣, 야외고고학 15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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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정별 과정에서의 장속에 대한 복원까지 심화되기도 한다.
봉분을 성토하는 기술로는 작업 인력을 일정 단위로 나누어 구획성토하는 방법,
매장주체부 가까이에 둑을 쌓고 둑에 기대어 봉분을 성토하는 방법, 점토덩어리나
흙주머니(土囊)를 쌓는 방법, 성질이 다른 흙을 두께가 얇은 띠상으로 반복해 쌓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봉분 축조과정에는 상례 절차에서
행해진 수많은 의식 행사 즉, 의례가 포함되어 있지만 고고학적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비물질적인 것이 대부분으로 고대인들의 관념의 표상인 장속의례에 관한 정보
는 기존의 조사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영남 각지의 다수의 고분을 발굴조사하면서
고대인들의 고도로 발달된 기술 수준과 관념적인 의식을 밝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
해왔다. 함안 도항리6호분, 고성 기월리1호분 등의 대형 봉토고분 발굴조사를 통해
서는 봉분의 축조수법을 세밀하게 파악하였다. 그리고 당시 중심지에 위치하지는
않지만 각각의 지역에서 일정한 축조수법을 가지고 있는 중ㆍ소형고분군들을 조사
하면서 고분의 축조수법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고분의 내부조사
를 완료한 후 해체조사를 진행하여 정확한 축조수법 뿐만 아니라 축조과정의 연속
선상에서 행하여진 장속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면서 봉분조사와 해체조사의 중요성
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성 윤암리고분군의 발굴조사를 진행하면서 평
면조사와 함께 봉분 하강조사를 병행하여 비교적 조사 예가 드문 중ㆍ소형 봉토고
분의 축조수법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동안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한 삼국시대 봉토고분의 조사내
용을 정리하고 현재 조사중인 윤암리고분군의 조사내용을 소개하여 삼국시대 봉토
고분의 축조수법과 장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삼국시대 봉토고분 조사사례
1. 대형 봉토고분
1) 함안 도항리6호분3)
함안 도항리(사적 제84호)ㆍ말산리(사적 제85호) 고분군은 아라가야의 수장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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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힌 대형 고분군으로 113기의 크고 작은 봉토고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중 도항리6호분은 중앙의 부능선에 위치하는데, 직경 33m 정도의 초대형급으로
주변 봉토고분과 함께 피장자의 생전 위계질서를 반영하여 조성된 무덤복합체
(Ranked mound complex)로 설명 가능하다. 후대의 경작과 도굴로 훼손이 심하여
원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태였으며 매장주체부는 수혈식 석곽묘의 구조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항리6호분의 축조수법을 복원하면 다음과 같다.

①구릉의 약간 돌출된 부위에 봉토고분이 조성될 묘역을 선정한 뒤 평탄면을 조
성하고 점토를 20~25cm 두께로 깔아 정지하였다.

②정지면과 암반생토를 굴착하고 매장주체부를 축조한다. 묘광은 길이 14m, 너
비 5m 정도로 넓게 굴착하였고, 벽석은 주로 판석을 사용하여 면석과 뒷채움석을
쌓았다. 매장주체부 구축에 사용된 벽석재와 보강토는 묘광 굴착시 발생한 토재와
석재를 이용하였으며 시상석은 원마도가 좋은 할석을 사용하였다.

③매장주체부를 구축한 후 최상단석을 쌓아 올리면서 매장주체부 양장벽 주변에
만 먼저 성토한다. 이러한 작업은 극세장방형을 띠는 매장주체부 상부에 원형의 봉
토를 조성하기 위한 작업상의 준비 과정으로 추정된다.

④기 성토한 부분 바깥으로 봉토의 범위를 확장 성토하여 가시화하였다.
⑤매장주체부에 피장자를 안치하고 유물을 부장한 뒤 판석 12매를 이용하여 개석
을 설치하였으며 개석과 벽석 사이는 양질의 점토로 밀봉하고 개석 상부의 빈 공간
에는 소형의 판석을 채워 넣었다. 이후 제방상으로 쌓아올린 매장주체부 주변 성토
면까지 쌓아올려 1차 평탄면을 조성하였다.

⑥매장주체부의 주축을 기준으로 평면 방사상 구획하여 성토작업을 진행하였다.
본격적으로 외형적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공정으로 크게 2단계의 작업단위가 확인
되었는데, 각 단계별 작업단위의 두께는 70cm 정도이고, 구획경계의 위치와 지형에
따라 봉토재를 달리하였다. 봉분의 둘레 바깥으로는 동쪽과 북쪽에만 너비 7~11m
정도의 주구가 일부 잔존하고 있다. 주구 내에서는 발형기대편, 대호편, 고배편 등
여러 종류의 토기가 파손된 채 흩어져서 출토되었는데, 장속과 관련된 흔적으로 추

3)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함안 도항리6호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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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제1공정 : 정지 공정
묘역 정지 및 주구 굴착

제2공정 : 매장주체부 구축 및 밀봉 공정

제2공정 : 매장주체부 구축 및 밀봉 공정

제2공정 : 매장주체부 구축 및 밀봉 공정

②석곽 최상단석 축조+장벽 주변부 성토(유물 부장)

③규모 확장

①묘광 굴착, 석곽 축조

제3공정 : 성토 공정

제3공정 : 성토 공정

①구획성토(성토 1단계)

②구획성토(성토 2단계, 추정 복원)

도면 1. 도항리6호분 축조수법 모식도

이제까지 가야지역에 잔존하는 대형 봉토고분의 조사에서는 봉분 조성과 매장주
체부의 축조 과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 과정의 역순으로 규명한 사례가
드문 상태였으므로 함안 도항리6호분의 조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 결과, 봉분
조성을 공정별로 세분된 토목기술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통
계적 수치와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해 자료의 객관성을 부가하였다.
2) 고성 기월리1호분4)
고성 기월리1호분은 소가야의 수장급이 묻혀있는 대형 봉토고분으로서 사적 제
119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고성 송학동고분군과 하나의 고분군으로 포괄되어 있
는 곳이다. 기월리1호분은 조사전 매장주체부가 봉분 상부에 드러나 있었으며 매장
주체부 하부의 봉분에 대한 순차적인 하강 조사 결과, 밝혀진 축조수법을 복원하면
다음과 같다.

4)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고성 기월리1호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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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먼저 봉분이 조성될 부지를
선정하고 봉분의 외면으로 주구
를 굴착하여 봉분의 범위를 확정
하였다. 주구는 서쪽과 남쪽 2개
소에 너비 70~220cm 정도의 단절
부가 있으며 주구와 단절부에서
각종 토기편이 파쇄된 상태로 출
토되었다.

②봉분의 기저부를 조성한 후,
다시 암갈색 사질점토를 10~30cm

도판 1. 기월리1호분 조사 중 항공사진

두께로 정지하여 하부공정을 완
료하였다. 이러한 수법은 고성지역에서 조사된 대형 봉토고분에서 공통적으로 보이
는 현상으로 주술적인 의미로 파악된다.

③정지층 마련 후 본격적으로 성토작업을 하였는데, 단면상에서 매장주체부의 위
치를 경계로 성토 1ㆍ2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성토 1단계는 매장주체부 설치 이전
에 조성된 부분으로 봉분의 외형을 이룬다. 성토작업은 중앙부에서 방사상으로 평
면을 8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성토한 것으로 파악된다. 8개의 구획은 토재, 구획각도
등을 통해 크게 가ㆍ나 2개의 구획부로 나뉘고, 이는 다시 가1~4, 나1~4로 세분된
다. 가구획의 구획각도는 평균 약 35˚ 정도로 풍화암반알갱이가 포함된 황색ㆍ암갈
색 사질점토로 축조하였고, 나구획은 평균 약 55˚ 정도로 가구획에 비해 넓은 편이
며 흑갈색 사질점토와 흑색 점토를 사용하여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성토 1단계 작
업은 다시 4단계의 작업단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작업단위 내에서 평면 방사상 구
획을 다시 횡방향으로 구획하여 축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획재로는 판재나 점토
괴, 석재를 사용하거나 봉토재 자체를 지그재그 상으로 교차 성토하기도 하였다.

④매장주체부는 성토 1단계 작업이 완료된 후 봉분을 재굴착하여 조성하였는데,
동단벽 최하단석 일부만 잔존하는 등 매장주체부의 훼손이 심하여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수혈식 석곽묘로 판단된다.

⑤매장주체부 축조가 완료되고 개석을 밀봉한 후 다시 성토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매장주체부 일부만 잔존할 뿐 봉분 상부는 완전히 유실되어 축조 양상을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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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청동기시대 분묘 축조 후, 기월리1호분 축조 전 상태

제1공정 : 묘역 조성 및 주구 시설

제2공정 : 정지 작업

제3공정 : 성토 1단계(하부 봉분 조성) - 작업단위1

제3공정 : 성토 1단계 - 작업단위2

제3공정 : 성토 1단계 - 작업단위3

제3공정 : 성토 1단계 – 작업단위4(추정 복원)

제4공정 : 매장주체부 축조(추정 복원)

제5공정 : 개석 밀봉 및 성토 2단계(추정 복원)

도면 2. 기월리1호분 축조수법 모식도

기월리1호분 조사를 통해 토대를 우선 구축하고 매장주체부를 조성하며 이후, 봉
분의 고대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대형 봉토고분 축조수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
었다. 이러한 축조수법은 묘제의 변화와 무관하게 고성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소가
야 세력권 내의 보편적인 상황으로 이해되며 성토단계에서의 명확한 구획성토, 점
토괴 사용, 호석을 배제하고 주구를 설치하는 등의 공통적인 속성 또한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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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ㆍ소형 봉토고분
1) 김해 죽곡리고분군5)
김해 죽곡리고분군은 금관가야의 정치세력 범위인 진영평야와 김해시 사이의 진
례분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죽곡리고분군에서는 삼국시대 고분 131기가 조사되었
는데, 삼한시대 생활공간으로 주거지를 조영하였던 구릉부가 폐기되고 시간이 흐른
후, 그 후손들이 죽음의 공간으로 재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죽곡리고분군에서는 이제까지 발굴조사의 주요 관점에서 벗어나 있던 장속행위
에 대한 고고학적인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존의 수혈식석곽묘는 봉
분이 잔존하지 않고 대부분의 유구가 도굴로 인해 원형 훼손이 심하여 고분의 축조
과정에 대한 전모를 모두 밝힐 수는 없었지만, 매장주체부의 해체조사를 통하여 다
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장속에 대한 모델화를 제시하였다.

①벽석축조

②시상면 시설

③하관 및 유물부장

④석곽 밀폐 후

⑤봉분조성

⑥무덤축조 후 제사

도면 3. 석곽묘 축조과정의 장속모델

5)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해 죽곡리유적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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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곽묘 축조과정은 일반적으로 묘지 선정 후에 묘광 굴착→벽석 축조→시상면 시
설→시신 안치 및 유물부장→석곽 밀폐→봉분 조성의 절차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때, 고고학적 결과물로서 장속이 나타나는 과정은 벽석 축조와 시상면 시설, 유물부
장, 석곽 밀폐에서 봉토 조성과정까지이다. 죽곡리고분군의 조사에서는 시상면 시
설과정에서의 장속에는 토기편 분리매납, 철제 무기류 매납, 토기 매납구(요갱) 설
치 등 다양한 형태가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내용을 단면 모식도와 함께
표를 통해 모델을 제시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벽석을 세우고 묘광과 벽석 사이의 보강토 충전과정에서 토기편을 매납하는 장
속으로 고배 대각편과 호 동체부편, 연질토기편 등이 사용되었다.

②시상면 시설과정에서 정지면 마련 전에 생토면 바닥에 철기와 토기를 매납하였
다. 철기는 주로 무기류가 매납되고, 토기는 대각을 분리한 고배 배신과 파배를 사
용하였다.

③시신을 안치하는 하관과 유물부장 과정에서 고배와 발형기대 등의 대각을 분리
하여 별도의 공간에 매납하였다.

④석곽을 개석 혹은 목개로 밀폐한 후, 상부를 충진하는 과정에서 통형기대와 대
호, 연질호 등을 파손하여 매납하였다.

⑤봉분 조성 단계에서 대호, 연질호를 파손하여 매납하거나 주조철부를 봉분조성
과정에서 매납하였다.

⑥봉분 조성 이후 어느 시점에서 인근에 수혈 등을 굴착 한 후 토기를 매납하였
다.
죽곡리고분군의 조사 이전에는 중ㆍ소형급의 고분에서는 장속이라는 개념 자체
를 적용한 예가 드문 상태로 장속의 결과로 인한 고고학적인 내용이 존재한다하더
라도 조사자의 인식 미비로 인해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그러나 이
후 우리 연구원에서는 조사 초기부터 시상면조사와 매장주체부 해체 등의 조사기간
확보에 주력하여 다수의 고분에서 다양한 장속관련 고고학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장속행위는 석곽의 벽석축조 단계에서 묘광과 벽석사이에
토기를 매납하는 행위인데, 진해 마천동고분군, 하동 흥룡리고분군, 울산 송정고분
군 등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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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 호계ㆍ매곡동고분군6)
울산 호계ㆍ매곡동고분군은 당시 신라 수도 경주의 외곽지역인 울산의 북쪽에 위
치하고 있으며 적석석곽묘 16기, 석곽묘 1기 등 모두 17기가 조사되었다. 주구와 호
석, 봉분을 갖추고 있으며 매장주체부에서 피장공간과 유물부장공간의 평면배치 형
태에 따라 ‘직렬식’과 ‘병렬식’ ‘凸’자형과 ‘日’자형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고분은 등고선의 방향과 직교되는 동-서향으로 연접조성하였는데, 전체적인 배치
형태를 감안할 때 1A호분과 2A호분을 중심으로 동쪽의 1군(7기)과 서쪽의 2군(8기)
으로 대별된다. 1군은 서쪽의 1A호분을 중심으로 동쪽의 구릉상부 방향으로 축조되
었으며 2군은 1A호분과 연접하는 2A호분을 중심으로 서쪽의 구릉하부 방향으로 대
칭적으로 조성하였다. 울산 호계ㆍ매곡동고분군은 상호간의 배치 및 중복관계를 통
해 볼 때, 종ㆍ횡방향으로의 시간성을 반영하고 있는 지방 세력가의 친연관계에 따
른 가족묘로 발굴조사 과정에서 경주 외곽지역의 묘제 변화 및 축조과정, 의례행위
등의 장속을 밝힐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였다.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축조수법을
복원하면 다음과 같다.

①개별 유구를 축조하기 위해 적갈색 사질점토를 사용하여 묘역을 조성하였는데,
각 분묘를 설치할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묘역을 조성하였다.

②매장주체부가 설치될 지점을 얕게 되파기하여 묘광을 조성하였는데, ‘凸’자형
매장주체부의 경우 돌출된 부장칸도 함께 설치하였다. 묘광내에는 율석과 암갈색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전면 정지하였다.

③할석을 이용해 적석석곽부와 부장칸의 벽석을 설치하였다. 또한 1차 봉분을 함
께 조성하였는데, 호와 발 등의 유물을 매납하는 장속이 이루어졌다.

④축조공정상 제3공정과 바로 연계되어 진행되는 단계로 관을 안치하고 유물을
부장한다.

⑤적석석곽부와 부장칸 상부에 적석이 이루어지고 2차 성토 봉분이 설치되는 공
정으로 적석 상부에서 토기가 출토되어 순차적인 축조 공정 내에 유물을 매납하는
장속이 연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6)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울산 호계ㆍ매곡동 복합유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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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개석 설치와 밀봉이 이루어지는데, 상부적석과 시간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개석을 설치한 후 갈색계의 사질점토를 이용해 적석 상부를 밀봉하였다.

⑦봉분을 성토하고 봉분의 최말단부를 되파기하여 주구를 설치한 후, 호석을 축
조하였다. 호석 외곽의 주구 내에서 대호와 개, 고배편 등이 출토되어 장속이 이루
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제1공정: 묘역조성

제2공정: 묘광 설치 후 묘광 내 정지

제3공정: 1차 봉분 성토, 적석석곽부, 부장칸설치

제4공정: 목관 안치, 유물부장

제5공정: 2차 봉분 성토, 상부 적석

제6공정: 개석설치, 밀봉

제7공정: 봉분 성토, 주구ㆍ호석설치, 제의행위

도면 4. 울산 호계ㆍ매곡동고분군 축조수법 모식도

3) 하동 흥룡리고분군7)
하동 흥룡리고분군은 지리산 남서쪽 능선부에 속하는 분기봉의 서쪽사면부가 섬
진강의 하상충적지로 이어지는 능선말단부의 경사면상에 입지하고 있다. 이곳은 삼
국시대부터 가야와 백제, 신라, 왜 등 다양한 세력의 문화교류가 있었던 곳으로 삼
7)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하동 흥룡리고분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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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대 고분 28기가 조사되었다. 흥룡리고분군에서는 대가야양식토기의 출토 비율
이 높으며 소가야, 신라, 백제 등 다양한 지역 양식의 토기가 출토되어 삼국시대 문
화의 접경지로 이해되나 묘제와 유물의 부장양상에서 재지의 독자성이 강하게 잔존
하며 전통적인 문화양상이 상당기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고분은 일정 공간
의 공지를 두고 등고선을 따라 열상배치되어 군집을 이루면서 밀집 조영되었는데,
단일개체로는 작은 규모이지만 밀집 형성함으로서 아래의 평지에서 볼 때 대형봉분
처럼 상대적으로 高大하게 조영된 것과 같은 시각의 극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추
정된다.
흥룡리고분군에서는 봉분이 대부분 유실되어 잔존하고 있지 않았지만 매장주체
부의 경사면 상부로 주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부 벽석을 봉분구축토(성토 1단계)
와 함께 쌓아올리게 되면서 봉분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주구를 중심으로 하
나의 봉분 내에 1기의 수혈식 석곽묘가 조영된 단곽식과 복수의 수혈식 석곽묘가
조영된 다곽식이 모두 조사되었는데, 해체조사를 통해 밝혀진 흥룡리고분군의 축조
수법은 다음과 같다.

①매장주체부인 수혈식 석곽묘의 묘광을 굴착할 곳을 선정한 후, 경사면 상부로
2~3m 정도 이격된 곳에서부터 ‘ㄴ’자 형태로 정지하였다.

②이후 벽석의 축조가 이루어지는데, 최하단석은 주로 편마암제의 판석상 할석을
이용하여 가로세워쌓기하였다. 정지면이 경사면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최하단석의
축조시 사면 상부쪽은 벽석과 묘광 사이를 점성이 강한 갈색 점질토로 보강하고 사
면 하부쪽은 최하단석이 묘광 상부로 노출되기 때문에 봉분구축토를 쌓아 보강하면
서 상단부까지 축조하였다. 이때 사면 하부쪽으로 1차 성토부가 조성되면서 봉분의
기초적인 외형이 완성되었다. 벽석 축조과정에서는 토기편을 묘광과 벽석 사이 보
강토에 뿌리거나 완형의 토기를 매납하는 장속이 이루어졌다.

③석곽의 축조가 완료된 후에 시신을 담은 목관을 안치하고 유물을 부장하였다.
④석곽 내부에 목관을 안치하고 유물을 부장한 후에 개석을 횡가하여 석곽을 밀
봉하였다. 이후 개석 상부로 2차 성토부를 조성하면서 봉분의 전체적인 외형을 완
성하였다.

⑤봉분의 성토가 완료된 이후 경사면 상부의 봉분 일부를 굴착하고 주구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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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경사면 상부의 가장자리를 두르듯이 설치하였다. 주구 바닥면에서 호류
와 개배류를 파쇄하여 매납하는 장속이 이루어졌다.

⑥다곽식의 경우 1차 매장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주구의 범위 내, 즉 동일 묘역
내에 1~2기의 매장주체부가 추가로 매장되었다.

제1공정: 묘역 정지 및 묘광굴착

제2공정: 석곽 축조

제3공정: 목관 안치 및 유물부장

제4공정: 석곽 밀봉 및 봉분 조성

제5공정: 주구설치 및 장속

제6공정: 추가매장

도면 5. 흥룡리고분군 축조수법 모식도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해 금관가야 세력권, 신라문화 영향권, 백제와 가야의
접경지역 등 지역의 차이는 있지만, 각각 다른 특징의 고분 축조과정에서 다양한 제
의행위가 이루어진 지역 특유의 장속이 존재하고 있음을 최근 새로운 조사를 통해
서 밝힐 수 있었다. 이것은 고분 조사방법의 범위와 해석에 한 단계 발전된 연구자
세로 이해되어 보편적 조사방법으로 정착화될 필요성을 강조해 본다.

Ⅲ. 의성 윤암리고분군 조사성과
1. 조사현황
의성지역은 낙동강에서 합류하는 두 개의 수계로 양분되고 있다. 하나는 의성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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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로지는 南大川과 금성면 일대를 흐르는 雙溪川이 합류하여 渭川을 이루는 수
계이고, 다른 하나는 의성의 북부에서 북쪽으로 흘러 낙동강에 유입하는 美川 수계
로 이들 수계에 따라 고분군의 분포권이 구분된다.8)
쌍계천유역에는 금성면의 대리, 탑리, 학미리 등지에 연접하여 고분군이 분포하
고 있다. 이들 고분군은 의성지역의 중심고분군으로 현재 금성산고분군(경상북도
기념물 제128호)으로 통칭되는데, 三國史記9)에 기록된 召文國의 옛터로 비정되고
있다. 금성산고분군은 대리와 탑리의 북쪽 구릉 일대에 분포하며 봉분 직경 10~
25m, 높이 1~8m 정도의 봉토고분 200여기가 유존하고 있는데, 조문국 사적정비사
업의 일환으로 수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이 지역 고분군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의성군의 북동쪽과 안동지역에 위치하는 낙동강 대지류인 미천유역의
고분군은 중상류역인 의성군 점곡면과 단촌면 일대, 안동시 일직면 일대에 분포하
고 있는데 금성산고분군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며 일부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
어진 상태이다.
의성 윤암리고분군은 금성산고분군에서 북동쪽으로 약 20km 이격된 미천유역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나’군의 32기의 봉토고분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변지역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윤암리고분군 내에는 3개군(‘가’군 : 45기, ‘나’군 :
61기, ‘다’군 : 40기)으로 나뉘어 총 150여기의 봉토고분이 분포하는 대규모 고분군
으로 파악되었다. 봉토고분은 0.2~3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밀집 분포하는데,
‘가’군은 능선의 경사면을 따라 대체로 종렬배치된데 비해 현재 조사중인 ‘나’군과
‘다’군은 등고선의 방향과 대체로 평행하게 병렬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봉분의 평면
8) 國立中央博物館, 義城塔里古墳, 1962.
金基雄, ｢義城大里發掘調査報告｣, 史學硏究 20, 1968.
梨花女子大學校博物館, 造塔洞古墳發掘調査報告, 1975.
慶北大學校博物館, 義城 長林洞廢古墳群, 1982.
, 安東 造塔里古墳群, 1996.
, 義城 鶴尾里古墳群, 2002.
, 義城 大里里3號墳, 2006.
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義城 大里里2號墳, 2012.
9) 三國史記 卷34 <雜志> 地理1 新羅.
聞韶郡 本召文國 景德王改名 今義城府 領縣四 眞寶縣 本柒巴火縣 景德王改名 今甫城 比屋縣
本阿火屋縣[一云幷屋] 景德王改名 今因之 安賢縣 本阿尸兮縣[一云阿乙兮] 景德王改名 今安定
縣 單密縣 本武冬彌知[一云曷冬彌知] 景德王改名 今因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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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는 기본적으로 원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규모는 직경 660~1,580cm, 잔존높이
는 70~420cm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규모의 대소와 관계없이 0.2~3m 정도의 간
격을 유지하면서 밀집 분포하고 있다. 대형의 봉토고분은 구릉 상부에 해당하는 조
사대상지역 동쪽 급경사면에 주로 분포하는 반면, 소형은 대부분 중앙에서부터 서
쪽 완경사면에 밀집 분포하여 규모별로 입지를 달리하는 특징을 보인다.
윤암리고분군은 봉분이 양호하게 잔존하고 있으며 단일 고분군 내에 밀집되어 단
위고분군 형태로 유존하는 보기드문 고분군으로 고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가치
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판 2. 윤암리고분군 원경(북서-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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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윤암리고분군(‘나’군) 유구배치도

2. 조사성과
1) 축조 공정
(1) 묘역조성 및 정지작업
대부분의 봉토고분이 구릉 경사면에 축조되었기 때문에 묘역을 정지하기 위해 생
토층을 일부 굴착하여 수평면을 조성한 후, 굴착한 생토층을 봉분이 조성될 범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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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10~20cm 두께로 깔아 정지하였다. 정지
토 조사과정에서 금동제 세환이식이 출토

배장묘

되어(8호분) 묘역조성단계부터 장속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윤암리고분군에
서 규모가 가장 대형인 18호분은 적갈색
사질점토를 사용하여 50cm가량 정지층을
두껍게 조성하였는데, 봉분의 외형을 高大

배장묘

하게 보이기 위해 기저부를 높혀 土臺를
만든 후, 그 상부에 매장주체부를 조성하였
다. 경사 하부쪽으로는 봉분 정지층의 가장
자리에 맞춰 1단 정도 호석을 설치하였다.

도판 3. 18호분 봉분 평면토층 및
배장묘(항공사진)

(2) 묘광설치 및 배장묘설치
정지층 및 생토층을 얕게 굴착하여 매장주체부의 묘광을 설치한다. 매장주체부는
대부분 지상식의 횡구식 석실묘로 경사면 상부는 묘광을 일부 굴착하여 최하단석
일부가 굴착면 아래에 위치하고, 경사면 하부의 최하단석은 정지층 상부에 위치하
게 된다. 매장주체부의 조성과 동시에 소형의 수혈식 석곽묘가 배장묘로 정지면 상
면에서 추가로 조성되었다.

도판 4. 1호분 동쪽 봉분 토층(경사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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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장주체부 설치 및 성토 1단계
윤암리고분군은 지상식구조로
매장주체부 설치와 동시에 봉분
을 성토해 나간다. 벽석을 축조
작업단위
최소
성토단위

성토
1단계

하면서 동시에 벽석 뒷부분에 흙
을 일정 범위만큼 덧붙여 벽석을
지지한 후, 외면에 봉토재를 덧

도면 7. 봉분 축조수법 관련 용어

대어 가면서 봉분의 외형을 완성

하였다. 정형화된 형태는 아니지만 이질적인 봉토재를 한 번씩 쏟아 부은 흔적이 관
찰되는데, 봉토고분 축조시의 최소 성토단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장주
체부는 대부분 장방형과 방형의 횡구식 석실묘인데, 장방형석실묘는 소형할석과 천
석, 방형은 치석된 점판암계 할석을 사용하여 벽석을 축조하여 평면형태에 따라
석재의 차이를 보인다. 시상대는 소형의 천석을 이용하여 마련하였는데 장방형석실
은 매장주체부의 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설치하였으며 방형석실은 매장주체부의
주축과 직교되게 입구 반대편 단벽에서부터 설치해 나갔다.
(4) 개석설치 및 밀봉
벽석의 축조가 완료된 후 개석을 횡가하여 석실을 밀봉하였다. 개석으로 사용된
석재는 규모가 큰 장방형의 할석이며, 개석과 석실의 규모를 대비해 보면 대략 6~8
매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나 대부분 유실되어 원상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다. 1호
분은 개석 상부에서 대부장경호 1점이 출토되어 개석 상부 밀봉과정에서 장속행위
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5) 시신안치ㆍ유물부장 및 입구부 폐쇄
개석을 밀봉한 후, 시신안치와 유물부장은 한쪽 단벽에 마련된 입구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입구는 주로 남단벽의 일부를 이용하였으며 내부에서
꺾쇠나 관정과 같은 葬具가 출토되지 않아 목관을 사용하지 않고 시상면에 시신을
그대로 안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부장이 이루어진 후, 소형 할석이나 대석을 이
용해 입구부를 폐쇄하고 추가장이 실시될 경우 이를 이용해 석실로 출입하여 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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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치하였다.
(6) 성토 2단계 및 주구설치
매장주체부 조성이 완료된 후 개석 상부로 봉분의 외면을 성토하여 봉토고분 조성
을 완성하였다. 성토 1단계에서 봉분을 고대하게 성토하는 작업이 대부분 이루어지
므로 성토 2단계에서는 개석 상부를 덮는 정도의 성토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그로 인하여 조사 당시 성토 2단계는 대부분 유실되고 일부만 잔존하고 있었다. 봉분
의 외형이 완성된 후 봉분의 가장자리 일부를 굴착하여 주구를 조성하였다. 주구 내
부에서 토기들이 파쇄된 채 출토되어 장속행위가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제1공정: 묘역조성 및 정지작업
(경사 하부 호석 설치, 정지층 조성 시 장속행위)

제2공정: 묘광 설치 및 배장묘 설치
(수평면 조성, 정지층을 굴착하여 배장묘 설치)

제3공정: 매장주체부 설치 및 성토 1단계
(매장주체부와 봉분 동시축조)

제4공정: 개석 설치 및 밀봉
(밀봉층 상부 장속행위)

제5공정: 시신 안치, 유물부장 및 입구부 폐쇄

제6공정: 성토 2단계 및 주구 설치
(경사 상부 봉분 일부를 굴착하여 주구 설치)

제7공정: 배장묘 설치
(봉분 완성 후 성토 1ㆍ2단계를 굴착하여 배장묘 설치)

제8공정: 추가장
(1차장 시신 및 부장유물을 정리하고
시상을 새로 조성하여 추가장)

도면 8. 윤암리고분군 축조수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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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장묘설치
봉분의 조성이 완료된 후 소형의 수혈식 석곽묘로 배장묘를 설치하였다. 윤암리
고분군 내에서는 앞선 정지층 조성단계와 성토 2단계가 완료된 시점의 2차에 걸쳐
배장묘가 설치된다. 동일 묘역 내인 한 봉분 내에 배장묘가 설치되는 것으로 보아
주피장자와 혈연적이나 사회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추정된다.
(8) 추가장
봉분이 완성되고 1차 매장이 이루어지고 일정시점이 지난 후 묘도를 통해 추가장
이 이루어졌다. 묘도의 범위 및 횟수와 입구부 폐쇄석의 상태로 보아 추가장은 2~3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장 시는 1차장의 시신 및 유물을 정리하고 시
상을 새로 조성하여 매장이 이루어졌다.
2) 봉분
윤암리고분군에서는 대형 봉토고분에서 보이는 고차원적인 토목기술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봉토고분의 규모와 무관하게 정지층 및 성토 작업단위마다 일정량의 봉토
재를 구획성토한 흔적이 조사되었다.
(1) 귀갑(龜甲)형 구획성토
기존의 봉토고분 조사사례에서는 직경 15m 이상의 초대형분에서 평면 방사상 또
는 동심원상으로 의도적인 계획 하에 봉분을 구획성토하고 석재, 석열, 점토괴, 판
재 등을 구획재로 사용한 예가 조사된데 비해, 직경 10m 내외의 봉토고분의 봉분
축조 공정은 조사된 사례가 극히 드문 편이다.
금번 조사과정에서는 중ㆍ소형 고분에서도 봉분 외면의 평면조사 과정에서 구획
성토의 흔적이 관찰되었다. 구획석열이나 점토괴, 토낭 등을 이용한 복잡한 수법은
보이지 않지만 대부분의 봉토고분에서 평면상 이질토에 의한 구분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일정하고 정형화된 형태는 아니지만 이질적인 봉토재를 한 번씩 쏟아 부은
흔적으로 봉토고분 축조시의 최소 성토단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평면형
태상 귀갑(龜甲)과 유사한 형태로 관찰된다. 이러한 최소 단위를 토층단면상 매장
주체부의 벽석과 맞닿은 중앙에서부터 가장자리까지 순차적으로 덧대어 성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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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수평상으로도 일정한 두께로 작업단위를 구분하였다.

26호분

3호분

도판 5. 귀갑형 구획성토

(2) 방사상 구획성토
귀갑형 구획성토 외에 7ㆍ8호분 등 일부에서는 평면 방사상의 구획성토 수법이
관찰되었다. 기존의 대형분 조사사례처럼 일정한 분면의 개수와 구획 각도, 구획재
를 이용한 정연한 평면 형태 등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질적인 봉토재를 5~10분면으
로 구분하여 성토하였으며 하강조사 결과, 작업단위에 따라 구획선의 위치는 일정

8호분

7호분

도판 6. 방사상 구획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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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 이러한 구획 형태는 봉분 성토시 각 작업자의 할당 범위를 임의로 구
분한 결과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되며 봉분의 규모가 비교적 소형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구획재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3) 주구 및 호석
주구는 대부분의 봉토고분에서 확인되는데, 주로 평면 반원상으로 경사면 상부는
잔존하는 반면 하부쪽은 유실되었거나 조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경사면 상부에
서 유입되는 유수를 봉분에 직접적인 피해없이 배수하기 위한 시설로 판단된다. 내
부토는 암회갈색 사질점토로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물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이며 연접한 봉분의 경우 주구의 중복양상으로 선후관계가 구분되기도 한다.

12호분

13호분

도판 7. 주구 잔존 양상

호석은 1ㆍ7ㆍ8ㆍ9ㆍ12호분 등의 봉토고분에서 노출되었는데, 대부분 경사면에
의한 삭평과 유실이 심하여 1단 정도만 잔존하고 있다. 봉분 정지층의 가장자리에
맞춰 조성되어 봉분의 범위를 기준하는 표식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봉
분 전체를 일주하기 보다는 경사 하부에만 주로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봉분의 유실
을 방지하는 목적 또한 의도되었을 것이다. 특히 1호분의 경우 경사 하부에만 조성
된 호석의 평면형태가 호상을 띠지 않고 각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호석은 상부
봉토재의 유실로 인하여 대부분 봉분에 묻힌 채 노출되어 축조 당시부터 봉분 외부
로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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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분

9호분

도판 8. 호석 잔존 양상

4) 매장주체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2기의 매장주체부는 대부분 입구부를 남쪽으로 설치한
횡구식 석실묘이며, 서쪽 경사 하부에 위치하는 소형분 4기만 수혈식 석곽묘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고분을 중심으로 각 묘제별로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방형계 횡구식 석실묘
석실의 규모는 길이 210~372cm, 너비 96~130cm, 잔존높이 85~170cm이며 장단비
는 2.19~2.97:1 이다. 벽석은 장방형과 부정형한 소형 할석으로 5~6단가량 가로와
세로눕혀쌓기를 혼용하였으며 장벽과 단벽의 모서리는 모줄임하였다. 입구는 서쪽
에 위치한 18호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쪽으로 두고 있는데, 단벽의 상단부를 입구
부로 이용하였다. 입구부의 형태는 단벽의 중앙 부분을 사용한 것과 석실 내부에서
보았을 때 단벽의 우측을 사용한 것으로 대별된다. 시상은 석실의 전면에 걸쳐 시
설한 것, 부분적으로 시설한 것, 시상석을 설치하지 않고 점토로 정지한 것 등 다양
하게 나타나며 시상석은 대부분 편평한 소형 천석을 사용하였다. 시상석의 배치, 폐
쇄석의 양상, 묘도부의 토층 조사 등을 통해 볼 때, 추가장은 2~3회 가량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1호분은 시상면에 40×30cm 크기의 암키와 2점이 95cm 정도의 간격으로
장축과 평행하게 노출되어 두침과 족좌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유사한 사
례는 경주 용강동 1호분에서 조사된 바 있으며10), 석실에서 기와가 출토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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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주 방내리고분군11), 월산리유적12), 울주 전읍리 갑골유적13) 등에서 조사된 바
있다. 대부분 7세기 전후의 석실묘로서 분묘의 관대시설 부재로 기와를 채용하는
장속은 6세기대 후반부터 주로 유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1] 윤암리고분군 장방형계ㆍ방형계 석실 속성표
장방형계 석실

방형계 석실

봉분 규모

초대형, 대형, 소형

중형, 소형

매장주체부
규모(cm) 및
장단비

210~372 × 96~130 × 85~170
장단비 2.19~2.97:1

200~240 × 160~220 × 50~90
장단비 1.09~1.44:1

벽석 재질

장방형ㆍ부정형 소형 할석 및 천석

치석된 장방형 점판암계 할석

입구 형태

시상 형태

전체, 부분(장축과 평행),
점토 정지

도판 9. 1호분 매장주체부 전경(남서-북동)

10)
11)
12)
1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부경문물연구원, 울주

도판 10. 울주 전읍리유적 5호분 석실묘

경주 용강동고분, 1990.
경주 방내리유적, 1997.
경주 월산리유적, 2003.
전읍리 갑골유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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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1. 3호분 매장주체부 전경(북서-남동)

도판 12. 18호분 매장주체부 전경(남-북)

(2) 방형계 횡구식 석실묘
석실의 규모는 길이 200~240cm, 너비 160~220cm, 잔존높이 50~90cm로 장단비는
1.09~1.44:1 이다. 벽석의 축조를 살펴보면, 최하단석은 대형 할석을 가로눕혀쌓기
하여 기단부를 견고하게 조성하였으며 상단은 비교적 규모가 큰 장방형의 치석된
점판암계 할석을 가로와 세로눕혀쌓기를 혼용하여 벽석을 내경하게 맞조림하듯 쌓
아 올렸다. 입구는 장방형계 석실과 마찬가지로 남쪽으로 두고 있으며 단벽의 상단
부를 입구부로 이용하였다. 입구부의 형태는 단벽의 중앙 부분을 사용한 것과 석실
내부에서 보았을 때 단벽의 좌측을 사용한 것으로 대별된다. 시상은 입구의 반대쪽
에 위치한 북벽과 나란하게 동-서 방향으로 1차 시상석을 설치한 후, 남쪽으로 연접
하여 2차 시상석을 설치하고, 2차 시상석의 남서쪽에 직교되게 3차 시상석을 설치
하였다. 시상석은 대부분 편평한 소형의 천석을 사용하였으며, 시상석의 배치, 폐쇄
석의 양상, 묘도부의 토층 등을 통해 볼 때, 추가장은 2~3회 가량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판 13. 9호분 매장주체부 전경(북서-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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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4. 11호분 매장주체부 전경(서-동)

5) 장속의례
봉토고분 조사 과정에서 피장자의 매장이나 봉분의 축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별도 행위의 흔적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현재 잔존하는 양상만으로는 명확한 목적
을 파악할 수 없으나 축조과정에서 일정한 단계에서의 장속이 행하여진 상황으로
추정 가능하다. 윤암리고분군에서는 축조공정 중 묘역정지, 개석밀봉, 입구부폐쇄,
주구설치, 추가장 과정에서의 장속이 조사되었다.(표 2) 향후 매장주체부의 해체조
사가 이루어진다면 축조공정에 따른 장속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양상을 보다 명확하
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판 15. 1호분 개석 상부 출토 토기

도판 16. 2호분 묘도부 출토 토기

1호분의 경우 봉분을 하강제토하여 매장
주체부를 찾는 과정에서 완형의 토기(부가
구연 장경호)가 출토되었는데, 출토위치상
함몰된 개석의 상부에 해당하여 매장주체
부 조성 완료 이후 상부를 밀봉하는 과정에
서 일련의 장속이 이루어 졌던 것으로 파악
되었다. 2호분은 입구부 조사과정에서 폐쇄
석 사이에서 연질완 2점이 출토되었는데,

도판 17. 6호분 주구 내부 출토 토기편

후대의 교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가장 과정에서 행하여진 장속으로 판단된다. 6
호분의 주구 바닥면에서는 의도적으로 깐 토기편이 다량 노출되었다. 봉분 토층단
면을 통해 볼 때, 주구는 봉분 가장자리를 일부 굴착하여 조성하였는데, 이 주구 내
부의 토기편은 봉분축조를 마무리하는 시점의 장속에 대한 흔적으로 추정된다.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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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매장주체부 내부에서는 고배, 호, 완
등 각종 토기류, 철촉, 철부 등 금속기를 비
롯하여 금동제 세환이식 1점이 출토되었다.
피장자의 머리 부근에서 노출된 이식은 내
부노출 및 바닥조사 시 각별히 주의하여 조
사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1점 밖에 수습하지
못하였다. 이후 매장주체부 북쪽의 봉분 축
조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설치한 트렌치 바
닥에서 나머지 이식 1점이 출토되었다. 봉
도판 18. 8호분 묘도부 수혈

분 축조과정에서 우연히 들어간 것으로 보
기에는 이식이라는 유물의 특수성상 무리

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정지층 조성 이전 묘역선정 시 장속의 성격을 띠고 부장되었
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8호분과 26호분에서는 2차 추가장 조
사를 완료하고 초축 당시의 묘도부를 조사하는 과정 중 묘도부 상면에서 타원형의
수혈 1기가 조사되었다. 내부에서 다량의 목탄이 검출되어 석실의 입구를 폐쇄하고
난 후, 이루어진 장속의 결과물로 추정된다.

도판 19. 8호분 매장주체부 내 유물 출토상태 도판 20. 8호분 봉분 트렌치 내 유물 출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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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윤암리고분군 축조공정별 장속관련 속성표
축조공정
호수

제1공정
묘역정지

1호분

제4공정
개석밀봉

제6공정
주구설치

제8공정
추가장

장경호매납

2호분

연질완매납

6호분
8호분

제5공정
입구부폐쇄

토기편 파손매납
이식매납

26호분

묘도부수혈
묘도부수혈

6) 배장묘
배장묘는 삼국시대 무덤의 묘역을 규정하는 호석 주변이나 봉분 내에 함께 축조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주실보다 선축 또는 동시, 후축되는 등 시간성에 큰 제한이
없다. 배장묘의 피장자는 주실에 안치된 주피장자와 혈연적이나 사회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추정된다.
윤암리고분군에서는 현재 32기의 봉토고분에서 20여기의 배장묘가 조사되었는
데, 정지층 조성단계와 성토 2단계가 완료된 시점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모두
소형의 수혈식 석곽묘로 규모는 길이 98~150cm, 너비 50~65cm, 잔존높이 30~ 60cm
이다. 벽석의 축조수법은 소형할석을 가로눕혀쌓기한 것과 장방형의 할석을 최하단
석에 세로세워쌓기한 후 상단에 소형 할석을 가로눕혀쌓기한 것으로 대별된다. 시
상은 석곽의 전면에 편평한 천석으로 시설한 것과 시상석을 설치하지 않고 점토로
정지한 것이 모두 조사되었다.
7호분에서는 중앙의 매장주체부를 중심으로 봉분 내 북동쪽과 남동쪽, 서쪽 3개
소에서 배장묘가 노출되었다. 이 중 경사 상부인 동쪽에서 확인된 배장묘 2기는 봉
분 성토 후 재굴착하여 조성한 반면, 경사 하부인 서쪽의 배장묘 1기는 봉분 하강제
토 후 정지층면에서 노출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축조 시점에 따라 그 성격을 달
리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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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1. 7호분 배장묘 1차노출

도판 22. 7호분 배장묘 2차노출

7) 출토유물
현재까지 고배, 개, 단경호, 장경호, 대부완, 잔, 소병 등의 토기류와 대도, 철겸,
철부, 도자 등 철기류 태환이식, 세환이식 등 장신구류 등 총 190여점의 유물이 출
토되었다.
시기판별에 용이한 고배를 중심으로 대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크게 신라양식토
기와 재지토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단투창고배는 3ㆍ8호분에서 출토되었는데, 재
지토기는 기형적으로 신라양식토기보다 기벽이 두텁고 구연부가 비교적 길게 수직
으로 직립한다. 신라양식토기는 배신에 종집선문, 사격자문의 선문이 시문되었지만
재지토기는 문양이 시문되지 않았다. 또한 정면기법에서 대각을 부착하고 회전물손
질이 아닌 회전목리조정이나 물손질로 마무리하는 특징이 관찰된다. 일단투창고배
는 3ㆍ8ㆍ18호분에서 출토되었는데, 특히 18호분에서 출토량이 많은 편이다. 18호
분 출토품을 살펴보면, 구연부가 내경하고 구형상의 배신에 대각이 곡선적으로 벌
어지는 신라양식 일단투창고배가 다수 출토되었다. 이 중 배신이 신라양식토기보다
더욱 깊고 둥글며 구연이 내경하고 대각의 투창 아래에 1조의 돌대를 배치하여 각
단과 여백을 두고 각단을 지면과 수평상으로 편평하게 처리한 일단투창고배와 대각
만을 모방한 일단투창고배가 소량 출토되었는데, 재지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
다. 단각고배는 1ㆍ3ㆍ5호분에서 출토되었는데, 이 중 3호분에서 출토된 4점의 단각
고배 중 3점은 기벽이 얇고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정면기법에서도 회전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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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로 마무리한 반면, 1점은 기벽이 두껍고 석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회
전목리조정으로 마무리한 차이점이 보인다. 전자는 신라양식토기로 후자는 재지토
기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출토된 유물에 대한 정리와 분석이 완료되지 않아 세부적인 편년작업과
유물의 계통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기존의 연구성과를 참조하면, 8
호분은 탑리 고분 Ⅳ곽보다는 조금 늦은 단계인 5세기 후반, 18호분은 탑리 고분 Ⅲ

ㆍⅤㆍⅥ곽과 유사한 6세기 전반, 3호분은 학미리 고분군보다 늦은 6세기 중반 이후
로 편년 가능하며 중심조영 연대는 6세기대로 추정된다. 또한, 5세기 후반에서 6세
기 중반까지 신라양식토기와 함께 재지토기가 지속적으로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윤
암리고분군을 조성한 집단은 비록 신라의 영향 아래에 있었지만, 어느 정도 재지의
자율적인 토기문화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판 23. 1호분 출토 토기일괄

도판 24. 18호분 출토 토기일괄

Ⅳ. 맺음말
삼국시대가 되어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의 기틀이 마련되고 난 후 당시 권력자의
권위를 높이고 사회의 구성원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통합의 상징물 역할로 대형봉
토고분이 등장하게 된다. 봉토고분의 축조는 정치적 위계, 경제적 우열, 토목 또는
건축공학 기술집약, 지역 간의 교류, 장례 절차과정에서의 정신세계 등 다양한 접근
이 가능하다. 따라서 봉토고분의 세부적인 축조수법에 대한 조사와 이를 통한 세밀
한 분석과 정리작업은 이러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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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삼국시대 봉토고분의 축조수법과 장속에 대해 우리 연구원에서 발굴
조사한 고고학적 자료를 재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서술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연구원은 영남 각지의 다수의 고분을 발굴조사하면서 고대인들의 고도로 발달된 기
술 수준과 관념적인 의식을 밝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함안 도항리6호분, 고성 기월리1호분 등의 대형 봉토고분 발굴조사 결
과, 방사상 구획, 구획석열, 점토괴 등을 통해 공정별로 세분하여 토목기술을 적용
하면서 봉분을 조성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의성 윤암
리고분군의 봉분조사를 통해 중ㆍ소형 봉토고분에서는 대형 봉토고분에서 보이는
고차원적인 토목기술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일정량의 봉토재를 매장주체부 벽석축
조와 동시에 순차적으로 한 번씩 쏟아 부은 흔적이 관찰되어 봉토고분 축조시의 작
업단위를 밝혀낼 수 있었다. 또한, 중ㆍ소형분에서 시상면 조사와 매장주체부의 해
체 등 세밀한 조사를 통해 시상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1개체분의 토기를 인위적으
로 배신부와 대각을 분리하여 매납을 달리하는 행위, 벽석 축조 과정마다 행하여진
토기 분리 매납행위, 주구 내에 토기를 분리하여 매납하는 행위 등 당시 상례 절차
에서 행해진 수많은 의식 행사에 대한 다양한 고고학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의 이러한 조사 성과는 여러 유적들을 조성했던 고대인들이 남긴 발자취
의 한정된 내용만을 밝혀낸 것에 불과하다. 이제까지의 발굴조사 방법과 과정들에
대해 깊히 반성하며 향후 우리 연구원에서는 보다 정밀한 발굴조사를 통해 당시 기
술의 집결체인 봉분 축조수법과 고대인의 정신세계의 규명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266

참고문헌
[보고서 및 단행본]
경북대학교박물관, 義城 長林洞廢古墳群, 1982.
, 安東 造塔里古墳群, 1996.
, 義城 鶴尾里古墳群, 2002.
, 義城 大里里3號墳, 2006.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軍威 高谷里古墳群 收拾發掘調査報告書, 2004.
, 義城 大里里2號墳, 2012.
, 의성 후평리 고분군, 2012.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가야고분 축조기법Ⅰ, 201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용강동고분, 1990.
, 경주 방내리유적, 1997.
, 경주 월산리유적, 2003.
국립중앙박물관, 義城塔里古墳, 1962.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함안 도항리6호분, 2008.
, 김해 죽곡리유적Ⅰ, 2009.
, 울산 호계ㆍ매곡동 복합유적, 2011.
, 하동 흥룡리고분군, 2012.
, 고성 기월리1호분, 2013.
, ｢고속국도 제30호선 건설공사 상주~안동간(5~9공구) (試掘

ㆍ標本)調査 略式報告書｣, 2011.
,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안동간(금곡리고분군 외 8개유적)
건설공사구간 내 유적 精密發掘調査 專門家 檢討會議 資料集｣, 2013.
부경문물연구원, 울주 전읍리 갑골유적, 2013.
안동대학교박물관ㆍ농업기반공사, 의성 공정리 고분군, 2005.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造塔洞古墳發掘調査報告, 1975.

삼국시대 봉토고분 축조수법 연구

267

[논문]
김강남, ｢5~6세기 신라고분의 매장주체부 위치에 따른 봉토 구조와 변화-낙동강과
금호강의 중ㆍ하류 유역을 중심으로-｣, 야외고고학15호, 한국문화재조사
연구기관협회, 2012.
권혜인, ｢의성 지역의 순장-5~6세기 봉토분을 중심으로-｣, 고고학과 금석문에 나타
난 조문국 의성 조문국 학술회의, 2011.
김기웅, ｢義城大里發掘調査報告｣, 史學硏究20, 1968.
김옥순, ｢낙동강 상류지역 5~6세기 토기이동의 맥락｣, 한국상고사학보30, 한국
상고사학회, 1999.
김용성, ｢의성지역 고분문화의 성격｣, 召文國에서 義城으로, 국립대구박물관,
2002.
박광춘, ｢韓ㆍ日 수혈계횡구식석실에 대한 연구｣, 고고역사학지4, 동아대학교박
물관, 1988.
박미정, ｢삼국시대 봉토분 조사방법론｣, 야외고고학창간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
기관협회, 2006.
, ｢삼국시대 봉분축조 방법의 변화 시론-대구 불로동고분군을 중심으로-｣, 동
아문화6,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9.
박정화, ｢고찰｣, 대구 불로동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 ｢금성산고분군에 나타난 의성지역 지배세력의 성격｣, 조문국의 성쇠와 지
배세력의 동향, 경북 의성군ㆍ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1.
서경민, ｢낙동강 상류지역 삼국시대 토기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의성양식토기의 분포로 본 의성지역 권역｣, 한국 고대사 속의 召文國,
2010.
이희준, ｢해방전의 신라ㆍ가야고분 발굴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고고학보24, 한국
고고학회, 1990.

＿＿＿, ｢사분법 발굴의 제토방식에 대하여｣, 영남고고학보10, 영남고고학회,
1992.
장정남, ｢영남지역 고분의 봉토구조 연구｣, 천마고고5, 천마고고연구회, 2008.

268

井上主稅, ｢대구 화원 성산리1호분 분구축조방법의 검토｣, 대구 화원 성산리1호분,
경북대학교박물관, 2003.
조영현, ｢봉토분의 성토방식에 관하여-구분성토현상을 중심으로-｣, 영남고고학보
13, 영남고고학회, 1993.

＿＿＿, ｢황남대총과 천마총의 구획축조에 대하여｣, 영남고고학보31, 영남고고학
회, 2002.

삼국시대 봉토고분 축조수법 연구

269

조선시대의 장속
김판석

- 목 차 Ⅰ.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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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朱子家禮』
의 發靷之圖

조선시대의 장속

1)김

판 석*

요 약
조선시대는 고려말 신진사대부들에 의해 불교중심 가치관을 버리고 性理學에 의
한 유가사상이라는 새롭고 엄격한 가치관을 수용하며 건국되었다. 이는 조선의 經

濟ㆍ社會ㆍ政治的인 부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朱子家禮의 도입은
전통적인 장속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상장례 중 장송의례의 매장삼제(하관제, 시토제, 평토제)와 관련하여
문헌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을 검토해 볼 때, 朱子家禮, 常變通攷, 四禮便

覽외 國朝五禮儀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매장삼제는 조선 전기에 이미 확
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도 전통장례를 치르는 경우, 비록 시토제
의 主人贈과 관련된 일부만 이행될 정도로 매우 간략화되었지만 대체로 이 매장삼
제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朱子家禮에 기재된 상례를 진행하는 과정속의 장속과 관련된 자료들이 최근의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까지 조선분묘에 대한 조
사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문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여러 다양한
구조도 조사되고 있다. 특히 출토 유물은 매장삼제와 관련하여 대체로 하관제, 시토
제의 증거만이 조사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경기도 양평 도곡리유적과 부산
두드리골분묘군은 그 지역에서는 비교적 조사 사례가 적은 조선분묘가 조사되었다.
구조적으로는 매우 일반적인 형태이며 특별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지만 조선시대
장속에 있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평토제에 대한 물질적 자료가 축적되었다. 향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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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관련 자료의 조사가 풍부하게 이뤄져 조선시대의 상장례와 관련된 장속에 대한
면모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해본다.
주제어 : 상장례, 장송의례, 매장삼제, 하관제, 시토제, 평토제, 장속

Ⅰ. 머리말
조선시대는 고려말 신진사대부들에 의해 불교중심 가치관을 버리고 性理學에 의
한 유가사상이라는 새롭고 엄격한 가치관을 수용하며 건국되었다. 이는 조선의 經

濟ㆍ社會ㆍ政治的인 부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朱子家禮의 도입은
전통적인 장속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변화로는 이전까지 축조
되던 石槨ㆍ石室墓의 쇠퇴를 꼽을 수 있다. 왕실에서는 石棺 혹은 石室의 사용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대부 계층에서는 점차 灰隔墓로 교체되게 된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고문헌에도 기록되어 있다.1) 또한 朱子家禮에 기재된 상례를 진행하
는 과정속에서 장속과 관련된 자료들이 최근의 정밀발굴조사를 통하여 속속 드러나
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의 진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조선분묘의 장속에 대한 연구로는 최종규2), 홍지윤3), 김판석4) 등이 있
다. 최종규는 유물이 부장되는 위치와 묘광 내외부의 흔적을 삼한시대 목관묘와 비
1) 太宗實錄 卷12 6年(1406년) 閏7月 28日 (乙酉)
“命大臣禮葬, 禁用石室. 政府啓 前朝之法, 大臣禮葬, 許用石室. 謹按石室之制, 禮典所無, 只勞
生人, 無益死者. 乞依文公家禮, 只用灰隔, 勿用石室. 從之.”
太宗實錄 卷 35 18年(1424년) 正月 11日 (壬戌)
“命自今宗親以下禮葬, 除石室用灰隔.”
世宗實錄 卷105 26年(1444년) 7月 12日 (己未)
“傳旨戶曹 自今大臣之卒, 葬用石灰, 除禮葬外, 一品六十石, 正二品五十石, 從二品四十石, 毋得
啓聞, 依式題給.”
世宗實錄 卷108 27年(1445년) 5月 16日 (己丑)
“傳旨戶曹 宗親不在禮葬之限者, 正從三品, 給石灰四十石. 四品以下, 三十石.”
2) 경남고고학연구소, 진주 무촌Ⅱ, 2004.
3) 홍지윤, ｢은평 뉴타운 墳墓로 본 朝鮮의 喪葬儀禮｣, 고고학으로 본 조선시대 장송, 제37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한국상고사학회, 2009.
4) 김판석, ｢조선시대 장속에 대한 소고｣, 楊平 道谷里遺蹟,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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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埋葬三祭(下官祭, 始土祭, 平土祭)를 설명하였고, 홍지윤은 유물의 매장위치
에 따른 喪葬儀禮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김판석은 발굴조사된 고고학자료를 토
대로 埋葬三祭의 각 단계에 대한 장속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시론적인 정리에 머
무른 상태이다. 따라서 금번 논고에서는 조선시대 상장례에 대해 살펴보고 하관(下

棺)에서부터 성분(成墳) 단계를 중심으로 及墓祭, 下官祭, 始土祭, 平土祭 등의 장속
을 살펴고자 한다.

Ⅱ. 조선시대의 喪葬儀禮
조선시대의 상장의례는 朱子家禮를 기초로 확립되었으며 이는 國朝五禮儀,
四禮便覽, 喪禮秘要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전파되고 있다. 각 문헌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시대의 상장의례 절차를 살펴보면, 대체로 고인의 사후 매장하기 전
까지인 初終禮, 고인을 매장하는 단계인 葬送儀禮, 고인을 매장한 이후 치러지는 제
사의례인 喪祭儀禮의 세단계로 나누어진다.
초종례는 고인이 사망하는 임종(臨終)에서 시작하여 초혼(招魂)-발상(發喪)-수시
(收屍)-습(襲)-전(奠)-소렴(小殮)-대렴(大殮)을 거쳐 관에 안치하고 장례를 치르는 과
정이다. 임종은 운명(殞命)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죽을 때를 이른다. 가례에는 “疾

病, 遷居正寢. 旣絶乃哭.”이라 하여 ‘질병이 있으면 정침으로 거처를 옮기고, 이미
숨이 끊어졌으면(운명) 곧 곡한다.’라고 하고 있다. 초혼은 임종 후 고인을 소생시키
기 위해 고인을 모시던 이가 고인이 생전 입던 옷을 들고 지붕위로 올라가 북쪽을
향하여 고인의 생전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내려와 옷을 시신에 덮는 행위이다. 고복
(皐復)5)이라고도 한다. 발상은 초상이 났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친척과 주변의 지인
들에게 초상을 알리는 것이다. 수시는 목욕(沐浴) 또는 천시(遷屍)라고도 하는데 고
인의 사망이 확인되면 눈을 감기고 깨끗한 솜으로 입, 귀, 코를 막고 시신이 굳기
전에 손과 발이 굽어지지 않게 주물러 편다. 수시가 끝나면 저승사자를 위한 사잣
밥을 차린다. 습은 시신을 정결히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것을 뜻한다. 습이 끝
나면 전제를 올리는데 포와 육장과 술을 시신의 동쪽에 올리는 것으로 주인 이하는
5) 儀禮, ｢士喪禮｣ 注에 “招魂復魄也”라 하여 초혼이란 魂을 魄으로 불러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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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하여 곡한다. 이후 입에 쌀을 채우는 반함(飯含)을 한다. 습을 끝내고나면
영좌(靈座)를 놓고 혼백과 명정(銘旌)을 설치한다. 소렴은 고인이 죽은 다음날 하는
것으로 옷과 소렴금(小殮衾)으로 시신을 싸되 얼굴은 가리지 않는다. 소렴에 사용
되는 옷은 儀禮 ｢士喪禮｣에 의하면 19벌이라고 한다. 대렴은 소렴한 다음날 대렴
포로 싸고 묶어서 입관하는 절차이다. 요즘에는 염습 후 소ㆍ대렴없이 입관을 동시
에 하는 등 그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장송의례는 고인의 죽음을 인정하고 상복을 갈아입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시신
을 안치하는 과정으로 성복(成服)-치장(治葬)-천구(遷柩)-발인(發靷)-운구(運柩)-하관
(下棺)-성분(成墳)-반곡(反哭)의 과정을 거친다. 성복은 대렴의 다음날 이뤄지는 것
으로 상복으로 갈아입는 절차이고, 치장은 묘자리에 제사지내고 천광하여 하관할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후토제 등의 제의가 행해진다. 이 때 지석을 새기고 명기
등을 만들며 마지막으로 신주를 만든다. 천구는 고인의 관을 옮기는 것으로 발인
전날 사당에 고하고 관을 대청으로 옮기는 절차를 이른다. 발인은 관을 상여에 싣
고 장지로 떠나는 것으로 관을 빈소에서 내와 상여로 옮기면 견전(遣奠)을 차리고
분향(焚香)한다. 이후 묘지에 도착하여 하관을 하는데, 이 때 及墓祭, 下官祭, 始土

祭, 平土祭 등의 제의가 행해진다. 이후 봉분을 조성하는 성분을 거치고, 신주와 혼
백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 반곡을 실시한다.
상제의례는 시신을 안치한 후 처음 지내는 제사인 우제(虞祭:초우(初虞))부터 시
작하여 재우(再虞)-삼우(三虞))-졸곡(卒哭)-소상(小祥)-대상(大祥)-담제(禫祭)-길제(吉

祭)의 과정을 이른다. 우제는 장사후 처음지내는 제사로 초우, 재우, 삼우가 있다.
졸곡은 수시로 하는 곡을 멈추고 조석에만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소상은 사
망 1주기, 대상은 사망 2주기에 지내는 제사이고, 담제는 대상 후 2달 후 거행하며
이 때 상복을 벗는다. 길제는 담제를 지낸 이튿날 날을 정해 지내는데 평복을 입고
화려하게 제사지낸다. 이로써 고인에 대한 장례절차가 마무리된다.

Ⅲ. 조선시대 장속의 실례
조선시대는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관을 받아들여 고려시대의 불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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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과 교체하여 성리학, 즉 유교적인 가치관이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 잡는 시기
이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상장례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최근까지 발굴조
사된 고고학적 자료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뒷받침되는 바, 이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장속의 실례에 대해 朱子家禮 등의 문헌에 소개되어 있는 장송의례의 과정인 하
관시부터 성분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장속을 문헌 내용과 발굴조사된 실례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는 조선시대의 장송의례시 유교적 가치관이 반영된 장속이 실제로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는 것이다.

1. 及墓祭
朱子家禮 및 四禮便覽 등 문헌에서 보이는 하관시부터의 장속은 우선 묘자리
를 선택하여 묘역을 조성할 때 지내는 后土祭와 及墓시 방상씨6)가 광의 네모퉁이
를 두드리는 행위가 있다. 후토제는 초종례시 묘자리를 선정하는 단계와 장송의례
의 치장 단계에서 묘광을 굴착하는 과정에서도 지내는 제의이다. 이는 고인의 사후
거처인 묘역의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고인의 사후 안녕을 기원하는 것
이라고 생각된다.
주자가례 등에 “방상씨가 도착한다. 창으로 광의 사방 모퉁이를 친다.”고 하였
으며 補註로 “方相出周禮, 大喪先盧及墓, 入壙以戈擊四隅-(방상씨는 周禮에 나오
는데, 큰 상사에는 여막과 묘를 먼저 하되 광에 들어가 창으로 사방 모퉁이를 친
다.)”7)라 하였다. 이러한 행위 자체는 고고학적 증거자료가 잔존하기 어렵지만 아직
까지도 전통장례를 치르는 경우 종종 방상씨가 선두에서 발인 행렬을 이끌고 있어
문헌기록과 같이 실제 행해지던 장속으로 생각된다.

6) 방상씨는 狂夫로 하고 관복을 道士와 같이 입고서 창을 잡고 방패를 두른다. 4품 이상이면 눈
이 네 개 있는 방상씨로 하고, 이하면 눈이 두 개 있는 魕頭로 한다.(임민혁 역, 朱子家禮,
예문서원, 2003. p.350.)
7) 임민혁 역, 朱子家禮, 예문서원, 2003. p.359.
四禮便覽 卷之五 喪,, ‘方相至, 以戈擊壙四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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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방상씨(좌-朱子家禮, 우-四禮便覽)

도면 2. 朱子家禮의 發靷之圖

2. 下官祭
하관제는 관을 하관하기 이전에 치러지는 장속행위로 급묘제와 마찬가지로 실증
자료가 드물어 실시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묘광 바닥에 동전을 매납하거나 일반
적으로 하관후 묘광의 벽면에 설치한 편방이 아니라 하관 이전에 별도의 부장공간
을 마련하거나 요갱을 설치하여 유물을 부장하는 고고학 자료8)를 통해 추정가능
8) 창원 귀산동 15호묘에서는 묘광 바닥에 아무런 시설 없이 ‘상평통보’ 1점을 부장하였고, 68호묘
에서는 피장자의 두부에 유물 부장을 위해 광중에 설치하는 편방과는 다른 공간을 마련한 경
우도 조사되었다.(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창원 귀산동 조선분묘군, 2008.) 또한 서울 은평
뉴타운 조성사업시 3지점 8호묘, 162호묘에서는 바닥에 요갱을 설치하여 유물을 부장한 경우
도 조사되었다.(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진관동 유적Ⅱ, 2010.)
홍지윤(2009)은 이러한 요갱 설치를 피장자에 대한 장속이 아니라 토지신에 대한 장속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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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동전의 매납은 크게 買地와 辟邪의 의미로 추정되는데, 이 중 하관제에 해당하는
것은 묘광 바닥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매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는 묘자리를 마련하고 하관하기 이전에 고인의 편안한 사후세계를 위해 토지신에게
서 묘자리를 구입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매지행위는 오랜동안 지속된다. 조선시대
분묘인 창원 귀산동 15호묘에서는 常平通寶 1점이 부장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 조
성된 창녕 영산 서리 146호묘에서도 日本錢 21점이 부장되고 있다.

