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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대도시와 자연환경의 관계
徐괟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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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시와 기후환경
Ⅲ. 도시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에 대하여

鄭韓故城

중국 고대도시와 자연환경의 관계

1)徐龍國*

著 ․ 深宗薰** 譯

요 약
도시건설에 있어 규모, 형태, 성내의 배치 등은 일반적으로 환경요소의 제약을 받
는다. 이러한 환경요소는 그 地形地貌, 山川河流, 鑛産資源 등 지리적 요소를 포괄
하며 기온, 강수, 간습 등 기후요소도 포함한다. 중국 도시발전사상 사람들은 환경
의 인식에 근거하여 가능한 환경에 부합하는 지역에 城池를 축조하였다. 게다가 환
경은 도시의 방어, 자원활용, 용수, 배수의 기능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피해를 방지
하는 목적이었다. 중국의 고대도시 자료를 찾아보면 많은 도시가 이전의 도시를 수
축하여 다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고대문헌에서도 많은 기록이 남아있다.
기후요소가 도시에 미친 영향은 더욱 명확해졌지만 학자들은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
다. 실제로 이렇게 새로운 취락이 생성되기 시작하여 唐代에 이르기까지 중국 도시
발전은 크게 세 단계의 발전시기를 거친다. 이 세 시기는 정확히 세 번의 氣候溫濕

期와 부합한다. 이는 기후요소가 도시 생성과 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 것을 명
확하게 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물질자료의 풍부함 및 부족함과 민족 내부
및 외부의 모순관계를 표출시킨다. 아울러 이러한 영향으로 도시의 수축과 도시형
태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후-생태-경제-사회-도시의 연쇄반응 및 피드백
구조가 사회와 역사 발전과정의 도구로써 중대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다른 방면으로 도시는 주위환경을 파괴하여 자연환경의 악화를 가속화하였
고 더 많은 천재지변을 만들었다. 따라서 만약 인류가 환경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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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대처한다면 환경이 파괴된 도시는 감소하게 될 것이며 인류가 건설한 도
시는 인류문명의 발전을 가속시킴과 동시에 인류문명의 자멸을 가속화할 것이다.
주제어：중국 고대도시, 자연환경, 상호관계

Ⅰ. 도시와 지리환경
환경요소는 지형지모, 산천하류, 광산자원, 기온강우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며,
크게 천문과 지리 두 가지로 요약된다.
지리환경은 도시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지리환경이 다르면 도시의 유형
과 구조도 달라진다. 산천하류는 도시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하나의 환경요소이다.
管子ㆍ乘馬에서는 “일반적으로 나라의 도읍은 큰 산 아래에 위치하고 넓은 지류
(강)를 끼고 있다.” 도시가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하면 수자원을 이용할 수 없고 강
근처에 위치하면 수로(배수)에 유리하다. 과거의 성곽은 규칙이 없고 일정한 기준
이 없다.
또 “대부분의 성이 크고 거친 들판과 협소한 하천에 위치하여 백성을 부양하기가
어려웠고 성역이 크고 백성이 부족하여 성을 방어하기에 곤란하였다.”1)라고 기록
되어 있다. 발견된 성지를 통해 보면 秦漢城의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크고 작은 하
천지류의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도시가 물을 이용하는데 수월하고 배수를 원활하게
하였으며 물류운송과 외부와의 접촉에도 수월하도록 하였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는 일반적으로 큰 강이나 하천의 주요 지류 중ㆍ하류 지역에
위치한다. 예를 들면 秦代와 西漢의 도성은 黃河의 주요지류인 渭河 하류에 위치하
며 東漢의 도성은 황하 중류 및 그 지류인 伊河ㆍ洛河 하류에 건설되었다. 상업이
발달한 도시를 살펴보면 큰 도시는 큰 강의 중ㆍ하류지역과 가깝다. 전국시대부터
선박은 주요한 운송수단이었으며 秦漢時代 강과 운하는 경제적이고 빠른 운송경로
였다. 뿐만 아니라 근해의 도시는 해양운송이 발달하여 南越國의 수도 番禺城과 南

洋의 해상무역이 매우 발달하여 남방의 최대도시로 번영을 이루었고 진한시대의 대
1) (明)朱長春, 管子榷 第40頁, 明萬歷四十年張維樞刻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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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造船遺蹟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바다와 강 부근은 교통이 편리하고 물류가 신속
하여 상업이 비교적 발달하였다. 또한 도시 주위에는 광활한 옥토가 있어 능히 많
은 인구를 수용하여 큰 도시가 형성되었다. 이와 상반되게 강의 상류 및 그 지류의
중ㆍ상류는 일반적으로 산지 구릉이 많아 지세가 개활되어 있지 않다. 교통은 불편
하고 주변에는 큰 면적의 토지가 없다. 따라서 도시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작아 縣

城 혹은 작은 邑城 또는 산성의 城堡 형태를 취하고 있다.
東周의 첫 도성은 산에 의지하고 물가에 있는 일반적인 입지이다. 교통의 요충지
로 산수지세를 충분히 이용하였으며 군사방어 능력이 뛰어나다. 일반적으로 도성은
하나 혹은 두 개의 큰 강 주변에 위치하는데 예를 들면 齊國故城은 淄水와 系水 사
이에 있고 燕下都의 남북으로는 中易水와 北易水가 흐르고 있으며 鄭韓故城은 雙洎

河와 黃水河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다. 강은 성곽의 해자 역할을 하며 도시의 용
수, 배수 및 교통문제를 해결한다. 管子 ｢度地｣에서는 “聖人이 있는 나라는 반드
시 경사지지 않은 곳을 선택하며 비옥하고 좌우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선택
하였는데 내부의 수로는 배수가 잘되게 하여 큰 지류로 유입되게 하였다.”2)
春秋左傳 成公 6年(B.C 585)에는 “진국이 새로운 곳으로 천도할 때에 토양이 기
름지고 물이 많으며 거주하기 편하고 강이 있으며 강의 지류가 거세지 않아 해를
입지 않을 곳을 선택하였다.”3) 하류는 성의 용수와 배수의 시작과 끝이 되므로 중
요한 작용을 하였다.
연하도 서북에서 서남까지 삼면에는 太行山이 병풍처럼 두르고 있으며 동쪽은
강, 북쪽은 평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유리한 지대를 차지한
형세이다. 서북으로 40km 떨어진 지점은 紫荊關, 서남으로 15km 떨어진 지점에는

下關이 있어 외곽을 방어하기 용이하다. 북쪽은 薊都와 연결되어 있고 남쪽은 제나
라와 월나라로 통하는데 이곳은 제나라와 월나라에 이르는 요충지로 연나라 남쪽
경계의 중요한 門戶이자 변경지역이다. 조나라의 邯鄲은 서쪽으로 太行山에 기대고
동남쪽으로는 滏陽河에 접하며 가운데에는 沁河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 滏陽河
로 유입되며 교통이 편리하여 사람들이 ‘四輪之國’으로 칭한다. 태행산 동쪽 사면의

2) (明)朱長春, 管子榷 第256~257頁, 明萬歷四十年張維樞刻本.
3) (淸)洪亮吉, 春秋左傳估 第169頁, 光緖四年授經堂刻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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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路는 한단을 경유하고 북으로는 燕ㆍ代에 이르며 남쪽은 강 밖과 연결되고 서쪽
은 滏口陘, 동쪽의 淸河를 건너면 제나라 및 노나라로 갈 수 있다. 中山 靈壽城, 북
쪽은 東陵山ㆍ牛山에 기대고 남으로 滹沱河에 연접하며 서, 북, 남 삼면의 5km 밖
으로는 太行山脈이 둘러싸고 있다. 동쪽으로 華北 대평원이고 성밖 동ㆍ서 양측은
높은 비탈이며 자연해자가 형성되어 있어 배산임수이자 철옹성이라 할 수 있다.
광산자원도 도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長光直先生은 삼대천도
문제를 분석하면서 ‘俗都(경도의 반대말)’가 누차 변한 원인은 “청동 광물자원을 확
보하는 것이 주요원인이었다”고 강조하였다.4) 진한시대 사람들은 광산자원을 재가
공하는 것을 중시하였고 특히 鹽鐵資源은 부의 대명사였다. 진한도성은 염철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건설하였으며 동한 낙양성은 하남성에 위치하여 철광자원이 매우 풍
부하다. 현재 이미 14개 縣에서 18개소의 漢代 야철유적이 발견되었으며 야철유적
이 가장 많이 발견된 省이다.5) 제국도성은 臨淄의 풍부한 철광자원을 배경으로 건
설되었으며 바다와도 가까워 소금을 획득하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6) 따라서
‘巨于長安’의 五都 중 하나이다.

Ⅱ. 도시와 기후환경
기후는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요소 중 하나이다. 중국 성곽과 도시
탄생ㆍ발전의 역사상 기후변화는 경시할 수 없는 작용을 하였으나 지금에 이르러서
는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다.
연구성과에 따르면 사오천년 이래 중국 기후는 크게 세 번의 온난습윤시기가 있
었다.7) 첫 번째 온난기는 ‘仰韶溫暖期’로 이 시기는 세계적인 ‘大西洋氣候期’에 해당

4) 張光直, ｢關于中國初期'城市'這個槪念｣, 文物, 1985年 第2期.
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新中國的考古發現和硏究 第464頁, 文物出版社, 1984年.
6) 臨淄 齊國故城 서남쪽의 金岭은 戰國 秦漢時期의 중요한 철광산 중 하나이다. 제국고성의 대
ㆍ소성에서는 여러 곳에서 야철유적이 발견되었으며 서한시기에는 臨淄에 鐵官을 두었다.
7) 竺可楨, ｢中国近五千年来气候变迁的初步研究｣ 竺可楨文集, 科學出版社，1979年.
王會昌, ｢2000年來中國北方遊牧民族南遷與氣候變化｣ 地理科學, 1996年 第3期.
이외에도 세 번의 寒冷乾旱期와 세 번의 暖期가 번갈아 일어났다. 즉, 西周冷期(기원전 1000
년~기원후 850년), 魏晋南北朝冷期(기원전 1세기 초~기원후 600년), 北宋初至淸末冷期(기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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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황하 중ㆍ하류지역은 당시 아열대 기후였으며 연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2~3℃
높았다. 선주민들은 이곳에서 仰韶ㆍ龍山文化를 창조하였다. 두 번째 온난기는 춘
추시대에서 서한말기에 해당한다.(기원전 770년~기원후 초기) 사마천은 史記 ｢貨

殖列傳｣에서 황하유역의 도라지, 대나무, 칠, 뽕나무 등 아열대 경제작물이 생장하
였다고 하였으나 현재 이곳에는 그 재배법이 전하지 않는다.8) 온난시기는 약
700~800년간이었다. 세 번째 온난기는 ‘隋唐溫暖期’(A.D 600~A.D 1000)로 유럽의
‘中世溫暖期’에 해당한다. 황하유역 기후가 온난하였는데, 도읍인 장안의 겨울에 얼
음과 눈이 없었고 매화와 도라지 등이 황궁안에서 생장하고 과실을 맺었다. 이 시
기 황하유역의 강우량은 풍부하였고 수리사업도 발달하였다. 농업이 풍작으로 국가
경제가 번영하였으며 정국이 안정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역사상 아주 큰 태평성세
를 이루었다.
상술한 세 번에 걸친 온난기는 중국 고대성과 도시 생산발전의 세 번의 주요시기
와 부합한다. 중국 고대의 성곽 출현은 앙소문화 말기에 출현하여 용산문화시기에
흥성하였고 용산문화 말에는 최초의 문명사회를 이루었다. 이 시기는 바로 제1온난
기이다. 춘추시대부터 중국 고대도시의 발전시기로 도시의 수와 규모는 빠르게 증
가하고 전국시기에는 구역화된 도시망이 형성되며 서한시기에 이 도시망은 더욱 발
전하였는데 이 단계와 제2온난기가 부합한다. 진한고성은 위진남북조시기의 전란
으로 파괴되어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수당시기에는 이들 성지 부근에
새로운 성을 쌓았으며 이것은 춘추전국시대 이래 다시 일어난 한 차례의 대규모 축
성운동이며 제3온난기에 해당한다.
세 번의 온난기와 도시발전의 세 단계는 부합하며 이는 결코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다. 漢代 대학자인 董仲舒(B.C179~B.C104)는 擧賢良對策一에서 天人關係의
‘天人感應’설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비록 唯心注意 관점이었으나 그는 천인관계의
출현을 자연계 변화와 인류발전 사이의 상호관계의 사유모식을 고려하여 유용한 자
료이다.9) 자연계의 변화, 특히 기후의 冷溫乾濕 변화는 농경과 유목 민족의 생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생산수준이 낮은 고대에는 생산의 효율과 경제발전에
1000~1900年)이다.
8) 中華書局, 史記 貨殖列傳, 第3272頁, 1959年.
9) 中華書局, 漢書 董仲舒列傳, 第2498頁, 196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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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자연환경의 영향은 뚜렷하다. 따라서 직ㆍ간접적으로 國勢의 강약, 사회의 혼
란여부, 왕조의 교체, 도시의 흥쇠와 더 나아가 유목민족과 중원 농경민족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축성은 하나의 거대한 공정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회 잉여생산물의 기초로는 진행
될 수 없다. 중국 북방의 기후는 온난습윤한 기후에서 한랭건조한 기후로 변화된
이후 농업을 기반으로 했던 중원지역은 필연적으로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었고 농업
은 흉작, 백성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었으며 사회모순은 격화되었다. 국세는 쇠
약해졌고 사람들은 자연히 축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졌다. 설령, 축성한다 할지라도

城堡와 같은 작은 성이 일부 축조되었으며 오직 근심없이 생활하고자 하였다. 한랭
기후가 끝난 후 온난기후가 이어지면서 황하유역의 기온은 상승하였고 강수량이 증
가하였으며 농업은 회생하였다. 경제는 발전하고 국세도 증강되어 태평성세의 국면
으로 접어들었다. 이 시기 사람들은 축성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었으며 큰 도시
를 건설할 수 있었다. 성곽은 선사시대에 출현하였는데 이것은 잉여물이 집중되었
기 때문이다. 사회는 등급분화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전국시기 전쟁이 끊이지 않았
지만 각국은 모두 거대한 규모의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는 당
시의 기후와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楚漢 전쟁시기 蕭何는 전쟁이
끝나기 전 오직 장락궁만을 수복하고 미양궁을 축조하였다. 유방은 사치스러움을
싫어하여 성벽의 수축은 부득이하게 惠帝時期까지 진행되었다. 武帝時期에는 충분
한 국고가 있었기 때문에 대형 토목공사가 이루어져 장안성은 공전의 번영을 이루
었다. 이 과정은 경제가 축성의 기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당시 소위 주
요경제는 식량생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식량생산은 기후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
고대역사상 날씨가 차갑게 변하면 농사가 흉작되고 사회모순이 격화되며 농민전
쟁의 정황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용산시대와 춘추전국시대의 전쟁은 이와 다르
다. 두 시대 모두 경제 쇠퇴로 인해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비
축한 것을 토대로 쟁패전이 일어난 약육강식의 전쟁이었다. 따라서 일정한 경제력
이 뒷받침되면 또 다시 전쟁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대규모 축성 움직임
이 나타난다. 秦代에 만약 폭정이 없었다면 그렇게 빨리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한 건립 후 경제가 피폐하였으나 통치망을 건립하기 위하여 부득불 전쟁으로 파
괴된 舊城들을 대량으로 수복하였다. 수 십년이 지나 원기를 길러 경제는 장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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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이루었으며 신축하는 도시도 자연히 증가하였다.
중국은 용산시대 말기에 문명시대로 진입하였으며 춘추전국시대를 거쳐 강대한
진한제국이 출현하였는데 이는 기후의 공로도 일부 있다. 자료를 통해보면 秦代에
서 西漢은 평균기온이 지금보다 1.5℃ 정도 높았으며 동한시기 평균기온은 현재보
다 0.7℃ 정도 낮았다. 평균기온의 변화폭이 2℃를 넘으며 대체로 양한의 경계에서
기후는 낮아진다.10) 동한사회가 피폐되어 정부와 백성이 곤궁하고 도시발전이 쇠퇴
하였다. 이것 역시 기후와 관련있다.
중국 북방 長城地帶는 대체로 農ㆍ牧 교차지역에 해당한다. 중국 북방은 반습윤
지역에서 건조한 지역으로 향하는 과도적인 반건조지역으로 환경변화에 민감한 지
대이다. 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하거나 農ㆍ牧이 교차할 때 이곳은 불안정한 상
태였다. 현재의 기후환경 특징은 이곳에 동남계절풍과 서남계절풍이 작용하는 경계
지역으로 연평균 강수량은 극도로 불안정하며 평균 250~450mm 정도이다. 강수분
포는 동북에서 서남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는데 동남에서 서북으로 바뀌는 규
율 때문이다. 강수량은 기복이 심하여 농목지역은 불안정한 생산을 야기한다. 농목
이 교차되는 공간은 동요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대흥안령-양산-가람산으로 조성
된 ‘N’형 산체의 영향으로 산체 서, 북 및 서북측은 전형적인 목축지역이며 산체의
동, 남 및 동남측은 전형적인 농목 교차지대이다.11) 진한시기 이 지대는 경계지역
으로 남방은 농목을 주로 하는 한족이며 북방은 유목을 주로하는 흉노족이다. 이
지역은 인류의 활동에 환경의 영향이 극히 쉽게 받아들여진 곳이다. 수초가 풍부한
해에는 흉노족이 남하한 경우가 극히 적으나 만약 건조하고 비가 적으면 흉노족의
남하는 증가한다. 동한시기에 이르면 각 기후변화는 건조하고 비가 적은 한랭기가
되며 북방민족의 남침 압력이 증대되어 한나라 정부는 강제로 西河 治離石으로 이
주시켰다. 上郡은 夏陽에 두었으며 북방은 五原으로 다스렸고 원래의 계획을 버리
고 동북 右北平ㆍ遼東과 玄免郡 등의 일부 군현으로 이동하였다. 당연히 상기한 내
용과 북방민족의 사회발전과 진보는 매우 큰 관련을 가진다. 그러나 동시에 환경변
화에 대한 영향도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 大保當故城은 현재 毛鳥素沙漠으로 둘러
10) 竺可楨, ｢中國近五千年來氣候變遷的初步研究｣, 竺可楨文集, 科學出版社，1979年.
11) 田广金ㆍ史培軍, ｢中國北方長城地帶環境考古學的初步硏究｣, 內蒙古文物考古, 1997年 第2
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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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여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畜牧爲天下饒’라고 하여 서한시기에는 이곳이 오아시스
와 같은 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벽과 해자내에 있는 대량의 모래는 기후가 건
조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토지는 사막화되었고 생존환경은 악화되기 시작하였
며 東漢 永和 5年(A.D140)을 전후하여 匈奴, 烏桓과 羌戎이 연합하여 침략하였다.
동한정부는 부득이하게 이곳을 버리고 이동하였다. 西漢이 서북지역의 많은 변방성
을 축조하였는데 대부분 이 淹埋于沙漠에 있다.
당연히 역사발전은 왕조의 흥망성쇠와 교체, 도시의 성쇠를 포함하며 북방 유목
민족의 南進北撤 등 많은 요소들이 상호 영향을 미치고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
며 기후의 변화는 오직 유발요소로 그 발전 방식과 방향, 속도와 발전과정을 결정한
다. 역사 발전과정 중 당연히 기후-생태-경제-사회-도시의 연쇄반응이나 사회와 역
사 발전과정의 주요한 영향에 대하여 피드백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한다.

Ⅲ. 도시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에 대하여
인류의 도시 건설은 겨우 대량의 수자원, 농업, 야철업 및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산지에서 채석, 채광, 벌목하고 땅에서는 황토를 굴착하
여 유역의 식생은 파괴되며 축적된 물과 땅의 능력은 하강한다. 도시에 인구가 집
중되면서 주변자원의 수탈이 격화되었고 원래의 식생도 더욱 파괴된다. 특히 진한
도성은 위하, 황하유역에 있는데 위하, 낙하는 진한 이후 북으로 이동하였고 황화는
진한 이후 모래량이 늘어났다. 이 모든 것은 유역내 도시발전과 무관하지 않다. 漢

書에 따르면 “元帝 建昭 4年(B.C 53) 藍田地의 모래와 돌이 覇水를 막았으며 安陵
의 언덕이 무너져 涇水를 막아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하였다”12), 成帝 建始 4年(B.C
29)에는 “큰 물이 들어 東郡金堤가 무너졌다”13), 河平 4年(B.C 25) “長陵 臨涇岸
이 붕괴되어 涇水를 막았다”14), 王莽 建國 3年(A.D 11) “魏郡에 강이 범람하여 강
동쪽의 여러 군이 물에 잠겼다.”15)고 기록되어 있다. 토사의 유실과 환경악화가 날
漢書
漢書
漢書
漢書

12)
13)
14)
15)

中華書局,
中華書局,
中華書局,
中華書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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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帝紀,
元帝紀,
元帝紀,
王莽傳,

第296頁, 1962年.
第308頁, 1962年.
第296頁, 1962年.
第4127頁, 1962年.

로 심해졌다.
환경의 파괴도 종합적으로 당시 사회가 가져온 환경재난이었다. 특히 동한시기
가뭄, 지진, 물사태, 산사태, 지진 또는 혹한으로 땅이 갈라짐, 홍수, 태풍 등이 끊이
지 않았음이 기록되어 있고 이러한 자연재해가 회하유역 이북에서 종종 발생하였는
데 이 지역이 바로 진한시대 도시가 가장 밀집된 지역이다.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
생은 인류가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을 감소시키고 사회모순을 더욱 격화시켜 다시 끊
이지 않는 전쟁을 조성하게 되었다. 전쟁의 주요목적은 적의 성을 공격하여 땅을
점령하는 것으로 도시는 자연히 전쟁의 주된 전장이 된다. 전쟁은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새로운 성을 축조하게 만든다. 통치자는 몇 십년 혹은 몇 백년간
많은 인력과 물자를 들여 번화한 도시를 건설하지만 수차례의 전쟁을 거치면 아무
것도 남지 않는 폐허가 된다. 그 예로 秦代 咸陽城은 秦末 전쟁 중 항우에게 불태워
없어졌으며 큰 불은 3개월간 꺼지지 않았다. 漢 長安城은 서한 말에 매우 문란하여
파괴되었는데 後漢書 ｢劉玄列傳｣에 따르면 A.D 24년 다시 한나라를 복원한 始帝
가 되어 장안에 있을 때 “오직 未央宮만이 불태워졌을 뿐 다른 궁궐은 전혀 훼손되
지 않았다”16)고 하였으며 後漢書 ｢董卓列傳｣에는 “長安이 赤眉의 亂을 만나 宮室
과 寺刹이 모두 불타 없어졌는데 오직 高廟, 京兆府舍만이 남아있었다. 그리하여 좋
은 때에 다시 미앙궁으로 옮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말하기를 漢 獻帝 초
에 “三鋪 호구가 수십만에 달하는데 莈, 汜가 서로 공격하여 천자가 동쪽으로 돌아
간 후 장안성은 40여 일간 비어있었다. 强者는 뿔뿔이 흩어졌으며 羸者는 서로 다
투어 2~3년간 관중에는 돌아온 사람의 흔적이 없다”라고 하였다.
동한 낙양성도 동탁에 의해 불타 훼손되었으며 전하기를 “동탁은 畢圭苑에 머무
르던 중 궁, 묘, 관부, 가옥을 모두 불살라 200리 이내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
다”17)고 한다. 漢 獻帝 建安 元年(A.D 196)에 이르러서야 낙양으로 돌아갔으며 “이
때 궁실은 불타 백관이 고난을 당하였고 담장에 몸을 의지해야 했다. 州郡은 각각

强兵을 보유하여 조세를 공납하지 않았으며 관료들은 굶주리고 무력하였다. 尙書郞
이하의 관료는 스스로 야생곡식을 따먹거나 혹은 담장사이에서 굶어 죽기도 하였으

16) 中華書局, 後漢書 劉玄列傳, 第470頁，1965年.
17) 中華書局, 後漢書 孝獻帝紀, 第2327ㆍ2341頁, 196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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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다.”18) 일부 군현성은 “재난이 남아 황폐화되
어 갔다.”19)는 기록 등의 예가 수없이 많았다.

天災는 자연의 이상적인 변화에 기인한 경우지만 때로는 인류가 자연을 파괴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 人災의 어떤 측면은 자연이 인류에게 주는 징벌이다. 그러
나 당시의 통치자는 이에 대한 인식이 결핍되어 있었고 궁궐 축조와 운영에서의 사
치는 수그러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도시안에 종묘, 사직, 명당, 闢雍(고대의 대학),

郊廟 등 예제 건축을 중수하여 추종하는 천지의 신에게 복과 안녕을 구하였다. 그
러나 이런 건축은 통치자에게 복과 안녕을 제고할 수 없었고 오히려 하늘과 백성의
분노를 일으켜 왕조의 멸망을 재촉하게 되었다. 인류는 경계하지 않는 사이에 스스
로 자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모든 사물의 발전은 모순된 양면을 가지는데 도시 또
한 그러하다. 우선, 도시는 인류문명의 加速器였으나 이후 환경의 파괴와 더불어 인
류의 진보로 이루어진 성과에 대한 발원지의 소멸을 초래하였다. 향후, 만약 인류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 적절히 문제를 처리할 수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도시도 장차 인류문명을 파괴하는 가속기가 될 것이다.

원고투고일자 2010년 4월 27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6월 10일

18) 中華書局,『後漢書』孝獻帝紀, 第379頁, 1965年.
19) 中華書局,『後漢書』鄭興列傳, 第1223頁, 196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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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 between Ancient City and Natural
Environment in China
Xu Longguo
Constructing a city is controlled by environmental elements-scale, form and
arrangement

of

the

within

castle.

