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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구려는 700여년의 존속기간 동안 2번의 遷都를 하여 桓仁, 集安, 平壤 세 지역
을 수도로 삼았다. 옛 고구려의 영역이었던 桓仁, 集安, 平壤지역에서는 성, 건축지,
고분 등의 유적이 대량 발견되었으나 그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고분이
다. 고분은 생활유적과 더불어 고대의 생활상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구려가 가장 강력했던 시기의 수도인 集安지역에는 현재
까지도 만여기에 가까운 고분이 잔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구려 고분에 관
련된 연구는 발굴조사의 간단한 보고와 출토유물, 고분의 형식, 벽화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조사된 고분 보고를 바탕으로 집안지역 洞泃古墳群을 중
심으로 각 고분군 내 왕릉급 고분의 분포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洞泃古墳群은 각 지역에 따라 다시 山城下, 萬寶汀, 禹山, 麻線, 七星山, 下解放古
墳群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山城下·萬寶汀古墳群은 하나의 고분군으로 묶어 정리
하였다.
각 고분군 내 왕릉급 고분을 살펴본 결과, 고구려 왕릉은 계단식 적석 석곽묘의
형식으로 축조된 것이 대부분이며 5세기대에 접어들면 한 단계 발전한 계단식 적석
석실묘의 형식으로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계단식 적석 석곽묘와 계단식 적석
석실묘의 분포양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山城下古墳群에서는 磚廠36호를 비롯하여 磚廠1호, 磚廠145호의 고구려 초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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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급 고분 3기, 禹山古墳群에서는 臨江墓, 2110호, 992호, 太王陵, 將軍塚 등 2～5
세기에 해당하는 고분 4기, 麻線古墳群에서는 2378호, 626호의 1세기에 해당하는 고
분 2기와 西大墓, 2100호, 千秋墓 등 4세기에 해당하는 고분 3기 등 총 5기의 왕릉급
고분이 분포하며, 七星山古墳群에서는 871호, 211호 등 2～3세기에 해당하는 고분
2기가 분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집안지역 洞泃古墳群의 위계는 중대형의 계단식 적석 석곽묘와 계단식
적석 석실묘가 다량 분포하는 禹山古墳群이 가장 높으며 麻線古墳群, 山城下·萬寶
汀古墳群, 七星山古墳群, 下解放古墳群의 순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시기
적으로는 麻線古墳群에서 나타나는 왕릉이 집안지역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
며 山城下古墳群, 七星山古墳群, 禹山古墳群의 순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집안지역 洞泃古墳群은 고구려가 환인에서 집안으로 천도 후 초기에는 집안지
역의 외곽을 중심으로 그 세력권을 이루었으며 점차 집안의 중심부로 세력을 넓혀
국내성을 중심으로 그 세력을 떨치며 禹山古墳群이 중심을 이루는 것이 잘 나타난
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굴 조사된 고분의 양이 극히 적고 지역적인 한계로 인하여 통
계자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洞泃지역에 한정된 통계이므로 앞으로 많은 발굴자
료의 수집과 분석, 통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Ⅰ. 머리말
고구려는 기원전 37년부터 기원후 668년에 이르는 약 700여년까지 鴨綠江 중ㆍ하
류, 渾江유역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북부에서 지속된 거대
한 국가이다.
고구려가 국가체제를 굳히고 왕국으로 발전한 것은 근거지를 압록강 중류, 만포
진 맞은편의 洞泃 즉, 국내성으로 옮긴 기원후 1세기 경이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서진책을 펴나갔다.
5세기경 평양으로 천도하여 한반도 지역에 포함되는 한 나라로 되지만, 처음부터
요동지역에서 일어나 터전을 잡은, 근본성격에 있어서도 신라나 백제와는 다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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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존재여서 그 문화도 중원지역 뿐 아니라 소위 북쪽 유목민족들의 문화에 민
감했고 그 영향을 솔직하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낙랑과 밀접
한 관계를 맺고, 후에는 그 故地를 점령했기 때문에 낙랑예술의 전통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남쪽으로 전파하는 중계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당시의 북방
유목민족이 그러하듯이, 고구려도 물자의 부족을 타지방에서 보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연 진취적, 호전적으로 되어야 했고, 5部로 형성된 부족국가체제로서 대
외적인 발전을 추진해 나갔던 것이다. 그 후 중국과의 충돌로 강력한 대외발전을
꾀한 고구려는 鮮卑에 의해 건립된 北魏가 그 세력을 동북쪽을 뻗치게 되자 종래의
西進策을 버리고 427년 평양으로 천도하여 점차 한반도의 북쪽지역으로 그 세력기
반을 굳혀갔다.
옛 고구려의 영역이었던 桓仁, 集安, 平壤지역에서는 성, 건축지, 고분 등의 유적
이 대량 발견되었으나 그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고분이다. 고분은 생
활유적과 더불어 고대의 생활상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수도였던 집안지역에서는 현재까지도 만여기에 가까운 고분군이
잔존하고 있다.
집안지역의 대표적인 고분은 洞泃古墳群으로 洞泃古墳群은 다시 각각의 위치에
따라 山城下古墳群, 萬寶汀古墳群, 禹山古墳群, 麻線古墳群, 七星山古墳群, 下解放
古墳群으로 나뉘어진다.
최근들어 동북공정에 따른 고구려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집중정비를
실시했다고 하나 여전히 극히 적은 수량의 고분만이 발굴조사와 함께 정비ㆍ복원되
었을 뿐이며 잔존하는 고분은 보존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고구려 고분의 연구는 중국학자, 일본학자, 북한학자, 일부 국내 학자에
의해 연구되었으나 지역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중국학자 또는 북한학자에 의해
연구된 성과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연구된 내용 역시 각 고분의 발굴조사를
약식으로 보고하는 정도이거나 벽화를 중심으로 하는 자료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므
로 전체적인 고구려 고분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는 미흡한 상태이다.1)
1) 주영헌, ｢고구려 적석무덤에 관한 연구｣, 뺷문화유산뺸, 1962-2.
정찬영, ｢기원4세기까지 고구려묘제에 관한 연구｣, 뺷고고민속논문집뺸5, 1973.
張雪岩, ｢集安禹山高句麗古墓｣, 뺷中國考古學年鑑뺸,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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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고분의 명칭 사용에 있어서도 외부 형태와 매장부에 따라 연구자간에 이견이
많아 동일 형식의 무덤도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본고에서는 고구려 고분 중
적석묘의 외부형태에 따라 무기단식, 기단식, 계단식의 세 유형으로 나누고 다시 매
장부의 형식에 따라 석곽, 석실의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무기단식 적석 석
곽, 기단식 적석 석곽, 계단식 적석 석곽, 계단식 적석 석실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
어 명명하고자 한다.
상기한 4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무기단식 적석 석곽묘는 큰 강돌 혹은
가공한 석재로 지면 위에 정방형 또는 장방형의 테두리를 쌓은 다음 다시 자갈로 고
분 모양으로 봉하여 불규칙한 퇴적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고구려 건국 전후부터 사
용된 이른 시기에 속하는 적석묘이다. 기단식 적석 석곽묘는 네 모서리 주위에 먼저
대형 석재 혹은 길쭉한 돌로 규칙적으로 1층의 기단을 쌓은 것으로 무기단 적석 석
곽에서 한단계 발전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계단식 적석 석곽묘는 3층 이상의 단
을 내부로 수축되게 쌓아 계단상을 이루는 것으로 기단식 적석 석곽에서 발전된 유
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계단식 적석 석실은 외부 형태는 계단식 적석 석곽과 동
일하나 내부 형태가 천정이 있고 문과 묘도가 있는 석실의 형태를 이룬 유형이다.
집안지역 洞泃古墳群에서 최근까지 확인된 왕릉급 고분은 계단식 적석 석곽묘와

方起東, 柳振華, ｢統一的民族國家歷史見證-吉林省文物考古工作三十年的主要收穫｣, 뺷文物考古
工作三十年뺸, 1979.
李展福, ｢集安高句麗墓硏究｣, 뺷考古뺸57, 1980-2.
田村滉一, ｢高句麗赤石塚の構造と分類に對する｣, 뺷考古學雜誌뺸68-1,2, 1982.
柳岚ㆍ張雪岩, ｢1976年集安洞溝古墓淸理｣, 뺷文物考古汇編뺸, 1982-1.
方起東, ｢高句麗積石墓的延進｣, 뺷博物館硏究뺸, 1985-5.
耿鐵華, ｢集安縣禹山高句麗墓葬｣, 뺷中國考古學年鑒뺸, 1986.
姜仁求, ｢고구려 토축식 석실분의 재검토｣, 뺷한국고고학보뺸25, 1990.
陳大爲, ｢試論桓仁高句麗積石墓的類型年代其演變｣, 뺷遼寧省考古學博物館成立學術大會會刊뺸, 1991.
徐光輝, ｢高句麗積石墓硏究｣, 뺷靑果集뺸,知識出版社, 1993.
魏存成, 뺷高句麗考古뺸, 1994.
魏存成, ｢集安高句麗王陵硏究｣, 뺷廣開土好太王陵硏究100年뺸, 1996.
孙仁杰, ｢談高句麗石室墓的起源｣, 뺷高句麗歷史與文化硏究뺸, 吉林文史出版社, 1997.
孫秉憲, ｢고구려 고분과 그 역사적 의미｣, 뺷한국상고사학보뺸27, 1998.
姜賢淑, ｢고구려 석실봉토벽화분의 연원에 대하여｣, 뺷한국고고학보뺸40, 1999.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ㆍ集安市博物館 뺷集安高句麗王陵뺸-1990~2003年 集安高句麗王陵調査報
告, 文物出版社,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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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식 적석 석실묘의 형식으로 축조된 것이 대부분이다.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계단식 적석 석곽묘와 계단식
적석 석실묘 가운데 집안지역 洞泃古墳群에서 확인된 고구려 왕릉급 고분의 분포양
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선 연구자들의 각 고분명칭2)

외
형

陳大爲

張雪岩

方起東

方起東
柳振華

李展福

魏存成

정찬영

주영헌

무
기
단

積石墓

石壙
積石墓

積石墓

積石
石壙墓

積石墓

無壇
石槨墓

무기단
적석총

무기단
적석총

기
단

圓丘式

方壇
積石墓

方壇
石槨墓

方壇
階梯
積石墓

方壇
階梯
石槨墓

기단
적석총

기단
적석총

계
단

매
장
부

階段
積石墓

階臺式

석
곽

石壙

석
실

方壇
階梯
洞室/
石室墓

출전

진대위
‘91

有壇
積石
石壙墓
階段
積石
石壙

方丘式/有
基壇/方壇

장설암
‘79

방기동
‘85

階段
積石
洞室/
石室墓

方壇
階梯
石室墓

방기동 외
‘79

이전복
‘80

연도 없는
무기단
적석총
연도 있는
方壇/方壇 무기단/기단
적석총
階梯石室
墓
묘실
적석총
위존성
정찬영
‘94
‘73

田村
滉一

石壙
積石塚
곽실
적석총

羨道付石槨
積石塚

묘실
적석총
주영헌
‘62

石室
積石塚
전촌
‘82

Ⅱ. 주요 고분군3)
집안시는 환인에서 천도한 기원후 3년부터 평양으로 천도하는 427년에 이르기까
지 424년간 고구려의 두번째 수도였다. 지리적으로 동경 125도 33분~126도 33분으
로 평양보다 약간 동쪽이고 북위 40도 52분 05초~41도 75분 17초에 위치해 평안북
도 中江鎭이나 백두산보다는 훨씬 낮고 함경북도의 淸津보다 아래에 자리잡은 明川
과 비슷한 위도에 위치해 있다.
2) 姜賢淑, 뺷高句麗 古墳 硏究뺸, 서울대학교대학원 문학박사학위논문, 2000.
3)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ㆍ集安市博物館 뺷集安高句麗王陵뺸-1990~2003年集安高句麗王陵 調査報
告, 文物出版社, 2004의 최근 발굴조사 내용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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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집안시 洞泃古墳群 각 고분군 분포도

지금의 집안시는 동서로 78㎞, 남북으로 8㎞, 총면적 3217.2㎢로 동남쪽으로 압록
강을 건너 북한의 慈城郡, 渭源郡, 楚山郡, 滿浦市를 바라보고 서남쪽으로 요령성의
寬甸 桓因 두 현, 동북쪽으로 渾江과 通化縣, 북쪽으로 通化市, 通化縣, 渾江市와 접
해 있다. 집안시는 長白山區에 속해 있어 산에 둘러싸여 있는데 老嶺山脈을 분수령
으로 하여 서북쪽을 嶺後地方, 동남쪽을 嶺前地方이라고 한다. 따라서 집안시는 嶺
前地方에 속하는데 영전ㆍ영후 지방에 분포하는 고구려 고분의 수는 12,000여기에
이른다.4)
고구려의 두번째 수도인 집안지역에는 현재까지 만 여기가 넘는 고분이 잔존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고분군인 洞泃古墳群에는 무기단식 석곽, 기단식 석곽, 계단식 석
곽, 계단식 석실의 적석묘와 토석혼축식 석실, 토축식석실의 토축식 석실묘, 동실묘
로 이루어진 7천여기에 가까운 고분이 잔존하고 있다.
洞泃古墳群에 속하는 주요 고분군은 다음과 같다.
4) 서길수, 뺷고구려 역사유적 답사-홀본ㆍ국내성뺸편, 사계절출판사, 1998.

10

東亞文化 5號

1. 山城下․萬寶汀古墳群
山城下古墳群은 통구하를 사이에 두고 萬寶汀古墳群과 마주하고 있으며 위치상
이 두 고분군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어 정리한다.
山城下古墳群은 禹山의 북쪽 기슭에 위치하며 丸都山城의 남쪽 통구 하곡의 양안
에 616기가 잔존 분포하고 있으며 萬寶汀古墳群은 산성의 서남쪽으로 약 1.5㎞ 떨
어진 통구하가 흐르는 서안 대지상의 만보정촌에 밀집분포하고 있는데, 七星山의
동쪽기슭에 위치하며 671기의 고분이 잔존, 분포한다. 알려진 고분으로 山城下古墳
群에는 절천정묘, 兄墓, 弟墓, 龜甲墓, 王子墓, 蓮花墓, 美人墓 등이 있으며 萬寶汀古
墳群에는 벽화분으로 알려진 萬寶汀 1368호가 있다.
1) 山城下古墳群 내 왕릉급 고분
집안 고구려 고분군중 고분 집중분포구역임에도 불구하고 山城下, 萬寶汀古墳群
에서는 왕릉급의 고분은 극히 적은 수가 발견되고 있다. 山城下 磚廠 1호, 36호, 145
호 등이 있는데 발굴조사된 36호 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⑴ 山城下 磚廠 36호

[도면 2] 磚廠 36호 부근 지세도 및 평ㆍ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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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磚廠 36호 출토 유물

山城下古墳群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1.8㎞ 떨어진 곳에 왕릉급 고
분인 七星山 871호가 위치하고 있다. 봉분의 해발고도는 230m 가량이며 형태는 前
圓後方形의 계단식 적석 석곽묘로 묘 상부 일부에 니질토의 회색, 회청색, 회갈색,
홍갈색, 황갈색 등을 띠는 판와, 통와 등이 산포되어 있었다. 유구의 형태와 출토
유물 등으로 미루어 山城下 磚廠 36호의 시기는 1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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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禹山古墳群
집안시의 동북쪽 지역과 집안시를 내려다보는 禹山 산록의 낮은 지역전체에 고분
군이 위치하고 있다. 禹山古墳群은 禹山을 등지고 남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오구령, 서쪽으로는 통구하에 이른다. 동서로 길쭉하고 좁은

