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내지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대형주거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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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울산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65개 유적 1,027동 주거지 가운데 평면형태가 완
전하여 주거지 면적을 산출할 수 있는 442동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출한 결
과, 20㎡이하를 소형, 20㎡이상 40㎡이하를 중형, 40㎡이상을 대형으로 분류하였다.
청동기시대 전기에는 중소형 주거지 없이 주거지 규모가 큰 대형주거지만 분포하는
것으로 보이며, 대형 장방형주거지가 취락을 구성한다. 전기 중반이후에 해당되는 대
형주거지는 대부분 중형의 주거지와 공동으로 분포하며, 소형의 주거지 일부가 분포
한다. 중기 이후의 대형주거지는 중형~소형의 주거지와 함께 분포한다. 또한 주거지
는 구릉 정상부를 공간으로 비우고 구릉사면에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대형주거지
는 시기가 변화함에 따라 단독분포에서 공동분포로 분포양상이 변화함을 알 수 있다.

Ⅰ. 머리말
울산지역에서는 蔚州 良東里遺蹟1)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조사된 이후 60개 이
상의 유적에서 약 1,500동 이상의 주거지가 발굴조사 되었으며, 단일지역 최대의 규모
이다. 지금까지의 발굴조사로 본다면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취락 대부분이
완만한 구릉에 분포하는 점2), 주거지 네벽 또는 일부를 돌린 壁溝施設, 外部突出溝,
*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1) 釜山大學校博物館, 1985, 뺷蔚州良東遺蹟調査槪報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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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확인되는 주거지 구조로 蔚山型3) 또는 蔚山式4) 住居址로 불린다. 또한 遺物에서
는 地域性5)이 확인되는 특징 등을 가지고 있다.
발굴조사가 증가하면서 남천 서부리 2호 주거지, 천곡동 나 지구 1호․ 3호 주거지
등 일반적인 주거지보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월등히 큰 주거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
러한 주거지를 일반적으로 대형주거지라 부르고 있다. 대형주거지는 유적에 따라 조
금씩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1~2동이 분포하고 있어 일반적인 주거지의 분포수에
비해 소수에 불과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취락내 주거지 규모에 따른 분류는 면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
이며, 대형․중형․소형으로 나누어진다. 본고에서는 울산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
대 주거지 65개유적 1,027동 가운데 면적 산출이 가능한 약 440여동의 주거지를 대상
으로 검토하여 규모를 분류하였다. 또한 대형주거지의 구조와 분포시기를 살펴보고,
토기 문양을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대형주거지 분포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대형주거지에 대한 검토는 취락복원을 위한 기초 작업이며, 향후 울산지역 청동기
시대 취락유적 복원 및 구조 파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事例分析
1. 선행연구 검토
대형주거지에 대한 연구는 안재호, 유병일이 있다. 안재호는 취락내에서 극소수에
불과한 100㎡ 이상을 성격에 따라 공공가옥인 본촌리식과 개인가옥인 관산리식으로
분류하였다. 대형주거지는 취락내 일반적인 주거지보다 월등히 규모가 큰 주거를 말
하며, 크기의 기준을 100㎡이상으로 하였으며, 규모에 따른 노지 수의 차이·노지수에

2)
3)
4)
5)

李炫錫,
趙賢庭,
金賢植,
李秀鴻,
裵眞晟,

2002,
2001,
2006,
200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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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山地域 靑銅器時代 住居址 檢討｣, 뺷蔚山文化財硏究뺸 1.
｢蔚山型住居址에 대한 一考察｣, 慶南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論文.
｢蔚山式 住居址 硏究｣, 釜山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論文.
｢檢丹里式土器에 대한 一考察｣, 釜山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論文.
｢檢丹里類型의 成立｣, 뺷韓國上古史學報뺸 第48號.

따른 공간분실·출토유물의 차이 등을 근거로 기능을 구분하였다.6) 개인가옥으로서
대형주거지는 처음부터 대형이 아니라 구성원이 증가되어 주거공간이 확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거지 규모가 처음부터 대형이었으며, 구성원의 증가에 따라 필요
한 시설을 새로이 추가하여 만들어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유병일은 대형주거지를 장단비, 면적, 내부구조 차이에 의해 두 유형으로 분류하였
다.Ⅰ유형은 시간적으로는 중형장방형주거지보다 선대의 주거지로 문화적으로 연속
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내부구조에서 중심기둥구멍이 12주식과 벽주혈의 정형성이 중
형주거지의 6~10주식과 규칙적인 벽기둥을 가지는 중형주거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
다고 보았다. Ⅱ유형은 큰하천이 발달되어 있는 교통상의 결절지역에 있어 문화교류
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것으로 보았다.Ⅰ유형은 Ⅱ유형보다 시간적인 폭이 길고 중
형주거지와 문화적인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Ⅱ유형보다 좀 더 토착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7) 그러나 주거지 규모만 검토하였을 뿐 유물간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
는 없다. 입지에서도 Ⅱ유형이 교통상의 결절지역에 분포하여 문화교류에 유리하다
고 보고 있으나, 천곡동유적 앞에는 동천이라는 하천이 흐르고 있어 꼭 Ⅱ유형이 교
통상의 결절지역에 분포한다고하여 교통결절지역 및 문화교류에 유리하다고 할 수
는 없다.
이 외에도 개별 유적에서 발굴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지 규모를 구분하였다.
김현식8)은 주거지의 면적은 대체로 주주혈의 수와 비례하는 것으로 보고 크게 10㎡미
만을 소형, 10~20㎡을 중소형, 20~30㎡을 중대형, 30~40㎡을 대형, 40㎡ 이상을 초대형
으로 나누었다. 배순희9)는 주거지의 규모와 평면형태는 유적 전체에서의 상대적인 차
이를 기준으로 하여 면적 45㎡이상을 대형, 25~45㎡미만을 중형, 25㎡미만을 소형으로
분류하였다. 주거지 규모 구분은 개별유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6) 安在皓, 2006, 뺷靑銅器時代 聚落硏究뺸, 釜山大學校大學院 文學博士學位論文.
7) 兪炳一, 2005, 뺷蔚山 泉谷洞遺蹟(나 地區) 第Ⅲ章 考察뺸, 蔚山發展硏究院 文化財센터 學術硏究叢
書 第16輯
천곡동유적에서 주거지 평면형태 분류에서 1:1.4이하(12㎡이하)는 방형, 1:1.5~2.0(20~50㎡)는 중
형장방형, 1.2.0이상(50㎡이상)은 대형장방형으로 분류하였다.
8) 金賢植, 2003, ｢Ⅳ. 考察｣, 뺷蔚山 新峴洞 黃土田遺蹟뺸, 蔚山文化財硏究院 學術調査報告書 第7冊.
9) 裵順喜, 2007, ｢第Ⅳ章 考察｣, 뺷蔚州 外光里新 聚落遺蹟뺸, 蔚山發展硏究院 文化財센터 學術硏究
叢書 第21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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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지 면적 분류
주거지 평면형태는 장축과 단축의 비율에 의해 결정되나, 연구자에 따라 기준이 조
금씩 차이가 있다. 주거지 면적 역시 장축과 단축 길이에 의해 산정되어진다. 앞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듯이 일반적으로 면적을 기준10)으로 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거
지를 대형주거지라 한다. 한편 유적에서 조사된 주거지 가운데 앞에서 언급한 기준에
는 미치지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주거지가 확인되는 예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100㎡이상만을 대형주거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100㎡는 되지 않으나 취락내에서 타
주거지에 비해 규모가 월등히 큰 주거지도 대형주거지라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생긴
다. 따라서 울산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65개 유적 1,027동 주거지 가운데 평면형
태가 완전하여 주거지 면적을 산출할 수 있는 442동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주거지 면
적을 살펴본 분포양상은 [표 1]과 같다.11)
[표 1]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 면적 분포 양상
면적(㎡)

1~5

주거지수

7

5~10 10~15 15~20 20~25 25~30 30~35 35~40 40~45 45~50 50~70

79

109

99

67

32

18

11

4

5

규모

소형

중형

대형

수량
(비율)

294동
(66.5%)

128동
(29%)

17동
(4.5%)

8

70~100

100 이상

0

3

초대형 초대형
0

3동
(0.6%)

울산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취락 유적 65개소 442동 주거지를 대상으로 면적
을 산출한 결과 10~15㎡에 해당되는 주거지가 109동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15~20㎡(99동), 5~10㎡(79동)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주거지의 면적이 20㎡이하에 해
당되는 주거지가 294동으로 66.5%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주거지 면
적이 20㎡이하가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일반적인 규모로 보여지며, 또한

10) 기존 연구에서 대형주거지 면적을 50㎡이상(유병일), 100㎡이상(안재호)으로 규정하였다.
11) 울산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실제로 65개유적 1,027동보다 월등히 많으며, 경부고
속철도 언양보수기지유적 등에서 많은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고서가 간행된
유적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거지 면적 산출은 보고서에 언급된 장축과 단축을 기준으로 하
여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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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간의 규모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주거지가 규
모면에서 정형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12)
주거지 면적이 20~25㎡에 해당되는 주거지부터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면적이 커
질수록 주거지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반비례 양상으로 나타나며, 이 규모부터 주거지
가 대형화가 시작되기 시작한다. 주거지의 면적이 20~40㎡에 해당되는 주거지가 128
동으로 29%를 차지한다. 또한 주거지 면적이 40㎡ 이상에서 다시 주거지 수가 줄어드
는 양상을 보이며, 40㎡이상에 해당되는 주거지는 20동으로 4.5%를 차지한다. 따라서
주거지 면적에 따른 분포 양상을 볼 때 20㎡이하를 소형, 20㎡이상 40㎡이하를 중형,
40㎡이상을 대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대형주거지의 규모는 40~70㎡사이에 포함되는
군과 100㎡이상의 군으로 구분되는데 자료로 볼 때 40~70㎡를 대형주거지로 하고, 100

㎡이상은 초대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한편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 면적을 검
토한 결과 70~100㎡에 해당되는 주거지는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13)

3. 관련유구 검토
1) 천곡동유적(나 지구)14)
해발 50m 정도의 평탄한 구릉 정상부 일대에 주거지 23동이 분포하며, 1호와 3호 주
거지가 대형에 해당된다. 1호 주거지는 평탄한 구릉의 가운데에 위치하며,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일치하는 북동-남서방향이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단비가 1.76:1인
장방형이며, 면적은 119㎡이다. 3호 주거지 역시 평탄한 구릉의 가운데에 위치하며,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는 북동-남서방향이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단비
가 1.9:1인 장방형이며, 면적은 145㎡이다.

12) 安在晧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거지는 소형화, 규격화가 되며, 이것은 개인단위로 신분의 정형
화가 이루어져 주거지를 축조하는데 규제가 작용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安在皓, 1996, ｢無文土器時代 聚落의 變遷｣, 뺷碩晤尹容鎭敎授停年退任紀念論叢뺸.
, 2001, ｢中期 無文土器時代의 聚落 構造의 轉移｣, 뺷嶺南考古學 29뺸.
13) 주거지 면적을 파악한 442동을 분석한 결과 70~100㎡에 해당되는 초대형주거지는 현재까지 확
인되지 않고 있다. 이 규모에 해당되는 초대형주거지 없이 공백으로 남는지는 향후에 보고될
자료를 기다려 검토를 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14) 蔚山發展硏究院 文化財센터, 2005, 뺷蔚山 泉谷洞遺蹟(나 地區)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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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천 서부리유적15)
해발 80~87m 정도의 태화강변 하안단구 말단부에 주거지 7동이 분포하며, 2호와 4
호 주거지가 대형에 해당된다. 2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단비가 3.18:1인 세장방형이며, 면적은 약 151.8㎡이다. 4호 주거지는 조
사지역 동쪽에 위치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단비가 2.34:1인 장방형이며, 면적은
54㎡이다.
3) 외광리유적16)
해발 30~34m의 완만하고 평탄한 구릉에 주거지 37동이 분포하며, 14호․24호 주거
지가 대형에 해당된다. 14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남동쪽에 위치한다.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장단비가 2.55:1인 세장방형이며, 면적은 46.2㎡이다. 24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중앙부분인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단비가 2.92:1인 세장방
형이며, 면적은 58.1㎡이다.
4) 야음동유적(Ⅱ지구)17)
태화강 하류역에서 약 3.3㎞ 남쪽에 위치한 침식성 저구릉과 그 구릉사면을 개석한
소규모 곡지의 곡두에 걸쳐 분포하며, Ⅱ지구에서는 주거지 3동이 조사되었다. Ⅱ-1호
주거지가 대형에 해당된다. Ⅱ-1호 주거지는 구릉사면 말단부에 위치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단비가 2.0:1인 장방형이며, 면적은 50.4㎡이다.
5) 호계리유적18)
동대산에서 뻗어내린 완만한 구릉 능선상에 위치하며, 주거지 1동이 분포한다. 주거
지의 평면형태는 장단비가 1.87:1인 장방형이며, 면적은 43.2㎡이다. 내부시설은 노
지․벽구가 확인되었다.

15)
16)
17)
18)

蔚山發展硏究院 文化財센터, 2005, 뺷蔚州 西部里 南川遺蹟뺸.
蔚山發展硏究院 文化財센터, 2007, 뺷蔚州 外光里 聚落遺蹟뺸.
密陽大學校博物館, 2004, 뺷蔚山 也音洞遺蹟 -Ⅱ地區 發掘調査報告書-뺸.
慶南大學校博物館, 1995, 뺷金海 德山里遺蹟 附: 울산 호계리주거지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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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량리유적19)
해발 115m 전후의 구릉 정상부와 사면에 위치하며, 주거지 4동이 분포한다. 3호 주
거지가 대형에 해당되며,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단비가
2.13:1인 장방형이며, 면적은 41.3㎡이다.
7) 천곡동Ⅱ유적20)
해발 27~36m 전후의 구릉 사면부 일대에 주거지 29동이 분포한다. 19호 주거지가
대형에 해당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단비가 1.94:1인 장방형이며, 면적은 42.3㎡
이다.
8) 연암동유적21)
동천변의 11m 전후의 충적대지상에 주거지 6동이 분포하며, 조사된 유구는 청동기
시대 주거지 6동․구 14기 등이 조사되었다. 연암동유적은 주거지 주위로 외곽주구가
돌려져 있는 특이한 형태의 주거형태가 특징이다. 6호 주거지가 대형주거지에 해당되
며, 외곽주구가 없는 형태이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단비가 1.27:1인 장방형이며,
면적은 66.24㎡이다.
9) 구영리유적22)
해발 15~50m 정도의 구릉 정상부와 사면에 주거지 87동이 분포하며, Ⅴ-1지구 16
호․17호․28호 주거지가 대형에 해당된다. 16호 주거지는 서쪽 사면에 위치하며, 장
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단비가 1.69:1인 장방형이
며, 면적은 41.12㎡이다. 17호 주거지는 북동쪽 사면에 위치하며,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단비가 1.88:1인 장방형이며, 면적은 53.71㎡
이다. 내부시설은 노지․벽구․주혈이 확인되었다. 28호 주거지는 북서쪽 사면에 독

19)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5, 뺷國道35號線(彦陽~仁甫間)擴ㆍ鋪裝工事區間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뺸.
20) 蔚山發展硏究院 文化財센터, 2006, 뺷蔚山 泉谷洞遺蹟Ⅱ뺸.
21) 蔚山大學校博物館, 2001, 뺷울산 연암동유적뺸.
22) 蔚山發展硏究院 文化財센터, 2007, 뺷蔚州 九英里遺蹟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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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으로 위치하며,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단
비가 1.06:1인 방형이며, 면적은 52.66㎡이다.
10) 매곡동 508번지유적23)
해발 55~65m 정도의 구릉사면부에 43동의 주거지가 분포하며,Ⅰ-2호․Ⅱ-8호․Ⅲ-1
호 주거지가 대형에 해당된다. Ⅰ-2호 주거지는 일부 파괴되었으나, 장축방향은 등고
선 방향과 평행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단비가 1.94:1인 장방형이며, 면적은 54.6

㎡이다. Ⅱ-8호 주거지는 구릉 북쪽 중앙에 위치하며,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평행
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단비가 2.27:1인 장방형이며, 면적은 48.1㎡이다. Ⅲ-1호
주거지는 Ⅲ지구에서 높은 곳에 위치하며,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주거
지의 평면형태는 장단비가 1.73:1인 장방형이며, 면적은 49.2㎡이다.
11) 신천동 냉천유적24)
해발 50m 내외의 구릉정상부와 사면부에 45동의 주거지가 분포하며, Ⅰ-3호․Ⅱ-6
호․Ⅲ-6호 주거지가 대형에 해당된다.Ⅰ-3호 주거지는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평
행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단비가 1.63:1인 장방형이며, 면적은 58.8㎡이다. Ⅱ-6
호 주거지는 북장벽은 유실되었으며,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잔존면적은 58.1㎡이다.

Ⅲ-6호 주거지는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단비
가 1.45:1인 장방형이며, 면적은 47㎡이다.

23) 蔚山發展硏究院 文化財센터, 2007, 뺷蔚山 梅谷洞 508番地遺蹟뺸.
24) 蔚山發展硏究院 文化財센터, 2008, 뺷蔚山 新泉洞 冷泉遺蹟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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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형주거지 검토
1. 주거지 구조
1) 입지
선사시대 유적 입지에 대한 연구는 생업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취락의 발생
과 전개양상을 고찰한 연구, 자연환경과 입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대별되고 있
다.25) 지형을 분류할 때 고려되는 일반적인 요소는 형태, 구성물질, 영력과 성인, 형성
시기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26). 자연지리학에서는 각종 지표지형을 평
지, 대지, 구릉지, 산지로 나누고 이를 다시 미지형으로 세분하고 있다.27)
취락 입지에 대한 지형의 형태와 고도 등을 지표로 하여 구릉성 지형(정상부, 사면
부), 하천지형(충적대지, 하안단구)으로 분류하여 대형주거지의 입지를 간략히 살펴보
고자 한다.28)
울산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입지는 대부분 완만한 구릉에 위치한다.
대형주거지의 입지는 조사된 11개 유적 가운데 연암동유적, 남천 서부리유적을 제외
하고는 모두 하천변의 구릉 정상부와 사면부에 위치한다. 구릉 정상부에 분포하는 대
형 주거지 가운데 천곡동 나지구 1호․3호 주거지, 외광리 14호․24호 주거지는 취락
내에서 2동이 일정한 간격을 띄우고 나란히 위치하며, 장축방향도 일치한다. 반면 냉
천과 매곡동 508유적에서 대형주거지는 각각의 구릉에 1동씩 분포하고 있다.
반면 연암동유적은 충적대지, 남천 서부리유적은 하안단구와 같은 하천지형에 분포
하고 있다. 남천 서부리 유적 2호․4호 주거지 역시 일정한 간격을 띄우고 분포하나
장축방향을 서로 반대 방향이다.
대형주거지의 입지 유형은 [표 2]와 같다.

25)
26)
27)
28)

崔憲燮, 1998, 뺷韓半島 中․南部 地域 先史聚落의 立地類型뺸, 慶南大學校碩士學位論文.
朴魯植, 1971, ｢韓國地形區｣, 뺷論文集뺸 제7집, 慶熙大學校.
金相昊, 1983, 뺷地理學槪論뺸, 一志社.
구릉형, 하천형 외에도 더 분류가 가능하나 본고에서 다루는 대형주거지의 입지가 두 유형에
해당되므로 보다 더 구체적인 분류는 제외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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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형주거지 입지유형
지형

구 분

구릉성
지형

하천지형

유 구 명 (주거지)

정상부
(평탄면)

천곡동 나지구 1호․3호, 외광리 14호․24호,
구량리 3호, 냉천 Ⅰ-3호․Ⅲ-6호

사면부
(능선)

천곡동Ⅱ-19호, 구영리 V-1지구 16호․17호․28호,
매곡동 508유적Ⅰ-2호․Ⅱ-8호․Ⅲ-1호, 야음동 Ⅱ-1호,
호계리주거지, 냉천 Ⅱ-6호

하안단구

남천 2호․4호

충적대지

연암동 6호

2) 내부구조
주거지 내부구조는 장단비에 의한 평면형태, 노지, 주혈 배치양상, 벽구 등을 중심
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주거지 평면형태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단비에 의해 크게 방형, 장방형, 세장방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본고에서 주거지 장단비에 의해 1.25:1은 방형, 1.25~2.5:1은 장방형,
2.5:1 이상은 세장방형으로 분류하였다.
장단비가 2.5:1 이상으로서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에 속하는 유구는 남천 서부리 2호,
외광리 14호․24호 주거지가 해당된다. 1.25~2.5:1의 장방형에 속하는 유구는 천곡동
나-1호․3호, 남천 서부리 4호, 야음동 Ⅱ-1호, 호계리, 구량리 3호, 천곡동 Ⅱ-19호, 연
암동 6호 주거지, 구영리 V-1지구 16호․17호 주거지, 매곡동 Ⅰ-2호․Ⅱ-8호․Ⅲ-1호
주거지, 냉천 Ⅰ-3호․Ⅲ-6호 주거지가 해당된다. 1.25:1의 방형주거지에 속하는 유구
는 구영리 V-1지구 28호 주거지가 해당된다. 대형주거지의 장단비는 1.06~3.18:1 사이
에 해당되며, 평면형태는 방형․장방형․세장방형으로 구분된다. 방형 1동, 세장방형
3동, 장방형 16동으로 장방형주거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 노지
대형주거지내 노지는 연암동 6호, 구영리 V-1지구 16호 주거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설치되어 있다. 노지 수는 남천 2호 주거지에 4개가 설치된 것 외에는 모두 1~2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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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어 있다. 노지 위치는 호계리 주거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장축의 중심선상에 위
치하며, 주거지의 중앙 또는 단축에 편재하여 위치한다. 주거지내 노지 위치는 중앙에
노지 1~2개가 설치된 형태에서 단축방향으로 편재하여 노지 1~2개가 설치된다. 노지
의 위치는 주거지 중앙에서 단축방향으로 편재하여 위치가 이동한 것으로 보여지며,
위치 이동은 시기 차이에 따른 이동으로 보여진다.
노지 구조는 구영리 V-1지구 28호 주거지와 외광리 24호 주거지내에서 확인된 위석
식을 제외하고는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한 무시설식 또는 수혈식이다. 평면형태는 원
형과 타원형이며, 노지간의 간격은 1.5~6m 가량된다. 규모는 주거지별로 차이가 있으
나 대체로 50~80㎝에 해당된다.
(3) 주혈 배치양상
주거지 내부 조사에서 검출된 기둥구멍을 주혈이라 하나 이 주혈 모두가 주거지 기
본구조와 관계 있다고 할 수 없다. 4․6․8주식 등과 같이 정형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다.
대형주거지의 주혈 배치양상은 10주식, 12주식, 주거지내 주혈이 무질서하게 배치
된 다주식, 주거지내 주혈이 없는 무주식, 12주식+다주식으로 구분된다. 10주식은 천
곡Ⅱ-19호 주거지․매곡동 Ⅰ-2호․Ⅱ-8호․Ⅲ-1호 주거지, 12주식은 야음동 Ⅱ-1호 주
거지, 매곡동 Ⅰ-2호․Ⅱ-8호․Ⅲ-1호 주거지가 해당된다. 다주식은 서부리 2호․4호
주거지, 구영리 V-1지구 16호 주거지, 외광리 14․24호 주거지, 구량리 3호 주거지, 연
암동 6호 주거지가 해당된다. 무주식은 호계리 주거지, 구영리 V-1지구 17호 주거지,
냉천 Ⅰ-3호․Ⅱ-6호․Ⅲ-6호 주거지가 해당된다. 천곡동 1․3호 주거지는 12주식+다
주식으로서 장축방향으로 2열 6주식 배치와 중앙 중심에 2개의 주혈이 배치되어 있으
며, 주거지 내부에 무질서하게 주혈이 분포한다. 천곡동 1․3호 주거지 중앙 중심에
2개의 주혈이 있는 것은 주거지의 길이가 길고 폭도 넓고 면적이 100㎡가 넘어 지붕의
하중을 받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형주거지의 주혈 배치양상은 4․10․12주식과 같이 정형성도 확인되며, 또한 다
주식과 무주식도 확인된다.
(4) 벽구
벽구는 벽주구, 주구, 벽도랑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기능은 벽체를 세우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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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홈, 배수구, 벽체+배수구으로 다양하며, 울산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구조적 특징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대형주거지내 벽구는 구영리 V-1지구 28호주거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설치되었으며,
평면형태는 二자형, ㄴ자형, ㄷ자형, ㅁ자형으로 다양한 형태가 확인된다. 장축에만
설치된 二자형은 천곡동 나-호주거지이며, ㄴ자형은 남천 서부리 2호 주거지이다. ㄷ
자형은 천곡 나-3호 주거지, 남천 서부리 4호 주거지, 외광리 14호 주거지 구량리 3호
주거지 이다. ㅁ자형은 외광리 24호 주거지, 야음동 Ⅱ-1호 주거지, 호계리 주거지, 천
곡Ⅱ-19호 주거지, 연암동 6호 주거지, 구영리 V-1지구 16호․17호 주거지, 매곡동 Ⅰ-2
호․Ⅱ-8호․Ⅲ-1호 주거지, 냉천 Ⅰ-3호․Ⅲ-6호 주거지가 해당된다. 벽구형태는 ㄷ자
형, ㅁ자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저장혈은 천곡동 나-3호 주거지, 남천 서부리 4호 주거지, 외광리 24호 주
거지에서 확인되었다. 작업공은 천곡동 나-1호 주거지에서 확인되었으며, 남천 서부리
4호 주거지에서는 집수구가 확인되었다.