These

include

not

only

geographical

factors-topography, mountains and streams, mine resources but also climatic
factors-temperature, rainfall, moisture. Chinese constructed a castle in the land
corresponding with good environment. Besides, it is the purpose to look after the
profit and keep away the damage like defence of city, resource, water, drainage.
Examining the chinese ancient cities, I understand that these were reduced and used
again. These result was recorded in the chinese ancient literature. It is certain that the
climate influenced on the city but scholars didn't think this issue to be too important.
As a matter of fact, the development of chinese city went through three stages from
the first beginning of new settlement to Tang dynasty. These three stages were
related with three changes of weather. This result that the climate had an enormous
influence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ity was clearly manifested. This
influence expressed the abundance and lack of material and the inconsistent rel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people. Besides, this consequence brought about the
contraction and development of city. Therefore it has to be recognized that chain
reaction and feedback system of Climate-Ecology-Economy-Society -Cit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social and historical process of development. But the
surroundings was destroyed, the natural environment was growing worse, so many
natural disasters brake out. If the human being isn't awful of the natural environment,
their civilization will be rapidly developed, but destroyed at the same time.
Key words : chinese ancient city, natural environment, mutual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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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の古代都市と自然環境との关系
徐龙国
都市の建設に對して、規模、形態、城內施設の配置等は一般的に環境要素から影響を
受ける。このような環境要素は地形地勢、山川河流、鑛産資源等、地理的な要所を包括
し、氣溫、降水、濕度等、氣候要素も含む。中國の都市發展史によると、人間は環境的な
認識に基づき、可能であれば環境的に住みやすいところで城池を作った。そのうえ、都市の防
禦、資源活用、用水、排水の機能に環境を利用し、環境から利益を得り、被害を防止する
目的に環境を積極的に利用した。中國の古代都市に關する資料を調べたら、多くの都市は以
前から存在した都市を作り直して、使用したことが分かった。これは中國の古代文獻にも多くの
記錄が残っている。氣候要素が都市に及んだ影響は明らかであるが、学者達はそれほど重視
してなかった。実際に、集落が發生してから唐代に至るまで、中國の都市發展は、大きく、３
段階の発展時期を経る。この3段階の時期は、明らかに、3回の氣候溫暖多濕期と一致す
る。これは都市の生成と發展が氣候要素に大きな影響を受けたことを示すものである。このよう
な影響は物質資料の豊富と不足、民族の內部と外部との矛盾關係を表す。ともに、このような
影響で都市の修築と都市形態が發展する。それで、氣候-生態-經濟-社會-都市の連鎖
反應及び、フィードバック構造が社會と歷史發展の過程の道具として、大きく作用することを認
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他の側面から見ると、都市は周圍の環境を破壞させて、自然環境の
惡化を加速化させることによって、より多い天災地變を起こす。したがって、もし人類が環境に
対する敬畏心を持たず對處しつづくと、環境が破壞されて、都市は次第に減少し、人類が建
設した都市は人類文明の發展を加速化させる同時に人類文明の自滅を加速化させるかもしれ
ない。
キーワード : 中國の古代都市, 自然環境, 相互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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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古代城市与自然环境的关系

20)徐龙国*

提 要
城市建立在特定的环境之中，其大小、形状、城内的布局等均受到环境因素的制
约。这些环境因素既包括地形地貌、山川河流、矿产资源等地理因素，也包括气温、
降水、干湿等气候因素。在中国城市发展历史上，人们根据对环境的认识，尽量将城
池筑在符合环境要求的地方，并使环境为城市的防御、资用、用水、排水服务，以达
到趋利避害的目的。查看中国上古时期城市资料，可以发现大多城市在选址修筑方面
深悟此道。在中国古代文献当中也不乏总结与概况。至于气候因素对城市的影响更加
明显，但在此之前这一方面很少被学者所重视。实际上，自城这种新型聚落产生之后
直到唐代，中国城市发展经历三个大的发展时期，这三个时期正好与三个气候温湿期
相伴而行，明确表明气候因素对城市产生与发展所起的巨大的影响作用。这种影响通
过物质资料的丰歉以及族属内部与外部的矛盾关系等表现出来，并由此影响到城市的
修筑与城市形态的发展。因此，应该承认气候—生态—经济—社会—城市的连锁反应
或反馈机制对于社会和历史进程具有重大的影响作用
。另一方面，由于城市对周围环
境的破坏，加剧了自然环境的恶化，造成了更多的天灾人祸。因此，如果人类不能以
敬畏之心对待环境，尽量减少城市对环境的破坏，那么人类建立起来的城市，既可以
加速人类文明的产生，也可以加速人类文明的毁灭。
关键词：中国古代城市 自然环境 相互关系

*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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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城市与地理环境
环境因素包括地形地貌、山川河流、矿产资源、气温降雨等许多方面，可概括为天
文、地理两大类。
地理环境对城市类型有直接的影响，不同的地理环境产生不同类型、不同形制的城市。
山川河流是影响城市的另一个环境因素。≪管子․乘马≫说：“凡立国都非于大山之
下，必于广川之上；高毋近旱而水用足，下毋近水而沟防省。故城郭不必中规矩，道路
不必中准绳。”又说：“夫国城大而田野浅狭者，其野不足以养其民；城域大而人民寡
者，其民不足以守其城。”1)从发现的城址看，秦汉城一般建筑于大、小河流的枝干上，
这样不仅有利于城市用水和排水，而且也有利于物资运输和与外界沟通。人口众多的大
城市一般位于大江大河干流或主要支流的中下游地区，如秦代和西汉都城均建于黄河主
要支流渭河下游，东汉都城建于黄河中游及其支流伊、洛河下游。再如商业发达的城
市，大都靠近大河中下游地区。从战国时起，舟船已成为主要的运输工具，秦汉时期，
河流、漕渠更是最经济、快捷的运输渠道。不仅如此，近海城市还发展海洋运输，南越
国都番禺城与南洋的海上贸易很发达，使其成为南方最大的城市，在此发现了秦汉时期
的大型造船遗址。海河之滨，交通方便，物流迅速，商业比较发达，再加上城市周围有
广阔的沃野，能够供养更多的人口，因此，易于形成大城市。相反，在河流上游及其支
流中上游一般多山地丘岭，地势不甚开阔，交通不便，周围又无大面积的土地，因此，
城市规模一般较小，或为县城，或为小城邑，或为山城城堡。
东周都城选址一般依山傍水，位居交通要冲，充分利用山水之势，突出军事防御功
能。一般都城都靠近一条或两条大河，如齐国故城建在淄水与系水之间，燕下都南北
为中易水与北易水，郑韩故城位于双洎河与黄水河交会之处，等等。河流既起到护城
壕的作用，还可以解决城市用水、排水以及交通问题。因此，≪管子․度地≫：“圣人
之处国者，必于不倾之地，而择地形之肥饶者，向山左右，经水若泽，内为落渠之
泄，因大川而注焉。”2) ≪春秋左传≫成公六年(公元前585年) 记载，晋国迁都新田
时，便看重其“土厚水深，居之不疾，有汾、浍以流其恶。”3)河流对于城市用水及排水

1) (明)朱长春：≪管子榷≫ 第40页，明万历四十年张维枢刻本。
2) (明)朱长春：≪管子榷≫ 第256～257页，明万历四十年张维枢刻本。
3) (清)洪亮吉：≪春秋左传估≫ 第169页，光绪四年授经堂刻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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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到至关重要的作用。
燕下都西北以至西南，三面以太行山为屏障，东为河北平原。居高临下，有高屋建
瓴之势。西北40公里为紫荆关，西南15公里为下关，便于外围防守。北连蓟都，南通
齐、赵，处于蓟到齐、赵的咽喉之地，是燕国南界的重要门户和屏藩。赵国邯郸西倚
太行山，东南临滏阳河，中有沁河由西向东流过，注入滏阳河，交通便利，人称“四轮
之国”。太行山东麓大道经由邯郸，北达燕、代，南连河外，西经滏口陉，东渡清河可
去齐鲁。中山灵寿城北倚东陵山、牛山，南临滹沱河，西、北、南三面5公里为太行山
群山环抱，向东为华北大平原，城外东、西两侧为高坡，城外有自然冲沟为壕。正所
谓背山面水，金城之国也。
矿产资源也是影响城市环境的因素之一。张光直先生在分析三代迁都问题时，强调
“俗都”(按：相对“圣都”而言) 屡变的原因是“以追寻青铜矿源为主要的因素”4)。秦汉时

期，人们更加重视矿产资源，特别是盐铁资源更是成为财富的代名词。秦汉都城均建
于盐铁资源丰富的地区，东汉洛阳城所在的河南省，铁矿资源十分丰富，现已有14个
县市发现汉代冶铁遗址18处，是发现冶铁遗址最多的一个省5)。齐国都城临淄既有丰
富的铁矿资源，又有临海煮盐的便利条件6)，因而成为“巨于长安”的五都之一。

Ⅱ、城市与气候环境
气候对城市的影响也是一个不可忽视的环境因素。在中国城和城市产生发展的历史
上，气候变化曾起到非同小可的作用，但至今不曾为人重视。
研究表明，四五千年来，中国气候经历了三个主要的温暖湿润时期7)。第一个暖湿
期为“仰韶暖期”，它与全球性的“大西洋气候期”相对应。黄河中下游地区当时为亚热带

4) 张光直：≪关于中国初期“城市”这个概念≫，≪文物≫ 1985年第2期。
5)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新中国的考古发现和研究≫ 第464页，文物出版社，1984年。
6) 临淄齐国故城西南的金岭是一处重要的战国秦汉时期的铁矿，齐故城大小城均发现多处冶铁遗
址，西汉时临淄置有铁官。
7) 竺可桢：≪中国近五千年来气候变迁的初步研究≫，≪竺可桢文集≫，科学出版社，1979年。
王会昌：≪2000年来中国北方游牧民族南迁与气候变化≫，≪地理科学≫ 1996年第3期。另外，
还有三个寒冷干旱期，与三个暖期相间隔，即西周冷期(公元前1000年～公元前850年)、魏晋南
北朝冷期(公元初～公元600年)、北宋初至清末冷期(公元1000年～公元190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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气候，年平均气温高出现在2℃～3℃，先民在这里创造了仰韶—龙山文化。第二个暖
湿期从春秋起到西汉之末(公元前770年～公元初)。司马迁在 ≪史记․货殖列传≫中记
载的生长于黄河流域的桔、竹、漆和桑等亚热带经济作物8)，今天在这里已无法种
植，温暖时期历时七八百年。第三个暖期为“隋唐暖期”(公元600年～公元1000年)，对
应于欧洲的“中世纪暖期”。黄河流域气候温暖，国都长安的冬季无冰无雪，梅、桔等
亦可在皇宫中生长、结果。此时黄河流域雨量丰沛，水利事业发达，农业丰收，国家
经济繁荣，政局稳定，因此出现了中国历史上少有的太平盛世。
上述三个暖期，正好与中国古代城和城市产生发展的三个重要时期吻合。中国古代
的城出现于仰韶文化末期，兴盛于龙山文化时期，并在龙山文化之末产生了最初的文
明社会，这一时期正是第一个暖期。从春秋开始，中国古代城市进入发展时期，城市
数量和规模迅速增加，战国时期形成了区域性的城市网络，至秦代又形成了全国性的
城市网络，西汉时期这一网络得到进一步发展，这一阶段与第二个暖期重合。秦汉古
城经魏晋南北朝时期的战乱破坏，已经大量被弃之不用，隋唐时期在这些城址附近另
筑新城，这是春秋战国以来又一次大规模的筑城运动，此时正处于第三个暖期内。
三个暖期与城市发展的三个阶段重合，并非偶然巧合。汉代鸿儒董仲舒(公元前179
年～公元前104年)在 ≪举贤良对策一≫ 中提出了试图解释天人关系的“天人感应”说，
虽然是唯心主义观点，但是他从天人关系出发考虑自然界变化与人类社会发展之间的
相互关系的思维模式，不能说没有可取之处9)。自然界的变化，尤其是气候的冷暖干
湿变化，对从事农耕和游牧的民族来讲，尤其是在生产力水平十分低下的古代，不可
能不对生产效率和经济发展产生影响，从而直接或间接地影响到国势的强弱、社会的
治乱、王朝的更替、城市的兴衰乃至游牧民族与中原农耕民族的关系。
筑城是一项巨大的工程，没有充足的社会剩余产品作基础，是不可能进行的。当中
国北方的气候由温暖湿润转向寒冷干旱以后，以农业为基础的中原地区必然受到自然
灾害袭击，农业歉收，民不聊生，社会矛盾激化，国势衰微，人们自然无力筑城，即
使筑城，也是一些城堡式的小城，作为安身立命之所。当寒冷气候结束之后，温暖气
候期接踵而至，黄河流域气温回升，降水增加，农业复苏，经济发展，国势增强，甚

8) ≪史记․货殖列传≫ 第3272页，中华书局，1959年。
9) ≪汉书․董仲舒列传≫ 第2498页，中华书局，196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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至出现太平盛世的局面。这时人们才有能力筑城，而且可以建筑规模较大的城市。城
出现的史前时期，正是剩余财富集中，社会出现等级分化的时期。战国时期，虽然战
争不断，但各国都有能力筑造规模巨大的城市，不能不说与当时的气候有很大的关
系。楚汉战争期间，萧何在战争未定之际，只修复了一座长乐宫，建筑了一座未央
宫，刘邦尚嫌其奢，修筑城墙不得不留至惠帝时进行。武帝时由于有了充足的府藏，
所以才大兴土木，长安城变得空前繁荣起来。这个过程说明经济是筑城的基础，而当
时所谓经济主要是指粮食生产，而粮食生产直接与气候相关。
在古代历史上，由于天气变冷，农业歉收，社会矛盾激化，出现农民战争的情况屡
有发生。但龙山时代和春秋战国时期的战争与之不同，两个时代都不是因为经济凋敝
而出现战争，相反，却是因为有了一定的经济储备而出现的争霸战，是以强谋弱的战
争。由于是以一定的经济实力为前提，又有战争的需求，因而出现了大规模的筑城运
动。秦代如果不是因为暴政，相信不致如此速亡。西汉建立后，经济疲蔽，但为了建
立统治网络，不得不大量修复被战争破坏的旧城。经过几十年的休养生息，经济有了
长足发展，新建城市也随之增多。应该说，中国在龙山时代末期进入文明时代，经春
秋战国的兼并，出现强大的秦汉帝国，有上苍的一份功劳。资料表明，秦代至西汉，
平均气温较现今大约高1.5℃左右，而东汉时平均气温较现今大约低0.7℃左右，平均
气温上下摆动的幅度超过2℃，大致在两汉之际气候转冷10)。东汉社会疲蔽，政府和
人民穷困，在城市发展史上亦无建树，与气候不无关系。
中国北方长城地带大致相当于农牧交错地带，是我国北方由半湿润区向干旱区过渡
的半干旱地区，是环境变化的敏感地带。这里时农时牧、农牧交错，处在不稳定状
态。现在的气候环境特征，处在东南季风与西南季风作用的边缘地带，年平均降水量
极不稳定，平均在250毫米～450毫米，降水分布呈现出沿东北至西南一线、由东南向
西北更替的规律。降水量在年内和年际的波动，是导致农牧区生产不稳定，农牧交错
带空间摆动的根本原因。由于大兴安岭－阴山－贺兰山所组成的“N”型山体的影响，山
体西、北及西北侧为典型的牧区，山体的东、南及东南侧则为典型的农牧交错地
带11)。秦汉时期，以这条地带为界，南方是以农牧为主的汉族，北方则是以游牧为主
10) 竺可桢：≪中国近五千年来气候变迁的初步研究≫，≪竺可桢文集≫，科学出版社，1979年。
11) 田广金、史培军：≪中国北方长城地带环境考古学的初步研究≫，≪内蒙古文物考古≫ 1997年
第2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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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匈奴族。处在这条地带上，人类的活动极易受到环境的影响。水草丰美的年度，匈
奴族南下的次数就少，如果遇到干旱少雨，匈奴族南下的次数就多。到东汉时期，整
个气候变为干旱少雨的寒冷期，北方民族南移的压力增大，迫使汉政府徙西河治离
石，上郡治夏阳，朔方治五原，并放弃和内迁了东北的右北平、辽东和玄菟郡的一些
郡县。当然，这与北方民族自身的社会发展和进步有很大关系，但同时不能忽视环境
变化方面的影响。大保当古城现被毛乌素沙漠包围，据记载，西汉时这里“畜牧为天下
饶”，可能还是一片绿洲之地。然而城墙和壕沟内的大量沙粒，说明气候干燥，土地沙
化，生存环境开始恶化，东汉永和五年(公元140年)前后，匈奴、乌桓和羌戎联合内
犯，东汉政府不得不弃之内迁。西汉建于西北地区的许多边城，大约在此之后被淹埋
于沙漠之中。
应当指出，历史发展，包括王朝的兴衰更迭、城市盛衰，北方游牧民族的南进北撤
等，是多种因素相互影响、综合作用的结果，气候的变化只是诱发因素，只能决定其
发展的方式、方向、速度和进程。在历史进程中，应该承认气候—生态—经济—社会
—城市的连锁反应或反馈机制对于社会和历史进程的重要影响。

Ⅲ、城市对环境的影响
人类建设城市不仅需要大量的水资源以满足农业、冶铸业以及日常生活的需要，还
向山区采石、采矿，砍伐森林，向地下采掘深层黄土，流域植被遭到破坏，涵养水土
的能力下降。城市所带来的人口集中，加剧了对周围资源的攫取，使原来的植被遭到
进一步破坏。尤其是秦汉都城所在的渭河、黄河流域，渭河、洛河在秦汉以后向北移
动，黄河在此之后含沙量增大，都与流域内城市的发展不无关系。≪汉书≫ 记载，元
帝建昭四年(公元前53年) “蓝田地沙石雍霸水，安陵岸崩雍泾水，水逆流”12)。成帝建
始四年(公元前29年) “大水，河决东郡金堤。”13)河平四年(公元前25年) “长陵临泾岸崩
雍泾水”14)。王莽始建国三年(公元11年) “河决魏郡，泛清河以东数郡”15)。沙土流失、
12)
13)
14)
15)

≪汉书․元帝纪≫
≪汉书․元帝纪≫
≪汉书․元帝纪≫
≪汉书․王莽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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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96页，中华书局，1962年。
第308页，中华书局，1962年。
第311页，中华书局，1962年。
第4127页，中华书局，1962年。

环境恶化日益严重。
对环境的破坏也给当时社会带来了环境灾难。特别是东汉时期，干旱、地震、泥石
流、山崩、地裂、洪水、飓风等不绝于书，而这些自然灾害往往发生在淮河流域以北
地区，这也正是秦汉城市最为密集的地区。自然灾害频繁发生，人类能获得的资源减
少，更加剧了社会矛盾，因此又造成连年不断的战争。而战争的主要目的是攻城略
地，城市自然成为战争的主战场。战争又迫使人们不断地筑起一座座新城。统治者经
过几十年、几百年耗费大量人力物力营建起来的繁华都市，往往经过几次战争就夷为
平地，烧个精光。如秦咸阳城，在秦末战争中被项羽烧毁，大火三月不灭。汉长安城
在西汉末年也被破坏得零乱不堪，据 ≪后汉书․刘玄列传≫ 记载，公元24年，更始
帝到长安时，“唯未央宫被焚而已，其余宫馆一无所毁。”16) ≪后汉书․董卓列传≫
说：“长安遭赤眉之乱，宫室营寺焚灭无余，是时唯有高庙、京兆府舍，遂便时幸焉，
后移未央宫。”又说，汉献帝初入关时，“三辅户口尚数十万，自莈、汜相攻，天子东
归后，长安城空四十余日，强者四散，羸者相食，二三年间，关中无复人迹”。东汉洛
阳城也被董卓焚毁，同传说：“卓自屯留毕圭苑中，悉烧宫庙官府居家，二百里内无复
孑遗”17)。及至汉献帝建安元年(公元196年) 回到洛阳，“是时，宫室烧尽，百官披荆
棘，依墙壁间。州郡各拥强兵，而委输不至，群僚饥乏，尚书郎以下自出采稆，或饥
死墙壁间，或为兵士所杀”18)。一些郡县城更是“丧乱之余，郡县残荒”19)，例不胜数。
天灾主要是自然突变所致，但也有一部分是因人类对自然的破坏所引起的；人祸有
的则是自然对人类的惩罚。但当时的统治者对此缺乏应有的认识，不但营建宫室奢侈
不减，反而在城市中修建宗庙、社稷、明堂、辟雍、郊庙等礼制建筑，以祈求天地神
灵和祖宗的赐福和保佑。然而，这些建筑不但不能赐福和保佑统治者，反而天怒人
怨，加速了王朝的灭亡。人类就在不经意之间，走上了自我毁灭的道路。任何事物的
发展都有矛盾的两个方面，城市也是一样。开始，城市是人类文明的加速器，以后，
却成为破坏环境、毁灭人类进步成果的策源地，将来，如果人类不能自我反省，不能
正确处理与自然的关系，那么，城市也将成为促使人类文明毁灭的加速器。

16)
17)
18)
19)

≪后汉书․刘玄列传≫
≪后汉书․孝献帝纪≫
≪后汉书․孝献帝纪≫
≪后汉书․郑兴列传≫

第470页，中华书局，1965年。
第2327、2341，中华书局，1965年。
第379页，中华书局，1965年。
第1223页，中华书局，196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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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한시대 문화유적에서 출토된 漢代 문물 및 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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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出土 草곸紋鏡

삼한시대 문화유적에서 출토된 漢代 문물 및 그 인식

1)白雲翔*

著 ․ 深宗薰** 譯

요 약
중ㆍ한 양국간의 문화교류가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선사시대부터이다. 청동기시
대에도 문화교류는 여전히 이어졌고 중국의 漢代(B.C 206~A.D 220)와 한국의 삼한
시대(B.C 1세기~A.D 3세기)까지 계속되었다. 이러한 교류는 각국이 한층 더 발전하
는 계기가 되었다. 삼한시대 문화유적에서 출토된 漢代 유물은 한나라와 삼한간 교
류의 실증자료이다.
삼한시대 문화유적에서 가장 먼저 출토된 漢代 유물은 1919년 경상북도 영천군
어은동의 漢代 銅鏡 등의 유물이다. 이후 약 1세기 가량 삼한시대 문화유적에서 출
토되는 漢代 유물은 날로 증가하였으며 그 출토지점은 이미 30개소 이상이다. 주된
출토유물은 화폐, 동경, 청동그릇, 철기 및 기타 유물 등이다. 그 중 동전은 주로 半

兩錢, 五銖錢, 大泉五十, 貨泉, 貨布 등이 있으며 그 연대는 기원전 2세기 전반에서
기원후 2세기이다. 동경은 약 40여점이 출토되었으며 주로 동남부의 경상북도와 경
상남도 일대에 분포되어 있다. 그 종류는 蟠螭紋鏡, 草葉紋鏡, 星雲紋鏡, 連弧紋銘

帶鏡, 單圈銘帶鏡, 四乳四銘鏡, 四乳四虺紋鏡, 多乳禽獸紋鏡, 方格博局紋鏡, 連弧紋
帶鏡 등이 있으며 그 연대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 초이다. 김해시 양동
리 322호묘와 울산시 하대리 23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銅鼎은 그 연대가 기원전 1세
기와 기원후 2세기로 나뉜다. 철기는 주로 鐵空首斧, 鋤板, 鐮刀 등이 출토되며 그
연대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로 편년된다. 이외에도 戰國式 銅劍, 弩机,

* 中國 社會科學院 考古硏究所
**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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盖弓帽와 帶鉤 등이 출토된 바 있다.
삼한문화 유적에서 출토된 漢代 유물의 연대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
전반이다. 이런 漢代 유물은 그 종류와 수량 또는 출토지점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
이 모두 기원전 1세기초에서 기원후 1세기에 집중되는데 이는 이 시기에 한왕조와
삼한간의 교류가 가장 흥성한 시기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삼한문화 유적에
서 출토되는 漢代 유물의 연대와 그 출토유적, 무덤의 연대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심지어 어떤 것은 비교적 긴 시간차를 가진다 할지라도 이런 漢代 유물은 모두 제
작 후 오래지 않아 한나라로부터 삼한지역에 유입된 것이다. 즉, 제작지에서 사용하
였거나 몇 십년에서 몇 백년이 흐른 이후 다시 유입된 것은 아니다. 당연히 삼한지
역으로 유입된 이후 수십년에서 수백년 이후 폐기 또는 매장된 정황만이 존재한다.
삼한문화 유적에서 출토된 漢代 유물에는 두 가지 주의할만한 현상이 있다. 하나
는 漢代 문물이 주로 출토되는 지점은 한국 동남부지역이다. 즉, 낙동강유역의 現
경상북도, 대구시, 울산시, 경상남도 및 제주도 일대로 史書에 기재된 진한과 변한
지역에 해당하며 출토유물의 종류도 다양하다. 그러나 그 연대는 대부분 기원전 1
세기 전반에서 기원후 2세기 경이다. 또 다른 하나는 현 한국 서부의 마한지역에서

漢代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것이다. 즉, 전라남도, 전라북도 및 충청남도 일
대로 漢代 문물의 출토사례가 비교적 적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대부분 기원전 2
세기 전반에서 기원전 3세기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비교하거나 혹은
추론하자면 한국 서부의 마한지역은 기원전 2세기 전의 청동기시대 晩期로 秦國 및

東周의 燕, 齊 등지와 비교적 많은 교류를 하였다. 반면 한국 동부의 진한과 변한지
역에는 이러한 교류가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기원전 2세기 후반 이후 동부의 진한과
동남부의 변한은 漢王朝와의 사이에서 차츰차츰 관계를 맺어 나날이 교류가 흥성하
였다.
삼한과 한왕조간의 교류노선은 주로 두 갈래의 길로 나눠진다. 하나는 육상통로
로 한반도 북부의 낙랑지역과 요동지역을 통하여 漢王朝 內地로 이어지는 통로이며
낙랑4군은 중요한 교량과 통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른 하나는 해상통로로 한반
도 남해상의 諸島嶼를 통하여 漢王朝의 黃海와 渤海 연안지역을 연결하는 것이다.
주제어 : 삼한시대, 한왕조, 유물(문물), 문화교류, 교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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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한반도 남부지역 곳곳에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고대문화가 남아있
다. 중ㆍ한 양국은 지리적으로 서해를 두고 서로 이웃하고 있고 이미 아득히 먼 고
대부터 긴밀한 사람의 왕래와 문화교류가 있었다. 이러한 교류는 동아시아 고대사
회의 역사와 문화 발전과정 중 적극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중ㆍ한
고대 문화교류의 고고학적 연구는 중ㆍ한 양국 고고학 연구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
이며 동시에 양국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한국 삼한시대의 주요 문화유적에서 출토된 漢代의 문물을 정리하고 여
기에 반영된 한 왕조와 삼한의 문화교류에 관한 초보적인 인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중ㆍ한 양국간의 문화교류
중ㆍ한 양국간의 문화교류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아득히 먼 선사시대까지 거슬
러 올라갈 수 있다. 청동기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었으며 도작농경, 지석묘 등이 그
예이다. 이는 모두 다른 측면이 반영된 양 지역간의 문화교류이다. 철기시대가 도
래함에 따라 이러한 문화교류는 계속 발전하였다. 특히 중국의 漢代와 한국의 삼한
시대에 이르러 문화교류는 한층 더 발전ㆍ고조되었으며 삼한시대 문화유산 중에서
발견된 漢代 문물은 문화교류의 실물자료가 된다.
중국의 漢代는 B.C.206 ~ A.D.220의 西漢, 新莽, 東漢時期를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兩漢時期로 칭하거나 세 왕조를 통칭하여 漢代라고 부른다. 한국은 대략 기원전 1
세기 초를 전후로 세 개의 초기국가가 형성되었는데, 서부의 마한, 동북부의 진한,
동남부의 변한1)이며 이때부터 ‘三韓時代’ 또는 ‘原三國時代’라 칭하고, 하한연대는
대략 3세기이다.2) 그러므로 삼한시대는 대략 B.C.1세기 ~ A.D.3세기까지 이다. 그

1) 後漢書 東夷列傳 : “삼한에는 마한, 진한, 변한이 있다. 마한은 서쪽에 위치하며 그 북쪽에
낙랑, 남쪽에 왜와 접하고 있다. 진한은 동쪽에 있으며 12국으로 이루어져 있고 북쪽으로 예맥
과 접하고 있다.” 그 지리적 위치와 범위는 마한이 54국이며 지금의 충청도, 전라도 및 경기도
일대이다. 진한은 12국으로 현재 경상도의 낙동강 동쪽지역이다. 변한은 12개국으로 현재 경
상도의 낙동강 서쪽지역이다.
2) 金元龍著ㆍ西谷正譯, 韓國考古學槪說(增補改訂) 第142頁, 日本六興出版，1984年.
한국 학자 김원룡은 ‘삼한시기’ 또는 ‘원삼국시대’라고 칭하였다. 청동기시대 후기는 鐵器Ⅰ期,
원삼국시대는 鐵器Ⅱ期로 인식하였으며 원삼국시대의 시작은 기원전후로 그 하한은 기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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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삼한시대에 기원전 2세기 전후의 문화유산을 덧붙여 설명
하고자 한다. 동시에 삼한시대를 대략 서력 원년을 기준하여 전ㆍ후 양 단계로 구
분하였다. 삼한의 문화유산에서 漢代 문물이 발견되는 것은 20세기 초엽까지 거슬
러 올라간다. 1919년 경상북도 영천군 어은동의 주민들이 단애면에서 빗물에 씻겨
노출된 유물 1組를 우연히 발견하였다. 출토당시 유물은 서로 같이 포개어져 있었
다. 1923년 일본학자들에 의한 조사에서 유물이 출토된 유적이 무덤일 것으로 추정
하였으나,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출토유물은 모두 120여 점으로 漢鏡 3점(四乳四虺