창원 귀산동 15호묘9)

창녕 영산 서리 146호묘10)

도면 3. 下官祭 관련 조선분묘 1(축척부동)

매지와 관련된 유물의 부장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발생된 장속이 아니라 삼국시
대 무령왕릉 이래로 이어져 오던 것으로 생각된다. 무령왕릉의 매지와 관련된 자료
는 誌石의 買地券 내용과 五銖錢 90여매의 부장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정구복은 매

주하고 있다.
9)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昌原 貴山洞 朝鮮墳墓群, 2008.
10) 삼강문화재연구원, 昌寧 靈山 西里 朝鮮墓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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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호묘

25호묘

27호묘

31호묘

도면 4. 김해 죽곡리유적 판상철기 부장(축척부동)11)

11)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해 죽곡리유적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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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권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나 백제적 특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즉, 買地券에서 中國의 경우에는 天帝地神이 擧名되는데,

天帝는 전혀 보이지 않으며 地神의 名만이 擧論되고 있다. 地神을 불러 계약을 체
결한 것이 특색이며 地神 중에서도 土父母라는 명칭은 중국에서는 類例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개념”12)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매지와 관련된 유물은 동전 외에
도 고려~조선시대 분묘에서 출토되는 판상철기도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생
각된다. 김해 죽곡리유적에서 조사된 고려~조선시대 분묘에서는 판상철기가 대체
로 묘광 바닥 또는 요갱 내부에서 출토되고 있어 부장되는 시점이 동전의 부장 시
점과 일치한다. 또한 판상철기의 부장은 이전 시기부터 분묘에 부장되던 철정의 화
폐적인 가치를 이어받은 것으로 다량의 철정을 부장하던 것에서 보다 간소화 된 것
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매지 행위는 전통적으로 이뤄지던 것으로 조선시대에 朱子

家禮의 등장으로 보다 체계화된 장속으로 자리 잡았다. 판상철기가 부장된 유적으
로는 김해 죽곡리유적 고려시대 15호묘, 조선시대 25ㆍ27ㆍ31호묘 등이 있다.
그리고 하관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창원 가음정동 69ㆍ70호묘의 묘축하부에서
도 매지와 관련된 동전이 출토되었다. 부장된 동전은 ‘開元通寶’, ‘祥符元寶’, ‘天聖元

寶’, ‘熙寧通寶’, ‘元祐通寶’, ‘政和通寶’ 등이며 이러한 묘축 하부의 동전 부장은 아마
도 묘자리를 선택하는 장송의례 중 치장, 또는 성분의 단계에 이뤄지는 장속으로 판
단되며 향후 조선시대 분묘의 조사시 묘축에 대한 조사도 소흘히 해서는 않될 것으
로 판단된다.(도면 5)
편방 외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유물을 부장하는 경우는 창원 귀산동 68호묘, 사
천 용현 9호묘, 진주 창촌리 A-18호, 진주 무촌 3구 17호묘 등에서 조사되었는데, 관
이 안치된 이후 그 상부의 장벽에 편방을 설치하여 유물을 부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이 안치되는 공간의 단벽 또는 장벽의 일부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유물을 부
장하고 있다.
창원 귀산동 68호묘는 두부의 단벽을 비스듬히 파서 도기병과 청동시를, 사천 용
현 9호묘는 두부의 향좌측 장벽 모서리를 편방과 같이 깊게 굴착하여 백자접시, 백
자발, 청동시를, 진주 창촌리 A-18호묘도 두부의 향좌측 장벽 모서리를 편방과 같이

12) 鄭求福, ｢武寧王 誌石 解釋에 대한 一考｣, 安俊浩敎授停年記念論叢, 1987.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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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게 굴착하여 백자접시, 백자발, 청동시를, 진주 무촌 3구 17호묘는 족부 향좌측
장벽을 굴착하여 백자대접, 백자발, 청동시, 철제가위 등을 부장하였다. 대체로 백
자대접, 백자발, 청동시가 부장되는데, 창원 귀산동의 경우 백자류 대신 도기병이
부장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창원 가음정동 69ㆍ70호묘13)

도면 5. 조선분묘 묘축하부 매지전 부장(축척부동)

13)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昌原 加音丁 複合遺蹟,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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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귀산동 68호묘14)

사천 용현 9호묘15)

진주 창촌리 A지구 18호묘16)

진주 무촌 3丘 17호묘17)

도면 6. 下官祭 관련 조선분묘 2(축척부동)

14)
15)
16)
17)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昌原 貴山洞 朝鮮墳墓群, 2008.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泗川 龍見遺蹟, 2011.
삼강문화재연구원, 晉州 倉村里 遺蹟, 2012.
경남고고학연구소, 晉州 武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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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갱을 이용한 유물의 부장은 이전 시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장속행위로 묘광의
정중앙, 혹은 네 모서리에 요갱을 마련하기도 한다. 서울 진관동 3지구 8호묘에서는
분청사기철화당초문호, 162호묘에서는 파상문도기호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대체
로 호류가 요갱에 부장됨을 알 수 있다.

서울 진관동 3지구 8호묘18)

서울 진관동 3지구 162호묘19)

도면 7. 下官祭 관련 조선분묘 3(축척부동)

상기의 유물 부장과 관련하여 창원 귀산동 15호묘, 창녕 영산 서리 146호묘와 같
이 買地錢의 개념으로 동전이 부장된 경우와 서울 진관동 3지구 8ㆍ162호묘와 같이
요갱을 설치하여 유물을 부장하는 경우는 홍지윤(2009)이 언급한 고인에 대한 장속
이라기 보다는 토지신에 대한 장속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창원 귀산동 68
호묘, 사천 용현 9호묘, 진주 창촌리 A-18호, 진주 무촌 3구 17호묘와 같이 편방 외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유물을 부장하는 경우는 피장자에 대한 장속으로 추정된
다. 이렇듯 장속의 대상이 토지신과 피장자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하
관 이전에 실시하는 장속의 범주에 속하므로 모두 下官祭에 포함하여도 무방한 것
으로 생각된다.(도면 3, 6~7 참조)

18) 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진관동유적Ⅱ, 2010.
19) 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진관동유적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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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始土祭
하관제를 마친후 이어서 下棺을 하는데 하관후에는 주인이 비단을 올리고 관 상
부를 채워 넣은뒤 다시 한 번 后土祭를 지내며 墓誌, 明器 등을 묻는다. 대체로 하
관후 유물의 부장은 관상부, 보강토 내부 또는 상부, 편방을 따로 설치하여 이뤄지
며 이러한 행위의 결과물이 다수의 유구에서 조사되었다.20) 이러한 유물의 부장은
朱子家禮의 “하관을 하고 검은 비단 여섯과 붉은 비단 넷을 주인이 받들어 영구
옆에 놓고 재배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회격안팎의 덮개를 덮고 재로 채운 후 광중에
흙을 채우고 다진다. 묘소의 왼쪽에서 후토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흙이 절반 정도
차오르면 明器, 下帳, 苞21), 筲22), 甖23) 등을 편방에 넣는다.”24)는 내용과도 부합되
는 것으로 이를 始土祭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조선분묘의 대
20) 조선분묘에서 유물이 부장되는 위치에 따라 시토제의 개최 시점이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우
선 하관후 관 주변의 보강토를 채우기 이전에 유물을 부장하는 경우가 가장 빠르다 할 수 있
으며 이후 관 상부 및 보강토 상부에 부장하는 경우가 두 번째이고, 편방을 설치하는 경우가
가장 늦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편방의 위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보강토의 상부
에 바로 설치하는 경우는 보강토 상부에 유물을 부장하는 경우와 그 祭儀 시점이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이며 광중의 중반에서 굴광부 부분으로 높아져 가는 경우보다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편방의 설치 위치와 관련해서는 유물의 편년을 이용하여 시기성이 반영되고 있
다는 연구가 발표된 바 있는데, 시토제의 개최 시점이 시기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인지는 추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1)

苞는 대나무 덮개의 하나로 견전례를 하고 남은 포를 담는다.

22)

筲는 대나무 용기로 오곡을 담는다.

23)

甖은 술이나 육장을 담는 그릇의 통칭

24) 임민혁 역, 朱子家禮, 예문서원, 2003. pp.364~367.
“主人贈.-玄六纁四, 各長丈八尺. 主人奉置柩旁, 再拜稽顙, 在位者, 皆哭盡哀.……(下略)
加灰隔內外蓋. 實以灰, 內實土而漸築之, 祠后土於墓左, 藏明器等.“
四禮便覽 卷之五 喪, “祠后土於墓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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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보강토 상부나 편방에서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당시 始土祭는 광범위하게
치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토제가 조사된 예로는 하관후 보강토를 채우기 이전, 즉 보강토 내부에
부장한 창원 귀산동 36ㆍ71호묘(도면 8), 보강토 상면에 부장된 창원 가음정동 70
호묘, 창원 귀산동 82호묘(도면 9), 보강토 상부 측면에 바로 편방을 파서 부장한
사천 용현 46ㆍ75호묘, 창원 귀산동 7호묘(도면 10)가 있으며 묘광의 중단에 편방을
조성하여 유물을 부장한 밀양 금포리 1호묘, 창원 귀산동 110호묘, 진주 무촌 3丘
21호묘, 가음정동 74호묘(도면 11) 등 다수에서 조사되고 있다.

창원 귀산동 36호묘25)

창원 귀산동 71호묘26)

도면 8. 始土祭 관련 조선분묘 1(축척부동)

25)
26)
27)
28)
29)
30)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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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原
昌原
昌原
昌原
泗川
昌原

貴山洞 朝鮮墳墓群, 2008.
貴山洞 朝鮮墳墓群, 2008.
加音丁 複合遺蹟, 2009.
貴山洞 朝鮮墳墓群, 2008.
龍見遺蹟, 2011.
貴山洞 朝鮮墳墓群, 2008.

창원 가음정동 70호묘27)

창원 귀산동 82호묘28)

도면 9. 始土祭 관련 조선분묘 2(축척부동)

사천 용현 75호묘29)

창원 귀산동 7호묘30)

도면 10. 始土祭 관련 조선분묘 3(축척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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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금포리 1호묘31)

창원 귀산동 110호묘32)

진주 무촌 3丘 21호묘33)

창원 가음정동 74호묘34)

도면 11. 始土祭 관련 조선분묘 4(축척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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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토 내부에 유물을 부장한 창원 귀산동 36호묘에서는 분청사기 귀얄문접시,
백자발, 청동합, 청동시, 71호묘에는 백자접시, 백자발, 구슬, 청동시, 철협 등을 부
장하고 있으며 부장하는 위치는 향우측 중단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나 좌측이나
그 외의 경우도 조사되고 있다. 대체로 접시와 발류, 청동시가 부장되고 있다. 보강
토 상면에 유물을 부장한 창원 가음정동 70호묘와 창원 귀산동 82호묘는 보강토 상
부에 별도의 부장공간을 구획하여 부장한 경우이며 이 외 별다른 시설없이 보강토
상면에 유물을 부장하는 경우도 있다. 창원 가음정동 70호묘에는 백자접시, 백자발,
백자종지, 청동시저가, 창원 귀산동 82호묘에는 백자발, 청동발, 청동시가 부장되어
대체로 접시와 발류, 청동시가 부장되었다. 편방을 조성하는 경우는 크게 사천 용현
75호묘, 창원 귀산동 7호묘와 같이 보강토 상부 측면에 바로 편방을 조성하거나, 묘
광의 중단에 편방을 조성하여 유물을 부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 밀양 금
포리 1호묘, 창원 귀산동 110호묘와 같이 한 쪽 벽만을 이용하여 1개소의 편방을 조
성하거나 진주 무촌 3丘 21호묘, 가음정동 74호묘와 같이 양 장벽에 각 1개소씩 편
방을 조성하기도 한다. 편방에 부장된 유물은 사천 용현 75호묘에 백자화형종지, 백
자접시, 백자병, 청동발, 청동시, 창원 귀산동 7호묘에 청동합, 청동시, 밀양 금포리
1호묘에 백자합, 백자접시, 백자종지, 청동시, 창원 귀산동 110호묘에 백자접시, 백
자발, 백자종지, 청동시, 진주 무촌 3丘 21호묘에 백자접시, 백자발, 청동시, 가음정
동 74호묘에 청동합, 청동발, 청동시, 어형장신구 등이 부장되었다. 대체로 접시, 발
류와 청동시, 청동발 및 장신구 등이 부장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편방을 조성하여
유물을 부장하는 경우 부장위치와 시토제가 치러지는 시점에 따라 부장유물의 차이
가 나타난다. 이는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것일 수 도 있으나 장속의 시점에 따라 부
장하는 유물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차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시토제는 상기와 같이 1회만 치러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드물게는 두 차례 이상
치러진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예는 사천 용현 133ㆍ153호묘 등에서 조사되어 일반
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지역적인 장속의 특징을 보이는 것인지는 추가적인 자료의

31)
32)
33)
34)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密陽 金浦里遺蹟, 2008.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昌原 貴山洞 朝鮮墳墓群, 2008.
경남고고학연구소, 晉州 武村, 2004.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昌原 加音丁 複合遺蹟,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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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이 필요하다.(도면 12) 유물이 부장되는 시점은 하관 후 관상부에 1차적으로 이
뤄지며 보강토 상부 또는 편방을 조성하여 2차로 부장하고 있다. 부장되는 유물은
도기병, 회청접시, 회청발, 청동시, 청동합, 철제가위 등으로 도기병이 공통으로 부
장되는 특징을 보인다.

사천 용현 133호묘35)

사천 용현 153호묘36)

도면 12. 始土祭 관련 조선분묘 5(축척부동)

4. 平土祭
시토제 이후 묘광을 지표면까지 흙 등으로 평탄하게 채우고 神主를 작성한 후 봉
분을 축조한다. 봉분축조 이전에 신주를 작성하며 이뤄지는 장속이 平土祭로 제주
전(題主奠)이라 하기도 한다.37) 문헌을 검토해 보면, 朱子家禮에는 신주작성과 관
35)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泗川 龍見遺蹟, 2011.
36)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泗川 龍見遺蹟, 2011.
37) 常變通攷 第17卷 喪禮,, ‘題主’ 참조.
四禮便覽 卷之五 喪, ‘題主’ 참조.
한국학중앙연구원, 朝鮮時代 冠婚喪祭(Ⅲ), 喪禮篇(2), 2006, pp.215~217.
국사편찬위원회,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 두산동아, 2005,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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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장속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하지만 常變通

攷 등을 통해 볼 때, “家禮에는 제주(題主)에 단지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른다’라는
말만 있는데, 지금 시속에서는 별도로 성대한 전을 진설하니, 무방한가?”라 물으니
“시속을 따르는 것이 무방하다. 五禮儀에도 제주전이 있다.”38)라 하고 있어 영좌
의 동남쪽에 서향으로 탁자를 펴 벼루와 먹을 놓고, 맞은편에 세수대야와 수건을 놓
아 글 잘쓰는 사람을 시켜 신주를 작성하는데, 신주 작성이 끝나면 향을 피우고 술
을 따라 축을 읽는 장속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바로 평토제이다.
평토제는 최근까지 고고학 자료의 부재로 문헌에 의한 기록에만 의존하였다. 하
지만 2012년 우리 연구원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산74-1번지 일원의 양
평 교통재활병원 건립부지39)의 선별발굴조사 한 조선시대 분묘 2기 중 1구간 1호묘
의 토층조사 결과, 하관 후 내부를 충전하고 묘광을 밀봉한 밀봉토 상부에서 봉분
성토 전에 파손한 백자편을 이용하여 제의행위를 행한 흔적이 조사되었다. 또한 최
근 정밀발굴조사가 완료된 부산 두드리골분묘군에서도 봉분조사가 이뤄지는 과정
에서 봉분 제토 후 분청사기 저부편이 출토되었다. 이는 평토제와 관련된 고고학
자료의 습득으로 이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장을 마련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현재까지 조사된 조선분묘의 보고서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
로 보여 지는 유구가 파악되었다.
진주 무촌 3丘 92호묘와 창녕 영산 서리 567호묘에서 묘광 내부에서 백자저부편
과 백자접시, 백자발 조합이 출토되었으며, 무촌 92호묘는 백자저부편, 서리 567호
묘는 묘광 상부에서 유물이 출토되어 봉분 성토전에 행해진 장속의 고고학적 자료
로 보여진다.40)

38) 常變通攷 第17卷 喪禮, ‘題主’ 참조.
≪問解≫ 問，“家禮 題主，只言炷香斟酒，而今俗別設盛奠，無害否” 答，“從俗不妨. 五禮
儀 亦有題主奠.”
39)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楊平 道谷里 遺蹟, 2013.
40) 아직까지 평토제와 관련된 정확한 자료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미 봉분의
상부가 유실되었거나 출토된 유물을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그 자료
의 축적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보다 정확한 유물의 출토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증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41)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昌原 加音丁 複合遺蹟,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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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도곡리 1호묘41)

부산 두드리골 10호묘42)

진주 무촌 3丘 92호묘43)

창녕 영산 서리 567호묘44)

도면 13. 平土祭 관련 조선분묘(축척부동)

42)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泗川 龍見遺蹟, 2011.
43) 경남고고학연구소, 晉州 武村, 2004.
44) 삼강문화재연구원, 昌寧 靈山 西里 朝鮮墓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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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이상의 매장삼제는 朱子家禮, 常變通攷, 四禮便覽, 國朝五禮儀에서도 나
타나고 있어 조선 전기에 이미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에도 매장을 하
는 경우, 비록 시토제의 主人贈과 관련된 일부만 이행될 정도로 매우 간략화되었지
만 대체로 이 매장삼제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도판 1 참조)

도판 1. 始土祭 중 검은 비단과 붉은 비단을 올려 놓는 광경
(밀양 김장훈氏 母親喪, 2011.6)

양평 도곡리 1호묘에서 출토된 파손한 백자편은 매장삼제 중 광중을 평탄하게 메
운 시점에 부장된 것이고, 부산 두드리골 10호묘에서 출토된 분청사기 저부편은 봉
분 제토 후 출토되어 봉분성토 이전에 부장된 평토제의 흔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지금까지 이러한 평토제의 흔적에 대해 명확하게 보고된 예는 전무하다시피 하
다. 이는 삭평되어 그 흔적 자체가 잔존하지 않거나 상부 유입토와 함께 유입된 것
으로 해석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
한 2개소의 유적에서 평토제와 관련된 유물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향후 봉분 또
는 봉분유입토가 잔존할 경우 이러한 유물의 흔적을 관심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이는 곧 우리 선조들의 葬俗 중 장송의례시 행하여진 정신세계의 무
형적 행위에 대한 결과물로서의 고고학적 자료를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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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될 수 있을 것이다.

* 본고는 2013년 발간된 楊平 道谷里遺蹟 고찰을 수정ㆍ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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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한반도 제세력의 대왜교섭
- 5세기 전반대를 중심으로 高田貫太

- 목 차 Ⅰ. 들어가며
Ⅱ．신라, 낙동강하류역-왜
Ⅲ．백제-왜
Ⅳ．대가야-왜
Ⅴ. 맺으며

若狹ㆍ越前地域의 대가야계 이식출토 고분

삼국시대 한반도 제세력의 대왜교섭
- 5세기 전반대를 중심으로 -

1)타카다

칸타(高田貫太) 著*
2)최경규

譯**

요 약
일본고고학에서 고분시대의 한일관계사 연구에는 ①왜왕권에 의한 군사적 대외
활동에 대한 과도한 중시, ②왜왕권에 의한 대외교섭권의 일원적인 장악, ③한반도
제세력 측에서 한일관계를 검토할 필요성이라는 3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일본열도에서 출토된 한반도계 부장품의 양상과 고대
사학의 성과를 종합화하는 것으로, 5세기 전반대의 한일교섭의 양태를 검토하였다.
신라는 고구려와의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면서도 그 환경의 호전을 의도해, 왜와
의 교섭에 임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백제나 대가야는 고구려 남정에 준비하
기 위해 왜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 백제, 대가
야의 대왜교섭의 목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세 속에서, 한일관계의 변화를 고찰
해 본다면, 왜가 일방적이면서 주체적으로 한반도 남부에서 군사적 활동을 했을 가
능성은 낮다. 오히려, 일본열도와 한반도 사이의 상호 교섭목적에 기초한 기층적이
면서 항상적인 교섭관계가 축적되었고, 그것이 왜에 있어서는 선진문화의 수용과
전개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주제어 : 삼국시대, 한일관계, 외래계묘제

*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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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이제까지의 일본고고학에 있어서 고분시대의 한일관계에 관한 연구를 돌아보면,
크게 3개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는 왜가 한반도계의 문물ㆍ기술을 수용하는 주된 계기로서, 왜왕권에 의
한 한반도의 군사적 활동을 과도하게 중시해 온 점이다. 이 해석의 틀은 1970년대
까지의 ｢大和(야마토) 조정에 의한 임나지배｣라는 고대사의 틀을 약간 변형하면서
답습해 온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山尾 1999, 朴 2007) 그러나 1970년대 이후의
고대사에서는 철저한 사료비판을 거쳐, ｢임나지배｣ 는 無論이며, 왜왕권 주도의 ｢조
선출병｣ 의 가공성을 분명히 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백제나 가야와의 제휴 안에서
왜가 군사적인 활동을 했다는 것은 사료상 지적되고 있지만, 우선은 고고학적인 방
법론에 입각해서 그 활동의 실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왜왕권에 의한 대외교섭권의 일원적인 장악이라는 해석의 재검토이
다. 일본에서 한반도계 문물이나 기술의 유통기구를 고분시대 당초부터 畿內지역이
장악하였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그 전제로서 廣開土王碑문이나 日
本書紀 신공섭정49년조 등을 근거로 한 왜 주체의 (대규모)군사적 활동이 암묵적
으로 상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제세력 측에서 한일관계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
지 한반도의 삼국시대에 초점을 맞춘 고대사나 고고학의 성과를 본다면, 한반도 삼
국과 제가야 각각이 사회통합을 지향하면서, 다양한 정치적인 긴장관계가 발생하였
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 가운데, 백제나 제가야, 그리고 신라가 명확한 교섭의
도를 가지고 왜와의 교섭에 임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고대사학과 비교할 경우, 고고학적 방법에 의한 한일관계사 연구의 이점은 다양
한 사상의 차이성, 비규칙성, 개별성, 그리고 다양성을 밝혀가는 것에 있다. 그 의미
에서 상술한 과제를 극복하면서 한일관계사를 재구축해 가기 위해서는 왜, 한반도
삼국, 제가야 각각의 왕권간의 관계 동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것과 함께, 왕권에 속한(혹은 반발한) 다양한 지역사회가 권역의 내부에서 혹은
그 경계를 왕래하고, 다른 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구축하였는지를 사례에 입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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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高田 2012)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기초로 여기서는 4세기말에서 5세기 전반경의 신라, 백
제, 대가야의 대왜교섭의 양태나 교섭의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Ⅱ. 신라, 낙동강 하류역-왜
5세기 전반경의 신라와 왜의 교섭을 고찰할 때, 유용한 한반도계 유물은 수식부
이식과 용문ㆍ초엽문투조대금구(도면 1)이다. 낙동강 이동지역의 수식부이식의 분
포 중심은 경주이고, 경주에서는 5ㆍ6세기를 거치면서 형식적 변천을 살펴볼 수 있
다. 그 분포는 5세기 중후엽경에는 의성, 경산, 대구, 강릉, 창녕, 울산 등의 거점지
역에 분포하고, 6세기에 들어오면 안동, 양산, 순흥, 삼척, 청원 등의 주변지역으로
확산한다.(李漢祥 1995) 이와 같은 분포상황은 다른 장신구로도 대략 확인되고, 신
라왕권이 5세기에 낙동강 이동지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관, 이식, 대금구, 환두대
도, 식리 등의 복식품을 세트로 해서 제지역사회에 배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李熙濬 2002) 이와 같은 정치적 색채가 강한 신라계 위신재가 畿內나 北部九州를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다.(도면 3) 그러한 장신구에는 신라왕권의 또 다른 정치적인
의도, 즉 대왜교섭 의도가 나타나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교섭경로에 대해서도 대금구의 분포로부터 어느 정도 추정가능하다. 즉, 용
문투조대금구의 한반도에서의 분포를 보면, 강릉-경주-울산과 동해안에 연해서
주로 분포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며, 이와 같은 분포를 통해 삼연-고구려권-강릉-경
주ㆍ경산-부산ㆍ울산-왜라고 하는 경로를 상정할 수 있다.(高田 2006․2013) 그렇다
면, 5세기 전반경에 신라는 어떠한 이유로 왜와의 교섭에 임할 필요가 있었을까? 당
시의 신라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서 개관해 보자.
신라는 4세기 중후엽경부터 고구려와 깊은 관계를 맺었다. 377ㆍ382년 전진에 대
한 조공은 고구려의 도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고(末松 1954), 4세기 말에 실성, 5세
기 전엽에 복호를 각각 고구려에 ｢質｣(仁藤 2004)로 파견하는 등 고구려에 종속된
움직임이 강하였다. 신라가 ｢属民｣으로서 복종하고 ｢朝貢｣을 강요당했다고 하는
広開土王碑나, 신라 영역내로의 군대의 주둔이나 신라왕 이하의 고위자에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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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각종 용문ㆍ당초문 투조제품
(1-10ㆍ17-20: S=2/5, 11-14:S=1/10, 15ㆍ16ㆍ21: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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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용문 투조제품의 상대편년(안)
(유물번호는 도면 1과 동일)

도면 3. 용문ㆍ초엽문 투조제품 출토 고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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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堤蓮町 1호분

1: 금제 나선상수식 2: 금제 방형판 3:금동제 대금구 4: 은제 반지 5ㆍ6: 금제 반지 7: 금제 수식부이식
8: 금박입 유리옥 9: 비취제 목걸이 10: 금제 팔찌(1ㆍ3ㆍ7ㆍ10 S=1/3, 5ㆍ6ㆍ8ㆍ9 S=1/2)

도면 5. 新澤千塚 126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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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려 복식을 사여했다고 하는 中原高句麗碑 의 내용은 당시의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武田 1989, 篠原 2000) 또한, 내물-실성-눌지라고
하는 신라의 왕위계승에 고구려가 군사력을 배경으로 개입하고, 이에 기인한 왕권
내부의 대립도 지적하고 있다.(末松 1954, 井上 2000, 木村 2004) 이와 같이 고구려
와의 관계를 하나의 배경으로 하면서, 신라 중앙은 제지역권력의 통합을 진전시켰
다고 판단하고 있다.(李煕濬 2007, p.257) 그 고고학적인 지표가 낙동강 이동의 각
지역에 조영된 고총군, 낙동강 이동양식토기의 보급, 그리고 복식품인 착장형 위신
재의 배포행위이다.(李煕濬 2007, 金大煥 2008) 한편, 당시의 신라는 5세기 초에 왜
에 대해 왕자 미사흔을 ｢質｣로 파견하고 있다. 이것은 고구려와 왜에 ｢質｣을 보낼
수밖에 없는 신라의 어려운 국제환경을 반영하고 있다.(朱甫暾 1998, 木村 2004)
廣開土王碑에 상징되는 왜의 신라권에 대한 策動(물론, 백제나 가야의 요청에
의한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을 가능성 등을 생각할 수 있다.(木村 2004)
이와 같은 가능성을 고고학적으로 방증하는 것이 일본열도의 다양한 신라계 문물
이다. 그것을 부장한 고분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사례로서는 奈良縣 新澤千塚 126
호분을 들 수 있다.(도면 4, 橿原市 千塚資料館 2002) 新澤千塚 126호분은 22×16ｍ
의 평면 장방형의 목관직장분이다. 목관에서는 용문투조방형판, 수식부이식, 나선
상수식(螺旋状垂飾),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의 복식품 세트가 확인되었다. 기본적으
로는 고구려ㆍ신라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추가로 복식품 일습이 구비되어 있는
점이나 피장자에게 착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에서 출토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신라권의 ｢착장형｣위세품(李煕濬 2002 p.11)으로, 피장자 자신의 정치경제적인
신분을 직접적으로 표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신라에서는 신분을 장
신구로 나타내고, 동시에 한반도(특히 신라)의 습속에 따라서 매장된 피장자를 신라
계 도래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新澤千塚 126호분의 피장자는 신라권에서도 각종 장신구의 착장이 허락될 정도
의 고위 신분이었다는 것, 재지화되지 않은 이질적인 존재로서 매장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신라왕권의 교섭목적을 대변하고, 교섭을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해 활동한 ｢質｣과 같은 피장자상을 상정하고자 한다.(高田 2006) 126호분은 新澤
千塚고분군의 f支群에 속하지만, 이것을 구성하는 고분에는 다양한 한반도계 부장
품이나 철기가 부장되어 있다. 126호분은 그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 그 피장자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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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인 집단과 함께 일본열도에 도래해 도래문화의 정착에 관계한 인물로서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용문투조금구의 형식계열(도면 2)에서 나타나듯이 일본열도에 금공기술
의 도입․정착에 신라와의 교섭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
이 대외교섭을 활발히 행한 왜왕권의 근거지인 畿內지역이나 北部九州지역을 중심
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초기마구에도 단병윤등을 비롯해서 낙동강 이동지
역에 계보를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諫早 2012)을 고려한다면,
왜와 신라의 교섭은 ｢質｣ 의 파견이라는 특수하면서 한정적인 외교뿐만 아니라 물
자나 기술자의 증여․파견도 포함된 어느 정도 항상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넓게 본다면 廣開土王碑에 상징되는 것과 같이, 백제-가야-왜에 대치한
고구려-신라라고 하는 도식 가운데 당시의 동아시아 정세는 변해갔다고 생각되지
만, 신라는 스스로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왜와 어느 정도 항상적인 교섭에
임하였다고 생각된다.

Ⅲ．백제-왜
백제의 성립과정에 대해서는 한강 하류역을 핵으로 백제토기가 성립하여 주변지
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점, 즙석봉토분이나 기단식적석총 등의 대형묘가 석촌동고분
군에 집중해서 축조되는 점, 그리고 서울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 등 왕성으로 추정
할 수 있는 토성의 성립을 지표로 생각하고 있다.(朴淳發 2001) 그 시기는 대략 3세
기 후반경으로 본다. 또한 근년 발굴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한성 백제기의 한강 상
류역이나 금강유역의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중국제 도자기나 관, 이식, 식리 등의 장
신구를 백제중앙에서 각 지역 세력으로 배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각 지방에 대한 간
접지배의 결과라는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成正鏞 2001 등)
일본열도에서 백제계 문물의 도입배경을 생각할 때 주목되는 것은 백제계의 수식
부이식이다. 5세기 전반경의 자료로서는 福岡縣 堤蓮町 1호분(도면 4), 香川縣 女木
島 丸山고분 출토자료(도면 7)가 대표적이다. 우선, 한반도의 분포에서 그 이입경로
를 추정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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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기 백제의 수식부이식은 서울, 원주, 천안, 청원, 청주, 공주, 서산 등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도면 6) 이 분포권은 흑색마연토기나
직구단경호, 고배 등으로 대표되는 한성기 백제토기나 중국 도자기의 분포권과 중
복되고, 한성기 백제의 주권역으로 평가된다.(李漢祥 2000, 成正鏞 2001) 일본열도
의 백제계 이식도 이 권역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 한성기 백제에서 왜로의 道
程을 생각해 보면, 크게 2개의 경로를 상정할 수 있다.
하나는, 한강이나 아산만 등을 이용해서 황해를 출발한 후, 한반도의 서해안 연안
이나 남해안 연안을 거쳐 남하한 후, 대한해협이나 대마해협을 건너는 경로이다. 다
른 하나는 죽령이나 계림령, 혹은 추풍령 등의 재를 이용해서 소백산맥을 넘은 후에
낙동강을 따라 남하해서 낙동강 하류역에 이르러, 낙동강 이서지역의 육로나 하천
을 이용해서 남해안에 도달하여 해협을 건너는 경로이다.
이 가운데, 전자의 해상경로에 대해서는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이나 福岡縣 沖ノ
島 제사유적 등의 존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던 상황을 고고학적으로 어느
정도는 상정할 수 있다. 한편, 후자의 육상ㆍ하천경로에 대해서는 고고학적으로 방
증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육로나 낙동강의 어느 지점이 다른 세력에 의해서 차단
되었다면 이용이 어렵고 위험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백제의 대외교섭을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한 정치세력의 존재를 추정
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낙동강하류 서안의 금관가야, 낙동강 이서지역의 대가
야, 그리고 남해안 지역의 소가야 등의 제세력, 혹은 낙동강 하류 동안의 동래지역
등이다.
사료를 보면, 백제와 왜의 통교가 탁순의 중개 하에서 개시된 상황이 日本書紀
신공(神功) 46년 3월조에서 同52년 9월조에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사
군은 奈良縣 石上神宮 소장의 칠지도 명문의 내용을 근거로 하면서, 4세기 후반경
의 국제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한 사료로서 평가되고 있다.(山尾 1989, 田中 1992․
2009) 특히, 남해안 지역에서 해협을 건너 왜에 도착하는 항해는 서남해안 지역의
도서부에 이르는 항해와는 또 다른 고도의 항해기술이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숙련된 세력에 중개를 요청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탁순을 어느 지역에 비정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지만, 현재
창원설(金泰植 1988, 田中 1992)이나 의령설(李煕濬 1995)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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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치세력이 중개하였다고 하는 사료에 나타난 백제의 대외교섭형태는 Ⅰㆍ

Ⅱ기 단계에서 고고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풍납토성에서는 소가
야계나 아라가야계를 비롯한 가야계 토기가 출토되고 있다.(權五榮 2002, 成正鏞
2007, 洪潽植 2008, 도면 8) 또한, 동래 복천동(동)1호분에서는 다양한 계보의 부장
품 가운데, 백제ㆍ대가야계 이식이 확인되고(도면 9), 한성기 백제와 제가야, 동래지
역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福岡縣 堤蓮町 1호분에서 출토된 한성 백제계
의 수식부이식과 공반된 청동제 삼루환두는 동래 복천동 10ㆍ11호분에 유사예가 확
인된다. 이와 같은 사례를 근거로 한다면, 백제가 주로 가야나 동래지역의 중개로
왜와의 교섭에 임한 상황을 상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진다.
더욱이 근년, 한반도의 서남해안 지역에서 5세기 전엽경의 臨海性이 높은 중소고
분이 확인되고 있다.(도면 10)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야막고분, 해남 외도 1ㆍ2호
분, 신안 배널리고분 등이다. 모두 왜계 갑주나 매장시설, 분구와 매장시설에서 왜
계 요소를 볼 수 있다. 그와 함께, 안동고분과 같이 백제계 장신구를 부장한 경우도
있다. 한성에서 그대로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죽막동 제사유적을 경유하고, 남해
안 지역의 도서부를 건너다고 하는 백제의 대왜 교섭경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또한 일본열도에서도 도서부의 고분에서 백제계 장신구가 확인된
사례가 있다. 瀨戶內 지역의 香川縣 女木島에 위치한 丸山고분에서 출토된 백제계
수식부이식이다.(도면 7)
女木島는 瀨戶內 항로를 따라 위치하는 작은 섬이고, 그 소구릉에 5세기 전엽경
에 해상교통에 관계한 海民집단의 분묘로 생각되는 丸山고분이 위치한다. 丸山고분
의 상세한 분구형태는 불명확하지만, 단경 14.5m, 장경 16m 정도의 원분으로 생각
된다. 매장시설은 상식석관이다. 조사보고에서는 암반을 얕게 파서 석관을 설치하
고, 그 후에 분구를 성토하였으며, 분구표면을 즙석으로 피복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 그 상황은 ｢손바닥 크기만한 자갈을 두께 약 20cm로 성토부의 말단부에서 분
구 정상까지 촘촘하게 전면을 피복하였다고 생각된다.｣(森井 1966 p.36)고 기록되어
있다. 소위 ｢분구후행형｣(吉井 2002)의 고분이고, 그 외관은 적석총에 가까웠을 가
능성이 높다. 즉, 분구나 매장시설의 구조에 한반도의 요소가 확인된다. 부장품으로
곡인겸, 대도가 확인되고, 수식부이식이 피장자에 착장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女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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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 주성리1호석실 3차 관대 2: 천안 용원리 129호분
3: 청원 주성리 2호석곽 4: 합천 옥전 20호분 5: 원주 법천리
1호분(S=1/2)

도면 6. 한성기 백제의 수식부이식

도면 8. 서울 풍납토성 출토
가야계토기(S=1/4)

도면 7. 女木島 丸山고분
(분구:1/400, 석관:1/50, 이식:1/1)

도면 9. 동래 복천동(동) 1호분 주부장품
(1:1/15, 2:1/3, 3-5:1/6, 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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島 丸山고분에서 출토된 수식부이식은 전형적인 한성기 백제계의 자료로 판단된다.
5세기 전반경의 瀨戶內 지역의 대백제 교섭에 해상교통의 경험이 풍부한 海民집단
도 깊이 관여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좋은 사례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근년 고대사의 제성과(武田 1982․1989, 鈴木 2002, 田中 2003, 森 2006)
를 참고하여 백제의 대왜교섭 목적을 부각시켜보고자 한다.
4세기 후반경 백제는 고구려와 치열하게 항쟁하면서 우호적인 정치세력과의 협
조가 불가피하였다. 때문에 東晋에 조공하고, 왜와도 통교를 개시해 협조관계를 구
축하였다. 그러나 廣開土王碑文에 기록되어진 것과 같이, 백제는 396년에 고구려
에 대패하고 58성 700촌을 탈취당하고, 많은 인질과 직물을 고구려에 헌상하였으며,
奴客으로서 고구려에 복속되는 것을 서약하였다. 그러나 다음해에 그 서약과는
달리, 아화왕(阿華王)의 왕자 전지(腆支)를 왜에 ｢質｣로 보내, 왜와 우호관계를 맺었
다. 그 후, 백제와 왜는 400ㆍ404ㆍ407년에 행한 고구려의 남정에 공동으로 대항하
였지만, 바라던 전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렇더라도, 421년에는 왜의 대송외교를
원조하는 등 왜와의 제휴를 더욱 추진하여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고구려
의 남정에 대처하였다.
이와 같이 고대사에 있어서 백제는 고구려의 남정에 대응하기 위해 왜와 우호적
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파악하고 있다. 단, 5세기 전반경의 일본열도 출토의 한반
도계 문물 가운데, 백제계로 특정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고, 백제ㆍ대가야
계로 계보를 넓게 파악해야할 자료가 대부분이다. 그 가운데에는 장병윤등(長柄輪

鐙)과 같이, 그 이입에 대가야권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신라권이나 대가야권에 계보를 구할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해 출토사례가 특히
두드러지는 상황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금후 보다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고대사의 측면
에서 제시된 당시 백제와 왜의 우호관계의 입장에서, 백제의 대왜교섭에 다른 세력
의 중개활동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백제계 문물이 일본열도로 이입되는 빈도가 상
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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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안 배널리고분 2: 해남 외도 1호분 3: 고흥 야막고분 4: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도면 10. 한반도 서남해안지역의 임해성이 높은 중소고분

Ⅳ．대가야-왜
이제까지 대가야와 왜의 교섭은 5세기 중엽 이후에 개시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주
류였다.(朴天秀 1995) 그러나 수식부이식이나 단면 5각형의 장병윤등과 같이 대가
야권에 계보를 가지는 문물이 일본열도에 5세기 전반경부터 확실히 도입되고 있다.
예를 들면, 福岡縣 瑞玉寺고분에서는 장병윤등과 특징적인 2조선 인수를 가진 표비
가 출토되었는데(도면 11), 모두 대가야권(낙동강 중류역 서안)에서 계보를 구할
수 있다.(諌早 2006) 이 고분의 분구에서는 TK216형식기(5세기 전엽경)의 스에
키가 출토되었다. 대가야가 주체적으로 대왜교섭을 행하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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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福岡縣 瑞王寺고분 출토 마구ㆍ스에키와 일본열도 초기 등자의 분포
(마구:1/5, 스에키:1/4)

대가야권의 수식부이식은 5세기 전중엽까지는 주로 고령, 합천, 그리고 함양 등,
대가야의 중심역으로 분포가 한정된다. 그리고 5세기 후엽에서 6세기 전반경에는
진주, 창원, 고성, 남원, 장수, 임실, 순천 등의 주변역으로 분포가 확장되고, 더욱이
창녕이나 경산 등의 낙동강 이동지역에서도 확인된다. 이와 같은 분포양상에서 이
한상은 수식부이식을 ｢대가야의 중심지에서 연맹내의 제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제
작, 배포한 것｣(李漢祥 2003 p.699)으로 ｢대가야적인 위세품｣(李漢祥 2003 p.697)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필자도 그의 견해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앞에서 본 신라
와 같이 사회통합의 상징물이 일본열도로 이입된다고 하는 것은 대가야가 어떤 목
적을 가지고 왜와의 교섭에 임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열도에서 대가야계의 수식부이식이 확인된 5세기 전반경의 고분 중 하나로

兵庫縣 宮山고분이 있다.(松本ㆍ加藤 외 1970, 松本ㆍ加藤 1972) 이 고분에서 3기
의 매장시설(수혈식 석실)이 축조되었고, 그 중 제2ㆍ제3주체부에서 대가야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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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부이식이 확인되었다. 특히 제2주체부에서는 대가야계 수식부이식과 비취제
곡옥을 포함한 경식 세트가 석실 동단에서 출토되어 주피장자의 두위나 전신의 위
치를 추정할 수 있었다.(도면 12) 한편, 그것과는 다르게 석실 서측, 주피장자의 족
측에 세환+소옥류(首飾 혹은 의복 등의 장식)+초엽문투조대금구라는 장신구 세트
가 확인되었다. 2구 매장의 가능성이 높고, 정치한 수식부이식과 단순한 세환이라
는 조합으로 볼 때, 석실 서측에 매장된 인물은 한반도 동남부에서의 일반적인 ｢순
장자｣, 적어도 주피장자에 종속된 지위의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착장상태로 출토된 한반도계 장신구, 그리고 ｢순장자｣의 존재 등에서
한반도 남부 묘제의 영향이 가장 강하게 반영된 고분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주피
장자나 ｢순장자｣가 한반도계의 도래인이었을 개연성은 높다. 단, 장신구의 계보를
보면, 이식은 대가야계, 대금구는 고구려-신라계로 구분되고, 다른 부장품의 계보관
계도 다양하다. 따라서 피장자의 출자를 한정하기는 어렵다. 단, 적어도 宮山고분의
피장자나 조영집단이 대가야를 포함한 한반도의 다양한 세력과 교섭을 중복하고 있
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또한 동해(일본해)측에 위치하는 若狹ㆍ越前지역도 후쿠이현 福井縣 天神山 7호
분(TK216단계)이나 福井縣 向山 1호분(TK216~TK208단계) 등에서 대가야계의 수식
부이식이 확인되고 있다.(도면 13) 이 지역은 5~6세기 전반경을 거쳐 계기적으로 대
가야계 문물을 부장하고 있고, 동해(일본해) 경로를 활용해서 대가야와 직접적이며
항상적으로 교섭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가야는 어떠한 목적에서 왜와의 교섭에 임하였을까?
이 시기, 금관가야의 쇠퇴를 전후하여 급속한 성장을 이뤄, 사회통합을 추진한 것
이 고령지역을 모태로 하는 대가야였다. 고고학적으로는 대가야양식토기(고령양식
토기)분포권의 형성과 확대, 착장형 위세품(관이나 수식부이식)의 배포, 제지역의
고총고분의 조영 등에서, 낙동강 서안에서 섬진강 하류역에 이르는 사회통합의 움
직임이 추정되고 있다.(李熙濬 1995b, 朴天秀 1999b) 5세기 전반경은 그 태동기이
다.

삼국시대의 한반도 제세력의 대왜교섭

313

도면 12. 宮山고분 제2주체부의 장신구 출토위치(매장시설:1/50)

도면 13. 若狹ㆍ越前지역의 대가야계 이식출토 고분
(분구:1/1500, 매장시설:1/150, 석실:1/225, 이식: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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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대외교섭을 생각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것은 백제의 동향이다. 앞
에서 서술하였듯이 백제는 고구려 남정에 대항하기 위해, 우호적인 정치세력과의
협조가 필요하여 대가야에 접근했을 가능성은 높다. 특히, 대가야권에서 출토되는
초기의 금공품(예를 들어, 옥전 23호분의 수식부이식이나 관)에서 백제와의 밀접
한 공통성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급속한 성장을 이룬 대가야에 백제가 접근하여
금공기술 등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낙동강 이서의 내륙부에 위
치한 대가야에도 고구려 남정에 대한 백제와의 공동대처는 필요하였고, 그 방책의
하나로 왜와 우호적인 관계수립에 힘썼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Ⅰ기 단계의 대가야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

Ⅴ. 맺으며
이상과 같이 5세기 전반대에는 신라, 백제, 대가야가 각각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왜와의 교섭에 임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신라는 고구려와의 종속적인 관계를 맺으
면서도 그 환경의 호전을 의도하고 왜와의 교섭에 임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백제나 대가야는 고구려 남정에 대비하기 위해 왜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길 의도했
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한반도 제세력의 대왜교섭 목적이 복잡하게 얽힌 정세속
에서 한일관계는 진전되고, 일본열도에 다양한 한반도계 문물이 도입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과 같이 한반도 제세력의 동향을 무시하고, 왜가 일방적이며 주체적으로 한
반도 남부에 군사적 활동을 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고분시대 사회론에서 왜가 한반
도에 출병한 근거의 하나로, 廣開土王碑文에 기록된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두경
에 걸친 대고구려전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고대사학에서
는 백제의 지원 요청에 따른 선도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이미 지적하고 있다.(田中
1992) 또한 비문에는 왜 관련 기사 자체가 당시의 정세를 객관적으로 기록하였다기
보다는 고구려의 대외 군사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前置文｣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浜田 1974, 武田 1989), 나아가 가상 적국으로서 왜의 활동을 과장한 것(李成市
1994)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기적으로도 한정되며 특수한 역사사건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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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진문화 수용의 주된 계기로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일
본열도와 한반도간에 상호교섭의 목적에 기초해 기층적이며 항상적인 교섭관계의
누적이 있었고, 그것 자체가 왜에 선진문화의 수용과 전개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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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国時代における朝鮮半島諸勢力の対倭交渉
- 5世紀前半代を中心に -

1)高田貫太*

要 旨
日本考古学における古墳時代の日朝関係史研究には、①倭王権による軍事的対外
活動に対する過度の重視、②倭王権による対外交渉権の一元的な掌握、③朝鮮半島
諸勢力の側から日朝関係を検討していく必要性という3つの課題があると考える。
このような問題意識に基づいて、日本列島出土の朝鮮半島系副葬品の様相と古代史
学の成果を総合化することで、5世紀前半代の日朝交渉の様態を検討した。
新羅は高句麗との従属的な関係を結びつつも、その環境の好転を意図し、倭との
交渉に臨んだと解釈することができる。また、百済や大加耶は高句麗南征に備える
ために倭との友好的な関係を結ぶことを意図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新羅、百済、
大加耶の対倭交渉目的が複雑に絡み合った情勢の中で日朝関係が推移していること
を考えれば、倭が一方的にかつ主体的に朝鮮半島南部における軍事的活動を行いえ
た可能性は低い。むしろ、日本列島と朝鮮半島の間における、相互の交渉目的に基
づく基層的かつ恒常的な交渉関係の積み重ねがあり、それこそが倭における先進文
化の受容と展開の最も根本的な要因であったと評価したい。

キーワード : 三国時代、日朝関係、外来系墓制

* 日本 国立歴史民俗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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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はじめに
これまでの日本考古学における古墳時代の日朝関係に関する研究をふりかえる
と、大きく3つの課題があるように思われる。
1つは、倭が朝鮮半島系の文物・技術を受容する主な契機として、倭王権による朝
鮮半島における軍事的活動を過度に重視してきた点である。この解釈の枠組みは、
1970年代までの ｢大和朝廷による任那支配｣ という古代史の枠組みを若干変更しつ
つ、踏襲してきたものと判断せざるを得ない(山尾1999、朴2007など)。しかし、1970
年代以後の古代史においては、史料批判を徹底させることで、｢任那支配｣ は無論の
こと倭王権主導の ｢朝鮮出兵｣ の架空性を浮き彫りにしてきた。そのなかでも、百済
や加耶との連携のなかで、倭が軍事的な活動を行ったことは史料上から指摘されて
いるが、まずは考古学的な方法論に則って、その活動の実態を再検討していく必要
はある。
2つめとして、倭王権による対外交渉権の一元的な掌握という解釈の再検討であ
る。日本においては朝鮮半島系文物や技術の流通機構を古墳時代当初から畿内地域
が掌握していたという解釈が主流をなしているが、その前提として 広開土王碑文
や 日本書紀神功摂政49年条などを根拠とした倭主体の(大規模な)軍事的活動が、
暗黙裡に想定されている場合が多い。
そして最後に、朝鮮半島諸勢力の側から日朝関係を検討していく必要性である。
これまでの朝鮮三国時代に焦点を当てた古代史や考古学の成果を見れば、朝鮮三国
と諸加耶それぞれが社会統合を志向するなかで、様々な政治的な緊張関係が生じて
いたことが明らかにされつつある。その中で、百済や諸加耶、そして新羅が明確な交
渉意図を有して、倭との交渉に臨んでいた可能性は高く、それを具体的に明らかに
する必要がある。
古代史学と比較した場合、考古学的方法による日朝関係史研究の利点は、様々な
事象の差異性、非規則性、個別性、そして多様性を明らかにしていくことにある。
その意味で、上述の課題を克服しつつ、日朝関係史像を再構築していくためには、
倭、朝鮮三国、諸加耶それぞれの王権間の関係の動向に焦点を定めるだけでは、不
十分である。それとともに、王権に属した(あるいは反発した)多様な地域社会が、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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域の内部で、あるいはその境界を往来し、他の社会とどのような関係を構築したの
かを、事例に即して追究していくことが必要となろう(高田2012)。
以上のような問題意識のもと、ここでは4世紀末から5世紀前半頃の新羅、百済、
大加耶の対倭交渉の様態や交渉意図について検討する。

Ⅱ. 新羅、洛東江下流域―倭
5世紀前半頃における新羅と倭の交渉を考える時に有用な朝鮮半島系文物は、垂飾
付耳飾と龍文․草葉文透彫帯金具(第1図)である。洛東江以東地域の垂飾付耳飾の分
布の中心は慶州にあり、慶州においては5、6世紀を通じて耳飾の型式的変遷をたど
ることが可能である。その分布は、5世紀中後葉頃には、義城、慶山、大邱、江陵、
昌寧、蔚山などの拠点地域に分布し、6世紀に入ると安東、梁山、順興、三陟、清原
などの周辺地域へと拡散する(李漢祥1995)。このような分布状況は他の装身具につい
てもおおむね認められており、そこから新羅王権が5世紀に洛東江以東地域を統合す
る過程において、冠、耳飾、帯金具、環頭大刀、飾履などの服飾品をセットとして
諸地域社会に配布したと考えられている(李煕濬2002)。このような政治的色彩の強い
新羅系の威信財が、畿内や北部九州を中心に確認されている(第3図)。それらの装身
具には新羅王権のまた別の政治的な意図、すなわち対倭交渉意図が表象されている
と捉えるのが妥当であろう。
また、その交渉経路についても帯金具の分布からある程度推測が可能である。す
なわち、龍文透彫帯金具の朝鮮半島における分布をみると、江陵－慶州－慶山と東
海岸に沿って主に分布している点は注目でき、このような分布から、三燕－高句麗
圏―江陵―慶州․慶山―釜山․蔚山―倭というような経路を想定することが可能で
ある(高田2006․2013)。それでは、5世紀前半頃に新羅は何故倭との交渉に臨む必要
があったのか。当時の新羅を取り巻く情勢について概観する。
新羅は4世紀中後葉頃から高句麗との関係を深めていった。377、382年の前秦への
朝貢は高句麗の導きによるものと考えられており(末松1954)、4世紀末に実聖、5世紀
前葉に卜好をそれぞれ高句麗へ ｢質｣(仁藤2004)として派遣するなどして高句麗へ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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従属の動きを強めた。新羅が ｢属民｣ として服し ｢朝貢｣ を強いられたとする 広開土
王碑 や、新羅領域内への軍隊の駐屯や新羅王以下の高位者に高句麗服飾を賜与し
たとする 中原高句麗碑 の内容は、当時の高句麗と新羅の関係を端的に表している
(武田1989、篠原2000など)。また、奈勿―実聖―訥祗という新羅の王位継承に高句麗
が軍事力を背景に介入し、それに起因する王権内部の対立も指摘されている(末松
1954、井上2000、木村2004など)。このような高句麗との関係を1つの背景としつつ、
新羅中央は諸地域権力の統合を進めていったと判断されている(李煕濬2007 257頁)。
その考古学的な指標が洛東江以東の各地域に造営される高塚群、洛東江以東様式土
器の普及、そして服飾品たる着装形威信財の配布行為である(李煕濬2007、金大煥
2008など)。その一方で、当時の新羅は5世紀初に倭に対しても王子未斯欣を「質｣と
して派遣している。これは高句麗と倭に「質｣を出す新羅の厳しい国際環境を反映し
ている(朱甫暾1998、木村2004など)。
以上のような新羅を取り巻く国際環境を考慮すれば、新羅がその危機を打開する
ために、倭との政治経済的な交渉に臨んでいた蓋然性は少なくない。その目的をよ
り具体的に述べれば、高句麗との従属的関係の解消(井上2000)や 広開土王碑に象
徴されるような倭の新羅圏における策動(無論、百済や加耶の要請に基づくもの)を防
ぐためであった可能性などが考えられよう(木村2004)。
このような可能性を考古学的に傍証するのが、日本列島における様々な新羅系文
物である。それを副葬した古墳の中で最も象徴的な事例としては、奈良県新沢千塚
126号墳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第4図 橿原市千塚資料館2002)。新沢千塚126号墳は、
22×16ｍの平面長方形の木棺直葬墳である。木棺からは龍文透彫方形板、垂飾付耳
飾、螺旋状垂飾、頸飾、腕輪、指輪などの服飾品セットが確認された。基本的には
高句麗․新羅系と把握することが妥当である。加えて、服飾品が一揃い備わってい
る点や被葬者に着装させたと推定できる位置から出土している点からみれば、新羅
圏における ｢着装形｣ 威勢品(李煕濬2002 11頁)として、被葬者自身の政治経済的な身
分を直接的に表象している可能性は高い。このような新羅における身分を装身具に
よって表象し、かつ半島(特に新羅)の習俗に則って埋葬された被葬者を新羅系渡来人
と判断することは許されよう。
新沢千塚126号墳の被葬者は、新羅圏においても各種の装身具の着装が許される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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うなある程度高位の身分であったこと、在地化はせずに異質な存在として葬られた
ことは確かである。したがって、新羅王権の交渉目的を代弁し、交渉を有利に展開
させるように動いた、｢質｣のような被葬者像を想定したい(高田2006)。126号墳は新
沢千塚古墳群のf支群に属するが、これを構成する古墳には様々な朝鮮半島系副葬品
や鉄器が副葬されている。126号墳はその中で中心的な位置にある。よって、その被
葬者を渡来人集団とともに日本列島へ渡来し、渡来文化の定着にたずさわった人物
としても評価は可能であろう。
そして、龍文透彫帯金具の型式系列(第2図)が示すように、日本列島に金工技術の
導入․定着に、新羅との交渉も重要な役割を果たした可能性は高い。それらが対外
交渉を活発に行った倭王権の根拠地たる畿内地域や北部九州地域を中心に分布して
いること、そして初期馬具においても短柄輪鐙をはじめとして洛東江以東地域に系
譜を追い求め得る資料が少なからず存在すること(諫早2012)を勘案すれば、倭と新羅
の交渉は ｢質｣ の派遣というような特殊かつ限定的な外交のみならず、物資や技術者
の贈与․派遣もふくめた、ある程度恒常的なものであったことが想定できる。鳥瞰的
にみれば、広開土王碑 に象徴されるように、百済―加耶―倭に対峙する高句麗－
新羅という図式の中で当時の東アジア情勢は推移していたとは考えられるが、新羅
はみずからの政治的危機を打開するため、倭とのある程度恒常的な交渉に臨んでい
たと考えられる。

Ⅲ．百済―倭
百済の成立過程については、漢江下流域を核として、百済土器が成立し周辺地域
へ拡散していく点、葺石封土墳や基壇式積石塚などの大型墳墓が石村洞古墳群に集
中して築造される点、そしてソウル風納土城や同夢村土城など王城と推定し得る土
城の成立を指標として考えられている(朴淳發2001)。その時期はおおむね3世紀後半
頃とされている。また、近年発掘調査が相次ぐ漢城百済期の漢江上流域や錦江流域
の古墳群の状況から出土する中国製陶磁器や冠、耳飾、飾履などの装身具につい
て、百済中央から各地域勢力へと配布されたものと把握し、各地方に対する間接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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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の結果とする見解が提示されている(成正鏞2001など)。
日本列島における百済系文物の導入背景を考える際に注目できるのは、百済系の
垂飾付耳飾である。5世紀前半頃の資料としては福岡県堤蓮町1号墳(第4図)、香川県
女木島丸山古墳出土資料(第7図)が代表的である。まず、朝鮮半島における分布から
その移入経路を推定してみたい。
漢城期百済の垂飾付耳飾はソウル、原州、天安、清原、清州、公州、瑞山など、
京畿道、忠清南道、忠清北道の一帯に分布している(第6図)。この分布圏は黒色磨研
土器や直口短頸壺、高杯などに代表される漢城百済土器や、中国陶磁器の分布圏と
重なっており、漢城期百済の主たる圏域として評価されている(李漢祥2000、成正鏞
2001)。日本列島の百済系耳飾も、この圏域からもたらされた可能性が高い。この漢
城期百済から倭への道程を考えると、大きく2つの経路を想定することができる。
1つは漢江や牙山湾など利用して黄海に出た後、朝鮮半島の西海岸沿岸や南海岸沿
岸を伝って南下した後に、大韓海峡や対馬海峡を渡る経路である。もう1つは竹嶺や
鶏立嶺、あるいは後の秋風嶺などの峠を利用して小白山脈をこえた後に、洛東江沿
い南下して洛東江下流域に至ったり、洛東江以西地域の陸路や河川を利用して南海
岸に到達し、海峡を渡る経路である。
このうち、前者の海上経路については扶安竹幕洞祭祀遺跡や福岡県沖ノ島祭祀遺
跡などの存在から、積極的に利用されていた状況を考古学的にある程度は想定可能
である。一方で、後者の陸上․河川経路については考古学的な傍証を見いだすこと
は容易ではない。また、陸路や洛東江のある地点を他の勢力によって遮断されてし
まえば、利用が難しくなってしまう危険性もある。
このようにみてくると、百済の対倭交渉を仲介するような役割を担う政治勢力の
存在を推定してみることはできよう。具体的には、洛東江下流西岸の金官加耶、洛
東江以西地域の大加耶、そして南海岸域の小加耶などの諸勢力、あるいは洛東江下
流東岸の東萊地域などである。
史料をみると、百済と倭の通交が卓淳の仲介の下で開始された状況が、日本書
紀 神功46年3月条から同52年9月条に一連となって記録されている。これらの記事群
は、奈良県石上神宮所蔵の七支刀銘文の内容を根拠としつつ、4世紀後半頃の国際状
況をある程度反映した史料として評価されている(山尾1989、田中1992․2009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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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に南海岸域から海峡を渡り倭に到着する航海は、西南海岸域の島嶼部を伝う航海
とは、また別の高度な航海技術や経験が必要であったと想定されるので、それに熟
練していた勢力に仲介を要請したのはある意味では当然といえる。卓淳をどの地に
比定するのかについては、様々な見解が提示されているが、現状では昌原説(金泰植
1988、田中1992など)や宜寧説(李煕濬1995)が有力である。
史料からうかがえる、百済の対倭交渉を他の政治勢力が仲介するという交渉様態
は、Ⅰ、Ⅱ期段階において考古学的にも垣間みることができる。例えば、ソウル風納
土城では小加耶系や阿羅加耶系をはじめとする加耶系土器が出土している(權五榮
2002、成正鏞2007、洪潽植2008など 第8図)。また、東萊福泉洞(東)1号墳では多様な
系譜の副葬品の中で百済․大加耶系耳飾が確認でき(第9図)、漢城期百済と諸加耶、
東萊地域との関係をうかがわせる。そして、福岡県堤蓮町1号墳の漢城百済系の垂飾
付耳飾と共伴する青銅製三累環頭は、東萊福泉洞10․11号墳に類例が確認できる。
このような事例を根拠とすれば、百済が主に加耶や東萊地域の仲介の中で倭との交
渉に臨んでいた状況を想定することは、ある程度の妥当性を有している。
さらに近年、朝鮮半島の西南海岸域において5世紀前葉頃の臨海性の高い中小古墳
が確認されている(第10図)。高興吉頭里雁洞古墳、同野幕古墳、海南外島1․2号墳、
新安ベノリ古墳などである。いずれも、倭系甲冑や埋葬施設、墳丘と埋葬施設の関
係などに倭系の要素が垣間みえる。それとともに、雁洞古墳のように百済系装身具
を副葬する場合もある。漢城からそのまま西海岸沿いを南下し、竹幕洞祭祀遺跡を
経由し、南海岸地域の島嶼部を伝っていくという百済の対倭交渉経路を具体的に示
す事象として注目される。また、日本列島においても、島嶼部の古墳から百済系装
身具が確認された事例がある。瀬戸内海地域の香川県女木島に位置する丸山古墳出
土の百済系の垂飾付耳飾である(第7図)。
女木島は、瀬戸内航路沿いに位置する小さな島であり、その小丘陵に5世紀前葉頃
に海上交通にたずさわった海民集団の墳墓と考えられる丸山古墳が位置している。
丸山古墳は詳細な墳丘形態は不明であるが、短径14.5ｍ、長径16ｍ程の円墳と考え
られている。埋葬施設は箱式石棺である。調査報告では岩盤を浅く掘り込んで石棺
を設置し、その後に墳丘を盛土し、墳丘表面を葺石で被覆したと推定されている。
その状況は ｢掌大前後の角礫を厚さ約20センチに盛土の裾から、墳頂までぎっしり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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面を被覆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森井1966 36頁)と記録されている。いわゆる ｢墳丘
後行型｣(吉井2002)の古墳であり、その外観は積石塚に近いものであった可能性が高
い。すなわち、墳丘や埋葬施設の構造に朝鮮半島系の要素が認められる。副葬品と
しては曲刃鎌、大刀が確認され、垂飾付耳飾が被葬者に着装された状態で出土し
た。女木島丸山古墳で出土した垂飾付耳飾は、典型的な漢城期百済系の資料と判断
できる。5世紀前半頃の瀬戸内地域の対百済交渉に、海上交通の経験が豊富な海民集
団も深くかかわっていたことを示す良好な事例と判断できる。
次に、近年の古代史の諸成果(武田1982․1989、鈴木2002、田中2003、森2006など)
を参考としつつ、百済の対倭交渉の目的を浮き彫りにしてみたい。
4世紀後半頃、百済は高句麗との熾烈な抗争の中にあり、友好的な政治勢力との協
調が不可欠となっていた。そのために、東晋へ朝貢し、倭とも通交を開始し協調関
係を築く。しかし、広開土王碑文 に記されたように、百済は396年に高句麗に大敗
し58城700村を奪取され、多くの生口や織物を高句麗に献上し、｢奴客｣ として高句麗
に服属することを誓わされる。しかし、翌年にはその誓いとは異なり、阿華王の王子
腆支を倭に ｢質｣として送り倭と友好関係を結ぶ。その後、百済と倭は400、404、407
年に行なわれた高句麗の南征に対して共同で対抗したが、望ましい戦果を挙げるこ
とはかなわなかったようである。それでも、421年には倭の対宋外交を援助するな
ど、倭との提携をさらに推し進め緊密な関係を構築することで、高句麗の南征に対
処した。
このように古代史においては、百済は高句麗の南征に対応するために倭との友好
的な関係を維持したと把握している。ただし、5世紀前半頃の日本列島出土の朝鮮半
島系文物の中で、百済系と特定し得るものはそれほど多くはなく、百済․大加耶系
と系譜を広く把握すべき資料が大半である。その中には長柄輪鐙のように、その移
入には大加耶圏との関係に重きを置くべき資料も含まれる。新羅圏や大加耶圏に系
譜を求められる資料と比較しても、出土事例が特に際立つという状況でもない。
この点については今後より検討を深めていく必要はあろうが、ここでは古代史の側
で提示された当時の百済と倭の友好関係を踏まえて、百済の対倭交渉における他勢
力の仲介活動の割合が高かったために、百済系文物が日本列島へ移入される頻度が
相対的に低かったと解釈しておき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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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大加耶―倭
これまでは、大加耶と倭の交渉は5世紀中葉以後に開始されたとみる見解が主流で
あった(朴天秀1995)。しかし、垂飾付耳飾や断面5角形の長柄輪鐙のように大加耶圏
に系譜を追える文物が、日本列島には5世紀前半頃から確実に導入されている。例え
ば、福岡県瑞王寺古墳では長柄輪鐙と特徴的な2条線引手を有する鑣轡が出土し(第
11図)、一括して大加耶圏(洛東江中流域西岸)に系譜を求め得ることが指摘されてい
る(諫早2006)。この古墳の墳丘からはTK216型式期(5世紀前葉頃)の須恵器が出土して
いる。大加耶が主体的に対倭交渉を重ねていたことをうかがわせる資料である。
大加耶圏の垂飾付耳飾は、5世紀前中葉までは主に高霊、陜川、そして咸陽など、
大加耶の中心域に分布が限定される。そして5世紀後葉から6世紀前半頃には、晋
州、昌原、固城、南原、長水、任実、順天などの周辺域に分布が拡大し、さらに昌
寧や慶山などの洛東江以東地域でも確認される。このような分布様相から、李漢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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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垂飾付耳飾を ｢大加耶の中心地から連盟内の諸勢力を統制するために、製作、配布
したもの｣(李漢祥2003 699頁)として ｢大加耶的な威勢品｣(李漢祥2003 697頁)の1つと
して定義している。筆者も氏の見解に基本的に同意する。先にみた新羅と同様に、
このような社会統合の象徴物が日本列島へ移入されるということは、大加耶が何ら
かの目的をもって倭との交渉に臨んでいたことを示している。
日本列島において、大加耶系の垂飾付耳飾が確認された5世紀前半頃の古墳の1つ
に、兵庫県宮山古墳がある(松本․加藤ほか1970、松本․加藤1972)。この古墳では3
基の埋葬施設(竪穴式石室)が設置され、その中で第2、第3主体部から大加耶系の垂飾
付耳飾が確認された。特に第2主体部では、大加耶系垂飾付耳飾と翡翠製勾玉を含む
頸飾のセットが石室東端より出土し、主被葬者の頭位や全身の位置がおおむね推定
できる(第12図)。一方でそれとは別に、石室西側、主被葬者の足側に細環＋小玉類
(首飾りもしくは衣服などの装飾)＋草葉文透彫帯金具という装身具セットが確認さ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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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2体埋葬の可能性は高く、精緻な垂飾付耳飾と単なる細環という較差からみれ
ば、石室西側に埋葬された人物は、朝鮮半島東南部において一般的な ｢殉葬者｣、少
なくとも主被葬者につき従う地位の人物であった可能性は高い。
このように、着装状態で出土した朝鮮半島系装身具、そして ｢殉葬者｣の存在など
から、朝鮮半島南部の墓制の影響が最も強く反映された古墳と評価でき、その主被
葬者や ｢殉葬者｣が朝鮮半島系の渡来人であった蓋然性は高い。ただし、装身具の系
譜をみると、耳飾は大加耶系、帯金具は高句麗―新羅系とわかれ、かつ他の副葬品
の系譜関係も多様である。よって、被葬者の出自を限定することは難しい。ただ、
少なくとも、宮山古墳の被葬者や造営集団が、大伽耶を含めた朝鮮半島の多様な勢
力と交渉を重ねていたことは確かである。
また、日本海(東海)側に位置する若狭․越前地域も福井県天神山7号墳(TK216段階)
や福井県向山1号墳(TK216～TK208段階)などで、大加耶系の垂飾付耳飾が確認されて
いる(第13図)。この地域は5世紀～6世紀前半頃を通じて継起的に大加耶系文物を副葬
しており、日本海経路を活用して大加耶との直接的、かつ恒常的に交渉を重ねてい
た可能性が高い。
そうであるならば、大加耶はどのような目的から倭との交渉に臨んだのであろう
か。
この時期、金官加耶の衰退と相前後して急速な成長を遂げ、社会統合を推し進め
たのが高霊地域を母胎とする大加耶であった。考古学的には、大加耶様式土器(高霊
様式土器)分布圏の形成と拡大、着装形威勢品(冠や垂飾付耳飾)の配布、諸地域にお
ける高塚古墳の造営などから、大きく洛東江西岸から蟾津江下流域に至る社会統合
の動きが推定されている(李煕濬1995b、朴天秀1999b)。5世紀前半頃は、その胎動期
である。
大加耶の対外交渉を考える時に注意を払うべきは百済の動きである。先に述べた
ように、百済は高句麗南征に対抗するために友好的な政治勢力との協調が必要であ
り、大加耶に接近していた可能性は高い。特に、大加耶圏で出土する最初期の金工
品(例えば玉田23号墳の垂飾付耳飾や冠)には百済との密接な共通性が認められる点か
らみて、急速な成長を遂げる大加耶に対して百済が接近し、金工技術などを提供し
た可能性は考えてもよい。洛東江以西の内陸部に位置する大加耶にとっても、高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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麗南征に対する百済との共同対処は必要なものであり、その方策の1つとして、倭に
対して友好的な関係の樹立に努めていたと推定することは妥当であろう。これが、Ⅰ
期段階の大加耶の主たる目的であったと思われる。