평지의 북반부에

1,051기의 고분이 잔존, 분포한다. 고분군의 전체규모는 동서길이 3.5㎞, 남북너비
1㎞로 고구려 고분군 중에서는 가장 넓게 분포하며 角觝墓, 舞踊墓, 三室墓, 馬槽墓,
禹山 1041號 壁畵墓, 四神墓, 五盔墳 4號墓, 五盔墳 5號墓 등의 벽화묘와 함께 포함
되어 있다. 이 지역에 1984년도 集安-錫林浩特간의 도로공사 중 우산 산록부근의 동
서길이 2,500m, 남북너비 40m에 해당하는 지역을 두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
한 바 있다.
제 1차는 1984년 6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적석묘 28기, 토축식 석실묘 61기와
700여점의 유물을 조사하였다. 제 2차는 1985년 5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적석묘
10기, 토석혼축묘 1기, 석관묘 1기, 토축식 석실묘 12기와 200여점의 유물을 발굴조
사하였다.
이 지역 조사 결과 禹山古墳群은 서쪽은 적석묘가 중심을 이루고 동쪽으로 갈수
록 토축식 석실분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북쪽산록면에 적석묘
가 집중되고 남쪽 평지면에 토축식 석실분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적석묘
의 배열묘간의 거리는 3m 이내로 가깝게 배열되어 있으며 2개 내지 6개가 한 줄로
열을 지어 축조되어 있다. 이 가운데 3105호묘의 남단에는 ‘墓舌’ 이라고 부르는 별
도의 소규모 기단을 축조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 배장될 묘를 위해서 미리 단을 쌓
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적석묘의 유물매납 특징을 살펴보면 생산공구는 적거나 보이지 않고 대신 무기와
마구, 장식품이 대량으로 증가하였다. 토기의 매납은 일정한 규율이 있어 罐 또는 壺
3, 釜1, 甑1의 조합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동최대경이 상부로 이동하는 특징과 함께
대형화하며 토기는 石箱 내에 매납하고 무기는 시신의 좌측중부에 두면서 장식품은
인체부위에 두고 있다. 여기서 토기를 별도의 매납공간에 배역하는 새로운 묘장제도
가 등장하는데 이러한 장제는 신라지역의 적석목곽묘에서도 보이는 특징이다.
이 지역은 장군총, 호태왕릉, 호태왕비 등 고구려 중기의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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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차지하는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5)
1) 禹山古墳群 내 왕릉급 고분
통구 고분군 중 가장 많은 왕릉급 고분이 분포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⑴ 臨江墓
禹山古墳群 중 형태가 비교적 큰 적석묘 중 하나로 서쪽으로 460m, 900m 떨어진
곳에 각각 好太王碑, 太王陵이 위치하고 있다. 고분의 형태는 계단식 적석 석곽묘이
며 규모는 70m×60m×4.5m(잔고)이다.
금제 고리, 청동기, 철기, 토기, 기와, 유리구슬 등 50여건의 중요 유물이 묘 부속
제단과 묘상부, 주변 등에서 출토되었다. 부속 제단은 고분의 동쪽편으로 13.5m 떨
어진 곳에 고분과 평행한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제단의 규모는 50m×5~9m의
좁고 긴 형태이며, 잔존고는 0.2~0.5m이다.

[도면 4] 臨江墓 부근 지세도 및 평ㆍ단면도

5) 辛勇旻, ｢中國內 高句麗遺蹟의 현황과 과제(Ⅰ)｣, 뺷湖巖美術館 硏究論文集뺸1號,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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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의 형태 및 규모, 출토 유물 등으로 미루어 왕릉으로 추정가능하며 臨江墓의
연대는 늦어도 3세기가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강묘 제단 평ㆍ단면도

임강묘 입면도
[도면 5] 臨江墓 제단 평ㆍ단면도 및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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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臨江墓 출토유물

⑵ 禹山 2110호
禹山古墳群 동쪽에 위치한 대형고분으로 북고남저의 지세이다. 해발고도는
203.74m(墓頂)이고 고분의 형태는 장방형 계단식 적석 석곽묘이다. 고분의 규모는
66.5m×45m×3.5~5.5m(잔존고)이며 쌍곽실의 구조인지 2개의 고분이 병렬구조로 분
포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동쪽으로 80m 떨어진 곳에 禹山 2112호묘가 위치하며 동남, 서남쪽 일대에 四神
墓, 五盔墳, 四盔墳 등 壁畵墓가 다량 분포하고 있다. 또한 동남쪽으로는 太王陵과
臨江墓 등의 왕릉급 고분이 분포하고 있으며 동북쪽으로 직선거리 1,000m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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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山 992호가 위치한다.
청동기, 토기, 기와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왕릉에서 출토되는 유물이 대부분
을 차지하고 주위에 벽화묘, 봉토묘 등이 다량 분포하므로 역시 왕릉으로 추정가능
하다.
고분의 형태, 출토 유물 등으로 미루어 이 고분의 연대는 2세기대임을 알 수 있
다.

[도면 7] 禹山 2110호 부근 지세도 및 평ㆍ단ㆍ입면도

[도면 8] 禹山 2110호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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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禹山 992호
동남쪽으로 약 1㎞ 떨어진 곳에 太王陵, 서남쪽으로 약 900m 떨어진 곳에 禹山
2110호가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234.77m이고 고분의 형태는 梯形의 대형 계단식 적
석 석곽묘이다. 규모는 동 37.5m, 남 38.5m, 서 36.5m, 북 36.1m 잔존고 6.5m이며
건축구, 금제 장식품, 청동기, 철기, 토기, 석기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묘실의 형태는 장방형이고 묘 천정의 중앙에서 남쪽으로 치우친 지점에 17m×
9m×2.3m의 장방형의 도굴갱이 확인되며 고분의 상부에 상당 규모의 기와가 널려있
으므로 묘 상부에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 일정구역 내 기타 고분이 존재하지 않고 묘 외에도 제단, 배장묘 등이 잔존
하며 출토유물 중의 누금 기법으로 제작한 금제 장식품은 고구려 유물의 精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것들이므로 고구려 왕릉으로 추정 가능하다.
고분 상부에서 ‘戊戌’ 기년명의 와당이 출토되었는데 3세기에서 4세기 사이 3번의
무술년이 있었다.(278, 338, 398)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398년(東晋 隆安 2年)은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7年에 해당하는 기년이다. 그러나 禹山 992호의 형태와
출토 와당으로 보아 好太王 시기는 아니므로 398년은 아니다. 278년은 西川王 9년
으로 서천왕묘는 모용씨 선비의 침공으로 도굴당한 사료기록이 존재하여 七星山

[도면 9] 禹山 992호 부근 지세도 및 평ㆍ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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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禹山 992호 입면도 및 제단 평ㆍ단ㆍ입면도

[도면 11] 禹山 992호 출토 유물

211호가 서천왕릉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338년(東晋 咸康 4年), 고구려 故國原王 8년의 것이라 추정가능하며 고분
의 형식, 와당형식 등이 시대와 부합하므로 禹山 992호묘는 고국원왕릉으로 추정
가능하다. 또한 동진시기의 청자기가 출토되고 있어 추정시기와 연대범위가 비슷함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禹山 992호의 연대는 4세기 초라고 할 수 있다.

⑷ 太王陵
동쪽으로 700m 떨어진 곳에 임강묘, 서북쪽으로 900m 떨어진 곳에 우산 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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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분, 2110호 등이 위치하여 이 일대에 왕릉이 집중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분의 형태는 梯形의 계단식 적석 석실묘로 묘실은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의
규모는 동 62.5m, 서 66m, 남 63m, 북 68m으로 護石, 배수시설, 능역, 배장묘, 제단,
묘비(호태왕비) 시설 등의 부속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청동기, 철기, 석기, 금제 장
신구, 건축구, 토ㆍ자기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명문銅鈴, 명문와당, 명
문전이 출토되어 호태왕릉으로 이름하여졌다. 고분의 주인이 호태왕이므로 이 고분
의 연대는 414년, 즉 5세기 초라고 할 수 있다.

[도면 12] 太王陵 부근 지세도 및 평ㆍ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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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 太王陵 출토유물

⑸ 將軍塚
집안지역에서 확인된 왕릉 중 積石량이 가장 적고 보존상태는 가장 좋다.
형태는 太王陵과 동일한 형태인 계단식 적석 석실묘다. 이 시기 이후 계단식 적
석 석실묘, 적석류의 왕릉은 소멸하고 대신 봉토묘와 봉토벽화묘가 왕릉으로 사용
되어 유행한다. 대체적으로 정방형을 띠며 고분의 규모는 약 32.3m(동북 33.1m, 서
남 31.8m, 서북 32.6m, 남동 31.7m)이다.
국내성과 7.5㎞ 떨어진 곳이며 남쪽으로 1.5㎞ 떨어진 곳에 臨江墓, 서남쪽으로 2

㎞ 떨어진 곳에 太王陵과 好太王碑가 위치하고 있다.
護石은 고분의 4면에 각각 3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11기 만이 잔존
하며 그 규모는 높이 4.5m, 폭 1.9m, 두께 1.5~1m(북측 서단의 1개가 최소 : 높이
2.6m, 폭 1.3m, 두께 0.75m)이다.
동일한 구조의 1호 배장묘는 장군총에서 42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2호 배장묘
는 1호 배장묘의 서북쪽 35m 정도 떨어진 곳, 장군총과는 32m 떨어진 곳에 위치하
였으나 현재는 흔적만 남아있다. 그 외에도 부속 시설로 제단, 건물지 등이 확인되
며 누금기법으로 제작한 금제 장식, 와당, 철기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장군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 동명왕릉설, 산상왕릉설, 태왕릉설, 장수왕릉
설과 같은 여러 가지 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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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 장군총 부근 지세도 및 평ㆍ단ㆍ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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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 將軍塚 출토유물

동명왕릉설에 대하여는 고구려왕 주몽이 죽으니 태자가 용산에 장사지내고 동명
성왕이라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고구려의 제10대 왕인 산상왕릉은 재위기간
이 196~227이다. 또한 태왕릉은 이미 명문전의 출토로 태왕릉으로 확인된 기존의
릉이 있으므로 그 중 장수왕릉설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수왕릉설은 일
본인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그 근거는 묘제의 형태ㆍ구조가 왕릉 중 가장 늦은 시기
의 형식이며, 고분의 연대인 5세기는 장수왕 재위기간이라는 것, 고구려에는 왕이
살아 있을 당시 스스로 능을 만드는 풍습이 있었음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장군총의 묘주는 고구려의 20대왕인 장수왕릉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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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麻線古墳群
집안시의 서남쪽 외곽지대에 위치한 대규모 고분군 지역으로
禹山古墳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고분군이다. 원래는 약 6,000
여 기의 고분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1,639여 기의 고분이 형
태를 유지하면서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다. 麻線古墳群은 麻線
河가 북에서 남으로 흘러내리는 대지상과 압록강 서북안에 자
리잡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石廟村에에서 紅星村에 이러는 마선하로 인한 충적대
지상에 위치한 지역을 ‘가’지역이라 하고, 紅星村에서 麻線部落
에 이르는 마선하 동쪽 대지로 칠성산의 남서쪽 사면상에 위치한 지역을 ‘나’지역
그리고 麻線部落에서 健疆村에 이르는 압록강 서북안지역을 ‘다’지역이라고 부르기
로 한다. ‘가’지역은 麻線 1호 벽화묘가 대표되는 고분지역으로 기단적석묘가 위주
가 된 중형과 중대형 적석묘가 분포하고 있다. 石廟村지역에는 고분의 수가 적은
반면 紅星村으로 내려오면서 충적대지상에 그 수가 밀집되는 현상을 띠고 있다.
‘나’지역은 이 고분군에서 다소 높은 구릉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중소형의 무기단
식과 기단식 적석묘가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서 축조되어 있다. 이곳은 주위 민가로
인해 구릉의 낮은 곳은 대부분 파괴되고 상부에는 밭의 경작으로 인해 피해가 심하
나 구릉상부로 가면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麻線大塚이 대표된다.
‘다’지역은 千秋墓와 西大墓가 대표되는 고분인데 마선구 고분군에서 가장 밀집되
게 분포되어 있는 곳이다. 지리적으로는 가장 평지에 해당하며 넓은 충적대지상에
소형, 중형, 대형의 무기단식, 기단식 적석묘가 주를 이룬다. 민가 내에는 적석묘의
석재를 이용하여 민가의 담벼락이나 건물의 주춧돌로 이용되고 있으며 死者의 古宅
과 현존하는 민가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실정이다.
이 고분군의 특징은 평지와 구릉상에 모두 고분군이 위치하면서 적석묘가 주축이
된 고분군이면서 초기에 해당하는 서대묘ㆍ천추묘 등의 대형의 계단식 적석묘가 있
는 지역으로서 중요한 지역을 점하는 고분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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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麻線古墳群 내 왕릉급 고분

⑴ 麻線 2378호

[도면 16] 麻線 2378호 부근 지세도 및 평ㆍ단면도

[도면 17] 麻線 2378호 출토유물

마선구 동남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2.5㎞ 떨어진 지점이 마선향 마선촌에 속한
다. 서쪽으로 1.1㎞ 떨어진 곳에 천추묘, 동북쪽으로 1.6㎞ 떨어진 곳에 칠성산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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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서북쪽으로 1.2㎞ 떨어진 곳에 마선 2100호가 위치한다. 집안 통구 고분군 중 연
대가 빠른 고분에 속한다.
고분의 형태는 麻線 62호, 山城下 磚廠 36호와 유사하여 고구려 초기 고분형식이
라 할 수 있다. 규모가 46m×30m×4m(잔고)로 크고 매장지점이 높으며 고분 상부의
기와 출토, 배장묘 등으로 보아 고구려 왕릉으로 추정 가능하다. 이 고분의 연대는
1세기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⑵ 麻線 626호
麻線古墳群의 마선하 서안에 위치한 대형고분으로 해발 227.46m이며 남쪽방향
220°에 위치한다. 남쪽으로 압록강과 마주하며 서남쪽 600m 이내에 서대묘, 동남쪽
으로 1.3㎞ 떨어진 곳에 천추묘 등의 왕릉이 분포하고 있다.
지세는 북고남저이며 남북 높이 차이 10m에 가깝다. 고분의 형태는 前圓後方形
계단식 적석 석곽묘로 규모는 북 42m, 서 42m, 동 41m, 남 48m, 잔존고 6m이다.
고분에서 20m 떨어진 지점에 42m×9m의 장방형 제단, 散水, 熔石[거푸집], 배장묘
(조기 원형적석묘, 분구고 2m에 가깝다.) 등이 확인되어 이른시기(1-2세기) 고구려
왕릉으로 추정하고 있다. 토기, 기와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도면 18] 麻線 626호 부근 지세도 및 평ㆍ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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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西大墓
麻線古墳群 서단의 대형 고분으로 동북으로 1㎞ 떨어진 곳에 麻線 626호묘, 동으
로 2㎞ 떨어진 곳에 千秋墓가 위치하고 있다.
지세는 북고남저의 형태이며 해발은 높은 곳이 211.49m, 낮은 곳이 201.45m이다.
고분의 형태는 계단식 적석 석곽으로 규모는 55m×55m×9m이다. 이미 도굴되어 묘
실이 파괴되었으며 도굴로 인하여 남측 상부계단이 파괴된 상태이다. 청동기, 철기,
토기, 석기, 기와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고분의 형태, 위치, 구조, 출토유물을 통
해 왕릉으로 추정가능하다.

[도면 19] 西大墓 부근 지세도 및 평ㆍ단면도

문헌기록 중 고구려 왕릉 도굴에 관련된 기사는 2건이 있는데 그 중 1건은 서천
왕릉 도굴에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1건은《魏書, 高句麗傳》“....建國四年, 慕容元眞
率衆伐之, 入自南陜, 戰于木底, 大破釗軍, 乘勝長驅, 遂入丸都, 釗單騎奔竄 元眞堀釗
父墓, 載其尸, 幷掠其母親, 珍寶, 男女五萬余口, 焚其宮室, 毁丸都城而還”라고 모용
원이 군사를 이끌고 침략하여 釗의 군을 크게 패배시키자 釗가 홀로 도망하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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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원은 그의 아버지 묘를 파서 시신과 함께 그의 모친과 진귀한 보물, 남녀 오만여
명을 데리고 궁을 불태운 후 환도성을 헐고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三國
史記, 高句麗本紀》고국원왕 12년조에는; (前燕慕容皝)“皝自將勁兵, 四万出南道, 以
慕容翰, 慕容霸爲前鋒, 別遣長史王寓等將兵万五千, 出北道以內侵.....發美川王墓, 載
其尸,.........毁還都城而還.”라고 도굴되어 시신마저 훼손되었음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서대묘에서 ‘己丑’기년명 기와가 출토되었는데 서천왕 재위 23년 중에
는 己丑년이 없다. 296~342년 사이에는 己丑年이 329년에 1번 있다. 329년은 미천왕
30년으로 2년 후 미천왕이 죽었으므로 高句麗俗“.....巳嫁娶, 便稍作送終之衣” 미천
왕 재위 시기의 己丑年에 미리 릉을 건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대묘의 형태구조,
유물특징 등이 이 시기와 일치하므로 서대묘는 미천왕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西大墓의 연대는 4세기 초라고 추정 가능하다.