2. 대형주거지 분포 시기와 구조변화
울산지역에서 청동기시대 대형주거지는 전기~중기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이중구
연과 토기에 시문된 문양 등을 근거로 청동기시대 전기, 전기중~후반, 중기 이후로 구
분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29) 또한 주거지 구조는 시기에 따라 변화하며, 대형주거지
또한 비슷하다. 주거지 구조는 노지의 구조, 위치, 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전기의 대형주거지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유물의 특징은 이중구연토기라 할 수 있다. 울산지역에
서 출토된 이중구연은 두 가지 형태로 구별이 가능하다. 첫째 Ⅰ형은 구연부 외면에
점토띠를 덧붙여 구연부 접합부분을 좁게 만든 형태로 접합부분에 압인 기법으로 단
29) 울산지역 무문토기에 대한 편년 연구는 다음과 같다.
童眞淑, 2003, 뺷嶺南地方 靑銅器時代 文化의 變遷뺸,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論文.
黃炫眞, 2004, 뺷嶺南地方 無文土器의 地域性硏究뺸,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論文.
李秀鴻, 2005, 뺷檢丹里式土器에 대한 一考察뺸,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論文.
裵眞晟, 2005, ｢丹里類型의 成立｣, 뺷韓國上古史學報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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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문을 시문 하였으며, 이중구연의 폭은 좁은 편이다.Ⅰ형의 이중구연이 출토된 대
형주거지는 구영리 V-1지구 28호 주거지, 천곡동 나 지구 1호․3호 주거지이다.
이 시기의 주거지 구조는 구영리 V-1지구 28호 주거지와 천곡동 나 지구 1호․3호
주거지의 구조가 서로 다르다. 구영리 V-1지구 28호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방형으로 위
석식노지가 중앙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쳐 위치하며, 주주혈배치는 4주식이다. 주거
지 벽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벽주혈이 설치되어 있다. 반면 천곡동 나 지구 1호․3
호 주거지의 경우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무시설식 노지 2개가 중앙에 위치하며, 주
주혈배치는 12주식이다. 주거지 벽을 따라 벽구도 설치되어 있다. 천곡동 나 지구 1
호․3호 주거지, 구영리 V-1지구 28호 주거지는 위석식노지에 이중구연+단사선문이
출토되는 시기보다는 늦은 시기로 보인다. 또한 주거지 구조를 보면 노지는 위석식에
서 무시설식으로 위치가 한쪽으로 약간 치우침에서 중앙으로 이동, 벽을 따라 등간격
으로 설치된 벽주혈에서 벽구로 구조의 변화가 확인된다. 토기는 점토를 덧댄 이중구
연이 만들어지나 천곡동 나 지구 1호․3호 주거지에서는 단사선문과 구순각목이 시문
된다.
구영리와 천곡동유적에서 확인된 대형주거지는 출토유물로 볼 때 구영리 V-1지구
28호 주거지에서 천곡동 나 지구 1호․3호 주거지로 넘어가는 단계로 보이나, 유물의
속성은 남아 있으나 새로운 문양과 복합 시문된다. 주거지는 노지의 변화와 벽구 설치
등으로 내부시설 변화가 나타난다.
둘째 Ⅱ형은 구연부에 덧대어 만든 형태로 이중구연 폭이 넓은 5~6㎝로 넓은 편이
며, 덧댄 끝부분에 단사선문․거치문․낟알문이 시문되어 있다. 이는 덧대어 접합하
는 과정에서 생긴 문양일 가능성이 높으며, 단사선문 등은 압인 기법으로 시문되어 있
다. 일부는 단독으로 이중구연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형태의 이중구연은 소위 유사이
중구연 또는 퇴화이중구연30)으로 불리는 형태로 지금까지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이중
구연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Ⅱ형이 출토된 대형주거지는 남천 4호 주거지, 구
영리 V-1지구 17호 주거지, 냉천 Ⅲ-6호 주거지이다. 이 시기의 주거지 구조를 살펴보
면 노지는 위석식노지는 사라지고 모두 무시설식이나 위치와 수에서 차이를 보인다.

30) 이런 형태의 이중구연은 유사이중구연 또는 퇴화이중구연으로 불려지고 있다. 여기서는 퇴화이
중구연으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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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 4호 주거지는 노지가 중앙에 2개 있으나, 구영리 V-1지구 17호 주거지, 냉천 Ⅲ-6
호 주거지는 단벽에 편재하여 1개씩 있다. 벽구는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외부돌출구
는 냉천 Ⅲ-6호 주거지에만 설치되어 있다. 이 외에 남천 4호 주거지에는 집수구와 저
장공도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주거지는 노지의 수와 위치 변화가 가장 큰 특징이다.
유물은 이중구연의 퇴화가 가장 큰 변화이나 앞 단계의 복합문양은 그대로 시문된다.

[도면 1] 청동기시대 전기 대형주거지와 출토유물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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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의 대형주거지에서 노지는 구영리 V-1지구 28호 주거지의 위석식노지를 제외하
면 모두 무시설식 토광형이며, 노지의 위치는 주거지 중앙에 2개, 단벽쪽에 1개가 편
재한다.
2) 전기 중반~후반의 대형주거지

[도면 2] 청동기시대 전기 중반~후반의 대형주거지와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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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는 이중구연토기가 소멸한 다음 단계이다. 외광리 14호 주거지에서는 구순
각목+공열문의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주거지 중앙에 무시설식 노지 2개가 위치한다.
외광리 24호 주거지에서는 공열문+단사선문(낟알문)이 출토되었으며, 주거지 중앙에
위석식노지 1개와 무시설식 노지가 위치한다. 천곡동Ⅱ유적 19호 주거지에서 구순각
목+공열문+단사선문(낟알문), 공열문+단사선문(낟알문)이 출토되었으며, 단벽에 약간
치우쳐 무시설식 노지 2개가 위치한다.
이 시기는 복합문양이 시문된 토기가 특징으로 공열문과 구순각목문에 단사선문 등
다른 문양이 복합되나 주로 공열문에 다른 문양이 복합되는 특징을 보인다. 주거지내
노지는 외광리 24호 주거지의 위석식을 제외하면 모두 무시설식이며, 노지 수는 2~3
개, 노지 위치는 주거지의 중앙과 단벽에 약간 치우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 외의
구조는 비슷하게 나타난다.
3) 중기 이후의 대형주거지
이 시기는 앞 시기의 복합문양이 사라지고 단일문양이 시문되는 단계로 공열문과
횡선문 등이 시문된다. 야음동 Ⅱ-1호 주거지, 남천 서부리 2호, 냉천Ⅰ-3호 주거지에
서 공열문이 출토되었다. 노지는 모두 무시설식이나 수와 위치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야음동 Ⅱ-1호 주거지의 노지는 2개가 중앙에 등간격으로 위치하며, 남천 서부리 2호
주거지는 4개가 중앙에 등간격으로 위치하는데 반해 냉천Ⅰ-3호 주거지는 1개가 단벽
에 치우쳐 위치한다. 호계리 주거지에서는 횡선문이 출토되었으며, 노지는 한쪽 모서
리에 위치한다. 매곡동 508번지 Ⅱ-8호 주거지에서는 -/-/-/문양이 시문된 토기가 출토
되었으며, 노지는 한쪽에 치우쳐 위치한다. 연암동 6호 주거지, 구량리 3호 주거지에
서는 무문양의 무문토기가 출토되었다. 연암동 6호 주거지에서는 노지가 없으며, 구량
리 3호 주거지 중앙에 1개가 위치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대형주거지는 울산지역 청동
기시대 주거지의 특징을 거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의 중소형 주거지와
도 출토유물과 구조에서 별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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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청동기시대 중기 이후 대형주거지와 출토유물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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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락내에서의 대형주거지 분포 양상
1) 분포양상
(1) 단독 분포31)
대형주거지가 중소형 주거지와 공동으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분포하는
시기이며, 구영리 V-1지구 28호 주거지, 천곡동 나 지구 1․3호 주거지, 남천 서부리
4호 주거지가 해당된다.

[도면 4] 청동기시대 중기 이후 대형주거지Ⅱ
구영리유적의 경우 보고자는 출토유물과 주거지로 3시기로 구분하였다. 1단계는 이
중구연과 복합문양이 시문된 토기가 출토되며, 주거지 1기 또는 2기의 주거지로 구성
되어 있다. 2단계는 주로 공열문 등의 단독문양이 시문된 토기가 주류를 이룬다. 또한
주거지는 앞 단계에 비해 규모가 작아지며, 배치는 규모가 다른 주거지 3~4동이 하나
의 단위를 구성한다. 3단계는 횡선문+단사선문의 복합문양과 공열문 등의 단독문양이
시문된다. 주거지는 규모가 일정해지며, 배치도 4~5동으로 늘어난다. V-1지구 28호 주
거지는 구영리 1단계에 해당된다. 구영리유적 1단계에 해당되는 2․4․13․17․21․
33호주거지는 주거지의 한쪽 부분이 후대에 유실되어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전
체적인 양상으로 볼 때 규모가 40㎡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는 구릉 정상부에
공간을 두고 정상부 아래 사면에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여 배치되어 있으며, 대형주거
지만 분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31) 여기서 단독분포라 함은 대형주거지 1동만이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면에서 중소형주거지
는 분포하지 않고 대형주거지만 분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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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구영리Ⅴ-1지구 유구배치도

[도면 6] 천곡동 나지구 유구배치도

천곡동 나 지구 역시 출토유물과 주거지 구조 등으로 볼 때 3시기로 구분이 가능하
다. 이중구연과 복합문이 출토되는 1단계, 복합문양만 시문되는 2단계, 단독문양만 시
문되는 3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대형주거지인 1․3호 주거지가 1단계에 해당되며,
두 기만 확인된다. 주거지는 구릉 정상부로 추정되는 지점으로부터 약간 떨어져 두 동
의 주거지가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다. 천곡동 나 지구는 원지형이 파괴
되고 일부지형만이 남아 있어 전체적인 양상은 파악할 수 없으나, 이 단계 역시 대형
주거지만 분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천 서부리유적의 경우 2호와 4호 주거지가 해당된다. 4호 주거지는 앞에서 언급
한 Ⅱ형의 이중구연이 2호 주거지에서는 공열문이 출토되는 것으로 볼 때 4호 주거지
가 2호 주거지보다 빠르며, 다른 주거지와 관계 등을 감안해도 4호 주거지 단독으로
분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에는 중소형 주거지 없이 주거지
규모가 큰 대형주거지만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에 나타나는 특
징으로 보여진다. 또한 대형 장방형주거지가 취락을 구성한다.
이 시기의 대형주거지내 출토유물을 토기와 석기의 비율로 살펴보면32) 구영리 V-1
지구 28호 주거지는 이중구연토기와 어망추를 포함해 16점, 석기는 8점으로 2:1정도로
토기류의 비율이 높다. 반면 천곡동 나 지구 1호 주거지는 토기 26점, 석기 20점으로
32) 유물수량을 파악해서 내부매몰토에서 출토된 것을 제외한, 주거지 바닥면에서 출토된 유물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실측된 유물을 기준하여 편들도 한 개의 수량으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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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의 비율이 약간 높다. 3호 주거지는 토기 64점, 석기 61점으로 비율이 거의 비슷하
다. 남천 서부리 4호주거지는 토기 20점, 석기 20점으로 비율이 같다. 대체적으로 토기
의 비율이 약간 높거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출토된 석기 가운데 미완
성석기 또는 반제품 석기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이는 대형주거지에서 석기제작 등의
일상생활이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완성품의 경우 합인석부와 반월형석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농경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양상으로 보여지며, 남천 서부리유
적에서는 소구획 논이 조사되었다.
대형주거지내 출토유물양은 중소형주거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으로서33), 일시적
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사용된 개인가옥으로서 주거지이다.
(2) 중소형 주거지와 공동 분포
대형주거지가 앞 시기처럼 단독으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형 주거지와 공동으
로 분포한다. 냉천Ⅰ-3호․Ⅱ-6호․Ⅲ-6호 주거지, 외광리 14호․24호 주거지, 매곡동

Ⅰ-2호․Ⅱ-8호․Ⅲ-1호 주거지, 야음동 Ⅱ-1호 주거지, 천곡동 Ⅱ-19호 주거지, 서부리
2호 주거지, 구양리 3호 주거지, 연암동 6호 주거지가 해당된다.34)
냉천유적은 3시기로 구분된다. 1단계는 퇴화이중구연과 복합문양이 함께 출토되
며, 2단계는 퇴화이중구연과 복합문양이 분리되며, 3단계는 다른 문양은 소멸되고 공
열문이 출토된다.Ⅰ-3호․Ⅱ-6호․Ⅲ-6호 대형주거지는 중형 주거지와 같이 분포한다.
대형주거지는 지구에 관계없이 구릉 정상부에 공간을 두고 정상부 아래 사면에 등고
선 방향과 평행하게 배치되며, 중형주거지와 같이 분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33) 주거지내 유물출토양은 폐기양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폐기양상은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주
거지 바닥에서 출토된 유물을 기준으로 하였다.
34) 호계리 주거지는 원지형이 거의 파괴된 지역에서 대형주거지 1동만이 확인되었다. 조사전 원지
형이 파괴되어 대형주거지 1동만이 분포하였는지, 다른 주거지도 분포하였는지를 알 수 없어
본고의 분포양상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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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천곡동Ⅱ유적 유구배치도

[도면 8] 외광리유적 유구배치도

외광리유적은 2시기로 구분된다. 1단계는 퇴화이중구연과 복합문양이 함께 출토되
며, 2단계는 공열문 등 단독문양이 출토된다. 14호․24호 주거지는 이중구연과(Ⅱ형)
복합문양이 시문되는 1단계로 8호 주거지 등 중형의 주거지와 같이 분포한다. 대형주
거지는 구릉 정상부와 정상부에서 약간 떨어진 사면에 분포하며, 나머지 중형의 주거
지는 대형주거지와 약간 떨어진 아래 사면에 분포한다.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주거지
규모에 따른 입지 차이로 보인다.
매곡동 508유적은 2시기로 나누어진다. 이중구연과(Ⅱ형) 복합문양, 공열+낟알문 등
복합문양이 시문되는 1단계와 낟알문만 시문되는 2단계로 구분된다. Ⅰ-2호․Ⅱ-8호
는 1단계에 속하며, Ⅲ-1호 주거지는 2단계에 해당된다. 대형 주거지인 Ⅰ-2호․Ⅱ-8
호․Ⅲ-1호 주거지는 단계에 관계 없이 중형과 소형 주거지와 공동으로 분포하며, 또
한 구릉의 중앙부는 공간을 비우고 능선을 따라 배치되어 있다.
야음동 Ⅱ-1호 주거지에서는 공열문이 시문된 토기가 출토되고 있으며, 이와 조사된
2호 주거지도 동일한 시기로 추정되는 점으로 볼 때 Ⅱ-1호 주거지와 소형 주거지가
공동으로 분포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대형주거지 검토

25

천곡동Ⅱ유적은 2시기로 나누어진다. 1단계는 공열+낟알문 등 복합문양이 시문되
며, 2단계는 낟알문이 단독으로 시문된다. Ⅱ-19호 주거지는 1단계에 해당되며, 3호․
12호․14호의 중소형 주거지와 함께 능선을 따라 분포한다. 한편 서부리유적 2호 주거
지는 주변의 소형 주거지 2~3동과 군을 이루며 분포한다.
연암동유적에서는 주거지 6동이 조사되었으며, 6호 주거지가 대형주거지이다. 6호
주거지는 조사된 나머지 주거지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으나, 시기적으
로 비슷한 것으로 볼 때 대형주거지는 다른 중소형 주거지와 공동으로 분포한 것으로
보인다. 구양리유적은 공열문과 횡선문의 문양이 단독으로 시문되는 단계이다. 3호
주거지를 제외한 나머지 주거지는 모두 파괴되어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으나 잔존양
상으로 볼 때 중소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구양리 3호 주거지 역시 중소형 주거
지와 공동으로 분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중반이후에 해당되는 대형주거지
는 시기에 따라 2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먼저 유사이중구연과 복합문, 유사이중구연
이 소멸되고 복합문만 시문된 단계의 대형주거지는 대부분 중형의 주거지와 공동으로
분포하며, 소형의 주거지 일부가 분포한다. 그러나 단독문양이 시문된 단계의 대형주
거지는 중형~소형의 주거지와 함께 분포한다. 또한 주거지는 구릉 정상부를 공간으로
비우고 구릉사면에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시기의 대형주거지내 출토유물은 앞 시기에 비해 현격히 줄어든 양상을 보이며,
유적에 따라 토기와 석기의 비율이 일정한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미완성석기 또
는 반제품의 석기보다는 완제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다양한 종류의 석기가 출토
된다. 대형주거지내 출토유물은 중소형주거지에서 출토유물과 차이가 없으며, 또한
구조 또한 노지수 이외에는 차이가 없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대형주거지 역시 상시적
으로 사용된 개인가옥으로서 주거지이다.