Ⅴ. おわりにかえて
以上のように、5世紀前半代には新羅、百済、大加耶がそれぞれ明瞭な意図をもっ
て倭との交渉に臨んでいたと推定できる。新羅は、高句麗との従属的な関係を結び
つつも、その環境の好転を意図し、倭との交渉に臨んだと解釈することができる。ま
た百済や大加耶は、高句麗南征に備えるために倭との友好的な関係を結ぶことを意
図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このような、朝鮮半島諸勢力の対倭交渉目的が複雑に絡
み合った情勢の中で、日朝関係は推移し、日本列島へ様々な朝鮮半島系文物が導入
されたと把握できる。
以上のような朝鮮半島諸勢力の動向を無視して、倭が一方的にかつ主体的に朝鮮
半島南部における軍事的活動を行いえた可能性は低い。古墳時代社会論において
は、倭が朝鮮半島へ出兵を行った根拠の一つとして、広開土王碑文に記録された4
世紀末から5世紀初頭頃にかけての対高句麗戦が挙げられる場合が多い。しかし、こ
れについては古代史学によって百済による支援の要請、先導的な役割があったこと
が、すでに指摘されている(田中1992など)。また、碑文における倭関連の記事自体が
当時の情勢を客観的に記録したものというよりも、高句麗の対外軍事活動を正当化
するための ｢前置文｣としての性格が強いこと(浜田1974、武田1989)、ひいては仮想敵
国としての倭の活動を誇張したもの(李成市1994)と評価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時期
的にも限定され、かつ特殊的な歴史事件を倭の先進文化受容の主たる契機として過
度に強調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むしろ、日本列島と朝鮮半島の間における、相
互の交渉目的に基づく基層的かつ恒常的な交渉関係の積み重ねがあり、それこそが
倭における先進文化の受容と展開の最も根本的な要因であったと評価し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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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전기 분묘 출토 쌍어형숟가락 연구
정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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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숟가락의 지역별 출토 상황
Ⅲ. 숟가락의 형식과 사용 시기
Ⅳ. 쌍어형 숟가락의 출토 배경
Ⅴ. 나가는 글

梁宅椿(明宗2年, 1172~高宗41年, 1254)墓 出土
雙魚形숟가락

고려전기 분묘 출토 쌍어형숟가락 연구

1)정

의 도*

요 약
고려시대 전기 분묘에서 출토되는 숟가락을 경기도지역, 충청도지역, 전라도지역,
경상도지역으로 나누어 출토비나 형식별 점유율 등을 검토한 결과 쌍어형이 여타
일반형-기본형, 장릉형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장릉형이
출토되지 않는 지역도 있었고 전지역을 통털어 연봉형이나 약시형은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 숟가락은 전체 길이가 쌍어형이 일반형 보다 약간 크기는 하지만 22cm 내
외. 술잎비 0.45, 자루각 15° 정도였다.
숟가락이 고려시대 분묘의 부장품으로 포함되게 되는 것은 11세기 경의 청자해무리
굽 말기 단계이며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에 이르면 춭토 예와 출토지역이 증가하게
된다. 숟가락이 부장되게 되는 것은 묘장풍습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변화는 숟
가락의 형식이나 당시의 사회적ㆍ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고려와 요, 고려와 금과의
교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1세기는 고려와 요의 교류가 시작되는 단계이
며, 12세기는 고려와 요, 고려와 금과의 교류가 공식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단계로
서긍의 宣和奉使高麗圖經에 기술한 상황과도 부합하는 시기이다.
쌍어형숟가락은 요에 기원하여 완성된 형식이 금대에 이르러 유행하게 된 것이
다. 쌍어형숟가락이 분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고려와 요·금관계를 상징적
으로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12세기 중반 경에 이르게 되면 왕의
무덤에도 숟가락이 부장되게 되고 당시 지배층의 화장묘에서도 숟가락이 출토되게
되는 상황으로 진전되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 한국문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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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雙魚形숟가락, 一般(基本)形숟가락, 長陵形숟가락, 자루角, 술잎比, 靑磁해
무리굽碗, 靑瓷盤口甁, 陶器盤口甁, 高麗, 遼·金交流, 宣和奉使高麗圖經

Ⅰ. 서
고려시대에 조성되는 분묘에는 숟가락이 포함되어 있고 그 숟가락의 단면형태는
자루가 [S]자로 크게 휘어져 있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숟가락과는 상당히 다른 분
위기를 풍긴다.1) 필자는 고려시대의 숟가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숟가락이 부
장품으로 포함되게 된 것은 중국-특히 요와 금으로 대표되는 북방과의 교류의 결과
이며 통일신라의 전통이 이어진 것이 아니고 고려시대에 들어 새롭게 등장한 묘장
풍습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숟가락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숟가락 자체의 변화 원인에 기초한 편
년문제나 젓가락과의 관계, 형식분류에 있어 각 형식의 발생과정과 그에 대한 해석
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다. 실제로 필자는 아직도 숟가락 자체만으로 성립된 편
년안을 확립하고 있지 못하며 숟가락 자체의 변화원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숟가락의 변화가 단시간에 변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숟가락이 기본적으로 음
식물을 그릇에서 입으로 옮기는 운반도구라는 특성상 음식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대를 따라 변화하는 음식물의
변화를 숟가락의 변화와 아울러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이 방면의 연구를 어렵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이에 대한 반성적 연구를 수행한 것이 숟가락의 지역적인 선호 형식에 대한 검토
나, 지역적인 묘장풍습의 차이점에 대한 입증, 그리고 막연하게 ｢숟가락의 자루가
많이 휘어졌다｣라는 표현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고자 술목에서 자

1) 숟가락에 대한 명칭은 적지 않다. 청동시, 동시, 청동숟가락, 숟가락, 술 등을 쉽게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유물은 고려시대 전기 분묘에서 출토되는 숟가락
에 한정되고 있으며 당시의 분묘에서 출토되는 숟가락의 재질은 청동 밖에는 없고, 숟가락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식음문화를 대표하는 도구이므로 한자말보다는 우리말을 사용하여 숟가락
으로 통칭하여 부르기로 하고 젓가락과 한 벌로 출토되면 수저라고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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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로 이어지는 각도를 ｢자루각｣으로 명명하고 그 각도를 측정하여 시기적인 차이를
입증하고자 하였다.2) 또한 술총이 둘로 나누어지는 형식을 단순히 ｢연미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비고고학적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요나라와 금나라의 숟
가락 자료를 검토하여 그것이 숟가락 자루 끝에 쌍어를 부가한 것이 시기를 따라
단순화된 것임을 밝혀내고 ｢쌍어형｣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하였다.3)
이와 같은 연구 성과 위에서 필자가 한편 궁금하게 생각하던 것은 13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고려시대의 분묘에서 숟가락이 본격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고려의 개국에서 항몽전쟁기로 접어들기 전 까지 고려전기에 숟가락
은 과연 어떠한 고고학적 상황에서 파악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며 부장품으로 포함
된 숟가락이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볼 때 과연 어떤 형식으로 전래되었겠는
가 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고려시대 분묘의 대부분이 피장자를 모르고 있지만 피장
자가 알려진 무덤 중에 출토된 숟가락이 쌍어형이라는 사실은 고려전기에 부장품으
로 등장한 숟가락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하였다.
이상과 같은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의 발굴성과를 중심으로 고려시대 전
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분묘를 경기도지역, 충청도지역, 전라도지역, 경상도지
역으로 나누어 숟가락의 출토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려전기 묘
장의 지역적인 특징과 아울러 숟가락의 특징을 검토하고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으
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Ⅱ. 숟가락의 지역별 출토 상황
숟가락이 고려시대에 새롭게 시작되는 묘장풍습의 일환으로 부장품에 포함되게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유적에서, 어떤 상황에서 출토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보

2) 정의도, ｢조선후기 숟가락의 변화｣, 문물 제3호, 한국문물연구원, 2013.6, pp.283~284.
3) 정의도, ｢송·요·금·원 수저 편년연구-어미형숟가락의 출현｣, 문물연구 제17호, 문물연구학
술재단, 2010.
鄭義道, ｢雙魚形銅匙硏究｣, 漢代城市和聚落考古與漢文化,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硏究所·河南
省文物考古硏究所 編, 科學出版社,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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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의 발굴조사자료를 중심으로 10기 이상의 고려시대 전
기의 분묘가 확인되는 유적을 중심으로 4개의 지역(경기도지역, 충청도지역, 전라도
지역, 경상도지역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4)

1. 경기도지역
1) 용인 마북리고려고분5)
마북리고려고분에서는 A지구 토광묘 1호(백자대접, 청자접시, 청자대접, 도기병,
숟가락), 2호(청자반구병), 3호(청동발, 청자대접, 숟가락, 팔릉무문경, 동곳, 북송
전?, 도기병, 유리구슬, 8자형가위), 석곽묘 1호(8자형가위), 3호(청자접시, 청자대접,
도기병, 팔릉무문경, 동곳) 등이 고려전기에 조성된 유구로 판단된다. 숟가락은 토
광묘 1호와 B지구에서 각각 1점 출토되었는데 B지구 숟가락은 수습유물로 1단 쌍
어형(20.2cm, 3.9/7.5cm-0.52, 11°)이다.
2) 안성 매산리고려고분군6)
고려시대 전기에 조성된 분묘는 1지점의 토광묘 3기, 2지점의 8호와 9호 석곽묘
등 7기가 있다. 출토유물은 8호 석곽묘에서 도기호, 청자화형발, 청자완, 반구청자
병, 은제환, 철제과대편 등이 출토되어 12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
단된다. 숟가락은 3호 토광묘에서 1점(2단 쌍어형, 22cm, 4/9cm-0.44, 17°)과 8호 석
곽묘에서 1점(일반형-기본형, 25.5cm, 3.6/9.6cm-0.38, 11°)에서 출토되었다.

4) 고려의 수도인 경기도 개성지역과 황해도 일원의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없는 것은 고려시대
고고학 전공자들의 공통된 고민일 것이다. 한편 출토유물은 고려전기로 편년되는 유구의 것을
보고서에 수록된 순서대로 기록하고 숟가락에 대한 기술은 1. 형식, 2. 전체길이, 3. 술잎비(술
잎의 너비/길이-비율), 4. 자루각(술목에서 자루가 이어지는 각도) 순으로 정리하였다. 고려시
대 전기유물에 대한 편년은 숟가락만으로는 시기를 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도자사의 연구
성과를 적용하였고 숟가락의 자세한 형식 분류기준과 자루각에 대한 설명은 정의도, ｢경남지
역 조선전기 숟가락연구-지역성과 상징성-｣, 문물 창간호, 한국문물연구원, 2011을 참고하기
바란다.
5) 경기도박물관ㆍ정광종합건설, 용인 마북리고분군 유적조사보고 제5책, 2001.
6) 경기도박물관ㆍ안성시, 안성 매산리고려고분군 유적조사보고 제23책,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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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교신도시문화유적Ⅴ7)
11지점의 석곽묘 4기와 토광묘 3기에서는 청자화형발, 청자접시, 고려백자완, 방
형소문경, 고려백자반구장경병 등이 숟가락과 함께 출토되었고 13지점의 1호와 4호
석곽묘에서도 도기병과 청자접시, 고려백자완이 출토되었다. 숟가락은 11지점의 11
호 토광묘에서는 쌍어형, 13지점 1호 석곽묘에서는 일반형-기본형이 출토되었다.
4) 용인 양지리유적8)
3구역 2호 석곽묘와 8구역 1호 토광묘, 4호 석곽묘 등이 고려전기에 조성된 분
묘이다. 청자접시, 청자완, 반구도기병 등과 숟가락이 출토되었다. 숟가락은 석곽묘
8-1호에서 일반형-기본형(23.5cm, 3.4/7.4cm-0.46, 14°)이 드물게 젓가락과 함께 출토
되었다.
5) 오산 궐동유적9)
5지점 4호, 7호, 12호, 13호, 18호 등에서 도기병, 청동발, 청동병, 북송전이 출토
되어 고려시대 전기에 조성된 분묘로 분류된다. 숟가락은 4호, 7호, 13호, 18호 등에
서 출토되었는데 젓가락도 함께 출토된 것은 7호이다. 18호에서 출토된 숟가락은 2
단 쌍어형이고 전체 길이 26.4cm에 이른다. 궐동유적에서는 13세기 후반에서 14세
기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분묘도 다수 확인되었는데 5지점 3호, 6호, 12호,
14호 등에서도 숟가락이 출토되었다. 이 중에서 5-3호 토광묘에서만 장릉형이 출토
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2단 쌍어형숟가락이 출토되었다.
6) 파주 운정유적10)
고려시대 전기로 편년되는 유물이 출토되는 분묘는 청자완과 청자철화초문장경
반구병이 출토된 5지점 석곽묘 1호와 3호, 4호와 청자잔, 도기매병, 북송전이 출토
된 토광묘 14호와 17호, 고려백자접시가 출토된 16지점 16호 토광묘 등이다. 이 중
7)
8)
9)
10)

기호문화재연구원ㆍ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문화유적Ⅴ 발굴조사보고 제19책, 2011.
건황로지스틱스ㆍ한겨레문화재연구원, 용인 양지리유적 학술조사보고서 제4책, 2011.
중앙문화재연구원ㆍ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 궐동유적 발굴조사보고 제199책, 2013.
중앙문화재연구원ㆍ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 운정유적 발굴조사보고 제171책,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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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이 출토된 분묘는 5-14호(일반형-기본형, 3.7/8.7cm-0.44, 19°) 뿐이다.
7) 평택 용이동유적11)
8자형가위가 출토된 Ⅶ지구 1호와 4호 토광묘, 해무리굽 청자완과 백자접시 등이
출토된 Ⅲ지구 2호 석곽묘, 청자완, 청동발, 8자형가위 등이 출토된 8호 토광묘가 고
려시대 전기로 편년되는 유적이다. 4호 토광묘에서 8자형 가위와 함께 출토된 숟가
락은 장릉형으로 술잎만 남아 있다.
8) 오산 외삼미동유적12)
가지구 9호와 16호 토광묘에서 각각 청자철화반구병과 해동통보, 그리고 청자대
접과 8자형가위가 출토되어 고려시대 전기 유구로 편년된다. 고려전기 숟가락은 출
토되지 않았고 고려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가지구 17호 토광묘에서 장릉형
숟가락 1점, 나지구 1호 토광묘에서 반구도기병, 앵무문 청자대접과 수저 1벌, 6호
토광묘에서 도기호, 상감청자호, 청자대접과 숟가락 1점이 출토되었는데 6호 토광
묘 숟가락의 술총 가운데는 원공이 남아 있다.
9) 안산 대부도 육곡고려고분군13)
토광묘 2호에서는 청자양각보상당초문대접과 숟가락, 7호에서는 청자접시. 청자
대접, 중국정요백자편, 청동인장, 북송전 8점, 10호에서는 절요형청자접시, 숟가락,
9호에서는 도기호, 청자반구병, 청동발편, 북송전, 석곽묘 7호에서는 청자접시, 주름
무늬도기병, 청자유병, 8자형가위, 9호에서는 청자양인각모란문대접, 백자반구병 등
이 출토되었다. 숟가락은 2호와 10호 토광묘에서만 출토되었는데, 잔존상태가 좋지
않아 술잎이 유엽형(2호 토광묘)이고 1점(10호 토광묘)은 쌍어형일 가능성이 있으나
그 외 특징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11) 한국문화재보호재단ㆍ평택시청, 평택용이동유적(학술조사보고) 제239책, 2011.
12) 경기고속도로주식회사ㆍ한백문화재연구원, 오산 외삼미동유적 학술조사총서 제29책, 2011.
13) 한양대학교박물관, 안산 대부도 육곡고려고분군 박물관총서 제51집-2002, 제64집-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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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기ㆍ강원도지역 고려전기 분묘출토 유물일람표
수저 (단위 cm, °)
유적명

유구명

출토유물

안성
매산리
고려
고분군

3호 토광묘

숟가락

8호 석곽묘
11지점
석곽묘 1호

광교
신도시
문화유적Ⅴ

용인
양지리
유적

오산
궐동유적

도기호, 청자화형발, 청자완,
청자반구병, 은제환, 철제과대편,
숟가락
청자화형발, 청자접시,
고려백자완, 구슬, 방형소문경,
숟가락

11지점
석곽묘 4호

청자발, 고려백자완,
고려백자반구장경병, 숟가락

11지점
석곽묘 5호

도기반구장경병, 청자접시

11지점
석곽묘 6호

도기편병, 청자발, 청자접시,
숟가락

청자발, 청자반구장경병, 팔릉경,
11지점
청동발, 숟가락, 동곳, 북송전2점,
토광묘 11호
구슬, 목제빗

형식

전제
길이

2단
쌍어형

22

0.44

17

일반형

25.5

0.38

11

유엽형

24.4잔

0.49

술총 결실

유엽형

24.6잔

0.33

술총 결실

22.9잔

0.56

술총 결실

2단
쌍어형

20.5

11지점
토광묘 18호

교구, 대단금구, 철제방형과판,
철도자

11지점
토광묘 21호

청자발, 청자접시, 고려백자,
고려백자장경병, 철도자

13지점
석곽묘 1호

도기병, 고려백자완, 숟가락

일반형

19.7

3구역
석곽묘 2호

청자접시, 청자완2점, 병, 수저

2단
쌍어형

23.2

8구역 묘 1호

청자인화문팔각접시, 청자완, 병,
청동발, 수저

일반형

23.5

8구역 석곽묘 청자접시, 청자완2점, 잔, 병2점,
4호
숟가락, 8자형가위

일반형

21.3
(추정)

술잎비 자루각

12

0.56

0.46

술잎 일부
결실

11

19

술날 결실,
젓가락
(24.5)

14

젓가락
(26.05)
술잎, 술목
결실, 술총
3원음각

오산 5지점
토광묘 3호

숟가락

장릉형

30.2

0.49

7

오산5지점
토광묘 4호

도기병, 수저, 북송전8점

2단
쌍어형

24.8

0.46

16

오산5지점
토광묘 6호

청동발, 청자상감연당초문발,
청동병, 청동발, 청동경, 숟가락,
가위

2단
쌍어형

23.8

0.45

19

오산5지점
토광묘 7호

청동병, 청동합, 수저

2단
쌍어형

27.2

0.43

20

2단
쌍어형

25.1

0.49

15

오산5지점 청자상감국문병, 도기호, 청동발,
토광묘 12호
숟가락

비고

젓가락
(26.7)

젓가락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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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5지점
토광묘 13호

파주
운정유적

평택
용이동유적

오산
외삼미동
유적

안산
대부도

350

2단
쌍어형

27.4

0.43

19

젓가락
(25.3)

오산5지점 청동병, 청동발, 수저, 북송전4점
토광묘 14호
동곳, 가위

2단
쌍어형

27.4

0.45

18

젓가락
(25.6)

오산5지점
토광묘 18호

도기병, 청동발, 숟가락

2단
쌍어형

26.4

0.47

15

5지점
석곽묘 1호

청자완, 철화초문 청자반구장경병

5지점
석곽묘 2호

동곳

5지점
석곽묘 3호

청자화형접시

5지점
석곽묘 4호

동곳, 청동완

5지점
토광묘 14호

창자잔, 청자발, 도기매병,
북송전3점, 숟가락

일반형

24.3

0.44

19

5지점
토광묘 17호

청동완, 숟가락

22(잔)

0.41

5지점
토광묘 22호

청자완, 도기병, 동곳

16지점
토광묘 16호

고려백자접시, 청자발, 도기편병

장릉형

32.6

0.5

장릉형

14.6잔

Ⅶ지구
수습조사
토광묘 1호
Ⅶ지구
수습조사
토광묘 4호

도기병, 청동발, 수저

술총 결실

도자, 8자형가위, 은제동곳,
북송전 73점
8자형가위, 동곳, 숟가락

Ⅲ지구
석곽묘 2호

도기편병, 청자완, 백자접시

Ⅲ지구
석곽묘 4호

도기 저부편, 청자병

Ⅲ지구
토광묘 8호

청자반구병, 청자완, 청동발,
8자형가위

가지구
토광묘 9호

청자철화반구병, 청자대접,
해동통보

가지구
토광묘 16호

청자병, 청자대접, 8자형가위

가지구
토광묘 17호

청자발, 숟가락

나지구
토광묘 1호

반구도기병, 앵무문 청자대접,
수저

나지구
토광묘 6호

도기호, 상감청자호, 청자대접,
숟가락

2단
쌍어형

24.1

토광묘 2호

청자양각보상당초문대접, 숟가락

유엽형

7.4잔

14

고려후기
고려후기

0.45

13

고려후기,
술총 가운데
원공
술잎 일부
잔존

토광묘 7호

청자접시. 청자대접,
중국정요백자편, 청동인장,
북송전 8점

토광묘 9호

도기호, 청자반구병, 청동발편,
북송전

토광묘 10호

절요형 청자접시, 숟가락

석곽묘 7호

청자접시. 주름무늬도기병,
청자유병, 8자형가위

석곽묘 9호

청자양인각모란문대접,
백자반구병

토광묘 3호

청자대접 2점, 숟가락

유엽형

토광묘 5호

구슬, 숟가락

2단
쌍어형

토광묘 6호

숟가락

2단
쌍어형

2단
쌍어형

22.7잔

0.54

술잎과 자루
일부 잔존

0.46

14세기,
술총 결실
14세기,
자루 잔존
14세기,
자루 잔존

12.2잔

14세기,
술잎과 술총
일부 잔존,
술총 원공
젓가락
(23.2)
14세기,
술잎, 술총
결실
14세기,
술잎, 술총
잔존

토광묘 8호

도기호, 수저

2단
쌍어형

토광묘 13호

청자대접, 청자상감유병, 숟가락,
동곳

쌍어형
(추정)

14.9잔

토광묘 14호

청자대접, 숟가락, 도자

유엽형

9잔

0.46

토광묘 16호

청자상감운학문대접, 숟가락,
청동발편

2단
쌍어형

22.7

0.44

토광묘 17호

숟가락

유엽형

5.8잔

토광묘 19호

젓가락

토광묘 20호

도기병, 숟가락

장릉형

20.5잔

0.53

22.5

1.49

11

일반형

24.3

0.44

15

유엽형

4.8잔

육곡
고려고분군

토광묘 22호

토광묘 26호

청자대접, 청자상감국판문대접,
1단 쌍어형
청자접시, 청자병, 숟가락
청자대접, 청자접시, 숟가락,
청동발굽

토광묘 30호 청자접시, 청자잔, 청자병, 숟가락

20

14세기
14세기,
술잎 잔존
14세기,
젓가락
(26.3)
14세기,
술총 결실
좌측 마모
14세기,
술총
재가공(추정)
술총원공
14세기
14세기,
술잎 일부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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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광묘 32호

숟가락

유엽형

8.4잔

14세기,
술잎 잔존

토광묘 34호

편병, 청자대접, 숟가락,
X자형가위

2단
쌍어형

7.9잔

14세기,
술총 잔존

토광며 36호

청자접시, 숟가락

2단
쌍어형

11.3잔

14세기,
술총 잔존

석곽묘 3호

다리굽 청자화형소접시, 숟가락,
동곳

유엽형

3.8잔

14세기,
술잎 잔존

석곽묘 5호

청자양각화형소접시, 숟가락,
도기병

2단
쌍어형

14세기,
술총과 술목
일부 잔존

2. 충청도지역
1) 청주도 용암유적Ⅱ14)
금천동Ⅱ유적에서는 대규모 고려시대 전기의 분묘가 발굴조사되었다. 숟가락이
출토되는 유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토광묘 55호, 60호, 79호, 100호, 127호, 148호,
204호, 207호 등을 들 수 있다. 숟가락과 동반하여 출토되는 유물은 청자유병-55호,
8자형가위-55호, 60호, 73호, 177호, 204호 등이 있고, 청자연판문대접은 100호, 148
호, 청자반구병은 73호 등이 있다.
출토된 숟가락은 모두 27점에 이르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대개 쌍어형으로 분
류되고, 전체길이는 20.5cm 정도이며 자루각은 13° 정도로 평균치를 구할 수 있다.
수저가 한쌍으로 출토된 것은 79호, 127호, 163호 등이다.
2) 보은 부수리고분군15)
부수리고분군에서는 고려전기로 편년되는 석곽묘 12기와 3기의 토광묘가 발견되
었고 그 중 3기에서만 숟가락이 출토되었다. 특히 석곽묘 5호에서는 도기반구병과
청자해무리굽완, 6호에서는 청자해무리굽완, 청자접시, 편병이 출토되었고 15호와
21호에서는 고려백자완이 출토되었다. 숟가락은 3점이 출토되었는데, 14호와 15호
에서 출토된 것은 술잎은 유엽형이나 자루와 술총이 결실되어 특징을 파악하기 어

14) 한국문화재보호재단ㆍ한국토지공사, 청주 용암유적Ⅱ 학술조사보고 제74책, 2000.
15) 중앙문화재연구원ㆍ한국도로공사, 보은 부수리고분군 발굴조사보고 제46책,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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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고 17호에서 출토된 것은 1단 쌍어형, 술잎 일부 결실, 18.5cm, 9°이다. 부수리고
분군에서 확인된 고려전기의 분묘는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초반경에 조성된 것으
로 판단되는 것으로 초기 숟가락의 부장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아산 둔포리유적16)
고려전기의 분묘유적은 5지구와 6지구에서 확인되었다. 먼저 5지구 3호와 5호토
광묘에서는 각각 청자철화반구병과 청자접시, 도기병이 출토되었고 6지구 1호와 2
호, 7호석곽묘에서는 각각 철제과판, 청동과대금구, 도기 대부완, 도기 완 등이 출토
되었다. 숟가락은 출토되지 않았다.
4) 대전 용계동유적17)
대전 용계동유적에서는 14기의 석곽묘가 고려시대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
며 출토유물은 1호(청자발, 청자접시, 편병), 2호(편병, 숟가락), 14호(청자병, 해무리
굽 청자완, 도기병), 17호(청자완, 편병), 19호(청자완, 편병, 도기완), 20호(숟가락),
21호(도기병, 청자발, 음각문 청자접시, 도기완, 철도자, 관모테), 23호(청자완), 25호
(도기편병)가 있다. 이 가운데 숟가락은 21호에서 1점 출토되었고 기본형에 자루각
은 10°이다.
5) 청주 율양동유적Ⅰ18)
청주 율양동유적은 3개의 유적-역대골유적, 주중동Ⅰ유적, 당골Ⅰ유적 등 3개 유
적군으로 나누어진다. 역대골유적에서 확인된 고려전기의 분묘는 모두 토광묘이며
대표적인 유물로는 54호(해무리굽청자완), 72호(흑유반구병, 도기반구병, 8자형가
위, 청동발, 숟가락), 83호(청자연판문발, 숟가락), 132호(황비창천경, 북송전3). 166
호(U자형 삽날, 청자발, 숟가락), 177호(청자압출양각발, 숟가락), 180호(청자앵무문
접시), 189호(청자발, 철제망치), 239호(은제동곳, 화조문팔릉화형거울, 8자형가위),

16) 중앙문화재연구원ㆍ아산테크노밸리, 아산 둔포리유적 발굴조사보고 제84책, 2011.
17) 중앙문화재연구원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대전도시공사, 대전 용계동유적 발굴조사보고 제
179책, 2011.
18) 중앙문화재연구원ㆍ한국토지주택공사, 청주 늉양동유적Ⅰ 발굴조사보고 제182책,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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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호(청자병, 청자유병, 청자파도문완, 동곳), 255호(청자병, 도기병, 8자형가위, 숟
가락) 등이다.
그리고 주중동Ⅰ유적에서는 1호 석곽묘(청자병, 청자화형접시, 백자음각모란당초
문접시, 북송전 11점, 숟가락), 7호 토광묘(북송전 24점, 철제호미), 46호 토광묘(화
조문오릉경, 동곳) 등이 고려전기분묘에 해당되고, 당골Ⅰ유적 1호 석곽묘(청자화형
잔, 청동등잔), 5호 석곽묘(도기반구병)가 고려전기 분묘에 해당된다.
출토된 숟가락 가운데 역대골유적 출토 숟가락은 72호-1단 쌍어형, 19.3cm, 10°,
83호-일반형(변형?), 술총 일부 결실 17.9cm잔, 166호-술부 술총 결실, 177호-2단 쌍
어형, 20.8cm, 13°, 244호-일반형, 20cm복원, 10°, 40호-기본형, 19.8cm, 3.8/6.4cm0.59 등이 대표적인데 전체 평균 길이는 20cm, 11° 내외이다.
6) 단양 현곡리고려고분군19)
현곡리고려고분에서 고려시대 전기에 축조된 분묘는 대부분 석곽묘로 17기에 이
르지만 토광묘는 3기에 불과하여 고려전기의 주된 묘제가 석곽묘임을 보여주고 있
다.
출토유물은 2호(백자음각운문완, 청자압출양각국초화문완, 도기반구병, 청동박쥐
문단추, 금동과대장식, 목걸이 장식물), 4호(도기반구병, 청자호, 청동합, 백동제 동
곳, 8자형가위), 5호(청자해무리굽완, 청자유병), 6호(청자대접편, 도기유병, 점문팔
릉동경, 동곳, 8자형가위), 7호(도기반구병, 청자발, 도기유병, 동곳, 도자), 8호(청자
발, 도기호, 동곳, 8자형가위), 9호(청자음각앵무문발, 청자잔탁, 청자유병, 도기반구
병, 청동경, 8자형가위, 목걸이장식물, 알껍질, 사슴뼈), 10호(청자압출양각화문접시,
철제고리, 암키와편), 11호(청자반구병, 청자발, 청자잔받침, 금동과대장식, 청동도
자), 12호(도기반구병, 도기호, 청동합, 원문화형동경, 동곳, 청동소자), 16호(청자압
출양각초화문발, 청자접시, 청자반구병, 은제고리, 구슬), 18호(청자백퇴화문, 도기
호, 청동합, 숟가락), 22호(청자반구병, 청동잔, 은제과대장식), 23호(청자상감국화문
과형주자, 청자잔, 청자백퇴화문접시, 백자잔, 청자압출양각운학문완, 청자병, 금동
과대장식, 철사, 철제도자), 24호(청자발, 도기병, 앵무당초문팔릉동경, 동곳, 8자형

19) 서울시립박물관ㆍ한국도로공사, 단양 현곡리고려고분군 박물관학술총서 제4집,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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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 25호(청자반구병, 청자발, 동곳, 청자유병), 27호(청자호, 청자발, 팔릉화형소
문동경, 동곳, 청동도자) 등이 석곽묘이고 1호(청자압출양각모란문발, 청동반구병,
금동과대장식, 철제집게), 2호(청자반구병, 청자발), 6호(도기항아리, 청동합, 동곳, 8
자형가위) 등이 토광묘이다.
고려전기 숟가락은 석곽묘 18호-쌍어형, 26cm, 19°-에서만 출토되어 숟가락이 석
곽묘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부장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고려후기에 조성된 것
으로 보이는 석곽묘 14호-2단 쌍어형, 15호-2단 쌍어형, 17호-쌍어형?, 술총 결실, 21
호-2단 쌍어형, 26호-2단 쌍어형, 토광묘 3호-2단 쌍어형, 4호-2단 쌍어형, 5호-쌍어
형?, 술총결실 등에서 숟가락이 다수 출토되고 있다.
7) 충주 본리ㆍ영평리ㆍ완오리유적20)
이 유적은 본리 새터골유적과 영평리Ⅱ·Ⅲ유적으로 나누어서 조사되었다. 본리
새터골에서는 고려시대 전기에 조성된 다수의 석곽묘가 발견되었다. 숟가락이 발견
된 유구는 석곽묘 1호, 2호, 5호, 6호, 8호와 토광묘 2호와 3호인데 석곽묘 2호에서
는 청자반구병, 5호에서는 고려백자완, 6호에서는 청자반구병, 8호에서는 청자철화
반구병이 출토되었고 토광묘 1호와 2호, 그리고 4호에서도 청자철화초화문병이 출
토되었다. 이 중 석곽묘 2호, 5호, 6호, 8호에서는 모두 숟가락이 출토되었고 토광묘
에서는 2호에서 숟가락이 출토되었다.
영평리Ⅱ유적은 앞선 새터골유적보다 숟가락의 출토 빈도가 낮은데, 고려 전기
로 편년되는 석곽묘 3호, 5호, 7호, 8호, 9호, 10호, 12호, 23호, 24호 중 23호에서 도
기반구병과 청자해무리굽완이 출토되었으며 숟가락은 10호에서 청자편병과 함께 1
점만 출토되었다. 영평리Ⅲ유적에서는 4기의 토광묘만 고려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10호에서 청자해무리굽완이 출토되었고 11호에서는 청자병이 8자형가위
와 함께 출토되었다. 숟가락은 출토되지 않았다.

20) 중앙문화재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충주 본리 영평리·완오리유적 발굴조사보고 제157
책,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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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기 갈운리유적Ⅱ21)
연기 갈운리유적Ⅱ는 1지구, 2지구, 3지구로 나뉜다. 1지구에서는 석곽묘 3호에서
도기편병과 함께 청자선해무리굽완이 출토되어 주목되고 2지구 11호에서도 청자해
무리굽완이 출토되었으나 숟가락은 동반되지 않았다. 숟가락은 청자발과 도기병(11
호), 청자병, 청자반구유병, 청동발(49호), 청자상감국화문유병, 청자상감학문합, 용
문경, 청동인장, 8자형가위(56호)와 함께 출토되었다.
3지구의 석곽묘 3기에서는 숟가락이 출토되지 않았고 토광묘는 12기 가운데 11기
에서 숟가락이 출토되어 대비된다. 숟가락과 동반되는 유물은 도기반구병, 도기매
병, 청자음각연판문발, 청자반구유병, 은제동곳, 북송전 등이 있다.
숟가락은 쌍어형이 주류를 이루는데, 2지구 10점 중 형식 파악이 가능한 9점 가운
데 6점이 쌍어형이며 3지구 역시 10점의 숟가락 가운데 형식 파악이 가능한 것은
8점으로서 이 중 6점이 쌍어형이다. 전체 숟가락의 크기는 평균 21cm이다.
9) 옥천 인정리유적22)
국화동마을 석곽묘에서는 청동완과 숟가락이 출토되었고, 3지점 석곽묘 4호에서
는 청자철화반구병과 청자해무리굽완이 출토되었으나 숟가락은 출토되지 않았다.
그리고 토광묘 8호에서는 도기호, 서수문동경, 동곳과 함께 숟가락이 출토되었다.
석곽묘에서 출토된 숟가락은 일반형으로 길이 22.4cm, 3.4/7.4cm-0.46, 17°이고 토광
묘 8호에서 출토된 숟가락은 2단 쌍어형, 24.5cm, 3.4/7.6cm-0.45, 21°로 자루각이 좀
큰 편이다.
10) 금산 상리(2)유적23)
토광묘 3기가 고려시대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각 토광묘에서 모두 숟가
락이 출토되었는데, 도기병, 청자대접, 청자접시(3호), 청자압출양각모란문대접, 청
자백퇴화문접시(20호), 청자대접(22호), 청자대접, 청자잔, 청자접시(27호) 등이 동
반유물이다. 숟가락 중에는 27호에서 출토된 것의 자루각이 20°로 가장 크다.
21) 중앙문화재연구원ㆍ한국토지주택공사, 연기 갈운리유적Ⅱ 발굴조사보고 제177책, 2011.
22) 중앙문화재연구원ㆍ옥천군, 옥천 인정리유적 조사보고총서 제 137책, 2012.
23) 충청문화재연구원, 금산상리(2)유적 문화유적조사보고 제75집,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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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기 송담리ㆍ송원리유적24)
송원리유적에서는 석곽묘 4기, 토광묘 30기가 고려시대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분류된다. 숟가락이 출토되는 유구는 석곽묘 77호와 98호인데, 98호에서는 숟가락
이 2점 출토되었다. 토광묘 30기 중 20기에서 숟가락이 출토되어 상당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숟가락이 출토되는 유구와 출토되지 않는 유구의 유물 가운데 특별히
드러나는 유물은 보이지 않으며 숟가락의 제작시기는 12세기 경으로 편년되는 19
호 청자연판문대접, 21호 청자음각연판문대접, 102호 청자음각연화문대접, 137호
청자음각연화문접시, 은제 동곳, 8자형가위, 142호 도기병, 청자종지, 숟가락, 8자
형가위, 147호 동이, 청자종지, 청동합, 청동병, 8자형가위, 156호 청자철화당초문반
구병, 172호 도기반구매병, 구슬, 은제 동곳, 177호 도기반구병, 250호 청자양각당초
문접시, 258호 청자장경병, 청자연판문대접, 청자양각당초문접시 등이 도움이 된다.
송원리유적의 석곽묘 77호에서는 숟가락이 2점 출토되어 주목된다. 숟가락은 a.
일반형, 22cm, 3.4/7cm-0.49, b. 쌍어형, 23cm, 3.5/7cm-0.5, 21°로 형식은 다르지만
크기나 술잎비, 자루각은 크게 차이가 없다. 그 외에는 모두 21점의 숟가락이 출토
되었는데 일반형은 6점으로 쌍어형이 주류를 이루며 크기는 23cm 정도로 연기 갈
운리유적보다 크다.
12) 서천 추동리유적(Ⅲ지역)25)
서천 추동리유적에서 확인된 고려전기의 유구는 석곽묘 4기, 토광묘 5기 등이다.
석곽묘에서는 고려백자완(1호)과 청자음각모란당초문화형접시, 청자음각모란당초
문대접, 청자완, 도기반구병, 철제보습(2호) 청동잔(3호), 철제보습(4호)이 출토되었
고, 토광묘에서는 청자접시, 청자대접, 청자음각연판문대접, 녹청자유병, 동곳, 숟가
락(3호), 철사형유물, 철제대금구, 과대(4호), 청자완, 청자잔, 청자병, 철제보습(6호),
청자접시, 유리구슬, 북송전 6점, 8자형가위(7호), 청자유병, 청자음각연화당초문병,
청동발, 청동화조문경, 철제괭이편, 북송전 10점, 숟가락(8호) 등이 출토되었다. 숟
가락은 모두 3점이 출토되었으나 상태가 좋지 못하여 완형으로 남은 것은 없다.

24) 한국고환경연구소ㆍ한국토지주택공사, 연기 송담리·송원리유적 연구총서 제39집, 2010.
25) 충청문화재연구원, 서천추동리유적(Ⅲ지역) 문화유적조사보고 제70책,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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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청원 대율리ㆍ마산리ㆍ풍정리유적26)
마산리유적에서는 석곽묘 1기와 토광묘 11기가 출토되었다. 마산리 석곽묘 2호
(도기이면편병, 청자완, 동곳), 토광묘 3호(청자반구병, 청자대접, 청자접시, 철도자),
4호(청자반구병, 청동완), 13호(8자형가위, 동곳), 15호(도기편병, 청동완, 동곳), 16
호(8자형가위)에서는 숟가락이 출토되지 않았고 토광묘 9호(청자반구병, 청자대
접, 숟가락), 11호(청자반구병, 청자완, 청동발, 숟가락), 12호(청자철화초문병, 청
자잔, 청자대접, 청자접시, 숟가락), 14호(청자반구병, 청동발, 숟가락), 18호(청자
반구병, 청자반구유병, 청동완, 청동발, 청동접시, 숟가락), 19호(청자접시, 청자대
접, 숟가락)에서는 숟가락이 출토되었다.
숟가락은 18호-1단 쌍어형, 18.3cm, 3.3/6.2cm-0.53, 11°와 19호-일반형, 17.9cm,
4.5/6cm-0.75, 11°가 완형으로 평균 18cm, 자루각 11°이며 술잎 너비와 길이의 비는
2점 모두 0.5를 넘는다.
14) 청주 명암동유적27)
토광묘 14기가 고려전기에 조성된 것이다. 8호에서는 청자해무리굽완이 출토되
었고 4-1호에서는 동국통보와 숟가락편, 19호에서는 도기반구병, 도기반구소병, 은
제 동곳, 8자형가위, 숟가락, 23호에서는 청자소완, 은제 동곳이 출토되었다. 한편
19호에서 출토된 숟가락이 완형인데 일반형이고 전체 길이 20.9cm, 술잎 폭과 길이
는 3.6/6cm-0.6, 자루각 12°이다.
[표 2] 충청도지역 고려전기 분묘출토 유물일람표
수저
유적명

청주
용암유적Ⅱ

유구명

출토유물

토광묘 1호

청자대접, 숟가락

토광묘 12호

개원통보 4점, 8자형가위

형식

전제
길이

술잎
비율

자루각

2단 쌍어형

21.4

0.48

15

비고

26) 중앙문화재연구원ㆍ충청북도, 청원 대율리ㆍ마산리ㆍ풍정리유적 발굴조사보고 제68책,
2005.
27) 국립청주박물관, 청주시, 청주 명암동유적 학술조사보고서 제6책,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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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광묘 20호 청자대접, 숟가락, 불두잠형동곳 2단 쌍어형

21.7

0.42

14

20.2

0.5

9

20

0.46

12

일반형

19.8

0.43

11.5

일반형

19.3

0.45

10

쌍어형
(추정)

17.9

0.52

8

19.6

0.43

11

19.4

0.49

8

2단 쌍어형 23.3

0.42

16

토광묘 28호

청자대접, 청자접시, 청동도자,
북송전 5점, 숟가락

토광묘 30호

청자접시, 청동발, 동곳,
1단 쌍어형
북송전 3점, 8자형가위, 숟가락

토광묘 38호

유희동자문경, 8자형가위

토광묘 46호

불두잠형동곳, 소문경,
북송전 10점, 목제빗

토광묘 47호

청자이중연판문대접, 청자대접

토광묘 49호

불두잠형동곳, 소문경,
북송전 10점, 목제빗

토광묘 50호

청동발, 숟가락, 청동도자,
북송전 12점

토광묘 55호
토광묘 57호

토광묘 60호
토광묘 73호

청자유병, 청동발, 청동접시,
북송전 5점, 8자형가위, 숟가락
청동발, 청동접시, 불두잠형
은제동곳, 쌍룡운문경, 북송전,
해동중보, 삼한통보, 8자형가위
청동발, 8자형가위, 숟가락

1단 쌍어형

청자반구병, 도기병, 청동접시,
1단 쌍어형
숟가락, 북송전 5점, 8자형가위

토광묘 74호

청동발, 은제동곳, 8자형가위,
숟가락

토광묘 79호

청자접시, 청동발, 수저

토광묘 89호

청자대접, 화문경, 8자형가위,
숟가락

일반형

21.6

0.46

13

토광묘 90호

청자대접, 청자유병, 소문경,
숟가락

일반형

19.3

0.43

15

일반형

20.5

0.46

10

토광묘 97호 고려백자대접, 청자접시, 숟가락
토광묘 100호

청자중연판문대접,
청자압출양각접시, 숟가락

1단 쌍어형

2단 쌍어형

술목 결실

토광묘 102호 청동발, 숟가락, 동곳, X자형가위

2단 쌍어형
21.7잔
(추정)

0.43

토광묘 113호

청자연판문대접, 숟가락

2단 쌍어형 22.3

0.42

14

토광묘 118호

청동발, 숟가락

2단 쌍어형

18.5

0.46

24

흑갈유반구병, 청동발, 청동잔,
2단 쌍어형 22.7
청동도자편, 북송전 10점, 수저

0.44

14

0.42

15

0.46

12

토광묘 127호
토광묘 129호
토광묘 148호

청자대접, 청자접시, 숟가락

2단 쌍어형

술총 결실

21

청자중연판문대접,
2단 쌍어형 23.3
청자압출양각접시, 동곳, 숟가락

술총 일부
결실

젓가락
(22.8)

술총 삼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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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광묘 151호

청자압출양각접시, 청동발,
숟가락

토광묘 154호

청자대접, 청자소병, 숟가락

토광묘 155호

동곳, 황송통보, 8자형가위

토광묘 157호

화문경, 8자형가위

토광묘 163호

청동발, 청동접시, 청동도자,
북송전4, 환옥, 수저

토광묘 167

청자대접, 8자형가위, 숟가락

2단 쌍어형 20.9

0.46

13

0.52

11

일반형

20.1
0.42
(추정) (추정)

15

유엽형

16.8잔

일반형

도기병, 청동발, 청동접시, 동곳,
토광묘 175호
2단 쌍어형
8자형가위
토광묘 176호

청자완, 동곳, 8자형가위

토광묘 177호

도기병, 8자형가위, 숟가락

0.43

19.6

19.9

0.53

젓가락
(24.8
23.6)
술총 결실

13

일반형

술잎
일부결실

8

토광묘 179호

8자형가위

토광묘 185호

청동접시, 동곳, 북송전 9점,
8자형가위, 숟가락

유엽형

9.9
(잔)

0.45

토광묘 204호

청자대접, 도기반구병,
8자형가위, 숟가락

일반형

17.7

0.5

11

21.6

0.48

14

유엽형

17잔

0.42

술총 결실

백상감청자잔, 흑갈유병, 청동발,
토광묘 207호 청동접시, 화형경, 북송전 5점, 2단 쌍어형
8자형가위, 동곳, 숟가락
토광묘 211호

청자대접, 청자접시, 북송전 3점,
동곳, 숟가락

석곽묘 5호

도기병, 청자해무리굽완

석곽묘 6호

청자해무리굽완, 청자접시.
편병

술총 결실

석곽묘 7호

청자접시, 청자완, 도기병, 도기발

석곽묘 8호

청자접시, 청자병, 도기병

석곽묘 10호

청자편, 도기병

석곽묘 13호

청자접시, 청자병, 철제도자

석곽묘 14호

편병, 숟가락

유엽형

10.7잔

0.5

자루,
술총결실

고려백자완, 숟가락

유엽형

14.1잔

0.53

자루,
술총결실

보은 부수리
고분군
석곽묘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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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석곽묘 17호

청자사발, 청자접시, 도기병,
동곳, 숟가락

석곽묘 21호

고려백자완

석곽묘 24호

청자완

석곽묘 25호

청자완

토광묘 2호

청자대접

토광묘 3호

청자접시, 청동완

토광묘 8호

청자완

1단 쌍어형 18.5잔

9

술잎
일부결실

아산
둔포리유적

5지구
토광묘 3호

청자철화반구병

5지구
토광묘 9호

청자유병

5지구
토광묘 12호

청자접시, 도기병

6지구
석곽묘 1호

철제과판 7점

6지구
석곽묘 2호

청동과대금구

6지구 석곽묘
7호

도제대부완, 도제 완

6지구
석곽묘 17호

철제대금구

6지구
토광묘 21호

도기편병, 청동발, 청동접시

석곽묘 1호

청자발, 청자접시, 편병

석곽묘 2호

편병, 숟가락

석곽묘 14호

청자병, 청자해무리굽완, 도기병

석곽묘 17호

청자완, 편병

석곽묘 19호
대전
용계동유적 석곽묘 20호

청주
율양동유적
Ⅰ

일반형

20.3잔 0.52

술총 결실

18.1잔

술잎 결실

청자완, 편병, 도기완
숟가락

석곽묘 21호

도기병, 청자발, 청자음각문접시,
도기완, 철도자, 관모테, 숟가락

석곽묘 23호

청자완

석곽묘 25호

도기편병

역대골유적
토광묘 13호

청자발

역대골유적
토광묘 40호

숟가락, 철도자

역대골유적
토광묘 54호

청자해무리굽완

역대골유적
토광묘 61호

청자발, 청자접시

역대골유적
토광묘 72호

일반형

21
(추정)

일반형

19.8

0.59

10

흑유반구병, 도기반구병,
8자형가위, 청동발, 숟가락

1단 쌍어형

19.3

0.49

10

역대골유적
토광묘 83호

청자연판문발, 숟가락

일반형
(변형)

17.9잔

0.52

역대골유적
토광묘 132호

황비창천경, 북송전 3점

역대골유적
토광묘 166호

U자형 삽날, 청자발, 숟가락

유엽형

11.6잔

역대골유적
토광묘 177호

청자압출양각발, 숟가락

2단 쌍어형 20.8

10

술부
일부결실

술총 일부
결실

술부,
술총결실
0.4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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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골유적
토광묘 180호

청자앵무문접시

역대골유적
토광묘 189호

청자발, 철제망치

역대골유적
토광묘 201호

청자발, 청자접시, 숟가락

역대골유적
토광묘 227호

1단 쌍어형 13.8잔

8

술잎 결실

청자발, 청자접시, 북송전 3점,
2단 쌍어형 18.6잔
숟가락

11

술잎 결실

10

술잎 일부
결실

역대골유적
토광묘 239호

은제동곳, 화조문팔릉화형경,
8자형가위

역대골유적
토광묘 244호

청자발, 숟가락, 동곳

역대골유적
토광묘 246호

청자화형압출양각발,
청자연판문접시, 북송전 5점,
숟가락

일반형

20
0.52
(추정) (추정)

술목, 자루
일부 잔존

9.0잔

역대골유적 청자병, 청자유병, 청자파도문완,
토광묘 247호
동곳
역대골유적
토광묘 255호

청자병, 도기병, 8자형가위,
숟가락

역대골유적
토광묘 256호

청자완, 팔릉소문경

주중동Ⅰ유적
석곽묘 1호

청자병, 청자화형접시,
백자음각모란당초문접시,
북송전 11점, 숟가락

주중동Ⅰ유적
토광묘 7호
주중동Ⅰ유적
토광묘 46호

단양 현곡리
고려고분군

화조문오릉경, 동곳

당골Ⅰ유적
석곽묘 1호

청자화형잔, 청동등잔

당골Ⅰ유적
석곽묘 5호

도기반구병

석곽묘 2호

백자음각운문완,
청자압출양각국초화문완,
도기반구병, 청동박쥐문단추,
금동과대장식, 목걸이 장식물

석곽묘 4호

도기반구병, 청자호, 청동합,
백동제 동곳, 8자형가위

석곽묘 5호

청자해무리굽완, 청자유병

석곽묘 6호

청자대접편, 도기유병,
점문팔릉동경, 동곳, 8자형가위

석곽묘 7호
석곽묘 8호
석곽묘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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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전 24점, 철제호미

도기반구병, 청자발, 도기유병,
동곳, 도자
청자발, 도기호, 동곳, 8자형가위
청자음각앵무문발, 청자잔탁,
청자유병, 도기반구병, 청동경,
8자형가위, 목걸이장식물,
알껍질, 사슴뼈

1단 쌍어형 15.4잔

유엽형

16.7잔

9

술잎 결실

술잎, 술총
결실

석곽묘 10호

청자압출양각화문접시, 철제고리,
암키와편

석곽묘 11호

청자반구병, 청자발, 청자잔받침,
금동과대장식, 청동도자

석곽묘 12호

도기반구병, 도기호, 청동합,
원문화형동경, 동곳, 청동소자

석곽묘 16호

청자압출양각초화문발, 청자접시,
청자반구병, 은제고리, 구슬

석곽묘 18호
석곽묘 22호

청자백퇴화문, 도기호, 청동합,
2단 쌍어형
숟가락

26

0.4

19

0.47

15

고려후기,
젓가락
(26.6)

21.2

0.45

16

고려후기,

22.3잔

0.4

청자반구병, 청동잔,
은제과대장식

청자상감국화문과형주자, 청자잔,
청자백퇴화문접시, 백자잔,
석곽묘 23호
청자압출양각운학문완, 청자병,
금동과대장식, 철사, 철제도자
석곽묘 24호

청자발, 도기병,
앵무당초문팔릉동경, 동곳,
8자형가위

석곽묘 25호

청자반구병, 청자발, 동곳,
청자유병

석곽묘 27호

토광묘 1호

청자호, 청자발,
팔릉화형소문동경, 동곳,
청동도자
청자압출양각모란문발,
청동반구병, 금동과대장식,
철제집게

토광묘 2호

청자반구병, 청자발

토광묘 6호

도기항아리, 청동합, 동곳,
8자형가위

석곽묘 14호

청동합, 수저

2단 쌍어형 24.2

석곽묘 15호 청자접시, 토기병, 청동합, 숟가락 2단 쌍어형
쌍어형
(추정)

석곽묘 17호

도기소옹, 숟가락, 청동합

석곽묘 21호

청자대접, 도기병, 청동합.
X자형가위, 숟가락

2단 쌍어형 25.8

석곽묘 26호

청자발2, 도기병, 수저,
X자형가위

27.5
2단 쌍어형
(추정)

토광묘 3호
토광묘 4호

청자접시 2점, 토기항아리,
청동합, 수저, 동곳,
2단 쌍어형 22.0
X자형가위, 구슬
청자상감중권문발, 토기항아리,
2단 쌍어형 22.6
청동합, 숟가락

0.41

고려후기,
술총결실
18

20

0.39

14

0.4

17

고려후기
고려후기,
술잎 결실
젓가락
(26.5)
고려후기,
젓가락
(25.0)
고려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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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광묘 5호

도기병, 청동합, 수저

쌍어형?

20.9잔 0.46

고려후기,
술총결실

본리
새터골유적
석곽묘 1호

청자접시, 청자잔,
청자압출양각화문접시, 청자발,
청자병, 도기병, 숟가락,
8자형가위

유엽형

18.1잔

0.5

술총 결실

도기잔, 청자잔, 청자완, 청자발,
청자반구병, 숟가락

일반형

21.8

0.47

청자화형발, 청자발, 고려백자완,
청자퇴화문병, 숟가락, 동곳,
8자형가위

일반형

18.6잔

청자반구병, 청자병, 청자발,
청자접시, 숟가락

일반형

18.9

청자접시, 청자발, 청자철화문병,
숟가락

유엽형

14잔

청자철화초문병, 청자발, 숟가락

유엽형

11.7잔

0.44

자루 결실

청자병, 청자발, 숟가락, 동곳

유엽형

13.2잔

0.52

술총 결실

일반형

17.95

0.61

본리
새터골유적
석곽묘 2호
본리
새터골유적
석곽묘 5호
본리
새터골유적
석곽묘 6호
본리
새터골유적
석곽묘 8호
본리
새터골유적
석곽묘 9호
본리
새터골유적
석곽묘 11호
충주
본리ㆍ영평
리ㆍ완오리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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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리
새터골유적
토광묘 1호
본리
새터골유적
토광묘 2호
본리
새터골유적
토광묘 3호
본리
새터골유적
토광묘 4호

11

11

0.57

술잎 일부
결실

9
술잎, 술총
결실

청자발, 청자접시, 청자병,
도기병, 8자형가위

청동접시, 동곳, 8자형가위

청자철화초문병, 8자형가위

청자발, 도기병, 청자철화초문병

영평리Ⅱ유적
석곽묘 3호

청자편병, 백자완

영평리Ⅱ유적
석곽묘 5호

도기편병, 청자접시, 청자발,
8자형가위

영평리Ⅱ유적
석곽묘 7호

청자반구병, 청자완, 청자발

영평리Ⅱ유적
석곽묘 8호

도기반구편병

영평리Ⅱ유적
석곽묘 9호

청자반구병

영평리Ⅱ유적
석곽묘 10호

청자편병, 청자음각초문완,
청동대부발, 청동완, 청동접시,
숟가락

14

영평리Ⅱ유적
석곽묘 12호

도기병, 청자발, 동곳

영평리Ⅱ유적
석곽묘 23호

도기반구병, 청자해무리굽완

영평리Ⅱ유적
석곽묘 24호

청자발, 동국통보, 삼한통보.
개원통보

영평리Ⅲ유적
토광묘 3호

청자유병, 도기병,
청자압출양각발, 청자접시,
청자병

영평리Ⅲ유적
토광묘 4호

도기발, 도기병, 청동접시

영평리Ⅲ유적
토광묘 10호

청자해무리굽완

영평리Ⅲ유적
토광묘 11호

청자병, 동곳, 8자형가위

52지점 1지구
석곽묘 3호

도기편병, 청자선해무리굽완,
철제도자, 교구, 철제과판

52지점 2지구
석곽묘 11호

도기병, 청자해무리굽완,
청자접시

52지점 2지구
석곽묘 21호

청자접시, 청동발, 은제동곳,
숟가락

유엽형

12.2

0.52

자루 결실

52지점 2지구
토광묘 5호

청자발, 동곳, 숟가락

일반형

17.1

0.55

술총 결실 후
재가공

52지점 2지구
토광묘 6호

청자음각연판문발

52지점 2지구
토광묘 8호

청자발, 숟가락

일반형

16.1잔

52지점 2지구
토광묘 9호

청자발, 청자접시

52지점 2지구
청자발, 도기병, 숟가락
일반형
19.9
연기
토광묘 11호
갈운리유적 52지점 2지구
청자발, 청자접시, 숟가락, 도기병 2단 쌍어형 22.2
Ⅱ
토광묘 13호
52지점 2지구
청자접시, 북송전 2점, 8자형가위
토광묘 22호
52지점 2지구
숟가락
일반형
19.8
토광묘 29호
52지점 2지구
청자발, 청자압출양각접시
토광묘 36호

11

0.48

15

0.46

20

0.48

8

52지점 2지구
토광묘 37호

청자접시, 숟가락

2단 쌍어형

21.6

0.43

14

52지점 2지구
토광묘 40호

청자구연부편, 숟가락

2단 쌍어형

22

0.49

14

52지점 2지구
토광묘 45호

청자철화초문병, 청자잔,
청자압출양각모란문접시,
청자압출양각초화문발
청자병, 청자반구유병, 청동발,
2단 쌍어형
숟가락

21

0.5

11

52지점 2지구
토광묘 49호

술잎 결실

고려전기 분묘 출토 쌍어형숟가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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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지점 2지구
토광묘 56호

청자상감국화문유병,
창자상감학문합, 용문경,
청동인장, 숟가락, 8자형가위

52지점 3지구
석곽묘 10호

청동반구병, 청동완, 철제등잔,
철도자

52지점 3지구
석곽묘 11호

도자, 철제교구, 과판

52지점 3지구
석곽묘 12호

청자반구병, 청자완, 철제등잔

52지점 3지구
토광묘 6호

숟가락

52지점 3지구
토광묘 17호

청자접시, 숟가락

52지점 3지구
토광묘 28호
52지점 3지구
토광묘 31호

2단 쌍어형 20.4

0.47

10

19.2

0.49

11

2단 쌍어형 23.3

0.44

13

일반형

도기반구병, 청자유병, 청자발,
2단 쌍어형 20.5잔
8자형가위, 숟가락
도기반구병, 도기유병, 칠보문경,
청동접시, 청동발, 8자형가위, 1단 쌍어형 20.9
숟가락

13

0.53

52지점 3지구 도기매병, 청자접시, 8자형가위,
2단 쌍어형 16잔
토광묘 35호
숟가락
52지점 3지구
토광묘 36호

청자발, 청자접시, 숟가락

일반형

21.1

청자음각연판문발,
청자압출양각국화절지문발,
유엽형
8.2잔
숟가락
52지점 3지구 청자반구유병, 청자접시, 청자발,
유엽형
7.9잔
토광묘 41호
동곳, 숟가락
52지점 3지구
청자병, 청자접시, 숟가락
2단 쌍어형 19.4
토광묘 46호
52지점 3지구
청자철화초문병, 청자발
토광묘 47호
52지점 3지구
청자발, 청자완, 은제 동곳,
1단 쌍어형 20
토광묘 52호
숟가락

11

13
0.5

옥천
인정리유적

국화동마을
석곽묘
3지점
석곽묘 4호
3지점
석곽묘 5호
3지점
석곽묘 7호
3지점
석곽묘 8호
3지점 와관묘
3지점
토광묘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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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잎 결실

14

52지점 3지구
토광묘 39호

52지점 3지구
토광묘 53호

술잎 결실

술잎 잔존
술잎 일부와
술목 잔존
0.47

14

0.5

13

북송전 1점, 청동교구, 숟가락

일반형

19.5

0.58

11

청동완, 숟가락

일반형

22.4

0.45

17

청자발, 숟가락

일반형

19.9

0.52

14

청자발, 숟가락

일반형

20.3

0.51

12

도기호, 서수문동경, 동곳, 숟가락 2단 쌍어형 24.5

0.45

21

청자철화문반구병,
청자해무리굽완, 청자발
도기병편, 동곳
청자접시, 청자발

금산
상리(2)유적

토광묘 3호

도기병, 청자대접, 청자접시,
숟가락

유엽형

토광묘 20호

청자압출양각모란문대접,
청자백퇴화문접시, 숟가락

유엽형

토광묘 22호

청자대접, 숟가락

일반형

토광묘 27호

청자대접, 청자잔, 청자접시,
숟가락

송원리유적
석곽묘 73호

도기호, 청자접시

송원리유적
석곽묘 74호

도기병, 청자대접

송원리유적
석곽묘 77호

청자발, 청동소발, 청동발,
청동접시, 청동완, 숟가락 2점

일반형

22

0.49

2단 쌍어형

23

03.5

21

송원리유적
석곽묘 98호

청자접시, 도기호, 숟가락

일반형

24

0.51

9

송원리유적
토광묘 12호

청동발, 숟가락

2단
쌍어형

25

0.46

15

송원리유적
토광묘 13호

청동발편, 숟가락

2단 쌍어형

0.5

14

송원리유적
토광묘 19호

청자연판문대접, 숟가락

2단 쌍어형 26.5

0.43

14

송원리유적
토광묘 21호

청자음각연판문대접, 청자접시,
숟가락

송원리유적
토광묘 24호
연기
송담리ㆍ
송원리유적
송원리유적 토광묘 35호

20.8잔

0.41

술총 결실
술목, 자루
잔존

21.5

0.41

11

2단 쌍어형 24.5

0.4

20

일반형

19.8

0.5

13

1단 쌍어형

24.2

0.48

17

자루 일부
결실

편병
도기반구병, 청자접시

송원리유적
토광묘 42호

청자반구병, 숟가락

송원리유적
토광묘 64호

청자대접, 도기반구병

송원리유적
도기반구병, 청자대접, 청자접시
토광묘 85호
송원리유적
토광묘 89호

청자대접, 숟가락

2단 쌍어형 20.6

0.5

15

송원리유적
토광묘 92호

숟가락

2단 쌍어형 23.4

0.53

15

청동합, 숟가락

2단 쌍어형 25.3

0.37

12

송원리유적
토광묘 98호
송원리유적
토광묘 102호

청자대접, 청자음각연화문대접

송원리유적 청자음각연화문접시, 은제 동곳,
토광묘 137호
8자형가위
송원리유적
토광묘 138호

청자대접, 청자소발

고려전기 분묘 출토 쌍어형숟가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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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리유적
토광묘 140호

청동발, 청동합, 숟가락

2단 쌍어형 22.0

송원리유적
토광묘 142호

도기병, 청자종지, 숟가락,
8자형가위

2단 쌍어형 23.5잔

7

술잎 결실

송원리유적
토광묘 146호

도기반구병

0.43

17

송원리유적 동이, 청자종지, 청동합, 청동병,
토광묘 147호
8자형가위
송원리유적
토광묘 148호

청동대접, 도기반구병, 숟가락

1단 쌍어형

21.2

9

술잎 일부
결실

송원리유적
토광묘 155호

청자대접, 숟가락

1단 쌍어형

31

12

술잎 일부
결실

송원리유적 청자철화당초문반구병, 청자대접,
1단 쌍어형
토광묘 156호
숟가락

서천
추동리유적
(Ⅲ지역)

368

27.2

0.25

15

송원리유적 청자대접, 청자접시, 구슬 12점,
토광묘 162호
숟가락

유엽형

21.6잔

술잎, 술목,
술총 결실

송원리유적 도기병, 청자접시, 동곳, 청동발,
토광묘 163호
숟가락

유엽형

10.7잔

술잎 자루
결실

송원리유적 도기반구매병, 구슬, 은제 동곳,
토광묘 172호
숟가락

일반형

22

0.56

13

0.49

15

송원리유적
토광묘 177호

도기반구병, 숟가락

송원리유적
토광묘 181호

동곳, 북송전 70점

송원리유적
토광묘 200호

숟가락

송원리유적
토광묘 250호

청자양각당초문접시, 숟가락

일반형

24.7

0.44

14

송원리유적
토광묘 256호

청자병, 청자대접, 숟가락

일반형

19.4

0.48

9

송원리유적
토광묘 258호

청자장경병, 청자연판문대접,
청자양각당초문접시, 청자잔

유엽형

19
(추정)

술잎과 자루
일부 잔존

유엽형

23.5
(추정)

술입과 자루
일부 잔존

석곽묘 1호

고려백자완, 도기병

석곽묘 2호

청자음각모란당초문화형접시,
청자음각모란당초문대접, 청자완,
도기반구병, 철제보습, 숟가락

석곽묘 3호

청동잔

석곽묘 4호

철제보습

토광묘 3호

청자접시, 청자대접,
청자음각연판문대접, 녹청자유병,
동곳, 숟가락

토광묘 4호

철사형유물, 철제대금구, 과대

토광묘 6호

청자완, 청자잔, 청자병, 철제보습

토광묘 7호

청자접시, 유리구슬, 북송전 6점,
8자형가위

2단 쌍어형 29.5

2단 쌍어형 28.8

11

술잎 일부
결실

청원
대율리,
마산리,
풍정리유적

청주
명암동유적

토광묘 8호

청자유병, 청자음각연화당초문병,
청동발, 청동화조문경,
철제괭이편, 북송전 10점, 숟가락

토광묘 9호

청자대접, 도기편병, 동곳

마산리
석곽묘 2호

도기이면편병, 청자완, 동곳

마산리
토광묘 3호

청자반구병, 청자대접, 청자접시,
철도자

마산리
토광묘 4호

청자반구병, 청동완

마산리
토광묘 9호

유엽형

22
(추정)