[도면 20] 西大墓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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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麻線 2100호
麻線鄕 紅星村 남쪽에 위치하고 지세는 동고서저의 형태이며 해발 200.01m이다.
규모는 동 33m, 서 32.2m, 남 29.6m 북 33m, 잔고 6m의 梯形 계단식 석곽으로 계단
식 적석 석곽의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서남쪽으로 1.7㎞ 정도 떨어진 곳에
마선 626호, 정남쪽으로 800m 떨어진 곳에 천추묘, 동남쪽으로 1.2㎞ 떨어진 곳에
마선 2378호가 위치한다. 금제 장식품, 철기, 청동기, 鐵鏡, 토기, 기와, 기타(피혁1
건, 동전 1매) 등 550여 건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 중 동전은 圓形乳郭 형태의 직
경 2.3cm의 화천(貨泉)이며 피혁은 돼지가죽으로 길이 6.6, 폭 3.3, 두께 0.1cm이다.

[도면 21] 麻線 2100호 부근 지세도 및 평ㆍ단ㆍ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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鐵鏡, 刀는 중국의 三國~魏晋時期인 3-4세기대 중원 귀족의 것과 유사하며 기와, 와
당을 사용한 것은 고구려 왕릉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마선 2100호묘는 왕릉
일 가능성이 높다. 출토와당 중 飛鶴雲文瓦當은 千秋墓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므
로 千秋墓와 2100호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형태상으로 麻線 2100호, 千秋墓, 禹山 992호묘와 유사하며 서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麻線 2100호묘의 연대는 4세기 중기(東晋시기)이며 17대 小獸林王
陵(재위 371~384)일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22] 麻線 2100호 출토유물

⑸ 千秋墓
구조는 계단식 적석 석실이며 규모는 동 67m, 서 62.6m, 남 60.5m, 북 71m, 잔존
고 약 11m이다. 호태왕의 아버지인 18대 故國壤王陵(재위 384~391)일 가능성이 높
으며 재위기간이 짧아 기간 내 릉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千秋墓, 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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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王陵과 형태, 규모가 유사하며 능역시설이 일치한다. 千秋墓와 太王陵에서 출토
된 것과 유사한 연화문 와당이 출토되었으며 호태왕의 연호인 ‘永樂’명이 새겨진 유
물이 확인되었으므로 호태왕시기에 천추묘를 건설했던 것으로 추정가능하다. 그 외
출토유물로 와당, 기와, 건축장식, 전, 마노, 석기, 철기 및 기타 금속기, 청동기, 누
금기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청동기, 금제 장식품 등이 있다.

[도면 23] 千秋墓 부근 지세도 및 평ㆍ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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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4] 千秋墓 출토유물

4. 七星山古墳群
집안시내에서 국내성을 지나 通溝村 마을에서 七星山으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면
두 갈래의 남쪽으로 뻗은 칠성산자락이 보인다. 이 두갈래의 자락에 각각 고분이
자리잡고 있는데 약 1,708여 기의 적석묘들이 일정한 배열을 가지면서 밀집하게 분
포되어 있다. 고분군의 낮은 지대에는 현대민묘가 이곳에 들어서면서 고구려고분의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하여 이 부분의 고분은 파괴가 심하나 산정상부로 올라가면서
적석상태와 배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곳의 고분은 중,소형의 적석묘들로서 지형
적으로 볼 때도 다소 외져 있어 다른 고분군에 비해 피장자의 신분이 다소 낮은 것
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렇지만 산정상부에서 다소 늦은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대
형의 토축식 석실분도 있다. 집안시내에 있는 고분군 중에는 유일하게 벽화묘가 발
견된 예가 없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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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七星山古墳群 내 왕릉급 고분

⑴ 七星山 871호
七星山의 북변에 위치하며 七星山 211호와 1,00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동북쪽으로 2㎞ 떨어진 곳에 山城下 磚廠 36호가 위치하고 있다.

[도면 25] 七星山 871호 부근 지세도 및 평ㆍ단면도

洞泃古墳群 중 중요한 고분의 하나에 속하며 형태는 前圓後方形의 대형 계단식
적석 석곽묘이며 규모는 북 46m, 동 48m, 남 46m, 서 40m, 잔존고 5.5m, 해발고도
232.06m이다. 칠성산 고분군 중 대형고분에 속하며 묘역에 부석이 깔려있다. 고분
의 북측에 배장묘 1기가 잔존하고 있으며 건물지의 흔적도 확인된다. 동기, 철기,
기와 등이 출토되었으며 출토기와의 문양은 繩紋이 시문되어 있다. 자연석을 사용
하여 적석하였으나 강돌은 적으므로 출토유물과 적석에 사용된 석재 등으로 미루어
조기 적석묘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규모 및 형태로 미루어
고구려 왕릉으로 추정되며 연대는 늦어도 2세기를 넘지 않는 이른시기의 고구려 왕
릉으로 판단되고 있다.

집안지역 고구려 왕릉급 고분의 분포에 관한 연구

33

[도면 26] 七星山 871호 입면도

⑵ 七星山 211호
七星山古墳群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해발 200.57m이다. 七星山古墳群 중 최대 규
모이며 북으로 900m 떨어진 지점에 七星山 871호, 서남쪽으로 1.5㎞ 떨어진 곳에
麻線 2378호가 위치하고 있다. 형태는 자연석을 이용한 계단식 석곽으로 규모는

[도면 27] 七星山 211호 부근 지세도 및 평ㆍ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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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8] 七星山 211호 출토유물

71m×61m×10m이다. 청동기, 누금기, 철기, 기와 등 100여건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묘실은 도굴로 인하여 파괴되었다. 도굴에 관련된 기록이 문헌상에 남아있는데 ≪三
國史記≫烽上王 五年(296年), “秋八月, 慕容廆來侵, 至故國原. 見西川王墓, 使人發
之....” 상기 내용과 같이 모용외 군대에 의해서 도굴되었다고 한다면 이로 인하여
묘 주인은 고구려 제 13대 서천왕릉으로 추정되며 연대는 3세기 말로 추정 가능하
다.

5. 下解放古墳群
집안시에서 압록강을 따라 약 5㎞정도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下解放村이 나온다.
여기서 다시 500m 마을 어귀를 지나면 龍山에서 남쪽으로 뻗은 완만한 구릉상과 평
지상에 環紋墓, 下解放 31號墓, 冉牟墓 등의 벽화고분과 함께 지금은 약 50여 기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다. 현재까지 왕릉급 고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을 하나의 표로 작성하면 [표 2]로 집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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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집안지역에서 조사된 왕릉급 고분

山
城
下

명칭

규모

형태

출토유물

비고

磚廠
36호

북29.5m,서31.5
동28m,남37m,
잔존고 4.5m

前圓後方形
계단적석석곽묘

묘 상부 일부에 기와산포
:판와,통와(니질토):회,청회,회갈,홍갈
, 황갈 등

1C

2110호

66.5m×45m×3.5~5.5m
(잔고)

장방형
계단적석석곽묘

청동기, 토기, 기와 등 출토

2C

臨江墓

70m×60m×4.5m(잔고)

계단적석석곽묘

금제 장식품, 청동기, 철기, 토기,
기와 등 출토

3C

禹 992호
山

동 37.5m,남 38.5m,
서 36.5m,북 36.1m
잔존고 6.5m

4C

太王陵

동 62.5m,서 66m,
남 63m,북 68m

梯形,
계단적석석실,
묘실-중앙에 위치

청동기, 철기, 석기,
금제 장식품, 건축구, 토ㆍ자기
명문銅鈴,명문와당, 명문 전 출토

5C

將軍塚

동북 33.1m, 서남 31.8m,
서북 32.6m, 남동 31.7m

대체적으로 정방형
계단적석석실묘

누금기법의 금제 머리장식, 와당,
철기 등

5C

2378
호

46m×30m×4m(잔고)

前圓後方形
계단적석묘

고분 상부에 기와 출토

1C

626호

북 42m, 서 42m,
동 41m, 남 48m,
잔존고 6m

前圓後方形
계단적석석곽묘

토기, 기와 등

1~2C

55m×55m×9m

계단적석석곽묘

이미 도굴, 청동기, 철기, 토기, 석기,
4C초
기와 등

2100
호

동33m, 서32.2m,
남 29.6m, 북33m, 잔고6m

梯形
계단적석석곽묘

금제 장식품, 철기, 청동기, 동경,
토기, 기와, 기타(피혁1건, 동전 1매)
등

4C
중기

千秋墓

동67m, 서62.6m,
남60.5m, 북71m,
잔존고 약 11m

계단적석석실묘

와당, 기와, 건축장식, 전, 마노,
석기, 철기 및 기타 금속기, 청동기,
누금기법 청동기, 금제 장식품

4C

북46m, 동48m,
남46m, 서40m
잔존고 5,5m

前圓後方形
계단적석석곽묘

청동기, 철기, 기와 등

2C

71m×61m×10m

계단적석석곽묘

청동기, 금제 장식품, 철기, 기와 등

3C

麻 西大墓
線

七 871호
星
山
211호

36

방단상(梯形)
건축구, 금제 장식품, 청동기, 철기,
대형계단적석석곽묘
토기, 석기 등 다량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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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집안지역 고구려 왕릉급 고분 분포양상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고구려 왕릉급 고분은 계단식 적석 석곽묘의 형식으로
축조된 것이 대부분이며 5세기대에 접어들면 한 단계 발전한 계단식 적석 석실묘의
형식으로 축조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洞泃古墳群의 계단식 적석 석곽묘와 계
단식 적석 석실묘의 분포양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계단식 적석 석곽묘와 계단식 적석 석실묘의 분포
집안지역 洞泃古墳群에서 확인된 계단식 적석 석곽묘와 계단식 적석 석실묘의 분
포현황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다.
1) 계단식 적석 석곽묘
계단식 적석 석곽묘는 山城下ㆍ萬寶汀, 麻線, 七星山, 禹山고분군의 순으로 분포

계단식 적석
석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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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하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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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보정고분군

40
우산하고분군

50

60

마선구고분군

70

80

칠성산고분군

[도면 29] 계단식 석곽의 규모에 따른 분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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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낮아진다. 규모별 분포양상을 살펴보면 3~30m, 30~55m, 55~70m의 세 그룹으
로 나누어는데, 그 중 3~30m 크기의 고분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萬寶汀古墳群과 七星山古墳群에서 이러한 소형의 고분이 집중 분포하고
있고 禹山古墳群, 山城下古墳群, 麻線古墳群에 중형의 계단식 적석 석곽묘가 분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5m 이상의 대형 고분은 禹山古墳群과 麻線古墳群에서만
확인되며 모두 왕릉으로 추정되는 것들이다.

2) 계단식 적석 석실묘
계단식 적석 석실묘는 山城下ㆍ萬寶汀, 禹山, 麻線의 순으로 분포율이 낮아지며
七星山古墳群과 下解放古墳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형식의 고
분에 비해 규모는 다양하지 않으며 수량 역시 적은 편이다. 규모별 분포양상을 살
펴보면 8~25m, 30~50m, 60m 이상의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으며 30m 이상의 중ㆍ
대형 고분은 禹山古墳群에서만 확인된다.

계단식 석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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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하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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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보정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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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하고분군

50

마선구고분군

[도면 30] 계단식 석실의 규모에 따른 분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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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안지역 고구려 왕릉급 고분군의 분포
앞에서 살펴본 고구려 고분의 고분군별 분포현황과 계단식 적석 석곽묘와 계단식
적석 석실묘의 분포현황, 각 고분군 내 왕릉급 고분의 분포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 고분군 내 왕릉급 고분의 분포양상은 山城下古墳群에서는 磚廠36호를 비롯하
여 磚廠1호, 磚廠145호의 고구려 초기의 왕릉급 고분 3기, 禹山古墳群에서는 임강
묘, 2110호, 992호, 太王陵, 將軍塚 등 2~5세기에 해당하는 고분 4기, 麻線古墳群에
서는 2378호, 626호의 1세기에 해당하는 고분 2기와 西大墓, 2100호, 千秋墓 등 4세
기에 해당하는 고분 3기 등 총 5기의 왕릉급 고분이 분포하며, 七星山古墳群에서는
871호, 211호 등 2~3세기에 해당하는 고분 2기가 분포하고 있다.
[표 3] 고구려 왕릉의 분포표
왕명

1C

2C

3C

4C

재위기간

1

동명성왕 BC 37~BC 20(18)

왕릉추정무덤 고분군위치
환인

삼국사기
기록 장지

주요사

龍山

졸본(환인) 건국
AD 3년 국내성천도

2

유리명왕

BC 19~AD 17(36)

豆谷東原

3

대무신왕

18~43(26)

大獸林圓

4

민중왕

44~47(4)

閩中原石窟
慕本原

5

모본왕

48~52(5)

6

태조왕

53~145(93)

7

차대왕

146~164(19)

8

신대왕

165~178(14)

故國谷

9

고국천왕

179~196(18)

故國川原

10

산상왕

197~226(30)

山上陵

11

동천왕

227~247(21)

紫原

12

중천왕

248~269(22)

中川之原

13

서천왕

270~291(22)

14

봉상왕

292~299(8)

15

미천왕

16

西川之原
(故國原)

211호

칠성산

300~330(31)

서대묘

마선

美川之原

고국원왕

331~370(40)

992호

우산

故國之原

17

소수림왕

371~383(13)

2100호

마선

小獸林

18

고국양왕

384~391(8)

천추묘

마선

故國壤

烽山之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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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

6C

7C

19

왕명

재위기간

광개토왕

392~412(21)

호태왕릉

우산

장군총

우산

20

장수왕

413~491(79)

21

문자왕

492~518(27)

22

안장왕

519~529(11)

23

안원왕

530~544(15)

24

양원왕

545~558(14)

25

평원왕

559~589(31)

26

영양왕

590~617(28)

27

영류왕

618~641(24)

28

보장왕

642~668(27)

왕릉추정무덤 고분군위치

삼국사기
기록 장지

주요사

山陵
427 평양천도(안학궁)

586 평양천도

668 고구려 멸망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집안지역 洞泃古墳群의 위계는 중대형의 계단식 적석 석
곽묘와 계단식 적석 석실묘가 다량 분포하는 禹山古墳群이 가장 높으며 麻線古墳
群, 山城下ㆍ萬寶汀古墳群, 七星山古墳群, 下解放古墳群의 순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고구려가 환인에서 집안으로 천도 후 초기에는 집안지역의
외곽을 중심으로 그 세력권을 이루고 점차 집안의 중심부로 세력을 넓혀 국내성을
중심으로 그 세력을 떨치며 禹山古墳群이 중심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집안지역 고구려 왕릉급 고분의 분포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고분군 내 왕릉급 고분의 분포는 山城下古墳群에서 磚廠36호를 비롯하여 磚廠
1호, 磚廠145호의 고구려 초기의 왕릉급 고분 3기, 禹山古墳群에서 임강묘, 2110호,
992호, 太王陵, 將軍塚 등 2~5세기에 해당하는 고분 4기, 麻線古墳群에서 2378호,
626호의 1세기에 해당하는 고분 2기와 西大墓, 2100호, 千秋墓 등 4세기에 해당하는
고분 3기 등 총 5기의 왕릉급 고분이 분포하며, 七星山古墳群에서는 871호, 211호
등 2~3세기에 해당하는 고분 2기가 분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집안지역 洞泃古墳群의 위계는 중대형의 계단식 적석 석곽묘와 계단식
적석 석실묘가 다량 분포하는 禹山古墳群이 가장 높으며 麻線古墳群, 山城下ㆍ萬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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汀古墳群, 七星山古墳群, 下解放古墳群의 순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시기
적으로는 麻線古墳群에서 나타나는 왕릉이 집안지역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
며 山城下古墳群, 七星山古墳群, 禹山古墳群의 순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집안지역 洞泃古墳群은 고구려가 환인에서 집안으로 천도 후 초기에는 집안지역
의 외곽을 중심으로 그 세력권을 이루다가 점차 집안의 중심부로 세력을 넓혀 국내
성을 중심으로 그 세력을 떨치며 禹山古墳群이 중심을 이루는 것이 잘 나타난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굴 조사된 고분의 양이 극히 적고 지역적인 한계로 인하여 통
계자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통구 지역에 한정된 통계이므로 앞으로 많은 발굴
자료의 수집과 분석, 통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원고투고일자 2008년 11월 14일
원고심사완료 2008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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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Distribution of Ancient Goguryeo Royal
Tombs in Jiban Area