Ⅳ. 맺음말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대형주거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맺
음말 대신으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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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65개 유적 1,027동 주거지를 대상으로 평면형태가
완전한 주거지 442동의 면적을 산출한 결과 20㎡이하를 소형, 20㎡이상 40㎡이하를 중
형, 40㎡이상을 대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주거지 면적 10~15㎡에 해당되는 주거지가
109동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15~20㎡가 99동, 5~10㎡가 79동의 순으로 분포하
고 있다. 주거지의 면적이 20㎡이하에 해당되는 주거지가 294동으로 66.5%로 가장 많
은 수를 차지한다. 면적 20㎡이하가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일반적인 것으
로 보여지며, 내부구조도 정형화됨을 알 수 있다. 시기가 변화함에 따라 주거지의 규
모도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동기시대 전기에는 중소형 주거지 없이 주거지 규모가 큰 대형주거지만 분포하는
것으로 보이며, 대형 장방형주거지가 취락을 구성한다. 전기 중반이후에 해당되는 대
형주거지는 대부분 중형의 주거지와 공동으로 분포하며, 소형의 주거지 일부가 분포
한다. 중기 이후의 대형주거지는 중형~소형의 주거지와 함께 분포한다. 또한 주거지
는 구릉 정상부를 공간으로 비우고 구릉사면에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대형주거지
는 시기가 변화함에 단독분포에서 공동분포로 분포양상이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다만, 대형주거지의 개별적인 특징과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취락 전체가 조사
된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이 조사되어 취락내에서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원고투고일자 2008년 5월 14일
원고심사완료 2008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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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Large-sized Dwelling in Ulsan

I calculate the dimensions of 442 unbroken dwellings of 1,027 in 65 sites at Bronze age
excavated in Ulsan. As a result, the dwellings are divided into small size below 20㎡,
medium size beyond 20㎡ below 40㎡ and large size beyond 40㎡.
The large-sized dwellings are constructed without small and middle-sized at early Bronze
age. A settlement is made up of the large-sized rectangle dwellings. After this age the
large, middle sized dwellings are jointly distributed and the small-sized partly. The
large-sized dwellings appears with the middle and small after the middle years. Moreover
the dwellings are not constructed on the top but in slope of hill. I suggest that the
large-sized dwellings are changed from independent distribution to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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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山地域青銅器時代大型房址

该文是对蔚山地区青铜器时期的住宅区进行了住宅面积的调查。由于65个遗址中，
1027栋房址区的平面状态保存完好，所以我们能够计算出以442栋房址区为基准的住房
面积。分类结果20平方米以下为小型、20平方米以上40平方米以下为中型、40平方米以
上为大型。
在青铜器时代前期，无所谓中小型住房，大部分都以大型住房为主，而且是以长方形
大型住宅形成了聚落。前期中后半，大型房址和中型房址方式共存，小型房址也露出端
倪。中期以后，大型房址与中型、小型房址共存。从房址聚落的分布方式来看，空出丘
陵顶部，房址分布在丘陵斜坡处。大型房址区随着时代的变迁，表现为从独立分布到共
同聚落的趋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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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山地域 青銅器時代の大型住居址に関する検討

蔚山地域で調査された靑銅器時代の65遺跡、1,027棟の住居址のうち、平面形態が完
全で住居の面積を算出できる442棟を基準に面積を算出した結果、20㎡以下を小型、20

㎡以上で40㎡以下を中型、40㎡以上を大型に分類した。
靑銅器時代前期には中・小型住居がなく、規模の大きい大型住居だけが分布するも
のとみられ、大型の長方形住居が集落を構成する。前期半ば以降の大型住居の多くは
中型住居とともに分布し、小型住居の一部が分布する。中期以降の大型住居は中型～
小型の住居とともに分布する。また、住居は丘陵頂上部を空けて、丘陵斜面に分布す
る様相をみせる。大型住居は時期の変化につれて、単独分布から共同分布へと様相が
変わることがわか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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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晋州 耳谷里遺蹟의 靑銅器時代 墳墓에 對한 一考察

1)배

덕 환*

요 약
분묘를 통해서 볼 때, 대체로 지석묘가 먼저 선축되고 석곽묘ㆍ석관묘 등의 유구가
후축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생활ㆍ생산유구와 연동할 때, 진주 이곡리유적은 크게 3단
계의 취락변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지석묘는 Ⅱ단계에 조성되었을 것으
로 추정되는데, 이 단계는 방형환호가 축조되는 단계이다. 방형환호 내의 주거지는 방
형의 휴암리형 주거지이나 중앙에 수혈만 있을 뿐 주주혈의 배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휴암리형 주거지중에서도 비교적 이른시기에 조성되었으며 큰 틀에서는 송국
리문화의 확산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Ⅰ. 머리말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2004년 7월 22일부터 2008년 3월 29일까지 총 3차에 걸
쳐 발굴조사를 실시한 진주 이곡리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의 환호ㆍ주거지ㆍ고상건물

ㆍ수혈ㆍ구 등 생활ㆍ생산유구와 함께 지석묘ㆍ석곽묘ㆍ석관묘ㆍ토광묘 등 분묘유구
44기가 조사되어 청동기시대의 문화상 복원에 중요한 자료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이 중 청동기시대 분묘는 다양한 묘제가 확인되어 선후관계 및 시기적 입지파악
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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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글에서는 『晋州 耳谷里 先史遺蹟Ⅰ』1) 보고서 간행과정에서 느꼈던 청동
기시대 분묘에 대한 필자의 단편적인 생각을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도면 1] 진주 이곡리유적 유구배치도

Ⅱ. 墓制의 分類
본 글을 작성하는데 있어 우선 가장 큰 고민을 안겨주었던 것은 용어의 사용 및 정
의였다. 청동기시대 매장유구를 전공으로 하는 연구자들이 상당수 있지만 아직까지
통일된 안이 없기 때문에 적용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두고 묘제를 분류하였다.
支石墓는 묘역 및 상석을 가진 유구로 한정하였으며 묘역의 평면형태에 따라 방형
계와 원형계 지석묘로2), 매장주체부의 구조에 따라 석관, 석곽으로 세분하였다. 그리
1)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7. 8, 『晋州 耳谷里 先史遺蹟Ⅰ』.
2) 묘역을 가진 지석묘를 노혁진은 積石附加支石墓, 김승옥은 墓域式(龍潭式)支石墓, 이상길은 區劃
墓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길, 2006. 5, 「區劃墓와 그 社會」, 『금강 : 송국리형문화의 형성과 발전』, 호남ㆍ호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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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石棺墓와 石槨墓는 석재 및 결구방법으로 분류하였는데, 석관묘는 판석상의 석재
를 사용하여 결구한 것으로 한정하였으며 내부에서 목관 등의 흔적이 확인되면 석곽
묘로 정의하고자 하였으나 목관으로 볼 수 있는 양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석곽묘는 판
석상의 석재가 아닌 할석, 천석 등을 사용하여 축조한 것으로 하부에 충전토를 넣고
상부는 할석으로 두른 類似石槨墓 및 石築形石棺墓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토광묘
는 돌을 사용하여 벽을 축조하지 않고, 충전토 및 충전석, 보강석 등을 설치하여 관을
보강한 것으로 바닥에 관대 또는 시상석이 설치된 것과 개석이 잔존하는 石蓋土壙墓
도 큰 틀에서 이 유형에 포함시켰다. 대체로 토광묘의 경우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보
인다.
상기의 분류기준을 진주 이곡리유적에 적용시킨 결과, 지석묘 12기(방형계 7기, 원
형계 5기), 석관묘 23기, 석곽묘 4기, 토광묘 5기로 분류되었으며 그 외 1기는 묘역은
설치하였으나 매장주체부가 없다는 점에서 적석유구로 명명하였다.

Ⅲ. 支石墓
1. 方形系 支石墓
지석묘는 묘역의 평면형태에 따라 방형계와 원형계로 대별된다. 먼저, 방형계 지석
묘(4ㆍ8ㆍ16ㆍ23ㆍ28ㆍ30ㆍ33호)는 분포양상으로 볼 때, 크게 3군으로 나누어지는데,
1군은 가장 서쪽에 위치하는 지석묘군으로 28ㆍ30ㆍ33호 지석묘 3기로 구성되며 2군
은 환호B와 연접해서 23호 지석묘 1기, 3군은 환호B 남쪽의 구릉말단부에 4ㆍ8ㆍ16호
지석묘 3기가 분포한다. 대체로 서쪽의 평지에 조성된 1군과 2군이 동쪽의 구릉말단
부에 조성된 3군보다 묘역의 규모가 크다. 또한 매장주체부의 구조는 서쪽에 위치하
는 30ㆍ33호 지석묘가 석곽을 채용한데 비해 연접하는 28호와 2군의 23호, 3군의 지석
묘들은 석관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석묘의 매장주체부로 석곽이
채용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선행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3) 1군→3군으로의 시기상이
고학회 합동학술대회 발표요지.
3) 金承玉, 2004, 「龍潭댐 無文土器時代 文化의 社會組織과 變遷過程」, 『湖南考古學報』19, 湖南
考古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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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취된다.

[도면 2] 진주 이곡리유적 묘제별 군집양상
방형계 지석묘 중 매장주체부내에서 유물이 출토된 유구는 4호(일단경식 마제석촉),
16호(채문토기, 옥 2점), 30호(이단병식 마제석검, 마제석촉), 33호(채문토기, 옥 2점)
등 4기이다. 이 중 30호 지석묘에서 출토된 이단병식 마제석검은 합천 저포리 E지구
8호 출토품과 유사하며4) 16호와 33호 지석묘에서는 채문토기 1점과 옥 2점씩이 동일
하게 부장되었다. 채문토기의 기형과 부장품의 양상은 동일하지만 이 두 유구는 약
120m정도 이격된 1군과 3군에 분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16호와 33호를
단순비교해볼 때, 거의 동시기에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친연성 등의 이유로 분리조
성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4) 그 외 장방형의 묘역시설, 횡구부의 설치 등도 유사하다.
釜山大學校博物館, 1987, 『陜川苧浦里E地區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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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진주 이곡리유적 30호 지석묘의 횡구부
또 하나 방형계 지석묘에서 주목되는 시설은 30호 지석묘의 횡구부 시설이다. 30호
지석묘의 서단벽에는 2개의 막음 돌을 이용하여 폐쇄시켰지만, 남ㆍ북 양장벽은 폐쇄
석을 지나 구획석까지 연장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횡구식 지석묘로 인정
되는 유구는 합천 저포리 E지구 8호 지석묘5)와 대구 상동 4호 지석묘6) 등이 알려져
있으며 그 외 단벽의 축조수법상 차이로 인해 횡구식 구조로 추정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7)
횡구식 지석묘의 매장주체부는 석곽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폐쇄시 판석을 이용하
는 것보다는 할석, 천석 등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채용된 결과로
5) 釜山大學校博物館, 1987, 『陜川苧浦里E地區遺蹟』.
6) 國立大邱博物館, 2000, 『大邱 上洞支石墓 發掘調査 報告書』.
7) 밀양 금포리유적에서도 단벽의 축조수법상 횡구식 구조로 추정되는 지석묘가 확인된 바 있다.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8. 6.『密陽 金浦里遺蹟』.

晋州 耳谷里遺蹟의 靑銅器時代 墳墓에 對한 一考察

37

추정된다. 또한 횡구식 지석묘의 입지는 평지와 구릉말단부로 양분되는데, 이러한 입
지상 차이는 구조적으로도 반영되어 평지에 위치하는 횡구식 지석묘는 한쪽 단벽을
완전히 개방시키는데 비해 구릉에 위치하는 횡구식 지석묘는 한쪽 단벽의 상부 일부
만 개방시키는데서 차이가 있다. 이는 피장자 안치와 관계되는 것으로, 평지는 10°미
만의 경사각이 필요한데 비해 구릉은 약 10~30°정도의 경사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타
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횡구식 지석묘는 입지에 상관없이 상석까지 모두 설
치 후 피장자가 죽으면 안치하는 시스템이었으며 이는 피장자 사후 축조시 생길 수
있는 문제, 즉 축조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시신의 부패 등을 해결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형계 지석묘의 묘역 및 매장주체부에서 출토되는 구순각목공열문토기, 공열문토
기, 이단병식석검, 채문토기 등을 고려할 때, 축조시기는 전기 말경으로 추정가능하다.

2. 圓形系 支石墓
원형계 지석묘(15ㆍ17ㆍ18ㆍ27ㆍ31호)는 방형계 지석묘와 동일한 입지조건을 보이
며 2군의 군집양상을 보인다. 먼저 1군은 방형계 지석묘의 1군과, 2군은 방형계 지석
묘 3군과 연접하고 있으나 묘역규모상 차이는 없다. 원형계 지석묘의 매장주체부는
모두 석관을 채용하고 있으며 17호 지석묘 1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상식이다. 방형
계 지석묘가 7기 중 2기만 지상식의 구조를 채용한데 비해 원형계 지석묘는 지상식이
주를 이루는 점이 이채롭다. 유물은 27호 지석묘의 채문토기 1점만 매장주체부내에서
출토되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묘역에서 출토되었다. 묘역 출토유물은 일단경식 마제
석촉, 구순각목문토기, 공열문토기, 채문토기, 부리형석기 등 방형계 지석묘에서 나타
나는 양상과 거의 동일한데, 토기와 농경구의 출토비율이 높은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점은 지석묘를 통해 조령의식과 풍요기원이 이루어진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청동기
시대 장송의례의 일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3. 墓域과 住居址의 平面形態 比較
방형계와 원형계 지석묘는 상호중복이 없어 평면형태만으로는 선후관계를 가리기
가 어렵다. 그러나 본 유적과 인접한 서부경남지방에서는 거창 산포8), 합천 저포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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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9), 함양 화산리10), 진주
대평리11)ㆍ평거동12),
이금동13)ㆍ소곡리

사천
신월14),

거제 대금리15), 함안 도항
리16), 마산 진동17)ㆍ진북18),
창원 덕천리19), 밀양 금포
리20), 김해 율하리 유적21)
등 많은 유적에서 묘역을 가
진 지석묘의 존재가 보고되
었으며 송국리문화단계에 성
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22)
주지하다시피 송국리 문화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도면 4] 서부경남지방 묘역식 지석묘 분포현황
(■:방형묘역, ●:원형묘역, ▲:원형+방형묘역 혼재)

東義大學校博物館, 1987, 『居昌,陜川 큰돌무덤』.
釜山大學校博物館, 1987, 『陜川苧浦里E地區遺蹟』.
慶南發展硏究院 歷史文化센터, 2007, 『咸陽 花山里 遺蹟』.
文化財硏究所, 1994, 『晋陽 大坪里遺蹟』.
慶南考古學硏究所, 2002. 11, 『晋州 大坪 玉房 1ㆍ9地區 無文時代 集落』.
慶南文化財硏究院, 2006. 4. 12, 「晋州 平居3宅地 開發事業地區內 遺蹟 發掘調査(Ⅱ地區)」, 現
場說明會 資料.
慶南考古學硏究所, 2003, 『泗川 梨琴洞 遺蹟』.
단국대학교박물관, 1998. 12, 『소곡리 신월의 청동기시대 무덤』.
洪性雨, 2007. 2. 9, 「巨濟 大錦里遺蹟」, 『경남ㆍ부산지역 문화재조사연구전문기관 협의회
2007 제1회 유적조사연구발표회』.
최헌섭, 1992, 「함안 도항리 선사유적」, 『韓國上古史學報』第10號, 韓國上古史學會.
慶南發展硏究院 歷史文化센터, 2005, 「馬山鎭東遺蹟」, 현장설명회 자료집.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7. 7. 19, 「마산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1구간) 조성부지내 유적 발굴
조사 현장설명회」.
李相吉, 1996, 「청동기시대 무덤에 대한 일시각」, 『碩晤尹容鎭敎授停年退任紀念論叢』, 碩晤
尹容鎭敎授停年退任紀念論叢刊行委員會.
東亞文化硏究院, 2005. 9. 15, 「부곡-수산간 도로 4차선 확ㆍ포장 공사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
사 현장설명회」.
이영주, 2007. 2. 9, 「金海 栗下里遺蹟 發掘調査 成果-金海 栗下 宅地開發事業地區內 Ⅰ地區 文
化遺蹟 發掘調査-」, 『경남ㆍ부산지역 문화재조사연구전문기관 협의회 2007 제1회 유적조사연
구발표회』.
이상길, 2006. 5, 「區劃墓와 그 社會」, 『금강 : 송국리형문화의 형성과 발전』, 호남ㆍ호서고
고학회 합동학술대회 발표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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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서부경남지방에서는
방형의 휴암리형 주거지가
원형의 송국리형 주거지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3)
따라서 지석묘의 묘역과 주
거지의 평면형태와는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사천 이금동과 밀
양 금포리유적24)은 원형의
[도면 5] 서부경남지방 지석묘와 주거지의 평면형태
(●:원형 지석묘+주거지, ▲:혼재)

송국리형 주거지에 비해 묘
역은 방형계이며, 진주 대평
리 옥방 1지구 유적은 휴암

리형 주거지에 묘역은 방형계와 원형계가 혼재한다. 그 외 마산 진북은 송국리형 주거
지에 원형묘역, 김해 율하리유적은 휴암리형주거지와 송국리형 주거지에 원형, 방형
묘역이 혼재하지만 원형계가 방형계보다 선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평면플랜
으로 볼 때, 방형 주거인들은 방형의 지석묘를, 원형 주거인들은 원형의 지석묘를 축
조하는 것이 당시의 건축관에 있어서 보편적인 평면관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25), 조사
결과로 볼 때, 生의 공간인 주거지는 방형으로, 死의 공간인 지석묘는 원형으로 이분
하여 운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어떤 것이 선축되었다고 하더라
도 선축된 지석묘의 존재를 인지하고 조성한 것만은 분명하다.

23) 배덕환, 2005. 4,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주거와 마을」, 『영남의 청동기시대 문화』, 第14回
嶺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嶺南考古學會.
24) 밀양 부곡－수산간 도로개설공사구간으로 2005년 동아문화연구원과 경남고고학연구소가 연접
하는 구릉부에 대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아문화연구원의 조사구역에서는 방형계
지석묘가, 경남고고학연구소 조사구역에서는 송국리형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본 글에서는 편의
상 상기의 유적을 단일유적명으로 명명하였다.
25) 김승옥은 원형계 지석묘가 송국리형 원형주거지의 평면형태와 관계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승옥, 2006. 5, 「송국리문화의 지역권 설정과 확산과정」, 『금강:송국리형문화의 형성과 발
전』, 호남ㆍ호서고고학회 합동학술대회 발표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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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진주 이곡리유적(左)과 마산 진북 2구간유적(右) 적석유구 배치도

4. 積石遺構
그 외 주목되는 시설은 21호 적석유구로서 환호의 육교부 남쪽에 위치한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상부에서 토기편, 석검편 등이 출토되었다. 기본적인 축조수법
은 지석묘의 묘역과 동일하지만 내부에 매장주체부가 없으며 환호의 출입구와 가깝
다. 또한 구릉쪽의 분묘군을 바라보고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례적 측면이 강한 것으
로 판단된다. 이와 유사한 유구가 밀양 신안26)ㆍ살내27), 경주 화곡리28), 경산 삼성
리29), 대구 진천동 입석30)유적 등에서 확인되는데, 모두 상석이나 입석 등이 중앙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제단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마산 진북 2구간 유적에서는 적석

26) 慶南發展硏究院 歷史文化센터, 2007, 『密陽 新安 先史遺蹟』.
27) 慶南發展硏究院 歷史文化센터, 2005, 『密陽 살내遺蹟』.
28) 최상태, 2006. 12, 「경주 화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부지내 유적」, 『2006 대구ㆍ경북지역
문화재조사연구전문기관 유적조사보고회』.
29) 嶺南文化財硏究院, 2005, 『慶山 三省里遺蹟』.
30) 慶北大學校博物館, 2000, 『辰泉洞ㆍ月城洞 先史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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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 5기가 연접해서 배치되어 있는데31), 이 중 1호는 평면형태가 원형인데 비해 2ㆍ3
호는 장방형, 4ㆍ5호는 방형이며 모두 내부에 매장주체부가 없다. 규모는 1호가 직경
350㎝, 2호가 길이 350㎝×너비 260㎝, 3호가 길이 225㎝×너비 180㎝, 4호가 길이 400㎝
×너비 350㎝, 5호가 길이 400㎝×너비 380㎝이며 출토유물은 토기편 수점에 불과하다.
상기한 제단으로 추정되는 적석유구가 비교적 구획석의 크기와 경계 등이 명확하며
단독으로 조성된 것에 비해 마산 진북 2구간 유적의 적석유구는 군집하며 구획석과
부석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들 적석유구는 규모,
입지, 현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내부에 매장주체부가 없다는 것만으로
모두 제단으로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진주 이곡리 선사유적의 21호 적석유구는
제단일 가능성이 높은 편이나 마산 진북 2구간 유적과 같이 소형의 적석시설들은 제
단보다는 시신을 안치할 때 관․곽 등의 매장주체부를 조성하지 않고, 천 등을 이용해
시신을 감싼 뒤, 상부에 돌을 놓아 두른 일종의 집석묘와 같은 성격으로 보는 것이 어
떨까 생각한다.

Ⅳ. 石槨墓ㆍ石棺墓ㆍ土壙墓
1. 石槨墓
석곽묘는 지석묘, 석관묘와 같은 군집양상은 보이지 않으며 배치양상으로 볼 때, 배
장묘로 사용된 경우와 산재하는 경우로 양분된다. 먼저 전자는 23호 지석묘 주변의 26

ㆍ37호가 있으며 후자는 5ㆍ19ㆍ20호 3기로 정연한 석곽의 형태가 아니라 비교적 허
술하게 쌓았다.32) 그리고 5ㆍ19ㆍ37호는 바닥에 관대를 마련하였는데, 이 중 5ㆍ19호
는 대형할석 2~5매를 시설한데 비해, 37호는 礫石을 시설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19호의 관대시설은 석재의 차이는 있지만 진주 대평리 옥방 8지구 9호와 유사하게 등

31)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7. 4, 「마산 진북 일반지방산업단지(2구간) 조성부지내 유적 발굴조
사 약보고서」.
32) 김현은 이러한 구조를 石築形石棺墓로 분류하였다.
金賢, 2003, 「4.泗川 梨琴洞 無文時代 木棺에 대한 檢討」, 『泗川 梨琴洞 遺蹟』, 慶南考古學
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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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으로 시설한 점이 흥미롭다.33)
석곽묘와 다른 묘제간의 중복양상은 19호 석곽묘와 3호 석관묘에서 나타나는데, 전
형적인 상형석관묘인 3호가 19호를 파괴하고 조성한 것으로 보아 본 유적에서는 석곽
묘가 석관묘보다 선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2. 石棺墓
유적내에서 가장 많은 수를 점하는 석관묘는 유적의 전 지구에 걸쳐서 분포하는데,
특히 가지구의 환호 육교부 앞 구릉에 12기가 군집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5ㆍ20호 석
곽묘를 경계로 2군으로 분리되는데, 1군은 1ㆍ2ㆍ3ㆍ7ㆍ38호 5기, 2군은 6ㆍ10ㆍ11ㆍ
12ㆍ13ㆍ14호 6기이다. 그 외 석관묘는 21호 적석유구 동남쪽에 1기(22호), 23호 지석
묘와 연접해서 1기(25호), 28ㆍ33호 지석묘를 파괴하고 각 1기(34ㆍ35호), 다지구의 환
호A와 자연구 주변에 3기(39ㆍ40ㆍ41호) 등이 산재해서 분포하고 있다.
석관묘와 다른 묘제의 중복양상은 3호 석관묘와 19호 석곽묘, 28ㆍ33호 방형계 지석
묘와 34ㆍ35호 석관묘 등에서 나타나는데, 모두 석관묘가 후축되었다. 주목되는 점은,
석곽묘와 방형계 지석묘와의 중복이 있을 뿐 원형계 지석묘와의 중복은 나타나지 않
는데, 이는 원형계 지석묘의 매장주체부가 석관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묘제간 중복양상과 함께 유물의 부장양상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석관묘에서 유물이 출토된 경우는 1호의 옥 1점, 25호의 구순각목공열문토기,
32호의 저부, 41호의 채문토기 등에 불과하다. 이 중 1호의 옥 1점과 41호의 채문토기
1점 만이 매장주체부내에 부장되었으나 옥은 편년의 대상으로 적합지 않으며, 25ㆍ32
호의 토기편은 충전토와 주변에서 출토되어 석관묘의 시기를 반영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편년의 대상이 되는 유물은 41호의 채문토기 1점으로 국한된다. 본
유적에서 채문토기는 총 6점이 출토되었으나 29호 토광묘의 채문토기 2점은 박리가
심해 복원이 불가능하였다. 그 외 방형계 지석묘인 16호와 33호, 원형계 지석묘인 27
호에서 채문토기가 각 1점씩 출토되었는데, 기형상 27호 지석묘 출토품과 유사하며 기
존의 연구성과를 참고할 때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 경으로 편년가능하다.