청자반구병, 청자대접, 숟가락

일반형

11.8잔

마산리
토광묘 11호

청자반구병, 청자완, 청동발,
숟가락

1단 쌍어형

20.3

마산리
토광묘 12호

청자철화초문병, 청자잔,
청자대접, 청자접시, 숟가락

일반형

21.6
(추정)

술목 결실

일반형

20.0
(추청)

술목 결실

마산리
토광묘 13호
마산리
토광묘 14호

술총, 자루
결실

0.42

8
0.58

술잎 결실

11

8자형가위, 동곳
청자반구병, 청동발, 숟가락

마산리
토광묘 15호

도기편병, 청동완, 동곳

마산리
토광묘 16호

8자형가위

마산리
청자반구병, 청자반구유병,
1단 쌍어형
토광묘 18호 청동완, 청동발, 청동접시, 숟가락

18.3

0.53

11

마산리
토광묘 19호

청자접시, 청자대접, 숟가락

일반형

17.9

0.6

11

토광묘 4-1호

동국통보, 숟가락편

1단 쌍어형

16.2
(추정)

0.48

14

일반형

20.9

0.6

12

유엽형

13.3잔

0.42

토광묘 8호

청자해무리굽완

토광묘 10호

상부원보, 동국통보

토광묘 11호

동곳, 불명철기

토광묘 12호

도기반구병, 청자대접

토광묘 13호

청자화형대접편

토광묘 16호

숟가락편, 동제합편

토광묘 19호

도기반구병, 도기반구소병, 은제
동곳, 8자형가위, 숟가락

토광묘 23호

청자소완, 은제 동곳

토광묘 24호

은제장신구 1쌍, 철도자

토광묘 25호

도기소병, 청자대접, 숟가락

토광묘 27호

청자대접

토광묘 28호

청자대접

토광묘 29호

청자병

자루 중간
결실

자루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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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라도지역
1) 장흥 하방촌고분군, 와요지28)
하방촌고분에서는 16기의 석곽묘에서 고려시대 전기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유
적의 중심 시기는 11~12세기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출토유물은 청자반구병(1호, 3
호, 4호, 9호, 15호, 18호, 27호, 31호)이 대표적이며 도기반구병도 5호와 24호에서
출토되었다. 숟가락은 15호와 17호에서 출토되었는데 15호 출토 숟가락은 일반형이
며 전체 길이 19cm, 술잎 3.6/6.9cm-0.52, 자루각 8°로 고려전기 숟가락의 통상적인
형태이다.
2) 광주 쌍촌동주거지29)
쌍촌동주거지에서 확인된 고려시대 전기의 분묘는 토광묘 3기이며 그 중에서 2점
의 숟가락이 출토되었다. 2호에서는 수저 한 벌이 8자형가위, 청자양각화문대접, 청
자상감국화문대접 등과 함께 출토되어 13세기 전반 경의 유구로 편년된다. 술총은
결실되어 정확한 형식은 알 수 없고 젓가락의 길이는 23.7cm이다.
3) 보성 도안리 석평유적Ⅱ(Ⅱ지구)30)
석곽묘와 토광묘에서 각각 1점의 숟가락이 출토되었다. 동반유물은 도기편병과
청자반구병이 있다. 젓가락은 출토되지 않았고 숟가락은 상태가 좋지 못하다.
4) 수천리고려고분군31)
수천리고려고분은 전라도지역의 고려시대 전기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고려전기에
해당되는 석곽묘는 26기인데 숟가락이 출토되는 것은 7기 8점(48호 2점 출토)으로
1/3이 채 되지 않아 그렇게 높은 비율로 출토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가운데 청자해무

28) 호남문화재연구원, 장흥 하방촌고분군, 와요지 학술조사보고 제26책, 2004.
29) 전남대박물관ㆍ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쌍촌동주거지, 1999.
30) 한국도로공사ㆍ마한문화연구원, 보성 도안리석평유적Ⅱ(Ⅱ지구) 마한문화연구총서 52,
2012.
31)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ㆍ진안군ㆍ한국수자원공사, 수천리고려고분군, 유적조사보고
제41책,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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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굽완이 출토된 것은 5호, 7호, 42호인데 그 중 5호와 42호에서 숟가락이 함께 출
토되어 주목된다. 이외에도 청자반구병(16호, 28호, 30호, 42호), 도기반구병(27-1호,
35호, 41호), 흑갈유반구병(41호, 44호), 백자반구병(40호) 등 반구병이 다수 출토되
었고 28호에서는 청자해무리굽완이 청자반구병과 함께 출토되기도 한다.
그리고 토광묘 8기가 고려시대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숟가락은 13호에
서만 동반유물 없이 출토되었다. 특히 19호에서는 회청색 경질벼루가 도기대항, 옥
장신구와 함께 출토되어 피장자가 남성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숟가락은 상태가 좋
지 못하지만 술잎의 길이와 너비의 비가 대개 0.5를 전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형
식으로는 일반형-기본형이 많이 남아 있다.
[표 3] 전라도지역 고려전기 분묘출토 유물일람표
수저
유적명

유구명

출토유물

석곽묘 1호

청자반구병, 청자접시

석곽묘 3호

청자반구병

석곽묘 4호

청자반구병, 청자화형대접

석곽묘 5호

도기반구병

석곽묘 6호

청자전접시, 동곳

석곽묘 7호

동곳

석곽묘 9호

청자철화병, 청자음각모란문대접

석곽묘 14호

동곳

형식

청자병, 청자반구유병, 청자대접,
석곽묘 15호
일반형
숟가락, 동곳

장흥 하방촌
고분군
석곽묘 17호

청자철화문병, 청자반구유병,
청자발, 청자대접, 숟가락, 동곳

석곽묘 18호

청자철화문반구병, 청자반구유병,
청자대접, 청자접시,
청자화형접시

석곽묘 22호

도기편병, 청자대접

석곽묘 24호

도기반구유병

석곽묘 27호

도기발, 청자철화문반구병,
청자접시, 청자화형전접시,
청자잔

석곽묘 31호

청자철화문병, 청자접시

석곽묘 32호

청자대접

유엽형

전제
길이

19
17잔

술잎비 자루각

0.52

비고

8
술잎, 술총
결실

고려전기 분묘 출토 쌍어형숟가락 연구

371

광주 쌍촌동
주거지

토광묘 1호

동곳

토광묘 2호

동곳, 청동완, 수저, 8자형가위,
청자유병, 청자접시,
청자양각화문대접,
청자상감국화문대접, 도기병,
옥 11점

토광묘 3호
보성 도안리
석평유적Ⅱ
(Ⅱ지구)

수천리
고려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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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엽형 16.6잔

0.44

18

술잎, 술총
일부 결실
젓가락
(23.7)

청동합, 청동개, 도기편병, 숟가락 일반형 17.8잔

0.44

11

술총 일부 결실

토광묘 1호

도기편병, 청자접시, 청동완,
숟가락

석곽묘 1호

청자반구병, 청자대접, 청자접시,
숟가락

석곽묘 4호

도기향완, 과대

석곽묘 5호

도기합신, 청자해무리굽완,
청자향완, 청자편병, 청동접시,
청동발, 숟가락

석곽묘 7호

도기발, 청자해무리굽완, 청자완

석곽묘 12호

청동발, 청동접시

석곽묘 16호

도기병

석곽묘 18호

청자음각연판문완,
청자음각연판문접시,
청자음각연판문발,
청자압출양각연당초문완,
청자흑백상감국화절지문주자,
청자반구병, 청자병

석곽묘 19호

동경편

석곽묘 21호

숟가락

석곽묘 23호

청자완, 청자음각연판문발,
도기발, 청동발, 청동합

석곽묘
27-1호
석곽묘
27-2호

장릉형
(추정)

17.5잔

0.59

술총 결실
술잎, 자루
일부 잔존

5.2잔

유엽형

17.7잔

0.51

장릉형

33.1

0.51

술총 결실

13

도기병, 동곳
청자음각연판문발

석곽묘 28호

청자해무리굽완, 청자반구병

석곽묘 30호

청자철화반구병, 청자접시,
녹청자발,
청자압출양각모란당초문발,
금박장신구, 교구

석곽묘 31호

청동합신

석곽묘 34호

청자유병

석곽묘 35호

도기소발, 도기반구병, 도기유병,
청자해무리굽완, 청동접시,
청동발

석곽묘 36호

청동발, 불명동기, 숟가락

유엽형

17잔

0.56

석곽묘 39호

청자무문발, 숟가락

일반형

22.5

0.46

석곽묘 40호

백자반구병

술총 결실
14

석곽묘 41호

도기편병, 청자무문접시, 도기발,
흑갈유도기반구병, 청동발

석곽묘 42호

도기발, 청자음각연판문반구병,
청자해무리굽완, 청동합,
청동접시, 숟가락

석곽묘 44호

흑갈유반구병, 청자접시, 청자발,
청동발, 청동합

일반형

석곽묘 46호 도기유병, 도기개, 도기발, 숟가락
석곽묘 47호

흑갈유병

석곽묘 48호

녹청자발, 청자접시, 동곳,
숟가락 2점

석곽묘 49호

청자완, 숟가락

석곽묘 50호

도기병

토광묘 9호

청자완, 청자접시, 청자유병,
도기병, 청자병, 동경, 동곳

토광묘
10-1호

청자유병, 청자접시, 청자발,
도기병

토광묘 13호

숟가락

토광묘 17호

청자발, 청자접시, 도기병

토광묘 19호

도기대항, 회청색 도제벼루,
옥장신구

토광묘 22호

청자발, 청자접시

토광묘 23호

흑갈반구유병

토광묘 32호

청자상감유병

토광묘 34호

도기편병, 동곳

토광묘 35호

집게

회격묘 3호

도기향완, 도기병

20.5

0.46

14

술잎, 술총
결실

14.9잔

일반형

23.6

0.48

16

일반형

19.3

0.52

21
술잎과 자루
일부 잔존

일반형 17.6잔

0.46

술총 결실

4. 경상도지역
1) 상주 청리유적Ⅸ32)
청리유적 H-가지구 석곽묘에서는 도기편병, 청자해무리굽완, 도기반구병 등이 출
토되고 있으나 숟가락은 청자화형대접, 청자반구병과 함께 출토되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 출토된 3점의 숟가락 중 2점은 상태가 좋지 못하지만 16호 출토 숟가락은

32) 한국문화재보호재단ㆍ한진중공업, 상주청리유적Ⅸ 학술조사보고 제14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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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이고 전체길이 19.1cm, 술잎비 3.5/6.9cm-0.51, 자루각 11°이다. 아울러 토광
묘는 7기가 확인되었는데 숟가락은 1점만 출토되었다. 청자반구병(7호, 29호, 43호,
68호)이 다수 출토된 것은 석곽묘와 동일한 시기에 토광묘도 조성되고 있었음을 보
여주고 있고 68호에서는 청자반구병과 함께 청자화형완, 청자해무리굽완이 동반하
여 출토되었다.
2) 청도 대전리고려조선묘군Ⅰ33)
청도대전리고려조선묘군Ⅰ에서 확인된 고려전기의 토광묘는 14기이며 출토된 숟
가락은 11점이다. 숟가락과 동반되는 유물은 도기반구병, 청자유병, 청자화형접시,
청동대부발, 8자형가위 등이 있다. 숟가락의 형식은 11점의 숟가락 가운데 쌍어형
7점, 일반형 3점, 불명 1점 등으로 쌍어형이 다수(64%)를 차지한다. 쌍어형 가운데
가장 긴 것은 27.7cm에 이르고 평균 길이는 25.5cm, 일반형은 22.7cm 2점, 20.5cm
가 1점으로 평균 길이 21.9cm로 쌍어형이 좀 더 길다. 수저가 1쌍으로 출토된 것은
3기(50호, 60호, 80호)이며 쌍어형 숟가락과 동반하며 젓가락의 길이는 각각 27.4cm,
25.7cm, 25.3cm이다.
3) 고령 낙동강유적기념숲조성부지내유적34)
석곽묘 1기와 토광묘 2기에서 고려시대 전기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은
석곽묘 1호에서 청자반구병, 청자완, 청자발, 철제보습, 토광묘 36호에서 청자완, 청
동합편, 숟가락 등이 있다. 토광묘 36호 숟가락의 자루는 결실되었으나 술잎비 0.43
을 나타낸다.
4) 고령 지산리고분군Ⅳ35)
고령 지산리고분군에서 확인된 고려시대 전기의 분묘는 석곽묘 7기와 토광묘 20
기 등 모두 27기이고 숟가락은 토광묘에서만 5점 출토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고려

33) 성림문화재연구원, 청도대전리고려조선묘군Ⅰ,Ⅱ 학술조사보고 제19책ㆍ제20책.
34) 고령군ㆍ불교문화재연구소, 고령 낙동강유적기념숲 조성부지내 유적 학술총서 제1책,
2007.
35) 영남문화재연구원, 고령 지산리고분군Ⅳ 학술조사보고 제112책,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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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가 다수 출토되었는데 석곽묘에서는 Ⅰ-38호(백자접시, 백자대접), Ⅱ-13호(도기
유병), Ⅱ-20(백자대접, 청자장경반구병) 등이 출토되었고 토광묘에서는 Ⅰ-18호(청
자화형접시, 청자대접, 도기병), Ⅰ-32호(청자대접, 청자완, 도기반구병, 도기반구유
병, 쌍어형), Ⅰ-38호(청자장경병), Ⅰ-45호(백자음각연판문대접, 기본형), Ⅱ-9호(백
자접시, 백자대접, 청자장경반구병, 훅유소병, 일반형) 등이다.
숟가락은 모두 5점이 출토되었는데 일반형 3점, 쌍어형 2점으로 구분된다. Ⅰ-31
호-쌍어형, 3.3/7.0cm-0.47, 15°, Ⅰ-45-일반형, 18.5cm, 3.1/6.8cm-0.46, 18° Ⅱ-1-일반
형, 19.1cm, 3/6.8cm-0.44, 185, Ⅱ-9-20cm, 3.6/7.4cm-0.49, 15° 등이다.
5) 경주 물천리고려묘군유적36)
고려전기로 편년되는 토광묘는 모두 7기이다. 출토유물은 도기병(Ⅱ-6, Ⅱ-15), 청
자접시(Ⅱ-6, Ⅱ-15Ⅱ-39), 청자유병(Ⅱ-18), 청동인장(Ⅱ-21), 북송전(Ⅱ-21, Ⅱ-25), 동
경(Ⅱ-21, Ⅲ-11) 등이다. 숟가락은 2점(Ⅱ-6, Ⅱ-39)이 출토되었는데 Ⅱ-6호에서는 수
저 1벌이 출토되었다.
6) 울산 유곡동ㆍ우정동유적37)
석곽묘 1기와 토광묘 2기가 고려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3기 중 석곽묘 1
호와 토광묘 95호에서는 청저철화초화문반구병이 출토되었으나 숟가락은 출토되지
않았고 토광묘 221호에서 도기병, 청자발 등과 함께 숟가락이 출토되었다. 숟가락
은 쌍어형이고 길이 20.4cm, 술잎비 3.5/6.3cm-0.56, 자루각 12°이다.
7) 울산 효문동 산68-1유적38)
효문동 산68-1유적에서 확인된 고려전기의 토광묘는 15기이다. 유물은 도기반
구병, 청자철화반구병, 청자반구편병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서 다른 유적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Ⅱ구역 6호와 11호에서 청자반구병과 함께 숟가락이 출토

36) 성림문화재연구원, 경주 물천리고려묘군유적 학술조사보고 제10책, 2007.
37) 중앙문화재연구원ㆍ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 유곡동ㆍ우정동유적 발굴조사보고 제192책,
2012.
38) 대동문화재연구원, 울산 효문동 산68-1유적 학술조사보고 제26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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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으나 Ⅲ-1구역 토광묘 5호에서는 청자반구병과 함께 숟가락이 출토되었
다. 숟가락은 8점이 출토되었고, 그 가운데 일반형 2점만 형식이 확인된다.
8) 창녕 초곡리유적39)
초곡리유적의 왕거분묘군은 고려시대 전반에 걸쳐 형성된 유적이다. 석곽묘 2호
에서는 청자양각모란접시와 청동합 등이 출토되었고, 3호에서는 도기병과 동곳, 숟
가락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3기의 석개토광묘에서는 청자발, 청자접시 등과 함께
숟가락이 출토되었고, 토광묘에서는 도기장경반구병, 청자발, 청자접시, 도기반구유
병, 8자형가위 등과 함께 숟가락이 출토되었다.
숟가락은 석곽방형묘인 2호와 3호 숟가락은 모두 일반형으로 길이가 19.4cm 내
외이고 석개토광묘 1호, 2호, 3호 출토 숟가락은 모두 쌍어형이다. 길이는 22.3cm,
22.8cm, 20.7cm로 조금 더 크고 자루각도 24°, 21°, 17°로 큰 편이다. 그리고 토광묘
에서 출토된 4점도 모두 쌍어형이며 전체 길이는 각각 23.9cm, 25.2cm, 20.8cm,
21.3cm로 석곽방형묘나 석개토광묘 출토 숟가락보다 큰 편이다.
[표 4] 경상도지역 고려전기 분묘출토 유물일람표
수저
유적명

상주
청리
유적Ⅸ

유구명

출토유물

H-가지구
석곽묘 2호

청자반구편병

H-가지구
석곽묘 3호

청자화형대접, 청자반구소병,
청자호, 동곳, 숟가락

H-가지구
석곽묘 6호

도기편병, 청자해무리굽완,
암키와 11점

H-가지구
석곽묘 8호
H-가지구
석곽묘 13호
H-가지구
석곽묘 16호
H-가지구
석곽묘 17호
H-가지구
토광묘 7호

형식

전제
길이

자루각

일반형
(추정)

청자사발, 도기반구병, 청자소병,
유엽형
숟가락

비고

술잎, 술총
결실

16.5

0.42

19.1

0.51

술총 결실

암키와 10점
청자접시, 청자반구병, 숟가락

일반형

11

도기반구병, 암키와 22점,
수키와 4점
청자반구병, 흑유반구병,
유엽형 10.3잔
청자대접, 철도자, 청동반, 숟가락

39) 우리문화재연구원, 창녕 초곡리유적 학술조사보고 제31책,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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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잎비

0.44

자루 결실

H-가지구
토광묘 29호

청자반구병, 청자화형완

H-가지구
토광묘 31호

청자병, 청동완편

H-가지구
토광묘 43호

청자반구병, 청자사발

H-가지구
토광묘 44호

청자국화절지문상감유병, 청자완

H-가지구
토광묘 61호

청자완, 도기반구병

H-가지구
토광묘 68호

청자반구병, 청자화형완,
청자해무리굽완

토광묘 19호

도기반구병, 도기호,
청자양각국화문대접, 청자접시,
숟가락, 쌍룡운문대경, 불명철기

토광묘 29호

청동발, 청동접시, 사유서조경,
동곳, 8자형가위, 불명철편

토광묘-38호
토광묘-44호

2단
쌍어형

25.3

0.44

15

도기반구병, 도기유병,
청동대부발, 청동접시, 수저

일반형

22.7

0.44

17

도기병, 청자유병, 청동대부발,
8자형가위, 숟가락

2단
쌍어형

24.2

0.46

15

2단
쌍어형

26.2

0.39

18

2단
쌍어형

23.6

0.44

24

토광묘-60호

녹유도기병, 청자유병,
2단
청동대부발, 청동접시, 수저, 동곳 쌍어형

25.8

0.46

17

술총 원공,
젓가락
(25.7)

토광묘-80호

도기반구병, 청자대접, 청자접시,
2단
청자화형접시, 청동대부합,
쌍어형
청동접시, 수저

27.7

0.46

20

술총 원공,
젓가락
(25.3)

토광묘-81호

도기병, 청자완, 청동발편, 숟가락 유엽형 19.7잔

토광묘-50호

청도
대전리
고려·조선
묘군Ⅰ·Ⅱ

고령
낙동강유적
기념숲
조성

토광묘-51호

도기반구병, 청자접시,
청자화형접시, 청동대부발,
청동접시, 수저
도기반구병, 청자완,
청자화형접시, 청동대부발,
숟가락

토광묘-82호

도기병, 청자완, 숟가락

토광묘-91호

도기병, 녹유장동호, 청동대부합,
8자형가위

토광묘-147호

도기반구소병, 청자완, 숟가락

토광묘-148호

도기반구병, 청동대부발, 숟가락

석곽묘 1호

청자반구병, 청자완, 청자발,
철제보습

토광묘 31호

평저호

0.4

술총 원공,
젓가락
(27.4)

술총 결실

일반형

20.5

0.49

13

일반형

22.7

0.48

13

2단
23.5잔
쌍어형

젓가락
(25.6)

13

술잎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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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내
유적

토광묘 36호
토광묘 38호
토광묘Ⅰ-8호

청자완, 청동합편, 숟가락

유엽형 15.8잔

도기병 동체부, 청자완, 청동합편,
2단
숟가락
쌍어형

23.5

0.43
0.38

자루 결실
18

백자대접, 녹청자병, 토제

12세기

토광묘Ⅰ-15호 백자완, 청자대접, 청자완, 단경호

고령
지산리
고분군Ⅵ1

토광묘Ⅰ-18호

청자화형접시, 청자대접,
도기병(구연결실)

토광묘Ⅰ-22호

도기유병

토광묘Ⅰ-23호

도기병

토광묘Ⅰ-32호

청자대접, 청자완, 도기반구병,
도기반구유병, 숟가락

토광묘Ⅰ-34호

청자대접, 도기병(구연결실)

토광묘Ⅰ-36호

청자장경병(구연결실), 토제품

석곽묘Ⅰ-38호

백자접시, 백자대접, 백자유병

12세기
12세기

쌍어형

23.4

0.47

15

12세기

12세기

석곽묘Ⅰ-43호 청자음각연판문완, 다면옥, 환옥

고령
지산리
고분군
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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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기

11세기

토광묘Ⅰ-44호

백자완, 도기장경병(구연결실)

토광묘Ⅰ-45호

백자음각연판문대접, 숟가락

일반형

18.5

0.46

18

토광묘Ⅱ-1호

도기단경호, 청자대접, 숟가락

일반형

19.1

0.44

15

12세기

토광묘Ⅱ-9호

백자접시, 백자대접, 청자장경병,
일반형
흑유소병, 숟가락

20

0.49

15

12세기

토광묘Ⅱ-10호

백자대접, 도기장경병(구연결실)

토광묘Ⅱ-11호

백자대접, 백자접시

석곽묘Ⅱ-13호

도기유병(구연결실)

석곽묘Ⅱ-14호

백자대접,
도기음각화형병(구연결실)

석곽묘Ⅱ-15호

청자접시, 백자대접,
청자장경병(구연결실)

석곽묘Ⅱ-18호

백자대접

석곽묘Ⅱ-19호

청자접시, 녹청자병(구연결실)

석곽묘Ⅱ-20호

백자대접, 청자장경반구병

12~13세기

토광묘Ⅱ-23호

백자접시, 백자대접,
도기장경반구병

12세기

토광묘Ⅱ-24호

백자대접, 백자장경병(구연결실)

토광묘Ⅱ-25호

백자대접, 도기반구유병

토광묘Ⅱ-26호

백자대접, 도기반구유병

토광묘Ⅱ-29호

백자대접, 숟가락

12세기

11세기

유엽형

술잎, 술총
결실

경주
물천리
고려묘군
유적

울산
유곡동
우정동유적

울산
효문동
산68-1
유적

토광묘Ⅱ-6호

도기병, 청자대접, 청자접시,
청동발, 수저

토광묘Ⅱ-15호

도기병, 청자접시, 북송전,
청동발, 팔릉경, 은제 동곳

토광묘Ⅱ-18호

옥가락지, 청자유병

토광묘Ⅱ-21호

칠보문경, 동곳, 청동인장,
북송전25, 불명철편

토광묘Ⅱ-25호

청동편, 북송전 30점

토광묘Ⅱ-39호

청자대접, 청자접시,
청자화형접시, 수저, 불명철기

토광묘Ⅲ-11호

방곽소문경, 동곳, 장신구,
불명철기, 북송전 9점

석곽묘 1호

청자철화초문반구병, 청자접시,
청자발

토광묘 95호

청자접시, 청자발,
청자철화초문반구병

토광묘 221호

청자접시, 청자발, 도기병, 숟가락

Ⅱ구역
토광묘 3호

청자접시, 8자형가위

Ⅱ구역
토광묘 6호

청자접시, 청자연판양각발,
청자철화반구병

Ⅱ구역
토광묘 7호

청자접시, 도기반구병

Ⅱ구역
토광묘 9호

청자접시, 도기반구병

Ⅱ구역
토광묘 11호

청자화형접시, 청자접시,
청자반구병

Ⅱ구역
토광묘 13호

청자소병

Ⅱ구역 토광묘
14호

청자접시, 청자반구편병, 숟가락

Ⅲ-1구역
토광묘 5호

청자반구병, 숟가락

2단
쌍어형 24.8잔
(추정)

0.45
(추정)

술총, 술잎
일부 결실
술총 원공
젓가락
(21)

유엽형

17.1잔

0.48

술총 결실

2단
20.4잔
쌍어형

0.56

12

일반형

0.44

12

22

술잎 일부
결실

일반형 15.2잔

자루 잔존

Ⅲ-1구역
토광묘 26호

청자화형접시, 청자발, 도기소병,
유엽형 10.9잔
숟가락, 동곳

술잎, 술총
결실

Ⅲ-2지구
토광묘 4호

청자화형접시, 청자접시, 도기병

Ⅲ-2지구
토광묘 25호

청자접시, 숟가락, 동곳

Ⅲ-2지구
토광묘 26호

청자화형접시, 청자접시, 숟가락

유엽형

2.9잔

술잎 일부
잔존

7.5잔

술잎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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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초곡리유적

Ⅲ-2지구
토광묘 27호

청자접시. 도기병, 숟가락

Ⅲ-2지구
토광묘 32호

청자접시, 도기병, 숟가락

Ⅲ-2지구
토광묘 36호

도기병, 동곳, 숟가락

유엽형 14.5잔

왕거분묘군Ⅰ
방형묘 2호

청자접시, 청자발, 청동합,
숟가락, 옥,

일반형 19.4잔

왕거분묘군Ⅰ
석곽묘 3호

도기병, 숟가락, 동곳

술잎 일부
잔존

2.4잔

자루 3개편
잔존
술잎, 자루
일부 잔존

0.46
19

술잎 일부
결실

일반형

19.3

0.39

16

술잎 일부
결실

왕거분묘군Ⅰ 청자발, 청동합, 청동교구, 동전,
석개토광묘 1호
수저

2단
쌍어형

22.3

0.37

24

젓가락
(23.8)

왕거분묘군Ⅰ석
개토광묘 2호

청자접시, 청자발, 숟가락,
북송전 4점

2단
쌍어형

22.8

0.26

21

술총 원공

왕거분묘군Ⅰ석
개토광묘 3호

청동합, 동곳, 숟가락

2단
20.7잔
쌍어형

0.37

17

왕거분묘군Ⅰ
토광묘 4호

청자접시, 도기장경반구병,
청동접시, 청동합, 청동과대,
숟가락

2단
쌍어형

0.4

17

왕거분묘군Ⅰ
토광묘 17호

청자발, 청동접시, 숟가락, 동곳

왕거분묘군Ⅰ
토광묘 26호
왕거분묘군Ⅰ
토광묘 33호
왕거분묘군Ⅰ
토광묘 38호

23.9

유엽형 17.8잔

0.4

술총 결실

청자발, 도기병, 청동합, 동경,
북송전, 숟가락

2단
쌍어형

25.2

0.43

17

청자대접, 청자발, 도기반구병,
숟가락

2단
쌍어형

20.8

0.4

20

청자접시, 도기반구유병, 청동합,
2단
연화문동경, 은제동곳, 숟가락,
쌍어형
8자형가위

21.3

0.44

16

Ⅲ. 숟가락의 형식과 사용 시기
1. 형식적 특징
경기도지역의 고려시대 전기 숟가락의 출토비와 각 형식별 출토비를 살펴보기로
하자. 용인마북리유적 숟가락 출토비(숟가락/유구/출토비)는 3점/6기-50%이고 각
형식별 출토 예는 쌍어형 2점(1단-1, 2단-1)/유엽형 1점이다. 다른 유적도 이렇게 정
리하여 보면 안성 매산리유적(2점/2기/100%)-기본형1/2단 쌍어형1, 광교신도시유적

Ⅴ(5점/8기/63%)-기본형1/2단 쌍어형1/유엽형3, 용인 양지리유적(3점/3기/100%)-일
반형2/2단 쌍어형1, 오산 궐동유적(8점/8기/100%)-2단 쌍어형6/장릉형1, 파주 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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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1점/8기/12.5%)-기본형1, 평택 용이동유적(1점/5기/20%)-장릉형1, 오산 외삼미
동유적(2기/0%), 안산 대부도 육곡고려고분군(2점/6기/33%)-2단 쌍어형1?/유엽형1로
요약된다. 이를 종합하면 출토된 숟가락은 모두 48기의 유구에서 24점이 출토되어
약 50%의 출토율을 보인다. 이를 형식별로 보면 기본형 5점, 쌍어형 12점(1단-1, 2단
-11), 장릉형 2점, 유엽형 5점으로 집계된다. 이 중 형식을 알 수 없는 유엽형 5점을
제외한 21점 가운데 쌍어형이 12점으로 57%를 차지하여 주류를 이루는 형식이 된
다. 다만 형식분류상 자루에서 술총까지 그대로 이어져 술총만 2갈래로 나누어지는
1단 쌍어형이 1점 포함(8%)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기원에서 비롯된 것인지 차후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해 볼 것은 1단 쌍어형숟가락 길이는 20.2cm, 2단 쌍어형숟가
락 길이는 24.6cm로 2단 쌍어형숟가락이 더 길고 이와 같은 전체 크기는 1단 쌍어
형이 비교적 많이 보이는 충청도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숟가락의 길이는 완형으로 남아 있는 것 가운데 일반형의 평균치는 23.1cm, 쌍어
형의 평균치는 24.7cm로 쌍어형이 약간 크다. 아울러 형식 분류에 따르면 유엽형
술잎을 가진 숟가락은 일반형, 쌍어형, 연봉형, 약시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기
도지역의 고려시대 전기 분묘에서는 연봉형과 약시형은 출토되지 않았다.
술잎의 너비와 길이의 비율을 측정한 값을 나타내는 술잎비와 자루각을 살펴보면
평균 술잎비 0.46, 자루각 14°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경기도지역 고려시대 전기 숟
가락의 표준은 쌍어형으로 전체 길이 23.1cm, 술잎비 0.46, 자루각 14°를 가진 것으
로 볼 수 있는데 술잎비가 거의 0.5에 근접하고 있는 점과 자루각이 20° 보다 훨씬
낮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충청도지역을 살펴보자. 청주 용암유적Ⅱ(30점/40기/75%)-일반형9/쌍어
형18(1단-4, 2단-14)/유엽형3(수저2-일반형1/2단쌍어형1), 보은 부수리고분군(3점/15
기/20%)-1단쌍어형1/유엽형2, 아산 둔포리유적(0/8기/0%)-숟가락 없음, 대전 용계동
유적(2점/9기/22%)-기본형2, 청주 율양동유적(9점/24기/38%)-일반형2/쌍어형5(1단-3,
2단-2)/유엽형2, 단양 현곡리고려고분군(1점/10기/10%)-2단 쌍어형1, 충주 본리·영
평리·완오리유적(8점/24기/33%)-일반형4/유엽형4,

연기

갈운리유적(21점/32기/

66%)-일반형7/쌍어형11(1단-2점, 2단-9점)/유엽형3, 옥천 인정리유적(4점/7기/57%)일반형3/2단 쌍어형1, 금산 상리유적(4점/4기/100%)-일반형1/2단 쌍어형1/유엽형2,
연기 송담리ㆍ송원리유적(23점/35기/66%)-일반형6/쌍어형15(1단-4, 2단-11)/유엽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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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리석곽묘77호-일반형 1점과 2단 쌍어형 1점 출토), 서천 추동리유적Ⅲ(3점/10
기/30%)-유엽형3, 청원 대율리ㆍ마산리ㆍ풍정리유적(6점/13기/46%)-일반형4/1단 쌍
어형2, 청주 명암동유적(3점/15기/20%)-일반형1/1단 쌍어형1/유엽형1 등으로 집계된
다.
이상과 같이 충청도지역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전기의 숟가락은 246기의 유구에
서 117점이 출토되어 48%의 출토비를 나타내고 이것은 경기도지역의 49%와 별로
차이가 없다. 형식별 출토 상황을 살펴보면 일반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
은(유엽형 제외) 충주 본리유적 100%, 옥천 인정리유적 75%, 청원 마산리유적 67%
등이고 쌍어형이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청주 용암유적Ⅱ 67%, 청주 율양동유적
71%, 연기 갈운리유적 61%, 연기 송담리·송원리유적 71% 등으로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형39점, 쌍어형 56점, 유엽형 22점 등 모두
117점에 이르고 유엽형을 제외한 95점 가운데 일반형41%, 쌍어형 59%의 점유비를
보여 경기도지역처럼 쌍어형이 다수를 차지한다.
한편 쌍어형 가운데는 1단 쌍어형이 청주 용암유적Ⅱ에서 4점, 보은 부수리고분
군에서 1점, 청주 율양동유적에서 3점, 연기 갈운리유적에서 2점, 연기 송원리유적
에서 4점, 청주 명암동유적에서 1점 등 모두 15점이 출토되어 전체 쌍어형 가운데
29%의 비율을 보여 경기도지역의 7% 점유율보다는 훨씬 높다. 그리고 경기도지역
에서는 21점의 숟가락 가운데 2점의 장릉형숟가락이 포함되어 있어 10%의 점유비
를 보이고 있으나 충청도지역에서는 장릉형은 출토되지 않았다.40)
그리고 숟가락의 전체 길이는 완형을 중심으로 평균치를 내어보면 쌍어형 22cm,
일반형 20cm가 된다. 그러나 쌍어형의 평균치가 22cm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편차
가 큰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쌍어형 가운데 실제 길이가 평균치 아래인 것이 32
점으로 과반을 차지한다는 것이며 그 가운데 1단 쌍어형의 길이는 20cm가 채 되지
않아 2단 쌍어형은 남성용, 1단 쌍어형은 여성용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
다고 본다.
고려시대 전기 분묘에서 출토되는 숟가락의 전라도지역 상황은 다음과 같다. 장
40) 경기도지역에서는 평택 용이동유적 Ⅶ지구 토광묘 4호에서 8자형가위가 장릉형숟가락과 함
께 출토되어 늦어도 13세기 전반 경에는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오산 궐동 토광묘 3호
에서는 장릉형숟가락이 단독으로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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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하방촌고분군(2점/16기/13%)-일반형1/유엽형1, 광주 쌍촌동주거지(1점/3기/33%)일반형1/유엽형1, 보성 도안리유적(1점/2기)-장릉형1/유엽형1, 진안 수천리고려고분
군(8점/37기/22%)-일반형5/장릉형1/유엽형2이다. 전라도 지역 전체의 숟가락은 13
점, 분묘는 58기로 숟가락 출토비는 21%에 불과하여 경기도지역이나 충청도지역
에 비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형식별로는 일반형7/장릉형2/유엽형4로 유엽형을
제하면 9점 가운데 7점이 일반형으로 78%의 높은 비를 보이고, 장릉형은 22%의 점
유율을 나타낸다. 완형으로 본 숟가락의 전체 길이는 일반형 21cm인데 1점만 완형
으로 출토된 장릉형은 전체 길이가 33.1cm이다. 그리고 수천리 석곽묘 48호에서 숟
가락 2점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일반형이며 길이는 23.6cm와 19.3cm로 5:4의 크기
비율을 보인다. 이와 같이 두 숟가락은 길이도 다르지만 자루의 형태나 자루각이
각각 16°와 21°로 단면상으로 받는 인상차가 커서 따로 떼어놓고 보면 한 시기 것으
로 보기도 쉽지 않지만 각각 어떤 상황에서 출토되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한
가지 지적해 둘 것은 이처럼 다른 분위기의 숟가락이 동시대에 사용되었다는 점인
데 그것이 정창원에 보관된 숟가락처럼 한 쌍의 숟가락 중 하나는 음식을 덜어 오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음식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는 것처럼 용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헤아리기 어렵다.
그리고 일반형의 술잎비는 0.48, 자루각은 14°가 되는데 숟가락 2점이 출토된 수
천리 석곽묘 48호의 자루각이 21°로 가장 크다. 이렇게 보면 고려시대 전기 전라도
지역 숟가락은 일반형에 길이 21cm, 술잎비 0.48, 자루각 14°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
된다. 앞선 경기도지역이나 충청도지역과 비교하여 가장 특징적인 점이 있다면 전
라도지역에서는 앞선 두 지역의 주된 숟가락 형식인 쌍어형이 한 점도 출토되지 않
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아마도 지역적인 선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추
후 고려 후기의 연구결과와 함께 검토할 문제이다.
다음으로 경상도지역의 숟가락 출토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상주 청리유적Ⅸ(4점/14기/29%)-일반형2/유엽형2, 청도 대전리 고려ㆍ조
선분묘군Ⅰ·Ⅱ(11점/13기/85%)-일반형3/2단 쌍어형7/유엽형1, 고령 지산리고분군(5
점/27기/19%)-일반형3/쌍어형2, 고령 낙동강유적 기념숲 조성부지내 유적(2점/4기
/50%)-2단 쌍어형1/유엽형1, 경주 물천리유적(2점/7기/29%)-2단 쌍어형1/유엽형1,
울산 우정동유적(1점/3기/33%)-2단 쌍어형1, 울산 효문동유적(5점/15기/33%)-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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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엽형3, 창녕 초곡리유적(3점/3기/100%)-일반형2/2단 쌍어형1점으로 요약된다.
경상도지역의 고려전기 숟가락은 33점이 출토되고 분묘는 87기로 출토비는 38%
에 해당되어 전라도지역에 비하면 높은 편이지만 경기도지역이나 충청도지역에 비
하면 낮은 수치이다. 형식별로 보면 장릉형은 출토예가 없고 일반형 12점, 쌍어형
13점, 유엽형 8점으로 유엽형을 제외하면 각각 50%의 구성비를 보인다. 그리고 전
체 길이는 일반형 20.4cm, 쌍어형 24.6cm로 역시 쌍어형이 더 길다. 술잎비 평균치
는 일반형 0.49/쌍어형 0.45이고 자루각 평균치는 일반형 15°/쌍어형 18°이다. 이런
결과를 정리하면 경상도지역의 고려전기 숟가락은 일반형-20.4cm/0.49/15°이거나
쌍어형-24.6cm/0.45/18°가 된다.

2. 시기적 특징
필자는 앞서 숟가락만의 변화를 근거로 하는 편년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상당한 고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은 숟가락이 동반유물 없이 1점만 출토
될 때 정확한 제작시기를 단정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숟가락의 변화는 음
식물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지적이겠지만 음식물의 변화라
는 것은 교통과 교류가 쉽지 않았던 당시를 생각해 보면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게다가 음식물에 관한 변변한 기록조차 없는 상황에서 음식물의 변화
를 통한 숟가락의 변화를 짚어 내기란 그야말로 어려운 일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도 숟가락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분묘의 부장품에 숟가락이
포함되는 상황을 단순히 음식물의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일신라에
서 고려로 왕조가 변화했다고 해서 음식물이 일거에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
을까. 농사를 기본으로 하고 바다와 산에서 어로와 채집으로 식생활을 이어가는 기
본 구조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삼국시대 고분이 발굴되었
으나 숟가락이 출토된 것은 백제 무녕왕릉이 유일하다. 중국에서는 한대부터 출토
되기 시작하는 칠기 숟가락이나41) 남조에 이르면 완성되는 단계에 이르는 분묘에

41) 낙랑의 무덤에서 한대 칠기숟가락이 출토되고 있는 것은 한의 것이지 당시 낙랑지역에 거주
하던 주민들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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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출토되는 도제 숟가락은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분에서는 한 점도 발견된 바 없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의 숟가락이 지금까지 안압지와 한우물, 분황사지 등에서 몇
점 출토되고 있으나 이것은 모두 분묘출토 유물이 아니다.42) 고려시대의 분묘에서
심심치 않게 출토되는 숟가락을 통일신라시대의 숟가락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
해하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말하자면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던 숟가락이 고려시대를 지나면서 사용계층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배경에는
간단히 넘길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럼 고려시대 전기 분묘에서 숟가락이 출토되는 상황을 검토하여 보기로 하자.
경기도 용인 마북리유적에서는 백자대접과 청자접시, 도기병과 함께 출토되거나 청
동발, 청자대접, 팔릉무문경, 8자형가위 등과 함께 숟가락이 출토되어 12세기에서
13세기 전반 경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석곽묘에서는 숟가락이 출토되지 않고
있다. 안성 매산리고려고분의 8호 석곽묘에서는 청자반구병, 청자화형발, 은제환,
철제과대편 등과 함께 숟가락이 출토되었으나 3호 토광묘에서는 길이 22cm, 술잎
비 0.44, 자루각 17°의 전기 숟가락의 표준에 거의 부합하는 숟가락 1점만 출토되
었다. 광교신도시유적에서는 석곽묘 4기 중 숟가락이 출토되는 분묘의 부장품(청자
화형발, 고려백자완, 고려백자장경병, 구슬, 방형소문경) 구성이 숟가락이 출토되지
않는 분묘의 부장품(도기반구장경병, 도기편병, 청자발)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파주 운정유적의 고려전기 석곽묘에서는 숟가락이 출토되지 않았고 토광
묘 4기 중에서도 1기에서만 숟가락이 출토되었는데 숟가락이 출토된 14호는 청자
잔, 청자발, 도기매병, 북송전 등도 함께 출토되어 부장품의 구성이 우월한 편이다.
파주 운정유적의 조성시기가 대개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전반에 해당된다고 할
때 이 지역은 아직 숟가락의 부장이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평택 용이동유적에서 도기편병, 해무리굽, 청자완, 백자접시가
출토된 11세기 전반경의 석곽묘 2호에서는 숟가락이 출토되지 않았고 8자형가위와
함께 장릉형숟가락이 출토되어 숟가락의 부장은 11세기 후반은 되어야 시작되는 것

42) 정의도, ｢청동숟가락의 등장과 확산-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석당논총 제42집, 동아대학
교 석당학술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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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안산 대부도 육곡고려고분군에서 잘 나타나는
데 일단 출토유물로 보아 석곽묘보다 토광묘의 조성시기가 앞서고 있는 것은 특기
할 만하다. 출토유물로 보아 토광묘 2호와 7호, 10호, 석곽묘 7호와 9호 등이 고려전
기에 조성된 것으로 숟가락이 출토되는 것은 토광묘 2호와 10호에 불과하고 14세기
대에 조성된 분묘에서 모두 17점의 숟가락이 출토되고 있다.
충청도지역에서 보이는 상황도 경기도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30점의
고려전기 숟가락이 출토된 청주 용암유적은 모두 토광묘였고 출토율도 75%를 보
인다. 21점의 숟가락이 출토된 연기 갈운리유적은 66%, 6점의 숟가락이 출토된 청
원 대율리ㆍ마산리ㆍ풍정리유적은 46%의 출토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 유적은
모두 토광묘가 위주인 유적이다. 그러나 석곽묘가 주로 출토된 단양 현곡리고려고
분군은 10%, 보은 부수리고분군 20%, 대전 용계동유적 22%, 영평리ㆍ완오리유적
33%, 아산 둔포리유적 0%에 불과하여 숟가락이 석곽묘보다는 토광묘에 더 많은 비
율로 출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라도지역 역시 장흥 하방촌유적과
수천리고려고분군은 주로 석곽묘로 이루어진 유적인데, 숟가락 출토율은 각각 13%,
2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상도지역의 청도대전리유적은 토광묘로 이루
어진 유적인데 숟가락 출토율이 85%에 이른다. 이것은 통일신라 이래 석곽묘 전통
의 분묘보다는 새로운 묘제라고 할 수 있는 토광묘에서 보다 높은 비율로 숟가락이
출토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숟가락이 부장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11세기 중반경을 지나는 청자해무리
굽완 말기단계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43) 이것이 어떤 상황을 대변하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헤아리기는 어려우나, 고려백자완이나 청자철화장경반구병과
함께 부장되는 시기보다 앞 선 단계에서부터 숟가락이 부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는 것이다. 경기도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용인 마북리 A지구 1호, 안성 매산리
유적 8호, 광교신도시유적 석곽묘 4호, 파주 운정유적 석곽묘 1호 안산 대부도 토광
묘 2호와 7호 등이 대표적이라 하겠는데, 대개 12세기 경에 해당되는 유적이다. 그
런데 이에 앞서는 청자해무리굽완이 부장되는 단계에는 거의 숟가락의 부장 예가
없다는 것이다. 평택 용이동유적 석곽묘 2호, 보은 부수리고분군 석곽묘 6호, 대전

43) 이종민, 2002, 한국의 초기청자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6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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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계동유적 석곽묘 14호, 청주 율양동유적 토광묘 54호, 단양 현곡리고려고분군 석
곽묘 5호, 충주 본리·영평리유적 석곽묘 23호, 영평리유적 토광묘 11호, 연기 갈운
리유적 1지구 석곽묘 3호, 석곽묘 11호, 옥천 인정리유적 석곽묘 4호, 청주 명암동유
적 토광묘 8호, 수천리고려고분군 석곽묘 5호, 석곽묘 7호, 석곽묘 35호, 석곽묘 42
호, 상주 청리유적 석곽묘 6호, 토광묘 68호 등에서 출토된다. 이와 같이 청자해무
리굽 완이 출토되는 분묘는 17기 중 청주 율양동유적 토광묘 5호, 충주 영평리유적
토광묘 11호, 청주 명암동유적 토광묘 8호, 상주 청리유적 토광묘 68호 등 4기에 불
과하여 석곽묘가 대체로 토광묘보다 앞서는 묘제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와 같이 청자해무리굽완이 출토되는 분묘 가운데 숟가락이 출토되는 것은 수천
리고려고분군 석곽묘 5호와 42호뿐이다. 수천리 5호에서는 도기합, 청자향완, 청자
편병, 청동접시, 청동발이, 42호에서는 도기발, 청자음각연판문반구병, 청동합, 청동
접시 등과 함께 숟가락이 출토되어 11세기 경에 조성된 유적으로 볼 수 있다. 여기
에서 출토되는 숟가락 중 5호는 술총이 결실되었으나 42호 출토 숟가락은 일반형
/20.5cm/0.46/14°로 고려전기 숟가락의 표준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숟가락은 11세기 경에는 고려분묘의 부장품으로 포함되기 시작한 것으
로 볼 수 있고 이어서 청자음각연판문대접이나 청자장경반구병, 도기병 등과 함께
부장되며 이 시기가 대개 12세기 초로 편년되며, 13세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부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Ⅳ. 쌍어형숟가락의 출토 배경
숟가락이 출토되는 분묘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청자해무
리굽완과 함께 출토되는 것이 11세기 전반 경으로 편년되는 것이고, 다음 단계가 청
자장경반구병이나 청자음각연판문대접 등과 함께 출토되는 것이 12세기 초의 것으
로 편년된다고 하였다.
숟가락이 왜 이 시기에 들어 분묘의 부장품으로 등장하게 되는지의 배경에 관한
설명은 고려시대 숟가락의 연구를 통하여 이미 제시한 바가 있다.44) 이번 논문에서
44) 정의도, ｢한국고대청동시저연구-고려시대｣, 석당논총 제38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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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상과 같은 유적과 유물의 출토상에 대한 겸토 결과에 따라 숟가락의 형식적
특성에 관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한다. 사실 통일신라시대에도 숟가락이 사용되
었던 것은 분명하다. 일본 정창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라의 숟가락을 보아도 그렇고
경주 박물관부지 내 우물에서 출토된 숟가락과 서울 시흥동의 우물지에서 출토된

｢乃末｣銘 숟가락을 보아도 일부 계층에 한하여 사용된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
다.45) 그런데 고려 전기의 숟가락 출토 양상을 보면 각 지역별로 다른 특징을 보이
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경기도지역은 당시 수도 개경이 위치한 주변이어서 그런지
다른 지역에는 보이지 않는 장릉형을 포함한 일반형과 쌍어형이 출토되고 있고, 쌍
어형이 57%의 출토비로 23%의 일반형보다 출토비가 높다. 고려시대 전기의 분묘가
가장 많이 출토된 지역이 충청도지역이라는 점은 경기도지역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여도 의외의 현상이었고 가장 이른 시기의 숟가락이 부장된 것으로 보이
는 유적도 충청도지역에 훨씬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 충청도지역에서 숟가락의 형
식별 출토비는 쌍어형이 6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전라도지역에서는
일반형이 78%를 점하고 있고 경상도지역에서는 50%의 출토비를 보인다.
그런데 왜 숟가락은 11세기 경부터 시작하여 12세기 초가 되면 본격적으로 부장
되게 되었으며 숟가락 중에서도 쌍어형숟가락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필자가 의문을 가졌던 사항이다. 쌍어형은 처음 자루의 끝-술총에 쌍어를 새겨 넣었
으나 이것이 간략화되면서 술총이 좌우로 갈라져 남은 것을 말하는데, 자루의 2/3
지점에서 한번 단을 만들었다가 다시 잘록해졌다가 좌우로 벌어지는 것을 2단 쌍어
형으로, 자루가 직선으로 이어지다가 끝에서 좌우로 나누어지면 1단 쌍어형으로 형
식분류 하였다.46) 고려전기묘에서 출토된 쌍어형숟가락과 동반 출토되는 유물을 검
토하여 보면 광교신도시 5호 석곽묘, 오산 궐동유적 토광묘 14호, 18호, 안산 대부도
2007.3.
―――, ｢송·요·금·원묘 시저 및 철협 출토경향-고려묘부장품과 관련하여-｣, 문물연구,
제15호, 동아사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09.
―――, ｢雙魚形銅匙硏究｣, 漢代城市和聚落考古與漢文化,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硏究所·河
南省文物考古硏究所 編, 科學出版社, 2012, pp. 447~450.
45) 정의도, ｢청동숟가락의 등장과 확산-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석당논총 제42집, 동아대학
교 석당학술원, 2008.
46) 정의도, ｢경남지역 조선전기 숟가락연구-지역성과 상징성-｣, 문물 창간호, 한국문물연구원,
2011, pp.1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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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곡고려고분군 토광묘 10호, 청주 용암유적 토광묘 100호, 토광묘 113호, 보은 부
수리유적 석곽묘 17호, 청주 율양동유적 역대골토광묘 177호, 단양 현곡리유적 석곽
묘 18호, 연기 송원리유적 토광묘 19호, 42호, 청도 대전리 고려ㆍ조선묘군 토광묘

Ⅰ-50호, 51호 등에서 출토된 쌍어형숟가락은 12세기 전반경으로 편년된다. 그렇다
면 11세기말 중국 동북지역에서 완성된 쌍어형숟가락이 12세기 전반이면 이미 고려
전 지역에 부장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시대 숟가락이 출토되는 분묘의 주인공이 밝혀진 예는 거의 없지만 이난영의
연구에 의하면 고려 명종2년(1172) 태어나 고종41년(1254)에 사망한 양택춘의 묘에
서 출토된 숟가락이 있다.47) 출토지는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신리로 묘지와 함께
출토되어 숟가락의 정확한 상한연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숟가락은 2단 쌍어형으
로 길이 22cm, 술잎비 3.2/7cm-0.46, 자루각 19°인데 술목 아래 부분이 깨어져 있다.
숟가락은 실물은 보지 못하였고
도면에 의하면 술잎의 왼쪽이 마
모되어 있어 양택춘이 실제 사용
한 것이 분명하므로 당시 고려의
장례풍습으로는 숟가락은 죽음에
이르러 따로 만들지 않고 생전에
사용하던 것을 묻어준 것으로 보

도면 1.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신리 출토
청동숟가락

아도 좋을 것이다.
양택춘은 묘지명에 의하면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大定12년, 명종2, 1172) 거의 60
세에 온수군 감무(충남 온양)가 되었고 갑인년(1254년, 고종41)에 사망하였다. 그의
주된 생활 근거지는 전라도와 충청도 일원이 되고 생존시기는 12세기 후반에서 13
세기 전반 경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의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 난 두 아들은 모두 승
려가 되었고 둘째 부인과의 사이에 난 세 아들은 출가하거나 관리를 지냈다. 83세
에 사망하여 화장하여 수양산 기슭에 장사를 지냈다고 하였다.48) 그의 사망후 700

47) 이난영, 韓國古代金屬工藝硏究, 1992, pp.125~128.
48) 김용선, 고려묘지명집성 제5판 한림대학교출판부, 2012, pp.385~387.
―――, 개정판 역주 고려묘지명집성(상) 한림대학교출판부, 2006, pp.620~623.
국립중앙박물관, 다시보는 역사편지 고려묘지명, 2006,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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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 지난 다음에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신리에서 묘지명과 함께 숟가락이 수습되
었다고 보고되었으나 당시의 정확한 출토 상황은 알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고려전기에 상당한 벼슬을 지내고 장성한 자식들도 승려나 관리로 나가
있는 귀족 관료층에 속하는 인물의 화장묘에 숟가락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도 쌍
어형숟가락이며 사용시기는 12세기 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말하자면 12세기 후반 당시 고려의 지배층을 이루는 사람들
이 쌍어형숟가락을 사용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고려
인종릉에서 출토된 숟가락은 소위 ｢장릉형｣이란 형식 분류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전체 길이 32.cm, 술잎비 3.7/7.6cm-0.49, 자루각 17°이고 젓가락은 23.7cm이다.

도면 2. 장릉 출토 숟가락

인종 장릉에서 숟가락이 출토된 것은 인종이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는 ‘황통(皇

統)6년’(1146)에는 왕릉의 부장품에도 숟가락이 포함될 만큼 확실한 부장품으로 자
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숟가락을 부장하는 풍습이 상하를 가리지 않고
시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12세기 경에는 왕릉에도 부장품으로 숟가락이 포함되고 지배층의 화장
묘에도 숟가락이 포함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여야할까? 더구나 인종 장릉에서
출토된 장릉형숟가락은 요의 황족 야율우지(耶律羽之)의 무덤에서 출토된 것이 가
장 시기가 빠른 것이고,49) 쌍어형숟가락 또한 요 진국공주묘(개태7년, 1018)에서 출
토된 은제 도금 숟가락 술총의 좌우에 쌍어를 새긴 것이 그 기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張世卿壁畵墓(선화요묘M1, 천경6년, 1116)에는 이
미 쌍어형숟가락이 뚜렷하게 그려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쌍어형숟가

49) 內蒙古文物考古硏究所·赤峰市博物館·阿魯科尒沁旗文物管理所,
文物 總第四七六期, 1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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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遼耶律羽之墓發掘簡報｣,

락은 11세기 말 경에는 이미 사용된 숟가락 형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고, 금대에
이르면 쌍어문의 유행과 함께 상당한 사용계층을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50)

도면 3. 耶律羽之墓 출토 유물

도면 4. 요 진국공주묘 출토 쌍어문숟가락

사실 요나라와 고려의 관계는 그리 순탄한 관계가 지속된 것은 아니다. 김재만과
임진아의 연구에 의하면 고려와 요의 정치 경제 문화교류는 크게 3기로 나누어진다
고 한다. 1기는 918년 고려개국에서부터 1019년 요의 고려침입까지다. 이 시기는 고
려-요-북송의 삼각외교 구도가 자리 잡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기는 1020년~1077년으로 일단 고려가 1020년 북송과 요에 동시에 사신을 파견함
으로서 평화분위기가 감도는 한편, 고려의 대요 사대외교가 이루어지며 1077년 고

50)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硏究所·哲里木盟博物館, 遼陳國公主墓, 1993.
河北省文物硏究所, 宣化遼墓, 1974~1993년 考古發掘報告, 文物出版社, 2001.
劉雲 主編, 中國箸文化大觀, 科學出版社, 2003.[圖版 Ⅹ(圖1-33, 4-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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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와 북송의 국교가 재개되기 전까지를 이르는 시기이다. 3기는 1078년~1125년까지
를 이르는데 고려와 북송의 공식외교가 시작되는 해부터 1125년 요가 멸망하는

도면 5. 張世卿壁畵墓(宣化遼墓M1, 天慶6年, 1116)의 쌍어형 숟가락

1063년(요 도종 9년, 고려 문종 17년) 거란대장경이 고려에 들어오면서 요의 발달된
불교문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1070년 이후 요의 미술품의 특성이 거부감 없이
고려미술품에 반영되는 시기라고 보았다.51)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11세기 경부터 시작된 요와의 교류에서 석곽묘 전통
의 고려묘장풍습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부장품에 숟가락이 포함되기 시작하다가 대
장경의 교류를 비롯한 요와의 인적ㆍ물적교류가 본격화되는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에 이르러 숟가락을 부장품에 포함시키는 풍습이 정착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 12세기의 상황을 기록한 宣和奉使高麗圖經에는 거란의 항복한 포로 수만이라
는 기사와 북방오랑캐 중에 장인이라는 기사는 요와 고려와의 교류를 단적으로 보
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52)
사실 요대에 시작되어 금대까지 이어지는 거란족과 여진족의 쌍어문에 대한 기호
는 상당하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금대는 쌍어문경으로 대표되지만53) 요대에
도 耶律羽之 묘(會同5년, 942)에서는 쌍어가 새겨진 圓口花腹金杯, 五瓣花口金杯가

51) 임진아, ｢고려청자와 요대 공예품의 연관성 고찰｣, 문물 제3호, 한국문물연구원, 2013,
pp.51~58
52) 宣和奉使高麗圖經 卷十九 ｢民庶｣ 工技, 卷二十三 ｢雜俗二｣ 土産
53) 孔祥星 劉一曼, 中國銅鏡圖典, 文物出版社,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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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耶律羽之墓(會同5年, 942) 出土 圓口花腹金杯, 五瓣花口金杯의 雙魚文

도면 7. 赤峰 出土 魚形柄鎏金金銅鉗

도면 9. 陳國公主墓 出土 龍鳳魚形玉佩, 雙魚玉佩

도면 8. 吐爾基山古墓 出土 雙魚文碗

도면 10. 寧城縣 楡樹林子鄕 出土
海棠形雙魚文三彩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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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되었고 赤峰에서는 魚形柄鎏金金銅鉗(12세기)와 寧城縣 楡樹林子鄕 海棠形雙

魚文三彩盤, 吐爾基山古墓 출토 雙魚文碗(10세기 전반), 陳國公主墓(開泰7年, 1018)
에서는 도금은제의 쌍어문 숟가락을 비롯하여 龍鳳魚形玉佩, 雙魚玉佩 등 다양한
쌍어문이 각종 기물의 문양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정치적, 사회적 배경하네 요나라에서 기원하여 금나라에 이르러 널
리 유행하게 되는 쌍어형숟가락이 왜 고려분묘 부장품으로 채택되게 되었으며, 왜
전통적인 형태를 간직한 일반형-기본형보다 출토비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설명될 수 있다고 하겠다. 다만 전라도지역에서는 쌍어형보다 일반형숟가락이 출토
비에 있어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전라도지역에서 발굴조사된 고려시대의 분
묘의 조성시기가 아직 통일신라시대의 전통이 남아 있는 고려시대 초기로 소급되는
석곽묘 위주로 발굴조사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도 필자의 연
구에 의하면 조선시대에는 동시대에도 각 지역별로 선호하는 숟가락 형식이 따로
있었다고 생각되므로 오히려 장례풍습에 관한한 전라도지역에서는 통일신라 이래
의 전통을 고수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한편 장릉형은 경기도지역에서만 출토되고 충청도와 경상도지역에서는 출토되지
않았다. 게다가 장릉형은 명칭에서 보다시피 인종(1122~1146)의 장릉에서 출토
된 것이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최초의 부장사례는 거란 황족 야율우지의 분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쌍어형숟가락처럼 거란과 여진족 전통의 부장품이라고 할 수 있
다.54) 이와 같이 12세기에 분명한 사용 예가 있음에도 그 출토 예가 드물고 출토되
지 않는 지역도 있다는 것은 고려전기의 장릉형은 다른 형식과는 달리 특정한 사용
계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려전기의 분묘에서는
단 한 점의 연봉형이나 약시형도 출토되지 않았다. 이것이 요나 금에 없는 형식이
어서 보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후대에 전해지는 것인지, 또는 우리 고려나 조선에
서 일어난 변형인지는 차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54) 耶律羽之는 唐 大順 원년(890) 출생하여 會同5년(941)에 사망한 인물이다. 요나라 육원부(六院
部) 사람. 자는 올리(兀里) 또는 인저신(寅底哂)이다. 야율적렬(耶律覿烈)의 동생으로 천현(天
顯) 초에 동단왕(東丹王)을 도와 동단국(東丹國) 중대성우차상(中臺省右次相)이 되었다. 동단
왕이 후당(後唐)으로 달아나자 나라 사람들을 위무하여 통치하면서 동요를 막아냈고, 좌상(左
相)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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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우리가 숟가락을 보면서 만곡도가 심하다고 느끼는 것은 대개 자루각이
20°에 가깝고 길이가 25cm 이상 되는 것이며 술잎비가 0.4를 전후로 변한 것을 말하
는 것으로 이것은 고려시대 후기의 숟가락의 기본적인 형태로 보인다. 고려시대 전
기에 대개 15°를 유지하던 자루각이 원의 지배를 받게 되는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가 되면 자루각이 커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직 분명히 말할 수 없다.