During 700 years of existence, Goguryeo moved its capital twice and then regarded
three cities as of their main capital place; Hwanin, Jiban and Pyeongyang. All these
thee cities contained amounts of Goguryeo relics and artefacts including palaces,
architectural sites and tombs but the biggest amounts of these are the tombs. Tombs
are one of the most crucial historic sites to reconstruct cultural aspects and every life
in ancient times. Among those three cities, Jiban was erected when Goguryeo was in
the center of all power during their time, and so there are about 10,000 tombs were
left. However, given this indicative number of tombs in Jiban, thorough researches
were less conducted, and so most of studies on Goguryeo were limited into wall
paintings, artefacts from the tombs and structure of the tombs, which can be seen as
quite simple works.
In thesis I examine the rank, time and distribution of royal tomb focusing on
Tongu sites in Jiban area based on tombs excavated.
Tonggu sites are again divided into several areas including Sanseongha,
Manbojeong, Usanha, Maseongu, Chilseongsan, and Haehaebang sites. In this thesis,
Sanseongha and Manbojeongtombs are regarded as one site.
In consequence of examining tombs in each tumulus site, tombs of Goguryeo have
a majority of floored stone coffin. The floored stone coffin is first constructed at 5C.
The distribution aspect of these are as follows.
There are Jeonchang No.1, 36 and 145 of early Goguryeo royal tombs in
Sanseongha tumuluses site. There are Imkang, Taewangreung, Janggunchong, No.
992, 2110, constructed between 2 and 5C in Usanha tumuluses site. There are No.
626, 2378 at 1C and Seodaemyo, Cheonchumyo, No. 2100 at 4C in Maseongu tumulus
site. There are No. 871 and 211 between 2 and 3C in Chilseongsan tombs.
I suggest that throughout the royal tombs locations, the rank of the Tonggu tom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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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as such: Usanha - Maseongu - Sanseonghaㆍ Manbojeon - Chilseongsan Hahaebang tombs. The order of the constructed time is are as such: Maseongu Sanseongha - Chilseongsan - Usanha.
When Tonggu tombs in Jiban is early, Maseongu is a main power after Hwanin of
Goguryeo's capital move to Jiban. After this time, Usanha tombs became a strong
force centering around Guknaeseong.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numbers of tombs where excavated are
relatively small, and also all locations are limited to research on Goguryeo sites.
Therefore further active researches and academic discussion may need to be carried
out based on this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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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安地区高句丽王陵级古墓的分布研究

在高句丽700余年的存续时期内，曾两次迁都，桓仁、集安、平壤三地都曾作为其
首都。在高句丽领域内，桓仁、集安、平壤地区发现了大量的城址、建筑遗址、古墓
等遗迹，其中，古墓占了绝大多数。古墓及生活遗迹对复原古代社会生活具有重要的
意义。在高句丽强盛时期的首都集安地区，目前发现的古墓达一万余座。但是，至今
对高句丽古墓的研究多停留在发掘调查简报、出土遗物、古墓型式以及壁画等方面。
本文根据目前已经发表的古墓调查报告，以集安地区通沟古墓群为中心，对下属
各古墓群中王陵级古墓的分布情况及其时代、级别进行观察研究。
通沟古墓群分为山城下、万宝汀、禹山、麻线、七星山、下解放古墓群，山城下
同万宝汀合为一个墓群进行整理研究。
从各古墓群中王陵级古墓的观察结果来看，高句丽王陵大部分采用阶梯式积石石
槨墓的型式，进入5世纪出现了阶梯式积石石室墓。阶梯式积石石槨墓及阶梯式积
石石室墓分布情况大致如下。
山城下古墓群分布着砖厂36号和砖厂1号、砖厂145号等高句丽初期3座王陵级古
墓，禹山古墓群分布着临江墓、2110号、992号、广开土大王陵、将军塚等4座相当于
2～5世纪的王陵级古墓，麻线古墓群分布着2378号、626号2座相当于1世纪的古墓，
以及西大墓、2100号、千秋墓等3座相当于4世纪的古墓，麻线古墓群共分布5座王陵
级古墓。七星山古墓群分布着871号、211号等2座相当于2～3世纪的王陵级古墓。
集安地区洞沟古墓群的级别以禹山古墓群最高，其它以次为麻线古墓群、山城下ㆍ万
宝汀古墓群、七星山古墓群、下解放古墓群。就出现的时期来说，集安地区最早出现的
是麻线古墓群，其后以次出现的是山城下古墓群、七星山古墓群、禹山古墓群等。
集安地区通沟古墓群是高句丽从桓仁迁都集安后形成的，初期的势力范围在集安
的外围，此时出现了以麻线为中心的古墓群，随着集安的中心部势力圈的逐渐扩
大，以国内城为中心的势力显耀，此时出现了以禹山为中心的古墓群。
但是，至今为止，发掘调查的古墓数量还很少，受到地域的限制，统计资料也不
足，以通沟地区的限定统计，还有待于今后不断对发掘资料进行收集和分析，并做
持续的统计和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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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安地域 高句麗王陵級古墳の分布に関する硏究

高句麗は700餘年の存續其間の間に二回遷都し、桓仁ㆍ集安ㆍ平壤の三つの地
域を首都とした。高句麗の領域であった桓仁ㆍ集安ㆍ平壤地域では城ㆍ建築地ㆍ
古墳などの遺跡が数多く發見されているが、その中で最も数が多いのは古墳であ
る。古墳は生活遺跡とともに、古代の生活相を復元するための重要な遺跡であ
る。その中でも高句麗が最も强力であった時期の首都である集安地域では、現在
まで一万餘基の古墳が殘存している。しかし、これまでの高句麗古墳に関する硏
究は、發掘調査の簡単な報告や出土遺物ㆍ古墳の形式ㆍ壁畵などに限定されてい
る。
本論文では今まで調査された古墳の報告を通して、集安地域の通溝古墳群を中
心に各古墳群中の王陵級古墳の分布樣相と、その時期及び階層について検討して
みる。
通溝古墳群は地域によってさらに山城下ㆍ萬寶汀ㆍ禹山ㆍ麻線ㆍ七星山ㆍ下解
放の古墳群に分かれるが、このうち山城下ㆍ萬寶汀古墳群は一つの古墳群として
取り扱った。各古墳群の中で王陵級の古墳を検討した結果、高句麗の王陵はほと
んどが階段式積石石槨墓の形式で築造されおり、5世紀代に入ると、さらに發展
した階段式積石石室墓の形式が築造されることを確認した。階段式積石石槨墓と
階段式積石石室墓の分布樣相は、以下の通りである。
山城下古墳群では磚廠36號をはじめとして、磚廠1號、磚廠145號の高句麗初期
の王陵級古墳3基、禹山古墳群では臨江墓、2110號、992號、廣開土大王陵、將軍
塚など2～5世紀に該当する古墳4基、麻線古墳群では2378號と626號の1世紀に該当
する古墳2基と西大墓、2100號、千秋墓など4世紀に該当する古墳3基など合わせて
5基の王陵級の古墳が分布する。七星山古墳群では871號と211號など2～3世紀に該
当する古墳2基が分布している。
以上の內容から、集安地域の通溝古墳群の階層は禹山古墳群が最も上位に位置
し、次に麻線→山城下ㆍ萬寶汀→七星山→下解放古墳群の順に下ることが分か
る。時期的には麻線古墳群で現れる王陵が集安地域の中で最も古く、次に山城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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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星山→禹山古墳群の順に造営されたことが分かる。集安地域の通溝古墳群
は、高句麗が桓仁から集安に遷都した初期には集安地域の外郭である麻線古墳群
を中心として勢力圈を形成したが、しだいに集安の中心部に勢力を広げて國內城
を中心に勢力を振るい禹山古墳群が中心となる。
これまで發掘調査された古墳の数が少なく、統計資料が不足しているという地
域的な限界があり、また、通溝地域のみの統計資料であるため、今後、多くの發
掘資料の收集と分析ㆍ統計を通した持續的な硏究が求められる。

집안지역 고구려 왕릉급 고분의 분포에 관한 연구

49

三韓時代 慶南地域 竪穴住居址에 對한 一考察
이주성

- 목 차 Ⅰ. 머리말
Ⅱ. 연구 및 조사현황
Ⅲ. 주거지와 출토유물 분석
1. 입지와 환경
2. 규모와 형태
3. 내부 시설
4. 입구부와 통로
5. 중복관계
6. 출토유물

Ⅳ. 맺음말

사천 늑도 A지구 주거지 중복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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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주 성*

요 약
주거지는 인간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장소이다. 그러므로 문화를 복원하
는데 있어 고대 주거지에 대한 연구는 당시의 생활양식, 가족 구성을 바탕으로 한 사
회구조뿐만 아니라 출토유물을 통해 생업형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하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경남지방의 삼한시대 대표적인 유적을 통해 주거지의
규모, 형태,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출토유물을 통해 당시의 생업형태도 알아보았다.
결과, 평면 형태에서는 방형계통과 원형계통의 주거지가 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원형계통의 주거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후관계
에 대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면 형태가 장방형에서 방형으로, 방형에서 원형
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파악되었으며, 면적도 대형의 주거지에서 중형의 주거지
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면적이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벽주의 배치상태와 점토벽의 확인 등에서 벽의 형태도 한층 더 발전된 것으
로 생각되어 수혈주거지의 건축구조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내부에서는 부
뚜막과 구들의 등장으로 기능적인 발전과 더불어 확인됨으로써 효율적인 공간 배치
와 활용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출토 유물에서는 토기를 제외한 나머지 유물의 용도분류를 통해 그 당시
생업상태를 추정할 수 있었는데 취락의 형성배경이 되는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활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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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나라 선사문화에 대한 시기구분 및 시대명칭과 관련하여 가장 異見이 많은
것이 삼한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시대구분법은 김원룡의 안을 근거로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로의 구분이 통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원전 3
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까지의 기간을 삼한시대로 설정하는 견해와 철기시대로 명
명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제기되면서 계속적인 논쟁이 되고 있다.1) 이상의 논쟁 중
본고에서는 기존의 고조선식 동검을 지표로 하는 청동기시대의 지석묘사회와는 다
른, 목관묘를 지표로 하여 한국식 동검과 점토대토기, 그리고 철의 등장 등 유물에
있어 전반적인 변화가 확인되는 시기인 기원전 3세기에서부터 기원후 3세기까지를
삼한시대로 보는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2)
지금까지 삼한시대에 대한 연구는 묘제와 그에 따른 출토 유물에 많이 치중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시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묘제와 함께 생활유적에 대한
연구 또한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료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등 생활유적에 대한 연구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를 대상으로 경남지방의 삼한시대 수혈주거지에
대한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논지의 전개는 주거지의 규모와 평면 형태를 우선적으로 분류하고 그 후 내
부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혈의 배치 상태에 따라 벽과 지붕 등의 상부구
조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며 이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부뚜막과 구들시설의 구조
는 주거지 내부의 공간 배치와 관계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출입구의 위치에
따른 주거지간의 연결통로 및 취락 전체의 공간 구성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주거지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통해 주거지의 특징과 변천과정, 주변 환경을 이용
한 생업 등의 생활상을 추정하고자 한다.
주거지는 인간이 생활을 하기위해 만든 장소이며 유물은 생활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것이므로 주거지와 함께 출토유물들을 검토한다면 과거의 생활문화
1)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에 관한 여러 의견들은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 간의 논쟁이 되어 왔
다. 특히 최근 李熙濬,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再論｣, 뺷韓國考古學報뺸52, 2004와 최성락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再論”에 대한 반론｣, 뺷韓國考古學報뺸54, 2004에 잘 나타나고 있다.
2) 沈奉謹, 뺷韓國文物의 고고학적 이해뺸, 동아대학교출판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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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Ⅱ. 연구 및 조사현황
고고학적인 발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고분의 발굴과
함께 주거지에 대한 발굴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성과는 <마을의 고고학>
이라는 주제로 관련학회가 개최되어3) 주거지와 취락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
되었다. 그러나 삼한시대에서 대부분의 고고학적인 연구는 분묘유적과 그 출토유물
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 집중되어져 왔으며 과거의 생활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주거지나 취락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발굴조사 사례의 증가로 주거지 자료의 축적이 점진적으로 진
행되고 있다. 하지만 경남지방에서 이 시대의 주거지 연구는 아직까지는 다른 지역
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그나마 발굴조사 보고서의 고찰부분에 언급되는 정
도가 대부분이어서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삼한시대 주거지에 관련된 연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지역에서 가
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4) 영남지역에서의 삼한시대 수혈주거지 연구는 임영옥이
선구적인데 그는 원삼국시대의 영남지방 주거지의 유형 및 구조적 변천과정을 파악
하고 주거지의 평면 형태에 따라 방형과 원형주거지가 공존하는 I단계, 방형이 사라
지고 원형주거지로 대체되는 II단계, 원형주거지가 장타원형화 되는 III단계로 구분
하였다. 삼한시대에 한반도 내에서 나타나는 지역별 주거형태의 차이는 삼한사회의
정치집단 및 주민집단의 문화적인 차이로 간주하였고, 영남지역의 원형주거지는 변
진한의 특징적인 주거형태로 파악하였다.5)
이 외 관련 연구로서는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의 형식 분류를 통해 시ㆍ공간적
3) 한국고고학회, ｢마을의 고고학｣, 제 18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요지, 1994.
4) 溫華順, ｢全北地方 原三國時代 住居址의 硏究｣, 漢陽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論文, 1993.
최미옥, ｢전남지방 철기시대 주거지연구｣, 뺷지방사와 지방문화 제4권 제2호뺸, 역사문화학회, 2001.
이재돈, ｢단양 수양개 II지구 삼한시대 집터의 분석과 그 전개｣, 충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3.
金垠井, ｢全北地方 原三國時代 住居址 硏究｣, 全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論文, 2006.
5) 林榮玉, ｢嶺南地方 原三國時代의 住居址硏究｣, 漢陽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論文,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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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특징을 파악하는 경우와,6) 주거유적의 특징을 중심으로 사회 성격에 대해 분석
한 연구도 있다.7) 그리고 민속학적인 자료와 고대 문헌사료를 기반으로 이 시기의 주
거지를 파악한 자료가 있으며,8) 건축사적인 관점에서 수혈주거지의 구조적 복원과
공간형태, 활용에 대해 접근한 연구가 있다.9) 그리고 주거지내부 구조의 개별 속성인
벽과 벽구10), 온돌과 구들시설11)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또한, 발
굴 사례의 검토를 통한 수혈 주거지의 조사방법론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12)