33) 國立昌原文化財硏究所, 2003, 『晋州 大坪里 玉房8地區 先史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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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곽묘와 석관묘는 서부경남지역의 많은 유적의 사례를 볼 때, 지석묘 주변에 배장
묘처럼 배치된 경우가 많다. 물론 규모상 대체로 소형의 유구가 많은 것에서 친연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인골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없이 과연 연접한다고 해서
친연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진주 이곡리유적에서는 석관묘가
배장묘로 사용된 경우는 없으며 석곽묘가 배장묘로 채용되었다. 물론 유적전체의 양
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상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석관묘가 배장
묘로 채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들 유구간에 분명한 시기차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
는 것으로 생각된다.

3. 土壙墓
마지막으로 토광묘는 4기(9ㆍ24ㆍ29ㆍ36호)가 산재해서 분포한다. 이 중 9ㆍ24ㆍ29
호는 개석이 잔존하며 24ㆍ29호는 보강석 및 충전석의 양상으로 볼 때, ‘ㅍ'자형 목관
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29호에서 삼각만입촉 2점, 이단경식석촉 1점, 채
문토기 2점 등이 출토되었는데, 이들 유물은 기존의 편년상 대체로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 정도로 편년가능하다.

Ⅴ. 맺음말
이상으로 진주 이곡리유적의 청동기시대 분묘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생활ㆍ
생산유구와 연동하지 않고 분묘에만 한정되어 유적전체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
가 있으나 이 점은 추후 보고서 작성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진주 이곡리유적
발굴조사는 2008년 3월 29일에 종료하여 전체적인 양상파악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매장유구와 생활ㆍ생산유구 등의 중복 및 배치를 감안할 때, 크게 3단계로 구분가능
하다.34) 이 중 지석묘는 Ⅱ단계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단계는 방형환호
가 축조되는 단계이다. 방형환호 내의 주거지는 방형의 휴암리형 주거지이나 중앙에

34)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8. 3. 27, 「진주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조성예정부지내 문화유적 3
차(연장)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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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만 있을 뿐 주주혈의 배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휴암리형 주거지중에서도
비교적 이른시기에 조성되었으며 큰 틀에서는 송국리문화의 확산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35)

[도면 7] 진주 이곡리유적 단계별 취락 변천도
원고투고일자 2008년 5월 10일
원고심사완료 2008년 6월 8일

35) 이상길, 2006. 5, 「區劃墓와 그 社會」, 『금강:송국리형문화의 형성과 발전』, 호남ㆍ호서고고
학회 합동학술대회 발표요지.
金承玉, 2006. 8, 「墓域式(龍潭式) 支石墓의 展開過程과 性格」, 『韓國上古史學報』第53號, 韓
國上古史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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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Thought of Tombs at Bronze Age in Igok-ri
site, Jinju

It is a thesis that focuses on structure, location pattern, order relation of 44 tombs
including dolmen, stone-lined tomb, stone coffin tomb, pit tomb at Bronze age in Igok-ri
site excavated in Jinju three times between July 22th, 2004 and March 29th, 2008. There
are not only the various settlement and production relics of ditch, dwelling, high table
building, drain, rice field but also tomb. I can't help choose the tombs because excavation
has just finished since three months.
Considering the tombs, stone-lined and stone coffin tombs are constructed after
dolmens. Three stages of settlement change are found out in Igok-ri site. It is presumed
that the dolmens and square ditch are built at second stage. Square dwellings of Hyuam-ri
type and hollow in center of these are just identified in this site but main post-hole.
Therefore I suggest that some dwellings of Hyuam-ri type are made at relatively early age
and this aspect is connected with diffusion of Songguk-ri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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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晋州耳谷里遗址的靑銅器時代墓葬小考

该文分析了东亚細亚文化财研究院从2004年7月22日起到2008年3月29日间，通过三次
发掘调查，对晋州耳谷里遗址的青铜器时代墓葬中的支石墓(石崩)、石椁墓、石棺墓、
土矿墓等44座墓葬的结构、入地模式、先后关系等进行了重点分析。我们不仅对晋州耳
谷里遗址的青铜器时代墓葬进行了分析，还发现了環濠、房址、高床建筑、沟及关于水
田的遗构等各种生活生产方面的遗构，可是由于發掘決束时间仅在3个月，我们的研究
也只能限定關于墓葬。
通过墓葬的调查研究，我们大体上可知先筑做了支石墓，其次筑做了石椁墓和石棺
墓。与生活、生产遗构联系起来考虑，晋州耳谷里遗址可分为三个阶段的聚落演变过
程。我们推测支石墓是由第二个阶段组成，这个阶段是筑造方形環濠时期。在方形環濠
内的住宅区是方形的休岩里形房址，可中间只发现堅穴没有发现木柱穴。因此我们确认
在休岩里形房址中形成时期比较早，我们可推测这可能与松菊里文化的传播形成一个轨
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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晋州耳谷里遺跡の靑銅器時代墳墓に関する短想

本稿では、東亜細亜文化財研究院で2004年7月22日から2008年3月29日まで3次にわ
たって発掘調査をおこなった、晋州耳谷里遺跡の青銅器時代の支石墓ㆍ石槨墓ㆍ石棺
墓ㆍ土坑墓など墳墓44基を対象に、その構造や立地パターン、先後関係などを重点的
に検討した。晋州耳谷里遺跡では青銅器時代の墳墓だけでなく、環濠ㆍ住居跡ㆍ高床
建物ㆍ溝ㆍ水田関連遺構など、多様な生活ㆍ生産遺構が確認されたが、発掘調査の終
了までが3ヶ月という事情から、墳墓に調査を限定するしかなかった。
墳墓からみると、おおむね支石墓が先行して築造され、石槨墓ㆍ石棺墓などの遺構
が後築され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生活ㆍ生産遺構と併せてみると、晋州耳谷里遺
跡は大きく3段階の集落変遷があったものとみられる。このうち、支石墓はⅡ段階に
造成されたものと推定され、この段階には方形環濠が築造された。方形環濠内の住居
跡は方形の休岩里型であるが、中央に竪穴があるのみで主柱穴の配置は確認できな
かった。したがって、休岩里型住居跡の中でも比較的早い時期に造成され、大枠では
松菊里文化の拡散と軌を一にするものとみ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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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中國 彩繪瓷器 類型分類 및 製作方法 檢討

1)金

優 石*

요 약
현재 중국 채회자기의 분류에 대한 연구는 장식과 유면의 상하관계, 소성 온도 등의
공예상의 특징을 분류기준으로 택하고 있으나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이 없으며, 예외
적인 요소들도 많다. 또한 동일한 수법일지라도 학자들마다 복잡하고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용어 통일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채회자기에 대한 이러한 문제
점을 풀어가는 초보적인 단계로 시작되었다.
본고에서는 채회자기에 대한 기존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채회자기의 분류와 종류 및
제작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선정한 주요 채회자기(청화, 오채, 분채 등)에
대하여 경덕진 현지 도공들의 고증과 필자가 직접 채화자기를 제작한 후 얻은 결과를
통해 실험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제작공예’
라는 연역적인 연구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채회자기에 대하여 보다 실제적이고 객관성
을 가지면서 이해력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본고의 중심인 제작방법을 서술적으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림과 사진을
통해 논지 전개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용어의 사용에서 한국 용어와 차이가 나는 부분
도 있지만 가급적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기본 용어의 선택은 중국 채회자기 연
구에 있어 가장 보편적인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 북경사범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福建省 三明市 三明大學 美術科 客座副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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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彩繪瓷器는 자기 그릇 외면에 채회 안료를 이용하여 채색한 자기 가운데 하나이다.
인류가 지금까지 도자기의 장식에 이용한 방법은 ① 釉를 이용한 裝飾, ② 胎土 表面
의 裝飾, ③ 彩繪 裝飾으로 대별될 수 있을 것이며, 두 세가지 장식을 한 기물에 함께
사용한 기법도 있다. 중국 도자기는 오랜 역사를 통해 많은 종류와 지역적인 특색 등
을 통해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해왔다.
그 중에서도 중국 도자기에 있어서 채회자기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채회자기는 일찍이 東漢時代 靑釉, 褐釉자기의 제작 성공 이후로 三國
時代와 南ㆍ北朝時代를 거치면서 채회자기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이전 시기 靑瓷를
기초로 ‘靑釉黑褐色彩班瓷器’와 ‘黃釉綠彩瓷器’가 출현하여 단일 색조를 벗어나게 되었
다. 隋代에는 白瓷가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하였고, 唐代에는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에
따른 수요의 증가를 바탕으로 자기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河南省 鞏縣窯의
唐三彩, 湖南省 長沙窯의 釉下彩, 郏縣의 黑釉藍班 등의 다양한 채회 장식이 발전하였
다. 宋代, 遼代, 金代에 이르러서는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해 나갔으며,
특히 金의 釉上彩장식은 元ㆍ明ㆍ淸으로 이어져 景德鎭 彩繪瓷器 발전에 중요한 기초
가 되었다. 元代에 이르러 景德鎭은 중국 도자기 제작의 중심지로 자리잡으며, 彩繪瓷
器의 발전이 두드러진다. 이 시기에는 釉下彩인 靑花瓷器1)의 제작기술이 성숙되고,
釉里紅, 紅釉, 藍釉, 卵白釉 등이 제작되었다. 明․淸時代는 彩繪瓷器를 비롯한 중국
도자 제작의 황금기라 할 수 있으며, 기술의 변혁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御器廠
이 설립되었다. 대표적으로 明代의 永樂, 宣德時期의 靑花瓷器, 成化時期의 斗彩, 萬
曆時期의 五彩, 청대의 雍正ㆍ乾隆時期 珐琅彩와 粉彩 등이 있다.2) 이렇게 축척된 도
자 제작기술은 중국 도자기의 주류가 되었고 해외로 수출되어 지방행정경제나 중앙국
가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국외로 수출된 도자기는 유럽 각지에서 장식
과 건축의 일부 또는 부의 상징으로 이용되었다.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중국 채회자기의 분류를 더 심도있게 체계적인
1) “靑華磁器”가 아닌 중국식 표현인 “靑花瓷器”로 표기하였다. 또한 본문에서 “磁”가 아니 “瓷”로 표
기하였다.
2) 葉佩蘭, 2005, 뺷中國彩瓷뺸, 上海古籍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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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작방법을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채회자기에 대한 기존 선
학자들의 연구자료를 검토해 보면 분류상의 기준은 대부분 일치하나 채회자기의 각
품종을 세분하여 분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견을 보인다. 동일한 분류기준으로
다른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양상은 도자기를 육안으로 피상적으로 접하고 명확한 제
작과정에 대한 검증과 과학적인 분석이 부족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는 채회자기의 주요 품종들의 채회 과정을 더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문에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검토해 보고, 주요 채회자기의 품종들의 재작 기법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도출된 결과를 기존 선학자들이 재시한 분류상의 명칭과
비교하여 정리해 보고자 하였으며, 주요 채회자기(청화, 오채, 분채)의 제작방법과 과
정을 제시하여 채회자기의 제작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본 논고
의 용어 중 일부는 한국적 표현이 적절한 것이 아직 없으므로 중국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Ⅱ. 채회자기의 기존 분류
彩繪瓷器의 다양한 종류과 발전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과 역사적 배
경 등에서의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작 방법의 검토와 객관적 해석과 이해 역시
중요하며, 제작 공예를 통한 접근은 복잡하고 다양한 중국 도자기를 심도있게 분석하
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우선 채회자기에 대하여 기존에 분류한 것
을 소개하여 전체적인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채회자기의 분류는 유약, 채회 장식의 상하 배열관계와 소성온도 등 제
작 방법의 시각에서 분류하고 정의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채회자기의 명칭들
은 안료나 소성 후의 색상과 제작방법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면 ‘金彩’는 금을 함유
한 안료에 근거하여 명칭을 정하였고 청화자기나 오채 등은 소성후의 색상에 근거하
였으며, ‘분채’는 제작방법을 참고하여 붙여진 것이다. 한편 한 종류의 채회자기를 두
고도 많은 명칭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류와 종류상 통일되지 않은 명칭과 의견은 채회
자기를 이해하는데 전문 연구자들 조차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채회자기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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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존 자료의 분류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中國陶瓷史(1997 年6月, 中國硅酸學會 主編) : 彩繪瓷器는 광범위하게 보면 点彩를
포함하고, 釉上彩와 釉下彩 그리고 鬥(斗)彩로 나누어진다.
- 明淸瓷器(1998年10月, 程曉中 著) : 明淸 彩繪瓷器를 공예의 차이점에 따라 분류하
면 釉上彩와 釉下彩 그리고 鬥(斗)彩의 3분류로 구분된다.
- 中國古陶瓷器鑒賞辭典(1993年, 餘繼明 著) : 광의의 개념으로 분류하면 釉上彩, 釉
下彩, 釉中彩, 加彩로 4분류로 구분된다.
- 中國古陶瓷圖典(1998年, 馮先銘 著) : 彩繪瓷器는 彩繪 裝飾을 한 것으로 素彩와는
상반되고 釉上彩, 釉下彩, 釉中彩, 釉上彩, 釉上釉下彩相結合的鬥(斗)彩 등으로 구
분된다.
- 中國彩瓷(2005年, 葉佩蘭 著) : 彩繪瓷器를 제작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釉上彩, 釉下
彩, 靑花加彩, 素三彩와 色地彩로 분류될 수 있다.
위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대체적으로 채회자기는 제작 공예상의 특징을 통해 분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각 연구자의 정의가 유사하나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서에서는 채회자기를 보편적으로 크게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로 분류하지만 수 많은 채회자기 종류의 제작방법과 특성을 고려할 때 모두 통일
된 분류체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는 상기 중국학자들의 연구 내용에서의
주요 분류한 것을 바탕으로 필자가 다시 정리하여 그 특징을 소개하기로 한다. 기존자
료의 분류를 바탕으로 채회자기의 종류를 분류해 보면 채회자기를 크게 ‘채회장식’과
‘저온채(색)유장식’으로 양분할 수 있고, 이를 다시 세분하면 채회장식 중 유상채를 저
온 유상채와 고온 유상채로, 저온채(색)유장식은 저온채(색)유도기와 저온채(색)유자
기로 분류된다.

1. 채회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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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釉上彩
유상채는 저온 유상채와 고온 유상채로 세분 할 수 있다. 우선 기존의 정의에 따르
면 보면 “채회 장식이 유면의 하부에 위치한다”3)라고 한 것과 “두 번의 소성과정을 거
치고 고온 소성을 거친 자기 위에 채회 장식이 이루어진다”4)라고 구분한 것이 있다.
전자는 단순히 유면과 채회장식의 상ㆍ하관계를 통해 정의하려 한 것이고 후자는 소
성과정에 대한 기준을 부가하여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전자는 저온 유상채와 고온 유상
채로 세분하여 高溫 釉上彩를 釉上彩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후자는 高溫 釉上彩에 대
한 언급이 없고 단지 低溫 釉上彩에 국한시킨 것이다. 뺷中國古陶瓷圖典뺸에 보이는 정
의의 경우 중국 三國時代 靑瓷에서 나타나는 褐斑彩, 点彩5)와 長沙窯의 高溫 釉上彩
(紛地彩釉繪花)6) 등을 유상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고, 유하채의 범주에도 부합하
지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유상채의 정의는 “기물에 유약을 시유하고 彩繪
裝飾을 한 후에 저온 또는 고온 소성을 거쳐 제작되는 채회자기”라고 하는 것이 적합
하며 低溫 釉上彩와 高溫 釉上彩를 모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2) 釉中彩
釉中彩는 기존 학자들의 분류에서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위의 분류에서 알 수
있듯이 분류의 기준으로 부분적으로는 인식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명확한 정의와 종류
에 대한 소개는 불충분하다. 유중채의 보편적인 정의는 “유면 사이에 채회 장식이 이
루어지는 것”7)을 말한다. 즉, 기물에 시유하고 채회 장식한 후에 다시 시유하여 소성
하는 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유중채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서는 1975년 江蘇省 楊洲 唐
城유적에서 발견된 釉中彩 藍彩片8)이나 淸 康熙時期의 豇豆彩9) 등을 설명하기에는
3) 葉佩蘭, 2005, 뺷中國彩瓷뺸, 上海古籍出版社, pp.4~11.
4) 馮先銘, 1998.1, 뺷中國古陶瓷圖典뺸, 文物 出版社, pp.214.
5) 馮先銘, 1994, 뺷中國陶瓷뺸, 上海古籍出版社 : “褐斑彩”와 “点彩”는 기물에 유약을 시유하고 그 위
에 철이 포함된 채회로 점을 찍어 고온 소성한다.
6) 長沙窯課題組, 1991.1, 뺷長沙窯뺸, pp.24~28 “장사요의 장식 방법은 釉下彩, 高溫 釉上彩(紛地彩釉
繪花), 釉中彩가 있다”: 최근의 연구 자료를 보면 長沙窯의 釉中彩는 高溫 釉上彩라고 한다.(馬廣産,
2005.3, ｢淺談釉中彩｣, 博物漫步: 張福康, 2000, 뺷中國古陶瓷的科學뺸, 上海人民美術 出版社)
7) 馬廣産, 2005.3, ｢“淺談釉中彩”｣, 뺷博物漫步뺸.
8) 南京博物院, 1977年, ｢楊洲唐誠遺蹟遺蹟｣, 1975年 뺷考古工作簡報뺸 第9期.
張志剛, ｢唐代靑花瓷器硏討｣, 뺷景德鎭陶瓷學院學報뺸, 10(2) pp.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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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있다. 高溫 釉上彩, 釉下彩 등과 외관상 식별이 어렵고 연구자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대의 유중
채로 제작되어진 자기를 전자 현미경으로 절단면을 확대해서 관찰한 결과 역시 채회
안료의 하부에 유층이 발견된다. 그러나 1차로 시유된 유약이 아주 얇거나 철과 동과
같은 경우 소성시 유약과 용융되어 번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소성 후의 자기를 대상
으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釉下彩
釉下彩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채회 장식을 한 후 유약을 시유하고 단벌 소성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동일한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필자 역시 이와 같은 의견
을 갖고 있다.
4) 複合彩
복합채는 저온 유상채와 유하채의 복합적인 장식방법이며, 위의 여러학자들의 견해
에서 보듯이 명칭만 불일치할 뿐 개념적 이해는 동일하다. 이는 斗彩, 鬥彩, 豆彩, 加
彩, 靑花加彩, 釉上釉下彩相結合的鬥(斗)彩, 複合彩, 間彩 등으로 다양하게 명칭되고
있다. 그런데 이중에서 斗彩라는 용어는 靑花五彩와는 그 특징이 구별되므로 전체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적절하지 못하다.10) 또한 靑花加彩 역시 靑花五彩의 하위 개념이
고 淸 康熙時期에 나타난 釉里紅加彩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저온 유상채와 유하채의 복합적인 장식방법을 ‘複合彩’라고 명칭하는 것이 합당하다.
釉下彩와 釉上彩 복합 장식을 이용한 彩繪瓷器의 종류는 斗彩, 靑花單彩, 靑花加彩,
靑花五彩 등이 있다.

2. 低溫彩(色)釉
기존의 자료에 따르면 저온 채(색)유11)는 저온채유 도기와 저온 채유 자기로 세분

9) 張福康, 2000, ｢中國古陶瓷的科學｣, 上海人民美術 出版社, p.107.
10) 葉佩蘭, 1997年, ｢斗彩與 靑花五彩的 區別｣, 第02期, 故宫博物院院刊.
孫光星, 2003年, ｢鬥彩與五彩的區別｣: 科學大觀園 第07期 : Ⅲ장에서 차이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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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는 소성의 온도에 따라 도기와 자기로 구분하여 저온채(색)유도기와 저
온채(색)유자기로 구분한 것이다. 기존 연구서인 뺷中國陶瓷史뺸와 뺷明淸瓷器뺸에서는
低溫彩(色)釉를 유상채로 분류하고 있고 뺷中國古陶瓷圖典뺸채회 장식과 구별해서 저온
채(색)유의 한 유형으로 채(색)유와 채회를 따로 분류하고 있다. 저온 채(색)유 장식은
제작방법이 유상채인 저온채회장식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저온채(색)유는 대부
분 유약을 시유하지 않은 素胎에 장식이 이루어진다. 淸 康熙時期에 와서는 素胎에 加
彩도 사용되었으나 예외적인 경우로서 대분분의 저온 채(색)유는 제작상 분류의 기준
인 고온 유약의 유면이 없으므로 저온채(색)유로 따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기존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채회자기는 채회장식과 저온채(색)유로 크게 양분할수
있다. 또한 채회지기를 세분하여 보면 유상채(고온 유상채, 저온 유상채), 유하채, 유
중채, 복합채, 저온채색유(저온채색유도기, 저온 채색유 자기)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채회자기의 분류에 따른 제작과정 검토
기존 자료의 검토를 통해서 채회자기의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채회자기의
제작과정(유면과 채회장식의 상하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채회자기의 분류에 나
타난 명칭의 적합성을 검토해 보았다. 이를 검증하고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
기 위해서는 각 채회자기의 제작과정을 분석해 보고 기존 명칭들과 비교해 보아야 한
다고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주요 채회자기의 제작과정을 기물 성형 이전과정은 생략
하고 채회장식과 저온채(색)유장식을 釉面과의 상하관계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도
출된 결과를 몇 가지 유사한 유형으로 재분류한 후 기존의 분류상의 명칭과 비교하였
다.12)

11) 葉佩蘭, 2005, 뺷中國彩瓷뺸, 上海古籍出版社 : 이 책에서 채회자기를 釉上彩, 釉下彩, 靑花加彩,
素三彩와 色地彩로 4분하였으나 세부 정의의 명칭에서 보면 素三彩와 色地彩를 저온 채유라고
명칭하고 있다.
12) [표 1] 기존 분류에 도출된 명칭과 제작과정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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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식 기법상의 분류에 따른 종류와 특징
여기에서는 제작방법에 따라 각 제작 방법에 속하는 채회자기의 종류와 제작방법을
검토하고 각 방법에 속하는 예와 제작방법 분류에 있어서 오인하기 쉬운 부분에 관해
서도 설명하고자 한다.
1) 低溫 釉上彩
이 분류에 속하는 채회자기의 종류는 紅綠彩, 五彩, 珐琅彩, 粉彩, 墨彩, 黑彩, 新彩,
金彩, 淺絳彩, 廣彩 등으로 채회장식이 소성된 釉面에 시문된 것 들이다. 기물에 시유
하고 1차 고온 소성과정을 거쳐 완성된 자기(일반적으로 백자) 위에 납(PbO)을 기본
융제로 한 채회 안료로 채회장식한 후 저온소성(700~800°)으로 2차 소성하는 것이 기
본적인 제작방법이다.
저온유상채는 일반적으로 백자에 시유하여 고온
소성과정을 거친 자기에 장식되지만 예외적으로 淸
康熙時期의 珐琅彩의 일부는 ‘反瓷’라고 하여 기물
의 내 외부를 시유한 후 珐琅彩를 시문할 부분인
외부의 유약을 제거하고 소성한 후에 기물에 법랑
채 장식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도 있다.13) 그러나
법랑채는 초기의 反瓷에 제작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자기 위에 장식되므로 유상채로 간주하여