紋鏡四 1점, ‘見日之光’銘 連弧紋銘帶鏡 2점), 仿漢鏡 12점, 銅釧(팔찌) 8점, 銅泡 92
점, 銅輪狀飾 2점, 虎形帶鉤, 馬形帶鉤, 銅馬形飾, 鹿頭形飾3) 등이 있으며 그 연대는
대략 삼한시대 전기에 해당한다. 이것은 한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이다.
1928년 제주도 북단의 제주시 健入洞 山地港에서는 항구 건설공사 중 동쪽 해안
암벽부근에서 21점의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貨泉 11매, 大泉五十 2매, 貨布 1매, 五

銖錢 4매, 漢鏡片 1점 및 ‘見日之光’銘 連弧紋銘帶鏡의 仿漢鏡 1점과 銅劍의 劍格 1
점 등4)이 포함되어 있다. 이 유적의 성격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며 저장 또는 제사
유구로 추정되고 있다. 출토된 화폐와 한경은 서한에서 신망시기의 유물이다.
삼한문화에서 漢代 문물은 주로 1980년대 이후에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약 30년
동안 한국 각지의 대규모 개발에 따라 삼한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에서 漢代 문물의
출토량은 현격하게 증가하였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창원시 다호리고분군은 1980년 발견되었으며 1987년 수직으로 굴착된 土壙木棺

墓 70여기가 발굴되었다. 그 중 1호묘는 甲류의 무덤으로 규모가 비교적 크고 연대
도 비교적 이르다. 통나무 목관을 사용하였으며 묘광의 길이는 280cm, 너비 100cm,
깊이 170cm, 묘 바닥에는 길이 80cm, 너비 60cm, 깊이 20cm의 요갱이 있다. 부장품
은 청동무기, 철제무기, 나무자루의 철공구, 화살, 칠목기 및 도기 등이 출토되었다.
그 중 漢代 문물로 확인되는 유물은 星雲紋鏡, 五銖錢과 銅帶鉤 등이다. 그 연대는
기원전 1세기 후반으로 묘주는 변한의 수장으로 추정된다.5)
300년 전후라고 하였다.
3) 梅原末治ㆍ藤田亮策, 朝鮮古文化綜鑑 第一卷 第47~52頁, (日本)養德社, 1947年.
4) 梅原末治ㆍ藤田亮策, 朝鮮古文化綜鑑 第一卷 第47~52頁, (日本)養德社, 1947年.
5) 李健茂 等, ｢義昌茶户里遺蹟發掘進展報告 I~IV｣, 考古學誌 第 1ㆍ3ㆍ5ㆍ7輯, 韓國考古美術
硏究所, 1989~199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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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양동리고분군은 삼한시대(변한)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대형고분군이다.
1969년 方格博局紋鏡 등의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1984~1996년에 이루어진 발굴조사
에서 목관묘, 목곽묘, 옹관묘, 석곽묘 등 모두 579기의 고분이 조사되었으며 그 연
대는 기원전 2세기 말에서 5세기 정도이다. 이 중 162호묘는 대형목곽묘로 고분군
에서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 漢代의 동경 2점(連弧紋鏡, 四乳禽鳥紋鏡), 仿漢鏡
8점, 鐵釜, 鐵刀, 鐵鎌, 鐵斧, 鐵劍 등이 출토되었으며 기원전 2세기 후반의 유물이
다. 묘주인은 변한 구야국의 수장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322호묘(목곽묘)에서 帶銘

銅鼎 1점이 출토되었고 318호묘(목곽묘)에서는 鐵釜 등이 출토되었다.6)
경산 임당동유적은 삼한시대의 환호취락과 고분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2~1998
년 발굴조사에서 삼한시대에서 조선시대의 고분군 1,000여 기가 조사되었다. 그 중
A-I-74호묘, A-I-121호묘, E-132호묘 등에서 五銖錢이 출토되었으며 A-I-122호묘, E-58
호묘, E-138호묘 등에서 가공된 小圓餠形의 漢鏡片이 출토되었는데 그 연대는 기원
전 1세기 전후이다.7)
경주 조양동고분군은 삼한시대(진한)~삼국시대의 고분군이다. 1979~1981년 발굴
조사에서 고분 67기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38호묘는 말각장방형 수혈 목관묘로 ‘見

日之光’銘 連弧紋銘帶鏡, 單圈銘帶鏡, ‘昭明’銘連弧紋銘帶鏡, 四乳四銘鏡 등 西漢 銅
鏡이 출토되었으며 그 연대는 기원전 1세기 후반이다.8)
완주군 갈동고분군은 초기철기시대의 고분군이다. 2003년 발굴조사된 4기의 고
분들 중 2호묘는 목관묘로 유리잔, 철겸 등이 출토되었으며 3호묘는 목곽묘로 銅鏃,

鐵鎌, 鐵斧 등의 부장품이 출토되었다. 묘지의 연대는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전 1세
기이다.9)
현재까지의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삼한시대 유적에서 漢代 문물이 출토된 곳은
최소 30개소 이상이다.(圖1) 특히 중요한 것은 1980년대 이후에 발견된 것이다. 모

6)
7)
8)

9)

國立中央博物館, 茶户里, 2008年.
金廷鹤, 韓国の考古学, 第130頁 圖88, (日本)河出書房新社, 1972年.
文化財硏究所, 金海良洞里調査發掘报告书, 1989年.
韓國土地公社ㆍ韓國文化財保護財團, 慶山林堂遺蹟Ⅰ~Ⅵ, 1998年.
崔鐘圭, ｢慶州市朝陽洞遺蹟發掘調査槪要とその成果｣, 古代文化 第35卷 8號, 1983年.
國立慶州博物館, ｢慶州朝陽洞遺蹟｣, 國立慶州博物館(日本语版) 第193頁, 通川文化社, 1996年.
國立慶州博物館, 慶州朝陽洞遺蹟ⅠㆍⅡ, 2000ㆍ2003年.
湖南文化財研究院, 完州葛洞遺蹟, 2005年.

삼한시대 문화유적에서 출토된 漢代 문물 및 그 인식

31

두 과학적인 발굴자료이며 출토상황이 명확하고 공반유물이 확실하여 삼한시대 漢

代 유물의 유입 및 그 의의를 깊이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유용하다. 이에 대하여 많
은 한국학자들은 다양한 방면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중국학자들은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는 있으나 계통없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Ⅱ. 삼한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漢代 문물
삼한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漢代 문물은 주로 화폐, 동경, 청동기, 철기 및 기타 유
물 등이 있다.

1. 화폐
화폐 출토지역은 많지 않지만 분포지역은 비교적 넓다. 화폐의 종류는 주로 半兩

錢, 五銖錢, 大泉五十, 貨泉, 貨布 등이다.
1) 半兩錢
경상남도 사천시 늑도패총 C지구에서 직경 2.4cm10)의 반량전 4매가 출토되었다.
반량전은 제주도에서도 출토되었다고 한다.

小考 : 반량전은 동주시기의 秦國에서 처음 주조되었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秦
惠文王 2年(B.C.336) “처음으로 화폐를 유통하였다”11)라고 기재되어 있다. 方孔圓形
의 양식을 채용하였고 그 중량의 방식을 명문에 ‘半兩’이라고 기재한 것에서 ‘半兩

錢’이라 불린다.12) 1980년 四川省 靑川縣 郝家坪 50호묘에서 반량전 7매가 출토되었
는데 秦 武王 2年(B.C.309)이라는 연대가 기록된 목간과 함께 출토되었다. 이 분묘
의 연대는 秦 昭王 元年(B.C.306) 전후이다.13) 따라서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반량전

10) 韓國國立中央博物館, 樂浪古代文化 第214頁 圖版223, 首爾出版公司, 2001年.
大成洞古墳博物館, 金官伽耶的对外交流 第45頁, 2005年.
11) 史記 秦始皇本紀.
12) 史記 平准書.
13) 四川省博物館ㆍ靑川縣文化館, ｢靑川縣出土秦更修田律木牍-四川靑川縣戰國墓發掘簡報｣, 文
物 1982年 第1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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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첫 유통시기는 기원전 4세기 말엽이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이후 전국의 화
폐는 반량전으로 통일하였다. 즉, “秦이 천하를 통합하고 화폐는 두 등급으로 하였
다.14) 銅錢의 質은 周錢(주나라 화폐)과 같고 그 단위는 ‘半兩’으로 무게와 단위가
같다.”15) 서한왕조는 건국 초에 진의 화폐제도를 계승하여 여전히 반량전을 사용하
였다. 呂后 2年(B.C.186) 8수전을 주조하였고, 文帝 5年(B.C.175)에는 사수전을 주조
하였으며 보통 반량전을 사용하였다.16) 비록 漢 武帝 즉위 초인 建元 元年(B.C.140)
에는 한동안 三銖錢을 주조하기도 하였으나 한 무제 建元 5年(B.C.136)에 다시 三銖

錢 발행을 중지하고 다시 반량전을 주조하여 유통하였다.17) 元狩 5年(B.C.118)에 이
르러서는 오수전을 주조하였다.18)
반량전의 고고학적 발견과 연구성과를 통해 볼 때 戰國時代의 秦 半兩錢은 일반
적으로 그다지 규격화되지 않았으며 내ㆍ외곽의 구분이 없다. 동전의 직경은 일반
적으로 직경 3.1cm 이상으로 비교적 크며, 중량은 일반적으로 5.4g 이상이다. 秦代
의 반량전은 비교적 규격화되었으며 일부 반량전에는 外廓이 나타난다. 동전의 직
경은 다소 작아지고 중량도 가벼워지게 되는데 대체로 직경은 1.5~2.77cm, 중량은
2.5~3.8g이다. 진대 반량전은 秦始皇 陵園19), 山西 河津縣20), 內蒙古 敖漢旗21) 등지
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서한 조기의 반량전은 일반적으로 진대 반량전보다 작고 단
순화되었다. 湖北省 江陵 鳳凰山 168호묘는 매장연대가 漢 文帝 13年(B.C.167)으로
반량전 101매가 출토되었으며 대부분 槨 주위에 매납되어 있었다. 반량전의 직경은
2.3~2.5cm이며 중량은 2.6~3.2g이다.22)(圖3-4~6) 이것은 당연히 한 문제시기에 주조
14) 진시황은 통일 후 문자체, 도량형, 화폐 등의 단위를 통일하였는데, 특히 화폐는 기존의 화폐
를 폐지하고 본위화폐로서 1鎰(20兩)을 기본단위로 하는 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보조화폐로
서 반량을 기본단위로 하는 청동화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때 兩은 무게 단위로 1兩은 24銖
이며, 1銖는 수수낱알 1개의 무게로 약 1.6g이다.
15) 漢書 食貨志.
16) 漢書 食貨志.
17) 漢書 食貨志.
18) 王雪農ㆍ劉建民, 半兩錢硏究與發現, 中華書局, 2005年.
19) 秦俑坑考古隊, ｢秦始皇陵西側趙背户村秦刑徒墓｣, 文物, 1982年 第3期.
秦俑坑考古隊, ｢陕西臨潼漁池遺蹟調査簡報｣, 考古與文物, 1983年 第4期.
20) 胡振琪, ｢山西河津發現秦半兩｣, 中國錢幣, 1986年 第1期.
21) 邵國田, ｢內蒙古敖漢旗出土秦半兩｣, 中國貨幣, 1988年 第2期.
22) 紀南城鳳凰山一六八號漢墓發掘整理組, ｢湖北江陵鳳凰山一六八號漢墓發掘簡報｣, 文物,
1975年 第9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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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四銖半兩’이다. 安徽省 阜陽縣 双古堆 漢汝陰侯 夏侯灶 夫婦墓는 매장연대가 漢

文帝 15年(B.C 165)23)으로 반량전 33매가 출토되었는데 그 중 비교적 큰 1매를 제외
한 나머지 동전 32매의 직경은 약 2.7cm이며24)(圖3-1~3) 이것 역시 한 문제시기에
주조된 四銖半兩錢이다. 江蘇省 徐州 北洞山 西漢 楚王陵은 매장연대가 약
B.C.140~B.C.118年으로 반량전 5만여 매가 출토되었다. 그 중 1,793매는 서한 문제
와 무제시기의 四銖半兩錢으로 단정되며 직경은 2.3~2.5cm, 중량은 2.0~3.0g 정도인
데 이 중 일부는 槨 주위에 매납되었다.25) 이러한 양상을 통해 볼 때 늑도패총에서
출토된 반량전은 한 문제 혹은 한 무제 시기의 사수반량전으로 판단된다.
2) 五銖錢
오수전은 비교적 많이 발견된다. 창원시 다호리에서 3매가 출토되었는데 그 중 1
매는 횡으로 꿴 오수전으로 직경 2.5cm, 구멍직경 0.96cm, 중량 2.9g이다. 또 다른
1매의 주조상태는 정교하지 못하며 직경은 2.55cm, 구멍직경 1.3cm, 중량 3.25g이
다. 마지막 1매는 일반적인 오수전으로 주조상태는 정교하고 동전에 새겨진 문자는
뚜렷하다. 직경은 2.5cm，구멍직경 0.93cm，중량은 3.8g이다.26)(圖2－3~5) 제주도
산지항에서는 4매의 오수전이 출토되었다. 사각형의 구멍을 뚫었으며 郭이 없다.
직경은 2.5~ 2.52cm 이다. 영천군 용전리 목곽묘에서는 3매의 오수전이 출토되었으
며 직경은 약 2.6cm이다.27) 이외에도 오수전은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도에서 980
매28), 경상남도 사천시 늑도패총 C지구에서 1매, 창원시 성산패총29)에서 1매, 경산
시 임당동고분군에서 3매,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에서 2매가 출토되었다.
23) 安徽省文物工作隊ㆍ阜陽地區博物館ㆍ阜陽縣文化局, ｢阜陽雙古堆西漢汝陰侯墓發掘簡報｣,
文物, 1978年 第8期.
24) 將若是, ｢秦漢半兩錢系年距擧例｣, 秦漢錢幣研究, 中華書局, 1992年.
25) 徐州博物館ㆍ南京大學歷史學系考古專業, 徐州北洞山西漢楚王墓 第171頁, 文物出版社, 2003
年.
26) 東京國立博物館, 伽耶文化展 第24頁, 朝日新聞社, 1992年.
27) 國立慶州博物館, 永川龍田里遺蹟 第51~53頁 圖22, 2007年.
28) 韓國國立中央博物館, 伽耶特别展(日本語版) 第24頁 圖37, 朝日新聞社, 1991年.
(日)武末純一, ｢三韓と倭の交流｣,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第151集 第295頁 表2，2009
年.
29) 岡崎敬, ｢日本および韓國における貨泉․貨布および五銖錢について｣, 森貞次郞博士古稀紀
念古文化論集(上卷) 第665頁, 1982年.

34

東亞文化 8號

小考 ： 오수전은 한 무제 元狩 5年(B.C 118)30)에 처음으로 주조되어 각 郡國에
서 스스로 주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元鼎 3年(B.C 114) 京師에게 명하여 赤仄五

銖를 주조하게 하였으며 元鼎 五年(B.C 112) 다시 郡國의 鑄錢을 금지하고 上林에
특명을 내려 三官五銖를 주조하게 하여 서한 말까지 지속되었다.31)
신망시기 화폐는 수차례 개혁하였으나 오수전은 여전히 민간에 유통되었다.32)
동한 광무제 建武 16年(A.D.40)에 이르러서야 오수전은 정식으로 회복되어 주조되
었으며33) 漢 灵帝 中平 3年(A.D.186) 四出五銖를 주조하였다.34)
고고학적 발견과 문헌기록35)에 근거할 때 漢代의 오수전은 각 시기마다 다른 특
징이 인식된다.(圖4) 한 무제시기 오수전의 표준 錢型은 직경 2.5cm, 구멍직경
0.9cm, 중량 3.5g으로 ‘五’字 가운데 두 획은 비교적 수직에 가깝고 어떤 것은 만곡
한 형태이다. ‘銖’字의 ‘金’의 머리 부분은 이등변삼각형 또는 능형이다. 漢 宣帝時期
(B.C.73~B.C.49) 오수전의 주요한 특징은 직경 2.6cm, 구멍 직경 0.9cm로 정교하게
주조하였고 자주빛을 많이 띠는 銅色이다. 문자는 뚜렷하며 ‘五’字 중간의 두 획은
거의 평행한다. 漢 元帝 이후의 오수전 특징은 문자가 넓게 변하고 ‘五’字 중간의 두
획은 교차하며 각도가 크게 처리되었으며 양 수직 획의 하단은 양측으로 갈라지게
처리되어 있다. 東漢 光武帝時期의 오수전(建武五銖)은 직경 2.6cm 무게 3.0~3.3g으
로 ‘五’字 중간의 두 획은 만곡하면서 교차한다. ‘銖’字 ‘金’의 머리 부분은 삼각형이
며 ‘朱’字의 상단 획은 완만하게 꺾여 있다. 한 靈帝시기 四出五銖의 큰 특징은 동전
의 뒷면에 네모난 구멍 각 모서리에 비스듬한 4조의 선문이 있어 이른바 ‘四出’이라
고 부른다. 동전의 직경은 일반적으로 2.55cm, 구멍직경 0.8cm, 중량 3.6g이다.
이 관찰에 근거할 때 삼한시대 문화유적에서 발견되는 오수전은 창원 다호리, 제
주도 산지항, 영천군 용전리 출토 오수전은 서한시기의 오수전으로 볼 수 있으며 특
히, 다호리유적 출토 오수전은 한 무제시기의 오수전으로 인정된다. 한국의 기타지
30) 漢書 武帝紀：元狩五年, “罷半兩錢, 行五銖錢”(179頁) 또, 漢書 食貨志(下)：元狩五年, “有
司言三銖錢輕, 輕錢易作奸詐, 乃更請郡國鑄五銖錢, 周郭其質”
31) 漢書 食貨志(下)
32) 漢書 王莽傳(下)：新莽初年, “是時百姓便安漢五銖錢, 以莽錢大小兩行難知, 又數變改不信,
皆私以五銖錢市賈”
33) 後漢書 光武帝紀：建武十六年, “是歲, 始行五銖錢”
34) 後漢書 靈帝紀：中平三年, “又鑄四出文錢”
35) 將若是, 秦漢錢幣硏究, 中華書局, 199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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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출토된 오수전 역시 서한시기 또는 동한시기의 오수전으로 볼 수 있다.
3) 大泉五十
대천오십은 제주도 산지항에서 2매가 출토되었으며 그 중 1매는 보존상태가 완전
한 것으로 직경 2.73cm 이다.(圖2-10)

小考 : 대천오십은 서한말년 왕망 섭정시기인 居攝 2年(A.D.7)에 처음 주조된 화
폐 중 하나36)로 주로 新莽時期(A.D.9~23) 및 동한 초기에 유행하였다.
4) 貨泉
화천은 제주도 산지항에서 11매가 출토되었으며 4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앞
면과 뒷면에 균일한 穿郭이 있고 직경 2.27cm인 것 ② 뒷면에만 穿郭이 있고 ‘泉’

字가 비교적 크며 직경은 2.24cm인 것 ③ 두께가 얇고 양면에 균일한 穿郭이 없으
며 직경이 2.12cm인 것 ④ 동전에 새겨진 문자가 뒤집어져 있고 위치도 일반적인
화천과 서로 반대이며(‘貨’字가 좌측에 ‘泉’字가 우측에 있는 것) 직경은 2.27cm인 것
이 있다.(圖2-6~9) 이외에도 화천은 제주도 북제주군 금성동에서 2매, 전라남도 해
남 군곡리패총37)에서 1매, 김해시 회현리패총38)에서 1매가 출토되었다.

小考 : 화천은 신망시기 天鳳 元年(A.D 14)에 주조된 일종의 화폐39)로 당시 가장
많이 유통되었으며 漢朝 경외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그러나 산지항에서 출토된 동
전에 새겨진 문자는 뒤집어진 貨泉으로 희귀한 사례이다.
5) 貨布
화포는 제주도 산지항에서 1매가 출토되었으며 길이는 5.7cm, 너비는 2.25cm 이

36) 漢書 食貨志：“王莽居攝, ……更造大錢, 徑寸二分, 重十二銖, 文曰‘大錢五十’”, “王莽即眞,
……因前‘大錢五十’” 1177頁, 또 漢書 王莽傳(上)：居摄 二年 五月, “更造貨：……大錢, 一直
五十, 與五銖錢竝行”
37) (日)東潮ㆍ田中俊明, 韓國の古代遺蹟ㆍ2ㆍ百濟伽倻編 第43頁, 中央公論社, 1989年.
38) (日)榧本杜人, ｢金海貝塚の再檢討｣, 朝鮮の考古学 第64頁, 同朋舍, 1980年.
(日)武末純一, ｢三韓と倭の交流｣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第151集 第295頁 表2，2009年.
39) 漢書 食貨志(下)：“天鳳元年, ……貨泉徑一寸, 重五銖, 文右曰 ‘‘貨’, 左曰 ‘泉’, 枚直一, 與貨
布二品竝行”, 按：据 漢書 王莽傳 记载, 貨泉始鑄于地皇元年(公元20年)

36

東亞文化 8號

다.(圖2-10)

小考 : 화포 역시 신망시기 天鳳 元年(A.D 14)에 주조된 일종의 화폐40)로 貨泉과
같이 유통되었으며 각지에서 발견되나 수량은 많지 않다.

2. 銅鏡
동경은 약 40여점이 출토되었으며 삼한시대 유적에서 비교적 많은 수량이 출토된

漢代 유물 중 하나이다. 주로 한반도 동남부의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일대에 분포되
어 있다. 그 종류는 蟠螭紋鏡, 草葉紋鏡, 星雲紋鏡, 連弧紋銘帶鏡, 單圈銘帶鏡, 四乳

四銘鏡, 四乳四虺紋鏡, 多乳禽獸紋鏡, 方格博局紋鏡, 連弧紋鏡 등이 주를 이룬다.
1) 蟠螭紋鏡
익산시 평장리에서 1점이 출토되었으며 이미 대부분 파손되어 잔편으로 남아있
다. 匕形緣으로 주 문양 구역은 세선으로 渦券紋을 배경문양으로 하였다. 주 문양
은 4조의 화협문과 반리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측에는 斜線櫛齒紋이 둘러져
있다. 복원직경은 13.4cm이다.(圖5-1) 연대는 삼한시대 초기 또는 더 이른 시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41)

小考 : 중국에서 반리문경은 전국시대 만기와 서한 초기인 기원전 3세기를 전후
하여 유행하였다. 문양의 배치 및 그 품격을 보면 평장리 출토 鏡具는 중국 전국시
대 동경의 특징과 유사하고 그 연대는 기원전 3세기 전후에 해당한다.
2) 草葉紋鏡
온전한 유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산시 임당동 E-58호묘에서 작은
원형편으로 가공된 동경 잔편이 출토되었는데 한국의 이양수 선생은 ‘見日之光常樂

未央’銘 四乳草葉紋鏡으로 복원하였다.42)(圖5－2）

40) 漢書 食貨志(下)：“天鳳元年, ……罷大小錢, 改作貨布, 長二寸五分, 廣一寸, 首長八分有奇,
廣八分, 其圜好徑二分半, 足枝長八分, 間廣二分, 其文右曰 ‘貨’, 左曰 ‘泉布’, 重二十五銖, 直貨
泉二十五” 按：据 漢書 王莽傳記載, 貨布始鑄于地皇元年.(B.C. 20）
41) 高倉洋彰, ｢韓國原三國時代の銅鏡｣, 九州歷史資料館研究論集, 第14集 第53頁, 1989年.
國立中央博物館ㆍ國立光州博物館, 特别展-韓国的靑銅文化, 第48頁, 汎友社, 199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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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 중국에서 草葉紋鏡은 서한 초기에 출현하며 서한 중기에 유행한다.43) 이
초엽문으로 말하자면 單層草葉, 疊層草葉, 三疊層草葉 등 다른 양식이 있다. 그 명
문의 내용과 형식은 다종다양하다. 그러나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四字句 八字

銘, 三字句 二十字銘 또는 十六字銘이다. 임당동에서 출토된 초엽문경은 疊層草葉
紋鏡으로 그 명문은 四字句 八字銘이다. 이와 유사한 초엽문경은 山東省 臨淄區 乙
烯漢墓 21號墓 등지에서 출토되었다.44)(圖6) 그 연대는 약 기원전 2세기 후반에 해
당한다.
3) 星雲紋鏡
창원시 다호리 1호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으며 連峰式鈕로 내향하는 16개의 連弧

紋帶가 주위를 두르고 있다. 주 문양구에는 연주문 꼭지 4조가 있으며 四乳 사이에
는 7개의 꼭지로 조성된 星雲紋이 있다. 연호문 16개는 내향하면서 외연을 이루고
있고 그 내측에는 사선향의 즐치문대가 돌아간다. 직경은 12.8cm 이다.(圖7-1) 연대
는 삼한시대 전기이다. 밀양시 교동 3호 목관묘에서도 1점의 성운문경이 출토되었
는데 다호리 1호묘에서 출토된 동경과 거의 동일하지만 鏡緣 내측에 즐치문대가 없
다. 직경은 10cm이며 연대는 기원전 1세기경이다.45) 영천군 용전리 목관묘에서도
성운문경편 1점이 출토되었으며 그 연대 역시 기원전 1세기경이다.46)

小考 : 중국에서 성운문경은 한 무제시기에 출현하여 서한 중기에 유행하였으며
서한 만기까지도 나타는데 아주 흔히 출토되는 동경 중 하나이다. 다호리 1호묘에
서 출토된 동경과 대체로 동일한 것이며 중국의 동부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며 江蘇

省 揚州 平山漢墓 3號墓,47) 山東 臨淄區 農行漢墓 1號墓(圖8), 乙烯漢墓 18號墓48)
등지에서 모두 출토되었다. 그 연대는 서한 중만기인 기원전 1세기 전반에 해당한
다.
42) 李陽洙, ｢韓半島出土漢鏡的分布與流通｣, 考古学誌, 第15輯 第46頁, 2006年.
43) 白雲翔, ｢西漢時期日光大明草葉紋鏡及其鑄范的考察｣, 考古, 1999年 第4期.
44) 魏成敏ㆍ董雪, ｢臨淄漢代銅鏡齊國故城漢代銅鏡鑄造業｣, 鏡笵, 第195頁, (日本) 八木書店,
2009年.
45) 密陽大學校博物館, 密陽校洞遺蹟, 第48頁，2004年.
46) 國立慶州博物館, 永川龍田里遺蹟, 第31頁 圖12-1，2007年.
47) 揚州市博物館, ｢揚州平山養殖揚漢墓淸理簡報｣, 文物, 1987年 第1期.
48) 山東省文物考古硏究所, 鑒耀齊魯, 第233ㆍ234頁, 文物出版社, 2009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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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連弧紋銘帶鏡
수량이 가장 많으며 유형도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圓鈕, 圓圈鈕가 위치하고 있으
며 뉴좌 주위에는 連弧紋帶ㆍ櫛齒紋帶ㆍ명문과 ‘田’字 혹은 渦卷紋 등의 명문대ㆍ櫛

齒紋帶가 순서대로 내향하며 배치되어 있고 외연은 좁고 문양이 없다. 명문으로 볼
때 아래와 같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見日之光’銘 連弧紋銘帶境은 ‘日光鏡’이라 부르기도 한다. 명문은 四字句 八

字銘이며 앞의 四字는 ‘見日之光’이며 뒷 四字는 대부분 다르다. ‘見日之光天下大明’
銘鏡은 영천군 어은동에서 2점이 출토되었으며 직경은 6.1cm와 6.7cm로 구분된다.
(圖7－2）연대는 삼한시대 전기이다. 대구 지산동에서 2점이 출토되었으며 직경은
6.2cm와 6.3cm로 구분된다.49) 경주 조양동 38호 목관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으며 직
경은 6.4cm이다.50) ‘見日之光長貫(不)相忘’銘鏡은 대구 지산동에서 2점이 출토되었
는데 직경은 모두 6.9cm이며 연대는 삼한시대 전기이다.51) 경주 조양동 38호 목관
묘에서도 1점이 출토되었으며 직경 6.5cm이다.52)
다음으로 ‘昭明’銘連弧紋銘帶鏡은 ‘昭明鏡’으로도 일컬어진다. 명문의 제 1구는 ‘內

淸質以昭明’이며 후면의 명문은 대부분 다르다. 밀양 교동 17호 목관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으며 연주문 뉴좌에 ‘內淸質以昭明, 光輝象夫日月, 心忽揚而愿忠, 然雍塞而

不泄’이라는 명문이 있다. 직경은 10.2cm이다.53)(圖7－4) 경주 조양동 38호 목관묘
에서 1점이 출토되었는데 ‘內淸以昭明, 光象夫日月, 心不泄’이라는 명문이 있고 직경
은 8cm로 연대는 기원전 1세기경이다.54) 대구 지산동에서 1점이 출토되었는데 ‘內

日月, 心忽而不泄’이라는 명문이 있으며 직경은 8.2cm이다.55)(圖7-3) ‘昭明鏡’의 간
소화된 형식 중 하나이다.
이외에도 連弧紋銘帶鏡 잔편이 경주 조양동 38호 목관묘, 경산 임당동 138호묘
등지에서 출토되었다.