6) 이해련,
金暘玉,
김건수,
김승옥,
박진일,
沈奉謹,
오후배,
이화종,
7) 權五榮,
백홍기,
노혁진,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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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방 시루에 대하여｣, 뺷박물관연구논집2뺸, 부산광역시립박물관, 1993.
｢韓國 鐵器時代 土器 硏究｣, 淑明女大學校 博士學位論文, 1994.
｢주거지출토 토기의 기능에 대한 시론｣, 뺷호남고고학보5뺸, 1997.
｢호남지역 마한 주거지의 편년｣, 뺷호남고고학보 11뺸, 2000.
｢圓形粘土帶土器文化硏究｣,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論文, 2000.
｢晋州內村里遺蹟 出土 粘土帶付口緣土器｣, 뺷文物硏究 第5號뺸, 東아시아文物學術財團, 2001.
｢시루의 형식분류와 변천과정에 관한 시론｣, 뺷호남고고학보17뺸, 2003.
｢중부지방 점토대토기문화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三韓社會 ‘國’의 구성에 대한 고찰｣, 뺷三韓의 社會와 文化뺸, 新書苑, 1995.
｢원삼국시대 촌락의 구조와 기능｣, 뺷한국사연구논집5뺸, 백두문화,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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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주거지에 대한 연구는 최근의 자료증가에 수반되어 국내ㆍ외 학술대회의
주제로 채택될 정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3)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
고 타 지역에 비해 경남지방의 삼한시대 수혈주거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시피 한 실정인데, 이러한 이유는 제한적인 발굴조사로 인해 취락규모나 개별주거
지의 정확한 구조양상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 경남지방에서 삼한시대 수혈주거지가 조사된 유적은 20여 곳이지만 그 중
에서도 취락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적이 발굴된 예가 드물며 아직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고서가 발간되어 자료 활용이 가
능한 사천 늑도, 사천 봉계리, 양산 평산리, 진주 내촌리, 진해 용원유적 등 5개소의
유적에서 확인된 삼한시대 수혈주거지 145동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도면 1] 경남지방 삼한시대 수혈주거지 출토 유적 현황
12) 취락연구회, 뺷竪穴建物址 調査方法論뺸, 춘추각, 2004.
장경호, ｢건물터의 발굴조사｣, 뺷한국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1뺸,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13) 한국고고학회, ｢마을고고학｣, 뺷제 1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뺸, 1994.
영남고고학회, 구주고고학회 뺷환호취락과 농경사회의 형성뺸, 제3회 합동고고학대회, 1998.
영남고고학회, 뺷삼한의 마을과 무덤뺸, 嶺南考古學會 第9回 學術發表會, 2000.
국립문화재연구소, ｢동아시아13세기의 주거와 고분｣, 문화재연구 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 제
10집,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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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거지와 출토 유물 분석
1. 입지와 환경
취락의 형성은 입지와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 먼저, 취락의 기본적인 입지조건으
로서 식수와 생활용수 등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면서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안전한 장소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변에 식량자원이 풍부하며 건축 자재나 땔감
등 생활자원의 공급이 원활한 곳이 적합한 환경으로 선택 가능하다.
삼한시대의 취락은 구릉의 정상부와 사면에 입지하는데,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
조건과 유사하다. 양산 평산리 유적의 경우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도 같이 확인되
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삼한시대 주거지의 입지는 청동기시대부터 지속적인 취락지
역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이러한 취락의 입지는 청동기시대부
터 삼한시대에 걸쳐 취락의 구릉 사면이나 구릉 정상부에 위치함으로서 평지의 활
용이나 전망 또는 취락의 방어 등과 같은 제반 요인이 해안, 도서나 내륙에 관계없
이 적용되는 형태였음을 추정케 한다.
각 유적별로 주거지가 조성되어 있는 해발고도의 범위는 2m에서 10m 내외의 일
정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면적에 따른 해발고도와의 상관관계는 확인되
지 않았다. 이는 면적이 넓은 주거지라고 해서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평산리와 늑도의 경우 방형의 주거지가 어느 일정한 고도에서
집중해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앞선 형태로 파악
되는 방형계의 주거지가 일정한 고도에 자리를 잡은 후 그 주변으로 원형 주거지가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14)

2. 규모와 형태
1) 면적
주거지의 규모는 동일 시기나 동일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 내 구성원의 수나 거
주자의 신분, 주거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주거 면적을 5㎡당 1명으로 산출하였을
14) 시기적인 차이 뿐 만 아니라, 방형계의 주거지를 사용하는 집단에서 원형계의 주거지를 사용
하는 집단으로의 주민 교체 등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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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거지 면적 히스토그램
32

빈도수

28
24
20
16
12
8
4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면적 (계급값 5, 단위 ㎡)

경우15) 3명 이하의 15㎡ 이하는 소형, 3명에서 6명까지의 15~30㎡를 중형, 7명이상
의 30㎡이상을 대형으로 분류하였다. 면적계산이 가능한 주거지 전체를 대상으로
[표 1]의 히스토그램을 통해 살펴보면, 소형의 주거지가 17.8％, 중형의 주거지가
66.1％, 대형의 주거지가 16.1％를 차지하고 있다.
소형의 주거지는 개별 주거의 창고와 같은 부속시설로 추정하고 대형의 주거지는
공공기능과 관련된 시설 즉, 취락 전체의 공동창고나 작업장, 회의장이거나 지배계
급의 주거지로 추정16)되기도 하지만 발굴된 조사 자료만으로는 면적에 따른 주거
15) a. 김정기, ｢韓國 竪穴住居址 考(二)｣, 고고학 제3집 한국고고학회, 1974.
b. 주거인원에 대한 추정은 각 학자들 간의 견해에 다소 차이가 있다. 김정기(1974), 지현병
(2000), 김권구(2001) 등은 1인당 평균 소요면적이 5㎡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윤무병
(1973), 김용남․김용간․황기덕(1975), 윤기준(1985) 등은 한 사람당 3㎡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필자 역시 한 사람당 단순 소요면적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주거지내의 수납공
간이나 입구부, 노지 등의 공간활용을 고려한다면 1인당 최소 5㎡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6) 權五榮, ｢三韓社會 ‘國’의 구성에 대한 고찰｣, 뺷三韓의 社會와 文化뺸, 新書苑,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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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나 거주자의 신분 파악이 어렵다. 그러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형 주거
지는 3명에서 6명이 거주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거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주거지의 규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형에 대한 단위 면
적당 산출된 구성원 수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삼한 사회는 주거지 구성원이 적어도
3명에서 6명에 이르는 가족 단위가 중심이 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핵가족보다는 다
소 큰 단위의 구성원이 중심인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 평면 형태
수혈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벽, 지붕 등의 상부구조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다른
지역에서 확인된 삼한시대 수혈주거지는 방형, 장방형, 원형, 타원형, 呂자형, 凸자
형, 5각형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나 경남지방 삼한시대 주거지의
경우 크게 방형계와 원형계로 대별된다. 방형과 원형은 장축 대 단축비를 통해 평
면형태의 기준설정이 가능하다. [표 2]에서 보이는 장단축비의 히스토그램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1.2:1을 기준으로 1.2:1이하는 방형이나 원형, 그 이상은
[표 2] 주거지 장단축비 히스토그램
30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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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비 (계급값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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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

1.8

장방형이나 타원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원형계통의 주거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
어 경남지방 삼한시대 수혈주거지의 대표적인 평면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형태의 편중은 삼한시대 경남지방의 주거지 형태가 거의 동일 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내부 시설
1) 주혈
주혈은 주거지의 상부구조를 추정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건물에 있어 기둥
의 배치는 그 건물의 형태, 내부공간의 활용, 견고성, 증ㆍ개축, 건물의 폐기상황 등
다양한 사실을 말해 주는 가장 중요한 부속시설이다.17) 주혈은 대부분 주거지 내부
에서 확인되며 상부구조를 지탱하는 주주혈(主柱穴)과 보조주혈(支柱穴), 벽체를 보
강하는 벽주혈(壁柱穴), 그리고 주거지 외부에서 확인되어 처마를 받치거나 벽체와
관련된 시설로 추정되는 외부주혈(外部柱穴)로 구분된다.
[표 3] 각 유적별 주혈 배치
내부주혈(A)

A+B

유적

벽주(B) 외부주혈(C)

불규칙
(A1)

정형성
(A2)

B+C

無

사천늑도

7

4

2

․

․

1

15

사천 봉계리

․

.

9

․

․

․

20

양산 평산리

․

.

4

1

9

․

1

진주 내촌

․

.

2

2

․

․

45

진해 용원

5

1

3

․

7

.

5

A1+B

A2+B

1

1

각 유적별 주혈 배치를 살펴보면 평면형태나 내부 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확
인되고 있다. 주거지 내부 주혈 중 4주식이나 6주, 8주식 등의 정형성을 가지며 대
칭적으로 주혈이 배치되는 경우 상부구조도 어느 정도 추정 가능하다. 하지만 삼한
시대 이전의 청동기시대의 주거지에 비해 정형성이 확인되는 주거지의 수가 극히
17) 취락연구회, 뺷竪穴建物址 調査方法論뺸, 춘추각,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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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하다. 또한 주혈이 주거지 내부나 외부에서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
는데 이것은 상면 위에 별다른 시설 없이 기둥을 세웠을 경우이거나, 주제대 위에
기둥을 설치하거나 처마를 주제대에 받쳤을 경우 후대 삭평으로 인해 주혈은 잔존
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18)
벽주는 벽체를 보강하는 기둥으로 전체 유적에서 고루 확인되고 있다. 벽체는 외
부의 비, 바람이나 여러 위험에서 1차적으로 방어가 되어 내부 공간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붕의 하중까지 분산하여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2) 노지
노지는 불을 이용하여 취사, 난방, 조명, 제습 등의 목적을 위하여 만든 시설물19)
이다. 하지만 노지는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되지 않는
주거지의 빈도수가 더 높다. 동일한 지역의 동시기 주거지라 하더라도 노지의 유무
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는 계절성 주거지나 폐기 당시의 계절, 또는 환경에 따른
생활습관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지가 난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은 아니기에 계절성에 대한 이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실
외에서 취사시설이 발견된 예가 거의 드문데도 불구하고 노지가 발견되지 않는 주
거지의 수가 많다는 사실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20)
주거지의 공간 활용면에서 노지의 위치는 구조 복원에 대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선사시대에는 주로 주거지의 중앙부에 노지를 두었지만,21) 삼한시대
에는 중앙부보다는 주로 벽면에 가까운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노지의 발
달로 부뚜막과 구들시설이 새롭게 등장함으로 인하여 수혈주거지의 건축 구조상의
변화와 함께 효율적인 공간 배치와 활용이라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18) 주혈의 배치상태 만을 통해 살펴보면 삼한시대의 주거지가 이전의 청동기시대 주거지에 비해
정형성이나 규칙성이 미흡해 보인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상부의 건축기술이
더 발전하여 하부의 기초시설에 소홀히 하게 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된다.
19) 취락연구회, 뺷竪穴建物址 調査方法論뺸, 춘추각, 2004.
20) 토기 등의 이동시설로 대체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와 관련된 조사 예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21) 청동기시대 울산형 주거지의 노지는 소형의 방형주거지에만 중앙에 설치하고 장방형주거지는
편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역시 벽면의 가장자리와는 이격된 중앙부에 설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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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각 유적별 노지의 유무 및 위치
유적

동

서

남

북

중앙

남동

남서

북동

북서

기타

無

사천늑도

2

․

2

1

․

․

2

․

․

3

14

사천 봉계리

3

3

․

1

1

․

1

․

․

․

14

양산 평산리

1

6

․

․

․

․

․

․

3

․

9

진주 내촌

5

2

4

․

1

1

1

5

․

․

31

진해 용원

․

3

․

2

2

․

․

․

․

․

15

계

11

14

6

4

4

1

4

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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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뚜막은 문헌상으로 볼 때, 대체로 서쪽에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다.22)
하지만 고고자료를 검토하여 볼 때 부합되는 유적23)도 있지만 다른 방향에 조성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24) 이는 획일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닌 보다 효율적이
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노지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각 주거지가 입지하
고 있는 지형조건이나 내부 공간 활용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한시대 수혈주거지가 그 이전 시대 주거지와 확연히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부뚜막과 구들시설의 등장이다. 부뚜막은 취사용기를 걸어 취사를 할 수 있
게 만든 시설로 열전도를 통한 난방의 기능도 겸비하고 있다. 그리고 구들시설은
부뚜막시설보다 난방의 기능이 강화된 시설로서 열기가 나가는 통로인 고래가 생겨
부뚜막시설보다 굴뚝부분이 길어진 형태이다.25)

22) 뺷三國志뺸 魏書 東夷傳 弁辰條
弁辰如辰韓雜居, 亦有城郭. 衣服居處與辰韓同. 言語法俗相似, 祀祭鬼神有異, 施竈皆在戶西.
변진은 변한사람들과 뒤섞여 살며 성곽도 있다. 의복과 주택은 변한과 같다. 언어와 법속이
서로 비슷하지만, 귀신에게 제사지내는 방식은 달라서 문의 서쪽에 모두들 조신을 모신다.
23) 양산 평산리 유적의 경우 북서쪽 노지까지 서쪽 방향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확인된
노지의 90％가 서쪽에 배치되고 있다.
24) 변진조의 기록과는 달리 위치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노지의 사용시기가 변진조 기록 이전이
나 이후라는 추정이 있다.
沈奉謹, ｢晋州內村里遺蹟 出土 粘土帶付口緣土器｣, 뺷한국문물의 고고학적 이해뺸,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5.
25) 박강민, ｢三韓時代 住居址內 부뚜막과 구들시설에 대한 硏究｣, 東亞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論
文,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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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각 유적별 노지형식
유적

무시설식

부뚜막식

구들식

기타

사천늑도

2

4

5

․
․

사천 봉계리

5

․

4

양산 평산리

11

․

․

․

진주 내촌

15

1

2

야외노지 1

진해 용원

6

․

1

야외노지 1

계

39

5

12

야외노지 2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무시설식의 노지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전체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다. 부뚜막과 구들시설은 삼한시대 전기 유적인 늑도에서부터
등장하지만 다른 유적의 경우 빈도가 낮아 남해안 일대의 지역적인 특징으로 보이
며 본격적으로 채용되기 시작한 것은 삼한시대 후기에서 삼국시대 전기의 주거지에
서 확인된다.
3) 기 타
주거지에 관련된 기타 시설로는 저장혈, 선반, 외부 주구 등이 있다. 저장혈은 음
식물이나 생활 용기 등을 저장하거나 보관하기 위해 만든 공간으로 이전 시기의 주
거지에서 자주 확인이 되고 있으나 삼한시대 수혈주거지 내부에서는 늑도의 1호 장
방형주거지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선반은 일종의 수납시설로서 늑도와 내촌에서 각
1기씩만 확인될 뿐이다. 외부 주구는 양산 평산리 유적에서만 특징적으로 확인되는
데 수혈 주거지와 바로 인접해서 3개 정도의 구상유구가 주거지를 에워싸듯이 배치
되고 있다. 8동의 수혈 주거지 외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외부 주구는 구상으로 오
목하게 파여진 유구로서 주거지 내부의 자연수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방형주구묘의 주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26)

4. 출입구와 통로
주거지의 출입구 시설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부속시설 중 하나이다. 그러
나 실제 발굴조사에서는 명확한 출입구 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26) 沈奉謹, 뺷梁山 平山里遺蹟뺸, 東亞大學校博物館,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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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 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출입구 시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벽주의 간격이 넓은 곳, 벽구나 벽체 시설 등이 연결되지 않는
곳, 주거지 바닥면에서 어깨선을 따라 집중적으로 硬化가 심한 곳 등은 출입구의 위
치로 추정 가능하다. 하지만 취락내의 주거지의 위치나 지형에 따라서 출입구의 위
치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구 방향에 대한 정형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출입구의 추정은 좁게는 각 개별 주거지의 구조적인 형태를 복원할 수 있으며,
넓게는 취락내의 통로 또는 도로에 대한 추정도 가능하다.