Ⅴ. 나가는 글
지금까지 고려전기 분묘에서 출토된 숟가락과 부장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숟
가락이 출토되는 유적은 고려시대 전기로 한정하고 출토지역을 경기도지역, 충청도
지역, 전라도지역, 경상도지역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지역별의 숟가락 출토
비나 숟가락의 형식별 점유율 등을 검토한 결과 쌍어형이 여타 일반형-기본형, 장릉
형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장릉형이 출토되지 않는 지역
도 있었고 전지역을 통하여 연봉형이나 약시형은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
또한 숟가락은 전체 길이가 쌍어형이 약간 크기는 하지만 22cm 내외, 술잎비
0.45, 자루각 15° 정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숟가락으로 생각하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여타 여러 고려후기의 분묘에서 출토되는 전체 길이 25cm,
술잎비 0.4 이하, 자루각 20° 내외의 숟가락을 두고 받는 인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
단되었다. 이러한 숟가락의 변화는 다음 기회에 논할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한편 쌍어형숟가락이 기본형(일반형)숟가락보다 출토 예가 많은 것은 쌍어형숟
가락이 11세기 전반 경 요대 중국 동북지방에서 기원하여 11세기 말이면 그 형태
가 완성되어 금대에 이르러 더욱 널리 유행하게 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쌍어문은
당시 요와 금의 지배층에서 선호하던 문양으로 이것이 숟가락에도 적용되면서 유행
하게 되자 고려에도 쌍어형숟가락이 기본형보다 더 유행하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고려와 요·금 간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숟가락이 고려시대 분묘의 부장품으로 포함되게 되는 것은 11세기 경의
청자해무리굽 말기 단계일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것은 12세기 경에 들게 되면 청
자장경반구병, 청자음각연판문완, 청자양각모란문대접, 도기반구병, 8자형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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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급격하게 그 춭토 예와 출토지역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정은 고려
와 요나라의 관계변화에서도 감지되는 것으로 11세기는 고려와 요의 교류2기에 해
당되어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12세기는 고려와 요와의 교류가 공식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단계이며 요가 금
에 멸망한 다음 남송이 건국되면서 고려는 금과 공식적인 교류를 계속하게 되고 인
종 옥책은 금나라 연호 황통이 기록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해당된다. 서긍
의 宣和奉使高麗圖經에 기술한 상황은 12세기 초 고려와 요와의 민간교류가 얼마
나 활발하였는지 보여주는 기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12세기 중반 경
에 이르게 되면 고려는 공식적으로 금나라와 조공관계를 맺게 되며 왕의 무덤에도
숟가락이 부장되게 되고 당시 지배층의 화장묘에서도 숟가락이 출토되게 되는 상황
으로 진전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 전기에 숟가락이 분묘에서 출토되는 것은 통일신라시대 이래
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중국 북방과의 교류에서 전통적인 장례문화가 변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고려전기의 분묘에서 출토되는 숟가락 가운데
11세기 말 요대에 완성되어 금대에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되는 쌍어형숟가락이 우위
를 점한다는 사실과 12세기 전반에는 이미 상당한 쌍어형숟가락이 분묘에 부장되고
있었다는 점, 왕의 무덤에서 요나라의 황족 야율우지의 무덤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형태의 장릉형이 출토된 것은 쌍어형숟가락이나 장릉형숟가락이 당시 요나 금의 장
례문화를 대표하던 기물로 비춰졌는지 알 수 없다.
[표 5] 고려전기 분묘 출토 유물 일람
지역

유적명

경기도
용인 마북리
지역
고려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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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유물

3호
토광묘

광교신도시
문화유적5

13지점
1호
]석곽묘

3지구
8호
평택
용이동유적

7지구
4호

Ⅱ-1
57호

충청도
지역

청주 용암
유적

Ⅱ-1
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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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보은
부수리
고분군

6호

대전
용계동유적

14호

청주
율양동유적

72호

2호
석곽묘
단양 현곡리
고려고분군

5호
석곽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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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본리ㆍ
영평리ㆍ Ⅱ-10호
완오리유적

1-3호
석곽묘

2-11호
석곽묘
연기
갈운리유적2

2-11호
토광묘

고려전기 분묘 출토 쌍어형숟가락 연구

399

2-13호
토광묘

2-45호
토광묘

km-077
연기
송담리ㆍ
송원리유적

137호
토광묘

마산리
2호
석곽묘
청원
대율리ㆍ마
산리ㆍ
풍정리유적
마산리
18호
토광묘

전라도
지역

400

장흥 하방촌
고분군
와요지

15호
석곽묘

5호
석곽묘

수천리 고려
고분군

35호
석곽묘

42호
석곽묘

48호
석곽묘

경상도
지역

상주
청리유적

H가지구
6호
석곽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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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가지구
68호
토광묘

Ⅰ-51호
토광묘
청도 대전리
고려ㆍ조선
묘군2

Ⅰ147호
토광묘

Ⅰ-32호
토광묘
고령 지산리
고분군6

Ⅱ-9호
토광묘

울산 효문동
산68-1
유적1

6호
토광묘

14호
토광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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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3호
석곽묘

창녕
초곡리유적

Ⅰ-38호
토광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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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완주 상림리에서 일본 후쿠오카 평원촌까지
- 중국 고대 청동장인의 東渡노선 白云翔

- 목 차 Ⅰ. 머리말
Ⅱ. 한국 상림리 동검과 한반도로 건너간 청동장인
Ⅲ. 일본 평원촌 동경과 일본 九州로 건너간 청동장인
Ⅳ. 맺음말

상림리 동검

한국의 완주 상림리에서 일본 후쿠오카 평원촌까지
- 중국 고대 청동장인의 東渡노선 -

1)바이윈샹(白云翔)

著*

김광숙 譯

요 약
동아세아 지역의 한, 중, 일 세 나라는 고대부터 각종형식의 문화교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인구의 이동도 여러 차례 발생했었다. 한국 완주군 상림리에서 발견된
중국식 동검과 일본 후쿠오카시 평원 1호 무덤에서 출토된 八葉鈕座蓮弧紋 동경은
전국시기와 동한시기의 중국 청동기 장인이 한반도와 일본 九州지역으로 이동하였
음을 보여주는 산물이다.
1975년 한국 완주군 상림리에서 보존상태가 완전한 상태로 출토된 26점의 圓首雙
箍柱莖劍은 中國式銅劍으로서 중국 춘추전국시기의 吳越지역 동검에 비교될 수 있
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그것들의 재질은 대체적으로 붉은 동이며, 금속 중 함유
된 鉛料는 한국에서 생산된 것이며 아울러 비실용기적인 禮器의 특징을 보인다. 또
한 泥土鑄范 또는 陶鑄范 등의 주조공예기술을 채용하였는데, 그것들은 중국대륙에
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중국 고대 鑄劍匠人이 한반도로 건너와 제조한 것이다. 이
주검장인들은 오월지역에서 왔고 東渡한 시기는 대체적으로 B.C 4세기 전반의 전
국시대 중기이며 그 역사배경은 B.C 334년 월나라가 초나라에 의해 멸망하면서라
고 추정된다. 이들의 東渡 노선은 黃海→渤海→黃海의 해상노선이다.
1965년 일본 福岡(후쿠오카)縣 前原市 平原 1호 무덤에서 출토된 한나라 거울 또
는, 한나라식 거울은 모두 40점이며 이중 5점이 초대형 八葉鈕座連弧紋鏡이다. 이

*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한국의 완주 상림리에서 일본 후쿠오카 평원촌까지

411

무덤의 연대는 평원 1호는 야요이시대 후기 후반이며 A.D 200년 전후이다. 매장된
사람은 여성으로서 伊都國 王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이 5점의 동경은 동한시기에
유행하는 雲雷蓮弧紋鏡의 일반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 한편, 중국내에서 발견된 云
雷連弧紋鏡에서도 없는 독특한 특징도 일부 보이는데, 직경은 46.5cm(약 동한시대
의 2尺에 해당)이거나, 八葉式鈕座, 蓮弧紋帶 내각에는 아무런 장식용 문양이 없는
것 등이다. 동시에 이 동경을 주조할 때 채용한 것은 진흙이나 도기 주물모형이며
야요이 주민이 사용한 석재 주물모형은 아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중국대륙에서 배
로 들여온 수입품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일본 福岡지역에 건너간 동한왕조의 주경
장인들이 현지에서 제작한 것이다. 이런 주경 장인들은 동한의 수도 낙양일대에서
왔을 것이며, 東渡시기는 대체적으로 A.D 2세기 중엽의 동한 환제와 영제시기일 것
이고, 그 역사적 배경은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으로 사회생활의 빈곤과 불안이 야
기된 것으로 생각된다. 東渡노선은 山東半島陸路→渤海/黃海水路→大韓海峽水路로
추정된다. 일본에 건너간 동한 장인들은 魏晋三國時期에 일본열도로 건너간 오나라
주경장인의 선구자가 되었다.
주제어 : 韓國上林里, 中國式銅劍, 日本平原村(HIRABARU)1號墓, 八葉鈕座連弧紋銅
鏡, 青銅工匠, 韓中日交流

1. 머리말
인류역사상 서로 다른 지역간의 문화교류는 흔한 현상으로서 인류문명의 발전과
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문화교류의 방식과 경로는 다양하지만 가장 근본은
사람의 이동이며 인파들간의 교류는 아니다. 동아세아지역의 한ㆍ중ㆍ일 세 나라를
볼 때, 각 지역사이의 문화교류는 7,000년 전의 선사시대에 이미 출현하였으며 B.C
10세기 이후에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서주 초년의 기자가 한반도로 건너
가 조선을 세웠다는 기록1) 등 문헌기록뿐만 아니라 중국대륙의 벼 생산 농경기술
1) 後漢書 卷八十五 ｢東夷列傳｣, 中華書局, 1965.(第2817頁)：“昔武王封箕子于朝鮮, 其後四十余
世, 至朝鮮侯准, 自稱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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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전해졌으며 支石墓, 甕棺葬, 청동기와 철기 등이 점차 전파
된 고고학적 증거이다.2) 그러나 기존 학계에서는 동아세아지역 교류의 연구를 고고
자료의 비교연구 및 그 관련성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본고에서는 한국 완주군 상림
리에서 출토된 동검과 일본 福岡市 평원1호 무덤에서 출토된 동경을 통해 중국고대
청동기장인들이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東渡한 문제를 탐구하였다.

2. 한국 상림리 동검과 한반도로 건너간 청동장인
한국 상림리 동검은 1975년에 출토되었는데, 중국식동검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다. 한국학자 전영래는 그것들을 정리한 후에 1976년에 공포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였다.3) 1982년에는 일본어로 번역하여 발표4)함으로
써 학술계의 주목을 이끌었다.
상림리 동검의 출토지점은 전라북도 완주군 윤서면 상림리 3구(대흥동)의 낮은
구릉(언덕)의 남쪽 기슭이다. 동으로는 전주시까지 10km이며 현지 주민이 묘목을
재배할 때 우연히 발견하였는데, 지표에서 60cm 정도 아래에 동검 26점이 있었다.
발견 당시 대체적으로 검날이 동쪽을 향하고, 손잡이는 서쪽으로 향한 채 수평으로
놓여져 있어 묶음으로 동여매어져 매장된 것 같았다. 하지만 부근에는 다른 어떠한
유구와 유물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동검들은 일부 손상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보존이 잘 되어있다. 형태는 기본적
으로 같고 그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원판형 요면 검수에 劍芯은 원주형이며 검의
자루는 단면이 타원형이고 자루에는 두 줄의 둥근 테두리가 있다. 凹자형 劍格(검
의 손잡이와 검날 사이의 손 보호용 부분)은 비교적 짧고 넓으며 둥글게 휘어 있고,

2) A.安志敏, ｢長江下遊史前文化對海東的影響｣, 考古, 1984.(第5期)
B.蔡鳳書, ｢古代中國與史前時代的日本—中日文化交流溯源｣, 考古, 1987.(第11期)
C.白雲翔, ｢先秦兩漢鐵器的考古學研究｣.(第七章第三節 鐵器的傳播與東亞地區的文化交流),
科學出版社, 2005.(第366～372頁)
3) (韓)全榮來, ｢關于完州上林裏出土的中國式銅劍—春秋末戰國初中國青銅器文化傳入南韓問題｣
(韓文), 全北遺蹟調查報告 (第6集), 전주시립박물관, 1976.12.(第3頁)
4) (韓)全榮來著, (日)後藤直譯, ｢完州上林裏出土中國式銅劍に關して｣, 古文化談叢(第9集), 九
州古文化研究會, 1982.(第6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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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은 마름모 모양을 띈다. 검신의 중간 등은 튀어나왔으며 능선이 있고 단면은
약간 평탄한 마름모 모양을 띈다. 요면이 있는 부분부터 칼날 사이에 경계용 능선
이 살짝 돌출되어 있다. 두 칼날은 대체적으로 평행하며 앞에서부터 약 3분의 1부
분에서 살짝 좁아지기 시작하고 약 6분의 1부분쯤에서 비스듬하게 거두어져 날카
로우면서도 둥글게 끝을 마무리하였다. 검수, 칼자루, 검격과 검신은 통째로 만들어
졌다.(도면 1) 이런 동검은 한국에서 ‘중국식동검’으로 불리는데, 여기에서는 ‘笠形
圓首凹字形格雙箍柱莖劍’ 혹은 간단히 ‘圓首雙箍柱莖劍’으로 부른다. 가장 긴 동검
은 보통 47.2cm(2호 검), 가장 짧은 것은 보통 44.4cm(7호 검)로서 평균길이는
45.9cm이다. 검수 직경은 3.6～4cm, 검병 길이 8～9.3cm, 검격 길이 0.75～1.2cm이
며 너비 4.4～5.1cm, 두께 1.4～1.8cm이다. 검신의 밑둥 폭은 3.8～4.3cm, 평균 너비
는 4cm이다. 보존이 완전한 16점의 무게는 각 274～498g이며 평균 363g이다.

도면 1. 한국 완주군 상림리에서 출토된 ‘中國式’동검
(1. 1호검 2. 3호검 3. 5호검 4. 6호검 5. 7호검 6. 11호검
7. 12호검 8. 14호검 9. 19호검 10. 21호검)

상림리 동검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전영래는 당시 중ㆍ일 및 스웨덴 학자들과
주나라 동검의 연구성과5)에 대해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상림리에서 출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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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동검은 周禮ㆍ考工記에 기록된 ‘桃氏劍’에 속하며, 검신에서 사용하거나 연
마된 흔적이 보이지 않았는데, 심지어 어떤 것들에는 주조할 때 잔류된 동 액체덩어
리가 붙어있다. 특히, 무게가 비교적 가벼워서 의례용품으로 주조한 것으로 비실전
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동검은 중국에서 B.C 5~6세기의 춘추말기에
규격화되어 낙양지역을 중심으로 발생 후 점차적으로 초ㆍ오ㆍ월ㆍ채 등 회하와 장
강유역의 여러 나라를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상림리 동검은 安徽, 江蘇와
河南 동남부 등의 회하유역에서 출토된 같은 종류의 동검과 관계가 밀접하다. 이와
같이 한반도의 서남부에 유입된 것으로 볼 때, 한국 서부연해와 오ㆍ월 강남지방 문
화와의 교류관계를 증명한다. 이는 응당 강남지역의 청동문화와 도작농경문화가 한
반도 서남부에 유입되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이러한 중국 청동문화의 해상 전파는 춘추말부터 전국초기까지 열국의 패권다툼
배경하에 강남지역의 오ㆍ월국의 민족들이 해상에서 활동한 산물이며, 한반도 남부
의 연해지역 문화와 접촉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역사지리적 시각에서 볼 때, 전
라북도에서 중국식동검이 출토된 것은 중국대륙 청동문화가 회하와 장강하류를 기
점으로 황해 남부를 가로지르는 해로를 통하여 전입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상술한 상림리 동검과 상관된 문제 인식에 관해서 최근 30여 년동안 그 연구성과
에 대하여 더욱 많은 수정 보완이 진행되어야 한다. 중국에서 동검은 B.C 10세기
전후의 서주 초기에 출현하여 춘추말기에 표준화되고, 전체 양주(동주ㆍ서주)시기
에 유행하였다.6)
1960년대초 林寿晋은 동주와 서주시기에 유행한 동검을 ‘東周式銅劍’으로 불렀
으며 아울러 세 가지 형식으로 구분하였다. 즉, Ⅰ식은 扁莖劍, Ⅱ식은 筒莖劍, Ⅲ식
은 柱莖劍이다. 나아가 밝히기를, 그것들은 서주시기 중원지역의 ‘柱脊劍’에서 변화
되었으며, 삼중형식의 검은 모두 춘추시대 만기에 출현하여 전국시대까지 병존하였
다. 그 중의 Ⅲ식검(圓首雙箍柱莖劍)은 하남, 안휘, 호북과 호남 등에서 발견된 사
례가 있는데, 이러한 검들은 주로 초나라 지역에서 유행한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1980년대 초 李伯謙은 동주시기 각종 동검의 지역분포에 근거하여 오월
5) A.林壽晉, ｢東周式銅劍初論｣, 考古學報, 1962.(第2期)
B.(日)林巳奈夫, 中國殷周時代の武器, 日本京都大學, 1972.
6) 馬承源主編, 中國青銅器, 上海古籍出版社, 1988.(第7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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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국에서 가장 일찍 청동검을 주조한 지역 중 하나라고 명확히 밝혔다. D형 동
검(즉, 본문에서의 圓首雙箍柱莖劍)은 주로 남방, 특히 오월지역에서 유행하였고
그 기원지는 중국의 남방에 가까우며, 특히 오월지역에서 발견된 서주 중기의 實圓
莖은 테두리가 있고 검격과 검수도 있는 것이다7).
이후 또 한 학자가 주장하기를 “이런 동검은 춘추시대 만기 오국의 전형적인 검
이거나 춘추시대 중만기에 오ㆍ월국의 주요한 검제로 동시기 다른 지역의 검에 영
향을 주었으며 춘추시대의 전형적인 오ㆍ월국의 동검이다.”8)라고 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밝혀야 하는 것은 현재 전국 각지의 고고학 발견으로 표명한 것은 이런 凹
자형 검격의 笠形圓首雙箍柱莖劍은 비록 춘추말기의 오월지역에서 표준화 됐지만
그것은 전체 전국시기에 줄곧 유행하였고, 그 형태적 특징은 큰 변화없이 검의 길이
만 다소 길어진 추세를 보인다.(도면 2)
예를 들어, 낙양 中州路에서 출토된 6점의 원수쌍고주경검(중주로 Ⅳ식검)의 연
대는 각각 춘추말기, 전국초기와 전국중기이다.9) 장사의 초나라 능에서 출토된 쌍
고주경검 180여 점(장사 BⅠa식과 BⅠb식 검)의 연대는 춘추말기부터 전국중기이며
통상적인 길이는 42.4～70.8cm이며 일반적인 길이는 50～60cm이다.10) 호북성의 江
陵天星觀 1호능(초나라)에서 출토된 원수쌍고주경검은 28점으로, 고분의 매장연대
는 B.C 340년 전후의 楚 宣王 또는 威王시기이다.11)

7) 李伯謙, ｢中原地區東周銅劍淵源試｣, 文物 1982.(第1期)
8) (日)町田章, ｢中國古代の銅劍｣(第255頁), 奈良文化財研究所學報(第75冊), 2006. 按：町田章은
오월과 초의 동검을 莖銅劍, 筒柄銅劍, 圓柱柄銅劍 세 가지로 나누었으며 이 중, 圓柱柄銅劍
을 다시 3가지 형태로 세분하였는데, 본문에서는 凹자형 검격의 笠形圓首雙箍柱莖劍을 각각
Ⅰc식과 Ⅱb으로 분류하였다.
9)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洛陽中州路(西工段), 科學出版社, 1959.(第98頁)
10) 湖南省博物館等：長沙楚墓, 文物出版社, 2000.(第169～187頁)
11) 湖北省荊州地區博物館：｢江陵天星觀1號楚墓｣, 考古學報 1982.(第1期). 按：該報告記述的
401號銅劍, 長51.5厘米、劍身寬4厘米.(第8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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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중국에서 출토된 동주시기의 圓首雙箍柱莖劍
(1. 洛阳中州路M2729:20 2. 洛阳中州路M2728:40 3. 江陵天星觀M1:401 4. 長沙楚墓M935:1
5. 長沙楚墓M1195:11 6. 長沙楚墓M1510:2 7. 長沙楚墓M1315:1
8. 長沙楚墓M1316:1 9. 長沙楚墓M1427:2 10. 長沙楚墓M85:1)

하북지역에서 출토된 전국시기 燕趙中山문화의 동검 중에서 이러한 원수쌍고주
경검(하북 Ca형검)은 수가 많지 않아 출토된 전체 동검의 15% 정도를 차지하며 그
연대는 전국초기부터 전국말기이다.12) 한마디로 말하면 상림리 동검은 오ㆍ월동검
풍의 일종이지만 그 연대는 반드시 춘추말기에서 전국초기가 아닐 것이며 아마도
B.C 4세기경의 전국중기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 재령군 고산리에서 발견된 2점의 중국식동검과 고식 세형동검은 공존하
며,13) 한국 전라남도 함평군 초포리에서 출토된 원수쌍고주경검은 세형동검 및 다
12) 徐海峰, ｢河北東周銅劍初論｣, 文物春秋, 2003.(第4期11頁)
13) (朝)黃基德, ｢最近あらたに知られた琵琶形銅劍關系の遺物｣, 考古學資料集(第4集), 平壤,
1974. 轉引自(韓)全榮來：｢關于完州上林裏出土的中國式銅劍—春秋末戰國初中國青銅器文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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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세문경과 공존한다.14) 그러나 세형동검은 B.C 4세기 전후에 나타나서 그 연대의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상림리 동검을 춘추말기부터 전국시기에 오월지역에서 전해진 것이라
고 할 수 있을까? 전영래는 처음으로 “상림리 동검은 분명히 현지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전입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1982년 일본학자 柳田康
雄은 그 형태적 특징으로 보아 상림리 동검의 제작지는 한반도라고 추측하였다15).
그는 1986년 상림리 동검(3호검과 14호검)의 납 동위원소 비율을 측정한 결과, 검
을 주조할 때 사용한 광료 중에서 납은 한국계의 납이라 상림리 동검이 중국이 아
니라 현지에서 제작된 것임을 주장하였다.16) 이후에 또 학자들은 이런 동검은 전국
시대 말기 중국식동검이 한반도에 유입됨에 따라 현지에서 제작한 방제품이라고 밝
혔다.17) 최근 일본학자 石川日出志도 상림리 동검은 한반도 남부에서 제작된 것이
라고 하였다.18)
상술한 연구와 필자의 관찰을 결합한 결과, 상림리 동검은 한반도에서 제작한 것
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림리 동검의 입형원수, 주경, 쌍고, 凹자형 검
격 등은 모두 현저하게 동주시기 오월 동검의 풍격을 띄고 있다. 하지만 양자간에
는 차이를 보이는데, ①상림리 동검의 검경 단면은 타원형이나 오월동검의 검경 단
면은 원형을 띤다. ②상림리 동검의 재질은 순동의 홍동에 가까우나 오월동검은 여
전히 東周式銅劍의 銅錫청동과 銅錫鉛청동으로 엄연히 구분된다. ③지금까지 중국
에는 아직 동주시기의 홍동재질 동검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중국대륙에서 홍동재질
의 동검을 전문제작하여 외부로 수송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④만약, 상림리
동검의 길이가 비교적 짧고 무게가 좀 가볍다는 특징 때문에 그것들이 비실용적인

傳入南韓問題｣(韓文), 全北遺蹟調查報告(第6集), 全州市立博物館, 1976.12.(第12頁)
14) (韓)李健茂ㆍ徐聲勳, 鹹平草浦裏遺蹟, 國立光州博物館, 1988.(第33～53頁)
15) (日)柳田康雄, ｢甘木市史ㆍ上卷ㆍ原始｣, 1982. 轉引自柳田康雄：｢鉛同位體比法による青銅器
研究への期待｣, 考古學雑誌(第75卷第4號), 1990.(第410頁)
16) (日)馬淵久夫ㆍ平尾良光,｢福岡县出土青銅器の鉛同位体比｣, 考古学雑誌(第75卷第4号), 1990.
(第389頁)
17) (韓)李榮勳, 韓半島南部の中國系青銅器｣, 日韓交涉の考古學ㆍ彌生時代編, (日本)六興出版,
1991.(第139頁)
18) (日)石川日出志, ｢戦國至前漢代文化の日本列島への波及｣, 中日交流與中日關系的曆史考察學
術研討會(第三屆)會議資料, 2013, 北京.(第15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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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기로 본다면 중국대륙에서 전문적으로 제작하여 한반도에 수출할 가능성은 더
욱더 존재하지 않는다. ⑤납 동위원소 배율의 측정에서 밝힌 바로는 그 주물에 사
용한 광료 중의 납은 한반도에서 생산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상림리 동검은 한반도 현지에서 주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현지 주민
이 제작한 중국식동검의 방제품은 아닐까? 그 답은 부정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상림리 동검의 형태적 특징은 비록 같지만 각각의 검마다 부위에 따
른 검측을 실시한 결과, 형태와 치수가 완전히 같은 것은 없었으며 26점의 동검은
모두 각 부위별 규격과 무게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26점의 동검이 모두 동일 주
형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쉽게 파손되는 일회용 진흙 혹은 도기 주형으로 주조한 것
임을 보여주는 것이다.19) 한편, 검경 양측 등 부위에 잔류된 주무틈의 흔적이 남아
있어 합범으로 주조한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쌍합범으로 주조한 검은 동주시기
열국의 주검기술의 특징이다. 한반도에 들어온 청동기시대의 연대에 대해서 북한학
자들은 B.C 2000년 전반이거나 심지어 더 이르다고 본다.20)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B.C 1000~700년21) 또는 B.C 1,000년 전반으로 본다.22)
동검으로 말하자면, 한반도에서 유행한 동검은 비파형동검(曲刃青銅短劍, 요령식
동검)과 세형동검 계통에 속하며 비파형동검은 B.C 800년 전후에 나타났고23) 세
형동검은 B.C 4세기 말 혹은 B.C 3세기 초에 나타났다.24) 청동기 주조기술로 볼
때, 한반도에 존재하는 진흙범이나 도기범으로 동제품을 주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청동병기와 공구를 주조하는 주형은 모두 활
석을 위주로 하는 석재 주형이다.25) 즉, 전라남도 영암, 경기도 용인군 초부리, 평안
19) (韓)全榮來著, (日)後藤直譯：｢完州上林裏出土中國式銅劍に關して｣, 古文化談叢 (第9集第),
1982.(第70頁)
20) A.朝鲜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编, 李云鐸譯, 朝鲜考古学概要, 黑龙江省文物出版编辑室,
1983. (第59頁)
B.(美)萨拉ㆍMㆍ纳尔逊著, 白云翔譯, ｢朝鲜考古学之新发展｣, 东北亚历史与考古信息 1986.
(第4期70頁)
21) A.(韓)金元龍著, 西谷正譯, 韓國考古学概說(增補改訂) . (日本)六興出版, 1984.(第83頁)
B.(韓)李健茂, ｢韓國無文土器の器種と編年｣, 日韓交涉の考古学ㆍ弥生時代编, (日本)六興出
版, 1991.( 第30頁)
22) (日)西谷正, ｢青銅器時代[朝鮮｣, 東ァジァ考古學辭典, (日本)東京堂出版, 2007.(第313頁)
23) (韓)金元龍著, 西谷正譯, 韓國考古学概說(增補改訂), (日本)六興出版, 1984.(第102頁)
24) 靳楓毅,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下)｣, 考古學報 1983.(第1期4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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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 장천리 등지에서 석재 주형으로 동검을 주조하였음이 밝혀졌는데, 모두 세형
동검의 주형이다.26)(도면3)
이는 한반도에서 동검주조의 기술은 석재 주형 주조기술 전통을 가지는데, 석재
주형 주조기술과 진흙 주형 혹은 도기 주형 주조기술은 현저히 다르다. 또한 현지
에서 유행하는 검체와 검수는 나뉘어서 주조 후 다시 조립한 기술이 중국식동검의
검수, 검병, 검신을 한몸으로 주조한 기술과도 구분돈다. 따라서 출토된 동검의 주
형은 한반도에서 동검 주조가 시작된 연대는 빨라도 B.C 4세기 이후임을 표명한
다.27)

도면 3. 한국 용인군 초부리에서 출토된 동검의 석재 주형
(인용：甲元真之, 2009)

상술한 기술과 문화 배경하에 중국식동검의 유입은 현지 주민들이 진흙 주형이나
도기 주형으로 동검을 주조하였는지 전통적인 석재 주형 주검기술을 포기하고 한몸
으로 주조하는 도기 주형 주검기술을 채용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게다가 상림리

25) (韓)李健茂：｢韓國青銅器の製作技術｣, 日韓交涉の考古學ㆍ彌生時代編(第121頁), (日本)六
興出版, 1991.
26) (日)甲元真之：｢東北ァジァ出土の石製鑄型｣, 東北ァジァ先史學ㆍ考古學論究(第179頁), (日
本)慶友社, 2009.
27) (韓)金元龍著, 西谷正譯：韓國考古學概說(增補改訂) (第79頁), (日本)六興出版,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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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검은 비록 치수가 비교적 작고 무게도 가볍지만, 현저한 주조결함은 없어 제조용
주형과 주조기술은 상당히 발달하였으며 경험이 부족한 공인이 제작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따라서 상림리 동검은 비록 현지에서 제작한 것이지만 현지 장인이 진흙 주형이
나 도기 주형으로 검을 주조하는 기술로 중국식동검의 방제품을 제작한 것이 아니
라 도기 주형 주검기술을 가진 중국대륙의 장인이 한반도에 건너간 후, 현지에서 제
작한 것이다. 상림리 동검의 검체는 일반적으로 조금 짧은 편인데, 가장 긴 것은
47.2cm를 넘지 않고, 가장 짧은 것은 44.4cm로 현지에 유행하는 청동단검 문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제작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 주조 재질이 순동의 홍
동검에 가깝고 또 주조물이 가공 및 연마되지 않았는지에 관해서는 이 동검들의 특
정 용도와 유관할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만약 상림리 동검이 한반도에 건너간 중국대륙의 청동장인이 현지에서 주조한 것
이라는 추정이 성립된다면, 청동장인은 중국대륙의 어느 지역에서 왔을까? 상술한
바와 같이 상림리 동검은 동주시기의 오월 동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월은 중
국고대에서 가장 일찍 청동검을 주조한 지역 중 하나로서 양질의 동과 구리 자원28)
을 소유하고 있어 주검기술은 춘추말기에 이미 고도로 발달되어 지속되었으며 당시
각 제후국들의 주검기술은 최고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고고학에서
학술적인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吳王劍과 越王劍이 증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
사문헌에도 많이 기술되어있다. 예컨대, 周禮ㆍ考工記의 “鄭之刀, 宋之斤, 魯之削,
吳粵之劍, 遷乎其地而弗能爲良, 地氣然也.”29), 戰國策ㆍ趙策에서 趙奢가 이르기를
“夫吳幹之劍, 肉試則斷牛馬, 金試則截盤匜.”30), 呂氏春秋ㆍ無義의 “相劍之所患, 患
劍之似吳幹者.”31) 등이 그 기록이다. 이밖에 오월지역은 강남 수향에 위치하여 오
월주민이 수상교통과 해상활동에 능하여 한반도로 건너간 청동장인은 오월지역의
주검장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오월지역 주검장인이 한반도로 건너간 것은 춘추시대 중기부터 전국시대 중기의
28) 周禮 卷三十九 ｢冬官考工記｣：“吳粵之金錫, 此材之美者也”。引自 十三經注疏 (上), 中華
書局, 1980.(第906頁)
29) 十三經注疏(上), 中華書局, 1980.(第906頁)
30) 戰國策 卷二十 ｢趙策三｣
31) 呂氏春秋 卷二十二 ｢無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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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월, 초가 패권을 다투는 상황에서 초나라가 월나라를 멸하는 계기로 발생했을
것이다. 史記에 의하면 相傳吳, 越繫太伯, 夏禹의 후예가 각국을 건립하였다고 한
다. 하지만 B.C 601년이 되어서야 비로서 左傳의 기록에 처음 등장하여 B.C 6세
기의 춘추 중ㆍ말기부터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강대해지기 시작하였으며 그다음에
열국의 패권다툼 행렬에 가입하였다.32)
그 뒤로 오, 월, 초국간의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와중에 먼저, B.C 473년 월왕
勾踐이 오나라 도성 姑蘇(現 蘇州市)를 격파하고 오왕 부차가 자살함으로써 오나라
가 멸망하였다. 그 다음, B.C 334년 월나라가 초나라에 의해 멸망33)하였는데, 즉
(B.C 334년) 楚 威王이 군사를 일으켜 越이 대패하였으며 越의 無疆王을 죽이고, 옛
오나라 땅에서부터 절강성까지를 취하였고 북으로는 서주까지 이르렀다. 이로서 월
은 멸망하고 제후들은 쟁립하면서 ‘王’ 또는 ‘君’이되거나 강남의 바닷가에 이르러서
楚에 항복하였다.34) 당시의 수공업생산 형태를 놓고 말하자면, 춘추전국시기 서주
이래 실행한 工商食官의 관부 수공업제도가 계속 존재하는 동시에 민영 수공업도
초보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청동기, 특히 병기의 주조는 여전히 주요한 관
부 수공업에 속하였다. 왕실과 정부가 직접 장악하고, 청동기를 주조하는 수공업 작
업장은 주로 열국의 도성과 중요 도시내에 설립하였다.35) 이러한 사회배경 속에서
월나라의 몰락으로 난민이 발생함에 따라 월나라 왕실에 속하는 청동장인들도 도망
치거나 흩어졌다. 그 중 일부 주검 장인들은 會稽(現 紹興市), 姑蘇등 오월국의 고향
에서 동해로 향하여 새로운 생활터전을 찾다가 최종적으로 머나먼 한반도 남부의 서
부연해 일대에 도달하여 동검 주조에 계속 종사하였다. 또한 현재의 충청남도, 전라
북도와 전라남도의 한반도 서남부 연해지역은 풍부한 천연 동광자원36)을 가지고 있
어 東渡하여 온 오월 주검장인들이 안착하여 생활하기에 이상적인 터전이 되었다.
오월 주검장인들이 택한 한반도로의 동도노선은 의심할 여지없이 해상노선이다.

32) 徐喜辰等主編, 中國通史(第三卷), 上海人民出版社, 1994.(第1029～1036頁)
33) 此據李學勤說(參見李學勤：東周與秦代文明, 文物出版社, 1984. 第12頁). 一說楚滅越是在公
元前306年(參見徐喜辰等主編, 中國通史 第三卷, 上海人民出版社, 1994, 第1036頁)
34) 史記ㆍ越王句踐世家 (卷四十一), 中華書局, 1959.(第1751頁)
35) 蔡鋒, 中國手工業經濟通史ㆍ先秦秦漢卷, 福建人民出版社, 2005.(第175～222頁)
36) (韓)全榮来, ｢锦江流域青铜器文化圈新資料｣, 第九回馬韓ㆍ百濟文化國際学术会议：馬韓ㆍ百
濟文化研究的成果与课题, (韓國)圆光大學校, 1987.10.(第84頁图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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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위 ‘橫穿黃海南部’라고 하는 해상로는 아니며 黃海→渤海→黃海의 해상로
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강 하류의 해구일대에서 바로 동해와 황해남
부를 가로질러 한반도의 서남단에 이르는 길은 비록, 직선거리가 가장 가깝지만 항
해의 난이도가 크며, 황해 남부의 남북에서 해류로 가로질러야 하기 때문에 이는
당시의 장인들에게는 실행하기 힘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장강 해구에서 동해의 서
쪽 연안과 황해의 서쪽 연안의 근해의 길을 따라 북쪽으로 간다면 많이 쉬워진다.
또한 황해 근해의 남북 해상교통로는 춘추말기에 이미 개통하였고 오왕 부차는 이
해상로로 제나라를 공격하기도 하였다.37)
둘째, 산동반도 북단의 봉래 일대에서 廟島열도를 따라 북상하여 발해해협을 지
나 요동반도 남단에 도착한 다음 황해 북쪽 연안의 근해에서 동쪽으로 다시 남쪽으
로 한반도 서해안에 도착하였을 가능성인데, 이는 고대의 중요한 수상교통 노선 중
하나이다. B.C 109년 한무제가 수군 5만을 조선에 파견하여 右渠와 육상군대를 토
벌하기 위해 王險城을 협공허러 갔던 길이 바로 이 수로이다. 현재 산동 연태에서
요녕성 대련까지 바다 거리가 90해리 좌우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수로가 한국으
로 건너가는 가장 가까운 노선이라고 생각한다.38) 셋째, 한반도에서 지금까지 발견
된 ‘중국식동검’은 대부분 한국 경내에 집중되어 있다. 더욱이 상림리는 한반도의
서남부에 위치하여 이런 동검의 산지가 한반도의 서남부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
시하며 이 또한 바로 동도 주검장인들의 안착지가 된다.
후세인들의 문헌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 서부의 근해는 활기넘치는 남북수
상 교통노선이다. 漢魏시기에 한반도 서북부의 대방군에서 일본열도의 여러 지역까
지 가는 주요 해상교통노선이 바로 한반도의 서해안노선이다.39)
상술한 내용을 종합 분석하고 오월지역의 장인들이 한반도에 동도한 해상교통노
선에 대해 복원을 진행하였다.(도면 4) 즉, 항주만이나 장강해구 일대에서 입해하
여 황해 서해안의 근해를 따라 북쪽으로 해주만을 경과 후 계속 북상하여 황해 근

37) 史記 卷三十一 ｢吳太伯世家｣, 吳王夫差十二年“從海上攻齊。齊人敗吳, 吳王乃引兵歸”。中華
書局, 1959.(第1472頁)
38) 王子今, 秦漢交通史稿,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4. (第201頁)
39) 三國志 卷三十 ｢魏書ㆍ烏丸鮮卑東夷傳｣ 倭人條載：“從郡至倭, 循海岸水行, 曆韓國, 乍南乍
東, 到其北岸狗邪韓國, 七千余裏, 始渡一海, 千余裏至對馬國”。中華書局, 1959.(第85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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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따라 산동반도를 돌아서 그 북단의 봉래일대에 도착한다.

도면 4. 청동장인의 동도노선 약도

그 다음 묘도열도를 따라 북상하여 발해해협을 가로질러 요동반도 남단에 도착한
다음, 황해 북쪽해안의 근해를 북상 동진하여 황해의 서쪽 조선만에 도착한다. 연후
에 이곳부터 연해로 남하하여 강화만을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서남부 연해
지역에 도착한다. 특히, 군산만 부근의 전라북도 일대에서 오월 청동장인들의 동도
노선을 완성하였다. 이를 간략히 ‘黃海→渤海→黃海’의 해상로라고 부를 수 있다. 물
론 상술한 오월 주검장인의 동도노선은 비록 더욱 많은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지
만, 자연적인 지리환경과 당시 사람들의 해상교통 능력, 후세의 해상교통노선을 통
해 볼 때, 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일본 평원촌 동경과 일본 九州로 건너간 청동장인
여기에서의 平原村銅鏡은 일본 福岡縣 평원 1호 무덤에서 출토된 5점의 초대형
‘八葉鈕座連弧紋鏡’(內行花文八葉鏡)를 지칭하는 것이지 평원 1호 무덤에서 출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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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동경은 아니다.
평원 1호 무덤은 福岡縣 前原市 有田字 平原村에 위치한다. 현지에 부속된 섬의
평원 중부에 남-북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혀 모양의 낮은 구릉북단의 서쪽기슭에
있다. 이곳은 야요이시대 전기 말부터 중기 초까지의 촌락지와 야요이시대 후기부
터 고분시대 전기의 고분으로 구성된 복합유적으로서 1965～1999년 사이에 여러 차
례 발굴조사를 거쳐 무덤 5기 및 이와 관련된 토광묘, 목관묘, 옹관묘 등을 발굴하
였으며 이외에 도요, 공방지, 배수로 등의 유구도 조사되었다. 이 중, 야요이시대에
해당하는 무덤은 3기이다.
그 중, 1호묘는 1965년에 발견되었는데, 原田大六의 주관하에 발굴을 진행하였고
1991년에 발굴보고서40)를 출판하였다. 1988~1999년에 본 유적의 서부와 북부에서
보충조사와 발굴조사를 진행하면서 1호묘의 자료를 다시 정리하여 2000년에 종합
발굴조사보고서를 출판하였다.41) 평원 1호묘는 유적의 규모가 가장 큰 하나의 분구
묘이며 구조는 方形環壕墓(方形周溝墓)이다. 환호는 동-서 13m, 남-북 9.5m로 동남
모퉁이에 출입구를 설치하였다. 묘실은 수혈식 토광구조로 묘의 동북부에 약간 치
우치며 규묘는 동-서 4.6m, 남-북 3.5m, 깊이 0.45m이다. 무덤 바닥의 중앙에 길이
3m, 너비 0.8m의 목관흔적이 있다. 묘실주위는 다량의 작은 주혈과 하나의 큰 주혈
(직경 65cm)이 분포하고 있는데, 장례의식을 거행하는 시설과 연관되어 있다. 수장
품은 풍부하며 관내에서 다량의 마노구슬, 유리구슬과 유리귀걸이 등이 출토되었
다. 관 밖에서는 곡옥, 유리구슬장식품, 환두대도, 동경 40점 등이 출토되었다. 환호
내에는 철공구, 철제화살촉 및 도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이 무덤의 연대는 야요이시
대 후기 후반인 A.D 200년 전후로서 매장된 사람은 여성이며, 伊都國王의 무덤으로
추측된다.
이 무덤에서 출토된 동경은 모두 40점이며 집중적으로 출토된 곳은 목관 밖의 전

ㆍ후단의 양측이고 관내의 앞부분에서도 출토되었다. 수차례에 걸친 정리결과, 40
점의 동경은 博局四神鏡(方格規矩四神鏡) 32점, 雲雷連弧紋鏡(內行花文鏡) 2점, 四
乳虺紋鏡(虺龍文鏡) 1점, 八葉鈕座連弧紋鏡(內行花文八葉鏡) 5점이다. 이 동경들에

40) (日)原田大六, 平原彌生古墳：大日孁貴の墓 平原彌生古墳調查報告書編集委員會, 1991.
41) (日)柳田康雄ㆍ角浩行, 平原遺跡, 前原市教育委員會,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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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柳田康雄은 자세한 관찰과 치밀한 분석을 진행하여 많은 중요한 정보를 얻
었으며 그 중에서 仿制鏡은 일본으로 동도한 중국장인들이 주조하였을 것으로 추정
하였다. 그는 평원 1호묘에서 출토된 40점의 동경 중 오직 四乳虺紋鏡(17호 거울)과
長宜子孫 銘雲雷連弧紋鏡(16호 거울)은 漢鏡(舶載鏡)이며 그 외 38건은 모두 漢鏡
을 모방한 漢式鏡이다. 漢式鏡의 제작지역은 이도국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주경장
인은 중국에서 온 장인이거나 중국장인의 제2대 혹은 기술을 전수받은 倭人일 것으
로 추정된다. 중국장인이 일본으로 동도한 시기는 東漢 安帝 永初 元年(A.D 107)으
로, 왜국왕, 수승 등이 노예 160인을 바치며 만나 보기를 청원한 이후이며 그 주인
은 이도국왕으로 볼 수 있다.42)
물론 이에 대해 다른 인식도 있었다. 예컨대 岡村秀典는 박국사신경, 운뢰연호문
경(16호 경)과 사유훼문경은 늦어도 A.D 1세기 후반에 계도평원에 전해졌다. 15
호 운뢰연호문경과 5점의 팔엽뉴좌연호문경은 방제경이다. 이것들은 추측컨대, 계
도평원 일대에서 제작한 것이다. 5점의 팔엽뉴좌연호문경은 금속주형을 사용한 동
일 주형거울(同型鏡)의 기법으로 제작한 것이다.43) 이를 종합하면, 평원 1호 무덤에
서 출토된 거울 중 1점의 사유훼문경(17호 경)과 1점의 운뢰연호문경(16호 경)은 중
국에서 유입된 漢鏡이다. 32점의 박국사신경과 또 다른 1점의 운회연호문경(15호
경)은 조금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5점의 초대형 팔엽뉴좌연호문경은 현지에서
제작한 한식경으로 확신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5점의 팔엽뉴좌연호문경으로만 내
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평원 1호묘에서 출토된 5점의 초대형 팔엽뉴좌연호문경(10~14호 경)의 형상구조
의 크기, 문양 구조 등은 기본적으로 같다.(도면 5) 즉, 반구형 圓鈕, 8개의 柿蒂形葉
紋으로 구성된 뉴좌와 뉴좌 외측에는 凸線紋이 한 바퀴 돌아간다. 안에는 8개의 내
향된 연호문으로 조성된 연호문대 1조 돌아가고 외구에는 9개의 환으로 된 동심원
의 凸線紋이 있다.
무늬가 없는 단색면 테두리는 비교적 넓고 평평하다. 거울의 제원(11호 경을 예
로 함)은 전면 직경 46.4cm, 후면 직경, 45.8cm, 가장자리 너비 4.7~5cm이며 외연
42) (日)柳田康雄, ｢平原王墓出土銅鏡の觀察総括｣, 平原遺跡, 前原市教育委員會, 2000.(第115～
120頁)
43) (日)岡村秀典, ｢福岡县平原遺跡出土鏡の檢討｣, 季刊考古学( 第53號), 1993.5.(第4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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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는 0.68~0.85cm, 내연 두께는 0.59～0.66cm, 鏡鈕 직경은 약 5cm이다.

도면 5. 일본 福岡縣 平原 1호묘에서 출토된 팔엽뉴좌연호문경
(1. 10호 경 2. 11호 경)

일본학자들의 연구와 필자의 관찰 및 사고를 종합하여 생각하건데, 이 유물들은
일본으로 동도한 한나라 왕조의 장인이 현지에서 설계ㆍ제작한 것이며 금속주형,
도범 혹은 진흙 주형기술을 채용한 것이다.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호문경은 동한시기에 유행한 주요한 거울 종류 중 하나이며 평원촌 팔엽
뉴좌연호문경은 동한 운뢰연호문경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한의 운뢰연
호문경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바깥 장식된 운뢰연호문띠로 지어진 이름이며
여러 둘레의 동심원 철선문의 바깥 장식이 있는 연호문경은 비록 희귀하지만 하남
輝縣路固 M32:1 연호문경44), 서안 三合新村에서 출토된 연호문경45)(도면 6) 등과
거의 동일하다. 팔엽뉴좌는 비록 연호문경과 기타 한대의 거울 중에서 보이지 않지
만 사엽뉴좌는 연호문경에서 흔한 뉴좌 양식이다.46) 따라서 평원촌 팔엽뉴좌연호문
44) 河南輝縣路固漢墓發掘資料。
45) 陝西曆史博物館編, 千秋金鑒—陝西曆史博物館藏銅鏡集成, 三秦出版社, 2012.(第23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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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일종의 간소화된 운뢰연호문경의 형태이다.

도면 6. 중국에서 출토된 동한 연호문경
(1.輝縣 路固漢墓M32:1 2.西安 三合村 出土鏡)

둘째, 비교적 많이 출토된 동한 운뢰연호문경과 비교할 때, 평원촌 팔엽뉴좌연호
문경은 뚜렷한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경뉴의 직경은 비록 5cm지만 경체와 비교하
였을 때, 조금 작아 보이며 경뉴가 尖圓하며 편평하지 않다. 경뉴 주위의 팔엽장식
은 지금까지 다른 동한 연호문경에서 보지 못한 것이다. 뉴좌 밖에는 동심원 철선
문 1조가 둘러져 있으며 흔한 凸带紋과는 분명히 다르다. 연호문대의 내각에는 아
무런 장식과 명문이 없으며 경연 내측에도 동한 연호문경의 흔한 櫛齒紋帶도 없다.
경연과 연면은 편평하며 연변은 거의 수직되어 있는데, 경연이 넓고 두터우며 내측
으로 기운다거나, 연면이 밖으로 약간 휜 형태, 연변이 뚜렷하게 안으로 기운 특징
을 가진 동한 연호문경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셋째, 동한 동경의 직경은 일반적으로 30cm를 초과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최대의
동경은 하북 중산 簡王 劉焉의 무덤에서 출토된 1점의 운뢰연호문경이며 그 직경은
36cm이다.47) 평원촌 팔엽뉴좌연호문경의 직경은 46.5cm이나 동한의 1尺 길이는
46) 陝西曆史博物館編, 千秋金鑒—陝西曆史博物館藏銅鏡集成, 三秦出版社, 2012.(第233～239
頁)
47) 河北省文化局文物工作隊：｢河北定縣北莊漢墓發掘報告｣, 考古學報 1964. 第2期138頁. 이

428

23.3cm48) 정도로서 분명히 한나라 尺의 2尺으로 설계로 설계한 ‘二尺鏡’이다. 이는
명백히 한왕조의 장인이 동한의 척도를 장악하고 응용한 구형이며 동시에 당시의
왜인들이 동경을 ‘神器’ 혹은 ‘威信財’로 여기고 특별히 대형동경을 좋아했던 것에
영합하여 전문적으로 설계한 것이다.
넷째, 일본에서 출토된 거울주형과 방제한 漢式鏡 및 그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야
요이시대 후기(대략 A.D 1~3세기) 왜의 여러 나라들은 동경을 주조할 때 채용한 것
은 석범 주경기술이며, 한경의 방제품을 제작할 때에도 석범 주경기술을 사용하였
다. 또한 방제한 漢式鏡은 대부분 직경이 10cm 이하의 소형거울이다. 그러나 도범
주형기술은 중국의 전통적인 동경 주조기술로서 진한과 야요이시대의 동아세
아에서 사용한 주경기술은 첨단기술에 속한다.
평원촌 팔엽뉴좌연호문경의 주조기술은 야요이시대의 소형 방제경 뿐만 아니라
고분시대의 三角線神獸鏡보다도 훨씬 높다.49)
다섯째, 漢代의 도범 동경주조 기법에는 ‘刻制法’ 과 ‘模制法’ 두 종류가 있으며,
두 기법이 동시에 존재하였다.50) 그러나 평원촌에서 출토된 5점의 팔엽뉴좌연호문
경에는 같은 模를 사용한 흔적뿐만 아니라 같은 范을 사용한 거울의 흔적을 발견하
였다. 따라서 이 5점의 동경은 총체적으로 볼 때, 같은 模를 사용한 거울이 분명할
것이나 동시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중에 같은 주형을 사용한 거울이 있을 가능
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주조공예를 복원하자면, 처음에는 각제법으로 주형을 제작
하고 다음에 주경한다. 다시 주조해낸 동경을 주형틀로 하고 模制法으로 약간의 경
범을 翻制해 낸 후 다시 이러한 鏡范으로 주경해낸다. 따라서 거울의 模는 금속질
이며 주조해낸 것은 같은 模를 사용한 거울에 속한다. 만약 1점의 鏡范으로 연속 두
번 이상 주경한다면 주조해낸 것은 바로 같은 주형을 사용한 거울이다.

묘의 연대는 A.D 90년 전후이다.
48) 丘光明, 中国歷代度量衡考 , 科學出版社, 1992.(第54頁)
白云翔, 漢代尺度的考古發現及相關問題研究, 待刊.
동한시대 1尺의 길이는 과거에는 23.5cm였다. 그러나 필자가 최근에 연구한 바로는 한자는
23.3cm 정도가 적합하다.
49) (日)岡村秀典, ｢福岡縣平原遺跡出土鏡の檢討｣, 季刊考古學(第53號), 1993. 5.(第47頁)
50) 白雲翔, ｢臨淄齊國故城漢代鏡範及相關問題研究｣, 山東省臨淄齊國故城漢代鏡範的考古學研究 ,
科學出版社, 2007.(第121頁)

한국의 완주 상림리에서 일본 후쿠오카 평원촌까지

429

상술한 평원촌 팔엽뉴좌연호문경이 일본으로 동도한 한왕조 장인이 현지에서 설
계, 제작한 것으로 추정한다면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일본으로 동도한 한왕조 장인들은 어느 지역의 장인이며,
어떤 배경 하에서, 언제 일본으로 건너간 것인지 등의 문제들이다. 따라서 우선은,
이러한 팔엽뉴좌연호면경의 제작연대를 확정해야 한다. 비록 지금까지 중국에서 이
와 동일한 팔엽뉴좌연호문경을 보지 못하였지만 초기 형태의 운뢰연호문경으로 말
하자면 일반적으로 그 연대는 동한시기라고 본다.51) 이 시기는 기원 전후로서 그
연대는 최소 A.D 1세기 말 또는 2세기 초이며 늦어도 A.D 2세기 중엽으로 생각된
다.52) 도안의 간략화, 주조불량의 운뢰연호문경이 주로 동한 중ㆍ말기에 유행하였
을 것으로도 보여진다.53) 만약, 팔엽뉴좌연호문경의 간단한 무늬장식 및 구도 등의
특징으로 착안하자면, 그것은 일종의 간략화된 운뢰연호문경의 형태라고 볼 수 있
다. 변천된 순서로 분석해보자면, 그것은 출현 연대가 조금 늦은 운뢰연호문경류의
일종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평원촌 팔엽뉴좌연호문경의 제작연대는 대략 A.D
2세기 중엽 전후인 동한 중기 말로 추정된다.
동한 중기는 漢代 동경의 변화가 발생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각지에는 洛陽, 丹
陽, 廣漢, 會稽, 江夏 등 소수의 주경 중심지가 나타났다. 동시에 북방 동경계통과
남방 동경계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연호문경류는 북방지역에서 유행하는
주요 거울류의 하나이다.54) 이를 통해 볼 때, 일본으로 동도한 한왕조 주경장인은
북방지역(황하유역)의 장인이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낙양의 장인일 것이다. 그 이
유는 현재의 고고학적 성과로 볼 때, 동한시기의 황하유역 연호문경류는 산동지역
에서 출토된 사례가 적고 낙양과 서안일대에서는 비교적 많이 출토되었다. 낙양지
역에서 30여 점이 출토되어 양한시기 전체 동경의 10%55) 정도를 차지하며, 장안지역
에서 출토된 漢代 동경 중에서 7점56), 섬서역사박물관에 15점57)이 보존되어 있다.
51) 孔祥星、劉一曼：中國古代銅鏡, 文物出版社, 1984.(第112～113頁)
52) (日)立木修, 中國鏡の年代と性格ㆍ雲雷文帶連弧文鏡考｣, 季刊考古學(第43號), 1993.5.(第38
頁)
53) 程林泉ㆍ韓國河, 長安漢鏡, 陝西人民出版社, 2002.(第129頁)
54)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中國考古學ㆍ秦漢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0.(第664頁)
55) 韓國河, ｢河南中小型漢墓出土銅鏡概論｣, 鏡範—漢式鏡の製作技術, (日本)八木書店, 2009.
(第294頁)
56) 程林泉ㆍ韓國河, 長安漢鏡, 陝西人民出版社, 2002.(第126～12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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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 동경의 분포와 산지 관계에 의하면, 각종 유형의 동경은 주요 산지를 중심
으로 유통ㆍ분포되었다. 즉, 동경의 집중 분포지역은 모두 그 산지 주변이다. 따라
서 황하 중ㆍ하류지역은 동한시기 연호문경의 주요산지로 볼 수 있다.
만약, 동한시기 臨淄의 주경업이 이미 쇄약해졌고, 장안을 중심으로 한 관중지역
의 주경업 존재여부가 아직 그 흔적을 찾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수도 낙
양 일대는 아마도 연호문경의 주요산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술한 분석과 인식
을 근거로 한다면, 일본으로 동도하여 팔엽뉴좌연호문경을 주조한 장인은 낙양일대
의 주경장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된다.
낙양 주경장인이 동도한 대략적인 시기와 동기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결합하여
생각할 수 있다. 우선, 한대 동경의 생산경영방식으로 보자면, 비록 당시에 소량의
관부 수공업 작업장에서도 동경을 주조하여 황실에 전문적으로 공급하였지만, 주로
민영 수공업 작업장에서 생산, 경영하였으며 특히, 동한시기에 이러한 생산, 경영이
이루어졌다.58) 따라서 당시의 주경 장인들은 주로 민영 작업장의 장인 혹은 개별적
인 장인이다. 다음으로 문헌기록과 고고학적 조사에서 밝혀진 바로는 한왕조는 대
외교류 과정 중에서 음식물, 관료의 의복, 포백황금 등 한 왕조 생산물을 하사하는
전통59)이 있으나 장인에게 증여하는 법은 없으며 한나라와 흉노의 화친 때에도 단
지 딸을 시집보내면서 한 왕조의 생산물을 하사하였을 뿐이다.60)
한 왕조와 왜의 여러 나라들의 교류 과정에서도 한나라 조정은 단지 도장을 하사
하였을 뿐이다.61) 위진시기에 와서도 여전히 수인을 하사하거나 보물을 증여하였
을 뿐이다.62) 이를 통해 볼 때, 한 왕조 주경장인이 왜에 동도한 것은 관리들에 의
57) 陝西曆史博物館編, 千秋金鑒—陝西曆史博物館藏銅鏡集成, 三秦出版社, 2012.(第233～241頁)
58) A.祝慈壽, 中國古代工業史, 學林出版社, 1988.(第208頁)
B.白雲翔, ｢漢代臨淄銅鏡制造業的考古學研究｣, 探古求原, 科學出版社, 2007.(第218頁)
59) 白雲翔, ｢漢代：開啓國門, 走向世界｣, 光明日報 2012.6.18. 光明講壇 版.
60) 參見 漢書ㆍ匈奴傳, 後漢書ㆍ南匈奴列傳 等.
61) 後漢書ㆍ東夷列傳：漢光武帝“建武中元二年(公元57年), 倭奴國奉貢朝賀, 使人自稱大夫, 倭
國之極南界也。光武賜以印绶”。
62) 三國志ㆍ魏書ㆍ烏桓鮮卑東夷傳：魏明帝“景初三年(公元239年)六月, 倭女王遣大夫難升米等
詣郡, 求詣天子朝獻, 其年十二月, 诏書報倭女王曰：‘今以汝爲親魏倭王, 假金印紫绶, 裝封付帶
方太守假授汝。又特賜汝绀地句紋錦三匹、細班華罽五張, 白絹五十匹、金八兩、五尺刀二
口、銅鏡百枚、真珠、鉛丹各五十斤, 皆裝封付難升米、牛利還到録受。悉可以示汝國中人, 使
知國家哀汝, 故鄭重賜汝好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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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위가 아니며 한 왕조의 정부와 왜의 여러 나라들 간의 교류와도 상관없는 장
인들의 개인행위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동기로 한 왕조의 장인들이 바다를 건
너 동도한 것일까?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듯이 평원촌 연호문팔엽경의 주조연대는
대략적으로 A.D 2세기 중엽의 동한 중기 후반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동한 후기의 桓帝(A.D 147~167), 靈帝(A.D 168~188)시기 장기적인
환관집단의 부패통치, 사회정치의 어둠과 부패, 빈부격차의 심화, 자연재해의 빈
발63)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으며 심지어 많은 곳에는 “時人饑, 相漁食”의 참혹한
광경이 나타나고 사회생활이 불안해져 결국엔 A.D 184년에 황건적의 봉기가 일어
났다.64)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 하에 주경장인들은 멀리 타향으로 떠나 생존의 길을
찾아 나섰다. 그중의 일부는 바다를 건너 일본 九州의 북부 연해안 일대에 도착하
였다. 물론 이전부터 한 왕조와 왜의 여러 나라들 사이에 이미 많은 왕래가 있었다.
예컨대, A.D 57년 漢 光武帝 建武 中元 2年의 “倭奴國奉貢朝賀”65), B.C 107년의 한
나라 安帝 永初 元年의 “倭國遣使奉獻”66) 등의 기록을 통해 볼 때, 한 왕조의 주민,

63) 동한 환ㆍ영제시기 자연재해가 빈발하였다. 환제 연간의 수도 낙양 및 부근 지역을 놓고 보
자면, 後漢書ㆍ桓帝紀 記載：建和元年(公元147年), “二月, 荊、揚二州人多餓死, 夏四月庚寅,
京師地震。郡國六地裂, 水湧井溢。九月丁卯, 京師地震。”建和二年(公元148年), “秋七月, 京師
大水”. 建和三年(公元149年)八月“京師大水. 九月己卯, 地震. 庚寅, 地又震. 郡國五山崩. 十一月
甲申, 诏曰：‘今京師厮舍, 死者相枕, ’”. 元嘉元年(公元151年), “春正月, 京師疾疫；二月, 京師
旱。任城、梁國饑, 民相食. 十一月辛巳, 京師地震”. 元嘉二年(公元152年), “丙辰, 京師地震。
冬十月乙亥, 京師地震”. 永興元年(公元153年)“秋七月, 郡國三十二蝗. 河水溢. 百姓饑窮, 流宂
道路, 至有數十萬戶, 冀州尤甚”. 永興二年(公元154年), “二月癸卯, 京師地震. 六月, 彭城泗水增
長逆流. 诏司隸校尉、部刺史曰：‘蝗災爲害, 水變仍至, 五谷不登, 人無宿儲。其令所傷郡國種
蕪菁以助人食’. 京師蝗, 東海朐山崩”. 永壽元年(公元155年), “二月, 司隸、冀州饑, 人相食。六
月, 洛水溢, 壞鴻德苑. 南陽大水”. 永壽二年(公元前156年), “十二月, 京師地震”。永壽三年(公元
157年), “六月, 京師蝗. 秋七月, 河東地震”。永壽四年(公元158年), “夏五月, 京師蝗”。延熹五年
(公元162年), “五月乙亥, 京師地震”。延熹八年(公元165年), “九月丁未, 京師地震”。延熹九年(公
元166年), “三月癸巳, 京師有火光轉行, 人相驚譟。司隸、豫州饑死者什四五”。延熹十年、永康
元年(公元167年), “五月丙申, 京師及上黨地裂。秋八月, 六州大水, 渤海海溢”。引自 ｢後漢書｣
卷七 桓帝紀, 中華書局, 1965.(第287～320頁)
64) 林劍鳴ㆍ趙宏, 秦漢簡史, 福建人民出版社, 1995.(第366～370頁)
65) 後漢書 卷八十五 ｢東夷列傳｣：漢光武帝“建武中元二年(公元57年), 倭奴國奉貢朝賀, 使人自
稱大夫, 倭國之極南界也。光武賜以印绶”。中華書局, 1965.(第2821頁)
66) 後漢書 卷五 ｢安帝紀｣：永初元年(公元前107年), “冬十月, 倭國遣使奉獻”。中華書局,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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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도 낙양의 주민들은 이미 大海에 왜인이 있다는 인식이 있어 주경장인이 동
도하는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주경장인이 동도한 것은 대략 A.D 2세기 중
엽의 漢 桓帝 혹은 靈帝 시기에 발생하였다.
한 왕조 장인들의 일본 동도노선은 아마 두 갈래 일 것이다. 한 갈래는 ‘山東半島
陸路→渤海/黃海水路→大韓海峽水路’이다. 즉, 먼저 육로로 낙양에서 산동반도까지,
다시 산동반도 북단의 봉래일대에서 바다에 들어서며 묘도열도를 따라 북상하여 발
해해협을 통과하여 요동반도 남단에 도착한다. 다음은 황해 북쪽 해안의 근해를 따
라 북상하며 동진하여 황해의 서쪽 조선만에 도착한다. 그 다음은 이곳에서 근해를
따라 줄곧 남하하여 강화만, 군산만을 경유하고 한반도 서남단의 근해를 돌아 제주
해협을 통과하여 동쪽으로 향한다. 다시 한반도 동남단의 거제도와 부산일대의 근
해에서 남하하여 대한해협과 대마해협을 선후로 가로질러 壹岐島를 경유해서 최종
적으로 九州 북부의 福岡 일대의 연해지역에 도달한다.67)
이 노선의 전반구간, 즉 산동반도 북단에서 출발하여 한반도 서해안까지의 해상
노선의 가능성은 앞에서 논술하였다. 그러나 한반도 서북부 근해에서 일본 九州북
부 연해일대의 해상노선은 한대 말에서 위진시기에 대방군68)에서 일본열도의 왜의
여러 나라들로 향하는 주요한 교통로로서『三國志ㆍ魏書ㆍ烏丸鮮卑東夷傳』倭人條
에 “從(帶方)郡至倭, 循海岸水行, 曆韓國, 乍南乍東, 到其北岸狗邪韓國, 七千余裏, 始
渡一海, 千余裏至對馬國”69)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다른 한 갈래는 ‘遼東半島陸路→黃海水路→朝鮮海峽水路’로서 먼저 육로로 요동
반도를 경유하여 한반도 서북부의 낙랑군일대에 도착하고 황해의 서조선만에서 바
다로 들어선 다음 한반도 서부와 남부 근해를 따라 줄곧 남쪽으로, 동쪽으로, 다시
남쪽으로의 해상로로 일본 九州북부의 福岡 일대의 연해지역에 도달한다. 이에 대
해 앞에서 이미 서술하였다. 낙양에서 요동을 통과하여 낙랑군에 도착하는 노선은
‘洛陽→廣陽郡→遼西郡某縣→遼西郡且慮縣→遼東郡武次縣→樂浪郡’일 가능성이 있
(第208頁). 又, 後漢書 卷八十五 ｢東夷列傳｣：“安帝永初元年(公元107年), 倭國王帥升等獻生
口百六十人, 願請見”. 中華書局, 1965.(第2821頁).
67) 지금의 한국 부산에서 일본 九州의 해상노선거리는 약 120해리 정도이다.
68) 參見李曉傑, 東漢政區地理, 山東教育出版社, 1999.(第122頁)
동한 獻帝 建安 18년(A.D 213) 전후 낙랑군 남부에 7개현을 대방군에 편입하였다고 한다.
69) 三國志 卷三十 ｢魏書ㆍ烏丸鮮卑東夷傳｣ 倭人條. 中華書局, 1959. (第85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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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0)
일본 九州의 왜인 땅에 동도한 동한 낙양장인들은 선진적인 주경기술을 가져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고대 중ㆍ일교류의 사절이 되었으며 동도한 주경장인의 선구자
가 되었다.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은 중국에서 발견된 동한~위진시기의 동경에서
‘師出洛陽’이라는 명문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으나 중국 삼국시기에 일본으로 건너
간 오나라 장인이 현지에서 주조한 三角神獸鏡에서는 오히려 여러 차례 ‘師出洛陽’
이라는 명문이 나타났다.71) 이것이 동한시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낙양 주경장인이
왜의 여러 나라에서의 영향력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연구되어야할 문제이
다.