49)
50)
51)
52)
53)
54)
55)

國立中央博物館ㆍ國立光州博物館, 特别展-韓国的靑銅文化, 第62頁, 汎友社, 1992年.
國立慶州博物館, 國立慶州博物館所藏鏡鑑資料集, 第19頁, 2007年.
高倉洋彰, ｢韓國原三國時代の銅鏡｣, 九州歷史資料館研究論集, 第14集 第53頁 圖3-5, 1989年.
國立慶州博物館, 國立慶州博物館所藏鏡鑑資料集, 第20~21頁, 2007年.
密陽大學校博物館, 密陽校洞遺蹟, 第135~137頁, 2004年.
國立慶州博物館, 國立慶州博物館所藏鏡鑑資料集, 第22頁, 2007年.
國立慶州博物館, 國立慶州博物館所藏鏡鑑資料集, 第32页, 200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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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考 : 중국에서 連弧紋銘帶鏡은 한 무제시기에 출현하여 서한 중만기까지 길게
유행한다. 그 연대는 약 기원전 2세기 후반에서 서력 원년을 전후한 시기에 해당한
다. 연호문명대경의 문양 및 그 분포는 대체로 동일하지만 명문내용은 다양하다.
그 중 ‘日光鏡’, ‘昭明鏡’은 가장 흔히 출토되며 대부분 직경 10cm 이하로 일반적으로
크기는 작다. 삼한시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연호문명대경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에
해당한다. ‘洁淸白而事君……’銘의 ‘淸白鏡’, ‘湅冶銅華淸而明……’銘의 ‘銅華鏡’ 및
‘日有熹, 月有富……’銘이 그것인데 명문이 길고 대부분 직경 10cm 이상이며 일반적
으로 크다. 이러한 긴 명문이 있고 큰 현호문명대경은 삼한시대에서 흔히 볼 수 없
는 유물들이다.
5) 單圈銘帶鏡
작은 원형 鈕에 圓圈 혹은 凸帶鈕座이며 주위는 호선 혹은 직선, 凸帶로 두르고
명문대 내외측에 절치문대를 배치하였으며 외연은 문양없이 처리하였다. 경주 조양
동 38호 목관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는데 ‘見日之光長不相忘’명문이 있으며 직경은
6.5cm이다.(圖7-5) 대구 지산동에서 출토된 단권명대경 1점에는 ‘見日之光長貫相忘’
이라는 명문이 있으며 직경은 7.7cm이다. 연대는 삼한시대 전기이다.56)(圖7-6)

小考 : 單圈銘帶鏡과 連弧紋銘帶鏡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양자의 鏡體 구조,
문양 및 그 배치, 명문내용과 배치방식이 모두 유사하다. 단지 단권명대경의 鈕座
주위에 내향하는 연호문대가 없는 것이 다른 점이다. 중국에서 이 동경은 서한 중
기에 출현하였으며 서한 중만기인 기원전 1세기경까지 유행하였으나 수량은 비교
적 적다.
6) 四乳四銘鏡
경주 조양동 38호 목관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圓鈕, 圓圈鈕座가 배치되어 있
고 내향하는 8개의 連弧紋帶와 櫛齒紋帶가 주위를 두르고 있다. 주 문양구에는 4개
의 圓圈 꼭지가 배치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는 ‘家常貴富’라는 명문이 있다. 명문은
외향식으로 배치되어 있고 좁은 외연은 문양이 없으며 직경 7.5cm이다.57)(圖7-7) 이
56) 韓國 國立中央博物館, 樂浪古代文化, 第204頁, 서울出版公司, 2001年.
57) 國立慶州博物館, 國立慶州博物館所藏鏡鑑資料集, 第18~19頁, 200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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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의 연대는 기원전 1세기 후반에 해당한다.

小考 : 이 四乳四銘鏡은 連弧紋銘帶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양자의 鏡體 구조,
문양 및 분포 등이 모두 유사하다. 그러나 명문의 내용과 배치 등은 다르다. 중국에
서 四乳四銘鏡은 비교적 출토량이 적다. 西安 부근에서 4점의 ‘家常貴富’銘鏡이 출
토되었으며 그 연대는 서한 중만기로 기원전 1세기경에 해당한다.58) 그러나 이 중
2점은 連弧紋緣(圖9-2)이며 나머지 2점의 鈕는 주위에 내향하는 連弧紋帶가 없다.
(圖9-1) 경주 조양동 출토품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 洛陽 燒溝漢墓에서 출토
된 1점(M99:18)은 뉴좌 주위에도 연호문대가 없다.59) 산동 임치일대에서 6점이 출
토되었으며 그 鈕座 주위에도 내향하는 連弧紋帶가 없다. 또한 그 중 2점은 連弧紋

緣이다.60)
7) 四乳四虺紋鏡
이 동경의 경체 구조와 문양 및 그 분포는 대체로 동일하다. 즉, 圓鈕와 圓圈鈕座
가 배치되어 있으며 그 주위를 櫛齒紋帶가 두르고 있다. 주 문양구는 四乳와 四虺

紋(뒤집힌 S形紋), 虺紋 내외에 작은 동물 한 마리가 있는 것으로 외연은 넓고 문양
은 없다. 대구 평리동에서 1점이 출토되었으며 훼문 내외에 작은 禽鳥가 한 마리씩
있고 직경은 10.6cm이다.61)(圖7-9) 연대는 1세기 경이다. 영천 어은동에서 1점이 출
토되었는데 소략하게 잔존하며 직경 10.5cm이다.62) 제주도 산지항과 김해 회현리
패총에서도 동경 잔편이 각 1점씩 출토되었는데 사유사훼문경 잔편으로 추정된
다.63)

小考 : 중국에서 이 동경은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漢代 동경 중 하나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두 출토되었으며 대략 한 선제시기인 기원전 73년에서 기원전 49년에
출현한다. 서한 만기와 신망시기에 유행하였다. 河南省 洛陽 西工區 82호묘, 64호묘

程林泉ㆍ韓國河, 長安漢鏡, 第80~81頁, 陜西人民出版社, 2002年.
洛陽區考古發掘隊, 洛陽燒溝漢墓, 第168頁, 圖七四之一, 科學出版社, 1959年.
山東省文物考古硏究所, 鑒耀齊魯, 第192頁, 文物出版社, 2009年.
國立慶州博物館編, 國立慶州博物館(圖錄)第17頁, 1988年(日本語版).
國立中央博物館ㆍ國立光州博物館, 特别展-韓国的靑銅文化, 第61頁, 汎友社, 1992年.
62) 韓國 國立中央博物館, 樂浪古代文化 第203頁, 圖版206－1, 서울出版公司, 2001年.
63) 高倉洋彰, ｢韓國原三國時代の銅鏡｣ 九州歷史資料館研究論集, 第14集 第53頁 圖5-4, 1989年.

58)
59)
6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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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지에서 동경이 출토되었으며 서한 만기에 해당된다.64) 이 동경의 경체 구조, 문
양 및 그 분포 등은 대체로 동일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다. 山東省 臨

淄 일대에서 출토된 2점(圖10)과 대구 평리동 출토 동경은 매우 닮아있으며 그 연대
는 기원전 1세기 후반이다.65)
8) 多乳禽獸紋鏡
이 동경의 주요한 특징은 圓鈕이고 주 문양구에는 4개 혹은 5개 혹은 7개의 꼭지
가 있다. 꼭지 사이에는 세선으로 금수문을 장식하였으며 鏡緣은 일반적으로 花紋
이다. 경상남도 고성군 동외동패총에서 잔편 1점이 출토되었으며 파상문에 鏡緣은

花紋이다. 직경은 9.9cm이다.66) 이외에 김해 대성동 2호묘,67) 양동리, 회현리패총
등지에서 동경 잔편이 출토되었는데 多乳禽獸紋鏡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68)

小考 : 중국에서 多乳禽獸紋鏡은 대략 서한 만기인 기원전 1세기 후반경에 출현
하여 동漢代기인 1세기까지 유행한다. 각지에서 모두 출토되지만 수량은 많지 않
다. 어떤 것은 주 문양구 외측에 銘紋帶가 있다. 廣州 서한만기 3029호묘에서 四乳

禽獸紋鏡, 동한 조기 4014호묘에서 四乳四神鏡, 4005호묘에서 七乳禽獸紋鏡 등이
출토되었다.(圖11) 모두 多乳禽獸紋鏡에 속하는 것으로 4005호묘에서 출토된 동경
에는 ‘(尙)方佳鏡大毋傷, (靑龍白)虎(辟不)羊, 朱雀玄武順陰陽, 子孫備具居中央, 長保

二親樂富昌, 壽敝金石如……’라는 명문이 있다.69)
9) 四乳禽鳥紋鏡
김해 양동리 162호 목곽묘에서 1점 출토되었다. 圓鈕, 圓圈鈕座에 주 문양구는 4
개의 꼭지와 4마리 禽鳥가 있으며 외측에는 櫛齒紋帶를 두르고 넓은 외연은 문양이
없다. 직경은 9cm로 연대는 2세기경이다.70)(圖7-8)

64)
65)
66)
67)
68)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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洛陽市文物管理委員會, 洛陽出土古鏡, 第23頁, 文物出版社, 1959年.
山東省文物考古硏究所, 鑒耀齊魯, 第268~269頁 圖134－2ㆍ135－1, 文物出版社, 2009年.
高倉洋彰, ｢韓國原三國時代の銅鏡｣ 九州歷史資料館研究論集, 第14集 第58頁 圖5-5, 1989年.
申敬澈ㆍ金宰佑, 金海大成洞古墳群Ⅰ, (概報)彩版70, 慶星大學校博物館, 2000年.
韓國 國立中央博物館, 樂浪古代文化, 第204頁 圖版208, 서울出版公司, 2001年.
廣州市文物管理委員會ㆍ廣州市博物館, 廣州漢墓(上), 第287頁 圖170－6, 第342頁 圖 208－3
ㆍ5, 文物出版社, 1981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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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考 : 四乳禽鳥紋鏡은 多乳禽鳥紋鏡에 속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다유금조문경은
서한 만기에 출현하여 신망시기와 동한 조기에 유행하였으며, 이는 기원전 1세기
말에서 1세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어떤 지역은 동한 중기까지 유행한 곳도 있다. 각
지에서 모두 출토되지만 수량은 많지 않다. 이 동경은 경체의 구조, 문양 및 배치상
사유사훼문경과 약간의 관련성이 있다. 흔히 출토되는 두 종류 중 하나는 四乳四禽

鳥紋鏡으로 河南省 洛陽 12工區 642호묘 출토 三角形緣四乳禽鳥紋鏡(圖12-2)이 해
당되며 연대는 동한 조기이다.71) 또 다른 하나는 四乳八禽鳥紋鏡으로 吉林省 楡樹

縣 老河深 97호묘에서 출토된 넓고 문양없는 외연의 四乳八禽鳥鏡(圖12-1)이 해당
되며 동한조기이다.72) 廣州 등지에서는 五乳禽鳥紋鏡도 출토되었는데 그 연대는 동
한 중만기이다.73)
10) 方格博局紋鏡
이 동경은 鈕 주위에 방형의 테두리가 있고 주 문양구는 TLV문양 등으로 장식하
는 등 매우 특징있는 유물이다. 예부터 ‘方格博局紋鏡’ 또는 ‘方格規矩鏡’으로 일컬
어지고 있다. 김해 양동리에서 ‘方格博局紋四神鏡’ 1점이 출토되었다. 圓鈕에 柹蔕

紋 鈕座가 있으며 주위는 方格으로 둘렀다. 방격내에는 12개의 꼭지와 12간지명이
있다. 내측 화문은 八乳ㆍTLV紋ㆍ四神과 禽獸紋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문대의 내
용은 ‘尙方佳鏡眞大□，上有仙人不知老，渴飮玉泉飢食棗，浮遊天下敖四海’이다. 雲

氣紋 및 鋸齒文帶에 花紋緣으로 직경은 20.2cm이다.(圖13) 연대는 1세기경이다.74)
김해 내덕리 19호 목관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으며 경연에는 2周의 거치문과 1周의
쌍선 파상문이 장식되어 있다. 경연은 비교적 넓고 직경은 12.1cm이다.(圖14-1) 연
대는 1세기경이다.75) 김해 대성동 23호묘에서 출토된 1점은 鈕座가 12개의 작은 圓
70) 韓國 國立中央博物館, 樂浪古代文化, 第203頁 頁206－3, 서울出版公司, 2001年.
이 책에 수록된 四乳禽鳥紋鏡이 대구 평리동에서 출토되었다고 된 것은 誤記이다. 金海的
古墳文化 第69頁을 보면 이 거울이 김해 양동리 162호묘에서 출토된 것을 알 수 있다.
71) 洛陽市文物管理委員會, 洛陽出土古鏡(兩漢部分), 第35頁, 文物出版社, 1959年.
72)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 楡樹老河深, 第50頁, 圖34-2, 文物出版社, 1987年.
73) 廣州市文物管理委員會ㆍ廣州市博物館, 廣州漢墓(上), 第445頁 圖278-1ㆍ2, 文物出版社,
1981年.
74) 李榮勳, ｢韓半島南部國の中國系靑銅器｣, 日韓交涉の考古學ㆍ弥生時代篇, 第138頁, 第44圖,
六興出版, 1991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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圈 꼭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파상문과 鋸齒文帶에 花紋緣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경
은 16.5cm이다.76)(圖14-2) 이외에 이 동경의 잔편이 고성 동외리패총 등지에서 출토
되었다.77)

小考 : 중국에서 方格博局紋鏡은 신망시기에 출현하였다. 신망시대의 전형적인
동경이며 동한시기까지 계속 유행한다. 그 연대는 약 1~2세기이다. 각지에서 모두
출토되며 그 수량도 비교적 많다. 이 동경이 유행한 시기는 비교적 길고 분포지역
도 넓어 그 유형도 다양하다. 가장 전형적인 것은 ‘方格博局紋四神鏡’이다. 西安 鄕

企漢墓 2호묘78)(圖15－2), 洛陽 燒溝 1023호 漢墓79)(圖15-1), 山東 曲阜 9호 漢墓80),
臨淄 天齊 19호묘81) 등지에서 출토된 方格博局紋四神鏡은 그 연대가 신망시기에서
동한 조기이며 김해 양동리 출토 동경과 가장 닮은 형태이다. 廣州 5009호와 5013호
등 동한 중만기 무덤에서 출토된 方格博局紋鏡82)(圖16)은 김해 내덕리 19호묘에서
출토된 동경과 비교적 유사한 유물로 方格博局紋鏡이 간략화된 형태이다. 대성동
23호묘에서 출토된 동경과 상호 유사한 유물은 서안83), 낙양, 산동, 광주 일대에서
출토되었으나 아직 동일한 유물은 출토된 예가 없다.

75) 韓國 國立中央博物館, 樂浪古墳文化, 第203頁, 圖版207-2, 서울出版公司, 2001年.
76) 韓國 國立中央博物館, 樂浪古墳文化, 第203頁, 圖版207-3, 서울出版公司, 2001年.
(日)東京國立博物館, 伽耶文化展 第33頁, 朝日新聞社, 1992年.
거울이 출토된 23호묘의 연대는 기원후 3세기로 이는 이 거울이 생산되어 매장되기까지 전세
된 기간이 약 200~300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77) 東京國立博物館, 伽耶文化展 第33頁, 朝日新聞社, 1992年.
78) 程林泉ㆍ韓國河, 長安漢鏡, 第132頁, 圖38, 陜西人民出版社, 2002年.
이 거울의 연대는 신망시기이다. 직경은 16.65cm이며 “作佳鏡哉眞大好, 上有仙人不知老, 渴
飮玉池飢食棗, 浮遊天下敖四海, 壽如金石保”라는 명문이 있다.
79) 洛陽區考古發掘隊, 洛陽燒溝漢墓, 第166頁 圖37-2, 科學出版社, 1959年.
이 거울의 연대는 東漢早期이다. 직경은 20cm이며 “尙方作鏡眞大巧, 上有仙人不知老, 渴飮玉
池飢食棗, 壽如金石天之保兮”라는 명문이 있다.
80) 山東省文物考古硏究所, 曲阜魯國故城, 第209頁, 齊魯書社, 1982年.
81) 山東省文物考古硏究所, 鑒耀齊魯, 第317~318頁, 文物出版社, 2009年.
82) 廣州市文物管理委員會ㆍ廣州市博物館, 廣州漢墓(上), 第442頁 圖276-5ㆍ277-1, 文物出版社,
1981年. M5009호 鏡 17번은 직경 11.3cm이며 M5013호 鏡 11번은 직경 11.5cm 이다.
83) 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西安東漢墓(下冊), 第969頁 彩版21－6, 文物出版社, 2009年.
西安 理工大 M9호 鏡13번은 그 경체 구조, 주문양 및 배치는 대성동 23호묘에서 출토된 鏡과
동일하다. 그러나 세부문양(雲紋의 四神 및 禽鳥紋)은 조잡하며 연대는 동한조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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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連弧紋鏡
김해 양동리 162호 목곽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반구형 鈕 주위를 凸帶와 내향
하는 8개의 연호문대가 둘러져 있으며 넓고 문양이 없는 외연이 갖추어져 있다. 직
경은 11.7cm84)(圖17-1)이며 연대는 2세기이다. 김해 대성동 14호묘에서 출토된 연
호문경 잔편 1점은 凸線連弧紋鏡이며 경연 내측에는 구멍하나가 뚫려 있다.85)(圖
17-2)

小考 : 連弧紋鏡은 내향하는 연호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花紋을 주체로 하는 동경
이다. 일반적으로 반구형 鈕, 넓고 평평하며 문양 없는 緣이다. 그리고 내향연호문
은 보통 8조이며 雲雷連弧紋鏡에 속하는 것으로 간략화한 형태이다. 중국에서 이
동경은 동한 조기에 출현하였으며 동한 만기까지 유행하는 것으로 1~2세기경에 해
당한다. 이 동경은 서안, 낙양 일대에서 출토되지만 그 수량이 많지 않다. 일반적으
로 柿蒂鈕座이며 柿蒂사이에는 ‘長宣子孫’, ‘壽如金石’, ‘位至三公’과 같은 四字銘紋이
있다. 주목되는 것은 양동리 162호묘에서 출토된 圓圈鈕座에 명문이 없는 연호문경
과 대체로 동일한 동경으로 출토예가 적다. 河南 辉县 路固 42호묘에서 1점이 출토
(圖18-2)되었으며 대성동 14호묘에서 출토된 동경은 상기한 양식의 凸線式連弧紋鏡
으로 흔히 볼 수 없다. 그러나 西安 潘家庄 14호 동한 중기 묘에서 鉛鏡(圖18－1)이
출토되어86) 당시 이 凸線式連弧紋銅鏡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당연히 그
수량은 아주 적다.
상술한 漢鏡을 제외하면 삼한시대 문화유적에서 흔히 출토되는 仿漢鏡은 連弧紋

銘帶鏡系, 連弧紋鏡系 등이 주를 이루며87) 여기에서는 생략하였다.

84) 韓國 國立中央博物館, 樂浪古代文化, 第204頁 圖版209-1, 서울出版公司, 2001年.
金海市博物館, 金海的古墳文化, 第69頁, 1998年.
85) 韓國 國立中央博物館, 樂浪古代文化 第204頁 圖版209-2, 서울出版公司, 2001年.
東京國立博物館, 伽耶文化展 第39頁, 朝日新聞社, 1992年.
86) 程林泉ㆍ韓國河, 長安漢鏡 第154頁 圖48-1, 陜西人民出版社, 2002年.
潘家庄 M14호 鉛鏡 14번은 직경 6.3cm로 실용기가 아니라 명기이다.
87) 後藤直, ｢弥生時代の倭·韓交涉——倭製靑銅器の韓への移出｣ 國立歷史民俗博物館硏究報
告 第151集 第307頁，2009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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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靑銅器皿
청동기명은 겨우 鼎만이 출토되었다. 김해 양동리 322호에서 한점이 출토되었으
며 長方形附耳, 子母口, 圓腹의 형태로 동체부에는 동체부에는 凸堎 1周가 있다. 三

蹄足으로 구연 하단에는 ‘西□宮鼎, 容一斗88), 幷蓋重十一斤, 第七’이라는 銘紋이 방
각되어 있으며89) 구경은 21cm이다.(圖19) 무덤의 연대는 1세기 전후이다.
울산 하대리 23호 대형목곽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으며 長方形附耳가 비교적 길
고 만곡하며, 복부는 중간이 돌출되어 있다. 三蹄足으로 높이는 49.8cm이며 연대는
2~3세기이다.90)(圖20)

小考 : 중국에서 銅鼎은 商代부터 출현하기 시작한 중요 청동예기의 일종이다.
그러나 秦漢時代에 들어서 銅鼎은 禮器로써의 기능 점차 상실하였으며 동한 만기에
와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漢代 무덤에서는 銅鼎이 흔히 출토되었으나

周代의 동정과는 그 모양이 같지 않다. 漢代 동정의 구조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
나는 삼족 중 다리 하나와 귀 하나가 위아래로 붙어있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삼족
과 두 개의 귀가 붙지 않은 것이다.

耳部 형태에 대하여 말하자면 장방형과 환형의 두 종류가 있다. 양동리와 하대리
에서 출토된 정은 足과 耳가 붙지 않은 정에 속하며 대부분 장방형이다. 그 형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한 동정의 특징은 耳가 비교적 짧고, 足이 낮다. 가운데 돌출된
부분이 출현하지만 조금 낮다.91)(圖21-1, 2) 동한시기에 이르면 鼎의 耳는 길게, 足
은 높게 변하며 가운데 돌출부도 높게 변한다.92)(도21-3) 이 분석에 의하면 양동리
동정구는 서한 동정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하대리 동정구는 동한 동정의 특징을

88) ‘斗’는 곡식이나 액체의 분량을 재는 단위이며 1斗 = 10되 = 1말이다.
89) 李學勤, ｢韓國金海良洞里出土西漢銅鼎續考｣, 文博, 2002年 第6期.
90) 釜山大學校博物館, 蔚山下岱遺蹟——古墳(Ⅰ) 第165頁 圖版53，1997年.
韓國 國立中央博物館, 國立中央博物館(圖錄)(中文版) 第41頁, 2008年.
91) 三門峽市文物工作隊, ｢河南三門峽市火電廣西漢墓｣ 考古, 1996年 第6期.
火電廣 25號 漢墓에서는 2점의 銅鼎이 출토되었으며 그 연대는 서한조기이다.
咸陽市博物館, ｢陜西咸陽馬泉西漢墓｣, 考古, 1979年 第2期.
馬泉漢墓에서는 2점의 銅鼎이 출토되었으며 그 연대는 서한만기이다.
92) 安徽省文物工作隊ㆍ芜湖市文化局, ｢芜湖市賀家園西漢墓｣, 考古學報, 1983年 第3期.
賀家園 3호묘의 연대는 발굴자의 판단에 의하면 서한만기이지만 공반유물을 볼 때 동한조기
로 편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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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4. 鐵器
철기는 삼한시대 문화유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물이지만 대부분이 현지에서
제작 또는 생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만약 이 형태가 漢代 유물에서 흔히 보이
고 삼한지역에서 적게 보이며 제조 기술에서 漢代 철기기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면 구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대략 확인 가능한 것은 漢代부터 전해진
소량의 철제품이며 주요 유물은 鐵空首斧, 鋤板, 鎌刀 등이 있다.
1) 空首斧
주조품이며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長條形 空首斧이며 날부분과 구멍부분의 너
비가 거의 같다. 완주군 갈동 4호묘에서 출토된 2점의 유물은 부식이 심하고 그 중
M4:20은 도끼자루 구멍은 제형이며 길이는 12.1cm, 너비 5cm이다. M4:21 도끼자루
구멍은 장방형이며 길이 16.8cm, 너비 5.4cm이다.(圖22-3, 4) 이러한 철부류는 충청
남도 당진군 소소리에서 발견되었으며 연대는 기원전 2세기이다.93) 충청남도 부여
군 합송리, 전라북도 장수군 남양리 3호와 4호묘94), 김해시 대성동 B지구95)에서도
이 유물들이 출토되었으며 연대는 기원전 1세기 전후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장방형

空首斧이며 몸체가 비교적 짧고 넓으며 일반적으로 날부분은 銎部보다 넓다. 날 모
서리 부분은 바깥으로 벌어져 있으며 공부 아랫부분에는 횡방향의 凸帶가 있다. 양
측에는 鑄縫凸起가 있다. 제주도 용담동96), 경상남도 함안군 말산리 3호분97), 김해
대성동 45호묘98), 경기도 가평군 대성리유적99) 등지에서도 출토되었으며 연대는
93) 福岡縣敎育委員會, 邪馬台國への道のり 第55頁, NHK福岡放送局, 1993年.
94) 武末純一, ｢韓國の鑄造梯形鐵斧｣, 七隈史學 第7號 13頁 圖3, 2006年.
95) 金一圭, ｢最近の調查成果から見た韓國鐵文化の展開｣, 東アジアにおける鐵文化の起源と傳
播に關する國際シポジュム資料集 109頁 圖2~3, 北九州市里自然史歷史博物館, 2007年.
96) 小田富士雄ㆍ韓炳三編, 日韓交涉の考古學·弥生時代篇 第93頁 圖版84－9, 六興出版, 1991
年.
97) 慶南考古學研究所, 道項里-末山里遺蹟 第150頁 圖140-1, 2000年.
98) 申敬澈ㆍ金宰佑, 金海大成洞古墳群(Ⅰ)(概報), 慶星大學校博物館, 2000年.
大成洞古墳博物館, 金官伽耶的对外交流 第52頁, 2005年.
99) 畿甸文化財研究院, 大成里遺蹟發掘調查約報告書, 2006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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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기이다.(圖23) 갈동 3호묘에서 출토된 1점의 封閉形 長方銎 空首斧는 단공철
부에 속하며 현지 생산품인지 전래품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小考 : 중국에서 이렇게 주조된 長條形 空首斧는 전국과 서한시기 철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다. 鄭州 二里岡, 易縣 燕下都 등지의 전국만기 유적에서 출토된
다.(도24-1, 2) 㺬縣 鐵生溝, 鶴壁 鹿樓 등지의 야철유적에서도 발견된다.100)(圖24-3,
4) 조선 자강도 위원군 용연동에서 출토된 기원전 3세기의 철기 중에서도 이 종류
의 공수부가 있다. 장방형 공수부는 전국시대와 진한시대 철부에서 흔히 보이는 형
태이다. 吉林省 楡樹縣 老河深墓地 등에서도 발견된다.(圖25) 그 연대는 서한 말기
에 해당하며 서력 원년 전후이다.101) 그 형태와 제작기술은 경기도 대성리 등지에
서 출토된 철공수부와 대체로 동일하다. 일반적인 학설에 따르면 삼한시대 문화유
적에서 출토된 철공수부는 雙合范으로 주조된 장방형 공구의 철공수부로 전래품일
것으로 추정된다.(일반적으로 양측 가운데에 수직향의 주봉이 관찰됨) 單合范으로
주조된 梯形銎口 鐵空首斧는 현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2) 锄板(호미)
주조품이며 평면 제형이다. 양측 및 頂部의 테두리에는 凸沿이며 상부 가운데에
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 밀양시 교동 3호 목관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M3:10)
잔존길이는 15.4m, 너비 4.6~10.6cm, 두께 0.4cm 이며 연대는 기원전 1세기이다.102)
(圖22-5) 창원 다호리 61호묘에서도 4점이 출토되었다.103)