[도면 2] 진주 내촌리유적 추정 통로

진주 내촌리유적의 경우 보고자는 주거지의 분포도에 따라 도로를 추정하였다.27)
보통의 경우 구지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아주 적어 도로의 흔적을 찾기는 현실적
27) 沈奉謹, ｢진주 내촌리유적 출토 점토대부구연토기｣, 뺷문물연구뺸제 5호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
재단, 2001.
- 취락내부의 도로이다. 도로는 분포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주거지 사이에 도로망이 형성되
었던 것이 짐작된다. 물론 주거지의 배치도 이 도로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개별적인 주거지의 입구를 밝히기 어려웠던 것이 단점이지만 주로 도로망에 대면해서 입구
가 배치되었을 것이 예상된다. 도로가 능선을 따라 고지에서 저지로 개설되면서 취락도 도
로를 따라 계단상으로 배치된 느낌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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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어려움이 많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인위적으로 도로를 만들었다기보다 각 주거
지 간의 출입구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자연적으로 보행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주거
지의 출입구 확인과 각 주거지 간의 동시기성 확보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위치추정
을 할 수 있다. 또한 큰 시기차이를 가지지 않고 주거지가 축조된다면 주 통로는 계
속해서 사용되고 그 주변에 주거지를 축조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산 평산리유적의 경우 주거지 내에 벽주가 일정 간격을 가지면서 확인되고 있는
데 벽주간의 이격거리가 다른 곳을 출입구 시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각 주거지
간의 입구부와 환호의 출입구 시설과 연결하여 [도면 3]에 표시하였다.

[도면 3] 양산 평산리유적 추정 통로

5. 중복관계
경남지역의 삼한시대 수혈 주거지의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먼저 발굴조사에서 나
타나는 중복관계 및 출토유물을 통해서도 검증된다.
먼저 다수의 주거지 중복관계가 확인되는 유적을 대상으로 검토하여 보면 사천
늑도와 사천 봉계리, 그리고 진해 용원유적에서 선후관계가 잘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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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사천 늑도 A지구 중복상태

사천 늑도의 경우 A지구에서는 68호 방형주거지→50호 말각방형주거지→72호 원
형주거지→67호 원형주거지→66호 원형주거지→65호 원형주거지 순으로 축조된 것
이 확인되었다.28) 또한 B지구에서도 주거지의 중복상태나 층위적으로 보면 원형주
거지가 방형에 비해 늦은 시기에 해당되고, 원형 주거지에서는 부뚜막이나 온돌시
28) 김 현, ｢늑도유적 A지구 발굴조사 개요｣, 뺷勒島遺蹟을 통해 본 韓·中·日 古代文化 交流뺸,
慶尙大學校博物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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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등 새로운 시설이 나타나고 있다.29)
그리고 사천 봉계리의 경우 91-3호→91-2호→91-1호, 91-3호→91-7호 등으로 복잡
하게 중복되어 있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중복된 주거지의 평면 형태를 살펴보면 장
방형에서 방형으로, 방형에서 타원형, 장방형에서 원형으로 조영된 것을 알 수 있
다. 면적은 중복과 훼손으로 인해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는 힘들었지만 잔존상태
를 살펴보면 91-3호 주거지가 가장 크고 91-2호와 91-7호가 다음으로, 91-1호 주거지
가 제일 작은 것으로 후대에 조영된 주거지일수록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표 6] 진해 용원 중복양상
선후 관계

평면 형태

면적

31호→29호

장방형→방형

25.1㎡→25.2㎡

44호→28호

방형→방형

38.5㎡→20.9㎡

44호→27호

방형→방형

38.5㎡→21.8㎡

41호→37호

방형?→원형

?㎡→39.8㎡

16호→3호

원형→원형

?㎡→23.1㎡

18호→17호

원형→원형

61.3㎡→34.9㎡

17호→14호

원형→원형

34.9㎡→22.0㎡

17호→15호

원형→원형

34.9㎡→25.9㎡

또한 진해 용원의 경우도 중복관계가 보이는 유구는 8기이다. 평면 형태는 장방
형이 먼저 축조되고 난후에 방형주거지가 축조되고 있으며, 41호 주거지는 훼손부
분이 많아 평면이 방형인지 원형인지 구분하기 힘들지만 잔존 평면형태가 방형에
가까워 원형의 37호 주거지가 방형주거지를 파괴하고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전체적인 평면형태상의 흐름은 장방형에서 방형으로, 방형에서 원형 순으로 축
조되고 있다. 면적을 살펴보아도 후대에 조영된 주거지들은 전체적으로 면적이 감
소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천 늑도는 방형에서 말각방형, 원형
29) 이재현, ｢늑도유적 B지구 발굴조사 개요｣, 뺷勒島遺蹟을 통해 본 韓·中·日 古代文化 交流뺸,
慶尙大學校博物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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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순으로 변하고 있으며 사천 봉계리는 장방형에서 방형이나 원형, 방형에서
타원형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진해 용원은 장방형에서 방형, 방형에서 원형으로 변
화하고 있어 경남지방 삼한시대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에서 방형으로, 방형
에서 원형으로 변화되어 간 것으로 생각되며 면적의 변화와 함께 대형 주거지에서
중형 주거지로 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6. 출토유물
주거지는 인간이 생활을 하기위해 만든 장소이며 유물은 생활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것으로서, 주거지와 그 곳에 공반되어 있는 유물은 과거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적 역할을 한다.
각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 중 토기를 제외한 유물들을 대상으로 용도를
살펴보았다. 물론 주거지가 어떻게 폐기되었는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잔존하는
유물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살펴보아도 당시의 주변 환경과 생업상태를 어느 정도
추정 가능할 것이다.
인간이 생활하던 장소가 주거지라면 그 곳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무엇보다 생활용
구의 출토예가 가장 높을 것이다. 생활용구로는 목제빗, 방추차와 소도자, 그리고
숯돌, 대석, 지석 등의 각종 석기류 등이 확인되었다.
농공구로는 괭이, 삽, 보습 등의 掘地耕作具와 낫, 반월형석도 등의 收穫具, 그리
고 갈판, 갈돌 등의 製粉具가 출토되었다.30) 이 중 제분구의 경우 직접적인 농경활
동의 산물로 보기는 힘들어 생활용구로 분류하였다. 경남지방 삼한시대 수혈주거지
내부에서 확인되는 농경구로는 석부와 석겸, 석제 굴지구, 철겸과 철부 등이 있다.
어로구는 어업과 관련된 도구로서 골각기로 제작된 경우가 많으며 패류를 채취할
때 사용되는 骨篦[빗창], 망어업때 사용되는 어망추, 낚시어업때 사용되는 釣針, 그
리고 자돌어업때 사용되는 첨두기, 작살 등이 있다.31) 하지만 골각기는 용도불명으
로 파악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어로구로만 사용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은
생활용구로 분류하였다.
30) 國立文化財硏究所, 뺷韓國考古學事典뺸, 학연문화사, 2003.
31) 金建洙, 뺷한국 원시·고대의 어로문화뺸, 學硏文化社,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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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의 묘제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경우 무기류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으나, 취
락유적에서 확인되는 경우는 드물며, 鏃이나 劍은 수렵구로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수렵구ㆍ무구류로 분류하였다.
기타로는 늑도에서만 확인되는 복골이나, 장신구인 구슬이나 곡옥, 그리고 용도
미상의 석제나 미완성 석기 등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표 7] 출토 유물의 용도 분류

사천늑도
사천 봉계리
양산 평산리
진주내촌
진해용원
0%

20%

40%

60%

80%

100%

농공구
어로구
수렵·무구
생활용구
기타

사천 봉계리유적은 농공구 23.1%, 수렵구, 무구 3.8%, 생활용구 65.4%, 기타 7.7%
로 어로구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유적이 위치하는 낮은 구릉인 옥산에서 이어지는
곡저평지를 이용한 농경중심의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양산 평산리유적은 농공구 47%, 수렵ㆍ무구 6%, 생활용구 47%로 어로구는 한 점
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9호와 12호 주거지에서 탄화곡물로 쌀과 팥, 밤이 출토된
것은 문헌상의 기록과도 일치하며32) 농경중심의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뺷三國志뺸 魏書 弁辰條 - 土地肥美 宜種五穀及稻
-토지가 비옥하여 오곡과 벼를 심기에 적합하다.
여기에서 오곡은 지금의 쌀, 보리, 콩, 조, 기장 등의 주요 5종 곡물이 아니라 모든 곡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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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내촌리유적은 농공구 10.9%, 어로구 10.9%, 수렵ㆍ무구 1.8%, 생활용구
76.4%로 농공구와 어로구의 비율이 같다. 내촌의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진양호 상
류에 해당하는 덕천강유역의 낮은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농경과 어업을 병행한
것으로 보인다.
진해 용원유적의 경우 농공구 3.7%, 어로구 32.1%, 수렵구, 무구 8.6%, 생활용구
53.1%, 기타 2.5%로 어로구가 월등히 높게 출토되고 있다. 그 외 패각층에서는 강
치, 돌고래, 참돔, 소라, 전복 등의 외양성 유체와 꿩, 청둥오리, 가마우지 등의 조류,
그리고 백합, 꼬막, 굴, 반지락 등의 패류가 출토되어 사계절에 걸친 어업작업이 내
외양에서 이루어졌음을 반영하고 있고, 조와 보리의 소량채집33)은 당시의 주된 생
업이 농경보다는 어업활동 위주로 진행된 것을 반증한다.
사천 늑도의 경우 농공구 8%, 어로구 10%, 수렵ㆍ무구 3%, 생활용구 75%, 기타
4%로 섬이라는 특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로구의 출토예가 많지 않은 것이 주목
된다. 물론 생활유구로 분류된 골각기 중의 일부는 어로구로 판정될 수도 있겠으나
동아대학교에서 조사된 C지구의 주거지에서는 어로구가 2점 밖에 확인되지 않는
점은 어업이 주된 생계형태는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늑도인들 가운데 주생업
을 어로로 하지 않았던 집단이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한데, 출토유물 중 낙랑토기와
반량전, 야요이토기 등 외래유물이 많은 점은 교역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자료가 되고 있다.

Ⅳ. 맺음말
삼한시대 취락의 입지는 구릉의 정상부와 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 시기의 청
동기시대 취락 입지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타 지역의 경우 방형계, 원형계 뿐만 아니라, 呂자형, 凸자
형, 오각형, 부정형 등 여러 형태의 주거지가 확인되고 있는데 비해, 경남지방의 경
우 방형계와 원형계의 주거지가 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중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3) 沈奉謹․李東注, 뺷鎭海龍院 遺蹟뺸, 東亞大學校博物館,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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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계의 주거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경남지방 삼한시대 수혈주거지의
대표적인 평면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시기가 지날수록 경남지방 전역은 비교적 동
일한 형태의 주거구조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평면 형태상의 수혈 주거지의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먼저 다수 주거지의 중복관계
가 확인되는 유적을 대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그 중 사천 늑도와 사천 봉계리, 그
리고 진해 용원유적에서 선후관계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면
형태가 장방형에서 방형으로, 방형에서 원형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파악되었으
며, 면적도 대형의 주거지에서 중형의 주거지로 변화하면서 감소하고 있다.
유적별 주거지가 위치하는 해발고도는 대체적으로 고도 10m내외의 높이 내에서
취락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면적에 따른 해발고도와의 상관관계는 확인되
지 않았다. 다만, 평산리와 늑도의 경우 방형의 주거지가 어느 일정한 고도에서 집
중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앞선 형태로 파악되는
방형계의 주거지가 일정한 고도에 자리를 잡고 축조되고 난 후 그 주변으로 원형
주거지가 확산, 축조되면서 취락이 형성된 결과로 나타나는 양상으로 생각된다.
주거지의 규모는 동일 시기나 동일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 내 구성원의 수나 거
주자의 신분, 용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데, 발굴 조사 자료에서 명확하게 면적에
따른 주거용도나 거주자의 신분 등이 확인된 바는 없지만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형 주거지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1인당 5㎡를 가용면적으로 계산했을 때
3명에서 6명이 거주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여서 주거지의 구성원도 현재와 같은
핵가족보다는 다소 큰 규모의 양상을 보여준다.
삼한시대 수혈주거지의 내부시설 중 가장 큰 특징은 부뚜막과 온돌시설의 등장이
다.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불의 이용은 좀 더 발달된 형태로 나타
나기 시작했다. 즉 노지는 불을 이용하여 취사, 난방, 조명, 제습 등의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시설물이지만 부뚜막의 경우 취사기능이 강조된 시설물로 발전하였고, 구
들은 난방시설이 강화되면서 취사시설까지 병행되는 시설물로 발전하게 된다. 선사
시대에는 주로 주거지의 중앙부에 노지를 두었지만, 삼한시대에서부터는 중앙부보
다는 주로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노지의 발달로 부뚜막과 구들시설이 새
롭게 등장함으로 인해 수혈주거지의 건축 구조상의 변화와 함께 효율적인 공간 배
치와 활용이라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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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주에서도 배치상태와 점토벽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벽의 형태도 한층 더 발
전된 것으로 생각된다. 점토벽을 사용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벽주를 배치하여 벽체
를 더욱더 견고히 하여 외부로부터 내부공간을 보호되는 기능이 강화되면서 지붕의
하중 분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출토 유물에서는 토기를 제외한 나머지 유물의 용도분류를 통해 그 당시
생업상태를 추정할 수 있었다. 해안가에 위치한 취락집단은 어업활동을, 내륙에 위
치한 취락집단의 경우 농경을 위주로 하였으며 주변의 하천을 이용하여 어업을 병
행한 경우와 해로를 통한 교역기지 역할을 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경남지방의 삼
한시대인들은 취락의 형성배경이 되는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 한 것으로 생
각된다.
이상으로 삼한시대의 경남지역 수혈주거지를 대상으로 취락의 입지와 주변 환경
의 이용, 평면 형태에 따른 선후관계와 내부시설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출
토유물을 통한 시간적인 속성이나 다른 지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공간적인 속성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거지의 구조 등의 일면만을 살펴보아 심도깊은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차후 시ㆍ공간적 속성과 함께 생산유적, 분묘유적 등의 종합적
인 검토를 통해 사회발전 단계나 당시의 전반적인 생활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
완하고자 한다.
원고투고일자 2008년 11월 14일
원고심사완료 2008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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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pit dwelling in Gyeongnam province at
Three Hans Period

A dwelling is the basic place that people live in. Therefore, the study on ancient
dwellings to restore culture is a grip of life style through not only remains but also
social system based on family organization. A study method is to examine the scale,
form and construction of dwellings in Three Han's representative ruins of Gyeongnam
province.
As a result, square and circular dwelling in plane shape is mainly identified.
Specially circular dwellings account for the majority. As time passes, the square is
transformed into the circle and again the circle is changed into the square. The scale
of dwellings gets smaller and smaller. I think that the form of wall is more developed
structurally because the clayey wall and the arrangement of wall pillar are identified.
The efficient spatial arrangement and use are disclosed because the emergency of
buddumak and goodle in the dwelling is functionally expansive.
Examining remains except for potteries, I can assume the life at those days. The
ancient people use the neighbored environment, formative background of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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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韩时代庆南地区竖穴居住址的初步考察

居住址是为人间生活营造的基本场所。对古代居住址进行文化复原，可以研究当
时的社会生活和家族构成，并进一步推定社会结构的成份。对出土遗物的分析，也
可以帮助我们很好地了解当时的生业形态。本文根据庆南地区三韩时代代表性的遗
迹，对当时居住址的规模、形态、构造等进行了分析，并通过出土遗物，对当时的
生业形态进行了推测。
研究结果表明，在平面形态方面，以方形和圆形居住址为主，特别是圆形居住址
占绝大多数，在时间的先后顺序方面，居住址是从长方形到方形、再从方形到圆形
发展变化的。居住址的面积则是由大型向中型变化。在壁柱的配置状态和粘土墙壁
等方面，墙壁形态的变化进一步引起竖穴居住址建筑构造发生变化，同时，居住址
内部炉灶和火炕的出现也引起建筑构造发生变化，炉址的位置可能更多考虑到空间
的配置效率。另外，在出土遗物方面，除陶器之外，通过对其他遗物的用途分类，
可以推测当时的生业状态情况，这对于了解庆南地区三韩时代聚落形成的背景以及
周边的自然环境具有很大的帮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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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韓時代の慶南地域における竪穴住居址に対する一考察

住居址は人間が生活を營む基本的な場所である。文化の復元において、古代住
居址の研究は、当時の生活樣式ㆍ家族構成を基本とする社會構造のみならず、出
土遺物を通して生業形態などを把握する上で重要な資料である。
硏究方法としては、慶南地方の三韓時代の代表的な遺跡における住居址の規模