Ⅳ. 맺음말
이상으로 한국 완주군 상림리에서 출토된 동검 및 그와 상관된 문제에 대해서 분
석을 진행하여 B.C 4세기 말엽의 전국시대 중기에 한반도에 東渡한 오월지역 주검
장인이 현지에서 도범기술을 이용하여 동검을 제작하였고 또 주검장인이 동도한 해
상로를 논증하였다. 동시에 일본 福岡(후쿠오카) 平原 1호묘에서 출토된 팔엽뉴좌
연호문경 및 그와 상관된 문제에 대해 고찰을 진행하여 A.D 2세기 중엽 전후의 동
한 중기 후반에 일본 九州로 東渡한 낙양지역 주경장인이 도범 주경기술을 이용하
여 현지에서 제작하였고 또 주경장인이 동도한 해상로를 논증하였다.
비록 이러한 인식은 더 많은 증거로 실증화와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술한 분석과 추론은 방법상에서나 문물상에서 모두 성립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
술한 고찰과 그 인식은 우리들로 하여금 약간의 계시를 얻게 하였다. 즉 고대 동아
세아 각 지역간의 교류는 당시의 전체 동아세아, 특히 중국대륙의 사회ㆍ역사발전
과 변동의 큰 배경 아래에서 발생한 것이다.
각지의 교류와 문화 교류과정 중에서 사람의 원거리 이동은 근본성의 작용을 발
휘하였다. 청동장인의 東渡는 고대 동아세아 청동기술과 문화의 교류 및 전파에서

70) (日)高倉洋彰, ｢遣漢使節の道｣, 九州と東アジアの考古學, 2008.(第196頁)
71) 王仲殊, ｢關于日本三角緣神獸鏡的問題｣, 考古 1981.(第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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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작용을 발휘하였다. 중국대륙과 한반도 및 일본열도와의 교류에 있어서
‘黃海—渤海—黃海’의 해상로는 가장 주요한 교통노선이다. 당연히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서 발견된 중국대륙과 관련된 문물들 중에서 더 많은 것들은 중국대륙에서
제작하고 전파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동쪽으로 전파된 것은 사람의 이동으로
매개된 것이다. 어찌되었든 고고학 발견과 탐구한 고대 동아세아 각지들 간의 인파
이동과 교류는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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从韩国完州上林里到日本福冈平原村
- 中国古代青铜工匠的东渡之路 -

72)白

云 翔*

要 約
东亚地区的中、日、韩三国, 古代不仅存在着各种形式的文化交流, 而且还多次发生
过人群的移动。韩国完州郡上林里发现的中国式铜剑和日本福冈市平原1号墓出土的
八叶钮座连弧纹铜镜,

就是战国时期和东汉时期的中国青铜工匠东渡朝鲜半岛和日本

九州地区的产物。
1975年韩国完州郡上林里出土的26件保存基本完整的“圆首双箍柱茎剑”, 即“中国式”
铜剑, 具有中国春秋战国时期吴越地区铜剑的鲜明特征, 但是, 根据它们的材质为大致
为红铜、金属中所含铅料系朝鲜当地所产、并且具有“非实战用的礼仪用器”的特征、
以及铸造工艺技术采用的是泥土铸范或陶铸范等判断,
入品,

它们不是从中国大陆传入的输

而是中国古代铸剑工匠东渡朝鲜半岛后在当地制作的。这些铸剑工匠推测是来

自吴越地区, 东渡的时间大致是在公元前4世纪前半的战国中期, 其历史背景是公元前
334年越国被楚国所灭, 东渡的路线是“黄海→渤海→黄海”的海上之路。
1965年日本福冈县前原市平原1号墓出土汉镜和汉式镜计40件, 其中5件为超大型“八
叶钮座连弧纹镜”。该墓的年代为弥生时代后期后半, 即公元200年前后, 被葬者为一女
性, 推测为伊都国“国王”之墓。这5件铜镜具有东汉时期流行的云雷连弧纹镜的一般特
征, 但又具有中国境内发现的云雷连弧纹镜所不见的一些独有的特点, 如直径达直径
46.5厘米(约合东汉的二尺)、八叶式钮座、连弧纹带内角无任何装饰纹样等。同时, 这
些铜镜铸造所采用的是泥土或陶铸范, 而不是弥生居民所用的石铸范。因此, 它们不是

* 中国 社会科学院 考古研究所

436

从中国大陆转入的舶载品,

而是东渡日本福冈地区的东汉王朝的铸镜工匠在当地制作

的。这些铸镜工匠可能来自东汉首都洛阳一带, 东渡时间大致是在公元2世纪中叶的东
汉桓帝和灵帝时期, 其历史背景是自然灾害频发等所引发的社会生活贫困和动荡不安,
其东渡路线可能是“山东半岛陆路→渤海/黄海水路→朝鲜海峡水路”, 也有可能是“辽东
半岛陆路→黄海水路→朝鲜海峡水路”。这些东渡日本的东汉工匠, 成为魏晋三国时期
东渡日本列岛的吴国铸镜工匠的先驱。

关键词：韩国上林里, 中国式铜剑, 日本平原村(HIRABARU)1号墓, 八叶钮座连弧纹铜
镜, 青铜工匠, 中韩日交流

一、引言
在人类历史上, 不同区域间的文化交流作为一种常见的现象, 在人类文明发展进程中
发挥了重要作用。文化交流的方式和路径有多样, 但最根本的是人的移动, 是不同人群
之间的交流。就东亚地区的中、日、韩三国来说,

各地之间的文化交流早在7000年前

的史前时代可能已经出现, 到公元前10世纪以后逐渐发达起来。这不仅有西周初年“箕
子封于朝鲜”1)等传说文献记载,

而且有中国大陆稻作农耕技术东传朝鲜半岛和日本列

岛以及支石墓、瓮棺葬、青铜器和铁器等北进东渐的考古学证据2)。不过, 以往学术界
关于东亚地区交流的研究多滞留在考古资料的比较研究及其关联上,

而这里试图通过

韩国完州郡上林里发现的铜剑和日本福冈市平原1号墓出土的铜镜的考察, 探寻中国古
代青铜工匠东渡朝鲜半岛和日本列岛问题。

1) ≪后汉书≫ 卷八十五 ≪东夷列传≫：“昔武王封箕子于朝鲜, 其后四十余世, 至朝鲜侯准, 自称
王”。中华书局, 1965年, 第2817頁。
2) A.安志敏：≪长江下游史前文化对海东的影响≫, ≪考古≫ 1984年第5期。
B.蔡凤书：≪古代中国与史前时代的日本——中日文化交流溯源≫, ≪考古≫ 1987年第11期。
C.白云翔：≪先秦两汉铁器的考古学研究≫ 第366～372页(第七章第三节 ≪铁器的传播与东亚地
区的文化交流≫), 科学出版社, 200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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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韩国上林里铜剑与青铜工匠东渡朝鲜半岛
韩国上林里铜剑出土于1975年,

是中国式铜剑在韩国的首次成批发现。当地学者全

荣来将其整理后于1976年公布并就有关问题进行了讨论3)。1982年, 该文被译成日文发
表4), 进一步引起了学术界的关注。
上林里铜剑的出土地点位于全罗北道完州郡伊西面上林里三区(大兴洞)的一个低矮
丘陵的南坡上, 东距全州市约10公里, 当地居民在种植苗木掘土时偶然发现于地表以下
60厘米处。铜剑计26件, 据称发现时大致以剑锋向东、剑柄向西的东西向水平放置, 似
乎是捆扎成束埋藏的,

但附近未发现其他任何古代遗迹和遗物。这批铜剑除个别略有

残缺外, 保存基本完好, 形制基本相同, 其形制特征是：圆盘形凹面剑首；实心圆柱形
剑茎, 断面呈椭圆形, 茎上有两道环状箍；凹字形剑格, 较短宽, 圆肩, 断面略呈菱形；
剑身中脊凸起有棱线, 断面略呈扁平菱形；两从略呈凹面, 与锷之间略显分界的棱线；
两锷大致平行, 前部大约三分之一处开始略变窄, 前部约六分之一处开始缓慢斜收而成
尖圆锋；剑首、剑茎、剑格和剑身通体铸成(图1)。这种铜剑,

当地称之为“中国式铜

剑”, 这里称之为“笠形圆首凹字形格双箍柱茎剑”, 或简称为“圆首双箍柱茎剑”。其尺寸
大小, 最长者通长47.2厘米(2号剑), 最短者通长44.4厘米(7号剑), 通长平均45.9厘米；
剑首直径3.6～4厘米, 剑柄长8～9.3厘米；剑格长0.75～1.2厘米、宽4.4～5.1厘米、厚
1.4～1.8厘米；剑身根部宽3.8～4.3厘米, 平均宽4厘米；保存完整的16件重量为274～
498克, 平均重363克。
关于上林里铜剑及相关问题, 全荣来结合当时中日及瑞典学者对周代铜剑的研究成
果5)进行分析后指出：上林里出土的中国式铜剑, 属于≪周礼·考工记≫所载的“桃氏
剑”；鉴于剑身未见使用或研磨痕迹, 有的甚至残留有浇铸时形成的铜液溢漏结块, 尤
其是重量较轻, 因此不排除它们是作为礼仪用品而铸造的非实战用器的可能性；这种
铜剑在中国定型于公元前5～6世纪的春秋晚期, 以洛阳地区为中心发生后, 逐渐以

3) (韩)全荣来：≪关于完州上林里出土的中国式铜剑——春秋末战国初中国青铜器文化传入南韩问
题≫(韩文), ≪全北遺蹟调查報告≫ 第6集第3页, 全州市立博物館, 1976年12月。
4) (韩)全荣来著, (日)後藤直译：≪完州上林里出土中国式铜剑に關して≫, ≪古文化談叢≫ 第9集
第69页, 九州古文化研究会, 1982年。
5) A.林寿晋：≪东周式铜剑初论≫, ≪考古学报≫ 1962年第2期。
B.(日)林巳奈夫：≪中国殷周時代の武器≫, 日本京都大学, 197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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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1 韩国完州郡上林里出土“中国式”铜剑
1．1号剑 2.3号剑 3.5号剑 4.6号剑 5.7号剑 6.11号剑 7.12号剑 8.14号剑 9.19号剑 10.21号剑

楚、吴、越、蔡等淮河和长江流域诸国为中心流行开来；上林里铜剑与安徽、江苏和
河南东南部等地淮河流域出土的同类铜剑关系密切, 它们传入朝鲜半岛西南部, 证明了
韩国西部沿海与吴、越江南地方文化的交流关系,

应当是江南地区青铜文化和稻作农

耕文化传入朝鲜半岛西南部的一环；这种中国青铜文化的海上传播,
国初期列国争霸背景下江南地区吴、越系民族海上活动的产物,

作为春秋末至战

是它们与朝鲜半岛南

部沿海地区文化接触的反映；从历史地理的视角看, 全罗北道中国式铜剑的出土, 显示
出中国大陆青铜文化以淮河和长江下游为起点、以横穿黄海南部的路线经由海上之路
传入的可能性。
上述关于上林里铜剑相关问题的认识, 根据最近三十多年来的发现和研究需要做进
一步的修正和补充。在中国, 铜剑出现于公元前10世纪前后的西周早期, 定型于春秋晚
期, 流行于整个两周时期6)。1960年代初, 林寿晋曾将两周时期流行的铜剑称之为“东周
式铜剑”并将其划分为三种型式, 即Ⅰ式为扁茎剑, Ⅱ式为筒茎剑, Ⅲ式为柱茎剑, 进而
6) 马承源主编：≪中国青铜器≫ 第73页, 上海古籍出版社, 1988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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指出：它们可能是由西周时期中原地区的“柱脊剑”演化而成；“三种型式的剑都开始出
现于春秋晚期, 而在战国时期它们也是并存的”7)；其中的Ⅲ式剑(即“圆首双箍柱茎剑”),
曾发现于河南、安徽、湖北和湖南等地, 似乎显示出这种剑主要流行于楚地的迹象。
但是, 1980年代初, 李伯谦根据东周时期各种铜剑的地域分布明确指出, 吴越是我国最
早铸造青铜剑的地区之一；D型铜剑(即本文的“圆首双箍柱茎剑”)主要流行于南方尤其
是吴越地区, 其起源地偏于我国的南方尤其是吴越地区, 脱胎于我国南方尤其是吴越地
区发现的西周中期的实圆茎带箍有格有首剑8)。此后又有学者进一步论证后指出：这
种铜剑“是春秋晚期吴国的典型剑制”9), 或“为春秋中、晚期流行于吴、越的主要剑制,
同时影响到其他地区”10), 或“是春秋晚期典型的吴越铜剑”11)。但这里需要指出的是, 目
前全国各地的考古发现表明, 这种凹字形剑格的笠形圆首双箍柱茎剑虽然定型于春秋
晚期的吴越地区, 但它在整个战国时期一直流行, 并且其形制结构特征没有发生大的变
化, 只是剑的长短总体上有加长的趋势(图2)。譬如, 洛阳中州路出土的6件圆首双箍柱
茎剑(中州路Ⅳ式剑), 其年代分别为春秋晚期、战国早期和战国中期12)；长沙楚墓出土
这种双箍柱茎剑180余件(长沙BⅠa式和BⅠb式剑), 其年代为春秋晚期至战国中期, 通
长42.4～70.8厘米, 一般通长50～60厘米13)；湖北江陵天星观1号楚墓出土圆首双箍柱
茎剑28件, 墓葬的下葬年代“在公元前340年前后, 即楚宣王或威王时期”14)。河北地区
出土的战国时期燕赵中山文化的铜剑中, 这种圆首双箍柱茎剑(河北Ca型剑)为数不多,
约占出土铜剑总数的15%, 其年代为战国早期至战国晚期15)。总之, 上林里铜剑是具有
吴越铜剑风格的一种铜剑, 但其年代不一定是春秋末至战国初期, 而有可能晚

7) 林寿晋：≪东周式铜剑初论≫, ≪考古学报≫ 1962年第2期。
8) 李伯谦：≪中原地区东周铜剑渊源试探≫, ≪文物≫ 1982年第1期。
9) 冯普仁：≪吴国青铜兵器初探≫, ≪中国考古学会第四次年会论文集≫ 第140页, 文物出版社,
1985年。
10) 肖梦龙：≪吴国青铜兵器研究≫, ≪考古学报≫ 1991年第2期。
11) (日)町田章：≪中国古代の銅剑≫ 第255页, 奈良文化财研究所学报第75册, 2006年。按：町田章
将吴越和楚的铜剑分为三类, 即有茎铜剑、筒柄铜剑、圆柱柄铜剑, 又将其中的圆柱柄铜剑分为
三型, 而本文所论之凹字形剑格的笠形圆首双箍柱茎剑分属于其中的Ⅰc式和Ⅱb式。
12) 中国科学院考古研究所：≪洛阳中州路(西工段)≫ 第98页, 科学出版社, 1959年。
13) 湖南省博物馆等：≪长沙楚墓≫ 第169～187页, 文物出版社, 2000年。
14) 湖北省荆州地区博物馆：≪江陵天星观1号楚墓≫, ≪考古学报≫ 1982年第1期85页。按：该报
告记述的401号铜剑, 长51.5厘米、剑身宽4厘米。
15) 徐海峰：≪河北东周铜剑初论≫, ≪文物春秋≫ 2003年第4期11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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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2 中国出土东周时期圆首双箍柱茎剑
1.洛阳中州路M2729:20 2·洛阳中州路M2728:40 3.江陵天星观M1:401 4.长沙楚墓M935:1 5.长沙楚
墓M1195:11 6.长沙楚墓M1510:2 7.长沙楚墓M1315:1 8.长沙楚墓M1316:1 9.长沙楚墓M1427:2 10.
长沙楚墓M85:1

到公元前4世纪的战国中期。朝鲜载宁郡孤山里发现的2件这种“中国式铜剑”与古式细
形铜剑共存16),

韩国全罗南道咸平郡草浦里出土的这种圆首双箍柱茎剑与细形铜剑以

及多钮细纹镜共存17), 而细形铜剑出现于公元前4世纪前后, 可视为其年代的旁证。
那么, 上林里铜剑是否可以说是春秋末至战国时期从吴越地区流传过去的呢? 最初
全荣来曾明确指出, 上林里铜剑“绝不是在当地制作的”, 是从中国传入的。1982年, 日

16) (朝)黄基德：≪最近あらたに知られた琵琶形铜剑关系の遗物≫, ≪考古学资料集≫ 第4集, 平
壤, 1974年。转引自 (韩)全荣来：≪关于完州上林里出土的中国式铜剑——春秋末战国初中国
青铜器文化传入南韩问题≫(韩文), ≪全北遺蹟调查報告≫ 第6集第12页, 全州市立博物館, 1976
年12月。
17) (韓)李健茂、徐聲勳：≪咸平草浦里遺蹟≫ 第33～53页, 國立光州博物館, 1988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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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学者柳田康雄根据其形制特征推测, 上林里铜剑的制作地是在朝鲜半岛18)。1986年,
上林里铜剑(3号剑和14号剑)的铅同位素比值测定表明, 铸剑所用矿料中的铅属于朝鲜
系铅, 证明它们不是在中国而是在当地制作的19)。后来, 又有学者进一步指出, 这种铜
剑是伴随着战国时代晚期中国式铜剑传入朝鲜半岛而在当地制作的仿制品20)。最近,
日本学者石川日出志也认为, 上林里铜剑“出自朝鲜半岛南部”21)。
根据上述研究并结合笔者的观察, 上林里铜剑是在朝鲜半岛当地制作的, 其理由如
下。其一, 上林里铜剑的笠形圆首、柱茎、双箍、凹字形剑格等, 具有鲜明的东周时期
吴越铜剑风格, 但两者之间又有所差异, 尤其是剑茎的断面呈椭圆形与吴越铜剑的剑茎
断面呈圆形明显不同。其二, 就材质而言, 上林里铜剑的材质是近乎纯铜的红铜, 与吴
越铜剑乃至整个“东周式铜剑”的铜锡青铜和铜锡铅青铜判然有别。其三, 迄今中国尚未
发现东周时期的红铜质的铜剑,
能性是不存在的。其四,

在中国大陆专门制作红铜质的铜剑以便向外输送的可

如果基于上林里铜剑的长度较短、重量较轻的特点认为它们

是“非实战用的礼仪用器”, 那么, 在中国大陆专门制作而向朝鲜半岛输出的可能性更是
不存在的。其五, 铅同位素比值的测定表明, 其铸件所用矿料中的铅是朝鲜半岛当地所
产。
很显然, 上林里铜剑是在朝鲜半岛当地铸造的。那么, 它们是不是当地居民制作的
“中国式铜剑”的仿制品呢? 其答案是否定的, 分析如下。上林里铜剑的形制特点虽然相
同, 但根据对各剑各部位的测量, 并没有形制及其尺寸大小完全相同者, 26件铜剑之各
部位的规格和重量都有所差异, 说明它们当中没有使用同一铸范铸造的铜剑, 而是采用
易于损毁、只能使用一次的泥土或陶范铸造的22)。并且, 剑茎两侧等部位残留有合范
铸缝的铸痕, 说明它们是双合范铸造的, 而双合范陶范铸剑, 是东周时期列国铸剑的技

18) (日)柳田康雄：≪甘木市史·上卷·原始≫, 1982年。转引自柳田康雄：≪鉛同位体比法による
青銅器研究への期待≫, ≪考古学雑誌≫ 第75卷第4号410页, 1990年。
19) (日)馬淵久夫、平尾良光：≪福岡县出土青銅器の鉛同位体比≫, ≪考古学雑誌≫ 第75卷第4号
389页, 1990年。
20) (韩)李榮勳：≪韓半島南部の中国系青銅器≫, ≪日韓交涉の考古学·弥生時代编≫ 第139页,
(日本)六興出版, 1991年。
21) (日)石川日出志：≪戦国至前漢代文化の日本列岛への波及≫, ≪中日交流与中日关系的历史考
察学术研讨会(第三届)会议资料≫ 第153页, 2013年, 北京。
22) (韩)全荣来著, (日)後藤直译：≪完州上林里出土中国式铜剑に關して≫, ≪古文化談叢≫ 第9集
第70页, 198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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术特征。关于朝鲜半岛进入青銅器时代的年代, 尽管朝鲜学者认为始于公元前2千纪前
半甚至更早23), 但一般认为是始于公元前1000～前700年24), 或者是公元前1千纪前
半25)。就铜剑而言, 朝鲜半岛流行的铜剑属于琵琶形铜剑(即“曲刃青铜短剑”、“辽宁式
铜剑”)和细形铜剑系统, 琵琶形铜剑出现于公元前800年前后26), 细形铜剑出现于公元
前4世纪末或公元前3世纪初27)。就青铜器铸造技术来看, 朝鲜半岛存在泥土范或陶范
铸造铜器的可能性尽管还不能完全排除, 但迄今发现的铸造青铜兵器和工具的铸范均
为以滑石为主的石质铸范28), 如全罗南道灵岩、京畿道龙仁郡草扶里、平安南道将泉
里等地均发现有铸造铜剑的石质铸范, 并且均为细形铜剑的铸范29)(图3)。这说
明, 朝鲜半岛铸造铜剑的技术属于石范铸造技术传统, 而石范铸铜技术与泥土范或陶范
铸铜技术明显有别, 况且当地流行的剑体与剑首分铸后组装的技术也与“中国式铜剑”剑
首、剑柄、剑身合铸于一体的技术明显有别；另一方面, 出土的铜剑铸范表明, 朝鲜半
岛开始铸造铜剑的年代上限不早于公元前4世纪30)。在上述技术和文化背景下, 由于
“中国式铜剑”的传入, 当地居民就随之采用泥土范或陶范铸造铜剑, 或者放弃当地传统
的石范铸剑技术而采用陶范并整体合铸的铸剑技术, 都是不可想象的。况且, 上林里铜
剑尽管尺寸较小, 重量较轻, 但没有明显的铸造缺陷, 显示出其制范和浇铸技术是相当
成熟的, 并不是缺乏经验的仿制者所能做到的。因此, 上林里铜剑虽然是在当地制作

23) A.朝鲜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编, 李云铎译：≪朝鲜考古学概要≫ 第59页, 黑龙江省文物出版编
辑室, 1983年。
B.(美)萨拉·M·纳尔逊著, 白云翔译：≪朝鲜考古学之新发展≫, ≪东北亚历史与考古信息≫
1986年第4期70页。
24) A.(韓)金元龍著, 西谷正译：≪韓國考古学概說≫(增補改訂) 第83页, (日本)六興出版, 1984年。
B.(韓)李健茂：≪韓國無文土器の器種と編年≫, ≪日韓交涉の考古学·弥生時代编≫ 第30页,
(日本)六興出版, 1991年。
25) (日)西谷正：≪青銅器时代[朝鲜]≫, ≪東ァジァ考古学辞典≫ 第313页, (日本)东京堂出版, 2007
年。
26) (韓)金元龍著, 西谷正译：≪韓國考古学概說≫(增補改訂)第102页, (日本)六興出版, 1984年。
27) 靳枫毅：≪论中国东北地区含曲刃青铜短剑的文化遗存(下)≫,
≪考古学报≫ 1983年第1期46
页。
28) (韓)李健茂：≪韓國青銅器の製作技術≫, ≪日韓交涉の考古学·弥生時代编≫ 第121页, (日本)
六興出版, 1991年。
29) (日)甲元真之：≪東北ァジァ出土の石製铸型≫, ≪東北ァジァ先史学·考古学論究≫ 第179页,
(日本)慶友社, 2009年。
30) (韓)金元龍著, 西谷正译：≪韓國考古学概說≫(增補改訂) 第79页, (日本)六興出版, 198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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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3 韩国龙仁郡草扶里出土铜剑石铸范(引自：甲元真之, 2009)

的, 但它们不是当地工匠采用泥土范或陶范铸剑技术制作的“中国式铜剑”的仿制品, 而
是掌握陶范铸剑技术的中国大陆的工匠东渡朝鲜半岛后在当地制作的。上林里铜剑的
剑体一般较短, 最长者不过47.2厘米, 最短者仅44.4厘米, 显然是为了适应当地流行的
青铜短剑文化而特意设计制作的。至于为何铸造材质近乎纯铜的红铜剑, 并且铸件未
经加工和研磨,

或许与这批铜剑的特定用途有关,

尚不可尽知。

如果说上林里铜剑是东渡朝鲜半岛的中国大陆的青铜工匠在当地铸造的推断可以成
立, 那么, 青铜工匠来自于中国大陆的什么地方呢？前已述及, 上林里铜剑具有东周时
期吴越铜剑的特点, 而吴越是中国古代最早铸造青铜剑的地区之一, 并且拥有优质的铜
锡资源31), 铸剑技术在春秋晚期已经高度发达并且一直延续, 代表了当时各诸侯国铸剑
的最高水平。对此, 不仅考古发现的若干带有刻铭的吴王剑和越王剑可以为证, 而且历
史文献也多有记述。如 ≪周礼·考工记≫ 载：“郑之刀, 宋之斤, 鲁之削, 吴粤之剑, 迁
乎其地而弗能为良, 地气然也”32)。≪战国策·赵策≫ 赵奢曰：“夫吴干之剑, 肉试则断
牛马, 金试则截盘匜”33)。≪吕氏春秋·无义≫：“相剑之所患, 患剑之似吴干者”34)。此
31) ≪周礼≫ 卷三十九 ≪冬官考工记≫：“吴粤之金锡, 此材之美者也”。引自 ≪十三经注疏≫ (上)
第906页, 中华书局, 1980年。
32) ≪十三经注疏≫(上) 第906页, 中华书局, 1980年。
33) ≪战国策≫ 卷二十 ≪赵策三≫。
34) ≪吕氏春秋≫ 卷二十二 ≪无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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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 吴越地处江南水乡, 吴越居民善于水上交通和海上活动。据此可以推断, 东渡朝鲜
半岛的青铜工匠是吴越地区的铸剑工匠。
吴越地区铸剑工匠东渡朝鲜半岛,

应当是在春秋中期至战国中期的吴、越、楚争雄

的历史背景之下, 以楚灭越为契机而发生的。据史书记载, 相传吴、越系太伯、夏禹的
后裔所建立, 但直到公元前601年才始见于 ≪左传≫ 的记载, 公元前6世纪的春秋中晚
期开始逐步发展强盛起来, 并先后加入到列国争霸的行列35)。后来, 在吴、越、楚等国
频繁的争战中, 先是公元前473年越王勾践攻破吴国都城姑苏(今苏州市), 吴王夫差自
杀吴国灭亡；后是公元前334年越国被楚国所灭36),

即：(公元前334年)“楚威王兴兵而

伐之, 大败越, 杀王无疆, 尽取故吴地至浙江, 北破齐于徐州。而越以此散, 诸族子争
立, 或为王, 或为君, 滨于江南海上, 服朝于楚”37)。就当时的手工业生产形态而言, 春
秋战国时期, 西周以来实行的“工商食官”的官府手工业制度继续存在的同时, 私营手工
业获得初步发展, 但青铜器尤其是兵器的铸造仍然主要属于官府手工业, 由王室和政府
直接掌控,

并且青铜器铸造作坊主要设立在列国都城和重要城市之中38)。在这样的社

会背景之下, 随着越国的国破人散, 原来隶属于越国王室的青铜工匠开始逃散, 其中一
部分铸剑工匠离开会稽(今绍兴市)、姑苏等吴越故地奔向东海, 寻找新的生活, 最终到
达了遥远的朝鲜半岛南部的西部沿海一带, 继续从事铜剑的铸造。况且, 地当今忠清南
道、全罗北道和全罗南道的朝鲜半岛西南部沿海地区拥有丰富的天然铜矿资源39),

成

为东渡而来的吴越铸剑工匠落脚和生活的理想之地。
至于吴越铸剑工匠东渡朝鲜半岛的路线, 无疑经由的是海上之路, 但恐怕不是所谓的
“横穿黄海南部”的海上之路, 而是黄海→渤海→黄海的海上之路, 其理由如下。其一,
从长江下游入海口一带直接横跨东海和黄海南部到朝鲜半岛西南端,

虽然直线距离最

近, 但航海难度大, 并且需要横穿黄海南部的南北向海流40), 这对于当时的工匠来说显
35) 徐喜辰等主编：≪中国通史≫ 第三卷第1029～1036页, 上海人民出版社, 1994年。
36) 此据李学勤说(参见李学勤：≪东周与秦代文明≫ 第12页, 文物出版社, 1984年)。一说楚灭越是
在公元前306年(参见徐喜辰等主编：≪中国通史≫ 第三卷第1036页, 上海人民出版社, 1994
年)。
37) ≪史记·越王句践世家≫ 卷四十一, 第1751页, 中华书局, 1959年。
38) 蔡锋：≪中国手工业经济通史·先秦秦汉卷≫ 第175～222页, 福建人民出版社, 2005年。
39) (韓)全榮来：≪锦江流域青铜器文化圈新資料≫, ≪第九回馬韓·百濟文化國際学术会议：馬韓
·百濟文化研究的成果与课题≫ 第84页图13, (韩国)圆光大學校, 1987年10月。
40) 汪向荣：≪古代中日关系史话·风和潮≫ 14～17页, 中国青年出版社, 1999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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然难以做到。然而, 如果从长江入海口沿东海西岸和黄海西岸的近海一路向北, 则要容
易得多。况且, 黄海近海的南北海上交通之路, 早在春秋末年就已经开通, 吴王夫差曾
经由此海路攻打齐国41)。其二, 从山东半岛北端蓬莱一带入海, 沿庙岛列岛北上, 穿过
渤海海峡到达辽东半岛南端, 然后沿黄海北岸的近海向东再向南到朝鲜半岛西海岸, 是
古代一条重要的水上交通线, 公元前109年汉武帝发水军五万征朝鲜讨伐右渠与陆上军
队夹击王险城42), 走的就是这条水路。现在从山东烟台至辽宁大连, 其航程为90海里左
右, 因此有学者认为, 这条水路是“齐人渡海适韩国的最捷近航路”43)。其三, 朝鲜半岛
迄今发现的“中国式铜剑”, 大多集中在今韩国境内, 上林里更是地处朝鲜半岛的西南部,
暗示出这种铜剑的产地或许是在半岛的西南部,

这也正是东渡铸剑工匠的落脚之地。

据后世的文献记载可知, 朝鲜半岛西部的近海, 是一条活跃的南北水上交通路线, 汉魏
之际从地处朝鲜半岛西北部的带方郡前往日本列岛的倭地诸国,
岛西海岸的海上路线44)。综合上述分析,

主要交通路线就是半

就吴越地区工匠东渡朝鲜半岛的海上交通路

线进行复原(图4), 即：从杭州湾或长江口一带入海, 沿黄海西海岸的近海向北, 经由海
州湾继续北上, 沿黄海近海绕过山东半岛到其北端的蓬莱一带；然后沿庙岛列岛北上,
穿越渤海海峡, 到达辽东半岛南端；然后沿黄海北岸的近海北上东进, 到达黄海的西朝
鲜湾；然后由此沿海南下, 经由江华湾, 最终到达朝鲜半岛的西南部沿海地区, 尤其是
群山湾附近的全罗北道一带, 完成了吴越青铜工匠的东渡之旅。此可简称为“黄海→渤
海→黄海”的海上之路。当然, 上述吴越铸剑工匠的东渡之路虽然还需要更多更直接的
证据,

但根据自然地理环境、当时人们的海上交通能力和后世有关的海上交通路线做

出的上述推断, 应当是可以成立的。

41) ≪史记≫ 卷三十一 ≪吴太伯世家≫：吴王夫差十二年“从海上攻齐。齐人败吴, 吴王乃引兵
归”。中华书局, 1959年, 第1472页。
42) ≪史记≫ 卷一一五 ≪朝鲜列传≫：元封二年(公元前109年) “其秋, 遣楼船将军杨仆从齐浮渤海,
兵五万人；左将军荀彘出辽东, 讨右渠”。中华书局, 1959年, 第2987页。
43) 王子今：≪秦汉交通史稿≫ 第201页, 中共中央党校出版社, 1994年。
44) ≪三国志≫ 卷三十 ≪魏书·乌丸鲜卑东夷传≫ 倭人条载：“从郡至倭, 循海岸水行, 历韩国, 乍
南乍东, 到其北岸狗邪韩国, 七千余里, 始渡一海, 千余里至对马国”。中华书局, 1959年, 第854
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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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4 青铜工匠东渡路线示意图

三、日本平原村铜镜与青铜工匠东渡日本九州
这里的“平原村铜镜”,

是特指日本福冈县平原1号墓出土的5件超大型“八叶钮座连弧

纹镜”(即“内行花文八叶镜”), 而不是指平原1号墓出土的全部铜镜。
平原1号墓位于福冈县前原市有田字平原村, 地当系岛平原中部南北延绵的舌状低丘
陵北端的西坡。这里是一处由弥生前期之末至中期前叶的聚落址和弥生时代后期至古
坟时代前期的墓葬构成的复合遗址, 1965～1999年间先后多次调查和发掘, 共发掘坟丘
墓5座以及与之相关的土圹墓、木棺墓和瓮棺墓, 另外还发掘清理出陶窑、作坊址、水
沟等遗迹, 其中属于弥生时代的坟丘墓有3座。其中, 1号墓发现于1965年, 并在原田大
六的主持下进行了发掘,

后于1991年出版了发掘报告45)。1988～1999年间在该遗址的

45) (日)原田大六：≪平原弥生古墳：大日孁貴の墓≫, 平原弥生古墳调查報告書编集委员会, 1991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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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部和北部进行补充调查发掘, 并对1号墓的资料重新进行了整理, 于2000年出版了综
合发掘报告46)。
平原1号墓是该遗址规模最大的一座坟丘墓, 其结构为“方形环壕墓”(即“方形周沟墓”),
环壕东西13米, 南北9.5米, 其东南角设有出入口。墓室为竖穴土圹结构, 略偏于坟丘的
东北部, 东西4.6米、南北3.5米、深0.45米, 墓底中央有长3米、宽0.8米的圜底木棺痕
迹。墓室周围分布有大量小柱洞以及1个直径65厘米的大柱洞, 当与举行丧葬仪式时的
设施有关。随葬品丰富,

棺内出土有大量玛瑙珠、玻璃珠和玻璃耳珰等；棺外出土有

玻璃勾形饰(即日语的“勾玉”)、玻璃珠饰、环首铁长刀、铜镜40件等；环壕内出土有铁
工具、铁镞以及陶器残片等。该墓的年代为弥生时代后期后半, 即公元200年前后, 被
葬者为一女性, 推测为伊都国“国王”之墓。
该墓出土铜镜计40件, 分别集中发现于木棺外的前后端部两侧, 棺内中前部也有发
现。经过反复清理, 40件铜镜中：博局四神镜32件(即“方格规矩四神镜”), 云雷连弧纹
镜2件(即“内行花文镜”)、四乳虺纹镜1件(即“虺龙文镜”)、八叶钮座连弧纹镜5件(即“内
行花文八叶镜”)。对于这批铜镜, 柳田康雄氏进行了仔细的观察和缜密的分析, 得出了
诸多值得重视的认识, 并提出了其中的汉式镜(即“仿制镜”)可能是东渡日本的中国工匠
所铸的推测。他认为：平原1号墓出土的40件铜镜中, 只有四乳虺纹镜(17号镜)和“长宜
子孙”铭云雷连弧纹镜(16号镜)是汉镜(即“舶载镜”), 其余38件均为仿制的汉式镜；汉式
镜的制作地最有可能是在伊都国, 铸镜的工匠应当是来自中国的工匠, 但可能是中国工
匠的第二代或者是被传授技术的倭人；中国工匠东渡日本的时间是在东汉“安帝永初元
年(公元107年), 倭国王帅升等献生口百六十人, 愿请见”之后, 其主人应当是伊都国
王47)。当然, 对此也有不同认识, 如冈村秀典认为：博局四神镜、云雷连弧纹镜(指16
号镜)和四乳虺纹镜最迟是公元1世纪后半传到系岛平原的；15号云雷连弧纹镜和5件八
叶钮座连弧纹镜是“仿制镜”, 推测它们是在系岛平原一带制作的；5件八叶钮座连弧纹
镜是采用金属范模的同模镜(即“同型镜”)技法制作的48)。综合起来看,

平原1号墓出土

46) (日)柳田康雄、角浩行：≪平原遺跡≫, 前原市教育委員会, 2000年。
47) (日)柳田康雄：≪平原王墓出土铜镜の觀察総括≫, ≪平原遺跡≫ 第115～120页, 前原市教育委
員会, 2000年。
48) (日)岡村秀典：≪福岡县平原遺跡出土镜の檢討≫, ≪季刊考古学≫ 第53号第44页, 1993年5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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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镜中, 一件四乳虺纹镜(17号镜)和一件云雷连弧纹镜(16号镜), 可以确认是从中国传
入的汉镜；32件博局四神镜和另一件云雷连弧纹镜(15号镜)究竟是从中国传入的汉镜
还是在当地制作的汉式镜, 尚有待于深入的研究；5件超大型八叶钮座连弧纹镜可以肯
定是当地制作的汉式镜。这里仅就这5件八叶钮座连弧纹镜展开讨论。
平原1号墓出土的5件超大型八叶钮座连弧纹镜(10～14号镜), 其形制大小、花纹结构
等基本相同(图5), 即：半球形圆钮, 八个柿蒂形叶纹构成钮座, 钮座外有一周凸线纹；
内区是一周由八个内向连弧纹组成的连弧纹带, 外区有九圈同心圆凸线纹；素面缘, 较
宽平；其尺寸大小(以11号镜为例), 镜面直径46.4厘米, 镜背直径45.8厘米, 镜缘宽4.
7～5厘米, 镜缘外缘厚0.68～0.85厘米、内缘厚0.59～0.66厘米, 镜钮直径约5厘米。综
合日本学者的研究和笔者本人的观察和思考可以认为：它们是东渡日本的汉朝工匠在
当地设计制作的, 采用的是金属范模、陶范或泥土范铸镜技术制作的。分析如下。

图5 日本福冈县平原1号墓出土八叶钮座连弧纹镜
1.10号镜 2.11号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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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一, 连弧纹镜是东汉时期流行的主要镜类之一, 平原村八叶钮座连弧纹镜具有东汉
云雷连弧纹镜的一般特征。东汉的云雷连弧纹镜的突出特征之一是外区饰有云雷连弧
纹带而故名之, 而外区装饰数周同心圆凸线纹的连弧纹镜尽管少见, 但也是有的, 如河
南辉县路固M32:1连弧纹镜49)、西安三合新村出土的连弧纹镜50)(图6)等即属此类；八
叶钮座虽然不见于连弧纹镜以及其他汉代镜类, 但四叶钮座是连弧纹镜最常见的钮座
样式51)。因此, 平原村八叶钮座连弧纹镜应当属于云雷连弧纹镜的一种简化形态。其
二, 与常见的东汉云雷连弧纹镜相比, 平原村八叶钮座连弧纹镜具有鲜明的自
身特点, 如镜钮直径虽然有5厘米, 但与镜体相比显得较小, 并且镜钮尖圆而不扁平；镜
钮周围的八叶装饰, 迄今未见于其他东汉连弧纹镜；钮座外环绕一周同心圆凸线纹, 与
常见的凸带纹明显不同；连弧纹带的内角无任何装饰, 无铭文, 镜缘内侧也没

图6 中国出土东汉连弧纹镜
1.辉县路固汉墓M32:1 2.西安三合村出土镜

49) 河南辉县路固汉墓发掘资料。
50) 陕西历史博物馆编：≪千秋金鉴——陕西历史博物馆藏铜镜集成≫ 第234页, 三秦出版社, 2012
年。
51) 陕西历史博物馆编：≪千秋金鉴——陕西历史博物馆藏铜镜集成≫ 第233～239页, 三秦出版社,
201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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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东汉连弧纹镜常见的栉齿纹带；镜缘扁平、缘面平直、缘边近乎垂直等,

与东汉连

弧纹镜的镜缘宽厚内斜、缘面略外弧、缘边明显内斜等也有所差异。其三,

东汉铜镜

直径一般不超过30厘米,

目前所见最大的铜镜是河北中山简王刘焉墓出土的一件云雷

连弧纹镜, 其直径为36厘米52)；平原村八叶钮座连弧纹镜的直径为46.5厘米, 而东汉一
尺的长度为23.3厘米左右53), 显然是按照汉尺的二尺设计的“二尺镜”。这显然是汉朝工
匠对东汉尺度掌握和应用的体现,

同时也是为了迎合当时的倭人视铜镜为“神器”或“威

信财”而特别喜好大型铜镜而专门设计的。其四, 日本出土的镜范和仿制的汉式镜及其
研究表明54), 弥生时代后期(大约公元1～3世纪)的倭地诸国, 铸造铜镜采用的是“石范铸
镜技术”, 即使制作汉镜的仿制品也是采用石范铸镜技术, 并且仿制的汉式镜大多是直
径10厘米以下的小型镜。而“陶范铸镜技术”是中国传统的铜镜铸造技术, 在秦汉、弥生
时代的东亚, 这种铸镜技术属于“高科技”。平原村八叶钮座连弧纹镜的“铸造技术, 不仅
比弥生的小型仿制镜而且比古坟时代的仿制三角缘神兽镜都高得多”55), 显然是采用陶
范或泥土范铸造的, 而当时的东亚只有汉朝的青铜工匠掌握陶范铸镜技术。其五, 汉代
陶范铜镜铸造技术的镜范制作技法有“刻制法”和“模制法”两种并且两种技法同时并
存56), 而平原村5件八叶钮座连弧纹镜上既发现有同模镜的铸痕, 也发现有同范镜的铸
痕, 因此可以说, 这5件铜镜总体上说无疑是同模镜, 但同时不能否认其中有同范镜的
可能。其铸造工艺可复原为：最初用刻制法制作出镜范,

然后铸镜；再以铸出的铜镜

作为范模, 用模制法翻制出若干件镜范, 再用这些镜范分别铸镜, 因此镜模是金属质,
而铸件属于同模镜；如果一件镜范连续两次以上铸镜, 则铸出了同范镜。
上述平原村八叶钮座连弧纹镜系东渡日本的汉朝工匠在当地设计制作的推论,

应当

说根据是充分的。那么, 这里进而需要讨论的是, 这些东渡日本的汉朝工匠是何地的工

52) 河北省文化局文物工作队：≪河北定县北庄汉墓发掘报告≫,
≪考古学报≫ 1964年第2期138
页。该墓的年代为公元90年前后。
53) 关于东汉一尺的长度, 过去考订为每尺23.5厘米(丘光明：≪中国历代度量衡考≫ 第54页, 科学
出版社, 1992年)。但据笔者最近的研究, 东汉一尺定为23.3厘米左右为宜(白云翔：≪汉代尺度
的考古发现及相关问题研究≫, 待刊)。
54) 白云翔：≪试论东亚古代铜镜铸造技术的两个传统≫, ≪考古≫ 2010年第2期63页。
55) (日)岡村秀典：≪福岡县平原遺跡出土镜の檢討≫, ≪季刊考古学≫ 第53号第47页, 1993年5
月。
56) 白云翔：≪临淄齐国故城汉代镜范及相关问题研究≫, ≪山东省临淄齐国故城汉代镜范的考古
学研究≫ 第121页, 科学出版社, 200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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匠、在什么样的背景下、何时东渡日本的等问题。为此,

需要首先确定这种八叶钮座

连弧纹镜的制作年代。尽管迄今在中国未见与之相同的八叶钮座连弧纹镜,

但就其祖

型的云雷连弧纹镜而言, 一般认为其年代是东汉时期57)；或认为出现于公元纪年前后,
其年代下限是在公元1世纪末或2世纪初, 至迟到公元2世纪中叶58)；或认为图案简化、
铸造不良的云雷连弧纹镜主要流行于东汉中晚期59)。如果着眼于八叶钮座连弧纹镜纹
饰构图简单等特点, 可以认为它是云雷连弧纹镜的一种简化形态, 从演变序列分析, 那
么它应当是出现年代较晚的云雷连弧纹镜类之一种。这样看来,

平原村八叶钮座连弧

纹镜的制作年代可以大致推定在公元2世纪中叶前后, 即约当东汉中期后段。东汉中期,
是汉代铜镜发生变化的一个重要时期, 各地出现了若干铸镜中心, 如洛阳、丹阳、广
汉、会稽、江夏等, 同时, 北方铜镜系统和南方铜镜系统开始形成, 而连弧纹镜类是北
方地区流行的主要镜类之一60)。如此看来, 东渡日本的汉朝铸镜工匠, 应当是北方地区
(黄河流域)的工匠, 具体说来, 可能是洛阳的工匠。其理由在于：据目前的考古发现看,
黄河流域东汉时期的连弧纹镜类在山东地区发现较少,

而在洛阳、西安一带有较多发

现, 如洛阳地区发现30余件, 占两汉铜镜的近10%左右61)；长安地区出土汉代铜镜中有
7件62), 陕西历史博物馆藏有15件63)。按照汉代铜镜分布与产地的关系, 各种类型的铜
镜主要以其产地为中心流通和分布, 也就是说, 某种铜镜的集中分布区也正是其产地的
所在地。据此可以推断,

黄河中下游地区是东汉时期连弧纹镜的主要产地。如果考虑

到东汉时期东方临淄的铸镜业已经衰弱,

而以长安为中心的关中地区是否存在铸镜业

尚无任何迹象, 那么可以进一步推断, 当时的首都洛阳一带可能是连弧纹镜的主要产地
所在。基于上述分析和认识, 可以推断东渡日本铸造八叶钮座连弧纹镜的工匠, 最有可
能是洛阳一带的铸镜工匠。
57) 孔祥星、刘一曼：≪中国古代铜镜≫ 第112～113页, 文物出版社, 1984年。
58) (日)立木修：≪中国镜の年代と性格·雲雷文带连弧文镜考≫, ≪季刊考古学≫ 第43号第38页,
1993年5月。
59) 程林泉、韩国河：≪长安汉镜≫ 第129页, 陕西人民出版社, 2002年。
60)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中国考古学·秦汉卷≫ 第664页,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0
年。
61) 韩国河：≪河南中小型漢墓出土銅鏡概論≫, ≪鏡範——漢式鏡の製作技術≫ 第294页, (日本)
八木書店, 2009年。
62) 程林泉、韩国河：≪长安汉镜≫ 第126～129页, 陕西人民出版社, 2002年。
63) 陕西历史博物馆编：≪千秋金鉴——陕西历史博物馆藏铜镜集成≫ 第233～241页, 三秦出版社,
201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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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洛阳铸镜工匠东渡的大致时间和动因,

可以结合当时的历史背景进行考察。首

先, 就汉代铜镜的生产经营方式来看, 尽管当时也有少量的官府手工业作坊铸造铜镜以
专门供给皇室, 但主要是私营手工业作坊生产经营, 尤其是东汉时期更是如此64)。因
此, 当时的铸镜工匠主要是私营作坊的工匠或个体工匠。其次, 文献记载和考古发现表
明, 汉王朝在对外交往的过程中有赐以食物、冠带衣服、布帛黄金等汉朝物产的传
统65), 但没有赠予工匠的做法, 即使是汉匈和亲之时也只是嫁女并赐予汉朝物产66)。汉
王朝与倭地诸国的交往过程中, 汉庭也只是“赐以印绶”67)；到了魏晋时期, 也仍然是赐
以印绶、赠予宝物而已68)。这样看来, 汉朝铸镜工匠东渡倭地, 并非官方行为, 与汉朝
政府与倭地诸国间的交往无关, 而是工匠们的个人行为。那么, 是什么样的动因导致汉
朝工匠跨海东渡的呢? 前已述及, 平原村连弧纹八叶镜的铸造年代, 大致是在公元2世
纪中叶的东汉中期后段。据记载, 东汉后期的汉桓帝(公元147～167年)、灵帝(公元168

～188年)时期, 由于长期的宦官集团的腐朽统治, 社会政治昏暗腐败, 贫富分化日益加
剧, 加之自然灾害频发69), 百姓大众民不聊生, 甚至多地出现“时人饥, 相渔食”的惨景,
64) A.祝慈寿：≪中国古代工业史≫ 第208页, 学林出版社, 1988年。
B.白云翔：≪汉代临淄铜镜制造业的考古学研究≫, ≪探古求原≫ 第218页, 科学出版社, 2007
年。
65) 白云翔：≪汉代：开启国门, 走向世界≫, ≪光明日报≫ 2012年6月18日 ≪光明讲坛≫版。
66) 参见 ≪汉书·匈奴传≫、≪后汉书·南匈奴列传≫ 等。
67) ≪后汉书·东夷列传≫：汉光武帝“建武中元二年(公元57年), 倭奴国奉贡朝贺, 使人自称大夫,
倭国之极南界也。光武赐以印绶”。
68) ≪三国志·魏书·乌桓鲜卑东夷传≫：魏明帝“景初三年(公元239年)六月, 倭女王遣大夫难升米
等诣郡, 求诣天子朝献, 其年十二月, 诏书报倭女王曰：‘今以汝为亲魏倭王, 假金印紫绶, 装封付
带方太守假授汝。又特赐汝绀地句纹锦三匹、细班华罽五张, 白绢五十匹、金八两、五尺刀二
口、铜镜百枚、真珠、铅丹各五十斤, 皆装封付难升米、牛利还到録受。悉可以示汝国中人, 使
知国家哀汝, 故郑重赐汝好物也’”。
69) 东汉桓、灵帝时期, 自然灾害频发。仅就汉桓帝年间的京师洛阳及其附近地区而言, 据 ≪后汉
书·桓帝纪≫ 记载：建和元年(公元147年), “二月, 荆、扬二州人多饿死, 夏四月庚寅, 京师地
震。郡国六地裂, 水涌井溢。九月丁卯, 京师地震。”建和二年(公元148年), “秋七月, 京师大
水”。建和三年(公元149年)八月“京师大水。九月己卯, 地震。庚寅, 地又震。郡国五山崩。十一
月甲申, 诏曰：‘今京师厮舍, 死者相枕, ’”。元嘉元年(公元151年), “春正月, 京师疾疫；二月, 京
师旱。任城、梁国饥, 民相食。十一月辛巳, 京师地震”。元嘉二年(公元152年), “丙辰, 京师地
震。冬十月乙亥, 京师地震”。永兴元年(公元153年)“秋七月, 郡国三十二蝗。河水溢。百姓饥穷,
流宂道路, 至有数十万户, 冀州尤甚”。永兴二年(公元154年), “二月癸卯, 京师地震。六月, 彭城
泗水增长逆流。诏司隶校尉、部刺史曰：‘蝗灾为害, 水变仍至, 五谷不登, 人无宿储。其令所伤
郡国种蕪菁以助人食’。京师蝗, 东海朐山崩”。永寿元年(公元155年), “二月, 司隶、冀州饥, 人

从韩国完州上林里到日本福冈平原村

453

社会生活动荡不安, 最终于公元184年引发了黄巾大起义70)。正是在这样的社会背景之
下, 铸镜工匠们远走他乡, 寻找生存之路, 其中一部分东渡大海到达了日本九州的北部
沿海一带。应当指出的是, 此前汉朝与日本倭地诸国之间已经多有往来, 如公元前57年
的汉光武帝建武中元二年的“倭奴国奉贡朝贺”71)、公元前107年的汉安帝永初元年“倭
国遣使奉献”72)等, 汉朝居民尤其是京师洛阳的居民已具有“大海之中有倭人”的认识, 成
为铸镜工匠东渡的一个重要条件。铸镜工匠的东渡, 大致发生在公元2世纪中叶的汉桓
帝或者汉灵帝年间。
至于汉朝工匠东渡日本的路线, 可能有两条。一条是“山东半岛陆路→渤海/黄海水路

→朝鲜海峡水路”, 即：先走陆路从洛阳到山东半岛, 再从山东半岛北端的蓬莱一带入
海, 沿庙岛列岛北上, 穿越渤海海峡, 到达辽东半岛南端；然后沿黄海北岸的近海北上
东进, 到达黄海的西朝鲜湾；然后由此沿近海一直南下, 经由江华湾、群山湾, 绕过朝
鲜半岛西南端的近海,

穿过济州海峡向东；再由朝鲜半岛东南端的巨济岛和釜山一带

的近海转而南下, 先后横穿朝鲜海峡和对马海峡, 再经由壹岐岛, 最终到达九州北部的
福冈一带沿海地区73)。这条路线中的前半段,
岸的海上路线的可能性,

即从山东半岛北端出发至朝鲜半岛西海

前已论述；而由朝鲜半岛西北部近海至日本九州北部沿海一

带的海上路线, 作为汉末魏晋时期由带方郡74)前往日本列岛倭地诸国的主要交通线路,
历史文献有明确记载,

即≪三国志·魏书·乌丸鲜卑东夷传≫倭人条所载：“从(带方)

郡至倭, 循海岸水行, 历韩国, 乍南乍东, 到其北岸狗邪韩国, 七千余里, 始渡一海, 千

70)
71)
72)

73)
74)

相食。六月, 洛水溢, 坏鸿德苑。南阳大水”。永寿二年(公元前156年), “十二月, 京师地震”。永
寿三年(公元157年), “六月, 京师蝗。秋七月, 河东地震”。永寿四年(公元158年), “夏五月, 京师
蝗”。延熹五年(公元162年), “五月乙亥, 京师地震”。延熹八年(公元165年), “九月丁未, 京师地
震”。延熹九年(公元166年), “三月癸巳, 京师有火光转行, 人相驚譟。司隶、豫州饥死者什四
五”。延熹十年、永康元年(公元167年), “五月丙申, 京师及上党地裂。秋八月, 六州大水, 渤海海
溢”。引自≪后汉书≫卷七≪桓帝纪≫, 中华书局, 1965年, 第287～320页。
林剑鸣、赵宏：≪秦汉简史≫ 第366～370页, 福建人民出版社, 1995年。
≪后汉书≫ 卷八十五 ≪东夷列传≫：汉光武帝“建武中元二年(公元57年), 倭奴国奉贡朝贺, 使
人自称大夫, 倭国之极南界也。光武赐以印绶”。中华书局, 1965年, 第2821页。
≪后汉书≫ 卷五 ≪安帝纪≫：永初元年(公元前107年), “冬十月, 倭国遣使奉献”。中华书局,
1965年, 第208页。又, ≪后汉书≫ 卷八十五 ≪东夷列传≫：“安帝永初元年(公元107年), 倭国王
帅升等献生口百六十人, 愿请见”。中华书局, 1965年, 第2821页。
从今韩国釜山至日本北九州的海上航线, 其航程约120海里左右。
东汉献帝建安十八年(公元213年)前后, 析乐浪郡南部七县置带方郡。参见李晓杰：≪东汉政区
地理≫ 第122页, 山东教育出版社, 1999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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余里至对马国”75)。另一条是“辽东半岛陆路→黄海水路→朝鲜海峡水路”,

即：先走陆

路经辽东半岛到达朝鲜半岛西北部的乐浪郡一带, 由黄海的西朝鲜湾入海, 然后沿朝鲜
半岛西部和南部近海一直向南、向东再转而向南的海路到达日本九州北部的福冈一带
沿海地区。对此, 前已述及。至于自洛阳穿越辽东至乐浪郡的路线, 有可能是洛阳—广
阳郡—辽西郡某县—辽西郡且虑县—辽东郡武次县—乐浪郡的路线76)。
东渡日本九州倭地的东汉洛阳工匠们, 带去了先进的铸镜技术, 自觉不自觉地成为古
代中日交流的使者和铸镜工匠东渡的先驱。令人深思的是,

中国发现的东汉魏晋时期

的铜镜中, 从未见到“师出洛阳”的铭文, 但日本出土的三国时期东渡日本的吴国工匠在
当地铸造的三角缘神兽镜上, 却多次出现有“师出洛阳”的铭文77)。这是否与东汉时期东
渡日本的洛阳铸镜工匠在倭地诸国的影响有关, 是值得进一步探究的一个问题。

四、结束语
以上, 就韩国完州郡上林里发现的铜剑及其相关问题进行了分析, 进而论证了它们是
公元前4世纪末叶的战国中期东渡朝鲜半岛的吴越地区铸剑工匠在当地采用陶范铸剑
技术制作的以及铸剑工匠东渡的海上之路；同时, 就日本福冈平原1号墓出土的八叶钮
座连弧纹镜及其相关问题进行考察, 进而论证了它们是公元2世纪中叶前后的东汉中期
后半东渡日本九州的洛阳地区铸镜工匠采用陶范铸镜技术在当地制作的,

以及铸镜工

匠东渡的海上之路。
尽管这样的认识还有待于更多的证据使之实证化和具象化,
在方法上还是材料上都应当是成立的。同时,
到若干启示：古代东亚各地之间的交流,

通过上述考察及其认识还可以使我们得

是在当时整个东亚尤其是中国大陆社会历史

发展和变动的大背景下发生的；在各地交往和文化交流过程中,
了根本性的作用；青铜工匠的东渡,

但上述分析和推论无论

人的远距离移动发挥

在古代东亚青铜技术和文化的交流和传播中发挥

了直接的作用；在中国大陆与朝鲜半岛和日本列岛的交流中, “黄海—渤海—黄海”的海

75) ≪三国志≫ 卷三十 ≪魏书·乌丸鲜卑东夷传≫ 倭人条。中华书局, 1959年, 第854页。
76) (日)高倉洋彰：≪遣漢使節の道≫, ≪九州と東アジアの考古学≫ 第196页, 2008年。
77) 王仲殊：≪关于日本三角缘神兽镜的问题≫, ≪考古≫ 1981年第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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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之路, 是最主要的交通路线。当然, 朝鲜半岛和日本列岛发现的与中国大陆有关的文
物更多的是在中国大陆制作并传播过去的, 但它们的东传同样是以人的移动为媒介
的。无论如何, 通过考古发现探究古代东亚各地之间人群的移动和交流, 值得更加关
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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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복골연구의 현상에 대해서
- 금후 한일 복골의 비교연구를 전제로 -

1)미야자키

타이지(宮崎泰史) 著*
2)최경규

譯**

요 약
고대 중국, 한국, 일본에서는 뼈와 거북의 껍질(甲)에 소작(燒灼)을 가해, 발생한
균열의 변화를 보고 神意나 吉凶을 점치는 풍습이 공통되게 보이는데,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고고유물로 點狀으로 소작을 시도한 복골(卜骨)ㆍ복갑(卜甲)
이 있다.
한국에서 최근 들어 저습지의 조사 예가 증가해, 삼한시대부터 삼국시대(일본의
야요이시대~고분시대)의 자료가 보고되고 있으며, 재단법인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에서도 늑도유적, 고촌리생산유적의 조사에서 사슴, 멧돼지의 견갑골을 사용한 복
골이 출토되어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한편, 일본에서는 1976년에 神澤勇一씨에 의해 소재(素材)의 정형(整形)수법과 소
작수법의 특징에 따라 5형식으로 분류하여, 이후 복골연구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
러나 당시는 유례가 적었고, 동일본의 자료를 중심으로 야요이시대 중기 후반 이후
의 자료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형식분류 방법의 모순된 점도 지적되었다. 198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대규모 개발에 공반하여 저습지의 조사예가 급증하였고, 특히 서
일본에서 출토 예가 증가하여 시대와 지역에 따라 소작수법, 사용된 동물의 종류,
사용부위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금회, 야요이시대 전기부터 고분시대 전기에 걸친 시기의 복골의 집성을 시도하
* 일본 오사카부 교육위원회 문화재보호과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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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남쪽은 佐賀縣, 북쪽은 新灣縣에 이르는 43개 유적, 459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자료의 출토지점 및 출토상황으로부터 점치는 내용까지 유추할 수 있는 사례도 보
고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 가운데, 출토예가 많은 견갑골을 중심으로 소작부위, 소작수법, 그리
고 지역성을 고려하여, Ⅰ~Ⅶ type으로 분류했다. 이 7type이 時系列的으로 변천해
가는 것은 공반된 토기를 통해 밝힐 수 있었다.
금후, 한국의 복골과 비교검토를 진행하는데 있어, 한국과 일본의 지역간 골복법
(骨卜法)의 교류도 생각하여, 지역성을 고려한 분류안을 작성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 복골, 야요이시대~고분시대 전기, 견갑골, 동물의 종류, 소작부위,
소작수법, 지역성

Ⅰ. 서론
고대 중국, 한국, 일본에는 뼈와 거북의 등껍질에 소작을 가해서 발생한 균열의
변화를 보고 길흉을 점치는 풍습이 전국적으로 유행하였다.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고고유물이 점상으로 소작을 시도한 복골(卜骨)ㆍ복갑(卜甲)이다.
일본에서는 복골ㆍ복갑에 대해 1976년에 神澤勇一씨가 소재의 정형수법과 소작
수법의 특징에 따라 5형식으로 분류하여, 이후 복골연구에 크게 공헌하였다.(神澤
1976, 1983, 1990) 그러나 당시는 유례가 적었고, 동일본 자료를 중심으로 야요이
시대 중기 후반 이후의 자료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형식의 분류에 있어 모순된 점이
지적되었다. (木村 1979)
금회, 야요이시대 전기에서 고분시대 전기에 걸친 복골의 집성을 행하고, 복골 가
운데에서도 출토예가 많은 견갑골을 선택해, 소작부위, 소작수법, 그리고 지역성을
고려하여 Ⅰ~Ⅶ type분류를 시도하였고, 시대ㆍ지역에 따라 소작수법, 사용하는 동
물의 종류, 사용부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7type은 時系列的으로 변천해 가
는 것을 공반된 토기를 통해 밝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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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복골․복갑의 연구약사
1. 복골연구의 요람기
일본에서 1949년(昭和24년)까지는 奈良時代 이전의 복점풍습에 대해서는 문헌
이나 고기록에 보이는 記事, 神社神事로서 계승된 소수 예에 기초한 추론에 머물렀
다. 고고학적으로 복골이 발견된 것은 赤星直忠씨에 의해 1949~1951년에 걸쳐 실
시된 神奈川縣 三浦半島에 점재하는 동굴유적의 조사에서였다.(赤星 1953) 그 후,
각지에서 유례가 증가하였지만, 자료의 전체적인 비교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神澤勇一씨는 1971~1973년에 걸쳐 실시된 問口동굴유적의 조사를 계기로, 각지
에서 발견된 자료의 비교검토를 행하였는데, 그 결과, 형상, 소작수법, 소재가 시대
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神澤 1973~1975) 그리고 1976년에는 일본 각
지에서 출토된 복골을 집성하고, 그에 기초해서 형식분류를 시도하였다. 출토 예는
17유적 65예로 그 가운데 복골이 62예, 복갑이 3예로, 야요이시대에 한정한다면, 12
유적 48예이다. 형식에 대해서는 중국대륙 복골의 발전단계와 대비시켜, 소재의 정
형수법과 소작수법의 특징에 따라 제Ⅰ~Ⅴ형식으로 대별했다.(神澤 1976)
제Ⅰ형식
整形을 전혀 시도하지 않고, 소재의 한쪽 면에 점상으로 소작을 가한 것.
제Ⅱ형식
소재 표면의 일부를 예리한 날이 있는 도구로 약간 자르고, 그 부분에 점상의 소
작을 가한 것. 소작은 뼈의 양면, 때로는 측면까지 함. 뼈의 비교적 두꺼운 부분에
가하는 경향이 강함.
제Ⅲ형식
소재의 한쪽 면을 크게 잘라내고 평면이 부정원형을 띠는 조잡한 鑽(홈)을 파서,
鑽 내측에 소작을 가한 것. 모두 사슴의 견갑골을 소재로 하고, 고분시대 전기에 행
함. 肩胛頸, 關節窩(관절의 움푹한 부분) 이하를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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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형식
整形된 소재의 한쪽 면에 평면 원형, 단면 반원형의 整美한 鑽을 뚫고, 鑽 내측에
소작을 가한 것.
제Ⅴ형식
소재를 대부분 절삭하여 整形하고, 한쪽 면에 평면 장방형의 鑽을 만들어, 그 내
면에 소작을 가한 것.
대략 형식은 Ⅱ→Ⅳ→ⅢㆍⅠ→Ⅴ로 변천하는데, 대략 대륙과 동일한 변천을 이루
는 것으로 추정하여 그 편년적 위치를 정하였다.
1977년에는 壱岐의 唐神유적에서 멧돼지와 사슴의 견갑골을 사용한 복골이 출토
되었는데 구주지방에서의 최초자료였다. 조사를 담당한 木村畿太朗씨의 唐神유적
보고에서 原の辻유적에서도 이전의 조사에서 멧돼지와 사슴의 견갑골을 사용한 복
골이 출토되었던 것을 소개하였다.(木村 1979) 또한 唐神유적의 복골은 神澤씨의 분
류 제Ⅰ형식, 原の辻유적은 제Ⅱ형식 혹은 제Ⅲ형식에 가깝지만, 모두 그렇지 않다
고 하면서 神澤씨의 형식분류의 모순점을 제기하였다. 더욱이 중국대륙의 신석기시
대부터 殷ㆍ商代무렵까지의 점복풍습과 대비하여 唐神유적, 原の辻유적의 복골의
위치를 검토하여 중국 北邊部의 형태와 유사성이 인정되어, 壱岐의 복골은 중국 北
邊部에서 한반도를 경유하여 전파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2. 복골연구의 발전기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규모 개발에 동반하여 각지에서 복골이 출토되었다.
1982년에는 近畿지방에서 처음으로 야요이시대의 복골이 大阪府 龜井유적, 森ノ宮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神澤勇一씨는 1987ㆍ1989년에 기존 형식분류의 수정안(도면 1)을 제시하였다.(神
澤 1987ㆍ1990) (가필한 주요부분을 이하 ｢ ｣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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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형식
整形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약간의 마연만으로 수골의 한쪽 면, 특히 얇은 부분
을 선정하여 편원형으로 태운 것. 예외적으로 작은 동물인 토끼?의 견갑골을 사용
한 복골도 1예가 있음｣, ｢견갑골 중 가장
얇은 棘下窩의 한쪽 면을 점상으로｣ 소재
의 한쪽 면에 소작을 가한 것.
제Ⅱ형식
소재의 표면 ｢약간 마연한｣ 일부를 예
리한 날이 있는 도구로 극히 일부를 잘라
내고, 그 부분에 점상의 소작을 가한 것.

｢태운 면에 발생한 균열의 형태로 길흉을
점치고｣, ｢소작과 占斷을 동일면으로 한
다｣. 소작을 가한 면을 灼面, 균열을 보고
占斷하는 면을 卜面. ｢灼面卜面一致型｣.
소작은 뼈의 양면, 때로는 측면에까지.
뼈의 비교적 두꺼운 곳에 실시하는 경향
이 강함. ｢야요이시대의 복골에 한정된
다｣.
제Ⅲ형식
소재의 한쪽 면을 크게 ｢도려내듯이｣

도면 1. 소작형식 모식도(神澤 1990)

자르고, ｢도자상의 날이 있는 도구의 선
단으로｣ 평면이 부정원형을 띠는 조잡한 鑽을 내어서, ｢반대면은 마연 외에 얇게 자
른 경우도 보이는｣ 鑽의 내측에 소작을 가한 것. 鑽의 내측을 들쭉날쭉한 채로 태운
것이 특징. 모두 사슴의 견갑골을 소재로 하고, 고분시대 전기에 해당. ｢灼面卜面分
離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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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형식
整形된 소재의 한쪽 면에 ｢骨面을 마연하거나 성글게 잘라낸 면을 약간 조정한
후｣, 평면이 ｢직경 5mm 전후｣, 단면이 반원형을 띠는 整美한 鑽을 내어, 鑽의 내측
에 소작을 가한 것. ｢古浦砂丘유적의 예는 고분시대에 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한다｣.
제Ⅴ형식
소재를 대부분 절삭하여 整形하고, 한쪽 면에 평면이 장방형을 띠는 鑽을 내어,
그 내면에 소작을 가한 것. ｢鑽의 모양은 시기가 내려올수록 橫長이 된다｣. ｢제Ⅴ형
식은 고분시대 후기, 복갑과 동일시기에 출현하는 점이 주목된다｣.
여기서 제Ⅱ형식을 ｢灼面卜面一致型｣, 고분시대 전기의 제Ⅲ형식을 ｢灼面卜面分
離型｣으로 하였다. 또한 제Ⅰ~Ⅴ형식의 출현순서, 신구관계를 Ⅱ→ⅢㆍⅠ→Ⅳ→Ⅴ
로 하고, 각 형식은 각각 개성이 강하고, 중간적인 형태를 띠는 것이 없고,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등, 새로운 수법이 차례로 전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神澤씨가 말하는 ｢灼面卜面分離型｣은 唐神유적에서는 야요이시대 후기전
반(木村 1979), 大阪府 龜井유적에서는 야요이시대 중기후반(宮崎 1983), 奈良縣 唐
古ㆍ鍵유적에서는 중기중경(藤田 1986)에 보이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1999년에는 神澤씨의 형식분류의 재검토와 서일본 지방에서의 복골의 출토예가
증가하여, 골복법의 변천과 야요이시대의 복골집성을 시도하여 32유적 150예를 확
인하였다.(宮崎 1999) 그 중에서 동물뼈의 사용부위 및 소작을 가한 위치에 따라 골
복법은 크게 4개로 구분할 수 있었다. 소작을 가한 면을 灼面, 균열을 판정하는 면
을 卜面이라 하고, ①멧돼지 撓骨, 사슴 中足骨 등의 肢骨을 사용하는 것으로 소작
과 복면이 동일, ②肩胛骨을 사용하는 것으로 소작은 뼈의 두꺼운 부분으로 행함.
側緣에 시도한 경우도 있음, ③肩胛骨을 사용한다. 내측면의 뼈의 얇은 부분에 소작
을 시도하고, 背面에 소작흔이 보여, 작면과 복면은 다르다, ④肩胛骨을 사용한다.
소작흔이 나타나기 쉽게 뼈를 자르고, 소작은 내ㆍ외측면에 시도, 작면과 복면은 다
르다. 이러한 특징은 시기적으로 ①→②→③→④로 변화하고, 야요이시대 전기에는
肩胛骨은 사용하지 않고, 肢骨을 사용하며, 중기전반이 되면서 처음으로 肩胛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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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데, 당초는 뼈의 두꺼운 부분에 소작을 시도하였지만, 중기중경에는 뼈의
얇은 부분도 사용하게 된다는 변천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사용하는
견갑골의 동물종에 차이가 보이며, 近畿 이서에서는 멧돼지와 사슴의 비율은 58:42
이고, 東海 이서에서는 16:84로, 서일본과 동일본에서 복골에 사용된 견갑골의 동물
종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1998년에는 같은 해 조사가 개시된 鳥取縣 靑谷上寺地유적에서 지금까지의 출토
예를 넘는 250점의 복골이 출토되었다. 시기는 야요이시대 중기전반에서 고분시대
초경까지의 장기간에 걸쳐 있다. 견갑골은 239점으로 내역은 멧돼지 125점, 사슴 11
점, 영양 1점, 오소리 1점, 강치 1점(肩胛棘을 뿌리부터 제거하지만, 소작은 확인되
지 않음)이다. 최성기는 야요이시대 중기중엽~고분시대 전기초두로, 야요이시대 중
기중엽~후엽에는 멧돼지가 사슴의 2.6배가 되고, 종래부터 지적 되어온 바와 같이
동해지방을 경계로 서일본지역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야요이시대
중기전반에서 고분시대 초두에 걸쳐서 골복의 변천추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
라 할 수 있다.(北浦 2000, 湯村 2000, 鳥取縣埋藏文化財센터 2010)

Ⅲ. 복골․복갑에 사용된 동물과 부위
1. 사용된 동물
사슴, 멧돼지, 오소리, 원숭이, 토끼(?), 돌고래, 바다거북, 소, 말이다. 야요이시대
에는 사슴, 멧돼지가 대부분을 점하고, 돌고래는 2예, 영양, 오소리, 원숭이는 각 1
예로 극히 적다. 바다거북, 소, 말은 고분시대 후기이후에 출현한다.