[그림 1] 紅綠彩纒枝菊凰盤
(明嘉靖)

명칭
低溫釉上彩

제작과정
①기물성형→②시유→③고온소성→④채회장식→⑤저온소성

高溫釉上彩

①기물성형→②시유→③채회장식→④고온소성

釉下彩

①기물성형→②채회장식→③시유→④고온소성

釉中彩

①기물성형→②시유→③(중,저온소성)→④채회장식→⑤시유→⑥고온소성

複合彩

①기물성형→②채회장식→③시유→④고온소성→⑤채회장식→⑥저온소성

低溫彩(色)釉陶器 ①기물성형→②중온소성→③저온채유시유→④저온 소성
低溫彩(色)釉瓷器

①기물성형→②(채회 또는 각화)→③(시유)→④고온소성→⑤(채회 또는
저온 채유시유)→⑥저온소성

13) 葉佩蘭, 2005, 뺷中國彩瓷뺸, 上海古籍出版社,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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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저온 유상채의 다양한 종류 중에 홍녹채와 법랑채를 예를 들어 알아보기로
하겠다. 홍녹채는 명청대의 저온유상채 자기의 기초가 되며, 이전 시기 ‘宋加彩’14)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외부로부터 유입된 법랑채의 제작이후로 중국의 기존
의 채회장식과 법랑채의 장식이 결합되어 분채자기가 제작되었다. 따라서 홍녹채와
법랑채의 장식적 특징을 통하여 저온 유상채를 이해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紅綠彩纒枝菊凰盤은 明 嘉靖時期에 제작되어진 홍녹채로서 원대의 것에 비해 세련
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림 1] 홍녹채는 백자 또는 白地黑花15)를 1차 소성한 후 矾紅
(홍색),16) 녹색을 위주로 채색하고 황색을 부분적으로 이용하여 도안에 따라 그리거나
메꾸고 750~800℃의 온도에서 저온의 2차 소성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홍녹채와 유하채인 褐彩, 黑彩 등을 함께 사용하는 기법은 宋元時代의 자기 장식기
법의 특징 중 하나이다.17) 이는 갈채나 흑채를 이용하여 기물에 도안을 그리고 유약
을 시유하여 1차 소성과정을 거친 후 홍녹채를 이용하여 부가적인 장식을 하여 2차 저
온 소성 과정을 거치는 복합채의 개념과 동일하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
상채로서 소성된 유면위에 시문된다.
명대의 홍녹채는 경덕진의 주요 제작기법이었고 명대에 들어 유하채인 청화자기와
함께 장식하였는데 청화가채, 청화오채, 두채와 강희오채(古彩)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
치게 되었다.18) 紫紅地珐琅彩纒枝蓮紋甁는 淸 康熙時期에 제작된 초기 법랑채 자기로

14) 馮先銘, 1998.1, 뺷中國古陶瓷圖典뺸, 文物出版社, p.219, 송금대의 유상채의 일종으로서 제일 이
른 시기의 유상채이며 “宋紅綠彩”라고도 한다. 송대의 하북성 자주요에서 최초로 제작 되었으
며 彩料는 紅、綠、黃을 위주로 金、銀彩도 사용되었다.
15) 馮先銘, 1998.1, 뺷中國古陶瓷圖典뺸, 文物出版社, pp.218, 유하채로서 철이 함유된 안료로 장식한
것을 말한다.
16) 홍색(반홍,矾紅)과 황색은 철의 성분에 의한 발색이다. 철과 PbO의 혼합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황색은 PbO의 함량이 40%이상이고 철의 함유량은 3%정도 함유되어 있다. 반면에 홍색은 PbO
의 함유량은 높지않고 철이 30-50%정도 함유되어 있다. 홍색을 “반홍(矾紅)”이라 이것의 제작법
은 유산철을 내화갑이나 쇠가마에 넣고 가열하여 결정수를 제거하고 분말로 곱게 갈고 물에 담
구어 여러 번 씻고 말린 후 PbO와 혼합하여 사용한다. 홍색을 사용하는 방법은 반홍에 동.식물
성 아교와 물을 함께 섞어 사용하기도 하고 “유향유(乳香油)”나 “장뇌유(樟腦油)등의 기름에 섞
어 쓰기도 한다. 현대에서는 신채(新彩)안료로 대체해서 쓰기도 하고 기호에 따라 다양한 홍색
을 사용한다-陶瓷彩繪, 景德鎭陶瓷學院敎材.
17) 秦大樹․馬忠理, 1997, ｢論紅綠彩瓷器｣, 뺷文物뺸.
18) 張英, 1994.4, ｢元青花和五彩瓷款識及相關問題的初步研究｣, 뺷北方文物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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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전 시기의 銅 기물에 사용되었던 장식기법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제작되었다. [그
림 2] 법랑채(Enamel)의 명칭은 범어(梵語)에서 유래하였으며, 일본에서는 ‘칠보(七寶)’
라고 명칭한다. 중국에서는 ‘자태화법랑(瓷胎畵珐琅)’또는 ‘고월헌(古月軒)’이라고도 하
며 서양에서는 ‘장미채(蔷薇彩)’라고도 한다.
법랑채의 최초의 발생은 기원전 1800년전 이집트 12왕조에 금장식에 법랑이 사용되
었던 것을 기원으로 한다.19) 청대 궁중의 어용자기로서 특수 제작된 것으로서 청대
옹정이전 시기에는 안료와 기술이 외국으로부터 들어왔다. 청대 강희말기 이전시기에
는 동으로 제작한 기물에 주로 법랑을 이용하였으며 청 강희 말기에는 자기에 응용하
기 시작하였고 옹정, 건륭시기에 성행하였다. 초기(청대 강희시기)의 법랑채자기는 경
덕진 어기창의 백자를 사용하였고 앞선 시기에 제작되어 있던 백자를 이용해서 그 위
에 법랑을 장식하기도 하였다. 청대 강희에는 경덕진의 백자를 운반해서 궁중에서 장
식하고 저온 2차 소성하였으나 옹정시기에 이르러서는 경덕진 현지에서도 제작하였
다. 강희시기의 특징은 동으로 제작한 기물에 법랑을 장식한 기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금속제품에서 자기제품으로 원재료가 바뀐 것
외에는 기법 상 특징적인 변화는 없으며 옹정시
기의 법랑채는 백자의 여백을 남겨두고 詩ㆍ書

ㆍ畵를 함께 장식하였고 중국화의 회화 기법을
응용하였다. 건륭시기에는 서양화기법을 받아
들여서 제작하는 경향이 등장한다. 법랑 안료는
초기에는 수입하여 사용하였으나 옹정시기에
자체 생산에 성공하여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다
양한 색채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이전시기까
지 사용하던 수입안료를 “雍正 6년 7월에 안료
를 자체 생산해서 사용에 성공하였다.”20)는 문 [그림 2] 자홍지법랑채전지연문병
헌 내용을 통해 옹정6년(A.D.1741년) 이후 다양
(청 강희)
19) 謝顯貴, 2003, ｢認識琺華器｣, 뺷中國商報뺸.
20)《廣東通志》卷五十八記載：“西洋國。。。雍正四年複遣使進貢。。。各色琺琅彩料十四塊”
清宮內務造辦處 檔案(故宮所藏)：“雍正六年二月廿日奉怡親王諭，使燒煉琺琅彩，七月煉制成
功，且比原有進口料增加很多色彩品種”.

60

東亞文化 4號

한 색상의 안료를 자체 생산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랑채의 원료 성분은 중국 전통자기인 오채와는 구별된다. 강희시기 이전에는 ‘矾
紅’이라 부르는 홍색만이 있었고 황색 역시 철을 착색재로 사용한 것밖에 없었으나 법
랑 재료에는 胭脂紅과 粉紅 등 金의 성분을 포함한 ‘金紅’에 속하고, 황색은 안티몬(Sb)
의 발색으로서 불투명의 성질을 가져 오채와는 구별된다. 紫色 또한 이전시기의 것과
다르게 발색은 금홍과 코발트의 혼합에 의해 만들어 졌다. 또한 법랑채는 대부분 비소
(As)를 함유한 ‘玻璃白’21)이라는 유탁제를 기본으로 하여 착색재와 조합하여 사용하였
기 때문에 불투명한 성질을 가진다.22) 안티몬과 비소는 이전 시대는 사용되지 않았던
원료로서 기존 전통원료와 구별된다. 그리고 전통 유상채의 융제는 산화납(PbO)와 산
화칼륨(K2O)의 두 종류이다. 예외적으로 遼代의 ‘北京龍泉務窯’에서 소량의 삼산화 붕
소(B2O3)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랑채에서 삼산화 붕소가 융제로 쓰였다.23) 이
것은 동에 법랑을 입혀 소성할 경우 동의 낮은 융점 때문에 낮은 온도의 소성을 유도
해야 하는데 이 작용을 한 것이 삼산화 붕소(B2O3)이다. 따라서 오채에 비하여 법랑채
와 분채는 소성온도가 낮다. 법랑채의 발생은 중국 전통 유상채인 오채와 결합되어 분
채를 출현시켰다. 기법상으로는 건륭시기에 나타난 ‘軋道’(雕地)라고 불리는 장식 기법
이 특이 할만하다. 먼저 전체에 법랑채를 입힌 후 바늘과 같은 도구로 안료를 긁어내
는 각화의 형식으로 장식하는 기법이며 화훼문을 첨가하여 장식한 것을 ‘錦地添花’라
고 한다.이 기법은 건륭시기 이후에는 법랑채에서 드물게 나타나고 분채에서 드물게
사용되었다.
이상에서 저온유상채 중에서 대표적으로 주홍녹채와 법랑채의 제작기법과 그 특징
을 살펴보았다. 홍녹채는 이전시기를 기초를 바탕으로 저온 유상채의 본격적인 출현
을 의미하며 법랑채는 이전 시기의 중국 전통의 채회 자기를 탈피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법랑채 출현 이후 중국 채회자기는 전통적인 형식을 벗어나서 복합적인 양상으

21) 張福康, 2000, 뺷中國古陶瓷的科學뺸, 上海人民美術出版社, p.142 “수입 안료로서 비소(As)를 유탁
제로 사용한 불투명유의 일종이며 법랑채는 이것을 기본유로 사용해서 안료를 배합해서 기물
에 시문하였다. 이것을 이용할 경우 일정한 두께가 생기며 분채는 먼저 파리백을 입힌 후 그
위에 채색(점을 찍거나 뿌리거나 선염기법을 사용)을 하였다.”
22) 예 : 분홍=연지홍+유리백.
23) 張富康, 1999, ｢龍泉務窯遼，金三彩器和建築玻璃的研究｣，뺷1999古陶瓷科學技術國際論文會論
文集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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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나갔다.
2) 高溫 釉上彩
고온유상채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는 중국 三國時代의 点彩, 湖南省 長沙窯의 靑
釉褐綠點彩, 越窯의 靑釉褐斑, 江西省의 吉州窯의 鐵銹花, 黑釉醬班 등이 있다.
기본적인 제작방법은 기물을 성형하고 시유한 후 철ㆍ동ㆍ코발트 등의 채회 안료로
일부 또는 전체를 장식하고 단벌 고온소성을 거쳐 완성하는 제작과정을 거친다. 유하
채는 채회한 후 유약을 시유하거나 취급시 문양이 번지거나 벗겨지는 수도 있지만 고
온 유상채는 유약을 먼저 시유하고 문양장식하기 때문에 비교적 취급이 용이하다. 따
라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초기 채회 자기에서 많이 나타난다. 고온유상채는 유하채로
의 발전 과정을 거친다. 고온 유상채의 제작 방법은 위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제작과
정으로 제작된다. 고온 유상채에 속하는 채회자기는 채회 안료의 차이만 있고 동일한
제작방법으로 제작되어 진다.
長沙窯紅綠彩壺는 술이나 차를 따르는 壺로서 唐 長沙窯
에서 동을 이용해서 채회장식을 한 고온 유상채이다. [그림
3] 기형을 제작하고 석회 유약을 시유한 다음 동으로 한번
에 문양장식하여 단벌 고온 소성된 것으로서 홍색과 녹색
이 어우러진 발색이 특이하다. 일반적으로 동의 산화염의
발색은 녹색이고 환원염의 발색은 홍색이다. 그러나 이 자
기에서는 홍색과 녹색이 같이 나타난다. 이것은 당시 도공
의 의도가 아닌 재료의 성질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해 생성
된 소성과정에서 산화상태와 환원상태를 거치면서 우연에
의한 결과물로 인식하여야 한다. 즉, 석회유에서 석회질은

[그림 3] 沙窯紅綠彩壺(唐)

융제로 작용하고 동은 착색제로 쓰이는데 동의 함유량이 높으면 보조 융제가 되어 동
이 두꺼운 부분은 용융온도가 떨어진다. 환원염 소성시 나타나는 홍색은 Cu++가 CO
를 받아들여 Cu2O로 변할 때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동이 두꺼워 보조 융제로 작용
해서 낮은 온도에서 먼저 녹게되면 환원시 발생하는 CO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Cu++의
상태로 남게 되어 녹색을 띠게 되는 것이다.24) 안료를 한 번에 빠른 속도로 칠할 경우
일정하게 시문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이 자기의 녹색부분은 동이 두껍게 칠해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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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3) 釉下彩
유하채의 종류는 靑花, 釉里紅이 대표적이다.
유하채 자기는 앞서 기술한 고온유상채와 동일
하게 고온 단벌 소성으로 완성된다. 청화, 유리
홍 외에도 白釉釉下黑彩, 靑花釉里紅, 釉下褐彩,
豆靑釉靑花, 釉下三彩, 釉下黒彩, 釉下五彩 등
의 종류가 여기에 속한다. 기본적인 제작 방법
은 성형된 기물에 채회 장식 후 유약을 시유하

[그림 4] 靑花压手杯(明 成化年間)

고 고온 소성하는 제작 과정을 거친다. 위의 고온 유상채와는 채회장식과 유면의 시문
순서에서 차이가 있다.
靑花压手杯는 유하채의 청화에 속하고 명대 영락시기 경덕진 어기창에서 제작된 신
기종인 ‘압수배(壓手杯)’이다. [그림 5] 紅三魚靶杯는 明 宣德時期에 제작된 것으로 전
홍(填紅)의 장식방법이다. 이 자기의 기법은 육안으로 자세히 관찰하지 않고는 유리홍
과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25) 일반적으로 유리
홍으로 오인하기 쉬우나 채회장식이 아닌 홍색
유약으로 문양을 상감해서 제작한 것이므로 유
하채라고 볼 수 없고 유약 장식방법의 일종으
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제작 과정은 기물에 유
약(백색투명유)을 시유한 후 의도하는 문양의
유약을 상감하고 홍색 유약을 상감한 부분에
메우고 고온 소성으로 단벌 고온 소성을 거친
다.
그리고 淸末 宣統時期에 제작되기 시작한 湖
[그림 5] 紅三魚靶杯(明 宣德)

南省 醴陵의 유하오채도 이전 시기의 일반적인

24) 張福康, 2000, 뺷中國古陶瓷的科學뺸, 上海人民美術出版社, p.107.
25) 張福康․張浦生, 1996, ｢景德鎮曆代釉裏紅和“填紅”的研究｣ 02期, 뺷文物保護與考古科學, Sciences
of Conservation and Archaeology뺸, 編輯部郵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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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채 장식이 아닌 특수한 제작 과정을 통해 완성한 것이다. 유상채인 오채의 효과를
고온에서 표현한 새로운 장식방법으로서 세 번의 소성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26) 기물
에 유약을 시유하지 않고 1차 소성을 마친 후 그 위에 안료로 채회 장식하여 안료의
접착성을 위해 재소성한다. 유약을 시유하여 마지막으로 3차 소성을 하는 복잡한 작
업 과정을 거친다. 결과물로 판단하자면 유하채이고 현재에는 유하채로 단벌 소성방
법으로 제작한다.
4) 釉中彩
유중채의 종류는 唐靑華(唐藍彩), 豇豆紅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청대 강희시기 이
후로 산수화나 중국화 등의 번짐 느낌을 표현하거나 부드러운 화면 처리를 위해 사용
되었고 현대에도 고급 도자기 제작에 많이 쓰이는 방법이며, 전사기법에도 응용된다.
유하채나 고온유상채와 육안상 식별이 어렵고 유중채로 장식되었다고 명확하게 제
시할 수 있는 자료는 미약한 편이다. 기본 제작방법은 기물위에 시유하고 채회 장식과
재시유한 후 단벌 소성하는 방법과, 기물 위에 시유한 후 저온 또는 중ㆍ고온 소성을
거쳐 채회 장식하고 시유해서 2차 소성의 과정을 거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豇豆彩 太白尊은 청 강희시기에 제작된 豇頭彩이며,27) 대표적인 유중채의 장식기법
으로 제작된 자기이다. [그림 6] 유약장식으로 오인하기 쉬우나 郞紅, 祭紅과 같은 홍
유 자기와는 장식기법이 분명히 구별된다.
기물에 유약을 한층 얇게 입히고 동을 물에
혼합하여 泥漿상태로 만들어서 유약 위에
뿌린 후 유약을 재시유한 후 환원염으로 소
성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홍색을 띄나 부분
적으로 녹색을 띠는데 장사요의 동 발색과
같은 원리이다. 또한 부분적으로 하얗게 보
이는 것은 유약과 안료가 녹아서 태토가 비
[그림 6] 豇豆彩 太白尊(淸 康熙)

쳐 보이는 것이다.

26) 周益軍, 2007, ｢醴陵釉下五彩瓷裝飾的藝術特征｣ 第02期, 뺷上海工藝美術뺸.
27) 羅聯鈺․龐傑․鮑海英, 2001(06), ｢辣油豇豆加工技術｣, 뺷上海蔬菜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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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複合彩
복합채는 加彩, 間彩 등의 여러 가지 명칭으로 쓰이나 내포되어 있는 뜻은 동일하
다. 복합채의 제작기법은 기본적으로 유하채(청화, 유리홍)과 유상채(오채, 분채 등)
를 복합적으로 장식한 것이다. 복합채에 속하는 채회 자기는 斗彩, 青花五彩, 青花单
彩, 釉里紅加彩 등이 있다. 복합채는 성형한 기물 위에 청화 또는 유리홍을 이용하여
채색한 후에 고온유약을 입히고 고온 1차 소성을 한다. 이렇게 완성된 자기위에 부분
적으로 유상채 안료를 부가하여 재장식한 후 저온 2차소성의 제작과정을 거친다. 高
士杯는 斗彩로서 청화로 윤곽선을 그리고 부분적으로 청화 안료로 채색한 후 고온 1
차 소성한 기물에 홍색과 녹색을 사용하여 내부를 채워 2차 소성하였다. [그림 7]
청화오채와 두채의 차이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그림 8]과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는 제작방법이 일치한다. 이 유형들은 청화가채 또는 복합채라고 하며, 명
청 문헌 중에는 ‘五彩’ 또는 ‘白地靑花間裝五色’ 로 기록되어 있다.28) ‘두채’라는 명칭이
가장 먼저 소개된 기록은 청대 중기의 뺷南窯筆記뺸이며, 그 내용은 “成化, 正德, 嘉靖
萬曆시기에 鬥(斗彩), 五彩, 填彩의 3종류가 있는데 鬥(斗彩)는 기물에 청화를 이용하
여 花鳥의 半體를 그리고 다시 안료로 장식하여 완성한 것이고 填彩는 花鳥나 人物을

[그림 7] 斗彩高士杯(明成化年間)

[그림 8] 斗彩

[그림 9] 靑花五彩

28) 明沈德符《敝帚軒剩語》中 “本朝窯瓷用白地青花，間裝五色，爲今古之冠，如宣品最貴，近日
又重成窯，出宣窯之上。”
明、穀應泰《博物要覽》中 “成窯上品無過五彩葡萄撇口扁肚靶杯，式較宣杯秒甚。五彩宣廟不
如憲廟...宣窯五彩深厚堆垛，故不甚佳，而成窯無彩用色淺淡，頗有畫意.....。”
清乾隆朝朱琰撰《陶說》中“古瓷五彩，成窯爲最，其點染生動，有出於丹青家之上者。畫手固
高，畫料亦精。”
《飲流齋說瓷》衡先生著 中“成化五彩人物，其工細者，系以藍筆先繪面目衣褶，繼乃加填五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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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화로 윤곽선을 소성한 후 다시 五色으로 윤곽선 안을 채색해서 완성한다. 그리고 五
彩는 백자(素瓷)에 오색을 채색하여 완성한다”29)라고 하여 현대의 정의와 다소 차이
가 있다.
특히 ‘반체’의 의미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의 ‘半’이 문양의 일부를 의미하는지 아
니면 전체 윤곽선을 의미하는지 불확실하며 오채의 정의에서도 현재의 청화오채 정의
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오채는 ‘古彩’라고 하는 ‘강희오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며 ‘鬥(斗彩)’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가지
고 있으나 현재 분류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전채는 두채의 하위 개념으로 보
아야 한다.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전채는 윤곽선을 청화로 그리고 다시 유상채
로 장식한 것으로서 두채의 하위 개념으로 본다. 두채는 전채의 정의를 포함하고 청화
로 윤곽선을 그리고 그 문양의 일부를 청화로 채색한 것을 말한다. 두채가 자리잡기
이전 청화오채를 보면 두채의 장식적 특징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두 종류
의 분별에 혼란을 주고 현대에도 중국의 관련 서적을 참고하면 혼용하여 쓰는 경우도
많다.30) 두채와 청화오채의 가장 큰 제작상 차이점은 [그림 8]과 [그림 9]에서 알 수 있
듯이 윤곽선의 차이에 있다.31) 두채의 경우 도안의 윤곽선을 모두 유하채인 청화로
시문한 반면 청화오채는 도안의 일부만 청화 안료를 사용해서 윤곽선의 일부를 그리
고 소성한 후 홍채 또는 흑채로 부가하여 윤곽선을 그리고 저온 채색 안료로 윤곽선
안을 메우고 2차 저온 소성을 거쳐 완성하였다.
6) 低溫彩(色)釉 裝飾
저온채(색)유 장식은 채(색)유를 입혀 장식한 것으로서 도기에 속하여 저온채유도기
라고 부르기도 한다. 채회자기에 속하지 않으나 채회자기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기초