小考 : 중국에서 이 철제 호미는 전국시대 만기에서 서한 조기의 유적에서 흔히
출토된다. 河南省 登封縣 陽城 鑄鐵遺蹟,104) 遼寧省 撫順市 蓮花堡105) 등지에서 전

100)
101)
102)
103)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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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필자는 2009년 2월 기전문화재연구원(현 경기문화재연구원) 고찰에 기재된 내용과 주조
된 凹口形 삽 등 공반 유물에 근거하였다.
白雲翔, 先秦兩漢鐵器的考古學硏究 第56ㆍ187頁, 科學出版社, 2005年.
본문에서는 중국 戰國秦漢時期의 철기를 논하였으며 자세한 주는 제외하였다.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楡樹老河深 第41頁 圖35-1ㆍ3, 文物出版社, 1987年.
密陽大學校博物館, 密陽校洞遺蹟 第44~46頁, 2004年.
李健茂, ｢義昌茶户里遺蹟發掘進展報告(Ⅳ)｣, 考古學誌 第7輯 第163頁 圖38-2ㆍ4ㆍ5ㆍ8, 韓
國考古美術研究所, 1995年.
國立中央博物館, 茶户里 第37頁, 2008年.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ㆍ中國歷史博物館考古部, 登封王城岡與陽城 第310頁, 文物出版社,
199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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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만기의 철제 호미가 출토되었으며(圖26-1, 2) 내몽고 和林格爾 土城子古城106)에
서도 서한시기의 철제 호미가 출토되었다.(圖26-3) 북한의 용연동에서 출토된 기원
전 3세기의 철기 중에도 철제 호미를 볼 수 있다.
3) 鎌刀(낫)
주조품으로 몸체가 휘어져 있다. 背部 테두리는 정면으로 凸起되어 있으며 병단
에는 凸起된 경계가 있다. 완주군 갈동고분군에서 2점이 출토되었으며 그 중 M2:6
은 길이 24.6cm, 너비 4.4cm이며 M3:13은 길이 24.2cm, 너비 4cm로 그 연대는 기원
전 2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이다.(圖22-1, 2)

小考 : 이 유물의 背部 가장자리의 凸起와 병단에 있는 경계의 주조 철겸은 전국
시기 연나라 지역 철겸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전국 만기에서 서한 초기에 유행하였
으며 河北省 易縣 燕下都, 遼寧省 撫順 蓮花堡, 吉林省 樺甸縣 西荒山屯 등지에서
많이 출토되었다.(圖27) 또한 河北省 興隆에서는 이 철겸의 鑄範이 출토된 바 있
다.107)
상술한 철기를 제외하면 漢代에서 전래된 기타 유형의 철기가 약간 있다. 충청남
도 당진군 소소리에서 발견된 方銎鐵鑿,108) 울산 하대리 43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中長劍 3점, 41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鐵長劍,109) 김해 양동리 318호묘에서 출토된
尖圜底鐵釜, 162호묘에서 출토된 筒形鐵斧110)는 漢에서 전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5) 기타
상술한 유물을 제외하고도 기타 약간의 漢代 유물이 출토된 바 있다. 그 예로 대
구 비산동에서 출토된 銅蓋弓帽 2점111)과 창원 다호리 1호묘, 충청북도 천안시 청
당동 20호묘112) 등지에서 출토된 봉상청동대구, 경상북도 영천군 용전리 진한 목관
105) 王增新, ｢遼寧撫順市蓮花堡遺蹟發掘簡報｣, 考古 286頁, 1964年 第6期.
106)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內蒙古和林格爾縣土城子古城發掘報告｣, 考古學集刊 第6集 175頁,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9年.
107) 鄭紹宗, ｢熱河興隆發現的戰國生産工具鑄范｣, 考古, 1956年 第1期.
108) 福岡縣敎育委員會, 邪馬台國への道のり 第55頁, NHK福岡放送局, 1993年.
109) 釜山大學校博物館, 蔚山下岱遺蹟——古墳(Ⅰ) 第47ㆍ152頁, 1997年.
110) 韓國 國立中央博物館, 樂浪古代文化 第208頁 圖版214ㆍ215, 서울出版公司, 2001年.
111) 金廷鹤, 韓國の考古學 第129頁 圖版96, (日本)河出書房新社, 197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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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에서 출토된 금동제 弩机113) 등이 있다. 이외에 전라북도 완주군 상림리에서 발
견된 圓柱形柄銅劍 26점은 머리부분은 원형, 병부는 柱形, 병부에는 두 줄의 원형
띠가 있는데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이 동검은 ‘戰國式’으로 그 연대는 비교적
이른 기원전 3세기경으로 생각된다.114) 원고 기술에 불과한 상술 유물은 본문에서
다시 검토하지 않고자 한다.

Ⅲ. 맺음말
이상으로 삼한시대 문화유적에서 출토된 화폐, 동경, 청동유물과 철기 등 흔히 볼
수 있는 漢代문물 등을 구분하여 초보적인 고찰을 진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지금까
지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 유물들이 반영하는 한왕조와 삼한간의 교류진행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상술한 각종 漢代 문물의 연대를 살펴보면 완주군 상림리에서 출토된 ‘戰國式’ 柱

形柄 銅劍의 연대가 가장 이르다. 대략 기원전 3세기이며 더 이른시기까지도 올려
볼 수 있다. 익산시 평장리에서 출토된 반리문경도 중국의 전국시대 스타일을 보이
고 있으며 기원전 3세기로 편년할 수 있다. 이외에도 대략 기원전 2세기 전후의 유
물들이 있으며 중국의 漢代시기이다. 만약 상기한 반량전이 서한 조기의 반량전, 양
동리와 대성동 출토의 연호문경 및 하대리에서 출토된 동정이 동한 중만기라고 한
다면 서한 초기에서 동한 말기의 문물이 삼한시대 문화유적에서 발견된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문물의 종류와 수량 또는 출토지점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주로 기원
전 1세기 초에서 1세기경에 집중되어 있다. 이 시기는 한 왕조와 삼한간의 교류가
가장 흥성한 때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삼한시대 문화유적에서 출토
된 漢代 문물의 연대가 그 출토유적 및 무덤의 연대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것은 심지어 비교적 긴 시간차를 가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김해시 양
동리에서 출토된 銅鼎은 서한시기 동정의 특징을 가진다. 즉 제작연대로 말하면 기
112) 韓國 國立中央博物館 清堂洞——天安清堂洞遺蹟 第98頁 圖36, 1993年.
113) 國立慶州博物館, 永川龍田里遺蹟 第51頁 圖21, 2007年.
114) 全容来著ㆍ[日]後藤直譯, ｢完州上林里出土中國式銅劍に關して｣, 古文化談叢 第9集 第69
頁, 198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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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2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로 편년할 수 있는 생산품이다. 그러나 양동리 322호
묘의 연대는 1세기경이며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3세기에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115) 또 다른 예로 김해시 대성동에서 출토된 博局紋鏡, 多乳禽獸紋鏡과

凸線連弧紋鏡片 등 그 유물의 연대는 모두 2세기 말보다 늦지 않다. 그러나 무덤의
연대는 4세기 전후로 추정된다.116) 청동기는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심지어 후대
에도 전세될 수 있기 때문에 청동기의 제작연대와 매납연대의 시간차가 존재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 유물들은 일반적으로 제작 후 오래지 않아 그 제
작지에서 전래된 것이다. 또한 결코 제작지역에서 사용하거나 몇 십년 또는 백년
이상을 방치한 후에 다시 전해져 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고고학적 발굴
을 통해 출토된 漢代 유물은 대체적으로 당시에 바로 전래된 것이다. 설령 3세기 이
후의 유적에서 출토되었더라도 당연히 3세기 이전에 전래된 유물이다. 한편, 삼한
시대 문화유적에서 출토되는 漢代 문물은 그 공존하는 유적과 유물을 편년하는 참
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자료는 될 수 없다. 또 다른 한편으로
삼한시대 문화유적에서 출토된 漢代 문물에 의거하여 한 왕조와 삼한간의 교류를
고찰할 수 있다.
삼한문화 유적에서 출토된 漢代 문물의 지역분포를 보면 두가지 현상이 주목된
다. 첫 번째 현상은 漢代 문물이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된다는
것이다. 즉 낙동강유역의 現 경상북도, 대구시, 울산시, 경상남도 및 제주도 일대는
당시 역사서에 진한과 변한지역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漢代 유물 중
에서도 특히 화폐, 동경, 청동기 등이 주로 출토되었다. 그 연대는 대부분 기원전
1세기 전반에서 2세기의 유물이다. 또 다른 현상은 서부의 마한지역, 즉 지금의 전
라남도, 전라북도 및 충청남도 일대에서 漢代 유물들이 출토되는 것이다. 물론 漢代
유물의 종류와 수량, 출토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기원전 2세기 전반에서 기원전
3세기의 유물의 상당량이 이 지역에서 출토되었다. 전라북도 익산 평장리의 반리문
경, 완주군 갈동고분군의 철겸 등이 그 예이며, 전라북도 완주군 상림리에서 출토된
‘戰國式’동검의 연대는 더 이르다. 이것은 시간의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은데 그
115) 齊東方, ｢韓國慶尙南道金海郡發掘伽倻墓群竝出土重要文物｣, 中國文物報, 1994年 2月27日.
116) 申敬澈ㆍ金宰佑 金海大成洞古墳群(Ⅰ)(概報) 彩版70ㆍ153ㆍ214，慶星大學校博物館，2000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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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면 한 왕조(漢代 건립이전의 진대 및 전국 만기 포함)와 삼한간 교류적인 중점
지역은 다소 변화되었는가? 이는 이와 같이 추론할 수 있다. 한국 서부의 마한지역
은 기원전 2세기 전반 이전의 청동기시대 만기에 秦朝 및 東周, 燕, 齊 등지와 비교
적 많은 교류를 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 동부의 진한과 변한지역의 교류는 아직 발
전되지 않았고 기원전 2세기 후반 이후 동부의 진한과 동남부의 변한이 한 왕조와
의 관계를 점차 형성하기 시작하였으며 교류는 날로 번창하였다. 만약 이 추론이
성립된다면 이렇게 묻혀진 역사의 원인들에 대하여 연구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삼한 중에서 마한이 가장 크며 그 지리적 위치는 북쪽으로 낙랑과 접하고 서쪽으
로 황해와 마주하여 한 왕조와의 왕래 및 문화상의 교류가 가장 광범위하였다. 또
한 마한지역이 서쪽으로 황해라는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일찍이 청동기시대
만기에 중국 대륙과 직접적인 관계를 먼저 형성하였다.
완주군 상림리에서 출토된 ‘戰國式’銅劍은 이러한 관계의 증거로 삼을 수 있
다.117) 같은 시기에 일찍이 秦代의 秦朝 거주민이 삼한지역에 왔다는 기록은 신빙
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118) 그러나 이러한 관계와 교류는 매우 제한적이다. 왜냐하
면 史記, 漢書중에 삼한과 관련된 기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원전
2세기 후반부터 이러한 상황들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후한서 동이열전
의 삼한조의 기사를 보면 이러한 정황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마한은 농
업이 발달하였으나 성곽이 없고 소와 말을 탈 수 없으며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다.
사회경제와 문화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느렸다.”고 한다.
반면 진한의 상황은 아주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진한 거주민 중에는 많은 진나
라 후예가 있다.(“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진한에는 진나라에서 고역을 피해 도망한
사람들이 살았으며 마한의 동쪽 땅에 있는데 성책과 옥실(왕궁)이 있다.”) 사회ㆍ정
치 질서가 비교적 발달하였다.(“여러 개의 작은 읍이 있고 각각의 수장이 있다.”) 농

117) (日)町田章, 中國古代の銅劍 第218~257頁, 奈良文化財研究所, 2006.
완주군 상림리에서 출토된 전국식 동검은 楚系 圓柱柄銅劍으로 춘추만기에서 전국만기에
유행하였다. 일설에 의하면 그 근원은 중국에서 전래되었다고 하며 다른 의견은 납동위원
소 측정결과, 당지(한국)에서 주조되었다고 한다. 이 동검이 설령 당지에서 제조되었다고 할
지라도 중국의 공인이 와서 만들었을 것이다.
118) 三國志 <魏書> 東夷傳 “辰韓在馬韓之東, 其耆老傳世, 自言古之亡人避秦役來适韓國, 馬韓
割其東界地與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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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발달하였다.(“토지가 비옥하며 오곡과 누에를 기르고 비단천을 짜고 소와 말을
타며 예를 갖추어 혼례를 한다.”) 야철업과 대외무역이 발달하였다.(“濊, 倭, 馬韓 등
지의 시장으로 철을 수출하기도 하였다.”)119) 요컨대 그 사회경제와 문화발전 수준
이 비교적 높았으며 낙랑 및 인접 국가들과 긴밀하게 왕래하였다. 역사서에는 新莽

地皇年間에 樂浪 漢人 1500명이 진한으로 와서 벌목과 식목을 하면서 억류되었다가
후에 다시 진한 수장의 도움으로 되돌아갔다는 古事가 있다.120) 이는 진한과 낙랑
간 왕래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변진과 진한이 섞여 살았는데 성곽과 의복이
모두 같다. 상술한 삼한 각국의 사회경제와 문화발전의 불균형 및 대외관계의 차이
는 한 왕조와 교류하는 각 국의 불균형을 야기시켰다. 이것은 아마 한 왕조 문물이
진한과 변한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마한지역에서 비교적 적게 발견되는 역사적 배
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삼한시대 문화유적에서 漢代유물의 출토상황을 보면 당시 삼한지역에 전해져온

漢代의 생산물이다. 그 사회의 기능 및 응용은 漢代 경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예
를 들어 화폐가 분명하게 유통화폐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121) 어떤 것은 장식품으
로 제작되어 사용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도 금성동과 산지항에서 발견된 화
폐 중 어떤 것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122) 분명 장식품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
된다.
한경의 경우 출토예가 많으며 분포지역이 넓다. 그 중 대부분이 부장품으로 사용
되었으며 모두 목관묘와 목곽묘에서 출토되었다. 또한 어떤 것은 仿漢鏡과 공반하
여 출토되며 어떤 무덤은 부족 수장의 무덤일 것이다. 예를 들어 김해시 양동리 162
호 대형목곽묘의 묘주인은 진한 구야국의 수장으로 추정되며 창원시 다호리 1호묘
의 묘주인은 변한 수장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무덤에서 출토된 한경은 위세품으로
부장하였을 것이다. 김해시 대성동에서 출토된 연호문동경 잔편에는 작은 구멍 하
나가 있는데 장식품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123) 경산시 임당동 A-I-122号墓,
119) 三國志 <魏書> 東夷傳 辰韓條載 “國出鐵，韓ㆍ濊ㆍ倭皆從取之.……又以供給二郡”.
120) (曹魏)魚豢撰鱼ㆍ張鵬一輯,『魏略輯本-朝鮮』卷二十一, 陜西文獻征輯處刊, 1924年.
121) 後漢書 <東夷列傳> 辰韓 “凡諸貿易, 皆以鐵为爲貨”
三國志 <魏書> 東夷傳 弁韓條載 “諸市賈皆用鐵, 如中國用鐵”
122) 韓國 國立中央博物館, 樂浪古代文化 第215頁 圖225ㆍ226, 서울出版公司, 2001年.
123) 東京國立博物館, 伽耶文化展 第39頁 圖60, 朝日新聞社, 199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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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8과 E-138호묘 등에서 출토된 5점의 한경 잔편은 직경 1~1.4cm의 小圓餠形으로
가공하였으며 그 성격과 용도에 대해서는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하다. 김해시 양동리
등에서 출토된 銅鼎, 대구시 비산동에서 출토된 銅蓋弓帽 등도 그 특정한 성격과 용
도는 같다.
주목되는 것은 漢代 유물의 전래와 그 의의가 결코 전래품 자체의 의미만으로 한
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문화적인 교류에 의해 수반된 것이다. 동경을 예로 들면
삼한지역의 전통적인 동경이 多鈕幾何紋鏡에 속하는데 한경이 전래된 이후 원래의
동경 전통이 중단되었다. 한경을 수입하였을 뿐 아니라 仿漢鏡을 제작하고 사용하
기 시작하였다.124) 한국 삼한시대에 仿漢鏡의 생산지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관점은
다르다고125) 할지라도 대량으로 한경을 모방하는 것은 확실하게 밝혀졌다. 漢式 銅

鏡이 원래 있던 多鈕幾何紋鏡 전통을 대체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삼한지역의 목관묘, 목곽묘, 옹관묘 등 매장방식 또한 이러한 교류의 배경에서 출현
한 것이다.
삼한과 한 왕조 교류의 노선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노선이 있다. 첫째는 육상통
로이다. 즉 반도 북부의 낙랑지역과 요동을 통해 한 왕조의 내지와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낙랑을 비롯한 사군은 중요한 교량과 통로로 기능하였다. 또 다른 노선은
해상통로이다. 즉 반도 남해상의 여러 도서와 漢代 황해와 발해연안 지역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였다. 거문도,126) 제주도, 해남반도 등 도서지역에서 漢代 화폐와 한
경 등이 발견되었는데 바로 이 경로를 따라 전래된 것이다. 당연히 상술한 두 가지

124) 沈奉謹, ｢三韓·原三國時代の銅鏡｣, 卑弥呼の銅鏡百枚の謎──銅鏡の製作と分布 第6頁,
福岡縣敎育委員會, 1991年.
125) 高倉洋彰, ｢韓國原三國時代の銅鏡｣, 九州歷史資料館研究論集 第14集 第53頁, 1989年.
이 글에는 삼한의 倣漢鏡(倣制鏡)은 당지에서 제작한 것으로 되어있다.
田尻義了, ｢弥生時代小形倣製鏡の製作地｣, 靑丘學術論集 第22集 第77頁, 2003年.
이 글에는 삼한의 방제경은 일본에서 제작하여 전입되었다고 한다.
南健太郎, ｢韓半島における小形倣製鏡の生産｣, 韓半岛の靑銅器製作技術とアジアの古鏡
第251頁, 韓國 國立慶州博物館, 2007年.
이 글에는 삼한의 방한경 중 일부는 당지에서 생산하고 일부는 일본에서 생산하여 전래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126) 武末純一, ｢三韓と倭の交流｣,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第151集 第295頁 表2, 2009年.
한반도 이남의 大海 중의 거문도 부근에 침몰된 선박에서 980매의 五銖錢이 한차례 발굴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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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중 육상 경로가 주 교통로이며 해상 경로는 2차적인 것이다. 삼한지역과 한 왕
조의 왕래 및 문화의 교류는 지역사회의 철기화 발전과정 실현을 촉진하였다. 삼한
은 씨족사회에서 국가사회로 발전하도록 자극하고 가속하는 촉매제 작용을 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127)

원고투고일자 2010년 4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6월 10일

127) 白雲翔, ｢漢代中國與朝鮮半島關係的考古學觀察｣, 北方文物, 2001年 第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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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1. 한대문물이 출토된 삼한시대 유적 분포도
1.제주도 금성동 2.제주도 산지항 3.여수시 거문도(전라남도) 4.사천시 늑도패총 5.고성군 동외동패총 6.
창원시 다호리 7.창원시 성산패총 8.김해시 대성동 9.김해시 회현리패총 10.김해시 양동리 11.김해시 내덕
리 12.밀양시 교동(이상 9개소 경상남도) 13.울산시 하대리 14.대구시 팔달동 15.대구시 비산동 16.대구시
지산동 17.대구시 평리동 18.경산시 임당동 19.경주시 조양동 20.영천군 어은동 21.영천군 용전리(이상 4
개소 경상북도) 22.강릉시 초당동(강원도) 23.당진군 소소리 24.천안시 청당동 25.부여군 합송리(이상 3개
소 충청남도) 26.익산시 평장리 27.완주군 갈동 28.장수군 남양리(이상 3개소 전라북도) 29.함평군 초포리
30.해남군 곡리패총(이상 2개소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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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2. 삼한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한대 동전
1ㆍ2.半兩錢(경상남도 늑도패총 출토) 3~5.五銖錢(창원시 다호리 출토)
6~9.貨泉(제주도 산지항 출토) 10.大泉五十(제주도 산지항 출토) 11.貨布(제주도 산지항 출토)

圖3. 중국에서 출토된 서한 조기의 半兩錢
1~3.半兩錢(阜陽 雙古堆 西漢 汝陰侯 夏侯灶 夫婦墓 出土)
4~6.四銖半兩錢(江陵 鳳凰山 168號墓 出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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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4. 중국에서 출토된 五銖錢
1~13.西漢 五銖錢(滿城漢墓 出土) 14.‘四出五銖’ 앞, 뒷면(洛陽 燒溝 M147 出土)

圖5. 삼한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漢鏡
1.蟠螭紋鏡(益山市 平章里 出土) 2.草葉紋鏡(慶山市 林堂洞 E-58號墓 出土 殘片復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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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6. 중국에서 출토된 草葉紋鏡(临淄乙烯21號漢墓出土·西漢中期)

圖7. 삼한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漢鏡
1.星雲紋鏡(창원시 다호리 1호묘 출토) 2.‘日光’連弧紋銘帶鏡(영천군 어은동 출토) 3.‘日月’連弧紋銘帶鏡(대구시
지산동 출토) 4.‘昭明’連弧紋銘帶鏡(밀양시 교동 17호묘 출토) 5.‘日光’單圈銘帶鏡(경주시 조양동 출토) 6.‘日光’單
圈銘帶鏡(대구시 지산동 출토) 7.‘家常貴富’四乳四銘鏡(경주시 조양동 38호묘 출토) 8.四乳禽鳥紋鏡(김해시 양동
리 162호묘 출토) 9.四乳四虺紋鏡(대구시 평리동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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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8. 중국에서 출토된 星雲紋鏡(临淄农行漢墓M1:1·西汉中晚期)

圖9. 중국에서 출토된 四乳四銘鏡中(西汉中晚期)
1.西安 棗園村 M18:4 2.西安 憂家庄 M281:2

圖10. 중국에서 출토된 四乳四虺紋鏡四(西汉中晚期)
1.臨淄 漢墓 C:015 2.臨淄 环保局 漢墓 M5:2

60

東亞文化 8號

圖11. 중국에서 출토된 多乳禽獸紋鏡
1.廣州 漢墓 M4005:12(東漢早期) 2.廣州 漢墓 M3029:1(西漢中晩期)
3.廣州 漢墓 M4014:2(東漢早期)

圖12. 중국에서 출토된 乳禽鳥紋鏡乳(东汉早期)
1.楡樹縣 老河深 97號墓 出土 2.洛陽 12工區 642號 漢墓 出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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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13. 삼한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方格博局紋鏡(김해 양동리 출토)

圖14. 삼한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方格博局紋鏡
1.김해시 내덕리 19호묘 출토 2.김해시 대성동 23호묘 출토

圖15. 중국에서 출토된 方格博局紋鏡
1.洛陽 燒溝漢墓 M1023:1(東漢早期) 2.西安 鄕企漢墓 M2:2(신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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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16. 중국에서 출토된 方格博局紋鏡(东汉中晚期)
1.廣州 漢墓 M5009:17 2.廣州 漢墓 M5013:11

圖17. 삼한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蓮弧紋鏡
1.김해시 양동리 162호묘 출토 2.김해시 대성동 14호묘 출토

圖18. 중국에서 출토된 蓮弧紋鏡
1.西安 潘家庄 14號墓 出土(鉛鏡, 東漢中期) 2.輝縣 路固 42號墓 出土(東漢中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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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19. 삼한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銅鼎(김해 양동리 322호묘 출토)

圖20. 삼한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銅鼎(울산시 하대리 23호묘 출토)

圖21. 중국에서 출토된 銅鼎
1.三門峽市 火電厂漢墓 M25:17(西漢早期） 2.咸陽市 馬泉漢墓 B:33(西漢晩期）
3.芜湖市 賀家園 M3:8(東漢早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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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22. 삼한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鐵器
1ㆍ2.鎌(완주군 갈동 M2:6, 갈동 M3:13) 3ㆍ4.空首斧(완주군 갈동 M4:21, 갈동 M4:20) 5.鋤板(밀양시 교동
M3:10)

圖23. 삼한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鐵空首斧(경기도 가평군 대성리 출토)

圖24. 중국에서 출토된 鐵空首斧
1.鄭州 二里岡 M182:3(戰國晩期) 2.易縣 燕下都 LJ13T5②:32(戰國晩期)
3.鶴壁市 鹿樓 TD60:06(西漢) 4.㺬縣 鐵生溝 T12:5(東漢早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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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25. 중국에서 출토된 鐵空首斧(西汉末年)
1.楡樹縣 老河深 M46:1 2.楡樹縣 老河深 M32:2

圖26. 중국에서 출토된 鐵锄板
1.撫順市 蓮花堡 T4:112(戰國晩期) 2.登封縣 陽城 鑄鐵遺蹟 T2②:14(戰國晩期)
3.和林格爾縣 土城子古城 T5:2:1(西漢)

圖27. 중국에서 출토된 鐵鐮刀(战国晚期)
1.易縣 燕下都 W22T4:3:5 2.樺甸縣 西荒山屯 M3:13 3.撫順市 蓮花堡 T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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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Findings of Han Dynasty Excavated in
Cultural Site at Three Hans Period
Bai Yunxiang
The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China and Korea has first begun since the
prehistoric age. This connection was maintained at the Bronze age, continuously to
chinese Han dynasty(B.C 206~A.D 220) and korean Three Hans period(B.C 1C~A.D
3C). This interchange took more opportunities to develop each countries. The
findings of Han dynasty excavated in the cultural sites of Three Hans period are the
actual materials of interchange between Han dynasty and Three Hans.
The remains of Han dynasty first excavated in the cultural site of Three Hans
period were bronze mirrors etc. in Eoeun-dong, Yeongcheon-gun, Gyeongsang
province on 1919. The excavated remains of Han dynasty have grown larger after one
century, the sites are more than 30 places. The main findings are money, bronze
mirror, bronze vessel, ironware and so on. The coins among them were made
between early B.C 2C and A.D 2C. About forty bronze mirrors were usually
excavated in Gyeongsang province. Their date is between B.C 3C and early A.D 3C.
The bronze pots excavated in the wooden chamber burials, Num. 322 of
Yangdong-ri, Gimhae and Num. 23 of Hadae-ri, Ulsan are divided with B.C 1C and
B.C 2C. The ironwares were produced between B.C 3C and A.D 1C. Chan-kou style
sword, crossbow, official hat, girdle in addition to these were excavated.
The findings of Han dynasty excavated in the cultural site of Three Hans period
were between B.C 3C and early A.D 3C. These were intensively produced between
B.C 1C and A.D 1C without reference to kind, quantity or site. It is the active age
connecting with Han dynasty. Although the findings of Han dynasty first excavated in
the cultural site at Three Hans period don't agree with historical date of findings, sites
and burials, even have time difference, these were brought into Three Hans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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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In other words, these goods were used in a producing district or didn't again
flow into Three Hans after several tens and hundreds of years. Naturally what came
to Three Hans was disused or buried since then.
The findings of Han dynasty excavated in the cultural site of Three Hans period
have two remarkable issues. One is that the findings of Han dynasty were excavated
in korean southeastern region. Namely, Nakdong valley, that is, Daegu, Ulsan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south Gyeongsang province and Jeju island corresponds
to Jinhan and Byeonhan recorded in history book. The excavated findings were very
various. Their date is usually between early B.C 1C and A.D 2C. The other is that
the findings of Han dynasty are intensively excavated in Mahan region, now western
korea. The other words, the cases of Han dynasty in Jeonra province and south
Chungcheong province are relatively small. But these between early B.C 2C and 3C
were usually excavated. According to this result, Mahan region in western korea was
at the late bronze age before B.C 2C, frequently communicated with Quin, Yan and
Qi. On the other hand, this interchange wasn't yet developed in Jinhan and
Byeonhan. They began to have a relation with Han dynasty after the late B.C 2C,
their interchange flourished.
The traffic route between Three Hans and Han dynasty was divided with two ways.
One is a land route from Lelang and Liaodong to Han dynasty. Lelang played a role
of the important bridge and passage. Other is a marine route linking islands in the
southern cost of Korean Peninsular to the Yellow Sea of Han dynasty and shore of
Balhae.