2. 사용된 부위
사슴의 肩胛骨ㆍ中足骨ㆍ寬骨ㆍ肋骨, 멧돼지의 肩胛骨ㆍ撓骨ㆍ寬骨ㆍ肋骨ㆍ下顎
骨, 사슴 또는 멧돼지의 肢骨, 영양의 肩胛骨, 오소리의 肩胛骨, 원숭이의 肩胛骨,
토끼?의 肩胛骨, 돌고래의 椎骨ㆍ肋骨, 바다거북의 腹甲, 소 또는 말의 肩胛骨ㆍ肋
骨이다. 야요이시대에는 대체로 사슴ㆍ멧돼지의 肩胛骨을 이용하였는데, 모든 복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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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슴ㆍ멧돼지의 肩胛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지역성이 있으며, 일본
의 중앙에 위치하는 愛知縣을 경계로 서일본은 멧돼지, 동일본은 사슴이 우위를 점
한다.

3. 야요이시대～고분시대 전기의 복골 출토예
야요이시대부터 고분시대 전기까지의 복골에 대해서 보고하기로 한다. 현재 43
유적 472점이 출토되었다.(표 1, 도면 2) 내역은 九州지방(長崎縣, 福岡縣, 佐賀
縣)에서는 4유적 32점, 中國지방(島根縣, 鳥取縣, 岡山縣)에서는 7유적 263점, 四國
지방(愛媛縣)에서는 1유적 1점, 近畿지방(大阪府, 奈良縣)에서는 6유적 57점, 東海지
방(愛知縣, 三重縣, 靜岡縣)에서는 7유적 29점, 關東지방(千葉縣, 東京都, 神奈川縣)
에서는 12유적 79점, 中部지방(長野縣)에서는 2유적 4점, 北陸지방(新灣縣, 石川縣)
에서는 4유적 7점이다.
출토예의 약 85%가 사슴, 멧돼지의 肩胛骨을 사용하고 있다.(표 2) 사용된 동물에
지역성이 보이고, 원숭이(千葉縣 코우모리穴동굴), 돌고래( 神奈川縣 大浦山동굴, 海
外동굴)는 關東지방, 토끼(新灣縣 浜端동굴), 오소리, 영양은 中國지방(靑谷上寺地유
적)에서만 확인된다. 또한, 사용부위도 肋骨(神奈川縣, 千葉縣), 椎骨(神奈川縣)은 關

東지방, 下顎骨은 中國지방(靑谷上寺地유적)에서만 확인되었다.(표 3)
일본에서 복골의 출현시기는 야요이시대 전기로, 島根縣 古浦유적, 奈良縣 唐古

ㆍ鍵유적에서 출토되었다. 古浦유적에서 사슴 中足骨 1점, 奈良縣 唐古ㆍ鍵유적에
서는 멧돼지 撓骨 1점, 사슴 또는 멧돼지 肢骨 1점이 출토되었다. 견갑골을 사용하
게 된 것은 야요이시대 중기전반으로 奈良縣 唐古ㆍ鍵유적, 大阪府 龜井유적, 鬼虎
川유적, 鳥取縣 靑谷上寺地유적에서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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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복골출토유적(야요이시대 전기~고분시대 전기)
일부, 고분시대 중기이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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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복골출토 지명표(야요이시대~고분시대 전기)
유적명
唐神

소재지

유구

층위

古浦

점수 좌

7T-1

후기중경

사슴

肩胛骨

1

6T-3

후기전반

사슴

肩胛骨

1

포함층

7T-6

후기전반

멧돼지

肩胛骨

1

포함층

7T-5

후기전반

멧돼지

肩胛骨

1

후기전반

사슴

肩胛骨

1

후기전반?

환호

牟田寄

부위

포함층

1
1
1

사슴

肩胛骨

1

멧돼지

肩胛骨

1

C구2층2면

멧돼지

肩胛骨

1

1
1

멧돼지

肩胛骨

1

長崎縣芦辺町 주거지

중기후반

멧돼지

肩胛骨

2

포함층

후기전반

사슴

肩胛骨

4

포함층

후기전반

사슴

肩胛骨

3

포함층

후기전반

1

肩胛骨

2

2

肩胛骨

1

1

不明

3

佐賀縣佐賀市 유구

후기후～고분전 사슴

肩胛骨

2

유구

후기후～고분전 사슴

肩胛骨

2

유구

후기후～고분전 멧돼지

肩胛骨

2

유구

후기후～고분전 멧돼지

肩胛骨

2

사슴

中足骨

1

후기～고분시대
사슴
전기

肩胛骨

1

西川津

島根縣松江市

青谷上寺地

鳥取縣青谷町

백색층 모래 전기?

멧돼지

肩胛骨 125
下顎

5

肩胛骨

111

肩胛骨

1

오소리

肩胛骨

1

강치

肩胛骨

멧돼지
중기전반～고분 사슴
시대전반
영양

불명

2

2

3
1

3

멧돼지

島根縣鹿島町 포함층

1

4

종말～고분시대 멧돼지
초두
불명

福岡縣柳川市 우물?

좌우
문헌
불명
1
1、2

우

1

C구2층3면

채집

西蒲池池淵

종별

長崎縣勝本町 포함층

포함층

原の辻

시기

3
2

4

2
2
2
1

6

1
53 72
2

3

54 57
1
1

1

1

6

6

고분시대초두

사슴

肩胛骨

1

足守川加茂Ｂ 岡山縣岡山市 토갱35

후기전반

멧돼지

肩胛骨

1

사슴

肩胛骨

5

후기중경

멧돼지

肩胛骨

1

1

肩胛骨

1

1

肩胛骨

1

1
2

津島江道

岡山縣岡山市 주거지

南方

岡山縣岡山市

사슴
야요이말～고분
사슴
시대초두
중기중
사슴

宮前川北斎院 愛媛縣松山市
鬼虎川遺跡

大阪府東大阪市 포함층
포함층
포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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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층

肩胛骨

2

후기～고분시대
사슴
전기

肩胛骨

1

중기전반～후반 멧돼지

肩胛骨

1

중기전반～후반 멧돼지

肩胛骨

1

중기전반～후반 사슴

肩胛骨

1

7～9,10

3

足守川加茂Ａ 岡山縣岡山市 패층
패총１

5

1

11
1

5

12

1

13

1

14

1
1

亀井

大阪府八尾市 SD03

하층

중기후반

멧돼지

肩胛骨

1

1

15

SD19

Ⅱ층

중기전～중

멧돼지

肩胛骨

1

1

16

Ⅰ층

중기전～중

사슴

肩胛骨

1

1

중기중～후반

멧돼지

肩胛骨

1

1

중기중～후반

사슴

肩胛骨

1

1

SK3060
구
포함층
森ノ宮
坪井

21～23층

大阪府大阪市 패총
SK2066
奈良縣橿原市 (토갱
66)
토갱6南

四分

奈良縣橿原市 SD8814

중기

멧돼지

肩胛骨

1

1

중기

사슴

肩胛骨

1

1

중기중경

멧돼지

肩胛骨

1

1

중기중경

사슴

肩胛骨

1

1

?

멧돼지

肩胛骨

1

1

중기

사슴

肩胛骨

1

1

SE8818

중기후엽

멧돼지

肩胛骨

1

1

?

?

?

?

1

17

18
19

20

1

[표 1-2] 복골출토 지명표(야요이시대~고분시대 전기)
유적명

소재지

유구

층위

시기

唐古․鍵 奈良縣田原本町 SD06E

종별

부위 점수 좌

사슴

肩胛骨

1

하층

중기중경

멧돼지

肩胛骨

1

20次 SX101

VI층

중기중경

멧돼지

肩胛骨

3

1

V층

중기중경

사슴

肩胛骨

1

1

멧돼지

肩胛骨

2

2

肩胛骨

2

1

SD201

중기중경

멧돼지

V층

전기

사슴 또는 멧돼지 肢骨

좌우
문헌
불명

1

SD204

IV층

우

21
1

22

2

24

1

1

1

SK107

IV층

중기중경

멧돼지

肩胛骨

1

SK209

제1층

전기

멧돼지

橈骨

1

SD103

중층

중기전반

멧돼지

肩胛骨

1

1

SK113 井戸

상층

중기중경

1

1

24

1

23
25

사슴

肩胛骨

1

SD202

중기반전～
사슴
중경

肩胛骨

1

1

26

SK2116 井戸 4층

중기

멧돼지

肩胛骨

1

1

27

6층

중기

멧돼지

肩胛骨

1

1

SK2130 井戸 7층

중기

사슴

肩胛骨

1

1

SK2130 井戸 10층

중기

사슴

肩胛骨

1

1

SK104 井戸

중층

후기초

？

肩胛骨

4

4

하층

후기초

？

肩胛骨

1

1

중층

중기

？

？

1

1

S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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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1102

하층

중기중경

？

？

1

1

SK3135

하층

중기중경

？

？

1

1

SD151A

제7(下)층

중기반전～
멧돼지
중경

肩胛骨

1

65次
SK134 井戸

제7층

후기초

멧돼지

肩胛骨

1

1

제5(下)층 후기초

사슴

肩胛骨

2

2

제4층

후기초

사슴

肩胛骨

1

1

제5층

후기초

사슴

肩胛骨

1

1

肩胛骨

1

1

肩胛骨

1

65次
SK115 井戸

65次SD202E 제6층
65次 灰色粘土 최하층

朝日

愛知縣清洲町

桜小学校 愛知縣

중기반전～
사슴
중경
중기반전～
멧돼지
중경

30

1

1

사슴

肩胛骨

1

84次 SK202

중기전반

멧돼지

肩胛骨

1

1

93次 SK2120 제11층

중기중경

멧돼지

肩胛骨

1

1

98次 SD101c 제13층

중기반전～
사슴
중경

肩胛骨

1

?

?

?

肩胛骨

SD363

중기중

멧돼지

肩胛骨

1

SD180

중기중

멧돼지

肩胛骨

1

사슴

肩胛骨

1

1

포함층

중기중～후 사슴

肩胛骨

1

1

포함층

중기후

사슴

肩胛骨

1

1

포함층

？

사슴

肩胛骨

1

1

포함층

중기전～중 사슴

肩胛骨

1

1

구

중기후～
후기

사슴

肩胛骨

1

패층

31、32

32

79次 SD101B 제7(下)층 중기중경

?

29

1

1
1
1

33、34

1

35

1

白浜

三重縣鳥羽市

포함층

후기

사슴

肩胛骨

1

1

登呂

静岡縣静岡市

포함층

후기

사슴

肩胛骨

5

3

2

37

石川

静岡縣清水市

수전

후기

사슴

肩胛骨

6

2

4

38、39

수전

후기

멧돼지

肩胛骨

1

白岩

静岡縣菊川町

수전

후기

사슴

?

1

長崎

静岡縣清水市

후기

사슴

肩胛骨

1

1

수전형성전

후기

멧돼지

肩胛骨

1

1

SＲ601

후기

멧돼지

肩胛骨

1

SＲ622

후기

사슴

肩胛骨

2

수전

후기

사슴

肩胛骨

1

1

SD627

후기

멧돼지

肩胛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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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
1
40

1
1

1

生仁

長野縣更埴市

주거적

후기

사슴

肩胛骨

3

1

四ツ屋

長野縣長野市

주거적

후기

사슴

肩胛骨

1

1

43

千種

新潟縣金井町

패총

고분시대 전기 사슴

肩胛骨

1

1

44

2

41、42

[표 1-3] 복골출토 지명표(야요이시대~고분시대 전기)
유적명
浜端洞窟

소재지

유구

층위

新潟縣相川町

고분시대전기

畝田遺跡

石川縣金沢市 SD05

八日市地方

石川縣小松市

菊間

千葉縣市原市 방형주구묘 패층
수혈주거

城ノ腰

千葉縣千葉市 토갱

こうもり
穴洞穴

千葉縣勝浦市

弥生二丁目

시기

중층

패층

6층(제1패
층)

점수 좌

사슴

肩胛骨

2

사슴?

肩胛骨

1

토끼?
(소동물)

肩胛骨

1

1
1

1

우

肩胛骨

1

사슴

肩胛骨

1

중기후엽

사슴

肩胛骨

2

2

중기후엽

사슴

肩胛骨

1

2

중기후엽

사슴

肩胛骨

1

1

후기후엽～고분
사슴
시대전기초두

肩胛骨

6

2

3

멧돼지

肩胛骨

7

6

1

멧돼지

寛骨

1

1

사슴

寛骨

2

1

불명

肩胛骨

1

사슴

肋骨

2

불명

肋骨

3

肩胛骨

1

불명

불명

肋骨

1

불명

사슴

肩胛骨

1

39
1

사슴

원숭이

좌우
문헌
불명

1

중기

불명

45
1
39

39
1

1
2
3
1
1
1

?

멧돼지

肩胛骨

1

교란층

?

사슴

肩胛骨

1

후기중엽

사슴

寛骨

1

사슴

長管骨

1

사슴

肩胛骨

6

2

멧돼지

肩胛骨

1

1

고분시대 전기 멧돼지

肩胛骨

1

사슴?

寛骨

1

1

사슴?

肩胛骨

1

1

돌고래

脊椎

1

1

사슴?

肩胛骨

1

1

東京都文京区 Ｂ구

패층

神奈川縣逗子市 구하도

중기후반

매몰곡
神奈川縣三浦市 동굴

동굴

패층

패층

중기

후기

46

1

교란층

북반부

大浦山洞窟

부위

고분시대초두

(向ヶ岡貝塚)
池子

종별

1
1
1

47
1
4

48、49

1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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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肩胛骨

1

사슴․돼지

肋骨

3

3

멧돼지

間口洞窟

1

神奈川縣三浦市 동굴

하층하부 후기

사슴

肋骨

6

6

51、52

동굴

하층하부 후기

사슴?

肩胛骨

3

3

53、54

분묘

복토하부 후기

사슴

肩胛骨

1

포함층

８층패층 후기

사슴

肋骨

1

1

포함층

10층패층 중기후엽

사슴․돼지

肋骨

2

2

포함층

10층패층 중기후엽

사슴

肩胛骨

1

포함층

10층패층 중기후엽

사슴

肩胛骨

3

포함층

10층패층 중기후엽

?

寛骨?

1

1

毘沙門Ｂ洞窟 神奈川縣三浦市 포함층

하층패층 후기

사슴?

肩胛骨

1

1

포함층

하층패층 후기

사슴

肋骨

1

1

毘沙門Ｃ洞窟 神奈川縣三浦市 포함층

하층패층 후기전엽

사슴

肩胛骨

1

1

포함층

하층패층 후기전엽

멧돼지

肩胛骨

1

1

포함층

하층패층 후기전엽

사슴?

肩胛骨

1

神奈川縣三浦市 포함층

패층

후기전엽

사슴

肩胛骨

2

포함층

패층

후기전엽

사슴

肋骨

2

2

포함층

패층

후기전엽

멧돼지?

肩胛骨

1

1

포함층

패층

후기전엽

돌고래

肋骨

1

1

雨崎洞窟

神奈川縣三浦市 포함층

패층

후기전엽

사슴?

肩胛骨

4

4

포함층

패층

중기?

멧돼지

肩胛骨

1

1

河原口坊中

神奈川縣海老
川
名市

후기?

사슴

肩胛骨

1

1

海外洞窟

1

1
1

2

56

1
1

1

Ⅳ. 견갑골을 사용한 복골의 type분류
1. 사슴과 멧돼지 견갑골의 상이점
견갑골의 늑골에 접하는 면을 ｢내측면(늑골면)｣, 외측으로 향하고 있는 면을 ｢외
측면｣이라 하고, 외측면에는 肩胛棘이 있다. 사슴과 멧돼지에는 肩胛棘의 형상이
다르다. 사슴의 肩胛棘은 棘上窩에 치우쳐 있고, 수직으로 서 있다. 멧돼지의 肩胛
棘은 외측면의 거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크게 만곡하면서 서 있다.(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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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39

57

58

도면 3. 肩胛骨L(외측면)의 부위명칭(藤田 2009)

2. type분류의 기준
시기, 지역, 소작을 가하는 위치(도면 4), 整地, 鑽의 유무ㆍ형상에 의해 Ⅰ~Ⅶ
type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整地라는 것은 소작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뼈를 얇게 하는 행위로, 크게 ｢깎기｣, ｢鑽｣의 2가지로 구분된다. ｢깎기｣는 肩胛頸(D

ㆍE), 肩胛棘(H), 後緣(I), 前緣(J)을 도자 등으로 삭평하여, 소작면을 평탄화하는 수
법이다. ｢鑽｣은 소작면에 평면 타원형, 원형, 방형으로 우묵하게 파고, 반대측의 卜
面에 균열이 생기기 쉽게 하기 위한 수법으로, 시기가 내려오면 평면이 ｢조잡한 부
정원형｣, ｢원형｣, ｢방형ㆍ장방형｣으로 변화한다. 소작을 가하는 면을 灼面, 균열을
판정하는 면을 卜面이라 호칭한다.

Ⅰ type
작면과 복면이 일치하는 type으로, 시기, 지역에 따라 크게 aㆍb의 2개로 구분된
다. Ⅰa type은 서일본에 한정되고, 야요이시대 중기전반에서 중기중경에 보인다.
내측면의 肩胛頸에 가까운 부분에서 뼈 두께가 두꺼운 부분(A)에 봉상공구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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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 肩胛骨L 소작의 장소

멧돼지 肩胛骨R 焼灼의 장소
A.내측면의 肩胛頸에 가까운 부분으로, 뼈두께가 두꺼운 부분
B.내측면의 後縁에 치우친 肩胛下窩로 뼈두께가 얇은 부분
C.내측면의 前縁에 치우친 肩胛下窩로 뼈두께가 얇은 부분(사슴은 骨厚가 약간
두꺼움）
D.外側面의 後縁에 치우친 肩胛頸에 가까운 부분으로 뼈두께가 두꺼운 부분
E.外側面의 前縁에 치우친 肩胛頸에 가까운 부분으로 뼈두께가 두꺼운 부분
F.外側面의 棘下窩로 뼈두께가 얇은 부분

G.外側面의 棘上窩로 뼈두께가 얇은 부분(사슴은 骨厚가 약간
두꺼움)
H.肩胛棘의 부분(사슴은 뼈두께가 얇음)
I.後縁의 背縁에 가까운 부분
J.前縁의 부분
K.後縁의 肩胛頸에 가까운 부분

도면 4. 肩胛骨의 소작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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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역별 복골에 사용된 사슴과 멧돼지 肩胛骨의 비율(야요이시대~고분시대 전기)
地域

사슴肩胛骨

멧돼지 肩胛骨

九州

15

14

29

中国

122

127

249

四国

1

近畿

19

26

45

東海

22

6

28

関東

27

13

40

中部

4

4

北陸

5

5

計

215

計

1

186

401

해 점상으로 소작(이하, 소작이라 약칭)을 행하고, 외측면에는 그것에 대응하는 변
화가 보이지 않는다. 동시에 後緣의 背緣에 가까운 부분(I), 前緣의 부분(J)에 소작
을 시도하는 경우(奈良縣 唐古ㆍ鍵유적)도 있다. 整地에 대해서는 肩胛棘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도 있다. 奈良縣 唐古ㆍ鍵유적(도면 5), 大阪府 龜井유적, 鳥取縣 靑谷
上寺地유적에 보인다.

Ⅰbtype은 Ⅰatype의 소작에 더해서, 뼈 두께가 얇은 부분(CㆍB)에도 소작을 행
하지만, 외측면에는 그에 대응하는 변화를 찾을 수 없다. 야요이시대 중기전반에서
중기후반까지 보인다. 중기 전반~중기중경의 奈良縣 唐古ㆍ鍵유적, 坪井유적, 四分
유적, 大阪府 龜井유적, 森ノ宮유적, 鬼虎川유적, 鳥取縣 靑谷上寺地유적(도면 6)
에 더해, 중기중경~중기후반의 愛知縣 朝日유적(도면 7), 중기후반의 神奈川縣 城
ノ腰유적, 池子유적(도면 8), 問口洞窟, 千葉縣 菊間유적에서도 보이고, 問口동굴에
는 외측면의 骨厚의 두꺼운 부분(DㆍE)에 소작을 시도한 예도 보인다. Ⅰa type에서

Ⅰb type으로 변화한다. 愛知縣 以東의 것은 모두 Ⅰb type으로 한정되고, Ⅰa type
이 서일본 type이라 한다면, Ⅰb type은 동일본 type이라 할 수 있고, 이 단계에 동
서의 지역차가 발생한다. 神澤씨의 제Ⅱ형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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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Ia type 唐古ㆍ鍵유적 야요이시대 중기전반

도면 6. Ib type 멧돼지 肩胛骨L

도면 7. Ib type 사슴 肩胛骨L

(鳥取縣 青谷上寺地유적 야요이시대 중기전반)

(愛知縣 朝日유적 야요이시대 중기중경)

476

Ⅱ type
灼面과 卜面이 다른 type이다. 내측면의
肩胛下窩에서 뼈 두께가 얇은 부분(BㆍC)
에 점상으로 소작을 행하고, 외측면에는
그에 대응하는 변화가 확실히 나타난다.
龜井유적에서는 肩胛棘(H)에도 시도되고
있다.(도면 9) 시기는 야요이시대 중기중
경~중기후반으로, 奈良縣 唐古ㆍ鍵유적(도
면 10), 大阪府 龜井유적, 岡山縣 南方유
적, 鳥取縣 靑谷上寺地유적에 더해, 야요
이시대 중기후반에는 長崎縣 原ノ辻유적,
石川縣 八日市地方유적에도 보인다. 神澤
도면 8. Ib type 사슴 肩胛骨R

씨의 제Ⅰ형식에 해당한다.

(神奈川縣 池子유적 야요이시대 중기후반)

[표 3] 지역별 복골에 사용된 동물과 사용부위(야요이시대~고분시대 전기)
동물/
사슴 멧돼지
부위

사슴
or
멧돼지

지역 肩胛骨 肩胛骨 肋骨
九州

15

14

中国

122

127

四国

1

近畿

19

東海

22

6

関東

27

13

中部

4

北陸

5

計

215

사슴 멧돼지 사슴

사슴
or 멧돼지 돌고래 원숭이 오소리 영양
멧돼지

寛骨

寛骨

肢骨

1
21

5

1

불명

5

1

1

1
1

計

(?)

肋骨
肩胛骨 肩胛骨 肩胛骨 肩胛骨
肢骨 下顎骨
脊椎

1

26

토끼

2

0

1

3

32

6

263

0

1

10

57

1

29

8

79
4

186

21

5

2

1

1

4

2

1

1

1

1

1

7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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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II type 사슴 肩胛骨R
(大阪府 亀井유적 야요이시대 중기후반)

도면 10. II type 멧돼지 肩胛骨L
(奈良縣 唐古ㆍ鍵유적 야요이시대 중기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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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ype
灼面과 卜面이 다른 type이다. 외측면의 後緣의 背緣에 가까운 부분(I), 肩胛棘
(H)의 처음부분까지를 깎기로 삭평하고, 내측면의 肩胛下窩에서, 뼈 두께가 얇은 부
분(BㆍC)에 점상으로 소작을 행하면, 외측면에 그에 대응하는 변화가 확실히 나타
난다. 唐古ㆍ鍵유적(도면 11), 靑谷上寺地유적, 長崎縣 原ノ辻유적, 唐神유적에서
출토되었다. 唐古ㆍ鍵유적 例로부터 야요이시대 후기초두~후기전반으로 비정할 수
있다.

Ⅳ type
灼面과 卜面이 다른 Ⅳa type과 灼面과 卜面이 일치하는 Ⅳb type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Ⅳa type은 서일본으로 중심으로, Ⅳb type은 동일본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Ⅳ
a type은 Ⅲ type의 발전형으로, 외측면의 肩胛頸에서 견갑골의 前緣까지 깎기로 제
거, 평탄화하고, 내ㆍ외측면(주로 외측면)에 점상으로 소작을 행하면, 반대측에는
그에 대응하는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난다. 靑谷上寺地유적(도면 12), 岡山縣 足守川
加茂A유적, 石川縣 畝田유적(도면 13), 神奈川縣 池子유적, 千葉縣 코우모리穴洞冘
유적(도면14)에서 동시에 뼈 두께가 두꺼운 부분(F와 I의 사이)에도 소작을 실시하
고 있다. 靑谷上寺地유적 예를 통해 야요이시대 후기후반~고분시대 전기초두로 비
정된다.

Ⅳb type은 Ⅰb type의 계보를 잇고, 정지를 거의 시도하지 않으며, 내측면(A~Cㆍ
KㆍI)에 더해, 외측면에도 소작을 시도한다. 시기는 야요이시대 후기전반~후기후반
으로, 長野縣 四ツ屋유적, 靜岡縣 登呂유적, 石川유적, 神奈川縣 海外洞窟유적, 問口
洞窟유적, 岡山縣 足守川加茂A유적에서 출토되었다.
이상, Ⅳa type은 서일본 type, Ⅳb type은 동일본type이라할 수 있지만, 동일본에
서 Ⅳa type의 池子유적, 코우모리穴동굴유적의 존재는 서일본type의 범위가 동으로
확대해 가는 모습(강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Ⅳb type은 神澤씨의 제

Ⅱ형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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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III type 사슴 肩胛骨L
(奈良縣 唐古ㆍ鍵유적 야요이시대 후기초두)

도면 12. IVa type 멧돼지 肩胛骨R
(鳥取縣 青谷上寺地유적 야요이시대 후기후반~고분시대 전기초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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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 IVa type 사슴 肩胛骨L
(石川縣 畝田유적 야요이시대 후기후반~고분시대 전기초두)

도면 14. IVa type 멧돼지 肩胛骨L
(千葉縣 코우모리穴洞冘 야요이시대
후기후반~고분시대 전기초두)

도면 15. V type 사슴 肩胛骨R
(新潟縣 千種유적 고분시대 전기초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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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type
Ⅳa type의 발전형으로, 卜面에 균열(소작흔)이 쉽게 생길 수 있도록, 평면이 부정
원형을 띠는 조잡한 鑽을 내어서 鑽의 내측에 소작을 가한다. 神澤勇一씨의 제Ⅲ형
식에 해당한다. 시기는 고분시대 전기초두로, 新灣縣 浜端동굴유적, 千種유적(도면
15), 鳥取縣 靑谷上寺地유적(도면 16)에서 출토되었다.

Ⅵ type
Ⅴ type의 발전형으로 整形한 소재의 한쪽 면에 평면이 원형, 단면이 반원형을 띠
는 整美한 鑽을 내어, 鑽의 내측에 소작을 가한 것. 神澤勇一씨의 제Ⅳ형식에 해당
한다. 시기는 고분시대 전기~중기로, 大阪府 東大阪市日下유적(도면 17), 大阪府 大
東市鍋田川유적에서 출토되었다.

도면 16. V type 사슴 肩胛骨R
(鳥取縣 青谷上寺地유적 고분시대 전기초두)

도면 17. VI type 사슴 肩胛骨R
(日下유적 고분시대 중기)

482

Ⅶ type
Ⅵ type의 발전형이라기 보다 복갑의 영향하에 대륙에서 새롭게 초래된 신기법이
라 할 수 있다. 현재, 한반도에 유례가 없는 것으로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외면에 整地를 시도하고, 해면질부분에 장방형의 鑽을 연속
해서 내고, 그 저면에 소작을 시도한 것으로, 구멍은 외측면에 뚫은 것이 대다수를
점한다. 시기는 고분시대 후기(6세기 이후)로 생각된다. 千葉縣 印內유적(神澤
1983), 宮城縣 山王유적(宮城縣敎育委員會 2001)에서 출토되었다.(도면 18) 神澤勇
一씨의 제Ⅴ형식에 해당한다.

도면 18. VII type 사슴 肩胛骨R
(宮城縣 山王유적 6세기 후반~7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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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소결
이상, 견갑골의 분류에 의한 Ⅰ~Ⅶ의 7type은 공반하는 토기를 통해 時系列的으
로 변천해 가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일본에서 복골의 등장은 야요이시대 전기에, 島根縣 古浦유적, 奈良縣 唐古ㆍ鍵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古浦유적에서는 사슴 中足骨 1점(도면 19), 唐古ㆍ鍵유적에서
는 멧돼지 撓骨 1점(도면 20), 사슴 또는 멧돼지 肢骨 1점(도면 21)이다.
古浦유적 예는 灼面과 卜面이 다른 type으로 唐古ㆍ鍵유적 예는 灼面과 卜面이
일치하는 type이다. 견갑골을 사용하게 된 것은 야요이시대 중기전반(Ⅰtype)으로,
奈良縣 唐古ㆍ鍵유적, 大阪府 龜井유적, 鬼虎川유적, 鳥取縣 靑谷上寺地유적에서

도면 19. 사슴 中足骨
(島根縣 古浦유적 야요이시대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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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0. 멧돼지 橈骨L SK209

도면 21. 사슴 or 멧돼지 肢骨

(唐古ㆍ鍵유적 야요이시대 전기)

(奈良縣 唐古ㆍ鍵유적 야요이시대 전기)

출토되었다. Ⅰtype에서 Ⅱtype으로의 시기적인 변천(전후관계)은, 大阪府 龜井유적,
奈良縣 唐古ㆍ鍵유적에서 출토유구의 시기로 확인할 수 있다. 야요이시대 중기전반
의 溝에서 Ⅰtype, 야요이시대 중기중경~중기후반의 토갱ㆍ구에서 Ⅱtype이 출토되
어 명확하게 구분된다. 그 중에도 奈良縣 唐古ㆍ鍵유적 제20차 조사에서 검출된 우
물형태의 유구 SX101에서 출토된 복골은 야요이시대 중기중경의 자료로, 제Ⅳ~Ⅵ층
의 각 층에서 보이고, 하층의 제Ⅵ층에서 Ⅰtype의 자료 3점, 중층의 제Ⅴ층에서 Ⅱ
type의 자료 3점, 상층의 제Ⅳ층에서 Ⅱtype의 자료 2점이 제사유물과 함께 출토되
었다.(도면 22) 담당자는 각층마다 조합이 보이기 때문에 각층의 복골은 일괄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이것들과 함께 사용된 많은 유물이 제사행위 후에 폐기되
었다고 생각하고 있다.(藤田 1986)
야요이시대 후기초두에 정지(깎기)를 시도하게 된다.(Ⅲ type) Ⅴtype 이후가 되
면, 동서의 차는 보이지 않게 된다. Ⅶ type은 종래의 복골법을 불식시키기 위해 중
국의 ｢龜卜法｣을 복고풍으로 재현하고, 전국적인 규모로 卜占法을 통일하기 위해
채용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된다. 예를 들어, 秦의 始皇帝가 度量衡을 통일한
것과 같이, 지역마다 분포하고 있던 骨卜法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새롭게 바다거
북을 채용하고, 바다거북을 입수하기 곤란한 지역에서는 종래부터 사용되어 오던
사슴, 멧돼지에 소, 말의 가축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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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2. SX101 층위별 제사유물 관계도
(唐古ㆍ鍵유적 야요이시대 중기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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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卜骨研究の現状について
- 今後の日韓卜骨の比較研究を前提に -

1)宮崎泰史*

要 約
古代の中国、韓国、日本には骨、亀の甲羅に焼灼を加え、生じたひび割れの変化
をみて神意や吉凶を占う風習が共通してみられ、その事例を具体的に示す考古遺物
として点状に焼灼を施した卜骨․卜甲がある。
韓国では、ここ最近、低湿地の調査例が増加し、三韓時代から三国時代(日本-弥生
時代～古墳時代)の資料が報告され、財団法人東亜細亜文化財研究院でも勒島遺蹟、
古村里生産遺蹟の調査で、シカ、イノシシの肩甲骨を使用した卜骨が出土し、詳細
な検討がなされている。
一方、日本では、1976年に神澤勇一氏によって、素材の整形手法と焼灼手法の特
徴によって5形式に分類され、以後の卜骨研究に多大な貢献を果たしてきた。しか
し、当時は類例が少なく、東日本の資料を中心として、時代も弥生時代中期後半以
降の資料に限られていたため、形式のとらえ方で矛盾する点も指摘されている。1980
年代以降、日本では大規模開発に伴う低湿地の調査例が急増し、とくに西日本での
出土例の増加によって、時代、地域によって焼灼手法、使用する動物の種類、使用
部位に変化があることがわかってきた。
今回、弥生時代前期から古墳時代前期にかけての卜骨の集成を行い、南は佐賀
県、北は新潟県に及ぶ43遺跡、472点を確認した。これらの資料は、出土地点及び出
土状況から、占いの内容を想起させる事例も報告されている。

* 日本 大阪府 敎育委員會文化財保護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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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らの資料のうち、出土例の多い肩甲骨を取り上げ、焼灼部位、焼灼手法、そ
して地域性を考慮しつつ、I～VIIタイプに分類した。これら7タイプは、時系列的に
変遷していくことが共伴する土器によって、明らかにすることができた。
今後、韓国の卜骨との比較検討を進めていく上で、韓国と日本の地域間の骨卜法
の交流も視野にいれ、さらに地域性を考慮した分類案を作成していきたい。
キーワード : 卜骨, 弥生時代~古墳時代前期, 肩甲骨, 動物の種類, 焼灼部位, 焼灼手
法, 地域性

Ⅰ. はじめに
古代の中国、韓国、日本には骨、亀の甲羅に焼灼を加え、生じたひび割れの変化
をみて吉凶を占う風習が全国的に広がっていた。その事例を具体的に示す考古遺物
として点状に焼灼を施した卜骨․卜甲がある。
日本では、卜骨․卜甲については1976年に神澤勇一氏によって、素材の整形手法
と焼灼手法の特徴によって5形式に分類され、以後の卜骨研究に多大な貢献を果たし
てきた(神澤1976、1983、1990)。しかし、当時は類例が少なく、東日本資料を中
心として、時代も弥生時代中期後半以降の資料に限られていたため、形式のとらえ
方で矛盾する点も指摘されている(木村1979)。
今回、弥生時代前期から古墳時代前期にかけての卜骨の集成を行い、卜骨の中で
も出土例の多い肩甲骨を取り上げ、焼灼部位、焼灼手法、そして地域性を考慮しつ
つ、I～VIIのタイプ分類を行い、時代、地域によって焼灼手法、使用する動物の種
類、使用部位に変化が認められた。また、これら7タイプは、時系列的に変遷してい
くことが共伴する土器によって、明らかにすることができ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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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卜骨․卜甲の研究略史
1. 卜骨研究の揺籃期
日本において、1949(昭和24)年までは奈良時代以前における卜占風習については、
文献や古記録にみえる記事、神社神事として継承された少数例に基づく推論にとど
まっていた。考古学的に卜骨が発見されたのは赤星直忠氏によって1949～1951年にか
けて実施した神奈川県三浦半島に点在する洞窟遺跡の調査であった(赤星1953)。その
後、各地で類例が増えたが、資料の全体的な比較研究はまだなされていなかった。神
澤勇一氏は、1971年～1973年にかけて実施した間口洞窟遺跡の調査を契機として、各
地で発見された資料の比較検討を行い、その結果、形状、焼灼手法、素材には、時代
によって差異が認められ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神澤1973～1975)。そして、1976年
に、日本の各地より出土している卜骨を集成し、それに基づいて形式分類を行った。
出土例は17遺跡65例で、そのうち卜骨が62例、卜甲が3例で、弥生時代に限れば、12遺
跡48例である。形式については中国大陸での卜骨の発展段階と対比させ、素材の整形
手法と焼灼手法の特徴によって第I～V形式に大別した(神澤1976)。
第Ⅰ形式 整形をまったく施さないで、素材の片面に点状に焼灼を加えたもの。
第Ⅱ形式 素材の表面の一部を鋭利な刃物でわずかに削り、その部分に点状の焼灼
を加えたもの。焼灼は骨の両面、ときには側面にまで。骨の比較的厚い個所に加
えられる傾向が強い。
第Ⅲ形式 素材の片面を大きく削り、平面が不整円形を呈する粗雑な鑽を彫りこん
で、鑽の内側に焼灼を加えたもの。いずれもシカの肩甲骨を素材とし、古墳時代
前期。肩甲頸、関節窩以下を除去。
第Ⅳ形式 整形した素材の片面に、平面が円形、断面が半円形を呈する整美な鑽を
設け、鑽の内側に焼灼を加えたもの。
第Ⅴ形式 素材をおもに切削によって整形し、片面に平面が長方形を呈する鑽を彫り
こみ、その内面に焼灼を加えたもの。
おのおの形式は、Ⅱ→Ⅳ→Ⅲ․Ⅰ→Ⅴへとほぼ大陸と同じ変遷を辿ったと推定し、
その編年的位置づけを行なっ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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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年には、壱岐の唐神遺跡からイノシシとシカの肩甲骨を使用した卜骨が出土
し、九州地方で初めての資料となった。調査を担当した木村幾太郎氏によって唐神
遺跡の報告の中で、原の辻遺跡でも以前の調査でイノシシとシカの肩甲骨を使用し
た卜骨が出土していたことを紹介している(木村1979)。また、唐神遺跡の卜骨は神澤
氏の分類の第I形式、原の辻遺跡は第II形式ないし第III形式に近いが、いずれでもな
いとし、神澤氏の形式分類の矛盾点を提示している。さらに、中国大陸における新
石器時代から殷․商代頃までの卜占風習と対比し、唐神遺跡、原の辻遺跡の卜骨の
位置づけを行い、中国北辺部のあり方との類似性が認められるとし、壱岐の卜骨は
中国北辺部から朝鮮半島を経て伝播したと考えるのが妥当であるとした。

2. 卜骨研究の発展期
1980年代に入ると、大規模開発に伴い、各地で卜骨が出土するようになる。1982
年には、近畿地方ではじめて弥生時代の卜骨が大阪府亀井遺跡、森ノ宮遺跡で出土
している。
神澤勇一氏は、1987․1989年に、従来の形式分類の修正案(図1)を提示している(神
澤1987․1990)。加筆した主要な部分を｢ ｣で表示。
第Ⅰ形式 整形をまったく施さないで｢僅かに磨いただけの獣骨の片面、薄い部分を
特に選び、扁円形に焼くもの、例外的なものらしく、小動物ノウサギ？の肩甲骨
を使った卜骨に、一例あるだけ｣、｢肩甲骨中最も薄い棘下窩の片面を点状に｣素材
の片面に点状に焼灼を加えたもの。
第Ⅱ形式 素材の表面｢僅かに磨き｣の一部を鋭利な刃物でわずかに削り、その部分
に点状の焼灼を加えたもの。｢焼いた面に生じた焼ヒビの形で吉凶を占う｣、｢焼灼
と占断を同じ面で行う｣。焼灼を加える面を灼面、焼ひびを見て占断する面を卜
面。｢灼面卜面一致型｣。焼灼は骨の両面、ときには側面にまで。骨の比較的厚い
個所に加えられる傾向が強い。｢弥生時代の卜骨に限られる｣。
第Ⅲ形式 素材の片面を大きく｢えぐるように｣削り、｢刀子状の刃物の先端で｣平面が
不整円形を呈する粗雑な鑽を彫りこんで、｢反対の面は磨くほか薄く削る場合も見
られる｣鑽の内側に焼灼を加えたもの。鑽の内側をギザギザのまま灼くのが特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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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ずれもシカの肩甲骨を素材とし、
古墳時代前期。｢灼面卜面分離型｣。
第Ⅳ形式 整形した素材の片面に｢骨
面を磨くか、粗く切り削って面を僅
かに調整したのち｣、平面が｢直径5ミ
リ前後｣、断面が半円形を呈する整
美な鑽を設け、鑽の内側に焼灼を加
えたもの。｢古浦砂丘遺跡例は古墳
時代に属するのが妥当と考え る｣。
第Ⅴ形式 素材おもに切削によって整
形し、片面に平面が長方形を呈する
鑽を彫りこみ、その内面に焼灼を加
えたもの。｢鑽の形状は時期が下がる
につれて横長になる｣。｢第V形式は
古墳時代後期に、卜甲と時を同じく
して出現する点が注目される。｣
ここで、第II形式を｢ 灼面卜面一致
型｣、古墳時代前期の第III形式を｢灼面
卜面分離型｣とした。また、第I～Vの形
式の出現順序、新旧の関係をII→III․I

→IV→Vとし、各形式はそれぞれ個性

図1. 焼灼形式模式図(神澤1990)

が強く、中間的な形を示すものがな
く、連続性を認め難いなど、新しい方法が次々に伝わったと考えている。
しかし、神澤氏のいう｢灼面卜面分離型｣は、唐神遺跡では弥生時代後期前半(木村
1979)、大阪府亀井遺跡では弥生時代中期後半(宮崎1983)、奈良県唐古․鍵遺跡では
中期中頃(藤田1986)にみられ、齟齬をきたしている。
1999年には、神澤氏の形式分類の再検討と西日本地方での卜骨の出土例が増加し
たことをうけ、骨卜法の変遷と合わせて、弥生時代の卜骨の集成を行い、32遺跡150
例を確認している(宮崎1999)。その中で、動物骨の使用部位および焼灼を加える位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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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よって、骨卜法は大きく四つに分けることが出来るとした。焼灼を加える面を灼
面、亀裂を判定する面を卜面とすると、①イノシシ橈骨、シカ中足骨などの肢骨を
使用するもので、灼面と卜面が同じ。②肩甲骨を使うもので、焼灼は骨の厚い部分
に行う。側縁に施す場合もある。灼面と卜面が同じ。③肩甲骨を使用する。内側面
の骨の薄い部分に焼灼を施し、裏面に焼灼痕が見られ、灼面と卜面は異なる。④肩
甲骨を使用する。焼灼痕が出やすいように骨を削り、焼灼は内․外側面から施し、
灼面と卜面は異なる。これらは①→②→③→④と時期的に変化するとし、弥生時代
前期では肩甲骨は使用されず、肢骨を使用し、中期前半になって初めて肩甲骨の使
用が見られ、当初は骨の厚い部分に焼灼を行っていたが、やがて中期中頃には骨の
薄い部分も使うようになるという変遷観を提示した。そして地域によって使用する肩
甲骨の動物種に違いがみられ、近畿以西ではイノシシとシカの比率は58：42で、東海
以西では16：84と西日本と東日本では卜骨に使用される肩甲骨の動物種が相違する
ことを指摘した。
1998年には、同年に調査が開始された鳥取県青谷上寺地遺跡において、今までの
出土例を超す250点の卜骨が出土した。時期は弥生時代中期前半から古墳時代初頭ま
での長期間にわたっている。肩甲骨は239点で、内訳はイノシシ125点、シカ111点、
カモシカ1点、アナグマ1点、アシカ1点(肩甲棘を根元から除去するが、焼灼は認めら
れない)である。最盛期は弥生時代中期中葉～古墳時代前期初頭で、弥生時代中期中
葉～後葉ではイノシシがシカの2.6倍となっており、従来から指摘されているように
東海地方を境に西日本地域の特徴を示している。これらの資料は弥生時代中期前半
から古墳時代初頭にかけての骨卜の変遷推移を理解するうえで重要な資料といえる
(北浦2000、湯村2000、鳥取県埋蔵文化財センター2010)。

Ⅲ. 卜骨․卜甲に使用される動物と部位
1. 使用される動物
シカ、イノシシ、カモシカ、アナグマ、サル、ウサギ？、イルカ、ウミガメ、ウ
シ、ウマである。弥生時代ではシカ、イノシシが大半を占め、イルカは2例、カモ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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カ、アナグマ、サルは各1例と極めて少ない。ウミガメ、ウシ、ウマは古墳時代後期
以降に出現する。

2. 使用される部位
シカの肩甲骨․中足骨․寛骨․肋骨、イノシシの肩甲骨․橈骨․寛骨․肋骨․下
顎骨、シカorイノシシの肢骨、カモシカの肩甲骨、アナグマの肩甲骨、サルの肩甲
骨、ウサギ？肩甲骨、イルカの椎骨․肋骨、ウミガメの腹甲、ウシorウマの肩甲骨․
肋骨である。弥生時代では好んでシカ․イノシシの肩甲骨を利用しており、卜骨と
いえばシカ․イノシシの肩甲骨といって過言ではない。また、地域性があり、日本の
中央に位置する愛知県を境に、西日本はイノシシ、東日本はシカが優位である。

3. 弥生時代～古墳時代前期の卜骨出土例
今回、弥生時代から古墳時代前期までの卜骨について報告する。現在、43遺跡
472点が出土している(表1、図2)。内訳は九州地方(長崎県、福岡県、佐賀県)では4
遺跡32点、中国地方(島根県、鳥取県、岡山県)では7遺跡263点、四国地方(愛媛
県)では1遺跡1点、近畿地方(大阪府、奈良県)では6遺跡57点、東海地方(愛知県、
三重県、静岡県)では7遺跡29点、関東地方(千葉県、東京都、神奈川県)では12遺跡
79点、中部地方(長野県)では2遺跡4点、北陸地方(新潟県、石川県)では4遺跡7点
である。
出土例の約85％がシカ、イノシシの肩甲骨を使用している(表2)。使用する動物に
地域性がみられ、サル(千葉県こうもり穴洞穴)、イルカ(神奈川県大浦山洞窟、海外
洞窟)は関東地方、ウサギ？(新潟県浜端洞窟)、アナグマ、カモシカは中国地方(青谷
上寺地遺跡)でのみ確認されている。また、使用部位でも肋骨(神奈川県、千葉県)、
椎骨(神奈川県)は関東地方、下顎骨は中国地方(青谷上寺地遺跡)でのみ確認されてい
る(表3)。
日本での卜骨の出現時期は、弥生時代前期で、島根県古浦遺跡、奈良県唐古․鍵
遺跡で出土している。古浦遺跡ではシカ中足骨1点、奈良県唐古․鍵遺跡ではイノシ
シ橈骨1点、シカorイノシシ肢骨1点である。肩甲骨を使用するようになるのは弥生時

498

代中期前半で、奈良県唐古․鍵遺跡、大阪府亀井遺跡、鬼虎川遺跡、鳥取県青谷上
寺地遺跡で出土している。

図2. 卜骨出土遺跡(弥生時代前期~古墳時代前期)一部,

古墳時代中期以降を含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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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1-1 卜骨出土地名表(弥生時代～古墳時代前期）
遺跡名
唐神

所在地

遺構

層位

古浦

点数 左

7T-1

後期中頃

シカ

肩甲骨

1

6T-3

後期前半

シカ

肩甲骨

1

包含層

7T-6

後期前半

イノシシ 肩甲骨

1

包含層

7T-5

後期前半

イノシシ 肩甲骨

1

後期前半

シカ

肩甲骨

1

後期前半?

シカ

環濠

牟田寄

部位

包含層

採集

西蒲池池淵

種別

長崎県勝本町 包含層

包含層

原の辻

時期

1
1

肩甲骨

1
1

C区2層2面

イノシシ 肩甲骨

1

1
1

イノシシ 肩甲骨

1

イノシシ 肩甲骨

2

包含層

後期前半

シカ

肩甲骨

4

包含層

後期前半

シカ

肩甲骨

3

包含層

後期前半

1

2

2

1

1

3

佐賀県佐賀市 遺構

後期後～古墳前 シカ

肩甲骨

2

遺構

後期後～古墳前 シカ

肩甲骨

2

遺構

後期後～古墳前 イノシシ 肩甲骨

2

遺構

後期後～古墳前 イノシシ 肩甲骨

2

前期?

青谷上寺地

鳥取県青谷町

白色砂層

シカ

中足骨

1

後期～古墳時代
シカ
前期

肩甲骨

1

イノシシ 肩甲骨 125
イノシシ

下顎

肩甲骨
中期前半～古墳 シカ
時代前半
カモシカ 肩甲骨
アナグマ 肩甲骨
アシカ

肩甲骨

不明

5
111

シカ

肩甲骨

1

イノシシ 肩甲骨

1

包含層
包含層

貝層

53 72
2

3

7～9,10

3

54 57
1
1

1

11
1

1

1

肩甲骨

1

1

肩甲骨

1

1

肩甲骨

2

2

肩甲骨

1

中期前半～後半 イノシシ 肩甲骨

1

中期前半～後半 イノシシ 肩甲骨

1

中期前半～後半 シカ

1

肩甲骨

5
6

1

5

後期～古墳時代
シカ
前期

大阪府東大阪市 包含層

1

肩甲骨

シカ
弥生末～古墳時
シカ
代初頭
中期中
シカ

宮前川北斎院 愛媛県松山市

2
2

イノシシ 肩甲骨

シカ
後期中頃

岡山県岡山市

4

1

後期前半

南方

2
2

6

古墳時代初頭

岡山県岡山市 住居址

1

1

足守川加茂Ｂ 岡山県岡山市 土坑35

津島江道

3

6

足守川加茂Ａ 岡山県岡山市 貝層
貝塚１

2

3

1
1

2

3

イノシシ 肩甲骨

島根県鹿島町 包含層

1

4

終末～古墳時代 イノシシ 肩甲骨
初頭
不明
不明

福岡県柳川市 井戸?

島根県松江市

500

1

イノシシ 肩甲骨

中期後半

西川津

鬼虎川遺跡

1

C区2層3面

長崎県芦辺町 住居址

左右
文献
不明
1
1、2

右

5

12

1

13

1

14

1
1

亀井

大阪府八尾市 SD03

下層

中期後半

イノシシ 肩甲骨

1

1

15

SD19

Ⅱ層

中期前～中

イノシシ 肩甲骨

1

1

16

Ⅰ層

中期前～中

シカ

肩甲骨

1

1

中期中～後半

イノシシ 肩甲骨

1

1

中期中～後半

シカ

肩甲骨

1

1

SK3060
溝
包含層

21～23層

中期

イノシシ 肩甲骨

1

1

中期

シカ

肩甲骨

1

1
1

森ノ宮

大阪府大阪市 貝塚

中期中頃

イノシシ 肩甲骨

1

坪井

SK2066
奈良県橿原市
(土坑66)

中期中頃

シカ

肩甲骨

1

1

?

イノシシ 肩甲骨

1

1

土坑6南
四分

奈良県橿原市 SD8814

中期

シカ

肩甲骨

1

1

SE8818

中期後葉

イノシシ 肩甲骨

1

1

?

?

?

1

?

17

18
19

20

1

表1-2 卜骨出土地名表(弥生時代～古墳時代前期)
遺跡名

所在地

遺構

層位

時期

唐古․鍵 奈良県田原本町 SD06E

種別

部位 点数 左

シカ

肩甲骨

1

右

左右
文献
不明

1

SD204

下層

中期中頃

イノシシ

肩甲骨

1

20次 SX101

VI層

中期中頃

イノシシ

肩甲骨

3

1

V層

中期中頃

シカ

肩甲骨

1

1

イノシシ

肩甲骨

2

2

肩甲骨

2

1

肢骨

1

21
1

22

2

24

IV層

中期中頃

イノシシ

SD201

V層

前期

シカorイノシシ

SK107

IV層

中期中頃

イノシシ

肩甲骨

1

SK209

第1層

前期

イノシシ

橈骨

1

SD103

中層

中期前半

イノシシ

肩甲骨

1

1

SK113 井戸

上層

中期中頃

1

1
1
1

24

1

23
25

シカ

肩甲骨

1

SD202

中期半前～
シカ
中頃

肩甲骨

1

1

26

SK2116 井戸 4層

中期

イノシシ

肩甲骨

1

1

27

6層

中期

イノシシ

肩甲骨

1

1

SK2130 井戸 7層

中期

シカ

肩甲骨

1

1

SK2130 井戸 10層

中期

シカ

肩甲骨

1

1

SK104 井戸

中層

後期初

？

肩甲骨

4

4

下層

後期初

？

肩甲骨

1

1

中層

中期

？

？

1

1

S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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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1102

下層

中期中頃

？

？

1

1

SK3135

下層

中期中頃

？

？

1

1

SD151A

第7(下)層

中期半前～
イノシシ
中頃

肩甲骨

1

65次
SK134 井戸

第7層

後期初

イノシシ

肩甲骨

1

1

第5(下)層 後期初

シカ

肩甲骨

2

2

第4層

後期初

シカ

肩甲骨

1

1

第5層

後期初

シカ

肩甲骨

1

1

肩甲骨

1

1

肩甲骨

1

シカ

肩甲骨

1

65次
SK115 井戸

65次SD202E 第6層
65次 灰色粘土 最下層

中期半前～
シカ
中頃
中期半前～
イノシシ
中頃

79次 SD101B 第7(下)層 中期中頃

朝日

愛知県清洲町

桜小学校 愛知県

30

1

1
1

中期前半

イノシシ

肩甲骨

1

1

93次 SK2120 第11層

中期中頃

イノシシ

肩甲骨

1

1

98次 SD101c 第13層

中期半前～
シカ
中頃

肩甲骨

1

?

?

?

肩甲骨

SD363

中期中

イノシシ

肩甲骨

1

SD180

中期中

イノシシ

肩甲骨

1

シカ

肩甲骨

1

1

包含層

中期中～後 シカ

肩甲骨

1

1

包含層

中期後

シカ

肩甲骨

1

1

包含層

？

シカ

肩甲骨

1

1

包含層

中期前～中 シカ

肩甲骨

1

1

溝

中期後～
後期

シカ

肩甲骨

1

貝層

31、32

32

84次 SK202

?

29

1
1
1

33、34

1

35

1

白浜

三重県鳥羽市

包含層

後期

シカ

肩甲骨

1

1

登呂

静岡県静岡市

包含層

後期

シカ

肩甲骨

5

3

2

37

石川

静岡県清水市

水田

後期

シカ

肩甲骨

6

2

4

38、39

水田

後期

イノシシ

肩甲骨

1

白岩

静岡県菊川町

水田

後期

シカ

?

1

長崎

静岡県清水市

後期

シカ

肩甲骨

1

1

水田形成前

後期

イノシシ

肩甲骨

1

1

SＲ601

後期

イノシシ

肩甲骨

1

SＲ622

後期

シカ

肩甲骨

2

水田

後期

シカ

肩甲骨

1

1

SD627

後期

イノシシ

肩甲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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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
1
40

1
1

1

生仁

長野県更埴市

住居跡

後期

シカ

肩甲骨

3

1

四ツ屋

長野県長野市

住居跡

後期

シカ

肩甲骨

1

1

43

千種

新潟県金井町

貝塚

古墳時代前期 シカ

肩甲骨

1

1

44

2

41、42

表1-3 卜骨出土地名表(弥生時代～古墳時代前期)
遺跡名
浜端洞窟

所在地

遺構

層位

古墳時代前期

新潟県相川町

畝田遺跡

石川県金沢市 SD05

八日市地方

石川県小松市

菊間

千葉県市原市 方形周溝墓 貝層

シカ

肩甲骨

2

シカ?

肩甲骨

1

ウサギ?
(小動物)

肩甲骨

1

1
1

1

右

肩甲骨

1
1

中期後葉

シカ

肩甲骨

2

2

中期後葉

シカ

肩甲骨

1

2

中期後葉

シカ

肩甲骨

1

1

後期後葉～古墳
シカ
時代前期初頭

肩甲骨

6

2

3

イノシシ

肩甲骨

7

6

1

イノシシ

寛骨

1

1

シカ

寛骨

2

1

不明

肩甲骨

1

シカ

肋骨

2

不明

肋骨

3

不明

サル

肩甲骨

1

不明

不明

肋骨

1

不明

シカ

肩甲骨

1

千葉県勝浦市

6層(第1貝
層)

39
1

肩甲骨

貝層

左右
文献
不明

1

シカ

こうもり
穴洞穴

45
1
39

39
1

1
2
3
1
1
1

?

イノシシ

肩甲骨

1

攪乱層

?

シカ

肩甲骨

1

後期中葉

シカ

寛骨

1

シカ

長管骨

1

シカ

肩甲骨

6

2

イノシシ

肩甲骨

1

1

イノシシ

肩甲骨

1

シカ?

寛骨

1

1

シカ?

肩甲骨

1

1

イルカ

脊椎

1

1

シカ?

肩甲骨

1

1

東京都文京区 Ｂ溝

貝層

神奈川県逗子市 旧河道

中期後半

北半部埋没谷

神奈川県三浦市 洞窟

洞窟

古墳時代前期

貝層

貝層

中期

後期

46

1

攪乱層

(向ヶ岡貝塚)

大浦山洞窟

点数 左

シカ

千葉県千葉市 土坑

池子

部位

古墳時代初頭

城ノ腰

中層

種別

中期

竪穴住居

弥生二丁目

時期

1
1
1

47
1
4

48、49

1

48

日本の卜骨研究の現状について

503

50

肩甲骨

1

鹿․猪

肋骨

3

3

イノシシ

間口洞窟

1

神奈川県三浦市 洞窟

下層下部 後期

シカ

肋骨

6

6

51、52

洞窟

下層下部 後期

シカ?

肩甲骨

3

3

53、54

墳墓

覆土下部 後期

シカ

肩甲骨

1

包含層

８層貝層 後期

シカ

肋骨

1

1

包含層

10層貝層 中期後葉

鹿․猪

肋骨

2

2

包含層

10層貝層 中期後葉

シカ

肩甲骨

1

包含層

10層貝層 中期後葉

シカ

肩甲骨

3

包含層

10層貝層 中期後葉

?

寛骨?

1

1

毘沙門Ｂ洞窟 神奈川県三浦市 包含層

下層貝層 後期

シカ?

肩甲骨

1

1

包含層

下層貝層 後期

シカ

肋骨

1

1

毘沙門Ｃ洞窟 神奈川県三浦市 包含層

下層貝層 後期前葉

シカ

肩甲骨

1

1

包含層

下層貝層 後期前葉

イノシシ

肩甲骨

1

1

包含層

下層貝層 後期前葉

シカ?

肩甲骨

1

神奈川県三浦市 包含層

貝層

後期前葉

シカ

肩甲骨

2

包含層

貝層

後期前葉

シカ

肋骨

2

2

包含層

貝層

後期前葉

イノシシ?

肩甲骨

1

1

包含層

貝層

後期前葉

イルカ

肋骨

1

1

雨崎洞窟

神奈川県三浦市 包含層

貝層

後期前葉

シカ?

肩甲骨

4

4

包含層

貝層

中期?

イノシシ

肩甲骨

1

1

河原口坊中

神奈川県海老
川
名市

後期?