29) “成, 正, 嘉, 萬俱有鬥彩, 五彩, 填彩三種, 關於坯上用青料畫花鳥半體, 複入彩料, 湊其全體, 名曰
鬥彩；填彩者, 青料雙勾花鳥, 人物之類於坯胎, 成後複入彩爐填入五色, 名曰填彩；其五彩則素瓷
純用彩料填出者是也.”
30) 張英, 2004, 뺷中國五彩瓷器뺸, 江西美術出版社.
馮先銘, 1994, 뺷中國陶瓷뺸，上海古籍出版社.
위의 서적에서는 靑花五彩와 鬥(斗彩)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전자는 五彩로 후자는 斗彩로
표기하고 있다.
31) 葉佩蘭, 1997, ｢“鬥彩”與“青花五彩”的區別｣ 02期, 故宮博物院院刊, 뺷Palace Museum Journal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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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고 저온채(색)유 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장식의 이해가 필요하므로 본고에서 분류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저온채(색)유 장식은 동한
(東漢)시대의 저온유약을 기초로 발전한 것으로
서 유상채의 기본이 된다. 종류는 唐三彩, 遼三
彩, 金三彩, 琉璃, 山西珐花(華) 등이 있다.
제작방법은 기물을 중온(950~1100℃)에서 1차
소성하고 채유(황색, 녹색, 백색, 남색 등의 저온
채색유)를 시유하거나 붓으로 칠한 후 저온으로
재소성(850~900℃)하는 제작과정을 거친다. 唐三

[그림 10] 唐三彩騎馬陶俑

彩騎馬陶俑은 당삼채로서 북조시기의 도자 조각의 발달과 이전시기의 저온 납 유약을
기초로 제작되어진 ‘채유도기’ 또는 ‘저온유도기’라고 한다. [그림 10] 당삼채는 송삼채
와 요삼채 그리고 명청 유상채자기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된다. 색유의 화학
조성은 SiO2-Al2O3-PbO을 기본으로 하여 동한의 녹유 도기와는 구별되는데 알루미나
의 성분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32) 색유는 기본유에 철(황색ㆍ갈색), 동(녹색), 코발
트(남색)의 금속산화물을 첨가하여 발색하며 한대 납유 도기의 착색제인 철과 동에 부
가하여 코발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색유의 색상은 황ㆍ녹ㆍ백색을 기본으로 하여
착색제의 함유량과 조합에 따라 적ㆍ갈ㆍ남ㆍ흑색 등의 다양한 색상이 있으며 단색으
로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색상을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당삼채의 ‘三彩’의
의미는 반드시 세 종류의 색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명기로 사
용되었다. 색유 장식 및 인화, 각화 등의 장식과 복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유약의 유
동성을 적절히 응용하여 표현하였고 대표적인 장식기법은 唐代의 직물제작에 쓰인 蠟
染工藝의 제작기법을 응용한 것이다.33)
이 기법은 삼채의 특징적인 장식 방법으로서 표면에 밀랍(파라핀)을 의도한 부분에
칠하고 유약을 시유하면 밀랍 부분에는 유약이 시유되지 않는다. 소성된 후에는 밀랍
을 칠했던 부분에 유약이 시유되지 않아 백색을 나타내게 되고 유약의 유동성에 의해

32) 李家治, 뺷中國科學技術史, 陶瓷卷뺸, 科學出版社, pp.467-171.
33) 葉喆民, 뺷中國陶瓷史뺸, 三聯書店,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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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되어진 부분의 유색과 대비를 이루어 화려한 느낌을 주게 된다. 唐三彩騎馬陶俑
의 경우에도 이 기법을 이용하여 장식하였다. 유면에는 ‘蟬翼紋’34)이라고하는 유약 표
면의 균열이 흔히 나타나는데 이는 태토의 높은 기공율과 유면과 태토의 팽창계수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균열현상으로서 오랜시간 습기와 외부에 노출되어 부식된 것이
다. 송․금삼채의 제작공예는 당삼채와 일치하며 송ㆍ금시대에 생산된 저온 채(색)유
도기를 말한다. 당삼채와 비교해보면 코발트를 이용한 남색은 사용되지 않았고 유약
을 세밀하게 시문하여 유색간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다. 기형은 爐, 枕, 盤 등이 많다.
요삼채 역시 당삼채의 영향으로 제작되었고 제작 기법 또한 일치하며 요대에 제작된
저온 채(색)유도기를 의미한다. 요삼채는 당삼채와 송삼채와는 다르게 화장토를 보편
적으로 사용하면서 녹ㆍ황ㆍ백색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였고 색상을 혼용하지 않았다.
유약의 유동성이 작으며, 문양은 모란문과 芍藥紋, 기형은 거란족의 전통적인 형식인
鷄冠壺ㆍ鷄腿壺ㆍ盤口甁 등이 많다.
7) 低溫彩(色)釉瓷器
저온색유자기라고도 하며 저온색유도기와
제작 방법이 기본적으로 같으나 1차 소성시 고
온 소성을 통해 자기화 된다는 점이 구별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채회자기의 종류는 素三彩,
虎皮三彩, 色地彩, 綠地黑花, 孔雀綠(藍)釉, 孔
翠綠(藍)釉靑花, 景德鎭珐花(華) 등이 있다. 제
[그림 11] 素三彩海蟾紋三足洗
(明 正德)

작방법은 기물을 성형한 후 건조된 기물 위에
음각 또는 흑채로 도안을 그리고 고온 1차 소

성(1280-1320℃)한다. 그리고 각종 색상의 저온 채(색)유 자기를 의도대로 시문하고 저
온 2차 소성을 거쳐 제작된다. 素三彩海蟾紋三足洗는 明 正德時期에 제작되어진 소삼
채로서 기물에 문양에 따라 음각하고 고온 소성을 한 후 녹ㆍ황ㆍ백색으로 도안에 맞
게 채유로 장식하여 저온 소성으로 제작한 것이다. [그림 11] ‘素’의 사전적 의미는 백
색 또는 본연의 색을 의미하고 중국은 전통적으로 홍색을 제외한 색을 소색이라 한다.

34) 張福康, 2000, 뺷中國古陶瓷的科學뺸, 上海人民美術出版社, pp.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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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소삼채’의 정의는 “홍색을 사용하지 않고 황ㆍ녹ㆍ자색의 주요한 색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을 이용하여 제작되어진 채(색)유자기의 한 종류”라고 해야 하며
이것은 明代 成化時期에 경덕진에서 나타난 저온채유자기의 새로운 제작방법이다. 소
삼채는 성화시기에 출현하였으나 正德時期에 발전하였고 正德 말기에 흑색 윤곽선을
이용하여 채회 장식한 유형이 나타났다.35)
珐花壺는 ‘山西珐花(華)’로서 명대에 제작된 저온 채(색)유 도기이다. 법화의 제작방
법은 다른 종류와 제작방법이 특이하다. [그림12] 납을 주 융제로 하고 K2O를 보조융
제로 쓰고 소성온도는 중온이다. 제작 방법은 성
형된 기물에 立粉技法으로36) 윤곽선을 그리고 법
화안료로 채색한 후 중온(1000~1100℃)에서 단벌
소성하였다. 산서 법화와 경덕진 법화는 제작 방
법에 차이점이 있다. 청대에 경덕진에서 제작된
법화는 立粉技法을 대채하여 흙물(이장)을 붓으로
기물에 그려서 입분기법의 효과를 표현하고자 하
였고, 1차 고온소성 후 법화안료로 장식하고 다시
2차 중온 소성과정을 거쳐 완성하였다.37)

[그림 12] 珐花壺(明成化年間)

Ⅳ. 주요 채회자기 제작과정
본 장에서는 채회자기의 제작 과정을 유하채에 속하는 청화자기와 저온 유상채인
오채 및 분채의 제작과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많은 종류의 채회자기 중에서 이 세
종류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채회자기로 다른 자기의 제작 과정도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유하채인 청화자기의 제작 기법은 유

35) 萱草園主人, 2006, ｢淺談明清官窯中的素三彩｣, 05期, 뺷收藏界, Collection World뺸.
36) 립분(立粉)기법은 이장(흙물)을 주머니에 담아 구멍을 내서 짜내면 실같이 가는 흙가래가 생성
된다. 이것을 기물위의 의도하는 도면에 따라 윤곽선을 그리는 것을 말한다. 이 기법을 이용하
여 제작하면 윤곽선이 입체적으로 돌출된다. 법화의 특징적인 기법이다 :
李家治, 뺷中國科學技術史, 陶瓷卷뺸, 科學出版社, p.138.
37) 謝顯貴, 2003, ｢認識琺華器｣, 뺷中國商報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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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홍을 비롯한 이 유형에 속한 다른 종류의 채회 자기들과 비교할 때 채회 장식에 사
용되는 안료의 성분만 차이를 보이며 채회 장식의 시문 방법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고온 유상채에 속하는 유형은 유면과 채회 장식이 역순으로 제작되고 유중채에 속하
는 유형은 고온 유상채에 재시유하여 채회 장식을 유면사이에 위치하도록 제작한다.
그리고 五彩의 제작 방법은 법랑채가 제작되기 이전 시기의 유상채 제작과정을 유추
해 볼 수 있다. 분채의 제작기법은 중국 채회자기의 이전 시기의 제작 기법을 모두 내
포하고 있으며 법랑채의 제작기법을 부가한 종합적인 장식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천
강채는 분채의 제작 과정에서 파리백을 사용하여 채색 전 바탕에 한 층을 입히는 과정
을 제외하고는 제작 기법이 같은 반면 법랑채는 분채 기법 중 오채 제작 기법의 특징
을 제외한 파리백에 착색재를 혼합하여 시문된다. 복합채의 경우 이 세 종류의 기법을
선택적으로 혼합하여 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기물의 성형과정은 본 연구의 주제가 아니므로 생략하고 완성된 기물에
채회 장식과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며, 앞서 언급한 세 가지의 장식기법을 중
심으로 중국의 고대부터 현재까지 경덕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제작되어지는 장식방
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중국 청화자기의 제작과정
1) 기고(起稿)
이 과정은 도안을 정하고 제작하는 과정으로서 기형에 맞게 도면을 制型한다. 하나
의 자기에 시문할 때는 직접 먹물이나 소성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안료를 이용하여
도면을 그린다. 청화 안료를 사용하여 채색하며, 대량생산을 위해 “黃篾灰”38)를 물에
개어 붓으로 도면을 그리고 그 위에 종이를 대로 문질러 본을 뜨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황멸회를 사용하는 이유는 문지르면 쉽게 지워져 흔적이 남지 않아 수정이 용이하
며 소성 후 완전 연소되어 흔적이 남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38) 대나무 등의 마디부분을 태워서 만든 재를 사용한다. 이것으로 물에 혼합하여 기물위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천에 싸서 摩图의 과정에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으로 본을 뜨고 그위에 청화
안료로 그리게 되는데 소성 후에는 흔적이 남지 않는다. 현재에는 廣告紛이라 하여 일반적인
안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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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기고(起稿)
2) 작도(作圖)
이 과정은 기물에 의도하는 도면을 옮겨 그리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두꺼운 천이
나 스폰지 위에 도면을 얹어놓고 바늘과 같은 도구로 촘촘하게 도면의 선을 따라 구멍
을 뚫는다. 이렇게 완성된 도면은 계속해서 재사용한다. 준비된 도면을 기물에 대고
황멸회를 투과성이 좋은 천에 싸서 구멍이 뚫린 도면 위를 문지르면 재가 구멍 사이에
들어가 기물에 도면의 문양이 남게 된다.

[그림 14] 작도(作圖)
3) 마도(摩圖)
준비된 도면을 기물의 원하는 곳에 대고 황멸회를 투과성이 좋은 천에 싸서 구멍이
뚫린 도면 위를 문지르면 재가 구멍 사이에 들어가 기물에 문양이 나타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 기물에 도안을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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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마도(摩圖)
4) 묘선(描綫)
기물 위 도안에 청화 안료를 이용
하여 붓으로 윤곽선을 그리는 작업
을 말한다. 우선 선을 그리기에 앞
서 청화 안료를 준비해야 하며, 맑
은 물과 청화 안료를 잘 배합하여
원하는 농도로 조절하여 사용한다.
이때 청화 안료에 㬵水를39) 소량
첨가하여 사용한다. 아교가 너무
[그림 16] 묘선(描綫)

많을 경우 붓이 잘 나가지 않거나

시유시 핀홀(pinhole)등의 결점이 생긴다.
5) 분수(分水)
이 과정은 기물의 윤곽선 내부를 청화 안료로 메꾸는 방법이다. 청 강희시기의 청화
에서 말하는 ‘靑花五色’이라고 표현하는 다양한 농담의 변화는 이 방법으로 제작되어
진 것이다. 우선 분수에 필요한 청화 안료를 만드는 방법은 청화 안료를 물과 함께 용
기에 담아 잘 섞고 가열하여 끊인 후 침전시켜 차를 우린 물과40) 혼합하여 사용한다.

39) 안료가 기물에서 떨어지지 않게 접착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아교나 아라비아고무 등을 말
한다. 경덕진에서는 일반적으로 ‘桃㬵’라고 한다.
40) 일반적으로 茶를 진하게 우려서 사용하는데 안료를 부유시켜 균일하게 채색하는 작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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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농담의 조절은 물과 청화 안료 중 하나의 양을 일정하
게 하고 또 다른 하나의 양을 조절하여 만든다. 예를 들어 여
러 가지 농담의 청화 안료를 만들려 한다면 청화 안료 일정
량을 3개의 용기에 나누어 담고 세 용기에 각각 물을 1:3:5의
비율로 섞어서 만든다. 준비된 농도가 다른 청화안료를 큰
붓을 이용하여 윤곽선의 내부를 메워 나간다. 이때 시문하는
속도를 일정하게 하여야만 균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채
색하는 도중 멈추거나 덧칠을 하면 기물이 흡수하는 안료의
양이 불균일하게 되므로 농담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
점을 응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시작은 붓의 운용을
빨리하고 점점 천천히 하여 머무르는 시간을 길게 한다면 시
작부분은 안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흡수하여 엷은 색을 나타
내게 되고 반면에 뒤로 갈수록 점점 진해지는 자연스러운 명

[그림 17] 分水

암이 형성된다.

[그림 18] 탑료법(左)과 탑료법을 이용
한 원대 청화장식 방법(右)
원대 청화의 장식 방법은 분수의 방법 아닌 ‘搨料法’으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윤곽선
을 그린 후 윤곽선 안을 짧게 여러 번 나누어 안료를 붓으로 칠하는 방법이다.〈그림
18〉 제작 순서는 우선 진한 부분을 먼저 붓으로 채색하고 나머지 부분은 청화 안료를
물로 엷게 희석시킨 후 붓으로 덧 입혀 완성한다. 이 방법으로 장식이 이루어진 청화
자기는 소성 후 붓 자국이 남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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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유와 소성
청화 장식을 마친 기물에 유약을 입히고 고온 소성(1280-1350℃)하여 마무리한다.

[그림 19] 淸 康熙時期 靑花(左), 元 靑花(中), 明 成化時期 靑花(右)

2. 오채의 제작과정
五彩는 ‘雪白’41)이라는 기본유에 금속산화물(철ㆍ망간ㆍ코발트ㆍ동)을 포함한 원료
를 첨가하여 만들어진 황(철), 녹(동), 남(코발트), 자색(망간)의 투명한 저온 채료와 矾
紅42)이 주요 색이며 金彩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우선 ‘오채’라는 명칭을 ‘소
삼채’와 함께 검토해보면 일반적으로 소삼채와 오채를 단순하게 세 종류 혹은 5종류의

41) 설백(雪白)- 일종의 저온 투명유의 작용을 한다. 석영과 납 성분을 주로한다. 오채의 기본유가
되고 백색을 띠고 소성후에는 광택을 내고 투명성을 가진다.
42) 홍색(반홍,矾紅)과 황색은 철의 성분에 의한 발색이다. 철과 PbO의 혼합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황색은 PbO의 함량이 40%이상이고 철의 함유량은 3%정도 함유되어 있다. 반면에 홍색은 PbO
의 함유량은 높지않고 철이 30-50%정도 함유되어 있다. 홍색은 “반홍(矾紅)”이라 이것의 제작법
은 유산철을 내화갑이나 쇠가마에 넣고 가열하여 결정수를 제거하고 분말로 곱게 갈고 물에 담
구어 여러 번 씻고 말린 후 PbO와 혼합하여 사용한다. 홍색을 사용하는 방법은 반홍에 동.식물
성 아교와 물을 함께 섞어 사용하기도 하고 “유향유(乳香油)”나 “장뇌유(樟腦油)등의 기름에 섞
어 쓰기도 한다. 현대에서는 신채(新彩)안료로 대체해서 쓰기도 하고 기호에 따라 다양한 홍색
을 사용한다.
뺷陶瓷彩繪뺸, 景德鎭陶瓷學院敎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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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으로 제작되어진 채회자기라고 오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三’과 ‘五’의 의미는 형용
사로서 ‘多’의 의미이다. 즉, 오채에서 사용하는 색상은 윤곽선인 흑채를 제외하고 황

ㆍ녹ㆍ자ㆍ홍ㆍ남색의 다섯 가지 색의 범주 내에서 제작되어지며 홍색을 반드시 포함
하여 세 가지 이상의 색상을 이용하여 제작되어진 중국 전통 채회자기의 한 품종이라
고 해야 한다. 만약 홍색을 포함하지 않고 고온 유약이 시유된 백자에 저온 유상채 장
식한 채회자기는 소삼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오채는 중국 전통 유상채인 송ㆍ원대 이전 ‘宋加彩’, ‘紅綠彩’를 기초로 하여 발전한
것이며 명ㆍ청시대 경덕진을 대표하는 채회자기 중 하나이다. 오채는 크게 ‘靑花五彩’
와 ‘康熙五彩’로 나뉜다. 전자는 남색을 유하채(청화 안료로 고온으로 소성)로 제작하
였고 도안의 일부를 청화로 그리고 유약을 입혀 소성한 후 유상채로 기타 색상을 재장
식하여 제작한 것이다. 후자는 백자위에 윤곽선을 포함한 전 과정을 유상채로 제작하
였으며, ‘硬彩’ 또는 ‘古彩’라고도 한다. ‘경채’는 분채의 軟彩에 반대되는 개념이고 ‘古
彩’라는 용어의 유래는 청 말기에 강희오채를 모방하여 제작한 것을 고채라고 하였으
나 현대에서는 강희오채를 통틀어 고채라고 하기도 한다. 청화 오채는 기본적으로 유
하채인 청화와 유상채가 혼합 장식된 채회자기를 의미한다. 明 嘉靖과 萬歷의 것이 대
표적이다. 강희오채는 금채와 흑채의 사용이 많아 졌으며 다양한 바탕색과 소재를 활
용한 특징을 보인다. 청 옹정시기부터 분채가 출현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청 건
륭시기 이후로는 더 이상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드물고 분채나 법랑채와 함께 병용
되었다. 본장에서는 강희오채(고채)의 제작 방법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1) 기고(起稿)
청화처럼 대량으로 같은 도안의 자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면 기물에 직접 그린다. 그러나 같은 도안
을 이용하여 다량의 자기를 제작할 경우에는 원하
는 도안을 준비하여 자기 위나 종이에 먹으로 그린
다. 종이에 그린 경우 그대로 물을 흡수시켜 사용하
고 백자에 그린 경우에는 종이에 물을 흡수시켜 기
물위에 대고 두드려서 먹으로 그린 도면 위에 대고
두드려 도안의 본을 뜬다.

[그림 20]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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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도(拍圖)
최종적으로 준비된 도안을 기물에 대고 두드려서
기물위에 도안을 본뜨는 과정을 마무리 한다.
3) 구선(句綫)
도면이 그려진 후에는 윤곽선을 그리며 주명료
(朱明料)와43) 유향유(乳香油)를44) 혼합하여 사용한
다. 그리기 전에 붓에 장뇌유(樟腦油)를45) 소량 첨

[그림 21] 박도

가하여 도안에 따라 윤곽선을 그리며 홍색 윤곽선
은 같은 방법으로 반홍(矾紅)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윤곽선을 그린 후에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4) 분염(分染)
윤곽선이 완전히 건조된 후 꽃이나 나비 등의 문
양에 명암을 표현하는 작업이다. 원하는 도안의 일
부에 안료를 칠하고 깨끗한 붓을 유향유에 담근 후
붓에 남은 여분의 유향유를 제거하여 붓끝으로 천

[그림 22] 구선

천히 한층 한층 닦아 내리거나 한 방향으로 쓸어내
려 명암을 주는 방법이다. 古瓷器에서는 아교와 물
을 섞어 사용하였으나 방법은 유사하다.
5) 전색(填色)
윤곽선 내부를 채색하는 과정이다. 오채 안료를
물과 혼합하여 적절한 농도를 맞춘다. 이 과정을

[그림 23] 분염

43) 云南省에서 채굴되는 코발트 광으로서 코발트가 주성분이고 철과 동, 망간 등이 함유되어 있다.
고온에서는 남색의 靑花 顔料로 쓰이지만 저온에서는 저온 투명유를 입히고 소성하면 흑색을
띈다.
44) 점력을 가진다.
45) 휘발성이 있어 건조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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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標水’라고 한다.46) 이렇게 준비된 안료를 붓끝으로
천천히 윤곽선 안을 일정한 두께로 채색한다. ‘金彩’
는 현재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경덕진의 전통적
인 사용방법은 금가루를 대파 머리 부분을 으깨어
낸 즙과 혼합하여 원하는 부분에 붓으로 얇게 입혀
소성한다. 소성 후에는 현대의 ‘水金’과는 다르게 색
상과 광택이 좋지 않다. 따라서 거친 천이나 솔 등으

[그림 24] 전색

로 마연하여 광을 낸다.
6) 조설백료(罩雪白料)
윤곽선은 융제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소성하면 기물에서 떨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
해서 안료가 덮이지 않은 드러난 윤곽선 부분에 오
채 안료인 ‘雪白’을47) 위에 덧 씌운다.
7) 저온소성(烤花)

[그림 25] 조설백료

완성된 기물이 완전히 건조된 후 가마에서 저온소성(750-800℃)한다

[그림 26] 康熙五彩 세부

[그림 27] 현대 古彩 작품

46) 안료에 물을 더해서 농도를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47) 일종의 조온 투명유의 작용을 하며, 석영과 납을 혼합하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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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채의 제작과정
분채의 제작 기법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제작 방
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분채는 畵, 填, 洗, 扒, 吹, 点등의 제작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오채의 채색 방법과 법랑채의 파리백을 이용한 장식기법 등이 복합적으로
이용된다.
1) 기고, 작도, 마도
분채를 그릴 자기를 선별하고 기형에 적합한 도안을 준비하여 기물에 도안을 완성
한다.(오채의 밑그림 준비과정과 동일함)
2) 繪制 - 畵
오채와 마찬가지로 우선 주명료와 반홍으로 외곽 윤곽선을 그리고 세부적인 명암
등을 표현한다.