Key words : Three Hans period, Han dynasty, Findings, cultural interchange, traffic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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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韩时代の遺跡から出土した汉代の文物及び、その认识
白雲翔
韓ㆍ中の両国間の文化交流が最初に始まったことは先史時代からである。靑銅器時代にも
文化交流は相変わらず続く、中國の漢代(B.C.206～A.D.220)と韓國の三韓時代(B.C.1世
紀～A.D.3世紀)まで続いた。この交流は各國が一層、發展する機會になった。三韓時代の
遺跡から出土した漢代の遺物は漢と三韓との交流の實證資料である。
三韓時代の遺跡から最初に出土した漢代の遺物は、1919年に慶尙北道の永川郡漁隱洞
の漢代銅鏡等の遺物である。その後、約1世紀の間、三韓時代の遺跡から出土した遺物は
日每に增加して、遺物が出土した遺跡は30個所以上がある。主な出土遺物は貨幣、銅
鏡、靑銅容器、鐵器等である。その中で、銅錢は主に半兩錢、五銖錢、大泉五十、貨
泉、貨布などで、その年代は紀元前2世紀の前半から紀元後2世紀である。銅鏡は約40點
が出土しており、殆んどは韓半島の東南部の慶尙南北道に分布している。その種類は蟠螭纹
镜、草叶纹镜、星云纹镜、连弧纹铭带镜、单圈铭带镜、四乳四铭镜、四乳四虺纹
镜、多乳禽兽纹镜、方格博局纹镜、连弧纹带镜等で、その年代は紀元前3世紀から紀元
後3世紀の初である。金海市良洞里322號と蔚山市下岱23號木槨墓から出土した铜鼎は、
その年代が紀元前1世紀か紀元前2世紀かと意見が分かれている。鐵器は铁空首斧、锄
板、镰刀等が出土し、その年代は紀元前3世紀から紀元後1世紀と編年される。その以外
に、“战国式”铜剑、弩机、盖弓帽が出土した。
三韓時代の遺跡から出土した漢代遺物の年代は紀元前3世紀から紀元後3世紀の前半で
ある。その漢代の遺物は種類と數量、出土遺跡の多少に関わらず、殆んどが紀元前1世紀
初から紀元後1世紀に集中している. これは、この時期が漢王朝と三韓と交流が最も盛る時期
であることを示す。ところが、三韓時代の遺跡から出土した漢代の遺物年代と、その出土遺
跡、墳墓の年代が一致していない。そして、ある遺物は比較的に大きな時間差を持ているもの
もある。このような漢代の遺物の多くは製作した後、時間を経ってまもなく、漢から三韓地域に流
入したと思われる。即ち、製作地で使用したとか、数十年から数百年を経った後、流入された
物ではない。當然、三韓地域に流入された後、数十年から数百年経った後、廢棄及び埋葬
された情況だけ存在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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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韓時代の遺跡から出土した漢代の遺物には注意すべきことが二つある。一つは、漢代の
遺物が主に出土したところは、韓國の東南部地域である。即ち、洛東江流域の今の慶尙北
道、大邱市、蔚山市、慶尙南道及び濟州道の一帶で、史書に記錄されている辰韓と弁韓
地域に當たって、出土遺物の種類も多様である。しかし、その年代は殆んどが紀元前1世紀
前半から紀元後2世紀頃である。もう一つは、現在、韓國の西部である馬韓地域から漢代の
遺物が集中的に出土することである。即ち、全羅南道、全羅北道及び忠淸南道一帶で、
東南部に比べて、漢代の遺物の出土事例は少ないが、この地域では紀元前2世紀前半から
紀元前3世紀の遺物が出土している。これに基づいて推論すると、西部の馬韓地域は紀元前
2世紀の前の靑銅器時代の晩期である秦國及び東周の燕、齐等地とは比較的に多くの交流
があったと思われる。一方、東南部の辰韓と弁韓地域ではこのような交流は發達していない、
紀元前2世紀後半以後、東部の辰韓と東南部の弁韓は漢王朝との間でだんだん関係を結
び、続いて交流が盛られた。
三韓と漢王朝との交流路線は主に二つで分けている。一つは、陸上通路で、韓半島北部
の樂浪地域と辽东地域を通じて漢王朝の内地へつながる通路であり、その時、樂浪四郡は
重要な橋梁と通路の役割を擔當した。もう一つは、海上通路で、韓半島の南海上の诸岛屿
を通じて漢王朝の黃海と渤海沿岸地域をつながることである。
キーワード : 三韓時代、漢王朝、遺物(文物)、文化交流、交通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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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韩时代文化遗存中的汉朝文物及其认识
128)白云翔*

提 要
中韩两国之间的文化交流，最早可以追溯到遥远的史前时代，青铜时代仍在继续，
到了中国的汉代(公元前206年～公元220年)和韩国的三韩时代(公元前1世纪～公元3世
纪)，这种交流进一步发展并形成了一个高潮。三韩时代文化遗存中汉朝文物的发现，
成为汉王朝和三韩之间交流的实物例证。
三韩文化遗存中汉朝文物的发现，最早可以追溯到1919年庆尚北道永川郡渔隐洞汉
朝铜镜等的出土。近一个世纪以来，三韩文化遗存中汉朝文物的发现与日俱增，其出
土地点已达30处以上，出土的汉朝文物主要有钱币、铜镜、铜器皿、铁器以及其他文
物等。其中，钱币主要有半两钱、五铢钱、大泉五十、货泉、货布等，其年代为公元
前2世纪前半～公元2世纪。铜镜发现近40件，主要分布在东南部的庆尚北道和庆尚南
道一带，其种类主要有蟠螭纹镜、草叶纹镜、星云纹镜、连弧纹铭带镜、单圈铭带
镜、四乳四铭镜、四乳四虺纹镜、多乳禽兽纹镜、方格博局纹镜、连弧纹带镜等，其
年代为公元前3世纪～公元3世纪初。金海市良洞里322号墓和蔚山市下岱里23号木椁墓
出土的铜鼎，其年代分别为公元前1世纪和公元2世纪。铁器主要有铁空首斧、锄板、
镰刀等，其年代为公元前3世纪至公元1世纪。其他文物还有“战国式”铜剑、弩机、盖
弓帽和带钩等。
三韩文化遗存中的汉朝文物，其年代自公元前3世纪～公元3世纪前半。这些汉朝文
物无论其种类、数量还是出土地点的多少，都主要集中在公元前1世纪初～公元1世
纪，说明这一时期是汉王朝和三韩交流最兴盛的时期。虽然三韩文化遗存中汉朝文物
的年代与其出土遗址和墓葬的年代并不完全一致，有的甚至有较长的“ 时间差” ，但

*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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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这些汉朝文物都是在制作后不久就从汉朝传入三韩地区的，并不是在制作地使用
或存放几十年乃至上百年后再传入的。当然，传入三韩地区之后又传世数十年、上百
年乃至数百年之后才被废弃或被埋葬的情况，则是存在的。
三韩文化遗存中的汉朝文物有两个值得注意的现象：现象之一，汉朝文物主要集中
发现于韩国东南部地区，即洛东江流域的今庆尚北道、大邱市、蔚山市、庆尚南道以
及济州岛一带，约当史书所载之辰韩和弁韩地区，并且种类多样，但其年代大都属于
公元前1世纪前半～公元2世纪；另一个现象，地处今韩国西部的马韩地区，即全罗南
道、全罗北道以及忠清南道一带，汉朝文物相对比较少，但公元前2世纪前半乃至公元
前3世纪的遗物大多发现于这一地区。据此或可推论：韩国西部的马韩之地，在公元前
2世纪之前的青铜器时代晚期，同秦朝以及东周燕、齐等地有着较多的交流，而韩国东

部的辰韩和弁韩之地这种交流尚不发达；公元前2世纪后半之后，东部的辰韩和东南部
的弁韩同汉王朝之间逐步建立起联系，交流日趋兴盛。
关于三韩同汉王朝交流的路线，主要有两条：一条是陆上通道，即通过韩半岛北部
的乐浪地区同辽东进而同汉王朝的内地发生联系，乐浪四郡发挥了重要的桥梁和通道
作用；另一条是海上通道，即经由韩半岛以南海上诸岛屿同汉王朝的黄海和渤海沿岸
地区发生联系。
关键词 ： 三韩时代，汉王朝，文物，文化交流，路线.

今日之大韩民国，地处朝鲜半岛南部，有着悠久的历史和灿烂的古代文化。中韩两
国在地理上是隔黄海相望的近邻，早在遥远的古代就有着密切的人员交往和文化交
流，而这种交流在东亚古代社会历史和文化的发展过程中产生了积极的作用。正因为
如此，中韩古代文化交流的考古学研究，不仅是中韩两国考古学研究的一个重要课
题，同时也为两国广大民众所关注。有鉴于此，这里主要就韩国三韩时代文化遗存中
发现的汉朝文物加以梳理，并就由此所反映的汉王朝和三韩之间的文化交流提出一些
初步认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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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中韩两国之间的文化交流，最早可以追溯到遥远的史前时代，青铜时代仍在继续，
如稻作农耕、支石墓等，都从不同侧面反映了两地之间的这种文化交流。随着铁器时
代的到来，这种文化交流继续发展，尤其是到了中国的汉代和韩国的三韩时期，这种
交流进一步发展并形成了一个高潮，三韩时代文化遗存中发现的汉朝文物，就是这种
交流的实物例证。
中国的汉代，是指公元前206年～公元220年的西汉、新莽和东汉时期，一般又称之
为两汉时期，或将这三个王朝统称为汉朝。在韩国，大约在公元前1世纪初前后，先后
形成了三个早期国家，即西部的马韩、东北部的辰韩和东南部的弁韩1)，由此进入到
三韩时代，又称之为“原三国时代”。至于其年代下限，大致是在公元3世纪2)。因此，
三韩时代大致是约公元前1世纪～公元3世纪。但为了便于叙述，这里所说的三韩时代
也包括某些公元前2世纪前后的有关文化遗存。同时，三韩时代大致以公元纪年为界还
可以分为前、后两个阶段。
三韩文化遗存中汉朝文物的发现，最早可以追溯到20世纪初叶。1919年，庆尚北道
永川郡渔隐洞的当地居民在一断崖处偶然发现一组被雨水冲刷暴露出的遗物，出土时
各遗物相互迭压在一起。1923年日本学者经过调查，推测出土遗物的遗迹可能是一处
墓葬，但未能得到确认。出土遗物计120余件，包括汉镜3件(四乳四虺纹镜1件、“见日
之光”铭连弧纹铭带镜2件)、仿汉镜12件、铜钏8件、铜泡92件、铜轮状饰2件，以及虎
形带钩、马形带钩、铜马形饰、鹿头形饰等3)，其年代约当三韩时代前期。这是韩国
境内汉朝文物的首次发现。1928年，济州岛北端的济州市健入洞山地港在港口建设施
工中，于东侧海岸的岩壁附近发现一组遗物计21件。其中，包括货泉11枚、“大泉五
1) ≪后汉书․东夷列传≫：“韩有三种：一曰马韩，二曰辰韩，三曰弁辰。马韩在西，其北与乐
浪、南与倭接。辰韩在东，十有二国，其北与濊貊接。弁辰在辰韩之南，亦十有二国，其南亦与
倭接”。其地理位置和范围大致是：马韩五十四国，地当今忠清南道和北道、全罗南道和北道以
及京畿道一带；辰韩十二国，地当今庆尚南道和北道的洛东江以东地区；弁韩十二国，地当今庆
尚南道和北道的洛东江以西地区。
2) 韩国学者金元龙将“三韩时期”又称为“原三国时代”，并认为青铜时代后期为铁器I期，原三国时代
为铁器Ⅱ期；原三国时代的开始年代为公元前后，其下限为公元300年左右(金元龍著、[日]西谷
正譯：≪韓国考古学概説≫ [增補改訂]第142页，日本六興出版，1984年)。
3) 梅原末治、藤田亮策：≪朝鮮古文化綜鑑≫ 第一卷第47～52頁，(日本) 養德社，194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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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2枚、货布1枚、五铢钱4枚、汉镜残片1件，以及“见日之光”铭连弧纹铭带镜的仿汉
镜1件和铜剑的剑格1件等4)。该遗址的性质尚不明了，推测有可能是窖藏或祭祀遗
存，而出土的钱币和汉镜均为西汉至新莽时期的遗物。
三韩文化遗存中汉朝文物的大量发现，主要是20世纪80年代以后的事情。近30年
来，随着韩国各地田野考古的大规模开展，三韩时代文化遗存中汉朝文物的发现迅速
增加。择要说明如下。
昌原市茶户里墓地，1980年发现，1987年发掘清理出竖穴土坑木棺墓70余座。其
中，1号墓为甲类墓，规模较大，年代较早，使用独木棺；墓圹长2.8米、宽1米、深1.7
米，墓底有长80厘米、宽60厘米、深20厘米的腰坑；出土随葬品有铜兵器、铁兵器、
带木柄的铁工具、弓箭、漆木器以及陶器等，其中可以确认为汉朝的文物有星云纹
镜、五铢钱和铜带钩等；其年代为公元前1世纪后半，其墓主人被推测为弁韩的首
领5)。
金海市良洞里墓地，是一处三韩时代(弁韩)至三国时代的大型墓地。1969年曾发现
方格博局纹镜等遗物，1984～1996年间先后发掘木棺墓、木椁墓、瓮棺葬、石椁墓等
墓葬计579座，其年代为公元前2世纪末～公元5世纪。其中，162号墓为大型木椁墓，
是墓地中规模最大的墓葬之一，出土有汉朝铜镜2件(连弧纹镜、四乳禽鸟纹镜)、仿汉
镜8件，以及铁釜、铁刀、铁镰、铁斧、铁剑等，其年代为公元2世纪后半，墓主人被
推测为弁韩狗邪国的首领；322号墓为木椁墓，出土一件带铭铜鼎；318号墓为木椁
墓，出土有铁釜等6)。
庆山市林堂洞遗址，是一处三韩时代的环壕聚落址和墓地。1982～1998年间发掘三
韩至李氏朝鲜时期的墓葬1000多座。其中，A-I-74号墓、A-I-121号墓、E-132号墓等出
土有五铢钱，A-I-122号墓、E-58和E-138号墓等出土有加工成小圆饼形的汉镜残片，其
年代为公元前1世纪前后7)。

4) 梅原末治、藤田亮策：≪朝鮮古文化綜鑑≫ 第一卷第57页，(日本) 養德社，1947年。
5) A.李健茂 等：≪義昌茶户里遺蹟發掘進展報告(Ⅰ～Ⅳ)≫，≪考古學誌≫ 第1、3、5、7輯，韓
国考古美術研究所，1989～1995年。
B.國立中央博物館：≪茶户里≫，2008年。
6) A.金廷鹤：≪韓国の考古学≫ 第130页、图88，(日本) 河出書房新社，1972年。
B.文化财研究所：≪金海良洞里调查发掘报告书≫，1989年。
7) 韩国土地公社、韩国文化財保護財团：≪慶山林堂遺蹟≫(Ⅰ)～(Ⅵ)，1998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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庆州市朝阳洞墓地，是一处三韩(辰韩)至三国时代的墓地。1979～1981年发掘墓葬
67座，其中38号墓为圆角长方形竖穴木棺墓，出土有“见日之光”铭连弧纹铭带镜、单

圈铭带镜、“昭明”铭连弧纹铭带镜、四乳四铭镜等西汉铜镜，其年代为公元前1世纪后
半8)。
完州郡葛洞墓地，是一处初期铁器时代的墓地。2003年发掘的4座墓葬中，2号墓为
木棺墓，出土有琉璃环、铁镰等；3号墓为木椁墓，出土有铜镞、铁镰和铁斧等；4号
墓为独木棺墓，出土有铁斧等随葬品；墓地的年代为公元前2世纪至公元前1世纪9)。
据目前所能掌握的信息可知，三韩时代遗址中发现有汉朝文物的地点至少有30处以
上(图1)。特别重要的是，1980年代以来的发现，都是科学发掘的资料，出土状况明
确，共存遗物清楚，有助于深入了解和认识三韩时代汉朝物品的传入及其意义。对
此，有不少韩国学者从不同方面进行过研究，但中国学者虽有所关注，但尚无系统的
研究。

Ⅱ、
三韩时代文化遗存出土的汉朝文物，主要有钱币、铜镜、铜器皿、铁器以及其他文
物等。

1. 钱币
钱币的发现地点不多，但分布范围较广。钱币的种类主要有半两钱、五铢钱、大泉
五十、货泉、货布等。
1) 半两钱

庆尚南道泗川市勒岛贝丘C区出土4枚，直径2.4厘米10)(图2－1、2)。据称，半两钱
8) A.崔锺圭：≪庆州市朝阳洞遗迹发掘调查概要とその成果≫，≪古代文化≫第35卷8号，1983年。
B.國立慶州博物館：≪慶州朝陽洞遺跡≫，≪國立慶州博物館≫(日本语版) 第193页，通川文化
社，1996年。
C.國立慶州博物館国立庆州博物馆：≪庆州朝阳洞遗迹≫(Ⅰ) (Ⅱ)，2000、2003年。
9) 湖南文化財研究院：≪完州葛洞遺蹟≫，200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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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济州岛也有发现。
按：半两钱始铸于东周时期的秦国。据文献记载，秦惠文王二年(公元前336年)“初
行钱”11)，采用方孔圆形的样式，并以铭文记其重量的方式来标记，名曰“半两”，重如
其文12)。此乃半两钱之始。1980年，四川省青川县郝家坪50号墓出土半两钱7枚，并与
秦武王二年(公元前309年)纪年木牍同出，表明墓葬的年代为秦昭王元年(公元前306)年
前后13)，从考古学上证明了半两钱始行于公元前4世纪末叶。秦始皇统一中国之后，
全国货币统一为半两钱，即“秦并天下，币为二等：……铜钱质如周钱，文曰‘半两’，
重如其文”14)。西汉王朝立国之初，承秦制仍然用半两钱，如高后二年(公元前186年)
行八铢钱、汉文帝五年(公元前175年)行四铢钱，均为半两钱15)；虽然汉武帝即位之初
于建元元年(公元前140年)曾一度铸行“三铢”钱，但到了汉武帝建元五年(公元前136年)
又罢三铢钱，复行半两钱16)，直至元狩五年(公元前118年)铸行五铢钱。半两钱的考古
发现和研究表明17)，战国时期的秦半两钱一般不太规整，并且无内、外廓；钱径较
大，直径一般在3.1厘米以上；钱体厚重，重量一般在5.4克以上。秦代的半两钱较为
规整，个别的出现外廓；钱径有所减小，重量有所减轻，直径一般为2.5～2.77厘米，
重量一般为2.5～3.8克。秦代半两钱在秦始皇陵区18)、山西河津县19)、内蒙古敖汉
旗20)等地多有发现。西汉早期的半两钱，一般比秦代半两钱要小，并且略轻。如湖北
江陵凤凰山168号墓，下葬年代为汉文帝十三年(公元前167年)，出土半两钱101枚，多
有周廓，直径2.3～2.5厘米，重2.6～3.2克21)(图3－4～6)，应当是汉文帝时期铸行的

10) A.韓国国立中央博物館：≪楽浪古代文化≫ 第214頁，图版223，首尔出版公司，2001年。
B.大成洞古墳博物館：≪金官伽耶的对外交流≫ 第45頁，2005年。
11) ≪史记․秦始皇本纪≫。
12) ≪史记․平准书≫。
13) 四川省博物馆、青川县文化馆：≪青川县出土秦更修田律木牍──四川青川县战国墓发掘简
报≫，≪文物≫ 1982年第1期。
14) ≪汉书․食货志≫。
15) ≪汉书․食货志≫。
16) ≪汉书․食货志≫。
17) 王雪农、刘建民：≪半两钱研究与发现≫，中华书局，2005年。
18) A.秦俑坑考古队：≪秦始皇陵西侧赵背户村秦刑徒墓≫，≪文物≫ 1982年第3期。
B.秦俑坑考古队：≪陕西临潼鱼池遗址调查简报≫，≪考古与文物≫ 1983年第4期。
19) 胡振琪：≪山西河津发现秦半两≫，≪中国钱币≫ 1986年第1期。
20) 邵国田：≪内蒙古敖汉旗出土秦半两≫，≪中国钱币≫ 1988年第2期。
21) 纪南城凤凰山一六八号汉墓发掘整理组：≪湖北江陵凤凰山一六八号汉墓发掘简报≫，≪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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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铢半两”。安徽阜阳县双古堆汉汝阴侯夏侯灶夫妇墓，下葬年代为汉文帝十五年(公

元前165年)22)，出土半两钱33枚，其中除1枚较大外，其余32枚钱径约2.7厘米23)(图3
－1～3)，也应当是汉文帝时期铸行的“四铢半两”钱。江苏徐州北洞山西汉楚王陵，下
葬年代约在公元前140年至公元前118年之间，出土半两钱5万多枚，其中1793枚被断定
为汉文帝时期和汉武帝时期的“四铢半两”钱，直径一般2.3～2.5厘米，钱重一般2.0～
3.0克，其中少数有周廓24)。据此比较判断，勒岛贝丘出土的半两钱应为汉文帝或汉武

帝时期的“四铢半两”钱。
2) 五铢钱

五铢钱发现较多。昌原市茶户里出土3枚，其中一枚为穿上横文五铢，直径2.5厘
米，穿径0.96厘米，重2.9克；一枚铸造不精良，直径2.55厘米，穿径1.3厘米，重3.25
克；另一枚为普通的五铢，铸造精良，钱文清晰，直径2.5l厘米，穿径0.93厘米，重
3.8克25)(图2－3～5)。济州岛山地港出土4枚，均方穿无郭，直径2.5～2.52厘米。永川

郡龙田里木椁墓出土3枚，直径均为2.6厘米26)。五铢钱还发现于全罗南道丽水市巨文
岛(980枚)27)，庆尚南道泗川市勒岛贝丘C区(1枚)、昌原市城山贝丘28)(1枚)，庆山市林
堂洞墓地(3枚)，江原道江陵市草堂洞(2枚)等地。
按：五铢钱始铸于汉武帝元狩五年(公元前118年)29)，开始是各郡国可自行铸造，但

物≫ 1975年第9期。
22) 安徽省文物工作队、阜阳地区博物馆、阜阳县文化局：≪阜阳双古堆西汉汝阴侯墓发掘简
报≫，≪文物≫ 1978年第8期。
23) 将若是：≪秦汉半两钱系年距举例≫，≪秦汉钱币研究≫，中华书局，1992年。
24) 徐州博物馆、南京大学历史学系考古专业：≪徐州北洞山西汉楚王墓≫ 第171页，文物出版
社，2003年。
25) 徐州博物馆、南京大学历史学系考古专业：≪徐州北洞山西汉楚王墓≫ 第171页，文物出版
社，2003年。
26) 國立慶州博物館：≪永川龍田里遺蹟≫ 第51～53页，图22，2007年。
27) A.韓国国立中央博物馆：≪伽耶特别展≫(日本语版) 第24页、图37，朝日新闻社，1991年。
B.(日)武末纯一：≪三韓と倭の交流≫，≪国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第151集第295頁表
2，2009年。
28) 岡崎敬：≪日本および韓国における货泉․货布および五銖銭について≫，见 ≪森貞次郎博士
古稀纪念古文化論集≫(上卷) 第665页，1982年。
29) ≪汉书․武帝纪≫：元狩五年，“罢半两钱，行五铢钱”。(179页)又，≪汉书․食货志(下)≫：元
狩五年，“有司言三铢钱轻，轻钱易作奸诈，乃更请郡国铸五铢钱，周郭其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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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鼎三年(公元前114年)令京师铸官赤仄，元鼎五年(公元前112年)又“悉禁郡国毋铸
钱，专令上林三官铸”30)，直到西汉末年。新莽时期货币多次改制，但五铢钱依然在民
间流通31)。到汉光武帝建武十六年(公元40年)正式恢复铸行五铢钱32)，汉灵帝中平三
年(公元186年)铸“四出五铢”33)。根据考古发现并结合文献记载34)，对于汉代不同时期
的五铢钱的特点已经有大致的认识(图4)。汉武帝时期五铢钱的标准钱型是，钱径2.5
厘米，穿径0.9厘米，重约3.5克；“五”字中间两笔较直，也有的略带弯曲；“铢”字的“金”
字头作竖长三角形或菱形。汉宣帝时期(公元前73年～公元前49年)五铢钱的主要特点
是，钱径2.6厘米，穿径0.9厘米，铸造精良，多呈紫铜色；钱文清晰，“五”字中间两笔
近乎平行。汉元帝以后五铢钱的特点是，钱文字体变宽，“五”字中间两笔相交处弧度
大，两竖笔的下端向两侧分开。东汉光武帝时期的五铢钱(即“建武五铢”)，钱径2.6厘
米，重3.0～3.3克；钱文“五”字两竖笔弯曲相交；“铢”字的“金”子头呈三角形，“朱”字的
上横圆折。汉灵帝时期的“ 四出五铢” ，突出特点是钱背方穿的四角有四条斜出的线
纹，即所谓的“四出”；钱径一般2.55厘米，穿径0.8厘米，重3.6克。据此观察三韩时代
文化遗存中的五铢钱，或可认为：昌原市茶户里、济州岛山地港、永川郡龙田里出土
的五铢钱均为西汉五铢，并且茶户里出土的五铢钱可能属于汉武帝时期的五铢钱；其
他地点出土的五铢钱，既有西汉五铢，又有东汉五铢。
3) 大泉五十

大泉五十，济州岛山地港出土2枚，其中完整的1件，直径2.73厘米(图2－10)。
按：大泉五十是西汉末年王莽摄政时期于居摄二年(公元7年)始铸行的一种货币35)，
主要流行于新莽时期(公元9～23年)以及东汉初年。