ㆍ形態ㆍ構造を分析し、出土遺物から当時の生業形態についても検討した。
その結果、平面形態には方形系統と円形系統の住居址が主に確認され、特に、
円形系統の住居址が大多數を占めていることを確認できた。また、前後關係につ
いては、時間が下るにつれ、平面形態が長方形から方形に、方形から円形になる
ことを把握した。面積についても大形の住居址から中形の住居址に変化すること
が確認でき、全体的に面積が縮小することが分かる。壁柱の配置狀態と粘土壁の
確認などから、壁の形態もさらに發展したものと考えられ、竪穴住居址の建築構
造上の變化を確認できた。住居址內部では竈(부뚜막)とオンドル(온돌)の登場な
ど機能的な發展も確認でき、住居址內部の效率的な空間配置と活用を把握でき
た。
また、出土遺物では、土器以外の遺物の用途分類を通して、當時の生業狀態を
推定することができ、聚落の形成背景となる周辺環境を積極的に活用していたこ
とが分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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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회탄묘(灰炭墓)의 축조 방법과 분류
조명래

- 목 차 Ⅰ. 머리말
Ⅱ. 회탄묘의 축조방법
1. 석회의 번조방법
2. 문헌기록에 나타나는 회탄묘의 축조방법

Ⅲ. 회탄묘의 형식분류
1. 장식 기법상의 분류에 따른 종류와 특징

Ⅳ. 맺음말

창원 가음정동유적 탄묘

조선시대 회탄묘(灰炭墓)의 축조 방법 연구

1)조

명 래*

요 약
지금까지 조선시대 분묘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문헌기록 검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고고학적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이들 자료를 분석하고 문헌기록과
비교하여 여러 특징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늘어가고 있다.
먼저 회탄묘의 정의와 개념을 설정하고 축조방법 및 순서에 따라 5개의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회묘는 묘광을 판 후 관곽을 설치하고 그 바깥으로 삼물을 다져 넣는
방법(I형식 회묘)과 회곽을 먼저 조성하고 그 내부에 관곽을 안치하는 방법(II형식
회묘)으로 구분하였고, 탄묘는 묘광 내 일부분에만 목탄을 사용하는 방법(I형식 탄
묘)과 관곽을 아래(정지)ㆍ위(밀봉)ㆍ사방(충진)으로 감싸는 구조에 목탄을 사용하
는 방법(II형식 탄묘)으로 구분하였으며, 목탄과 회가 함께 쓰인 구조의 분묘는 회탄
묘로 분류하였다.
또한 뺷조선왕조실록뺸, 뺷국조오례의뺸, 뺷가례뺸 등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장의
례의 절차와 방식이 실제 분묘 축조 시에 어느 정도 적용되었는지 이에 대해 고고
학적인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비교ㆍ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적인 축조 방법은
문헌의 내용을 따르고 있으나 축조 당시의 상황에 따라 일부분의 재료나 구조를 선
택적으로 채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회탄묘가 축조되었던 시기적 범위와 변화 양상을 파악하
였다. 탄묘는 고려 말부터 확인되며 조선 전기 회묘의 제작이 일반화 되면서 함께
유행되었다. 회묘는 1406년 석실묘의 축조가 규제된 이후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용되지만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뺷가례뺸에서 규정하는 방식이 채용된 것으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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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악되었다.
주제어 : 조선시대 분묘, 회곽묘, 회묘, 탄묘, 회탄묘

Ⅰ. 머리말
본 연구는 조선시대부터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특수한 구조의 무덤인 회탄묘
(灰炭墓)를 분류ㆍ정의하고 분묘의 축조방법과 시기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는데 목적이 있다. 회탄묘는 일반적으로 기존에 회곽묘(灰槨墓)ㆍ회격묘(灰隔墓)로
분류되던 조선시대 분묘로 묘광 바닥의 정지나 관곽과 묘광사이 공간의 충진 및 상
부 밀봉에 목탄이나 석회를 사용한 구조의 분묘를 지칭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분묘에 대한 연구는 이전 시기의 고고학적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그 성
과가 적지만 지금까지 조선시대 분묘에 대한 연구는 풍수사상, 복식사 관점의 연구
와 미학의 관점에서 왕릉과 사대부의 묘역에 설치된 석물 등의 조형미를 다룬 연구,
문헌 검토를 통한 조선시대 상장례(喪葬禮) 전반에 걸친 연구 등의 경우가 많았다.1)
회탄묘에 대해서는 뺷國朝五禮儀뺸, 뺷家禮뺸, 뺷朝鮮王朝實錄뺸 등을 비롯하여 여러
문헌에서 상장의례(喪葬儀禮)의 절차와 방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아주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분묘 축조시에 어느 정도 적용되
었는지 이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회곽
의 축조 순서, 목탄의 사용 부위에 따라 회탄묘의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형식 분
류하고 그 차이점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Ⅱ. 회탄묘의 축조 방법
회탄묘는 그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도굴이나 이장 등 인위적인 훼손의 경우
1) 그러나 최근 발표된 연구들은 단순히 문헌기록 검토에 의존하였던 이전의 조선시대 분묘 연구
와는 달리 급증하고 있는 고고학적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이들 자료를 분석하고 문헌과 비교
하여 여러 특징들을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조선시대 묘제의 전반적인 연구와 특수한 구조의
분묘인 회곽묘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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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하고는 매장 당시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때로는 피장자가 미이라 상
태로 복식, 관재 등이 양호하게 출토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한다. 특히
조선시대라는 시기적 특성상 문헌자료와 비교검토가 가능하여 피장자의 신분과 당
시의 사회상을 밝힐 수 있는 자료로서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회탄묘는 회곽묘(灰槨墓), 회격묘(灰隔墓) 등의 명칭으로 지칭되었으나, 본고에서
는 조선시대 분묘 중에서 묘광 바닥의 정지나 관곽과 묘광사이 공간의 충진 및 상
부 밀봉에 목탄2)이나 회(三物3))를 사용하여 관곽을 둘러싸는 형태를 하는 구조를
가지는 분묘를 탄묘(炭墓)ㆍ회묘(灰墓) 라고 정의하고, 또한 목탄과 회가 함께 쓰이
거나 탄묘ㆍ회묘를 통칭하는 의미로 회탄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은 매장주체부의 구조 중 관곽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의 재료에 따라 분
류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후 자료의 축적이나 연구 성과에 의해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회묘와 탄묘를 통칭하여 회탄묘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문헌기록에서 회와 목탄이
함께 사용된 것으로 기록하여 그 구조를 서로 구분할 수 없고, 또한 발굴조사된 자
료상으로도 동일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묘와 탄묘는 동질의 범주
에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석회의 번조(燔造)와 사용
석회석(CaCO3)에 열을 가하여 소성시키면 탄산가스(CO2)는 공기 중으로 방출되
고 CaO성분만 남게 되는데, 이것을 생석회(生石灰)라 한다. 이 생석회에 물을 혼합
하면 수산화석회(Ca(OH)2)가 되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석회로서 소석회
(燒石灰)라고도 한다. 석회석을 대신하여 굴, 조개, 대합 등의 껍질을 사용하여 만든
2) 조선시대에는 숯을 국가에서 직접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는데 세종대에는 종 8품의 관리인 掌食
을 두어 숯을 비롯하여 음식, 술, 단술, 등불, 촛불, 땔나무, 그릇 등을 동시에 관리, 감독하였
다. 또한 공신들이 사망하였을 경우 국왕의 부의품으로 숯이나 석회를 하사하였다는 내용도
뺷朝鮮王朝實錄뺸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숯의 일차적인 용도는 화기로서 발열과 발화의 기능이라 할 수 있지만, 조선시대 민간에서 활
용된 것은 이러한 기능뿐만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화의 기능, 액을 물리치거나 사악한
것을 제거해 주는 제액(除厄)과 벽사(酸邪)의 기능으로도 사용되었다. 또한 분묘 축조 시에 숯
은 방습(防濕)과 방충(防蟲)의 기능으로 사용되었다.
3) 三物 : 석회, 가는 모래, 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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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패회(貝灰)라고도 한다.4)
이러한 석회는 중국 위진남북조시대(魏晉南北朝時代)의 문헌에서 이미 그 기록이
나타나며 우리나라에서는 뺷文宗實錄뺸에 明에서 배워온 석회의 제작방법에 대한 자
세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석회석을 구우면 백회(白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백회를 땅에 쌓아두
어 며칠 뒤 식으면, 빗물이나 물을 붓는다. 그러면 즉시 다시 타올라 연기와 불꽃이
생긴다.5)
통사(通事) 김퇴(金槌)가 글로 아뢰기를,
“신이 북경(北京)에 가서 석회(石灰) 만드는 법을 물으니, 흙 속에 묻힌 흑청석(黑
靑石)을 취하여 가마솥(釜) 안에 쌓아 놓고 3일 밤을 태우면 그 빛이 희고, 돌 성질이
유하게 되며, 쓸 때에 물을 부으면 곧 석회(石灰)가 된다고 했습니다. 석회는 그 가마
솥의 대ㆍ소에 따라 1백석, 혹은 70~80석, 혹은 30여석을 취하는데, 가마솥의 모양은
우리나라에서 굽는 벽돌 가마와 같았습니다. ...후략”6)

그리고 뺷經國大典뺸에는 석회를 번조하는 장인인 석회장(石灰匠)이 존재하였고,
석회장에 의해 만들어진 석회는 장사(葬事) 등에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전하며7) 이
와 관련하여뺷朝鮮王朝實錄뺸에는 왕이 공신에게 부의(賻儀)로 숯이나 석회를 하사하
거나 그 양을 제한하는 기록도 확인된다.8) 또한 원시적인 형태의 화학무기로서 석
4) 정헌수ㆍ은희창ㆍ이영호ㆍ곽노현, 뺷건축재료학뺸, 세진사, 2002.
5) 뺷博物志뺸 卷四, 戲術.
“燒白石作白灰, 旣訖, 積著地, 經日都冷, 遇雨及水燒卽更燃, 烟焰起.”
6) 뺷文宗實錄뺸 六卷, 一年(1451) 三月 三日(壬寅).
“通事金槌以書啓曰 : 臣赴京, 問燔造石灰之法。 取土中黑靑石, 積釜內, 燒三日夜, 其色白, 石
性柔者尤白, 及其用也, 以水注之, 卽化爲石灰。 隨其釜之大小, 取一百石、或七八十石、或三十
餘石, 釜之狀, 與本國燔甎之釜同。 又到通州, 有單造船隻者, 臣問之, 答云: “船之罅隙, 用熟麻塡
塞之, 又以石灰和桐油塗之, 無桐油, 則魚油、麻油亦可。若甲造船, 則通州水淺, 故無造者。”
7) 뺷經國大典뺸, 工典, 石灰匠.
8) 뺷世宗實錄뺸 一白五卷, 二十六年(1444) 七月 一十二日 己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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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뺷成宗實錄뺸 一白五十一卷, 一十四年(1483) 二月 二十一日 甲申.

“傳旨戶曹, 賜左贊成姜希孟賻米豆幷十五碩、槨一、石灰三十碩、炭十五碩、全漆六升、紙八十卷、油芚二。”

뺷成宗實錄뺸 一白七十六卷, 一十六年(1485) 三月 二十三日 甲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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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생석회가 눈 등 점막에 닿으면 물과 반응하여 열을 발생
시켜 화상을 입혔다고 한다.9)
앞선 문헌 기록의 여러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석회는 제작방법이 까다롭고 원재
료의 수급이 어려워 원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제반사항을 관리
하였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쉽게 접하거나 제작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문헌기록에 나타나는 회탄묘의 축조방법
우리나라에서 회와 탄를 사용해서 분묘를 축조하는 방법은 뺷國朝五禮儀뺸와 뺷家
禮뺸 등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뺷國朝五禮儀뺸에 소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10)
①광중을 파고 숯 가루를 광 밑에 2~3촌 두께로 편 다음, 다시 그 위에 삼물을 2~3

촌 두께로 펴서 쌓는다. 그런 다음 ②목곽을 안치하고 광중과 목곽 사이에 사물을 사
방에서 빙빙 돌려서 내려 보내는데, 중간에 판자를 이용해 위와 같은 두께로 목곽 쪽
에 삼물을 쌓아나가고, 바깥 광중 벽 쪽은 숯 가루를 쌓아 나간다. ③판자의 높이만
큼 사물이 채워지면 다시 판자를 빼내어 위로 올려 사물쌓기를 반복하여 목곽의 천
판 윗부분까지 이르게 한다. ④목곽의 천판 위로는 다시 판자를 이용해 같은 두께와
방법으로 사물을 채워나간 후, 마무리로 광중의 밑바닥처럼 숯 가루를 2~3촌 쌓는다.

뺷家禮뺸에 소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11)
①광을 파는 일이 이미 끝났으면 먼저 탄을 광의 밑바닥에 깔아 두께 2~3치로 쌓

아 다진다. 그 후에 석회와 가는 모래, 황토를 골고루 섞은 것을 그 위에 펴는데, 석
회 3푼[分]에 두 가지는 각각 하나씩이 좋다. 두께 2~3치를 쌓아서 다지고, ②특별히
얇은 판으로 회격을 만드는데 곽의 형상처럼 한다. 안은 역청(瀝淸)으로 바르되 두께
“命賜卒西陽君韓嶬賻米ㆍ豆幷二十五碩、紙一百卷、淸蜜十㪷、眞末一碩,
升、石灰四十碩、炭十五碩。”

連六幅油芚二張、全漆六

뺷燕山君日記뺸 五十二卷, 十年(1504) 一月 二十一日 癸未.
“賜卒知中樞成俔石灰三十碩、炭十五碩、全漆六升、米ㆍ豆竝十五碩、紙八十卷、六張付油芚二張。”

9) 민승기, 뺷조선의 무기와 갑옷뺸, 가람기획, 2004.
10) 뺷國朝五禮儀뺸卷八 凶禮 大夫ㆍ士庶人喪 治葬條.
11) 뺷朱子家禮뺸 卷四 喪禮 治葬 作灰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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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치쯤으로 하며, 가운데는 관이 들어갈 수 있게 한다. ③담장은 관보다 4치쯤 높
게 하는데 석회 위에 놓고, 곧 사방에 네 가지 물건12)을 둘러 넣은 후 역시 얇은 판
으로 막는다. 탄은 밖에 넣고 세 가지 물건은 안에 넣는데, 밑바닥의 두께와 같게 한
다. ④쌓은 것이 이미 굳었으면, 그 널판을 위에 가까이 빼고 다시 탄과 회 등을 넣
고 쌓아서 담장과 평평해지면 그친다. 대개 곽을 쓰지 않았다면 역청13)을 바를 데가
없으므로 이 제도를 쓰는 것이다. 또 탄은 나무뿌리를 막고 물과 개미를 피하게 하
며, 석회는 모래와 섞이면 단단해지고 황토와 섞이면 차져서 세월이 오래되면 결국
온전한 돌이 되니, 땅강아지와 개미, 도둑이 모두 들어올 수 없다.

이상의 문헌기록에서 나타나는 회탄묘의 축조방법은 사물(四物)을 쌓는 방법과
순서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는데, 이를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 [도면 1, 2]이다.