[그림 28] 繪制-畵 作業(左) 및 완료 후(右)
3) 찰도(擦圖)
기름기가 완전히 증발하고 건조되면 여분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설백 가루로
윤곽선을 비롯한 표면을 전체적으로 닦아낸다. 과저회(锅底灰)48)로 다시 한번 닦아내

48) 나무를 때는 가마솥의 아랫부분에 있는 그을음을 말한다(검은색재와 파라핀을 섞어 사용하기도
함). 휘발유로 대체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파리백을 입힐 때 수분으로부터 윤곽선을 보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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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파리백의 융착을 돕고 윤곽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4) 打底色, 填玻璃白 - 填
이 과정은 도안에 바닥색을 칠하고 필요한 부위에 파리백을 입히는 과정이다. 원하
는 색상을 물에 혼합하여 붓으로 얇게 칠하고 원하는 부위에 파리백을 균일하게 펴
바른다. 파리백을 칠하는 방법은 오채의 전색 부분과 같다.
(1) 타저색(打底色)
주명료로 회제의 과정을 거친 후 파리백을 사용
할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廣翠와 生紅 등의 안료를
물에 개어 붓으로 얇게 칠한다. 이 부분은 뒤에 수
안료를 다시 입히게 되는데 소성 후에 명암과 기본
색을 낸다.

[그림 29] 타저색

(2) 전파리백(填玻璃白)
파리백은 분채 제작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불투
명한 성질이 있고 건조한 후 여러 가지 기법으로 장
식한다. 인물의 의복과 꽃 봉우리를 비롯해 여러 곳
에 쓰인다. 물과 혼합하여 붓끝으로 얇게 펴 바른다.
파리백을 사용한 부분은 소성후 일정한 두께가 형
성된다.

[그림 30] 전파리백

5) 分染淨顔料- 洗, 扒, 吹, 点
파리백이 완전히 건조된 후 장식하는 방법이다. 파리백 위에 煤油를49) 채색할 부위
에 칠하고 세필의 끝부분을 이용해 촘촘하게 점을 찍어서 표현하거나 가는 대롱에 안
료를 뭍혀 뿌리거나 붓으로 쓸어내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도하는 문양을 완성하
고 완전히 건조 시킨다.
(1) 세(洗), 점(点)
49) 석유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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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원하는 색상의 안료를 煤油에 혼합해서 곱게 갈아서 붓으로 파리백 부분
에 선염하는 방법인데 분염의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세염, 붓끝으로 점을 찍
듯이 한점 한점 중복해서 색깔을 입히고 명암을 나타내는 방법을 점염이라고 한다.

[그림 31] 점염(左) 과 세염(右)
(2) 취색(吹色)
이 기법은 파리백 위에 뿌려서 색상을 입히는 방법으로서 고대에 많이 사용하였는
데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단순한 蟠桃등의 문양에 사용되었다. 대롱 한 쪽에 입자가
적은 천을 고정하고 안료를 묻혀 원하는 부위에 불어서 장식한다. 아래 예의 복숭아의
홍색부분이다.[그림 33]
(3) 배(扒)
‘軋道’ 또는 ‘雕地’라고 불리는 장식기법이 대표적이다. 건륭시기 법랑채의 기법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파리백을 입힌 후 바늘과 같은 도구로 안료를 긁어내어 장식하는 기
법이며 화훼문을 첨가하여 장식한 것을 ‘錦地添花’라고 한다. 이 기법은 건륭시기 이후
의 법랑채에서는 드물게 나타나고 분채에서 간혹 사용되었다. 아래 예의 황색부분에
해당한다.[그림 34]
6) 填水顔料 - 填
물에 개어서 쓰는 안료로 최종적으로 타저색을 입힌 부분에 덧칠하는 과정이다. 오
채의 과정과 유사한 방법으로 투명 안료와 불투명 안료가 있다. 칠하는 방법으로는 平
填法과 接填法이 있으며 평전법은 오채의 전색과 방법이 같으나 접전법은 잎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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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색상의 변화를 줄 때 두 종류의 색상을 연접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림 32] 평전법(左)과 접전법(右)
7) 저온소성
완성된 기물을 잘 건조시켜 저온 소성한다. 일반적으로 오채(고채)에 비해 소성 온
도가 700~750℃정도로 낮다.

[그림 33] 八桃图天球甁(淸雍正)

[그림 34] 알도(軋道)기법

Ⅴ. 맺음말
이상으로 채회 자기의 분류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먼저 기존 선학들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보편적인 분류의 기준인 유면과 채회 장식의 상하관계를 토대로 각 채회자기
의 제작 기법을 분석해 보고 종류별로 정리하여 보았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하여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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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채회자기의 분류상의 명칭과 비교하고 검증해 보았다.
기존의 분류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세 분류 또는 네 분류로 구분을 할 경우 제작
방법에 근거하여 검토해본 결과 적지 않은 모순이 있었다.
채회자기는 채회장식과 저온채(색)유로 크게 양분할수 있으며, 채회자기를 세분하
여 보면 유상채, 유하채, 유중채, 복합채, 저온채색유로 분류할 경우 대부분의 채회자
기를 대부분 이 분류 안에 포함 시킬 수 있었다.
채회자기는 다양한 품종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한 도자기에 두가지 이상의 복합적
인 장식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광범위한 채회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계
적으로 분류하고 제작기법의 이해도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도자사를 연구하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검토해보면 기형, 문양, 편년 등에 치중되어
있고 과학적인 분석을 한 자료를 검토해보면 지나치게 수치에 몰입해 있으며 도공은
구전으로 답습해온 기술을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
지 못하는 문제점이 늘 상존하여 있었다. 도자기의 생산과 제작은 오랜기간 세습적으
로 전해온 다양한 학문적 지식이 종합적으로 결집된 산물이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도자기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이해
에 어려움과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채회자기 역시 많은 도자 장식 중의 한 부류로서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
구는 비록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채회자기의 이해를 위한 다각적인 시도 중의 하나로
이해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은 현재 본 연구자 진행 중인 채
회 자기의 과학적인 분석과 그 분석에 따른 복원작업을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부족한 소견을 위해 지면을 제공해 주신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에 감사의 마
음을 전한다.
원고투고일자 2008년 5월 7일
원고심사완료 2008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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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Decorative porcelain classification and
manufacture method

There are actually few research materials made about the Chinese Decorative porcelain
all the time, bring the difficulty to research in this respect. Chinese Decorative porcelain
must be considered from many aspects , such as analysing scientifically , making
technology , restoring the work ,etc. while studying. This text chooses an angle to analyse
Chinese Decorative porcelain mainly.
The type that former scholar of China of the foundation of this text decorates with the
colored drawing or pattern of every variety to the classification of Chinese Decorative
porcelain and integrated survey of the research results of the kind is analysed, compared
, make Chinese Decorative porcelain and experience of investigating to Jing De-zhen live
in Jing De-zhen in accordance with me, introduce the manufacture method of the basic
traditional Chinese Decorative porcelain.
The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the general Chinese Decorative porcelain is dividing
according to the making technology, for instance colored drawing or pattern and upper
and lower structure , burning into temperature in floor of glaze ,etc.. But there is less
research of the craft , and the definition and view of scholar's research results are not
totally unanimous before. Research results and manufacture method through former scholar
of comparative analysis are that the depth study one of the important methods of Chinese
Decorative porcelain.
This text analyses the ornament course of different Chinese Decorative porcelain at first,
secondly classify former scholar with the definition of the word and relatively summarize
, draw several pieces of classification. Classify by ones that draw, explain each of variety
, colored drawing or pattern and upper and lower structure in story of glaze classified,
introduce the making method of Chinese Decorative porcelain mainly finally, if blue and
white porcelain(or Chinese blue), Five-Colored Decoration, Famille Rose(or Fen c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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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Decorative porcelain is various in style, each variety has one's own characteristic.
It is that the basic crafts of these three kinds of Chinese Decorative porcelain can
popularize other Chinese Decorative porcelain that this text introduces blue and white
porcelain(or Chinese blue), Five-Colored Decoration, Famille Rose(or Fen cai) mainly.
On the whole, goal of this text scholar's classification to Chinese Decorative porcelain
before analysing, introduce the manufacture method of the Chinese Decorative porce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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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彩画磁器類型分類製作方法検討

一直以来关于彩绘瓷制作方面的研究资料并不多，给这方面的研究带来困难。彩绘瓷
研究必需从科学分析、制作工艺、复原工作等多方面考虑。本文主要选取一个角度来分
析彩绘瓷。
本文根据中国前学者对彩绘瓷的分类及种类的研究成果的综合考察与各品种的彩绘装
饰的类型进行分析、比较，依本人在景德镇制作彩绘瓷和对景德镇现场考察的经验，介
绍基本的传统彩绘瓷的制作方法。
一般彩绘瓷的分类标准是按制作工艺划分，如彩绘和釉层的上下结构、烧成温度等。
但工艺方面的研究较少，而且先前学者研究成果的定义和看法不完全一致。通过比较分
析前学者的研究成果与制作方法是深度研究彩绘瓷的重要方法之一。
本文首先分析各种彩绘瓷的装饰过程，其次对前学者分类用词的定义进行比较总结，
得出几个分类。按得出的分类，解释每个分类的品种、彩绘和釉层的上下结构，最后主
要介绍彩绘瓷的制作的办法，如青花、五彩、粉彩。彩绘瓷的品种繁多，各个品种都有
自己的特点。本文主要介绍青花、五彩、粉彩的原因是这三种彩绘瓷的基本工艺可以推
广到其它彩绘瓷。
总体来说，本文的目标是分析前学者对彩绘瓷的分类、介绍彩绘瓷的制作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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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彩画磁器の類型分類および製作方法の検討

現在、中国彩画磁器の分類に関する研究は、装飾と釉面の上下關係、焼成温度など
工藝上の特徴を基準として選択しているが、明確で統一されたものがなく、例外的な
要素も多い。また同一手法であっても、研究者ごとに複雑で多様な用語を使用し、用
語の統一も必要である。本稿は彩画磁器に対するこのような問題を解く初歩的な段階
から始動する。
本稿では、彩画磁器に関する先行研究の成果を整理し、彩画磁器の分類と種類およ
び製作過程を検討した。これをもとに選定した主要な彩画磁器(青花, 五彩, 粉彩など)
について、景德鎮の現地陶工に関する考證と、筆者が直接彩画磁器を製作した結果か
ら、実験的アプローチを試みた。このようなアプローチは私の専攻と関連した‘製作工
芸’という演繹的な研究方法を選択することで、彩画磁器についてより實際的で客觀性
をもつとともに、説得力をもつものと考えられる。
一方、本稿の中心をなす製作方法を敍述的に表現するには限界があるため、図面と
写真を論旨展開に積極活用した。用語の使用において韓国とは異なる部分もあるが、
なるべく最小化することに努力し、基本用語の選択においては中国彩画磁器研究にお
いてもっとも普遍的なものを使用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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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现代中国的田野考古

1)徐

龙 国*

一、考古发掘的单位和组织
在中国从事考古发掘的机构均为国家设立的全民事业单位（所需资金由国家全额拨
付）。1949年，中华人民共和国建立之后，为加强文物遗迹的保护，防止建设对文物的
破坏，于1950年设立了中国科学院考古研究所（1977年改为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
所），负责全国重要遗迹和重大建设项目的考古发掘工作。之后，各省、市、自治区也
相继设立了考古研究机构，负责辖域内的考古发掘工作。大体说来，中国社会科学院考
古研究所主要侧重于都城、帝陵及与国家重大研究课题有关的发掘工作，各地方考古机
构主要配合辖域内的基本建设进行考古发掘任务。
根据《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确定的“保护为主、抢救第一、合理利用、加强管
理”方针，国家一般不鼓励主动性发掘。近年来，中国基本建设项目较多，所以，各考古
研究机构主要以配合基本建设为主。由于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主要集中于全国重
点文物保护单位，所以主动发掘受到一定的影响，而各地方考古机构由于辖区内基本建
设的需要，抢救性的发掘任务又十分繁重。随着中国大遗址保护工作的开展，不少专家
提出，保护为主的方针是正确的，但并不意味着不能发掘，为了更好地保护，发掘是不
可缺少的手段。
自20世纪50年代以来，全国先后有北京大学、吉林大学、山东大学、西北大学、南京
大学、浙江大学、复旦大学、南开大学等14座大学设立了考古专业，为配合学生实习，
大学可能根据自己的教学申请发掘项目。一般地，考古系学生应进行两次田野实习活
动，每次约一个学期或三个月的时间。

*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硏究所 副硏究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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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些大型国立博物馆也设有考古部门，进行考古发掘工作。近年来，为了加强出土文
物的保管和展示，有些省市将考古研究所与博物馆合并，因此，这些博物馆也相应具有
考古发掘的职能。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规定，非经国家文化行政管理部门报国务院特别许
可，任何外国人或者外国团体不得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进行考古调查和发掘。

二、考古发掘的法律法规
为了加强文物保护，1961年，中国政府就颁布了《文物保护管理暂行条例》，1982
年，在此基础上制定了《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1991年、2002年曾对《中华人
民共和国文物保护法》做过两次修正，现在执行的是2002年修正后的法律。关于考古发
掘，《文物保护法》专列一章，并规定：
考古勘探和发掘活动应当以文物保护和科学研究为目的。考古发掘必须由省、自治
区、直辖市以上文化行政管理部门组织实施。
从事考古发掘的单位，为了科学研究进行考古发掘，应当提出发掘计划，报国务院文
物行政部门批准；对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的考古发掘计划，应当经国务院文物行政部
门审核后报国务院批准；国务院文物行政部门在批准或者审核前，应当征求社会科学研
究机构及其他科研机构和有关专家的意见。
进行大型基本建设工程，建设单位应当事先报请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
政部门，文物行政部门组织从事考古发掘的单位在工程范围内有可能埋藏文物的地方进
行考古调查、勘探；需要配合建设工程进行的考古发掘工作，应当由省、自治区、直辖
市文物行政部门在勘探工作的基础上提出发掘计划，报国务院文物行政部门批准。国务
院文物行政部门在批准前，应当征求社会科学研究机构及其他科研机构和有关专家的意
见。
确因建设工期紧迫或者有自然破坏危险，对古文化遗址、古墓葬急需进行抢救发掘
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部门组织发掘，并同时补办审批手续。
凡因进行基本建设和生产建设需要的考古调查、勘探、发掘，所需费用由建设单位列
入建设工程预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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随着水下考古工作的兴起，1989年，中国政府又颁布了《中华人民共和国水下文物保
护管理条例》。规定任何单位或者个人在中国管辖水域进行水下文物的考古勘探或者发
掘活动，必须向国家文物局提出申请，并提供有关资料。未经国家文物局批准，任何单
位或者个人不得以任何方式私自勘探或者发掘。外国国家、国际组织、外国法人或者自
然人在中国管辖水域进行水下文物的考古勘探或者发掘活动，必须采取与中国合作的方
式进行，其向国家文物局提出的申请，须由国家文物局报经国务院特别许可。
2003年，根据《文物保护法》制定了《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实施条例》。《实
施条例》规定，申请从事考古发掘的单位，应取得考古发掘资质证书。考古发掘项目实
行领队负责制度。担任领队的人员，应当取得国务院文物行政主管部门按照国家有关规
定发给的考古发掘领队资格证书。
属抢救性发掘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应当自开工之日起
10个工作日内向国务院文物行政主管部门补办审批手续。从事考古发掘的单位应当在考
古发掘完成之日起30个工作日内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和国
务院文物行政主管部门提交结项报告，并于提交结项报告之日起3年内向省、自治区、
直辖市人民政府文物行政主管部门和国务院文物行政主管部门提交考古发掘报告。
2005年，国家文物局制定了《考古发掘资格审定办法》，对发掘人员的资格做了相应
的规定。具有团体领队资格的单位可申报考古发掘项目，具有领队资格的个人经具有团
体资格的单位指派，可以担任考古发掘项目的领队。申请团体资格的单位必须是中央单
位设置的文物考古机构，高等院校考古专业，省、自治区、直辖市设置的文物考古机
构，以及有条件的地方设置的文物考古机构；必须有4人以上具备个人领队资格的专业
人员及相应的业务人员等条件。
申请领队资格的个人必须能够胜任《田野考古工作规程(试行)》规定的考古领队的各
项职责，并具备下列条件之一：1、1970年以前大学考古专业毕业或学历相当者，从事
田野考古发掘工作5年以上，具备中级以上(含中级)专业技术职称并具有实际担任领队经
历。2、1970年以后大学考古专业毕业，从事田野考古发掘工作5年以上，考古专业研究
生毕业后，从事田野考古两年以上，具备中级以上(含中级)专业技术职称，经国家文物
局田野考古领队培训班或国家文物局委托指定的考古研究单位考核合格者。
对手严重违反《文物保护法》和《田野考古工作规程(试行)》的单位或个人，由国家
文物局暂停或取消其考古发掘团体资格或领队资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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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考古发掘的操作规程
为了贯彻执行《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确保田野考古工作符合科学要求，
1984年，文化部即制定了《田野考古工作规程（试行）》，对考古调查、钻探、发掘工
作的操作规程做了详细的规定。
遗址的发掘要采取探方(5×5m) 或探沟法(2×10m)，探方的西南角为探方的坐标基点。
探方的东边和北边各留宽1m的隔梁。东北角1M×1m为关键柱。重要遗址应设立永久性总
坐标基点。近年来，在大遗址的发掘当中，也根据遗迹埋藏状况采取大面积揭露的方
法。探沟也可以根据实际情况决定发掘的尺度。较大或较复杂的遗迹现象，应采取分部
揭露的方法，如先发掘二分之一或四分之一。其他如地层的划分、出土器物的编号、遗
物的采集、探方记录、绘图、照相等，都一一做了规定。
近年来，特别注重对于遗物标示的采集，为了采集碳十四、热释光、古地磁等年代测
定标本，在遗迹埋藏较好的探方逐层采集标本；采用浮选法采集孢子花粉等反映当时自
然环境的标本。
2007年，为了增强基本建设工程中考古工作的主动性、计划性、科学性，国家文物局
制定了《关于加强基本建设工程中考古工作的指导意见》。按《指导意见》的要求，考
古机构应在工程之前，提出文物调查、勘探报告，编制考古发掘计划，经省级文物行政
部门初步审查后报送国家文物局。
考古发掘单位依据发掘计划与建设单位签定工作合同，填报考古发掘申请书，经批准
后实施。
田野考古工作结束后，省级文物行政部门根据工程需要组织项目验收，并对工程建设
项目进行评估。考古发掘单位应向建设单位提交《考古发掘工作报告》，并按规定填报
考古发掘工作汇报表。
发掘结束之后，由省级文物行政部门组织专家会同建设单位进行考古工地验收。验收
内容应包括考古发掘证照、资质资格，考古发掘资料，《田野考古工作规程》执行情
况，发掘计划执行情况、经费使用情况以及文物和人员安全情况等。
验收工作结束后，省级文物行政部门应组织专家根据考古发掘结果，评估建设工程对
文物的影响，研提对工程建设项目的意见。涉及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和省级文物保护
单位的，应报国家文物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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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古工地通过验收后15个工作日内提交《考古发掘工作报告》。报告应全面反映发掘
工作的过程和主要收获。由文字、图纸和照片等部分组成，文字内容包括工程概况、发
掘时间、地点、经过、重要发现、保护措施及建议等；图纸包括工程位置图、考古发掘
地点与工程的位置关系图、考古发掘总平面图等；照片包括发掘地点地貌、发掘现场、
重要遗迹遗物等。跨省区项目的《考古发掘工作报告》应抄报国家文物局。
近年来，适应工程建设管理需要，又建立实施了考古工作监理制度。分综合监理和单
项考古项目监理。考古监理工作内容主要包括审查考古工作计划、工作方案、规程、协
议等的执行情况，审查经费的使用情况，对计划变更提出意见，对发现的问题提出书面
整改意见并抄送委托单位，考古工作结束后出具监理报告。对于重要考古发掘项目，国
家文物局组织专家进行指导、检查和监督。

四、小结
《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是中国的考古发掘工作最根本的法律依据，《田野考
古工作规程》及《关于加强基本建设工程中考古工作的指导意见》等，则是进行田野工
作的基本准则。在严格执行法律法规的基础，近年来也出现了一些新的情况。如《文物
保护法》规定，考古发掘必须由省、自治区、直辖市以上文化行政管理部门组织实施。
由于中国文物遗迹十分丰富，建设工程众多，仅靠省级以上考古机构进行发掘是不够
的，因此，市、县级文物人员被有计划、有组织地吸纳到考古发掘中，与省级文物机构
一起参与大量的考古发掘工作。市县、级文物机构虽然没有考古发掘权，但是，他们可
以参加一些中、小建设项目的考古调查和钻探工作，有时还处理一些小型的抢救性发掘
任务。

《文物保护法》规定，外国人或者外国团体在中国境内进行考古调查和发掘必须与中
国研究机构合作。近年来，中国考古学方面的国际交流与合作日益加强，不断有国外研
究机构与中国研究机构及大学合作，联合进行考古发掘与调查工作，并取得了丰硕成
果。相信，随着中国对外开放步伐的加快，这种国际合作会更加频繁，合作的领域会更
加宽广。
随着科学技术的发展，对于考古操作的水平要求越来越高。因此，包括中国社会科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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院考古研究所在内的各研究机构，正在不断加强科技考古人员的培养及有关设备的增置
与更新。如在考古调查方面，经常采用地磁法及航空摄影作为调查手段。在田野考古记
录手段上，已经有多个考古教学和科研单位自行开发了田野考古资料计算机管理系统或
数据库，并运用GIS和GPS数据采集仪记录和保存考古数据。在考古材料的测年技术上，
也采取了一些新的手段和技术，使测年数据更加精确。在遗存性质的分析上，考古研究
者除了注意通过筛选、浮选、孢粉采样等传统手段来获取更多的信息外，微量元素分
析、遗物的成分分析等手段也得到了较多的运用；并已有考古机构与遗传学科研机构合
作，开始了提取古代人骨中DNA来研究古代族属的尝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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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의 야외고고학 현황
1)

徐龍國*
정 우 열**

Ⅰ. 고고학 발굴의 기관과 조직
중국에서 고고학 발굴에 종사하는 기관은 모두 국가에서 설립한 全國民的 사업 기
관(비용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후 문화재와 유
적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또한 문화재를 파손하는 건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1950
년에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1977년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로 개칭)를 설립하여
전국의 중요한 유적과 중대한 건설과정의 고고학적 발굴을 책임지게 하였다. 이후 각
省, 市, 自治區에서도 계속하여 고고학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지역 내의 고고학 발굴을
담당하게 하였다. 대체로,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는 都城, 왕릉 및 국가의 중대한
연구과제와 관계되는 발굴에 치중하고, 각 지방의 고고학 기관은 담당 지역 내의 기본
적인 건설에 따른 고고학적 발굴 임무를 담당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이 확정한 보호 중심, 응급조치의 우선, 합리적
이용, 관리의 강화 방침에 의거하여 국가는 보통 적극적으로 발굴을 독려하지는 아니
하였다. 근년에 와서 중국은 기본적인 건설계획이 비교적 많으므로 각 고고학 연구기
관은 이러한 기본건설 위주로 가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
소는 전국의 국보급 중요 문화재 보호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주도적인 발굴
은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어있다. 따라서 각 지방의 고고연구기관은 담당지역 내의 기
본건설에 따른 발굴 수요와 구제성 발굴이 중요한 임무가 되는 것이다. 중국의 대유적

*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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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의 야외고고학 현황

95

지 보호정책의 전개에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제출한 보호위주의 방침은 정확한 지
적이다. 그러나 발굴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더 나은 보호를
위하여 발굴은 없어서는 아니 될 수단인 것이다.
20세기 50년대 이후 전국에서 북경대학, 길림대학, 산동대학, 서북대학, 남경대학, 절강
대학, 복단대학, 남개대학 등 14개 대학에서 각기 고고학 전공과를 앞 다투어 설립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실습을 위하여 대학은 교과 과정상 발굴과목을 개설, 직접 수강신청 할
수 있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고고학과 학생은 반드시 두 차례의 야외실습을 이수하게 하
였으며, 매번 한 학기 혹은 3개월의 기간을 실습하게 하였다.