30) ≪汉书․食货志(下)≫。
31) ≪汉书․王莽传(下)≫：新莽初年，“是时百姓便安汉五铢钱，以莽钱大小两行难知，又数变改
不信，皆私以五铢钱市贾”。
32) ≪后汉书․光武帝纪≫：建武十六年，“是岁，始行五铢钱”。
33) ≪后汉书․灵帝纪≫》中平三年，“又铸四出文钱”。
34) 将若是：≪秦汉钱币研究≫，中华书局，1992年。
35) ≪汉书․食货志(下)≫：“王莽居摄，……更造大钱，径寸二分，重十二铢，文曰‘大钱五十’”。
“王莽即真，……因前‘大钱五十’”。1177页。又，≪汉书․王莽传(上)≫：居摄二年五月，“更造
货：……大钱，一直五十，与五铢钱并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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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货泉

货泉，在济州岛山地港出土11枚，可分为四种：(1) 正、背面均有穿郭，直径2.27厘
米；(2) 仅背面有穿郭，“泉”字较大，直径2.24厘米；(3) 体薄，两面均无穿郭，直径
2.12厘米；(4) 钱文为反字，位置也与一般的货泉相反，即“货”左、“泉”在右，直径2.27

厘米(图2-6～9)。货泉还发现于济州岛北济州郡锦城洞(2枚)，全罗南道海南郡谷里贝
丘36)(1枚)，金海市会岘里贝丘(1枚)37)等地。
按：货泉是新莽时期于天凤元年(公元14年)铸行的一种货币38)，当时最为流通，在
汉朝境外也多有发现。但是，像山地港出土的钱文为反字的货泉，则很少见到。
5) 货布

货布，在济州岛山地港出土1枚，长5.7厘米、宽2.25厘米(图2－10)。
按：货布也是新莽时期于天凤元年(公元14年)铸行的一种货币39)，与货泉并行，各
地都有发现，但数量不多。

2. 铜镜
铜镜发现近40件，是三韩文化遗存中发现数量较多的一种汉朝文物，主要分布在东
南部的庆尚北道和庆尚南道一带。其种类主要有蟠螭纹镜、草叶纹镜、星云纹镜、连
弧纹铭带镜、单圈铭带镜、四乳四铭镜、四乳四虺纹镜、多乳禽兽纹镜、方格博局纹
镜、连弧纹镜等。

36) (日)東潮、田中俊明：≪韓国の古代遺跡․2․百济伽耶篇≫ 第43页，中央公論社，1989年。
37) A.(日)榧本杜人：≪金海貝塚の再檢討≫，见 ≪朝鮮の考古学≫ 第64页，同朋舍，1980年。
B.(日)武末纯一：≪三韓と倭の交流≫，≪国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第151集第295頁表
2，2009年。
38) ≪汉书․食货志(下)≫：“天凤元年，……货泉径一寸，重五铢，文右曰‘货’，左曰‘泉’，枚直
一，与货布二品并行”。按：据 ≪汉书․王莽传≫记载，货泉始铸于地皇元年(公元20年)。
39) ≪汉书․食货志(下)≫：“天凤元年，……罢大小钱，改作货布，长二寸五分，广一寸，首长八
分有奇，广八分，其圜好径二分半，足枝长八分，间广二分，其文右曰‘货’，左曰‘泉布’，重二
十五铢，直货泉二十五”。按：据 ≪汉书․王莽传≫ 记载，货布始铸于地皇元年(公元2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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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蟠螭纹镜

益山市平章里出土1件，已残破成碎片，匕形缘，主纹区以细线涡卷纹为地纹，主纹
为四组花叶纹和蟠螭纹，其外侧一周斜线栉齿纹带，复原直径13.4厘米(图5－1)，年代
为三韩时代初期甚至更早40)。
按：在中国，蟠螭纹镜流行于战国晚期和西汉初年，即公元前3世纪前后。从纹样的
布局及其风格上看，平章里出土镜具有中国战国铜镜的特点，其年代约当公元前3世纪
前后。
2) 草叶纹镜

完整者尚未见到，但庆山市林堂洞E-58号墓出土的加工成小圆片的铜镜残片，韩国
学者李阳洙复原为“见日之光常乐未央”铭四乳草叶纹镜41)(图5－2)。
按：在中国，草叶纹镜出现于西汉初年，流行于西汉中期42)。就其草叶纹而言，有
单层草叶、叠层草叶和三叠层草叶等不同样式；就其铭文而言，内容和形式都多种多
样，但最为常见的是四字句八字铭、三字句十二字铭以及十六字铭。林堂洞出土的草
叶纹镜属于叠层草叶纹镜，其铭文为四字句八字铭。与之相似的草叶纹镜，曾发现于
山东省临淄区乙烯汉墓21号墓等地43)(图6)，其年代约当公元前2世纪后半。
3) 星云纹镜

昌原市茶户里1号墓出土1件，连峰式钮，周围绕以十六内向连弧纹带，主纹区有四
组联珠纹座乳钉，四乳之间为七乳钉组成的星云纹，十六内向连弧纹缘，其内侧一周
斜向栉齿纹带，直径12.8厘米(图7－1)，年代为三韩时代前期。密阳市校洞3号木棺墓
出土1件，与茶户里1号墓所出大致相同，只是镜缘内侧无栉齿纹带，直径10厘米，年
代为公元前1世纪44)。永川郡龙田里木棺墓出土残片1件，年代为公元前1世纪45)。

40) A.高倉洋彰：≪韓国原三国時代の銅鏡≫，≪九州歷史資料館研究論集≫第14集第53页，1989年。
B.国立中央博物館、国立光州博物館：≪特别展：韓国的靑銅文化≫ 第48页，汎友社，1992年。
41) 李陽洙：≪韓半岛出土汉镜的分布与流通≫，≪考古学誌≫ 第15辑第46页，2006年。
42) 白云翔：≪西汉时期日光大明草叶纹镜及其铸范的考察≫，≪考古≫ 1999年第4期。
43) 魏成敏、董雪：≪臨淄漢代銅鏡齊国故城漢代銅鏡鋳造業≫，≪鏡笵≫第195頁，(日本)八木書
店，2009年。
44) 密陽大學校博物館：≪密陽校洞遺蹟≫ 第48页，200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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按：在中国，星云纹镜出现于汉武帝时期，流行于西汉中期，到西汉晚期仍可见
到，是十分常见的一种镜类。与茶户里1号墓出土镜大致相同的铜镜，在中国的东部地
区多有发现，如江苏扬州平山汉墓3号墓46)，山东临淄区农行汉墓1号墓(图8)、乙烯汉
墓18号墓等地47)均有出土，其年代均为西汉中晚期，约当公元前1世纪前半。
4) 连弧纹铭带镜

数量最多，类型多样。一般是圆钮，圆圈钮座，钮座四周依次为内向连弧纹带、栉
齿纹带、铭文和“田”字或涡卷纹等组成的铭文带、栉齿纹带，窄素缘。根据其铭文大
致可分为以下两种。
“见日之光”铭连弧纹铭带镜：又称之为“日光镜”。铭文为四字句八字铭，其前四字为
“见日之光”，后四字多有不同。“见日之光天下大明”铭镜，永川郡渔隐洞出土2件，直

径分别为6.1厘米和6.7厘米(图7－2)，年代为三韩时代前期；大邱市池山洞出土2件，
直径分别为6.2 厘米和6.3 厘米48)；庆州市朝阳洞38 号木棺墓出土1 件，直径6.4 厘
米49)。“见日之光长毋(不)相忘”铭镜，大邱市池山洞出土2件，直径均为6.9厘米，年代
为三韩时代前期50)；庆州市朝阳洞38号木棺墓出土1件，直径6.5厘米51)。
“昭明”铭连弧纹铭带镜：又称之为“昭明镜”。铭文第一句为“内清质以昭明”，后面的

铭文多有不同。密阳市校洞17号木棺墓出土1件，联珠纹钮座，铭文为“内清质以昭
明，光辉象夫日月，心忽扬而愿忠，然雍塞而不泄”，直径10.2厘米52)(图7－4)。庆州
市朝阳洞38号木棺墓出土1件，铭文为“内清以昭明，光象夫日月，心不泄”，直径8厘
米，年代为公元前1世纪53)。大邱池山洞出土1件，铭文为“内日月，心忽而不泄”，直
径8.2厘米(图7－3)54)，应当属于“昭明镜”的一种简化形式。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國立慶州博物館：≪永川龍田里遺蹟≫ 第31页、图12-1，2007年。
扬州市博物馆：≪扬州平山养殖场汉墓清理简报≫，≪文物≫ 1987年第1期。
山东省文物考古研究所：≪鉴耀齐鲁≫ 第233、234页，文物出版社，2009年。
國立中央博物館、國立光州博物館：≪特别展：韓国的靑銅文化≫ 第62页，汎友社，1992年。
國立慶州博物館：≪國立慶州博物館所藏鏡鑑資料集≫ 第19页，2007年。
高倉洋彰：≪韓国原三国時代の銅鏡≫，≪九州歷史資料館研究論集≫ 第14集第53页，图3-5，
1989年。
國立慶州博物館：≪國立慶州博物館所藏鏡鑑資料集≫ 第20～21页，2007年。
密陽大學校博物館：≪密陽校洞遺蹟≫ 第135～137页，2004年。
國立慶州博物館：≪國立慶州博物館所藏鏡鑑資料集≫ 第22页，2007年。
國立慶州博物館：≪國立慶州博物館所藏鏡鑑資料集≫ 第32页，200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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另外，连弧纹铭带镜的残片，还发现于庆州市朝阳洞38号木棺墓、庆山市林堂洞
E-138号墓等地。

按：在中国，连弧纹铭带镜出现于汉武帝时期，西汉中晚期广为流行，其年代约当
公元前2世纪后半至公元纪年前后。连弧纹铭带镜的纹样及其布局大致相同，但铭文内
容多样。其中，“日光镜”、“昭明镜”最为常见，镜体一般较小，直径大多在10厘米以
下，三韩时代遗存中发现的连弧纹铭带镜均属于这两种
；“洁清白而事君……”铭的“清
白镜”、“湅冶铜华清而明……”明的“铜华镜”、“日有熹，月有富……”铭的“日有熹镜”，
铭文长，镜体一般较大，直径大多在10厘米以上，而这几种铭文长、镜体大的连弧纹
铭带镜在三韩时代遗存中尚未见到
。
5) 单圈铭带镜

小圆钮，圆圈或凸带钮座，周围绕以弧线或直线、凸带，铭文带内外侧为栉齿纹
带，窄素缘。庆州市朝阳洞38号木椁墓出土1件，铭文为“见日之光长不相忘”，直径6.5
厘米(图7－5)。大邱市池山洞出土1件，铭文为“见日之光长毋相忘”，直径7.7厘米，年
代为三韩时代前期55)(图7－6)。
按：单圈铭带镜与连弧纹铭带镜直接相关，两者的镜体结构、纹样及其布局、铭文
内容及其布列方式都大致相同，只不过单圈铭带镜的钮座周围没有内向连弧纹带。在
中国，这种铜镜同样是出现于西汉中期，流行于西汉中晚期，即公元前1世纪，但数量
较少。
6) 四乳四铭镜

庆州市朝阳洞38号木椁墓出土的1件，圆钮，圆圈钮座，周围绕以八内向连弧纹带和
栉齿纹带，主纹区为四个圆圈乳钉，其间饰“家常贵富”四字铭，铭文布局为“外向式”，
窄素缘，直径7.5厘米56)(图7－7)。该墓的年代为公元前1世纪后半。
按：这种四乳四铭镜，跟连弧纹铭带镜有着密切的联系，两者的镜体结构、纹样及
其布局等都大致相同，但铭文的内容、布局等完全不同。在中国，这种四乳四名镜较
为少见，西安附近曾出土4件“ 家常贵富” 铭镜，其年代为西汉中晚期，即公元前1世
55) 韓國國立中央博物館：≪楽浪古代文化≫ 第204页，首尔出版公司，2001年。
56) 國立慶州博物館：≪國立慶州博物館所藏鏡鑑資料集≫ 第18～19页，200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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纪57)。但是，其中2件为连弧纹缘(图9－2)，另2件的镜钮周围没有内向连弧纹带(图9
－1)，与庆州市朝阳洞的“家常贵富”铭镜颇多差异。洛阳烧沟汉墓出土1件(M99:18)，
钮座周围也没有连弧纹带58)。山东临淄一带出土6件，其钮座周围同样没有内向连弧
纹带，并且其中2件为连弧纹缘59)。
7) 四乳四虺纹镜

这种铜镜的镜体结构和纹样及其布局大致相同，即圆钮，圆圈钮座，周围绕以栉齿
纹带，主纹区为四乳和四虺纹──反S形纹，虺纹内外各有一小动物，宽素缘。大邱市
坪里洞出土1件，虺纹内外各有一个小禽鸟，直径10.6厘米(图7－9)60)，年代为公元1
世纪。永川郡渔隐洞发现1件，略残，直径10.5厘米61)。济州岛山地港、金海市会岘里
贝丘各出土残片1件，可能是这种镜的残片62)。
按：在中国，这种铜镜是较为常见的汉代镜类之一，全国各地都有发现；大约出现
于汉宣帝时期(公元前73年至公元前49年)，流行于西汉晚期和新莽时期，即公元前1世
纪后半至公元1世纪初，河南洛阳西工区82号墓、64号墓等出土的这种铜镜即为西汉晚
期63)。这种铜镜的镜体结构、纹样及其布局等总体上大致相同，但细部多有差异。山
东临淄一带出土的2件(图10)，与坪里洞出土镜较为接近，其年代均为公元前1世纪后
半64)。
8) 多乳禽兽纹镜

这种铜镜的主要特征是：圆钮，主纹区有4个、或5个、或7个乳钉，乳钉之间饰细线
式禽兽纹，镜缘一般为花纹缘。庆尚南道固城郡东外洞贝丘出土1件残片，双线波折纹
57)
58)
59)
60)
61)
62)
63)
64)

程林泉、韩国河：≪长安汉镜≫ 第80～81页，陕西人民出版社，2002年。
洛阳区考古发掘队：≪洛阳烧沟汉墓≫ 第168页，图七四之一，科学出版社，1959年。
山东省文物考古研究所：≪鉴耀齐鲁≫ 第192页，文物出版社，2009年。
A.國立慶州博物館編：≪国立慶州博物館≫(圗録) 第17页，1988年(日本语版)。
C.國立中央博物館、國立光州博物館：≪特别展：韓国的靑銅文化≫ 第61页，汎友社
韓國國立中央博物館：≪楽浪古代文化≫ 第203页，图版206－1，首尔出版公司，2001年。
高倉洋彰：≪韓国原三国時代の銅鏡≫，≪九州歷史資料館研究論集≫ 第14集第58页，图5－
4，1989年。
洛阳市文物管理委员会：≪洛阳出土古镜≫ 第23页，文物出版社，1959年。
山东省文物考古研究所：≪鉴耀齐鲁≫ 第268～269页，图134－2、135－1，文物出版社，2009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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花纹缘，直径9.9厘米65)。另外，金海市大成洞2号墓66)、金海市良洞里、金海会市岘
里贝丘等地出土的铜镜残片，可能也属于此镜类67)。
按：在中国，多乳禽兽纹镜大约出现于西汉晚期，流行至东汉早期，即公元前1世纪
后半至公元1世纪；各地都有所发现，但数量并不多；有的在主纹区外侧有铭文带。广
州西汉晚期3029号墓的四乳禽兽纹镜、东汉早期4014号墓的四乳四神镜和4005号墓的
七乳禽兽纹镜等(图11)，都属于多乳禽兽镜，而4005号墓出土镜有铭文“[尚]方佳镜大毋
伤，[青龙白]虎[辟不]羊，朱雀玄武顺阴阳，子孙备具居中央，长保二亲乐富昌，寿敝
金石如……”68)。
9) 四乳禽鸟纹镜

金海市良洞里162号木椁墓出土1件，圆钮，圆圈钮座，主纹区为四乳钉和四禽鸟，
外侧一周栉齿纹带，宽素缘，直径9厘米(图7－8)，年代为公元2世纪69)。
按：四乳禽鸟纹镜属于多乳禽鸟纹镜的一种。在中国，多乳禽鸟纹镜出现于西汉晚
期，流行于新莽和东汉早期，约当公元前1世纪末至公元1世纪，但有的地方流行到东
汉中晚期；各地都有发现，但数量不多。这种铜镜在镜体结构、纹样及其布局上，与
四乳四虺纹镜和多乳禽兽镜有些联系。常见的有两种：一种是四乳四禽鸟纹镜，如河
南洛阳12工区642号墓出土三角形缘四乳禽鸟纹镜(图12－2)，年代为东汉早期70)；另
一种是四乳八禽鸟纹镜，如吉林榆树县老河深97号墓出土的宽素缘四乳八禽鸟镜(图12
－1) ，年代为东汉初年71)。五乳禽鸟纹镜曾发现于广州等地，其年代为东汉中晚
期72)。
65) 高倉洋彰：≪韓国原三国時代の銅鏡≫，≪九州歷史資料館研究論集≫ 第14集第58页，图5－
5，1989年
66) 申敬澈、金宰佑：≪金海大成洞古墳群(Ⅰ)≫(概報) 彩版70，慶星大學校博物館，2000年。
67) 韓國國立中央博物館：≪楽浪古代文化≫ 》第204页，图版208，首尔出版公司，2001年。
68) 广州市文物管理委员会、广州市博物馆：≪广州汉墓(上)≫ 第287页图170－6，第342页图208－
3、5，文物出版社，1981年。
69) 韓國國立中央博物館：≪楽浪古代文化≫ 第203页，图206－3，首尔出版公司，2001年。按：该
书将此件四乳禽鸟纹镜的出土地点标注为大邱坪里洞出土，有误。根据《金海的古坟文化》第
69页可知，该镜出土于金海良洞里162号墓。
70) 洛阳市文物管理委员会：≪洛阳出土古镜(两汉部分)≫ 第35页，文物出版社，1959年。
7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榆树老河深≫ 第50页，图三四之2，文物出版社，1987年。
72) 广州市文物管理委员会、广州市博物馆：≪广州汉墓(上)≫ 第445页图278－1、2，文物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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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方格博局纹镜

这种铜镜以镜钮周围有一方格框、主纹区饰TLV纹样等为其突出特征，故称之为“方
格博局纹镜”或“方格规矩镜”。金海市良洞里出土1件“方格博局纹四神镜”，圆钮，柿蒂
纹钮座，周围绕以方格，方格内十二乳钉和十二支铭；内区花纹为八乳、TLV纹、四
神和禽兽纹，铭文带的内容为“尚方佳镜真大□，上有仙人不知老，渴饮玉泉饥食枣，
浮游天下敖四海”，云气纹及锯齿纹带花纹缘，直径为20.2厘米(图13)，年代为公元1世
纪73)。金海市内德里19号木棺墓出土1件，镜缘饰两周锯齿纹和一周双线波折纹，镜
缘较宽，直径12.1厘米(图14－1)，年代为公元1世纪74)。金海大成洞23号墓1件，钮座
为12个小圆圈乳钉，波折纹和锯齿纹带花纹缘，直径16.5厘米75)(图14－2)。另外，这
种铜镜的残片还发现于固城郡东外洞贝丘等地76)。
按：在中国，方格博局纹镜出现于新莽时期，是新莽时代的典型镜类，并且一直流
行到东汉晚期，其年代约当公元1～2世纪；各地都有发现，并且数量较多。这种铜镜
由于流行时间长，分布地域广，因此其类型也多样，而最典型的是“方格博局纹四神
镜”。西安乡企汉墓2号墓77)(图15－2)、洛阳烧沟1023号汉墓78)(图15－1)、山东曲阜9
号汉墓79)、曲阜花山68号墓、临淄天齐19号墓80)等地出土的方格博局纹四神镜，其年
代为新莽至东汉早期，与良洞里出土镜最为相近。广州5009号和5013号东汉中晚期墓
出土的方格博局纹镜81)(图16)，与内德里19号墓出土镜比较接近，是方格博局纹镜的
社，1981年。
73) 广州市文物管理委员会、广州市博物馆：≪广州汉墓(上)≫ 第445页图278－1、2，文物出版
社，1981年。
74) 韓國國立中央博物館：≪楽浪古代文化≫ 第203页，图版207-2，首尔出版公司，2001年。
75) 韓國國立中央博物館：≪楽浪古代文化≫ 第203页，图版207-3，首尔出版公司，2001年。(日)东
京国立博物館：≪伽耶文化展≫ 第33页，朝日新闻社，1992年。按：出土该镜的23号墓的年代
为公元3世纪，说明该镜从生产到埋葬传世约二三百年。
76) 东京国立博物館：≪伽耶文化展≫ 第33页，朝日新闻社，1992年。
77) 程林泉、韩国河：≪长安汉镜≫ 第132页，图三十八，陕西人民出版社，2002年。按：该镜年
代为新莽时期，直径16.65厘米，铭文为：“作佳镜哉真大好，上有仙人不知老，渴饮玉池饥食
枣，浮游天下敖四海，寿如金石保”。
78) 洛阳区考古发掘队：≪洛阳烧沟汉墓≫ 第166页，图七三之二，科学出版社，1959年。按：该
镜年代为东汉早期，直径20厘米，铭文为：“尚方作镜真大巧，上有仙人不知老，渴饮玉泉饥食
枣，寿如金石天之保兮”。
79) 山东省文物考古研究所：≪曲阜鲁国故城≫ 第209页，齐鲁书社，1982年。
80) 山东省文物考古研究所：≪鉴耀齐鲁≫ 第317～318页，文物出版社，2009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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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种简化形态。与大成洞23号墓出土镜相似的方格博局纹镜，在西安82)、洛阳、山东
和广州一带也有发现，但未见大致相同者。
11) 连弧纹镜

金海市良洞里162号木椁墓出土1件，半球形钮，圆钮座，周围绕以凸带和八内向连
弧纹带，宽素缘，直径11.7厘米83)(图17－1)，年代为公元2世纪。金海市大成洞14号墓
出土连弧纹镜残片1件，为凸线连弧纹镜，镜缘内侧有一穿孔84)(图17－2)。
按：连弧纹镜是指以内向连弧纹作为主体花纹的铜镜，一般是半球形钮，宽平素
缘，并且内向连弧纹一般是8组，属于云雷连弧纹镜的一种简化形态。在中国，这种铜
镜出现于东汉早期，流行至东汉晚期，即公元1～2世纪。这种铜镜在西安、洛阳一带
有所发现，但数量不多，并且一般是柿蒂钮座，柿蒂间有“长宜子孙”、“寿如金石”、
“位至三公”之类的四字铭文。值得注意的是，与良洞里162号墓出土镜那样的圆圈钮座

并且无铭文的连弧纹镜大致相同的铜镜，很少见到，河南辉县路固42号墓曾出土1件
(图18－2)；大成洞14号墓出土镜那样的凸线式连弧纹镜尚未见到，但西安潘家庄14号

东汉中期墓铅镜的发现85)(图18－1)，说明当时这种凸线式连弧纹铜镜是存在的，当然
其数量很少。
除上述汉镜之外，三韩时代的文化遗存中还经常出土于仿汉镜
，主要有连弧纹铭带
镜系、连弧纹镜系等86)，这里略而不论。

81) 广州市文物管理委员会、广州市博物馆：≪广州汉墓(上)≫ 第442页图276－5、277－1，文物出
版社，1981年。按：M5009:17镜，直径11.3厘米；M5013:11镜，直径11.5厘米。
82) 西安市文物保护考古所：≪西安东汉墓(下册)≫ 第969页，彩版21－6，文物出版社，2009年。
按：西安理工大M9:13镜，其镜体结构、主体纹样及其布局与大成洞23号墓出土镜一致，但细部
纹样是散乱如云纹的四神及禽鸟纹，年代为东汉早期。
83) A.韩國國立中央博物館：≪楽浪古代文化≫ 第204页，图版209-1，首尔出版公司，2001年。
B.金海市博物館：≪金海的古墳文化≫ 第69页，1998年。
84) A.韩國國立中央博物館：≪楽浪古代文化≫ 第204页，图版209-2，首尔出版公司，2001年。
B.東京国立博物館：≪伽耶文化展≫ 第39页，朝日新聞社，1992年。
85) 程林泉、韩国河：≪长安汉镜≫ 第154页，图四十八之一，陕西人民出版社，2002年。按：潘
家庄 M14:14铅镜，直径6.3厘米，并非实用器而是明器。
86) 後藤直：≪弥生时代の倭․韓交涉——倭製靑銅器の韓への移出≫，≪国立歷史民俗博物館研
究報告≫ 第151集第307页，2009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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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铜器皿
铜器皿仅发现有鼎。
金海市良洞里322号墓出土1件，长方形附耳，子母口，圆腹，腹中部有凸棱一周，
三蹄足，口沿下方刻有铭文“西□宫鼎，容一斗，并盖重十一斤，第七”87)，口径21厘
米(图19)，墓葬的年代为公元1世纪前后。
蔚山市下岱里23号大型木椁墓出土1件，长方形附耳较长且弯曲，腹部有腰檐，三蹄
足，通高49.8厘米，其年代为公元2～3世纪88)(图20)。
按：在中国，铜鼎是从商代开始出现的一种重要的青铜礼器
，但到了秦汉时期，铜
鼎的礼器功能日渐丧失；到了东汉晚期，甚至连鼎这类器物也很少见到了。汉代墓葬
中铜鼎常有发现，但已不像周代那样成组地出现。汉代的铜鼎，就其结构而言，可分
为两类：一类是三足中有一足与一耳上下重合；另一类是三足与两耳均不重合。就其
耳部形制而言，有长方形耳和环形耳两种。良洞里和下岱里出土的鼎均属于“足耳不重
合”的鼎，并且均为长方形耳。就其形制演变来说，西汉铜鼎的特点是耳较短、足较
矮、腰檐出现但稍矮89)(图21－1、2)；到了东汉时期，鼎耳变长、鼎足变高、腰檐变
高90)(图21－3)。据此分析，良洞里铜鼎具有西汉铜鼎的特点，而下岱里铜鼎则具有东
汉铜鼎的特征。

4. 铁器
铁器是三韩时代文化遗存中的常见遗物
，但大多为当地制造或产地不易确定。如果
以形态上常见于汉文化遗存而少见于三韩地区、制造技术上具有汉朝铁器铸造技术特
色为区分的标准，那么，大体能够确认是从汉朝传入的铁制品为数甚少，主要有铁空
87) 李学勤：≪韩国金海良洞里出土西汉铜鼎续考≫，≪文博≫ 2002年第6期。
88) A.釜山大學校博物館：≪蔚山下岱遺蹟——古墳(Ⅰ)≫ 第165页，图版53，1997年。
B.韩国国立中央博物館：≪国立中央博物館(图录)≫(中文版) 第41页，2008年。
89) A.三门峡市文物工作队：≪河南三门峡市火电厂西汉墓≫，≪考古≫1996年第6期。按：火电厂
25号汉墓出土铜鼎2件，年代为西汉早期。
B.咸阳市博物馆：≪陕西咸阳马泉西汉墓≫，≪考古≫1979年第2期。按：马泉汉墓出土铜鼎2
件，年代为西汉晚期。
90) 安徽省文物工作队、芜湖市文化局：≪芜湖市贺家园西汉墓≫，≪考古学报≫ 1983年第3期。
按：贺家园3号墓的年代，发掘者断代为西汉晚期，但从共存遗物看，应当属于东汉早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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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斧、锄板、镰刀等。
1) 空首斧