[도면 1] 뺷國朝五禮儀뺸에 기록된 회탄묘 축조 방법

[도면 2] 뺷家禮뺸에 기록된 회탄묘 축조 방법
12) 네 가지 물건 : 재, 석회, 가는 모래, 황토
13) 뺷두산백과사전뺸에는 역청(瀝靑, bitumen)을 ‘넓은 뜻으로 석유ㆍ혈암유(頁岩油)ㆍ천연가스ㆍ
석탄 및 그것들의 가공물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역청이라고 하면 천연의 아스팔트나
그 밖의 탄화수소를 모체(母體)로 하는 물질을 가열ㆍ가공했을 때 생기는 흑갈색 또는 갈색
의 타르 같은 물질을 말한다. 대개는 탄화수소의 고축중합체(高縮重合體)를 주성분으로 한
다.’고 정의하고 있다.
두산동아, 뺷두산백과사전뺸,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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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회탄묘의 형식분류
문헌기록에는 목탄과 회가 함께 사용되는 형태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고고학적
으로 발굴 조사된 회탄묘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炭墓의 축조방법은 묘광 내 관곽을 아래(정지)ㆍ위(밀봉)ㆍ사방(충전)으로 감싸는
구조에 목탄을 사용하는 방법(Ⅱ형식 탄묘)과 일부분에만 소량의 목탄을 사용하는
방법(Ⅰ형식 탄묘)으로 구분된다. 灰墓의 경우 축조 공정상 먼저 관곽을 설치하고
그 바깥으로 삼물을 채워넣는 방법과 회곽을 먼저 조성하고 그 내부에 관곽을 안치
하는 방법14)으로 구분 가능하며, 또한 목탄과 회가 함께 쓰인 구조의 분묘는 회탄
묘로 분류하였다.15)
[표 1] 회탄묘의 형식분류
구분
탄묘

회묘

형식

분류기준

내용

Ⅰ형식

목탄

일부에만 목탄 사용

Ⅱ형식

사용부위

묘광 내 정지ㆍ충전ㆍ밀봉에 목탄 사용

Ⅰ형식

회곽

관곽 설치 후 회곽 조성

Ⅱ형식

축조순서

회곽 조성 후 관곽 안치

회탄묘

목탄과 회를 함께 사용(회곽 바깥으로 목탄 충전)

1. 탄묘
Ⅰ형식 탄묘는 매장주체부의 일부 구조에만 목탄이 사용되었는데 묘광 바닥의 정
지에만 목탄을 사용한 경우(Ⅰ-1형식), 관곽 상부 밀봉에만 목탄을 사용한 경우(Ⅰ-2
형식), 정지와 밀봉의 구조에 목탄층을 조성한 경우(Ⅰ-3형식) 등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겠으나 조사 예가 많지 않고, 세 가지 경우가 거의 동일한 특징을 보이기 때문
에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기로 하겠다.
14) 회묘의 형식 분류에는 김우림의 의견을 채용하였다.
15) 필자의 2007년 논문에서는 Ⅰ형식 탄묘와 Ⅱ형식 탄묘를 본고에서의 분류와 반대로 구분하였으
나 각 형식의 사용 시기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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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형식 탄묘는 매장주체부 전체가 목탄으로 빈틈없이 둘러싸여 밀봉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16)

형식

모식도

Ⅰ형식 탄묘

Ⅰ-1형식

Ⅱ형식 탄묘

Ⅰ-2형식

Ⅰ-3형식

[도면 3] 탄묘의 형식분류

창녕 우강리유적에서 조사된 탄묘는 모두 3기인데 그 중 1ㆍ5호묘는 Ⅰ-2형식 이
고 2호묘는 Ⅱ형식의 형태로 축조되었다. [도면 4] 탄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관정 등
에 불과하지만 인근에 위치한 3호묘에서 출토된 청동숟가락(연미형, 유엽형의 술잎,
길고 좁은 술자루)과 4호묘에서 출토된 청동 젓가락(단면 상위 사각형, 하위 원형)
이 전형적인 고려시대의 것으로 판단되었다.17)

16) 이때 묘광바닥의 정지나 관곽상부 밀봉에 사용된 목탄은 비교적 입자가 곱게 다져진 상태이
고 충진에 사용된 목탄은 비교적 나무의 형태가 남아있는 상태인 것이 창원 가음정유적 탄묘
조사시에 확인 되었다.
17) 뺷창녕 우강리고분군뺸,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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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창녕 우강리유적 탄묘 (Ⅰ형식)

[도면 5] 울산 달천유적 탄묘 (Ⅱ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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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달천유적에서는 직경 9m 가량의 호석과 부석ㆍ봉분이 잔존하고 있는 탄묘가
조사되었다. 매장주체부의 바닥에는 20cm두께로 목탄을 깔고 그 위에 다시 점토를
깔아 다졌으며 목관의 상하는 물론 묘광과 목관 사이에도 목탄을 채워 넣어 목탄이
관을 에워싸고 있다.18) [도면 5]
사월리유적에서 조사된 탄
묘는 바닥에 숯을 한 벌 깔아
정지하고, 목관 사방의 보강토
사이와 관 뚜껑의 상부에도 일
정한 두께로 숯을 넣거나 깔아
서 결과적으로 목관 전체를 숯
으로 감싸서 보호하는 형태의
매장주체부 구조를 가지고 있
다. 묘광과 목관 사이의 공간
에 목관 쪽은 목탄, 묘광 쪽은
적갈색토로 충전하였다.
관내부에서는 관정 32점, 호
리병형 장신구 2점, 동경, 구슬
2점, 청동반지 2점 등이 출토
되었고, 감실에서는 유개백자
소호 6set, 백자합 1set, 백자발
1점, 백자접시 4점, 백자잔 2
점, 청동시저 1set, 철제가위 1
[도면 6] 산청 사월리유적 탄묘(Ⅱ형식)

점 등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축조양상은 문헌기록에 나타나는 회격묘의 축조방법에서 삼물에 해당하
는 부분이 흙으로 대체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나타낸
다.

18) 뺷울산 달천유적뺸, 울산대학교박물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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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묘
형식

Ⅰ형식 회묘

Ⅱ형식 회묘

모식도

[도면 7] 회묘의 형식분류

[도판 1] Ⅱ형식 회묘의 회벽 요철양상 (창원 가음정동유적 회묘)

조선시대 회탄묘(灰炭墓)의 축조 방법 연구

93

고고학적으로 발굴조사된 회묘의 자료를 통해 회곽과 관곽 조성의 선후관계를 파
악하기는 용이하지 않지만 세부 차이를 나누어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Ⅰ형식은 관곽이 부식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회벽과 관곽사이가 빈틈없이 밀착된
상태로 확인되며, 관곽이 부식되어 잔존하지 않더라도 회곽 안쪽에 목재의 수착 흔
적이 남아있게 된다.

Ⅱ형식은 회벽과 관곽 사이에 빈틈이 확인되며 회벽의 안쪽과 단면을 통해 보면
일정 두께로 목재를 대어 겹겹이 쌓아올린 요철양상이 나타난다.

[도면 8] 밀양 금포리유적 회묘 (Ⅰ형식)

밀양 금포리유적에서 조사된 회묘는 분묘 축조시 굴광을 한 후 바닥 전면에 자갈
을 깔았으며 자갈층 상부는 회색 점질토를 깔아 정지하고 그 위에 회곽을 설치하였
다. 회곽의 사방벽 안쪽에는 수착된 목곽의 목질흔적이 나타나며 사방벽 바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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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갈색 점질토가 밀집도 강한 상태로 채워진 것으로 보아 회곽은 목곽과 보강토를
먼저 시설하고 그 사이 공간에 회를 채워 넣어 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감실에서
는 백자합, 백자접시, 백자종지, 청동숟가락 등이 출토 되었는데 자기의 기형을 통
해 판단한 시기는 16세기로 임진외란을 전후한 시기이며, 관재의 C14 및 연륜연대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검증된다.19)

Ⅱ형식 회묘의 요철양상은 문헌기록에 나타나는 ‘삼물과 목탄을 구분하는 얇은
판자’의 흔적으로 보인다. 이 판자 형태에 따라 회벽의 단면 형태는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판자뿐만 아니라 통나무 등도 반가공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요철양상이 회곽 제작과정에서 의도하였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도면 9] 김해 덕산리유적 회묘 (Ⅱ형식)

19) 뺷밀양 금포리유적뺸,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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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탄묘

[도면 10] 회탄묘의
축조방법 모식도

[도판 2] 김흠조 부처 합장묘 (회탄묘)

[도면 11] 김흠조 부처 합장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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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사천 봉계리유적 회탄묘

[도면 13] 안동 정하동유적 II-22호묘

Ⅳ. 회탄묘의 축조시기
조선 초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두루 사용되어지던 회탄묘는 조선시대 초기 석
실묘의 축조를 금지20)하면서 그 사용이 더욱 권장21)되어 조선시대를 특징짓는 묘
제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문헌기록과 피장자의 생몰연대 유추가 가능한 회
탄묘를 통해 확인된다.
분묘 축조 시에 목탄이 사용되게 된 것은 창녕 우강리유적 탄묘(Ⅰ형식)를 통해
보았을 때 고려 말부터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406년 석실묘의 축조가 규제되고 회
격묘의 사용이 권장 되면서 회와 목탄이 함께 사용되거나(회탄묘) 목탄만 단독으로

20) 뺷太宗實錄뺸 태종 6년 7월 乙酉條, 뺷世宗實錄뺸 세종2년 9월 4일 己巳條,
뺷睿宗實錄뺸 예종1년 1월 3일 戊牛條 등
21) 뺷成宗實錄뺸 성종9년 7월 23일 壬牛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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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경우(Ⅱ형식 탄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 3] 회탄묘 형식의 변화 양상
시기
형식

고려말

14세기

15세기

16세기

임진
왜란

17세기

18세기

19세기

Ⅰ형식
탄묘

Ⅱ형식
탄묘
회탄묘

Ⅰ형식
회묘

Ⅱ형식
회묘

이후 회묘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용되지만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축조방
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묘광에 관곽을 설치하고 바깥으로 회와
목탄을 다져 넣는 뺷國朝五禮儀뺸의 방식(Ⅰ형식 회묘)을 따르고 있으며 이후에는 묘
광에 회곽을 먼저 조성한 후 관을 안치하는 뺷家禮뺸의 방식(Ⅱ형식 회묘)을 따라 축
조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변화 원인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물자 부족으
로 인한 예장의 간소화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며22), 이때부터 목탄이 사용되는 경우
도 점차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 된다23). 이러한 사항을 도식화하여 표로 나타낸 것
이 [표 3]이다.

22) 김우림, 앞의 논문
23) 뺷朝鮮王朝實錄뺸에서 공신에게 부의로 목탄을 하사하는 기록도 임진왜란 이전 16세기에 까지
만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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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본고에서는 회탄묘의 구조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형식 분류 하였는데 분묘가 지
니는 사회․문화적 속성이나 시기․공간적 속성 등이 표현되지 않고 부장유물이나
사상적 배경 등 총체적인 해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단순한 분류에 그치고 있어
규범화된 조선사회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행해진 다양한
조사 사례와 최근 추가되고 있는 새로운 자료들을 언급하지 못하고 일부 국한된 자
료로 성급하게 결론지어 논지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전국 각지의 유적에서 회탄묘를 비롯한 조선시대 분묘에 대하여 조사 사
례가 늘어나고 자료와 연구 성과가 축적 되어 종합적이고 또한 세부적인 연구가 계
속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원고투고일자 2008년 11월 14일
원고심사완료 2008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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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Method and Classification of Burial
with Lime and Charcoal in Chosun Dynasty

Study on burials of Chosun dynasty tends to depend on documentary records.
However it seems to be changed nowadays, the material based on archaeological
excavation achievement is analyzed and compared with documents.
First, the definition and concept of burial with lime and charcoal(灰炭墓) are
established. Five types are divided with its construction method and order. There are
two types in burial with lime(灰墓), One type is the way put down coffin with three
things-lime, sand and ocher-after digging a pit. Other is the way put down coffin after
building lime coffin outer. Two types in burial with charcoal(炭墓) are divided. One
type is partly using charcoal in the pit, other is using charcoal all around the pit.
Those kinds of tombs called Hoetanmyo refer to a type of burial that is made of both
charcoal and lime.
That has been done analysing based on archaeological achievement how the
manners

of

ancient

funeral

that

are

mentioned

in

the

chronicles

-

Chosunwangchosilrok(朝鮮王朝實錄), Kukjo-oryeui(國朝五禮儀), karye(嘉禮) affect
the way of the process of making those burials and I could grasp the point that the
method building burials indeed got influenced by those ancient manners of funeral
but in the mean time, the people at that time were able to choose the structure and
material in the circumstances.
In basis of these contents, I grasp the time range and change aspect constructing
the burial with lime and charcoal. The burial with charcoal is built at last Goryeo
dynasty and the burial with lime is popular at the former Chosun dynasty. The burial
with lime was widely used more that a century after 1406 when the stone chamber
tomb was prohibited by government but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it seems
that only adopted the way of karye(嘉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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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burials of Chosun dynasty, burial with lime mortar(灰槨墓), burial with
lime(灰墓), burial with charcoal(炭墓), burial with lime and charcoal(灰
炭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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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鲜时代灰炭墓的筑造方法和分类

到目前为止，朝鲜时代坟墓的研究只停留在单纯依靠文献方面。最近，考古学调
查发现了许多这方面的资料，对这些资料进行分析，并同文献记录进行比较，可以
看出灰炭墓的许多特征。
首先，根据灰炭墓的定义和概念设定，灰炭墓的筑造方法及顺序将其分为灰墓、
炭墓及灰炭墓三个类型五种形式。灰墓可分为两种：一是构筑墓圹以后再设置棺
槨，木槨外用石灰、细沙和黄土三合土筑造（Ⅰ形式 灰墓）；二是首先筑造灰
槨，然后在灰槨内放置棺槨（Ⅱ形式 灰墓）。炭墓也可分为两种，一是墓圹内仅
一部分使用木炭填充（Ⅰ形式 炭墓）；二是棺槨上、下、左、右全部使用木炭填
充（Ⅱ形式 炭墓）。最后一类是用木炭及灰一起筑造的灰炭墓。
其次，《朝鲜王实录》、《国朝五礼仪》、《家礼》等文献所记载的丧葬仪礼中
的节次、方式，实际坟墓筑造过程中到底应用何种程度，对此所进行的考古学调查
及比较研究发现，全部的筑造方法同文献记载的差不多，但是，在筑造时有些是根
据当时的状况采用了一部分筑造材料。
对上述内容的分析，有助于把握灰炭墓筑造流行的时期及形式变化。目前确认的
炭墓为高丽末期，灰墓一般筑造于朝鲜前期，二者通常一起流行。灰墓开始于1406
年石室墓筑造规制以后，直到近代长期使用，但是，从壬辰倭乱以后，《家礼》中
的规程才开始被采用。
主题语：朝鲜时代 坟墓，灰槨墓，灰墓，炭墓，灰炭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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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時代における灰炭墓の築造方法と分類

これまで朝鮮時代の墳墓に対する研究は、單純に文獻記錄の檢討に依存する傾
向があったが、最近、考古學的な調査成果を通して資料を分析し、文獻記錄と比
較することによって多樣な特徵を把握しようとする硏究が増えつつある。
まず、灰炭墓の定義と槪念を設定し、築造方法及び順序によって五つの型式に
分類した。灰墓は墓壙を掘った後、棺槨を設置し、その外部に三物を叩き詰める
方法(Ⅰ型式灰墓)と、灰槨をまず造成して、その内部に棺槨を安置する方法(Ⅱ型
式灰墓)に區分できる。炭墓は墓壙内の一部分だけ木炭を使う方法(Ⅰ型式炭墓)
と、棺槨の下(整地)ㆍ上(密封)ㆍ四方(充鎭)を木炭で包む方法(Ⅱ型式炭墓)に區分
し、木炭と灰をともに使う構造の墳墓を灰炭墓とした。
さらに、뺷朝鮮王朝實錄뺸、뺷國朝五禮儀뺸、뺷家禮뺸など、文獻から提示される喪
葬儀禮の節次と方式が、實際の墳墓築造の時にどのぐらい適用されたのかを考古
學的な調査成果を通して比較ㆍ檢討した結果、全體的な築造方法は文獻の通りで
あるが、築造當時の狀況によって一部分の材料や構造は選擇的に採用されたこと
を把握できた。
以上の内容を通して、灰炭墓が築造された時期の範圍と變化樣相を把握した。
炭墓は高麗末から確認でき、朝鮮前期に灰墓の築造が一般化するにつれて流行し
た。灰墓は1406年に石室墓の築造が規制されてから近代に至るまで長期間にわ
たって使われたが、壬辰倭亂を契機として뺷家禮뺸で規定された方式が採用された
と考えられる。
主題語 : 朝鮮時代の墳墓, 灰槨墓, 灰墓, 炭墓, 灰炭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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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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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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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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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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Point, 줄간격은 180으로 작성하며, 사료는 10 Point, 들
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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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