일부의 대형 국립박물관에서도 고고학 부서를 설립하여 발굴을 진행하였다. 최근에
는 출토유물의 보관과 전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의 省, 市에서 고고연구소와 박물
관이 합병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박물관에서도 고고발굴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에는 국가문화 행정관리부서에서 국무원에 보고하여
특별허가를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외국인 혹은 외국단체도 중화인민공화국 구역 내에서
는 고고학조사와 발굴을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Ⅱ. 고고학 발굴의 법률규정
문화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1961년 중국정부는《문화재 보호관리 임시 규칙》
을 발표하였으며, 1982년 이를 기초로 하여《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되었다. 1991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서《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을 수정
하였고 현재 집행되고 있는 것은 2002년 수정 후의 법률이다. 고고학 발굴에 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한 章을 따로 두어 규정하고 있다.
고고학 탐구와 발굴은 응당 문화재의 보호와 과학 연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 고고학
발굴은 반드시 省, 自治區, 直轄市이상의 문화행정관리 부문의 조직에서 실시하고 있
다.
고고학 발굴에 종사하는 기관은 과학적인 연구를 위하여 발굴을 진행하는데 반드시
발굴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국무원의 문화재 행정기구에 알려 비준을 얻어야한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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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보급문화재보호구역의 고고발굴계획에 대해서는 응당 국무원 문화재 행정기구
의 심의를 거쳐서 국무원의 비준을 얻어야 하며,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서는 비준 혹은
심의 전에 응당 사회과학연구기관 및 기타 과학연구 기관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구
해야 한다.
대형의 기초건설 공정을 진행할 때 건설단체는 당연히 사전에 省, 自治區, 直轄市의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서에 보고하고 허가를 요청해야 하며 문화재 행정부서와 고고
발굴에 종사하는 기관은 작업범위 내의 매장문화재가 있을 만한 곳에 대해서는 고고
조사와 발굴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공정과 고고 발굴 작업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
여 응당 省, 自治區, 直轄市의 문화재 담당부서는 발굴 작업의 기초 위에서 발굴계획
을 제출해야 하며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문
화재 행정부서는 비준 전에 당연히 사회과학 연구기관 및 기타 과학기관과 관련 전문
가의 의견을 널리 구해야만 한다.
건설 工期가 촉박하거나 혹은 자연재해의 위험이 확실한 오래된 문화 유적지, 긴급
구제 발굴이 필요한 고분묘에 대해서는 省, 自治區, 直轄市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서
조직에서 발굴하고 더불어 동시에 심사와 비준 수속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초건설과 생산건설 진행에 필요한 고고조사, 탐사, 발굴 등으로 인하
여 필요한 경비는 건설기관이 건설공정의 예산에 넣어서 진행한다.
수중고고학이 일기 시작함에 따라서 1989년 중국정부는《중화인민공화국 수중문화
재 보호관리 조례》를 선포하였다. 규정은 어떠한 단체 혹은 개인이 중국 관할 水域에
서 진행하는 수중문화재의 고고학 탐사 혹은 발굴은 반드시 국가문화재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아울러 관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짓고 있다. 국가문화재국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어떠한 단체 혹은 개인은 어떠한 방식의 사사로운 탐사나 발굴을
할 수 없다. 외국정부, 국제단체, 외국법인 혹은 자연인이 중국 관할의 수역에서 진행
하는 수중문화재 고고학 탐사 및 발굴은 반드시 중국과 합작 방식으로의 진행을 취해
야 하고 국가문화재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문화재국으로부터 국무원의 특
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3년,《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실시조례》가
제정되었다.《실시조례》의 규정은 고고 발굴에 종사하는 단체가 이를 신청하려면 반
드시 고고발굴능력증서를 취득해야 하고, 고고 발굴 항목은 인솔자(팀장)가 책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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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실행하였다. 팀을 책임지는 사람은 반드시 국무원문화재 행정주관 부서가 국
가유관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고고 발굴 팀장(인솔자)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긴급구제 발굴의 경우 省, 自治區, 直轄市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주관 부서는 반드시
작업 개시일 부터 작업일 10일 이내에 국무원 문화재 행정주관부서의 심사 비준 수속
을 필해야 한다. 고고 발굴에 종사하는 단체는 반드시 고고 발굴이 끝난 날 부터 작업
일 30일 이내에 省, 自治區, 直轄市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주관 부서와 국무원 문화재
행정주관 부서에 결과보고를 제출해야 하고 아울러 결과보고일로부터 3년 내에 省,
自治區, 直轄市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주관 부서와 국무원 문화재 행정주관 부서에 고
고 발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05년, 국가문화재국은《고고 발굴자격 심의 방법》을 제정하여 발굴자의 자격에
상응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단체 인솔자 자격을 구비하고 있는 기관은 고고 발굴 사항
을 신청 보고 할 수 있는데, 인솔자 자격을 갖추고 있는 개인은 단체 자격을 구비한
기관을 통해서 파견될 수 있으며 고고 발굴의 인솔책임을 담당할 수 있다. 단체 자격
의 기관 신청은 반드시 중앙기관이 설치한 문화재 고고 기관이거나, 단과대학이나 종
합대학의 고고학 전공, 省, 自治區, 直轄市에서 설치한 문화재 고고기관 및 조건을 갖
춘 지방의 문화재 고고기관이어야 하는데 반드시 개인 인솔자 자격의 전공자 이거나
거기에 상응하는 전문인의 조건을 갖춘 유자격자 4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인솔자 자격의 개인이 신청 하려면 반드시《야외 고고 작업 규정(시행)》에 규정된
고고 발굴 인솔자의 각 항목상의 직책을 능히 책임질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아래 조
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1970년 이전의 대학 고고학과를 졸업하였거나 혹은 학력
이 이에 상응하고 야외고고 발굴 작업에 5년 이상 종사하였으며 중급 이상(중급 포함)
의 전문적인 기술 職名을 구비함과 아울러 실제 인솔의 경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둘
째, 1970년 이후 대학의 고고학과를 졸업하고 야외고고 발굴 작업에 5년 이상 종사 하
였거나, 고고학 전공 대학원을 졸업하고 야외고고 발굴에 2년 이상 종사하였으며 중
급이상(중급 포함)의 전문기술 직명을 갖고 있으며 국가문화재국 야외고고 인솔자 훈
련반을 거치거나 혹은 국가 문화재국 위탁 지정의 고고학 연구 기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문화재 보호법》과《야외고고 작업 규정(시행)》을 엄중 위반한 기관이나 혹은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문화재국에서 그 고고 발굴 단체의 자격 혹은 인솔 자격을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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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하거나 취소한다.

Ⅲ. 고고학 발굴의 작업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의 집행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야외고고
작업에 부합하는 과학적 요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1984년 문화부는 《야외고고 작업규
정(시행)》을 제정하여 고고조사, 시굴, 발굴작업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만들었다.
유적지의 발굴은 Grid법 (5×5m) 혹은 Trench법(2×10m)을 쓰고자 하는데 Grid 의 서
쪽과 남쪽 귀퉁이를 Grid의 좌표 기점으로 한다. Grid의 동쪽과 북쪽에는 각각 1ｍ 넓
이의 간격을 둔다. 동쪽과 북쪽 귀퉁이에는 1M 1ｍ를 중심기둥으로 한다. 중요한 유
적지에는 반드시 영구적인 좌표의 기점을 세워야 한다. 최근에는 큰 유적지를 발굴할
때 또한 유적의 매장 상황에 근거하여 큰 면적을 노출시키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Trench법 또한 실제적인 정황을 근거로 하여 발굴의 척도를 결정할 수 있다. 비교적
크고 복잡한 유적지는 예를 들어 우선 1/2 혹은 1/4을 먼저 발굴하는 등 부분적으로
노출시키는 방법을 택한다. 기타 地層의 획분, 출토유물의 編戶, 유물채집, Grid법의
기록, 도면작성, 사진촬영 등 모두 하나하나 규정을 만들었다.
최근에 와서 유물을 표시하여 채집하는 방법을 특별히 중요시 하고 있는데 이는 탄
소14, 熱釋光, 古地磁氣의 채집 등 연대측정의 표본을 위한 것이다. 유적의 매장이 비
교적 좋은 곳에서는 각 토층마다 표본을 채집한다. 그리고 채집된 孢子花粉 등은 물에
띄워 선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이들 표본들이 당시의 자연환경을 반영하는
표본이 되기 때문이다.
2007년, 기초건설 공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고학 작업의 주동성, 계획성, 과학성을
증강하기 위하여 국가 문화재국에서《기초건설 공정 과정에서의 고고작업 강화에 관
한 지침》이란 규정을 제정하였다. 지침서에 의하면 고고학 기관은 건설 공정 전에 반
드시 문화재 조사 및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굴 계획을 편성하고 省級 문화재
행정부서의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서 국가문화재국에 보고를 해야만 한다.
고고 발굴단체는 발굴 계획에 의거하여 건설단체와 공동작업의 계약을 체결하고
고고 발굴 신청서를 작성하여 비준을 통과한 후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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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고고 작업이 끝난 후 省級의 문화재 행정부서는 공정 수요 조직항목의 검수에
근거하여 건설 공정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한다. 고고 발굴 기관은 반드시 건설기
관에게《고고 발굴 작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규정에 의하여 고고 발굴
작업 종합보고서를 적어 보고해야 한다.
발굴이 끝난 후, 省級의 문화재 행정부서 전문가는 건설기관과 함께 고고 작업 현장
에 대한 검수를 진행하며, 검수 내용에는 반드시 발굴증명서와 자질 자격, 고고 발굴
자료와《야외 고고 작업 규정》의 집행 정황, 발굴계획의 집행 정황, 경비사용 정황
및 문화재와 발굴요원의 안전 정황 등을 포함한다.
검수작업이 끝나면, 省級 문화재 행정부서는 반드시 조직의 전문가가 고고 발굴 결
과에 근거하여 건설공정이 문화재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건설 공정의 항목에 대
한 의견을 연구, 제출한다. 전국의 국보급 문화재 보호 기관과 省級문화재 보호 기관
은 반드시 국가 문화재국에 보고를 해야 한다.
고고작업 지역은 검수를 통과한 후 작업일수 15일 이내에《고고 발굴 작업보고서》
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반드시 발굴 작업의 과정과 중요한 수확을 전부 반영해야
하는데 문자 기록으로부터 설계도와 사진 등으로 구성되고, 문장의 내용은 공정 사항,
발굴의 기간, 지점, 경과, 중요한 발견, 보호대책 및 건의 등이 포함되며; 설계도에는
공정 위치도, 고고 발굴지점과 공정의 위치 관계도, 고고발굴의 총 평면도 등을 포함
하고, 사진에는 발굴 지점의 지형, 발굴 현장, 중요한 유적과 유물 등이 포함된다. 省
의 경계를 벗어난 항목의《고고 발굴 작업 보고서》는 반드시 국가 문화재국에 양식
에 맞추어 보고해야 한다.
최근에는 건설 공정의 관리 수요에 맞추어서 또한 고고 작업의 감리제도를 설립하
여 실시하는데, 종합 감리와 단일 고고 항목의 감리로 나눈다. 고고 감리 작업의 내용
은 고고 작업 계획을 심사하고 작업 방법과 규정, 협의 등의 집행 상황을 포함한다.
그리고 경비의 사용 정황을 심사하며 계획 변경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전체의견을 제출함과 아울러 위탁 단체에 약보고서를 보내며 고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감리 보고서를 갖추어 제출한다. 중요한 고고 발굴 항목에 대해서
는 국가 문화재국 부서의 전문가가 지도 및 검사와 감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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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언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 보호법》은 중국 고고 발굴 작업의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근거이다.《야외 고고 발굴 작업규정》및《기본건설 공정 과정중 고고 작업 강화에
관한 지침》등은 야외 작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켜야하는 기본수칙이다. 법률 법
규를 엄격하게 집행하는 기초 위에서 최근에는 또한 새로운 정황들이 나타났다. 예컨
대《문화재 보호법》의 규정은 고고 발굴은 반드시 省, 自治區, 直轄市 이상의 문화
행정관리 부서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다. 중국의 문화재 유적은 대단히 풍부하고 건설
공정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省級이상의 고고 기관에만 의지하여 발굴을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므로 市, 縣級의 문화재 요원은 계획에 따라서 고고 발
굴에 참여하기도하며 省級의 문화재 기관과 함께 대량의 고고 발굴 작업에 참여 하기
도 한다. 市ㆍ縣 級의 문화재 기관은 비록 고고 발굴권이 없기는 하나 그들은 중ㆍ소
건설 과정의 고고 조사와 시굴작업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때로는 소규모 응급성 구제발
굴을 처리할 임무를 갖고 있다.

《문화재 보호법》의 규정에는 외국인 혹은 외국단체가 중국 내에서 고고 조사와
발굴을 하려면 반드시 중국의 연구 기관과 합작을 해야만 한다. 최근에는 중국의 고고
학 방면 국제교류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니, 국외의 연구기관과 중국의 연구 기관 및
대학과의 합작이 고고 발굴과 조사 작업에 연합하여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커다
란 성과를 얻고 있다. 믿건대,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이러한 국제
합작은 더욱 빈번해 질것이며 합작의 영역도 더더욱 넓어질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고고 발굴기술의 수준은 갈수록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를 포함하여 각 연구 기관은 끊임없이 과
학기술과 고고요원의 배양 및 관련 설비의 설치와 갱신을 강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예
컨대 고고 조사방면에서 항상 地磁氣법을 이용하거나 항공촬영을 조사방법으로 하고
있다. 야외 고고기록 기법에 있어서는 이미 많은 고고학 강의나 과학연구 기관들은 야
외 고고자료 계산기 관리체계나 데이터 뱅크를 직접 개발하였으며 아울러 GIS와 GPS
데이터를 응용하여 기록뿐만 아니라 고고학의 데이터로 보존 채용하고 있다. 고고학
자료의 년대 측정의 기술에 있어도 역시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취하여 년대 측정 데이
터를 더욱 정확하게 하고 있다. 유물의 성질 분석에 있어서는 고고 연구자는 篩選, 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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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 孢粉采樣 등의 전통적인 방법을 제외하고 더 많은 새로운 방법들을 채택하고 있으
며 微量元素의 분석이라든지 유물의 성분 분석 등의 방법 역시 비교적 많은 방법을
응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 고고 기관과 유전학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고대 인골 중의 DNA로 고대 종족에 대한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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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007. 7

79집
80집

창원~부산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7. 7

81집

진해 소사-녹산간 도로개설공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7. 7

82집

김해시 임호도시자연공원 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7. 10

83집

창원 가음정지구 개발사업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7. 12

84집

남해 금오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7. 12

85집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지구 예정부지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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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집

김해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8. 1

86집

통영 해양 자연휴양림 조성부지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8. 6

발행처

발행일

(2) 시굴조사
보고서명

창녕 도시계획도로 건설부지내, 김해 동상동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소방도로개설구간내
11집
昌寧郡, 金海市
文化遺蹟 試掘調査 報告書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巨濟市

2007. 4

보고서명

발행처

발행일

12집

咸安 巴山烽燧臺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咸安郡

2007. 3

14집

진주 생물산업단지 조성부지내
晋州 耳谷里 先史遺蹟 Ⅰ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晋州市

2007. 8

15집

함안 도항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유적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대한주택공사

2007. 8

16집

창원 도계체육공원 조성사업부지내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昌原市

2007. 10

17집

固城 所乙非浦城址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固城郡

2007. 11

18집

거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구간내
巨濟 長坪 朝鮮憤墓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釜山地方國土管理廳

2007. 12

13집

巨濟 江望山烽燧臺
文化遺蹟 試掘調査 報告書

2007. 2

(3) 발굴조사

연보 및 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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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활동
1) 학술교류
교류기관

교류기간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2007. 3. 1～

일본 사이타마대학교
교양학부 및 대학원

200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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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술세미나
강 사

내 용

기 간

1

정우열 외 다수
(연구원 자체세미나)

1) 중국 서안 비림, 곡부 비석
2) 하남성 성지 답사보고
3) 중국 호남, 호북성지역 목곽묘
유적 답사보고

2007.05.19
(1일)

2

高久健二
(일본 琦玉 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일본 고고학 전반 특강

2007.12.03
~12.05(3일간)

3

이종민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자기 특강

2008.06.20
~06.22(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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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유적 답사
답사내용 및 출장자

답사지

기 간

1

도요지 답사(4명)

중국 절강성

2007.01.14
~01.24(11일간)

2

호남 호북성 답사(6명)

중국 호북성

2007.01.28
~02.06(8일간)

3

하남성 성지조사(5명)

중국 하남성

2007.04.11
~04.20(10일간)

4

하남성 비석조사(4명)

중국 하남성

2007.04.22
~04.29(8일간)

5

일본 문화답사(전 직원)

일본 삿뽀르 일대

2007.12.08
~12.11(4일간)

6

산동성 성지조사(5명)

중국 산동성

2008.01.23
~02.01(10일간)

연보 및 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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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심사

투고논문 심사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동아세아문화재 연구원의 학술지인『동아문화』의 편집과 투
고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편집위원회)
1) 뺷동아문화뺸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
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의 자격은 해당분야 연구업적이 많은 전문연구자로 한다.
4)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호선을 통하여 결정한다.
5)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투고 논문에 대한 1차 심사
(2)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3)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게재여부 판정
(4) 기타 학술지 편집에 관한 주요사항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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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논문심사결과 보
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심사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투고논문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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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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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 여부를,
2차 심사는 해당 분야 심사위원이 연구 방법ㆍ내용의 적합성과 독창성ㆍ논리전
개의 학술성과 객관성 및 학계 기여도 등 학문의 종합적 성격을 각각 판정하며,
3차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1~2차 ｢투고논문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게재여
부를 최종 판정한다.
제 5조 (심사결과 판정)
1) 편집위원회는 1차 논문 심사를 통해 게재 가부를 결정하며, 2차 심사를 맡은 심
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적 객관성을 심사하여「투고논문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
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불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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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조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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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에 제출
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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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소유권)
뺷동아문화뺸 게재 논문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 귀속된
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제 8조 (기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투고논문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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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논문 심사결과 보고서

심사논문 제목
심사위원

성 명

연락처

소 속

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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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평가 항목

평가
A

B

C

D

가.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며, 제목이 관련분야의 주제로
적절한가?

Ⅰ. 논문의
체계와 논지 나. 목차와 분량은 적절한가?

다. 일관된 논지를 갖추고 있는가?
라. 전문적인 연구논문의 내용을 갖추었는가?
마. 기존 연구성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Ⅱ. 논문의 바. 기존 연구와 다른 독창적 내용을 담고 있는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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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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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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논문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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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견서
1. 선행 연구의 소개ㆍ비판과 연구의 독창성

2. 연구방법ㆍ내용 및 논지 전개의 타당성(제목과 목차 설정의 타당성 포함)

3. 자료 활용의 적절성(새로운 자료의 활용 및 기존 자료의 새로운 해석)

4. 기타 수정 사항

5. 연구 결과의 학계 기여도와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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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거부 사유서

심사논문 제목
투고자

성 명

연락처

소 속

제출일시

수정거부 사유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투고논문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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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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호, 각 장의 소제목을 14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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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이상으로 작성한다. 편집용지는 가로 190cm, 세로 260cm
로 한다. 글씨체는 바탕 11 Point, 줄간격은 180으로 작성하며, 사료는 10 Point, 들여
쓰기 10칸 정도로 하고, 각주는 9 Poin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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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매(파일 형태)와 출력본 1부를 제출한다.
11)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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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서의 경우 : 저자, 출판년도, 책명, 출판사 순
(2) 논문의 경우 : 저자, 게재년도, 논문명, 게재지(간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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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ㆍ편명』의 형식으로 한다.
예 : 뺷논어ㆍ술이뺸, 뺷좌전ㆍ소공뺸, 뺷삼국사기ㆍ신라본기뺸, 뺷고려사ㆍ지리지뺸
17) 각주 항목의 저자명은 한국과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기 원어로 표기한다. 저자가
여러명일 경우 3명까지는 모두 열거하며, 동양인의 경우는 저자명 사이에 중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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