シカ

肩甲骨

1

1

海外洞窟

1

1
1

2

56

1
1

1

Ⅳ. 肩甲骨を使った骨卜のタイプ分類
1. シカとイノシシ肩甲骨の相違点
肩甲骨の肋骨に接する面を｢内側面(肋骨面)｣、外側に向いている面を｢外側面｣とい
い、外側面には肩甲棘がある。シカとイノシシでは、肩甲棘の形状が異なる。シカの
肩甲棘は棘上窩に寄り、垂直に立ち上がる。イノシシの肩甲棘は外側面のほぼ中央
部に位置し、大きく湾曲しながら立ち上がる(図3)。

504

55

39

57

58

図3. 肩甲骨L(外側面)の部位名称(藤田2009)

2. タイプ分類の基準
時期、地域、焼灼を加える位置(図4)、整地、鑽の有無․形状によってI～VIIタイプ
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ここで整地とは、焼灼の通りをよくするために骨を薄くする
行為で、大きく｢ケズリ｣、｢鑽｣の2つにわけている。｢ケズリ｣は肩甲頸(D․E)、肩甲
棘(H)、後縁(I)、前縁(J)を刀子などで削平し、焼灼面を平坦化する手法である。｢鑽｣
は焼灼面に平面楕円形、円形、方形の窪みを掘り、反対側の卜面にひび割れが生じ
やすくするための手法で、時期が下るにしたがい平面が｢粗雑な不整円形｣、｢円
形｣、｢方形․長方形｣へと変化する。なお、焼灼を加える面を灼面、亀裂を判定する
面を卜面と呼称する。

Ⅰタイプ 灼面と卜面が一致するタイプで、時期、地域によって大きくa․bの2つに
分けられる。Iaタイプは西日本に限定され、弥生時代中期前半から中期中頃にみら
れる。内側面の肩甲頸に近い部分で、骨厚の厚い部分(A)に棒状工具によって点状
に焼灼(以下、焼灼と略称)を行い、外側面にはそれに対応する変化は現れ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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シカ肩甲骨R 焼灼の場所

イノシシ肩甲骨R 焼灼の場所
A.内側面の肩甲頸に近い部分で, 骨厚の厚い部分

G.外側面の棘上窩で, 骨厚の薄い部分(シカでは骨厚はやや厚い)

B.内側面の後縁寄りの肩甲下窩で, 骨厚の薄い部分

H.肩甲棘の部分(シカでは骨厚は薄い)

C.内側面の前縁寄りの肩甲下窩で,骨厚の薄い部分（シカでは骨厚はやや厚い）

I.後縁の背縁に近い部分

D.外側面の後縁寄りの肩甲頸に近い部分で, 骨厚の厚い部分

J.前縁の部分

E.外側面の前縁寄りの肩甲頸に近い部分で, 骨厚の厚い部分

K.後縁の肩甲頸に近い部分

F.外側面の棘下窩で, 骨厚の薄い部分

図4. 肩甲骨の焼灼の位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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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2 地域別の卜骨に使用されたシカとイノシシ肩甲骨の割合(弥生時代～古墳時代前期)
地域

シカ肩甲骨 イノシシ肩甲骨

計

九州

15

14

29

中国

122

127

249

四国

1

近畿

19

26

45

東海

22

6

28

関東

27

13

40

中部

4

4

北陸

5

5

計

215

1

186

401

同時に、後縁の背縁に近い部分(I)、前縁の部分(J)に焼灼を施す場合(奈良県唐古․鍵
遺跡)もある。整地については肩甲棘の一部を除去することもある。奈良県唐古․鍵
遺跡(図5)、大阪府亀井遺跡、鳥取県青谷上寺地遺跡にみられる。
Ibタイプは、Iaタイプの焼灼に加えて、骨厚の薄い部分(C․B)にも焼灼を行うが、
外側面にはそれに対応する変化はほとんど認めることができない。弥生時代中期前
半から中期後半までみられる。中期前半～中期中頃の奈良県唐古․鍵遺跡、坪井遺
跡、四分遺跡、大阪府亀井遺跡、森ノ宮遺跡、鬼虎川遺跡、鳥取県青谷上寺地遺跡
(図6)に加えて、中期中頃～中期後半の愛知県朝日遺跡(図7)、中期後半の神奈川県城
ノ腰遺跡、池子遺跡(図8)、間口洞窟、千葉県菊間遺跡でみられ、間口洞窟では外側
面の骨厚の厚い部分(D․E)に焼灼を施す例も見られるようになる。IaタイプからIbタ
イプへと変遷する。愛知県以東のものはすべてIbタイプに限られ、Iaタイプが西日本
タイプとすれば、Ibタイプは東日本タイプということができ、この段階で東西の地域
差が生じている。神澤氏の形式に当てはめると第II形式に相当する。

Ⅱタイプ 焼面と卜面が異なるタイプである。内側面の肩甲下窩で、骨厚の薄い部
分(B․C)に点状に焼灼を行い、外側面にはそれに対応する変化がはっきりと現れ
る。亀井遺跡では肩甲棘(H)にも施している(図9)。時期は弥生時代中期中頃～中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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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5. Iaタイプ 唐古ㆍ鍵遺跡 弥生時代中期前半

図6. Ibタイプ イノシシ肩甲骨L
(鳥取県青谷上寺地遺跡 弥生時代中期前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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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7. Ibタイプ シカ肩甲骨L
(愛知県朝日遺跡 弥生時代中期中頃)

後半で、長崎県原の辻遺跡、唐古․鍵遺
跡(図10)、大阪府亀井遺跡、岡山県南方
遺跡、鳥取県青谷上寺地遺跡に加えて、
弥生時代中期後半には石川県八日市地
方遺跡にみられる。神澤氏の形式に当て
はめると第I形式に相当する。

Ⅲタイプ 灼面と卜面が異なるタイプであ
る。外側面の後縁の背縁に近い部分(I)、
肩甲棘(H)の根元の部分までをケズリに
よって削平し、内側面の肩甲下窩で、骨
厚の薄い部分(B․C)に点状に焼灼を行
い、外側面にはそれに対応する変化が

図8. Ibタイプ シカ肩甲骨R
(神奈川県池子遺跡 弥生時代中期後半)

はっきりと表れる。唐古․鍵遺跡(図1
1)、青谷上寺地遺跡、長崎県原の辻遺
跡、唐神遺跡で出土している。唐古․鍵遺跡例から弥生時代後期初頭～後期前半
に比定できる。

表3 地域別の卜骨に使用された動物と使用部位(弥生時代～古墳時代前期)
動物/
シカ
部位
地域

肩甲
骨

イノ シカor
イノ
シカor イノシ イル
アナ カモ ウサ
シカ
シカ
サル
シシ イノシシ
シシ
イノシシ
シ
カ
グマ シカ ギ?
肩甲
骨

九州

15

14

中国

122

127

四国

1

近畿

19

東海

22

6

27

13

中部

4
5

計

215

寛骨 寛骨 肢骨

肢骨

1
1

26

関東
北陸

肋骨

21

5

0

下顎骨

肋骨 肩甲 肩甲 肩甲 肩甲
脊椎 骨 骨 骨 骨

5

1

1

1
1

2

0

1

計
不明

3

32

6

263

0

1

10

57

1

29

8

79
4

186

21

5

2

1

1

5

2

1

1

1

1

1

7

1

29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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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9. IIタイプ シカ肩甲骨R
(大阪府 亀井遺跡 弥生時代中期後半)

図10. IIタイプ イノシシ肩甲骨L
(奈良県唐古ㆍ鍵遺跡 弥生時代中期中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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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11. IIIタイプ シカ肩甲骨L
(奈良県唐古ㆍ鍵遺跡 弥生時代後期初頭)

図12. IVaタイプ イノシシ肩甲骨R
(鳥取県青谷上寺地遺跡 弥生時代後期後半~古墳時代前期初頭)

日本の卜骨研究の現状について

511

図13. IVaタイプ シカ肩甲骨L
(石川県畝田遺跡 弥生時代後期後半~古墳時代前期初頭)

Ⅳタイプ 灼面と卜面が異なるaタイプと灼面と卜面が一致するbタイプとに分けら
れる。IVaタイプは西日本を中心に、IVbタイプは東日本を中心に分布する。IVaタ
イプはIIIタイプの発展形で、外側面の肩甲頸から肩甲骨の前縁までケズリによって
除去、平坦化し、内․外側面(主に外側面)から点状に焼灼を行い、反対側にはそれ
に対応する変化がはっきりと現れる。青谷上寺地遺跡(図12)、岡山県足守川加茂A
遺跡、石川県畝田遺跡(図13)、神奈川県池子遺跡、千葉県こうもり穴洞穴遺跡で
出土している。ただし、池子遺跡、こうもり穴洞穴遺跡(図14)では、同時に骨厚の
厚い部分(KとBの間)にも焼灼を施している。青谷上寺地遺跡例から弥生時代後期
後半～古墳時代前期初頭に比定される。
IVbタイプは、Ibタイプの系譜をひき、整地をほとんど施さず、内側面(A～C․K․
I)に加えて、外側面にも焼灼を施す。時期は弥生時代後期前半～後期後半で、長野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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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14. IVaタイプ イノシシ肩甲骨L
(千葉県こうもり穴洞穴
弥生時代後期後半~古墳時代前期初頭)

図15. Vタイプ シカ肩甲骨R
(新潟県千種遺跡 古墳時代前期初頭)

四ツ屋遺跡、静岡県登呂遺跡、石川遺跡、神奈川県海外洞窟遺跡、間口洞窟遺跡、
岡山県足守川加茂B遺跡で出土している。
以上、IVaタイプは西日本タイプ、IVbタイプは東日本タイプということができる
が、東日本でのIVaタイプの池子遺跡、こうもり穴洞穴遺跡の存在は、西日本タイプ
の範囲が東へ拡大していく様子(強い影響下で)を示すものと考えられる。なお、IVb
タイプは神澤氏の形式に当てはめると第II形式に相当する。

Ⅴタイプ IVaタイプの発展形で、より一層、卜面にひび割れ(焼灼痕)を生じやすく
するために、平面が不整円形を呈する粗雑な鑽を彫りこんで、鑽の内側に焼灼を
加える。神澤勇一氏のIII形式に相当する。時期は古墳時代前期初頭で、新潟県浜
端洞窟遺跡、千種遺跡(図15)、鳥取県青谷上寺地遺跡(図16)で出土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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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16. Vタイプ シカ肩甲骨R
(鳥取県青谷上寺地遺跡 古墳時代前期初頭)

図17. VIタイプ シカ肩甲骨R
(日下遺跡 古墳時代中期)

Ⅵタイプ Vタイプの発展形で、整形した素材の片面に、平面が円形、断面が半円形
を呈する整美な鑽を設け、鑽の内側に焼灼を加えたもの。神澤勇一氏のIV型式に
相当する。時期は古墳時代前期～中期で、大阪府東大阪市日下遺跡(図17)、大阪
府大東市鍋田川遺跡で出土している。

Ⅶタイプ VIタイプの発展形というよりは、卜甲の影響のもとに大陸からあらたに
招来された新技法といえる。現在のところ、朝鮮半島に類例が認められないこと
から、直接的に中国から取り入れた可能性が指摘されている。内外面に整地を施
し、海綿質部分に長方形の鑽を連続して彫り、その底面に焼灼を施すもので、鑽
は外側面に掘り込むものが大半をしめる。時期は古墳時代後期(6世紀以降)と考え
られる。千葉県印内遺跡(神澤1983)、宮城県山王遺跡(宮城県教育委員会2001)で出
土している(図18)。神澤勇一氏のV形式に相当する。

514

図18. VIIタイプ シカ肩甲骨R
(宮Y城県山王遺跡 6世紀後半~7世紀)

5. 小結
以上、肩甲骨の分類によるI～VIIつの7タイプは、共伴する土器によって、時系列
的に変遷していくことを明らかにすることができた。
なお、日本での卜骨の登場は、弥生時代前期で、島根県古浦遺跡、奈良県唐古․
鍵遺跡で出土している。古浦遺跡ではシカ中足骨1点(図19)、唐古․鍵遺跡ではイノ
シシ橈骨1点(図20)、シカorイノシシ肢骨1点(図21)である。古浦遺跡例は、灼面と卜
面が異なるタイプで、唐古․鍵遺跡例は灼面と卜面が一致するタイプである。肩甲
骨を使用するようになるのは弥生時代中期前半(Iタイプ)で、奈良県唐古․鍵遺跡、
大阪府亀井遺跡、鬼虎川遺跡、鳥取県青谷上寺地遺跡で出土している。Iタイプから
IIタイプへの時期的な変遷(前後関係)は、大阪府亀井遺跡、奈良県唐古․鍵遺跡での
出土遺構の時期から確認できる。弥生時代中期前半の溝からIタイプ、弥生時代中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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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19. シカ中足骨
(島根県古浦遺跡 弥生時代前期)

図21. シカorイノシシ肢骨
(奈良県唐古ㆍ鍵遺跡 弥生時代前期)

図20. イノシシ橈骨L SK209
(唐古ㆍ鍵遺跡 弥生時代前期)(1/2)

中頃～中期後半の土坑․溝からIIタイプと明確に分離できる。なかでも奈良県唐古․
鍵遺跡第20次調査で検出された井戸状遺構SX101から出土した卜骨は、弥生時代中期
中頃の資料で、第IV～VI層の各層にみられ、下層の第VI層からIタイプの資料3点、中
層の第V層からIIタイプの資料3点、上層の第IV層からIIタイプの資料2点が祭祀遺物と
ともに出土している(図22)。担当者は各層ごとにまとまりがみられることから、各層
の卜骨は一括性の可能性が高いと考え、これらとともに使用された多くの遺物が祭
祀行為後に廃棄されたと考えている(藤田1986)。
弥生時代後期初頭に整地(ケズリ)を施すようになる(IIIタイプ)。Vタイプ以降にな
ると東西の差はみられなくなる。VIIタイプは、従来の骨卜法を払拭するために中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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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亀卜の法｣を復古調に再現し、全国的な規模で卜占法を統一するために採用した
可能性も十分に考えられる。たとえば、秦の始皇帝が度量衡を統一したように、地
域に広がっていた骨卜法を一つに統一するために新たに、ウミガメを採用し、ウミガ
メの入手困難な地域では従来から使用していたシカ、イノシシに加えてウシ、ウマの
家畜を使用するようになったと考えてみたい。

図22. SX101 層位別祭祀遺物関係図
(唐古ㆍ鍵遺跡 弥生時代中期中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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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ose Examination of the Start and Spread of Agriculture
in Korea and Japan
Fujio Shinichiro

In this paper I discuss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tart of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society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This time I limit the discussion
to the agriculture of the grass seeds of rice, barley, and millets. From about 7000
years ago millets were cultivated in fields in Korea, and rice was added in the 13th
century BC. Many hectares of field remains have come to light showing the vastness
of the area, and from the 12th century BC the burials of powerful individuals with
bronze appeared. Rice production in irrigated wet-fields began in the 11th century
BC, and in the 10th century ditch-enclosed settlements were built. Large-scale
cobblestone platform burials were built and are the mortuary features of chiefs. In
northern Kyushu, agriculture in fields has not yet been detected but in the 10th
century BC extensive irrigated wet-fields were built for the production of rice. In the
9th century BC ditch-enclosed settlements and burials of powerful individuals were
built. In both areas in terms of the comparison of the start of spread of agriculture,
there are eight characteristics. The common agri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 with
the Kyushu, Shikoku, and Honshu regions are compatible with culture that can be
seen and that is not seen.
Keywords : Millet agriculture, irrigated wet-field rice production, ditch-enclosed
se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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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han and Three Kingdoms Period Life as Seen Through
Excavations
- Centering on Archaeological Sites Excavated by the Foundation of
East Asia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 Kwon Gwi-hyang
In this paper, we look at settlements from the excavations around the sites of Samhan
and Three Kingdoms Period in Gyeongnam. We attempt to restore the living
conditions at the time using multifaceted academic analyses that were conducted on
academic exchange. We closely examined the changes in various kinds of features in
the residential part of the settlement, especially pit-houses and above ground
structures. The biggest feature of transformation of residential features in plan form
are square to circular in the Samhan period, and circular to square in the Three
Kingdoms era. The distribution of plan-shapes reflects the local features, in western
Gyeongnam area has round types and eastern Gyeongnam has square. This aspect is
still relatively clear for five centuries but the sharp increase in the western
Gyeongnam area within the circular boundaries of the distribution range of a square
houses seems to show a population growth trend. On the other hand, in the Samhan
Period raised floor structures that are accessory to pit-houses come to be used in
earnest as residential structures. As residential structures they are at least
middle-sized(2×2 posts) or larger and are not located in and amongst pit-houses.
Instead they are isolated from then in groups in the centre of a given site. Villages
appear to be ring shaped or semi-circular in plan. In addition, in approximately just
before or after the 5th century,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the largest aboveground
structures appeared in the Haman and Jinju areas. It is thought that such structures
took a great amount of technology and labour and involved changes in society.
When one considers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whether the village has a special
function in the construction of building often been found to be very high. From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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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d-6th century pit-houses with both circular and square plans were constructed,
and although there were no changes in the structure of aboveground buildings, the
difference with the previous century is that a well was usually placed in the
neighbourhood of residential or production areas. Stone wells are the most common
in the 6th to 7th centuries, and thus their presence help us to understand the relative
chronology. On the other hand, scientific analysis of various kinds of ecofacts
excavated from the residential area of the site are available and necessary such as
radiocarbon dating and dendochronology. In particular, the results of analysis of
organic artifacts excavated from wetland sites, and zooarchaeological material can tell
us about edible substances and tool raw materials that were appropriate and
selectively restricted by season. In addition, we can know about supply and demand
of fish and shellfish by the same means. We can also expand outward to use the
existing data of the five grains, yam, and fruits from the analysis of plant remains.
Through the analysis of tree species, we can know about the raw material, usage and
production methods of furniture, tools, and containers made from wood. Outside of
this, changes in sea level through environmental analysis can reveal how sites
formed. In comparison, the influence of sea levels in the middle of the 4th century
restricted settlement. As such related academic disciplines and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interaction of the time in daily life can be restored to a significant basis.
Keywords : Gyeongnam region, circular pit-houses, square pit-houses, aboveground
structures, wells, natural scie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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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tifications, Towns, and Villages of Ancient China
Xu Longguo
In this paper, I consider the relations of the inherent correlations, developments, and
changes of middle to late Neolithic fortifications, towns, and villages. The towns are
old types of settlement forms that have ditch-enclosures, palisades, and watchtowers.
The highest type is the ditch-enclosed village that emerged in the middle Neolithic.
The basis of the late Neolithic town is fortifications, and they are small and exist in
multitudes. A small number of settlements erected fortification walls but many villages
still in their original form. Until now the construction of walls at Shang and Zhou
capitals such as Yinxu, Fenghao, and Luoyang could not be seen, but it is part of the
town type. The towns can be divided into large and small as well as high and low.
In the fight for superiority in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many towns started to
erect fortification walls. This process continued to the Xin and Han Periods. Early
villages emerge from the Earliest Zhou Period. In the typology the village is at the
end of a group of larger administrative units, or it is substantially another name for
a settlement. Substantively there are villages inside and outside of fortifications. Some
may have developed as those towns that did not erect fortifications. The development
of fortresses from towns is related to the constant appearance of villages and the
lessening of blood ties therein. Thus there was a change in ancient societies from
manguk to kingdom to sovereign princely state to empire. In the Xia, Shang, and
Western Zhou Periods fortresses were few but there were many towns. Until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more and more towns had constructed fortification walls,
and so a division between the two became less obvious and blurred and so it is
common to refer to them as the same thing. In the Xin and Han Periods, many
county and prefectural fortresses emerged and changed from being town fortresses.
The development of fortresses from towns is related to the constant appeara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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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ges and the lessening of blood ties. Thus there was a change in ancient societies
from manguk to kingdom to sovereign princely state to empire.
Keywords : Fortress town, village inside fortress, settlement, wall, Neolithic Period,
Xia-Shang-Zhou Period, Spring and Autumn Period, Xin-Ha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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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on the Mountain Fortresses and Walled Towns of the
Gimhae Area
Sim Jong-hun
From before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from the time that Geumgwan Gaya
formed as an early state centre, Gimhae maintained various statuses over the
long-term as a function of its place as an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centre such as
secondary capital and dohobu(都護府). In addition, fortifications were constructed
from early times so that such functions were made possible. As such, it is possible
to recognise the importance of the fortifications of Gimhae – mountain fortress and
walled towns. In what follows I chronologically approach the operational systems and
mutual relations of the related archaeological sites that have been excavated up until
the time of publication. With that in mind I think that the Mahyeon and Yangdong
fortifications that were constructed on the outskirts of Gimhae in the Three Kingdoms
and Unified Silla Periods as protective military installations were powerful fortress
sites. The entire central area of Gimhae can be observed from the location of the Bun
Fortress, and so it can be seen as a having military,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functions. On the other hand, the walled towns of Goryeo and Joseon Gimhae were
political and administration centres. In addition, Mahyeon was a fortress on the
outskirts, and so it was the first line of defense. Until now, investigations and studies
of fortifications were about the frame, but from now we have to approach the kinds
of interior features, the character, and distribution of the inside of fortresses. Another
focus that is required is studies on the relations between each fortress. Ultimately, we
have to organically connect and embody the residential, production, traffic,
communication, ceremonial, and mortuary features of the fortress towns of that time.
Keywords : Gimhae area, mountain fortresses, walled towns, operation system of
fortresses, hat-shaped fortresses, Three Kingdoms Period, Goryeo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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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on Period, Yangdong Fortress, Mahyeon Fortress, Bun Fortress, Old
Gimhae Walled Town, Gimhae Walled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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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mmary of Investigations of Goguryeo Fortress
Precincts in China
Chi Yong
In this paper, I examine the locations, form, and structures of fortresses of Goguryeo
based on field trips and studies. Son In-geol, Jang Bok-yu and I conducted a joint
investigation from April 2004 of Goguryeo tombs, walled capitals, important flatland
fortresses, and mountain fortresses near walled capitals. Between 2007 and 2010 we
mostly investigated the Goguryeo 1000 li wall and more fortresses, and this resulted
in the publication of 高句麗千里長城 [The Goguryeo 1000 li Wall ]. After that we
finished the investigation in 2012. We confirmed 110 mountain fortresses of Goguryeo
in the investigation, and among those there are approximately 50 in Jilin and 60 in
Liaoning. As related data, there are 36 in North Korea, making about 150 the total
number of Goguryeo fortresses. According to the Samguk sagi, there were 170 and
so there is a difference in number of about 20 fortresses. We conducted material
cultural investigations into Liaoning and Jilin three times, and we basically discovered
all of the Goguryeo fortresses in China. Thus the chances that the remaining number
are in North Korea is comparatively high. Walled capitals, flatland fortresses,
mountain fortresses, guard posts, and gate towers were built at fortresses of Goguryeo
in Liaoning and Jilin.
Among those, the time to construct mountain fortresses was long, and they can be
divided into earthen and stone types. There are four types.
Keywords : Goguryeo fortresses, location, form, walled capitals, flatland fortresses,
mountain fortresses, gate towers, guard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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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ed Towns and Mountain Fortresses of the Joseon Period
- Results of Recent Excavations in the Gyeongnam Area Na Dong-uk
In the Gyeongnam area, most walled towns were built between the time of King
Taejo and the Yeonsan-gun. They went from being constructed of earth to being built
of stone and their defensive ability increased. Their was a standard and during the
20th year of his reign(1438), King Sejong the Great proclaimed a missive on
construction called the Chukseong sindo in which regulations for building walled
towns were introduced. Watchtowers, machicolation, protruding walls, and moats
were established fundamentally as forms. The scale and construction method were
similar. However, as research on the results of recently excavated wall towns, the
method of contructing the outer wall does not differ much with Sejong’ proclamation,
but after Sejong the inner wall there is a difference with the proclamation. In
addition, there are differences in construction between Early and Late Joseon as seen
through the construction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with the
Dongnae Walled Town in 1731. On the other hand many of the methods for
construction remained the same over the long term all the way back to the Three
Kingdoms Period. In early Joseon the contrast with fortresses built against Japanese
invaders was a passive cheongyaipbo. In the time of King Sejong, the basic rule was
that it was central to the mountain fortress or the walled town ipbo. The early Joseon
fortresses were contracted versions of the previous ones and the method of
construction has not yet been grasped. However, starting with the Dongnae
Geumjeong Mountain Fortress and six others in Gyeongsang-do, large-scale fortresses
were built in response to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e construction
method of the walls can be seen from the local bedrock that was taken out in slabs
and the cobbles that were used. Small irregular stones were used to fill gaps, and the
width of the bench and stone material was used to pile up in the rear for one to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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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es on the inside. On the other hand, the biggest characteristic of the construction
of Late Joseon fortresses is large-scale examples that are larger than 10,000 cheok (1

cheok≒30.3 cm) in circumference.
Keywords : Walled towns, mountain fortresses, watchtowers, machicolation,
protruding walls, chi, moats, Chukseong sindo, Late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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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nstruction Methods of Mounded Burials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Gwon Jong-hoㆍCho Myeong-rae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after the base of the ancient state–centralized
authority–Á was established, the authority and prestige of powerful individuals rose
and large mounded burials emerged as a symbol. The construction of mounded
burials can be approached from many topics including political rank, economic
superiority, intensification of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engineering technology,
regional interchange, and ideation of funeral proceedings.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contents of our institute’ investigations into this topic followed by a discussion of
the Yunam-ri Mounded Burial Group excavations that were taking place at the time
of publication along with construction methods and funeral customs. We understand
in detail about the construction methods of large-scale mounds through archaeological
excavations of Tomb No. 6 at the Dohang-ri site in Haman, Tomb No. 1 at the
Giwol-ri site in Goseong.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based on the relative
strength of Geumgwan Gaya in Gimhae, the influence of Silla, and the overlapping
of territory between Baekje and Gaya, the mounded burial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their construction process are of many suggested
actions and differing funerary traditions. This can be ascertained through detailed
investigations. In addition, we are making efforts to understand the methods used
from the investigation of the lower part of the mound at the Yunam-ri mounded
burial site excavations in Uiseong running parallel with an example of a comparative
investigation of the construction methods of medium and small mounded burials.
Artifacts demonstrate that the sites were constructed between the end of the 5th
century to the end of the 6th century. It shows the elements of the traditional talent
of the Uiseong area in the time in which Silla pottery spread and cultural aspects of
the area changed. We anticipate shedding light on this archaeologically. Over the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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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years 10 of our institutes have conducted mounded burial excavations in each part
of Yeongnam and through detailed investigations of the construction methods of
mounded burials, we worked continuously to uncover the highly developed
technology and level of the ancient people. Through this we have raised the bar on
the scope and interpretation of research on the construction methods of mounded
burials, and we stress the need for a universal investigation method to take root.
Keywords : Three Kingdoms Period, mounded burial, construction method,
investigation method, funerary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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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erary Proceedings of the Joseon Period
Kim Pan-seok
The Joseon Period was founded when rising nobility of the end of Goryeo Period
threw away Buddhist values to accept Neo-Confucian ideology with new rigid values.
These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parts of Joseon experienced many changes, and
especially traditional funerary proceedings experienced great changes with the
appearance of Confucian ritualism(朱子家禮). Among records of Joseon bier funerals,
if one examines the entries related to the three burial rituals (lowering the burial,

sitoje, and after-burial ceremonies), they also are described in Confucian ritualism,
Sangbyeontonggo(常變通攷), and Gukjoouire(國朝五禮儀) and we know these rituals
were already established in the Early Joseon. Also, even until this time in the
circumstances of a traditional funeral, even though part of a sitoje is carried out, it
is very simplified. However, in general the tradition of the three rituals are still
carried out. The data related to process proceedings of the funerary rituals that come
from Confucian ritualism are being added to by the results of archaeological
excavations. Until recently, the state of data from Joseon burials has been steadily
rising, and many investigations have yielded cases with mortuary structures that are
not found in textual records. Especially, among the artifacts excavated that are related
to the three rituals, those of lowering the burial and sitoje have increased the most.
However, in the cases of the Dogok-ri and Dudeurigol sites in Yangpyeong
(Gyeonggi-do) and Busan, respectively, show that there have been comparatively
fewer investigations of Joseon burials in these areas. In terms of structure, they are
of a very regular form, and special artifacts were not excavated. Yet, in terms of
Joseon funerary proceedings, material cultural data of the pyeongtoje were excavated
for the first time. After this, as rich and abundant data from investigations are
realized, then we expect that aspects of funerary ritual and proceedings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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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arthed.
Keywords : funerary ritual, funerary ceremony, three mortuary rituals, lowering the
burial ceremony, sitoje, pyeongtoje, funerary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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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wer of Long-distance Interchange in the Three Kingdoms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arly 5th Century
Takada Kanta
In research on relations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ese Archipelago in
the Mounded Tomb Era I think that there are three processes are necessary to
examine: (1) serious consideration of the excesses of the Wa ruler's authority in
military power activities outside of the archipelago, (2) the authority of the Wa ruler
in unified grasp of long-distance interchange, and (3) the strength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se matters. Consciousness of the matters in the Japanese Archipelago
is through aspects of the excavation of grave goods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their history. I examined such artifacts from the early 5th century. Silla had a
subordinate relationship with Goguryeo and created the environment of belligerence
and it is possible to interpret that they had a mission to have relations with Wa. Also,
Baekje or Dae Gaya deliberately had friendly relations with Wa in anticipation of the
adult men of Goguryeo. The relations that Silla, Baekje, and Dae Gaya had with Wa
can be read as being a complex situation. If one examines changes in Korea-Japan
relations, the possibility that Wa had one-way military activities in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 is high. Instead, there was reciprocal purpose of relations between
the Japanese Archipelago and Korean Peninsula basic understratum

and the

accumulation of the customary relations. I think that the acceptance and spread of
advanced culture by Wa was the greatest factor.
Keywords : Three Kingdoms Period, Korea-Japan relations, non-local ceme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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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Twin Fish-shaped Spoons Excavated from
Early Goryeo Burials
Jung Eui-do
Spoons are excavated from early Goryeo burials that can be divided by areas of
Gyeonggi-do, Chungcheong-do, Jeolla-do, and Gyeongsang-do by ratio of excavation
or by type share. The results of examination are that twin fish-shaped spoons hold
a dominant position to other shapes such as regular-shaped, basic-shaped, or

jangneungshaped spoons. In addition, there are areas in which the jangneung-shaped
spoons are not excavated. Hairpin with lotus-shape and yaksi-shaped were not
excavated from any areas. The length of the twin fish-shaped spoons is greater than
that of the regular spoons but it is about 22 cm. The sulip ratio is 0.45 and the angle
of the handle is 15°. The time in which spoons were included as grave goods in
Goryeo burials is the 11th century at the end of the period of the celadon haemuri

gup. The number that is excavated and the number of areas in which they are
excavated increases in the period from the end of the 11th to the beginning of the
12th century. The spoon becoming a grave good started with changes in funerary
customs and the changes. If we consider the form of spoons and the social and
political situation of the times, we can see interchange in Liao and Jin. The 11th
century is the time in which Goryeo interchange with Liao began, and in the 12th
century Goryeo has official interchanges with Liao and Jin. This coincided with the
circumstances of the Seonhwabongsa Goryeo dogyeong(宣和奉使高麗圖經) described
by Seogeung. The twin fish-shaped spoon originated in Liao and had its height in Jin
times when it was well-known. We can say that the spoons hold a dominant position
in burials as a symbol of their place in Goryeo, Liao, and Jin. In about the mid-12th
century, spoons were buried as grave goods with kings, and the cremation burials of
the ruler class of that time had spoons show their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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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twin fish-shaped spoons, regular(basic) spoons, jangneung-shaped
spoons, angle of handle, sulipbi, celadon hawmuri gup, celadon bangu
bottle, porcelain bangu bottle, Goryeo, Liao-Jin interchange,

Seonhwabongsa Goryeo dog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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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angrim-ri in Wanju, Korea to the Hirabaru in Fukuoka,
Japan
- the EasternRoad of the Bronze-makers of China
Bai Yunxiang
The countries of ancient East Asia –Korea, China, and Japan –not only had various
forms of interchange, but populations also moved around. Bronzes from Korea and
Japan such as the Chinese-style daggers from Sangrim-ri in Wanju-gun and the

palyeopnyujwayeonhomun mirrors from Tomb No.1 of the Hirabaru site in Fukuoka
Prefecture are objects that show that Chinese bronze-making specialists moved to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ese Archipelago in the Warring States and Eastern Han
Periods. In 1975, a total of 26 well-preserved wonsudugojugyeong-type Chinese-style
bronze daggers were unearthed in Sangrim-ri and are comparable to examples from
the Wuyue area dating to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It appears from evidence
that these were made by bronze-making specialists who came over to Korea from
China, rather than the skill for their production being passed over. This would have
been in the early 4th century BC. The historic background for this is the fall of Yue
in 334 BC at the hands of Chu. In 1965, about 40 Han and Han-style mirrors were
excavated from Tomb No. 1 of the Hirabaru site in Maebaru, Fukuoka Prefecture.
Among them 5 very large palyeopnyujwayeonhomun mirrors were found. The tomb
is dated to about AD 200. These cannot be seen as being brought over from China
as exports. Instead these were made by bronze mirror craft specialists of the Eastern
Han in Fukuoka Prefecture. These Bronze specialists came from the capital of Eastern
Han in approximately the middle of the 2nd century AD in the time of Emperors
Huan or Ling. This was led to by the historic background of frequent natural
disasters, poverty, and restlessness. The Three Kingdoms Wei and Jin craft specialists
who went to Japan became pioneers to the Yue craft speci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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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Sangrim-ri site(Korea), Chinese-style daggers, Tomb No. 1 Hirabaru
site(Japan), palyeopnyujwayeonhomun mi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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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Phenomenon of Oracle Bone Studies in Japan
- Henceforth on the Premise of the Comparative Study of KoreaJapan Oracle
Bones Miyazaki Taichi
In ancient China, Korea, and Japan, heat was applied to bones and turtle carapaces
and the resultant burns and cracks were customarily examined to show loyalty and
disloyalty, good luck or ill luck to predict the future. In Korea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cases of the archaeological investigation of wetlands, and the
data date to between the Samhan to the Three Kingdoms Periods (in Japan, the Yayoi
to Kofun Periods). I examine the oracle bones made from the shoulder blades of deer
and wild boar excavated from sites excavated by the Foundation of East Asia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 at the Neuk-do and Gochon-ri sites. On the other hand, in 1976
神澤勇一 conducted material orthopedic-style production method studies on how to
apply heat and burning and divided the results into five types. Following that, the
study greatly contributed to studies of oracle bones. However, at that time there were
few precedents, and there is a limit to the evidence for after the middle and late
Yayoi in eastern Japan, and so there are some contradictions in the typologies. In the
1980s and after, the number of wetland excavations suddenly increased with the
increase in excavations brought about by economic development, and in western
Japan there was a great increase in the excavation of oracle bones. We know from
those data that there were changes in the method of burning, the kind of animal
species used, and the bone elements that were used. From now, in the period
spanning the early Yayoi to the early Kofun Period, if we attempt to compile the
numbers from Saga Prefecture to Niigata Prefecture in the north, there are 43 sites
with 459 oracle bones. The particulars of each find has been reported. According to
a number of criteria, the oracle bones have been grouped into seven types. From this
point, comparisons with oracles bones from Korea are being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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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oracle bones, Yayoi Period, Early Kofun Period, shoulder blade, animal
types, heating/burning area, heating/burning method, reg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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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与日本
- 观察农耕的始作与展开 藤尾慎一郎

本报告指出的是韩国和日本在农耕始作与农耕社会成立过程中的差异。这次是限定
在以大米、麦、小米、黍等草原性种子类栽培为对象的农耕。在韩国早在7,000多年前
就开始了小米、黍的畑作农耕，公元前13世纪还附加了大米。
旱地的面积也达到了数公顷的广大面积，公元前12世纪还出现了带有靑铜器的有力
者之墓。
可知灌漑式水田稻作在公元前11世纪开始，公元前10世纪里造成了环壕集落，出现
了带有坟丘的大形区划墓形成了首长层。九州北部目前无法确认畑作农耕现象，但在
公元前10世纪突然开始了广大的灌漑设施的水田栽培大米的生活，直到公元前9世纪筑
造起了环壕集落和有力者之墓。
以上两个地域上农耕的始作和展开来比较的话可找出8个特征。九州ㆍ四国ㆍ本州的
农耕文化上看出与韩国共同特徵的农耕文化和以外看不出的农耕文化是并立的。

关键词：粟ㆍ黍 農耕, 灌漑式 水田稻作, 環壕集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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从发掘成果上看的三韩ㆍ三国时代的生活相
- 以东亚细亚文化财硏究员调査遗蹟为中心 权贵香

本搞里以我们研究院实施的遗迹发掘调查为中心，观察庆南地区三韩ㆍ三国时代的
生活遗蹟的变化相，与此同时观察了为复原当时的生活相而实施的多角度的内容分析
和学术交流的痕迹等。生活遗蹟是在聚落里除了墓域，包括住居域、生产域里构成的
多种形态的遗构来使用。其中居住用的中心是竪穴住居址或者地上式建物，所以在本
搞里以两者为中心简单观察了时间性变化相。
竪穴住居址的最大的特徵可以说是平面形态，三韩时代呈方形系→圆形系、三国时
代呈圆形系→方形系的变化相。平面形态的分布反映地域性的特徵，西部庆南地域是
圆形系筑造，东部庆南地域是方形系筑造。这样的现象直至5世纪还比较明显，渐渐的
圆形系急减，西部庆南地域内也扩散起方形系的分布范围，其个体数也呈逐渐增加的
趋势。
同时注目的是，三韩时代只筑造竪穴住居址的附属楼子式建物到了三国时代就正式
筑造起了住居用途的楼子式建物。住居用途的楼子式建物特徵是筑造成中型以上规模
的2×2间构造，楼子式建物不包含在竪穴住居址群内而是形成另外的群集，也在中央
设空地配置了环状(或半圆状)单位聚落。而且还需要注目的是5世纪前后时期在咸安、
晋州地区也出现了超大型椭圆形地上式建物。筑造这样的超大型地上式建物可能投入
了相当的技术力和勞动力，还有可能为了计划和实现也伴随了社会的变化。参考以往
的研究成果上发现地上式建物在特殊机能聚落上筑造频度非常高。
6世纪中以后竪穴住居址的平面形态上都是以圆形系和方形系来筑造，地上式建物
的构造虽没有差异，但与前时期不同的是住居域或者共同作业场周围设有水井。石筑
井大部分集中在6~7世纪代上，可理解为反映时间性的构造物。
在生活遗蹟里出土的各种自然遗物为对象实施自然科学分析后的结果是，放射性炭
素年代测定法和年轮年代分析上获得了有效的结果，体感到了蓄积资料的必要性。特
别是对低湿地遗蹟上出土的各种有机质遗物做分析的结果，从动物遗体分析上选择性
的应用了适当的食用、道具材料、祭仪道具的动物; 可以认识到受季节的制约以各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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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来适当的供需了鱼贝类; 从植物遗体分析上，确保了文献史料上出现的五穀、麻、
水果类等的实存资料。通过树种分析指出，适合材料特性用途来製作和使用家具材、
道具、容器等。以外还对比海水面上昇等古环境分析结果和编年案为基础的遗蹟形成
过程, 可证明海水面最上昇的影响制约到4世纪中半的生活领域的微观事实。通过隣接
学文的相互作用得出的结果是可以复原当时生活相的很有意义的基础资料。

关键词：庆南地域, 圆形系 竪穴住居址, 方形系 竪穴住居址, 地上式建物, 井, 自然分
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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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海地区山城与邑城的硏究
沈宗薰

金海是从三国时代以前就形成初期国家的中心地区，经过金官加耶、金海小京、金
海都护府等，长期维持了地区社会行政、政治的中心。并且为了运营这些的城郭也是
早就筑造活用下来。
对此认识到金海地域城郭(山城，邑城)的重要性，整理了目前为止调査的成果，试
图接近各时代的运用体系与相互关联性。结果，三国到统一新罗时代筑造的马峴山城
与良洞山城推测是防御金海外廓的军事性质强的遗蹟; 盆山城位于一眼观望到金海中
心的地域，同时也可能具有军事性格和政治ㆍ行政治所的性格。高丽时代以金海古邑
城、朝鲜时代以金海邑城活用为政治ㆍ行政的中心，不管是高丽ㆍ朝鲜时代，非常时
期时有着入堡于附近的盆山城一边示威一边展开战时行政的可能。还有马峴山城是其
外廓的军事要塞，是防御金海地区的第一防御线而构筑。
到目前的城郭调査和硏究是其骨格的话，以后有必要接近于有何种城内设施、其性
格是什么、在城内怎样配置活用的等。而且通过这样的资料对各城郭间关系的相互关
係为焦点需要研究;

最终要在城郭运用时期里造成的生活ㆍ生产ㆍ交通ㆍ通信ㆍ祭仪

ㆍ坟墓等的遗构与宏观观点有机的连接起来，要体现当时的城郭与都市。
关键词：金海地域, 山城, 邑城, 城郭运用体系, 母子式城郭, 三国时代, 高丽~朝鲜时
代, 良洞山城, 马峴山城, 盆山城, 金海古邑城, 金海邑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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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鲜时代的邑城与山城
- 庆南地区最近发掘调査成果为中心 羅東旭

庆南地域的大部分邑城是朝鲜太宗时代到燕山君时代间筑造的。这时期邑城原是土
筑后改为石筑而提高防御力，在尺度上是世宗20年(1438)颁布的 ｢筑城新图｣为邑城筑
造的基本规定。而且基本设置敌臺、女墻、瓮城、垓子等为规式化，可以看出在规模
及筑造手法上的類似。但在最近发掘调查的邑城考察结果是: 城壁的筑造手法上外壁
部跟规定没什么不同，但在内壁部石筑上和世宗代以后筑造的城壁有所差异。
世宗代内壁部石筑呈阶段相，根据遗迹阶段相石筑上方夯土砂而筑，符合了 ｢筑城
新图｣ 的规定。但在文宗代以后筑造的邑城与 ｢筑城新图｣ 不同的是内壁部的石筑呈垂
直状，往上方斜着夯了土砂。这些世宗以后的邑城在认识世宗 25年(1443) 李甫钦指出
的阶段式体城部的问题点后无需埋于土里的 阶段状石筑直接筑造垂直的内壁，以土砂
倾斜铺盖石筑而方便登城的措施。另外再看朝鲜 后期东莱邑城(英祖 7年(1731) 初筑)
的情况，城壁基底部无址臺石以治石的割石平积，面石里边到180cm处以杂石灌满。
这可理解为在朝鲜前期邑城和筑造手法上存在根本的差异，壬辰倭乱以后的筑造手法
上有着很大的变化。
山城有着在非常时期入堡，以有利的天然自然地势可持久抗争的优点，所以从三国
时代就继承了传统的山城筑造形式。朝鲜初期防备倭寇是以山城为中心的消极的淸野
入堡，到世宗代时期山城入堡中心和邑城入堡中心为基本原则。朝鲜前期山城大部分
是修筑使用以前的山城，其筑造手法不详。但经过壬辰倭乱后为了对付大规模贼变以
要冲地为中心对敌的抑制和集中性防御，在庆尙道形成了东莱金井山城为中心的6所
大规模山城防御体制。这些山城女墻基本上都配置銃眼，基本上都有砲楼或将臺等设
施。而且城壁的筑造手法是从山城周围的自然岩石上采下板石状割石和参杂石子错缝
而筑，宽1~2m的面石和石材后填，里边以山土内托。朝鲜后期山城的筑造上最大的特
点是筑造起了周长10,000尺的山城等演变成山城大型化，演变成中城或外城等城郭的
重郭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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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键词：邑城, 山城, 敌臺, 女墻, 瓮城, 马面, 垓子, 筑城新图, 登城施设, 朝鲜 后期,
重郭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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对三国时代封土古坟筑造手法的硏究
权钟晧ㆍ赵明来
到三国时代古代国家的中央集权基础完成后出现了当时提高权利者的权威，作为社
会构成员集中为一的精神性统一象征物出现了大型封土古坟。封土古坟筑造是政治位
阶、经济优劣、土木或建筑工学 技术集约、地区间的交流、葬礼程序过程上的精神世
界等可以多样的接近。而且对封土古坟细部筑造手法的调查和以此的细密分析、整理
工作是为这些研究确保基础资料的必须因素。在此整理了我们研究院调查的三国时代
封土古坟的调查内容，介绍目前调查中的尹岩里古坟群的调查内容来查看对三国时代
封土古坟的筑造守法和葬俗。
通过咸安道项里六号坟、固城基月里一号坟等的大型封土古坟的发掘调查详细地掌
握了封坟的 筑造手法。而且也通过周密的调查指出了虽有金海金官加耶势力圈、新罗
文化影响圈、百济和加耶的接境地域等地区差异，但存在着在不同特征的古坟筑造过
程中进行多样祭仪行为的地区特有的葬俗。
义城尹岩里古坟群的发掘调查上平面调査和封坟下降调査并做，而且为了详细掌握
调查例子较少的中ㆍ小型封土古坟的筑造手法而努力着。尹岩里古坟群分三个郡，共
分布150座直径6~16m规模的封土古坟是大规模古坟群，查明 三国史记 里记载的召
文国实体上有着重要的考古价值。
现调查中的‘나’群密集分布着32座封土古坟，到目前的调查结果是与规模无关的整地
层及每个盛土作业单位上查到了定量的封土材做区划盛土的痕迹。埋葬主体部的性格
是地上式的长方形、方形系横口式石室墓，查出了多数的陪葬墓。而且封坟造成的每
个工序上出土着葬俗有关的遗物等，在洛东江上流水系中型级古坟调査中获得了值得
关注的考古学成果。参考出土遗物的遗蹟造成年代为5世纪后半~65世纪后半，期待考
古学上查明义城地域재지的传统要素和通过新罗地域土器扩散的文化样相变化。
十年中我们研究院在发掘调査嶺南各地区多数的古坟，通过调查封土古坟的细部筑
造手法来查明古代人的高度发达的技术水平和观念意识而不断努力着。这可理解为古
坟调査方法的范围和解释上的进一步发展的研究姿势，强调固定为普遍性调査方法的
必要性。
关键词：三国时代, 封土古坟, 筑造守法, 调査方法, 葬俗

552

朝鲜时代的葬俗
金判硕

朝鲜时代是被高丽末的新进士大夫们排除了佛敎中心的价值观，收容崭新、严格价
值观的性理学儒家思想而建国起来的。这在朝鲜的经济ㆍ社会ㆍ政治方面带来了诸多
变化，特别是 朱子家礼的导入对传统葬俗给予了很多变化。
朝鲜时代的丧葬礼中关于葬送仪礼的埋葬三祭(下官祭, 始土祭, 平土祭)检讨文献的
记载来看时，朱子家礼、常变通攷、四礼便览、国朝五礼仪上也有记载，可
知这样的埋葬三祭早在朝鲜前期已经确立。而且可以看出直到现在办传统葬礼时虽然
非常简略化履行关于始土祭主人赠的一部分，但大体上继承了埋葬三祭的传统。
朱子家礼记载的丧礼进行过程中关于葬俗的资料在最近的精密发掘调査中显示着
新的资料。到最近的朝鲜坟墓调查事例不断的增加也调查出文献上没有记载的多样的
构造。尤其是出土遗物与埋葬三祭有关，大体的实情是只调查到了下官祭、始土祭的
证据。但在京畿道杨平道谷里遗蹟、釜山斗斗谷坟墓群调查出了在该地区事例较少的
朝鲜坟墓。构造是非常一般的形态，没有出土特别的遗物，但在朝鲜时代葬俗上累积
了到目前还未查明的平土祭的物质资料。将来期待能调查出更丰富的关连材料来查明
关于朝鲜时代丧葬礼和葬俗面貌。

关键词：丧葬礼, 葬送仪礼, 埋葬三祭, 下官祭, 始土祭, 平土祭, 葬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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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国时代韩半岛诸势力的对外交涉
- 5世纪前半时期为中心 高田貫太

日本考古学上古坟时代的韩日关系史硏究里可能有3项课题:①倭王权对军事性对外
活动的过度重视, ②倭王权对外交涉权一元化的掌握, ③韩半岛诸势力上检讨韩日关係
的必要性。基于这样的问题意识在日本列岛出土的韩半岛系副葬品样相和古代史学成
果来综合化检讨了5世纪前半代的韩日交涉特性。
新罗可解释为和高句丽是保持附属性关係，还意图其环境好转而与倭交涉。而且还
认为百济、大加耶为防备高句丽的南征，企图和倭搞好友好关系。新罗、百济、大加
耶对倭交涉目的复杂的情势下考察韩日关係变化，倭以单方面主体的在韩半岛南部做
军事活动的可能性很少。反而积累了基础在日本列岛和韩半岛之间的相互交涉目的基
层性、恒常性交涉关係，欲评价为其对倭来说是收容和展开先进文化的最根本的原
因。

关键词：三國時代, 韓日關係, 外來系墓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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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丽前期坟墓里出土的双鱼形匙的硏究
郑义道

高丽时代前期坟墓里出土的匙分京畿道地域、忠淸道地域、全罗道地域、庆尙道地
域，检讨出土比或形式别占有率等的结果，双鱼形比其它一般形-基本形, 长陵形占优
位。有的地域也有不出土长陵形的，而且在全部地域上不出土蓮峰形和药匙形。匙的
全长上双鱼形比一般形稍长，在22cm左右、勺头比是0.45、勺柄角是15°。
匙包括在高丽时代坟墓的副葬品里，是在11世纪前后的青磁玉璧底末期，到了11世
纪末12世纪初就增加了出土例和出土地区。匙被副葬是来自墓葬风俗的变化，这样的
变化考虑到匙的形态或当时的社会、政治状况的话可以看到是来自高丽和辽、高丽和
金的交流。11世纪是高丽和辽开始交流的时期，12世纪是高丽和辽、高丽和金之间交
流正式活跃兴起的时期，这正符合徐兢的宣和奉使高丽图经里记述的状况。
双鱼形匙起源于辽，完成的形态到金代才开始流行起来。双鱼形匙在坟墓里占优位
可以说成高丽与遼·金关系的象徵性遗物，到12世纪中可以说是进展到了王墓里副葬
匙，还有当时支配层的火葬墓里也出土匙的情况。
关键词：双鱼形匙, 一般(基本)形匙, 长陵形匙, 勺柄角, 勺头比, 靑磁玉璧底碗, 靑瓷
盘口甁, 陶器盘口甁, 高丽, 遼·金交流, 宣和奉使高丽图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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对日本卜骨硏究现状
- 今后韩日卜骨的比较硏究为前提 宮崎泰史

古代的中国, 韩国, 日本都有把骨头或龟甲加以烧灼而发生的龜裂变化来占卜神意或
吉凶的共同的风习。呈现具体事例的考古遗物是烧灼点状的卜骨ㆍ卜甲。最近在韩国
调査低湿地例子增加，报告出了三韩时代到三国时代(日本弥生时代~古坟时代)的资
料，财团法人东亚细亚文化财硏究院也在勒岛遗蹟、古村里生产遗蹟调查中出土了
鹿、野猪的肩甲骨卜骨而完成了详细的检讨。
且在日本1976年由神泽勇一氏以素材的整形手法和烧灼手法特徵来分类5形式，以
后对卜骨硏究作出了很大的贡献。但是当时的類例很少，东日本资料中心限定在弥生
时代中期后半以后的资料上，也指出了形式分类方法的矛盾点。1980年以后在日本共
伴大规模开发，低湿地调査例也急增。特别是在西日本的出土增加可以知道按时代和
地域的烧灼手法、使用动物的种类、使用部位的变化。此次弥生时代 前期到古坟时代
前期时段的卜骨试图收集，南至佐贺县、北至新湾县确认了43所遗蹟和卜骨459件。
这样的资料中出土例多的肩甲骨为中心考虑到烧灼部位, 烧灼手法, 地域性分类了

Ⅰ~Ⅶ type。时间数列演变的 7type是通过共伴的土器可以证明。
今后与韩国的卜骨进行比较检讨时也考虑韩国和日本地域间骨卜法的交流，欲编制
考虑地域性的分类案。

关键词：卜骨, 弥生時代~古墳時代 前期, 肩甲骨, 動物種類, 燒灼部位, 燒灼手法, 地
域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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発掘成果からみた三韓․三国時代の生活相
－東亜細亜文化財研究院の調査遺跡を中心に－
権貴香

本稿では東亜細亜文化財研究院が発掘調査を行なった遺跡を中心に、慶南地域の
三韓․三国時代の生活遺跡の変化相を確認した。そして当時の生活相を復元するた
めに実施した多角的な分析内容と学術交流の痕跡などを検討した。
生活遺跡とは、集落内に墓域を除いた住居域․生産域で造成されたさまざまな形
態の遺構を含む意味として使われている。その中で住居用の竪穴住居址または地上
式建物が中心になるため、本稿では両者を中心に時間的な変化様相について確認し
た。
竪穴住居址の最も大きい特徴は平面形態があげられる。三韓時代では、方形系→
円形系に、三国時代では円形系→方形系への変化相がみられている。平面形態の分
布は地域的な特徴を反映しており、西部慶南地域では円形系、東部慶南地域は方形
系が築造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様相は5世紀代まで比較的に明確に確認できるが、
ますます円形系が急減して西部慶南地域内でも方形系の分布範囲が拡散され、さら
に個体数も増加する傾向がみられる。
一方、三韓時代では竪穴住居址の付属建物だけに築造された楼字式建物が、三国
時代になると本格的な住居用途に築造されていることが注目される。住居用途とし
て楼字式建物の特徴は中型以上の規模で築造した2×2構造の楼字式建物が竪穴住居址
群の内に含まれてなくて、別の群集をなしている。そこで中央に空地を作り、環状
(あるいは半円状)に配置した単位集落を造成する。また5世紀前後した頃に、咸安․
晋州地域から超大型楕円形の地上式建物が出現したことに注目する必要がある。こ
のような超大型地上式建物の築造では相当な技術力と労働力が投入されたと推定さ
れる。そして、これを計画して実現させる社会的変化が伴ったと考えられる。既存の
研究成果を参考すると、地上式建物は特殊機能集落の中で築造頻度が非常に高かっ

일문초록

557

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
6世紀中半以降には竪穴住居址の平面形態が円形系と方形系の両方作られている。
地上式建物の構造的な違いはないが、前時期とは異なって住居址または共同作業場
周辺に井戸が設置される。石築の井戸はほとんどが6～7世紀代に集中して確認され
ているため、時間性を反映する構造物として考えられる。
それと、生活遺跡から出土した各種の自然遺物を対象に自然科学分析を実施した
結果、放射性炭素年代測定法とともに、年輪年代分析から有効な結果を獲得して資
料蓄積の必要性を体感した。特に、低湿地遺跡から出土したさまざまな有機質遺物
を分析して、動物遺体分析からは食用、道具の材料、祭儀道具として適合な動物を
選別的に活用し、季節的な制約によって時期別に異なる魚貝類を適切に需給したこ
とが分かった。そして植物遺体分析では、文献資料に登場する五穀、麻、果物類な
どについて実際の資料が確保できた。樹種分析からは、材料の特性に合う用度別に
家具材、道具、容器などを製作․使用した状況を推定することができた。それ以外
でも、海水面上昇など古環境分析の結果と編年案に基づいた遺跡の形成過程を比べ
て海水面最上昇の影響が4世紀中半まで生活区域に制約を加えていたことが証明でき
た。このように隣接学問との相互作用を通じて得られた結果は、当時の生活相が復
元できる基礎資料として意義がある。

キーワード：慶南地域、円形系竪穴住居址、方形系竪穴住居址、地上式建物、井
戸、自然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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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古代の城․邑․里
徐龍国

本文では、新石器時代中․末期から秦漢時代の城․邑․里の三者間における連関
性およびその発展と変遷関係について考察した。邑は、一種の古い部落の形態であ
り、環濠․木柵․土塁を備えた部落である。新石器時代中期から出現した環濠部落
は、邑の中で高級形態に属する。新石器時代末期に環濠部落の基礎から現れたの
が、いわゆる塀のある城である。三代時期にあたる城の発見例は少ないが、邑は大量
に存在している。これは少数の邑だけが城壁を積み上げており、数多くの邑はなお本
来の部落形態として存在したことを意味する。殷墟․豊鎬․洛邑などの上周の都
は、今まで城壁建築物が見られておらず、なお邑の型式に属している。三代時期に
あたる邑からみると、邑は大きさの区分があり、高さについても分けられている。大
邑は小邑も一部含まれている。春秋戦国時期の覇権争いの激しさにより、数多くの
邑が続々城壁を積み上げ始め、秦漢時代までこのような過程が続けられた。里は、
かつて西周初期の金文から出現した。里は一種の末端機構単位であり、一種の部落
の実体として邑の別称である。部落の実体については、城内の里と城外の里に分け
られる。城壁を積み上げた比較的に大きい邑は、いくつかの小さな邑も含まれてお
り、小さい邑は後で大きい邑の里として変化し、これが城内の里になる。まだ城壁を
積み上げなかった小さい邑もなお邑の本来の形態を保っており、これも‘里’と称す
る。これが城外の里であり、実際的な自然村落としてすべてが邑から発展したもので
ある。
邑から城への変遷、城内の里の出現は、部落形態が活発に発展した産物であり、
それにともなって変化したのは、人々の血縁関係がますます弱化した反面、地縁関
係がむしろ強化された。それとともに上古時期の社会形態が萬国→王国→諸侯国→
帝国への変遷をもたらされた。
城と邑は二つの異なる部落の形態として、邑の歴史がずっと古く、城は邑から発
展したものであり、城が造られてからは城と邑が同時に存在することにな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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夏․商․西周時期には城が少なく、邑の方が多い。邑は基本的に部落単位であ
り、それぞれ異なる等級に分けられており、ほとんどは城壁がない。春秋戦国時期に
なると、ますます数多くの邑が城壁を積み上げることにより、城と邑の区別はあいま
いになり始め、徐々に城邑の区分がなくなって、結局城と邑をあわせて呼ぶことに
なった。
秦漢時期の数多くの郡県の城は元々の城邑から変化してきたものである。邑から
城への転換は、村落形態がたえまなく発展した産物であり、これに従ってますます弱
化した血縁関係が伴った一方、地縁関係はますます強化され、上古時期の社会形態
が萬邦萬国→王国→諸侯国→帝国への変遷をもたらした。
キーワード：城邑、城内の里、集落、城壁、新石器時代、三代時期、春秋戦国時
期、秦漢時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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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海地域の山城と邑城研究
沈宗薫

金海は三国時代以前から初期国家が形成した中心地域として、金官加耶から金海
小京、金海都護府などを経ながら地域社会の行政、政治の中心に長い期間その機能
を保ってきた。そしてこれを運営するための城郭も早くから築造されて活用してき
た。それから金海地域城郭(山城と邑城)の重要性を認識して、いままで調査された調
査成果をまとめて各時代別の運用体系と相互関連性についてアプローチを行なっ
た。その結果、三国～統一新羅時代で築造された馬峴山城と良洞山城は、金海外郭
を防御する軍事的な性格が強い遺跡であると考えられる。盆山城は、金海中心地域
を一見に観望することができる場所に位置していることから、軍事的な性格と政
治․行政の治所的性格を同時に持っていると推定される。一方で、高麗時代では金
海古邑城、朝鮮時代では金海邑城を政治․行政中心地として活用し、高麗․朝鮮時
代にかかわらず、非常時では付近の盆山城に入って籠城しながら戦時行政を行なっ
たと考えられる。そして馬峴山城はその外郭の軍事的な要塞として金海地域を防御
する1次的防御線を構築したとみられる。
今までの城郭調査と研究がその骨格について行われたとすると、今後からは城内
施設がどのようなものがあったのか、その性格はなにか、城内でどのように配置され
て活用されたかなどに関するアプローチが必要である。そしてこのような資料から各
城郭間の関係に対する相互関係に注目した研究が望まれる。最終的には城郭の運用
時期に造られた生活․生産․交通․通信․祭儀․墳墓などの遺構をマクロ的な視点
から有機的につなげて当時の城郭都市を再現しなければならない。
キーワード：金海地域、山城、邑城、城郭運用体系、母子式城郭、三国時代、高
麗～朝鮮時代、良洞山城、馬峴山城、盆山城、金海古邑城、金海邑城

일문초록

561

中国京内高句麗城の調査概述
迟勇

本文では、高句麗城の実際踏査と研究による位置․形態․構造․分期などのさま
ざまな部分について紹介する。
2004年4月から本人と孫仁杰、張福有先生は高句麗王陵を調査する同時に、高句麗
都城、重要平原城と都城付近に位置する山城に対する調査も行なった。2007年から
2010年までは、おもに高句麗の千里長城と高句麗山城を調査し、2010年に 高句麗千
里長城を出版した。以降、我々は2012年高句麗山城の仕上げ調査を最後に本項目の
作業を終わらせた。
今回の調査により、約110ヶ所の高句麗山城が確認され、この中で吉林省で約50ヶ
所、遼寧省で約60ケ所が存在することを確認した。関連資料によると、北朝鮮境内
に36ケ所が存在しており、現在把握された高句麗城を合わせると、約150ヶ所に及
ぶ。三国史記 によると、170ヶ所であるが、文献内容とはまだ20ヶ所ぐらいの差が
みられる。遼寧省と吉林省から3回の文物調査を行なった結果、中国内の高句麗古城
は基本的にすべて確認した。そこからみると、残り20ヶ所の城は北朝鮮境内に存在
する可能性が比較的に多いと考えられる。
遼寧省と吉林省内の高句麗城は都城․平原城․山城․関塞․辺境哨所などに構成
されている。この中で山城の場合、築造期間が比較的に長く、石城と土城に区分さ
れる。我々は山城築造の分期を1～4期に分類した。本稿では今回調査した高句麗城
について紹介する。
キーワード：高句麗城、位置、形態、構造、分期、平原城、山城、関塞、辺境哨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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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時代の邑城と山城
- 慶南地域の最近発掘調査成果を中心に 羅東旭

慶南地域の多くの邑城は、朝鮮時代の太宗代から燕山君代にわたって築造された
ものである。この時期の邑城は土築だったのを石築に改築して防御力を高めてお
り、尺度においては世宗20年(1438)に頒布した 築城新図の規定を邑城築造のベー
スにしている。また、基本的に敵台․女墻․甕城․堀などの施設を規式化したこと
により、規模およびその築造手法の類似さがわかる。しかし最近発掘調査が行なわ
れた邑城を考察した結果、城壁の築造方法において外壁部は規定と大きく異なって
ないが、内壁部の石築の場合には世宗代以降に築造された城壁と違いが見られる。
世宗代では、内壁部の石築が階段状を示しており、遺跡によっては階段状の石築
の上に土砂で固めて 築城新図の規定にあわせて城壁を積み上げた。ところで文宗
代以降に築造された邑城は、築造新図 とは異なって内壁部の石築が垂直状になっ
ており、その上部でななめに土砂を固めた。世宗以降の邑城は、世宗25年(1443)に李
甫欽が指摘した階段式体城部の問題点を認識して、土に埋もれる階段状の石築を造
成する必要がなくなった。それにより垂直のように内壁を築造し、石築を土砂でなな
めにかぶせて登城しやすく手がけたと推定される。一方で、朝鮮時代後期の東来邑
城(英祖7年(1731)初築)の場合は、城壁基底部に址台部なく治石した割石で平積みな
がら、面石の奥の180cmまで雑石を用いて裏積めている。これは朝鮮前期の邑城と築
造方法における根本的な違いであり、壬辰倭乱(文禄の役)以降の築造方法に大きい変
化があったと解釈している。
山城は非常の時に天然の自然地勢がよい山城に入り、長期間抗争ができる特有の
長所があることから、三国時代からの伝統的な山城築造形式をそのまま継承した。
朝鮮初には、倭寇の対備として、山城が中心である消極的な清野入保(敵が使うこ
とができないよう、農作物や建物などの地上にあるのを全部片付けてから城に入り、
身を守ること)であったが、世宗代になると山城入保から邑城入保へ基本原則が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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わった。朝鮮前期の山城は、以前に積み上げた山城を修築して使った場合がほとん
どであり、築造方法も把握できていない。しかし壬辰倭乱を経て、大規模の賊の反
乱に備えて要衝の地を中心に、敵に対する抑制と集中的な防御のため、慶尚道では
東来金井山城をはじめ6個の大規模の山城と構成される防御体制を形成した。この山
城では基本的に女墻で銃眼を配置しており、砲楼や将台などの施設を整えている。
また、城壁の築造手法は、山城周辺の自然岩石から採った板石状の割石を用いて、
隙間に小石を差し込む乱積み方式を使っており、1～2ｍ幅の面石と石材の裏に埋め
戻しとして山土を内托工法でできあがる。一方で、朝鮮後期の山城の築造における
最も大きい特徴は、外周が10,000尺以上の山城が築造されるなど山城の大型化が進行
されていることと、中城または外城が築造されるなどの城郭の重郭化が進行されたこ
とである。
キーワード：邑城、山城、敵台、女墻、甕城、堀、築城新図、登城施設、朝鮮後
期、重郭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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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国時代の封土古墳築造手法の研究
権鍾晧․趙明来
三国時代になると、中央集権的な古代国家の土台を築いた後、当時の権力者の権
威を高めることとともに、社会の構成員を一つに結ぶ精神的な統合の象徴物とし
て、大型封土古墳が登場することになる。封土古墳の築造は精神的な位階、経済的
な優劣、土木または建築工学技術の集約、地域間の交流、葬礼過程からの精神世界
観など、さまざまなアプローチができる。したがって、封土古墳の具体的な築造方法
に対する調査と、それから細かな分析と整理作業はこのような研究のための基礎資
料の確保における必修的な要素である。本稿では、いままで東亜細亜研究院が調査
した三国時代の封土古墳の調査内容を整理して、現在調査中である尹岩里古墳群の
調査内容を紹介し、三国時代の封土古墳の築造方法と葬儀風習について考察する。
咸安道項里6号墳、固城基月里1号墳などの大型封土古墳の発掘調査を通じて、封
墳の築造方法について細かく把握した。そして、金海金官加耶の勢力圏、新羅文化
の影響圏、百済と加耶の境界地域などの地域の差異はあるものの、それぞれ異なる
特徴の古墳の築造過程でさまざまな祭儀行為が行われた地域の特有な葬儀風習が存
在していたことが、今までの調査によって明らかになった。
そして、義城の尹岩里古墳群の発掘調査は、平面調査とともに封墳の下降調査を
並行しながら、比較的に調査例が少ない中․小型の封土古墳の築造方法を細かく把
握できるように注意した。尹岩里古墳群は三つの群に分けられて、直径6～16ｍ規模
の封土古墳が約150基ぐらいが分布する大規模の古墳群であり、三国史記 に記録さ
れた召文国の実体究明に重要な考古学的な意味を持っている。現在に調査中である
‘ナ’群からは封土古墳32基が密集して分布する。今までの調査結果、封土古墳の規模
と関係なく整地層および盛土の作業単位ごとに一定量の封土材を区画盛土した痕跡
が確認された。埋葬主体部の性格は、地上式の長方形、方形系の横口式石室墓であ
り、多くの陪葬墓が調査された。そして、封土造成の段階ごとに葬儀風習と関係あ
る遺物が出土するなど、洛東江上流水系の中型級の古墳調査における注目すべき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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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果を示している。出土遺物から参考した遺跡の造成年代は、5世紀後半～6世紀後
半代にあたり、義城地域の在地の伝統的な要素と新羅地域の土器の拡散を通じた文
化様相の変化を、考古学的に明らかにすることができると期待する。
10年の間に東亜細亜研究院は、嶺南各地の数多くの古墳を発掘調査をし、封土古
墳の築造方法に関するより細かな調査を行った。これから、古代人の高度に発達し
た技術レベルと観念的な儀式を究明するために、真剣に努力してきた。これは古墳
の調査方法の範囲と解釈におけるより発展した研究姿勢として、一般的な調査方法
に定着する必要性があると強調したい。
キーワード：三国時代、封土古墳、築造手法、調査方法、葬儀風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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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時代の葬儀風習
金判碩

朝鮮時代は、高麗末の新進士大夫たちが仏教中心の価値観から脱皮して性理学(宋
学)による儒家思想という新しくて厳しい価値観を受容することによって建国され
た。これは朝鮮の経済․社会․政治的な部分においてたくさんの変化をもたらし、特
に 朱子家禮の導入は伝統的な葬儀風習で多くの変化を求めることになった。
朝鮮時代の喪葬禮の中で、葬送儀礼の埋葬三祭(下官祭、始土祭、平土祭)と関連
して文献でみられる内容を検討してみると、朱子家禮、常変通攷、四禮便覧
ほか、国朝五禮儀 からも確認できるので、このような埋葬三祭は、朝鮮前期にす
でに確立されていたことがわかる。そして現代でも伝統葬礼を行う場合、始土祭の
中で主人贈と関連した一部だけが行われるほどに相当に簡略されているが、基本的
にはこの埋葬三祭の伝統を守っていることがわかる。
朱子家禮 に記載された喪禮を行なう過程中の葬儀風習と関連した資料が最近の
発掘調査によって続々新しく出ている。最近まで朝鮮墳墓に関する調査事例は持続
に増加している状況であり、文献に残されてないさまざまな構造についても調査され
ている。特に、出土遺物は埋葬三祭と関連して、主に下官祭、始土祭の証拠のみが
確認されている状況だった。しかし、京畿道楊平の道谷里遺跡と釜山のデュデュリ
ゴル墳墓群はその地域では比較的に調査事例の少ない朝鮮墳墓が調査された。構造
的には非常に一般的な形態であり、特別な遺物は出土されてないが、朝鮮時代の葬
儀風習において今まで明らかになってない平土祭に対する物質的な資料が蓄積され
た。今後、関連資料について調査が豊かに行われて、朝鮮時代の喪葬禮とかかわっ
た葬儀風習に関する全貌が明らかになることを期待する。
キーワード：喪葬禮、葬送儀礼、埋葬三祭、下官祭、始土祭、平土祭、葬儀風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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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前期墳墓出土の双魚形匙の研究
鄭義道

高麗時代前期墳墓から出土した匙を京畿道地域、忠清道地域、全羅道地域、慶尚
道地域にわけて、出土比や型式別の占有率などを検討した結果、双魚形が他の一般
形 - 基本形、長陵形よりも優位を占め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地域によっては長陵形
が出土されてない地域もあるし、蓮峰形や鑰匙形はどこにも出土されてなかった。匙
は全体の長さが双魚形の場合に一般形より若干大きいが、基本的には22cm前後、匙
の頭部の比0.45、匙柄角15°程度である。
匙が高麗時代墳墓の副葬品として含まれるのは、11世紀頃のヘムリ糸底青磁(日暉
紋系青磁)末期段階であり、11世紀末から12世紀初になると、出土例と出土地域が増
加する。匙が副葬されるのは、墓葬風習の変化から始めたもので、この変化は匙の
形式や当時の社会的․政治的な状況を考慮すると、高麗と遼、高麗と金との交流に
よるものとしてみられる。11世紀は高麗と遼の交流が公式的に始まる段階であり、12
世紀では高麗と遼、高麗と金との交流が公式的に活発に行われる段階で、徐兢の 宣
和奉使高麗図經 に述べられていた状況とも附合する時期である。
双魚形匙は、遼が起源になって完成した型式が金代に至って流行ったものであ
る。双魚形匙が墳墓から優位を占めているのは、高麗と遼․金の関係を象徴的に示
している遺物である。さらに12世紀中半頃に至ると、王の墓からも匙が副葬され、当
時の支配層の火葬墓からも匙が出土する状況へつながると考えられる。

キーワード：双魚形匙、一般(基本)形匙、匙柄角、匙の頭部の比、ヘムリ糸底青磁
碗、青磁盤口瓶、陶器盤口瓶、高麗、遼․金交流、宣和奉使高麗図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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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完州上林里から日本福岡平原村まで
- 中国古代青銅タクミの東渡路線 白云翔

東アジア地域の韓․中․日の三国は、古代からさまざまな形式の文化交流が行わ
れたことに加えて、人口の移動も何回も発生した。韓国完州郡上林里から発見した
中国式銅剣と、日本福岡市平原1号墓から出土した八葉鈕座蓮弧紋銅鏡は、戦国時期
と東漢時期の中国青銅器の匠が韓半島と日本九州地域へ移動したことを示す証拠で
ある。
1975年韓国完州郡上林里から保存状態が完全な状態で出土した26点の円首双箍柱
茎剣は中国式銅剣であり、中国春秋戦国時期の呉越地域銅剣と類似な特徴が見られ
る。しかしその遺物の材質はほとんど赤い銅で、金属の中に含まれた鉛料は韓国か
ら生産したものであり、さらに非実用的な礼器の特徴を示している。また泥土鋳范
または陶鋳范などの鋳造工芸技術を採用したが、それは中国大陸から伝われたこと
ではなく、中国古代鋳剣匠が韓半島にきて作ったものである。この鋳剣匠たちは呉
越地域から来たものであり、東渡した時期はだいたいに紀元前4世紀前半の戦国時代
中期で、その歴史背景は紀元前334年、越が楚によって滅亡してからだと考えられ
る。彼らの東渡路線は黄海→渤海→黄海の海上路線である。
1965年日本福岡県前原市平原1号墓から出土した漢鏡または漢式鏡は全部40点であ
り、この中で5点が超大形八葉鈕座蓮弧紋鏡である。この墓の年代は弥生時代後期後
半に想定されており、紀元200年前後にあたる。埋葬された人は女性で、伊都国の王
の墓と推定されている。この5点の銅鏡は東漢時代に流行った雲雷連弧紋鏡の一般的
な特徴を持っている。ところが中国内で発見した雲雷連弧紋鏡にもない独特な特徴
も一部見られる。これは直径46.5cm(東漢時代の約2尺ぐらい)であることや、八葉式
鈕座、連弧紋帯の内郭ではまったく装飾用紋様がないことなどがあげられる。しか
し、この銅鏡を鋳造するときに採用したのは、泥や陶器の鋳物模型であり、弥生住
民たちが使用した石材鋳物模型ではない。したがって、その鏡は中国から船で持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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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きた輸入品とは見られなくて、むしろ日本福岡地域に渡ってきた東漢王朝の鋳鏡
匠たちが現地で製作したものだと考えられる。このような鋳鏡匠たちは、東漢の首都
である洛陽一帯からきたと考えられるし、その時期はだいたい紀元2世紀中葉の東漢
の桓帝と霊帝の時期ごろで、その歴史的な背景は自然災害の頻繁な発生による社会
生活の貧乏と不安がもたらされたせいだと推定している。東渡路線は、山東半島陸
路→渤海/黄海水路→大韓海峡A水路であると推定する。日本に渡って行った東漢匠
たちは魏晋三国時代で日本列島に渡って行った呉国の鋳鏡匠の先駆者になった。
キーワード：韓国上林里、中国式銅剣、日本平原1号墓、八葉鈕座蓮弧紋銅鏡、青銅
匠、韓中日交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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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가야권역내 고분 집성 및
유형분류
3) 2013년 발간예정
1) 한ㆍ중 문화학술교류
2) 연구자의 정기적인 상호방문
3) 문화ㆍ예술ㆍ언어ㆍ학술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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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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