铸造品，有两种。一种是长条形空首斧，刃部与銎部大致等宽，如完州郡葛洞4号墓
出土2件，锈蚀严重，其中M4:20，銎口略呈梯形，长12.1厘米、宽5厘米；M4:21，銎
口呈长方形，长16.8厘米、宽5.4厘米(图22－3、4)。这种铁斧还发现于忠清南道唐津
郡素素里，年代为公元前2世纪91)；忠清南道扶余郡合松里，全罗北道长水郡南阳里3
号墓和4号墓92)，金海市大成洞B区93)，年代均约当公元前1世纪左右。另一种是长方
形空首斧，体较短宽，一般刃部宽于銎部，并且刃角外展，并且銎口下方有横向凸
带，两侧有铸缝凸起，曾发现于济州岛龙潭洞94)、庆尚南道咸安郡末山里3号墓95)、
金海市大成洞45号墓96)、京畿道加平郡大成里遗址97)(图23)等地，其年代为公元2～3
世纪。至于葛洞3号墓出土的1件封闭型长方銎空首斧，属于锻銎铁斧，是当地所产还
是传入品，尚难以判定。
按：在中国，这种铸造的长条形空首斧是战国和西汉时期铁斧的常见形态
，在郑州
二里冈、易县燕下都等地战国晚期遗存中均有发现(图24－1、2)，在巩县铁生沟、鹤
壁鹿楼等地西汉冶铁遗址中也有发现98)(图24－3、4)；朝鲜慈江道渭源郡龙渊洞出土
的公元前3世纪的铁器中也有这种空首斧。长方形空首斧，也是战国秦汉时期铁斧的常
见形态，在吉林榆树县老河深墓地等有所发现(图25)，其年代约当西汉末年，即公元
。一般
纪年前后99)，其形态和制作技术与京畿道大成里等地出土的铁空首斧大致相同
91) 福岡県教育委员会：≪邪馬台国への道のり≫第55页，NHK福岡放送局，1993年。
92) 武末纯一：≪韓国の鋳造梯形铁斧≫，≪七隈史学≫ 第7号13页、图3，2006年。
93) 金一圭：≪最近の調查成果から見た韓国鉄文化の展開≫，载 ≪東アジアにおける鉄文化の起
源と傳播に關する国際シポジュム資料集≫ 109页、图2～3，北九州市里自然史歷史博物館，
2007年。
94) 小田富士雄、韓炳三編：≪日韩交涉の考古学․弥生時代篇≫ 第93頁，图版84－9，六興出
版，1991年。
95) 慶南考古学研究所：≪道項里-末山里遺蹟≫ 第150页，图140之1，2000年。
96) A.申敬澈、金宰佑：≪金海大成洞古墳群(Ⅰ)≫(概報)，慶星大學校博物館，2000年。
B.大成洞古墳博物館：≪金官伽耶的对外交流≫ 第52页，2005年。
97) 畿甸文化財研究院：≪大成里遺蹟發掘調查約報告書≫，2006年。又，根据笔者2009年2月畿甸
文化财研究院考察笔记，与之共出的还有铸造的凹口锸等。
98) 白云翔：≪先秦两汉铁器的考古学研究≫ 第56、187页，科学出版社，2005年。按：本文所论中
国战国秦汉时期的铁器，除注明者外郡据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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说来，三韩时代文化遗存中的铁空首斧
，双合范铸造的长方形銎口的铁空首斧可能是
传入品(一般两侧居中可见竖向铸缝)；而单合范铸造的梯形銎口铁空首斧，则是当地
制作的。
2) 锄板

铸造品，平面呈梯形，两侧及顶部边缘有凸沿，上部居中有一小穿孔。密阳市校洞3
号木棺墓出土1件(M3:10)，残长15.4厘米、宽4.6～10.6厘米、厚0.4厘米(图22－5)，年
代为公元前1世纪100)。昌原市茶户里61号墓也出土4件101)。
按：在中国，这种铁锄板常见于战国晚期至西汉早期，河南登封县阳城铸铁遗
址102)、辽宁抚顺市莲花堡103)等地发现有战国晚期的铁锄板(图26－1、2)，内蒙古和
林格尔县土城子古城104)曾发现有西汉时期的铁锄板(图26－3)；在朝鲜龙渊洞出土的
公元前3世纪的铁器中也曾见到。
3) 镰刀

铸造品，弯体，背部边缘向正面凸起，柄端有凸起的栏。完州郡葛洞墓地出土2件，
其中M2:6，长24.6厘米、宽4.4厘米；M3:13，长24.2厘米、宽4厘米(图22－1、2)，其
年代为公元前2世纪至公元前1世纪。
按：这种背部边缘凸起、柄端有栏的铸制铁镰，是战国时期燕地铁镰的典型形态，
流行于战国晚期至西汉初年，河北易县燕下都、辽宁抚顺市莲花堡、吉林桦甸县西荒
山屯等地多有出土(图27)，并且在河北兴隆还发现了这种镰刀的铁铸范105)。
除上述铁器外，还有一些可能是从汉朝传入的其他类型的铁器。如忠清南道唐津郡
99)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榆树老河深≫ 第41页，图三五之1、3，文物出版社，1987年。
100) 密陽大學校博物館：≪密陽校洞遺蹟≫ 第44～46页，2004年。
101) 李健茂：≪義昌茶户里遺蹟發掘進展報告(Ⅳ)≫，≪考古學誌≫ 第7輯第163页，图38之2、4、
5、8，韓国考古美術研究所，1995年。
B. 國立中央博物館：《茶户里》第37页，2008年。
102)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中国历史博物馆考古部：≪登封王城岗与阳城≫ 第310页，文物出版
社，1992年。
103) 王增新：≪辽宁抚顺市莲花堡遗址发掘简报≫，≪考古≫ 1964年第6期286页。
104) 内蒙古文物考古研究所：≪内蒙古和林格尔县土城子古城发掘报告≫，≪考古学集刊≫第6集
175页，中国社会科学出版社，1989年。
105) 郑绍宗：≪热河兴隆发现的战国生产工具铸范≫，≪考古≫ 1956年第1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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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素里发现的方銎铁凿106)，蔚山市下岱里43号木椁墓出土的3件中长剑、41号木椁墓
出土的铁长剑107)，金海市良洞里318号墓出土的尖圜底铁釜、162号墓出土的筒形铁斧
等108)，都可能是从汉朝传入的。

5. 其他
除上述遗物之外，还发现有其他一些汉朝文物。如大邱市飞山洞发现的铜盖弓帽2
件109)；昌原市茶户里1号墓、忠清北道天安市清堂洞20号墓等地110)出土的棒状铜带
111)等。另外，全罗北道完
钩；庆尚北道永川郡龙田里辰韩木棺墓中出土的鎏金铜弩机

州郡上林里发现圆柱形柄铜剑26件，圆首，柱形柄，柄上有两道圆箍，均保存完好，
属于“战国式”铜剑，其年代可能早于公元前3世纪112)。限于笔墨，对上述器物本文不
再展开讨论。

Ⅲ、
以上，就三韩时代文化遗存中出土的钱币
、铜镜、铜器皿和铁器等常见的汉朝文物
等分别进行了初步考察。下面，再从总体上对其进行分析，进而就它们所反映的汉王
朝同三韩之间的交流进行讨论。
就上述各种汉朝文物的年代来看，以完州郡上林里出土的“战国式”柱形柄铜剑的年
代为最早，大约是在公元前3世纪甚至更早；益山市平章里出土的蟠螭纹镜也具有中国
战国铜镜的风格，可能会早到公元前3世纪。除此之外，均为公元前2世纪及其之后的
遗物，即中国的两汉时期。如果说半两钱是西汉早期的半两钱、良洞里和大成洞出土
的连弧纹镜以及下岱里出土的铜鼎均属于东汉中晚期
，那么，从西汉初年到东汉末年
106)
107)
108)
109)
110)
11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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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岡県教育委员会：≪邪馬台国への道のり≫ 第55页，NHK福岡放送局，1993年。
釜山大學校博物館：≪蔚山下岱遺蹟——古墳(Ⅰ)≫ 第47、152页，1997年。
韩國國立中央博物館：≪楽浪古代文化≫第208页，图版214、215，首尔出版公司，2001年。
金廷鹤：≪韓国の考古学≫第129页、图版96，(日本) 河出書房新社，1972年。
韓國國立中央博物館：≪清堂洞——天安清堂洞遺蹟≫ 第98页，图36，1993年。
國立慶州博物館：≪永川龍田里遺蹟≫ 第51页，图21，2007年。
全容来著、[日]後藤直译：≪完州上林里出土中国式铜剑に關して≫，≪古文化談叢≫ 第9集
第69页，198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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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文物在三韩时代文化遗存中均有发现
。然而，无论是文物的种类、数量还是出土地
点的多少，主要集中在公元前1世纪初至公元1世纪，说明这一时期是汉王朝和三韩交
流最兴盛的时期。但值得注意的是，三韩文化遗存中汉朝文物的年代与其出土遗址和
墓葬的年代并不完全一致，有的甚至有较长的“时间差”。譬如，金海市良洞里出土的
铜鼎具有西汉铜鼎的特征，就其制作年代来说，是公元前2世纪至公元前1世纪的产
品，但良洞里322号墓的年代为公元1世纪，甚至有学者认为是公元3世纪从中国传入
的113)。又如，金海市大成洞出土的博局纹镜、多乳禽兽纹镜和凸线连弧纹镜残片等，
其本身的年代都不晚于公元2世纪末，但墓葬的年代则多为公元4世纪前后114)。由于铜
器可以长期使用，甚至可以传世，因此铜器的制作年代与埋葬年代存在着
“时间差”是
很正常的。但是，它们一般是制作后不久就从其制作地传入的，并不是在制作地使用
或存放几十年乃至上百年后再传入。因此，韩国考古发现的汉朝文物，一般是当时就
传入的，即使出土于公元3世纪以后的遗存中，也应当是在公元3世纪之前传入的。因
此，一方面，三韩文化遗存中的汉朝文物可以用作其共存遗迹和遗物的断代的参考
，
但不能绝对化；另一方面，根据三韩文化遗存中出土的汉朝文物考察汉王朝和三韩之
间的交流，是可行的。
就三韩文化遗存中汉朝文物的地域分布来看
，有两个现象值得思考。现象之一，汉
朝文物主要集中发现于东南部地区，即洛东江流域的今庆尚北道、大邱市、蔚山市、
庆尚南道以及济州岛一带，约当史书所载之辰韩和弁韩地区，并且种类多样，尤其是
钱币、铜镜以及铜器皿等，但其年代大都属于公元前1世纪前半至公元2世纪的器物。
另一个现象是，地处西部的马韩地区，即今全罗南道、全罗北道以及忠清南道一带，
无论汉朝器物的种类、数量还是其出土地点，都相对比较少，但是，公元前2世纪前半
乃至公元前3世纪的遗物大多发现于这一地区，如全罗北道益山市平章里的蟠螭纹
镜、完州郡葛洞墓地的铁镰刀等，更何况全罗北道完州郡上林里出土的“战国式”铜剑
的年代更早。这是否反映出随着时间的推移，汉王朝（包括汉朝立国之前的秦代以及
战国晚期）与三韩之间交流的重点地域有所变化呢？如是，或可推论：韩国西部的马

113) 齐东方：≪韩国庆尚南道金海郡发掘伽耶墓群并出土重要文物
≫，≪中国文物报≫1994年2月
27日。
114) 敬澈、金宰佑：≪金海大成洞古墳群(Ⅰ)≫(概報) 彩版70、153、214，'c星大學校博物館，2000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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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之地，在公元前2世纪前半之前的青铜器时代晚期，同秦朝以及东周燕、齐等地有着
较多的交流，而韩国东部的辰韩和弁韩之地这种交流尚不发达
；公元前2世纪后半之
后，东部的辰韩和东南部的弁韩同汉王朝之间逐步建立起联系
，交流日趋兴盛。如果
这种推论可以成立，那么，这一现象所蕴藏的历史动因值得进一步探究。
三韩之中，马韩最大，并且其地理位置尚又北与乐浪相接、西临黄海，与汉王朝的
交往以及文化上的交流理应最为广泛。也正是由于马韩地区具有西临黄海的地理区位
。完州郡上林
特点，早在青铜器时代晚期就率先同中国大陆建立起了某种直接的联系

里“战国式”铜剑的出土，或可成为这种联系的一个佐证115)，同时也增强了早在秦代就
有秦朝居民来到三韩之地的记载的可信性116)。但这种联系和交流都很有限，因为，
≪史记≫、≪汉书≫ 中尚未见到有关三韩之地的记述。然而，从公元前2世纪后半开
始，这种情况发生了变化。细读 ≪后汉书․东夷列传≫ “三韩”条的记载可以看到这
样的情况。马韩农业发达，但“无城郭”，“不知骑乘牛马”，“无长幼男女之别”，社会经
济和文化的发展相对迟缓。然而，辰韩的情况则大不相同：辰韩居民中多秦人后裔，
即“辰韩，耆老自言秦之亡人，避苦役，适韩国，马韩割东界地与之，……有城栅屋
室”；社会政治秩序相对发达，即“诸小别邑，各有渠率……”；农业发达，“土地肥美，
宜五谷，知桑蚕，作缣布。乘驾牛马。嫁娶以礼” ；冶铁业和对外贸易发达，“ 国出
铁，濊、倭、马韩并从市之”117)；总之，其社会经济和文化发展水平较高，并且与乐
浪以及邻近古国有着密切的往来，从史书所载新莽地皇年间乐浪汉人户来等1500人到
辰韩采伐林木而被扣押、后又在辰韩右渠率的帮助下返回乐浪的故事118)，可见辰韩与
乐浪交往之一斑。而“弁辰与辰韩杂居，城郭衣服皆同”。正是上述三韩各国社会经济
和文化发展的不平衡以及对外联系的差异，导致了各国与汉王朝交流的差异。这或许
。
就是汉朝文物多发现于辰韩和弁韩地区而马韩地区发现较少的历史背景

115) 完州郡上林里出土的战国式铜剑属于楚系圆柱柄铜剑
，流行于春秋晚期至战国晚期([日]町田
章：≪中国古代の銅劍≫ 第218～257页，奈良文化財研究所，2006年)。关于其来源，一种意
见认为由中国传入；另一种意见根据其铅同位素的测定结果，认为是在当地铸造的。这批铜剑
即使是产于当地，也是来自中国的工匠所为。
116) ≪三国志․魏书․东夷传≫：“辰韩在马韩之东，其耆老传世，自言古之亡人避秦役来适韩
国，马韩割其东界地与之”。
117) ≪三国志․魏志․东夷传≫ 辰韩条载：“国出铁，韩、濊、倭皆从取之。……又以供给二郡”。
118) (曹魏)鱼豢撰，张鹏一辑：≪魏略辑本․朝鲜≫ 卷二十一，陕西文献征辑处刊，192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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从三韩文化遗存中汉朝文物的出土状况来看
，当时传入三韩之地的汉朝物产，其社
会功能及其应用与在汉朝境内是有所不同的。举例说来，钱币显然主要不是作为流通
货币使用的119)，有些可能是用作装饰品，如济州岛锦城洞和山地港发现的货泉中，有
的带有穿孔120)，显然是作为装饰品使用的。汉镜出土数量多，分布地域广，其中凡出
自墓葬者，均为木棺墓和木椁墓，并且有些与仿汉镜共存，而有的墓葬可能是部族首
领之墓，如金海市良洞里162号大型木椁墓的墓主人被推测是弁韩狗邪国的首领，昌原
市茶户里1号墓同样被推测是弁韩首领之墓，墓中出土的汉镜有可能是作为珍宝而葬
入的；金海市大成洞出土的连弧纹铜镜残片上有一小孔121)，有可能是作为装饰品使用
的；至于庆山市林堂洞A-I-122号墓、E-58和E-138号墓等出土的5件汉镜残片，均被加
工成直径1～1.4厘米的小圆饼形，其性质和用途有待于探讨。像金海市良洞里等地出
土的铜鼎、大邱市飞山洞出土的铜盖弓帽等，同样也有其特定的性质和用途。
值得注意的是，汉朝物品的传入，其意义并不仅仅限于传入物品的本身，更在于随
之而来的文化上的交流。以铜镜为例，三韩地区传统的铜镜属于多钮几何纹镜，但在
汉镜传入之后，原有的铜镜传统中断，不仅输入汉镜，而且开始了仿汉镜的制作和使
123)，但大量仿汉镜的
用122)。关于韩国三韩时代仿汉镜的产地尽管还存在着不同看法

发现表明，汉式镜取代了原有的多钮几何纹镜传统是不争的史实。三韩地区的木棺
墓、木椁墓、瓮棺葬等埋葬方式，同样也是在这种交流的背景之下而出现的。
关于三韩同汉王朝交流的路线，主要有两条：一条是陆上通道，即通过半岛北部的
乐浪地区同辽东进而同汉王朝的内地发生联系，乐浪四郡发挥了重要的桥梁和通道作
119) ≪后汉书․东夷列传≫：辰韩“凡诸贸易，皆以铁为货”。又，≪三国志․魏志․东夷传≫ 弁韩
条载：“诸市贾皆用铁，如中国用钱”。
120) 韓國國立中央博物館：≪楽浪古代文化≫ 第215页，图225、226，首尔出版公司，2001年。
121) 东京国立博物館：≪伽耶文化展≫第39页，图60，朝日新闻社，1992年。
122) 沈奉謹：≪三韓․原三国時代の銅鏡≫，≪卑弥呼の銅鏡百枚の謎──銅鏡の製作と分布≫
第6页，福岡県教育委员会，1991年。
123) A.高倉洋彰：≪韓国原三国時代の銅鏡≫，≪九州歷史資料館研究論集≫ 第14集第53页，1989
年。
按：该文认为，三韩的仿汉镜(即“仿制镜”，下同)系当地所产。
B.田尻義了：≪弥生時代小形仿製鏡の製作地≫，≪靑丘学術論集≫第22集第77页，2003年。
按：该文认为，三韩的仿汉镜是在倭地(日本)制作而传入的。
C.南健太郎：≪韓半岛における小形仿製鏡の生産≫，载≪韓半岛の靑銅器製作技術とアジア
の古鏡≫第251页，韓國國立慶州博物館，2007年。按：该文认为，三韩的仿汉镜中一部分产
于当地，一部分是自倭地传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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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另一条是海上通道，即经由半岛以南海上诸岛屿同汉朝黄海和渤海沿岸地区发生
联系，巨文岛124)、济州岛、海南半岛等岛屿上发现的汉朝钱币和汉镜等，就是沿着这
条线路传入的。当然，上述两条线路中，陆上通道是主要的，而海上通道是次要的。
三韩地区同汉王朝的交往和文化的交流
，促进了当地社会生产上铁器化进程的实现，
对于三韩从氏族社会向国家社会的演进产生了“刺激、催化和加速的作用”125)。

124) 地处半岛以南大海中的巨文岛，一处沉船中一次发现五铢钱980枚(见武末纯一：≪三韓と倭の
交流≫，≪国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第151集第295頁表2，2009年)。
125) 白云翔：≪汉代中国与朝鲜半岛关系的考古学观察
≫，≪北方文物≫2001年第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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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韩时代文化遗存中的汉朝文物及其认识
≫
插图及插图说明

图1 出土汉朝文物的三韩时代遗址分布示意图
1.济州岛锦城洞 2.济州岛山地港 3.丽水市巨文岛(全罗南道) 4.泗川市勒岛贝丘 5.固城郡东外洞贝丘 6.昌原市茶户
里 7.昌原市城山贝丘 8.金海市大成洞 9.金海市会岘里贝丘 10.金海市良洞里 11.金海市内德里 12.密阳市校洞(以
上9处为庆尚南道) 13.蔚山市下岱里 14.大邱市八达洞 15.大邱市飞山洞 16.大邱市池山洞 17.大邱市坪里洞 18.庆
山市林堂洞 19.庆州市朝阳洞 20.永川郡渔隐洞 21.永川郡龙田里(以上4处为庆尚北道) 22.江陵市草堂洞(江原道)
23.唐津郡素素里 24.天安市清堂洞 25.扶余郡合松里(以上3处为忠清南道) 26.益山市平章里 27.完州郡葛洞 28.长
水郡南阳里(以上3处为全罗北道) 29.咸平郡草浦里 30.海南郡谷里贝丘(以上2处为全罗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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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2 三韩文化遗存中的汉朝钱币
1、2.半两钱(庆尚南道勒岛贝丘出土) 3～5.五铢钱(昌原市茶户里出土) 6～9.货泉(济州岛山地港出土) 10.大泉五十
(济州岛山地港出土) 11.货布(济州岛山地港出土)

图3 中国出土的西汉早期的半两钱
1～3.半两钱(阜阳双古堆西汉汝阴侯夏侯灶夫妇墓出土) 4～6. 文帝四铢半两钱(江陵凤凰山168号墓出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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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4 中国出土的五铢钱
1～13.西汉五铢钱(满城汉墓出土) 14. “四出五铢”钱正、背面(洛阳烧沟M147出土)

图5 三韩文化遗存中的汉镜
1.蟠螭纹镜(益山市平章里出土) 2.草叶纹镜(庆山市林堂洞E-58号墓出土残片复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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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6 中国出土的草叶纹镜（临淄乙烯21号汉墓出土·西汉中期）

图7 三韩文化遗存中的汉镜
1.星云纹镜(昌原市茶户里1号墓出土) 2.“日光”连弧纹铭带镜(永川郡渔隐洞出土) 3.“日月”连弧纹铭带镜(大邱市池山
洞出土) 4.“昭明”连弧纹铭带镜(密阳市校洞17号墓出土) 5.“日光”单圈铭带镜(庆州市朝阳洞出土) 6.“日光”单圈铭带镜
(大邱市池山洞出土) 7.“家常贵富”四乳四铭镜(庆州市朝阳洞38号墓出土) 8.四乳禽鸟纹镜(金海市良洞里162号墓出土)
9.四乳四虺纹镜(大邱市坪里洞出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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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8 中国出土的星云纹镜（临淄农行汉墓M1:1·西汉中晚期）

图9 中国出土的四乳四铭镜（西汉中晚期）
1.西安枣园村M18:4 2.西安尤家庄M281:2

图10 中国出土的四乳四虺纹镜（西汉中晚期）
1.临淄汉墓C:015 2.临淄环保局汉墓M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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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11 中国出土的多乳禽兽纹镜
1.广州汉墓M4005:12(东汉早期) 2.广州汉墓M3029:1(西汉中晚期) 3.广州汉墓M4014:2(东汉早期)

图12 中国出土的四乳禽鸟纹镜（东汉早期）
1.榆树县老河深97号墓出土 2.洛阳12工区642号汉墓出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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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13 三韩文化遗存中的方格博局纹镜（金海良洞里出土）

图14 三韩文化遗存中的方格博局纹镜
1.金海市内德里19号墓出土 2.金海市大成洞23号墓出土

图15 中国出土的方格博局纹镜
1.洛阳烧沟汉墓M1023:1（东汉早期） 2.西安乡企汉墓M2:2（新莽时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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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16 中国出土的方格博局纹镜（东汉中晚期）
1.广州汉墓M5009:17 2.广州汉墓M5013:11

图17 三韩文化遗存中的连弧纹镜
1.金海市良洞里162号墓出土 2.金海市大成洞14号墓出土

图18 中国出土的连弧纹镜
1.西安潘家庄14号墓出土(铅镜·东汉中期) 2.辉县路固42号墓出土(东汉中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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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19 三韩文化遗存中铜鼎（金海市良洞里322号墓出土）

图20 三韩文化遗存中的铜鼎
（蔚山市下岱里23号墓出土）

图21 中国出土的铜鼎
1.三门峡市火电厂汉墓M25:17(西汉早期) 2.咸阳市马泉汉墓B:33(西汉晚期) 3.芜湖市贺家园M3:8(东汉早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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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22 三韩文化遗存中的铁器
1、2.镰(完州郡葛洞M2:6、葛洞M3:13) 3、4.空首斧(完州郡葛洞M4:21、葛洞M4:20) 5.锄板(密阳市校洞M3:10)

图23 三韩文化遗存中的铁空首斧（京畿道加平郡大成里出土）

图24 中国出土的铁空首斧
1.郑州二里冈M182:3(战国晚期) 2.易县燕下都LJ13T5②:32(战国晚期)
3.鹤壁市鹿楼TD60:06(西汉) 4.巩县铁生沟T12:5(东汉早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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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25 中国出土的铁空首斧（西汉末年）
1.榆树县老河深M46:1 2.榆树县老河深M32:2

图26 中国出土的铁锄板
1.抚顺市莲花堡T4:112(战国晚期) 2.登封县阳城铸铁遗址T2②:14(战国晚期)
3.和林格尔县土城子古城T5:2:1(西汉)

图27 中国出土的铁镰刀（战国晚期）
1.易县燕下都W22T4:3:5 2.桦甸县西荒山屯M3:13 3.抚顺市莲花堡T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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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고분의 시기구분과 발전의 탐구
孫仁杰

- 목 차 Ⅰ. 머리말
Ⅱ. 고구려 왕릉의 유형 분류
Ⅲ. 맺음말

万 汀墳墓群

고구려고분의 시기구분과 발전의 탐구

1)孫仁杰* ․ 金柚姃**

요 약
고구려 왕릉정책은 고구려 묘제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 유형은 크게 Ⅰ~Ⅳ기로
구분된다.
제Ⅰ기 왕릉은 前後兩段으로 前段은 전통형이며 조기 적석묘를 계승하여 발전한
것이다. 陵墓는 有壇積石石壙墓 유형이다. 後段은 발전형으로 陵墓는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발전하였다. 階墻式階段積石石壙墓 유형이다.
제Ⅱ기 왕릉은 변혁형으로 묘의 내부와 외부구조에 관계없이 모두가 바뀌는 변혁
의 시기이다. 무덤의 유형은 階壇積石壙室墓 이다.
제Ⅲ기 왕릉은 성숙형으로 고구려 석조공예기술의 전성기이며 이 시기의 대표적
인 무덤으로 太王陵, 將軍墳이 있다. 무덤의 유형은 階壇積石石室墓이다.
제Ⅳ기 왕릉은 온정형으로 무덤의 유형은 封土石室墓이다. 무덤의 형태가 비교적
정형화된 단계이다.
고구려 무덤의 변화는 고구려 왕릉의 발전변화에 따라 변화되었다. 적석묘는 다
음과 같은 주요과정을 거쳤다. 無壙積石墓의 연대가 가장 빠르며 고구려 무덤의 주
류를 형성하였다. 이후 積石의 중앙부에 石壙이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積石

石壙墓라 칭하였다. 높은 봉분이 요구되었으며 1道의 護石(有段)이 있어 다른 명칭
으로 有段積石石壙墓라 부르기도 하였다. 무덤 수축을 중시함에 따라 봉토를 더 높
이 쌓아올렸다. 礫石 중량으로 형성된 장력을 극복하기 위하여 무덤은 여러 층계를

* 中國 集安博物館 高句麗硏究中心
**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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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아 올렸다. 4세기 초 이후에는 무덤 내부는 壙室이 출현하며 壙室은 石室의 발단
으로 무덤의 외부에는 階壇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한다. 石室墓의 발생은 好太王陵
으로 생각된다.
주제어：고구려 왕릉, Ⅰ~Ⅳ기, 階墻式階段積石石壙墓, 階壇積石壙室墓, 階壇積石

石室墓, 封土石室墓

Ⅰ. 머리말
압록강과 혼강유역은 고구려 문명의 기원과 발전,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중요한
지역으로 이곳은 지상과 지하에 풍부한 역사문화유적과 찬란한 고대문명이 보존되
어 있다. 한 세기 이래 국내외의 역사ㆍ고고학자들이 잇따라 집안에 와서 이 일대
에 분포하는 고구려 문화유적에 대해 다른 형식의 조사, 측량, 기록과 발굴조사를
진행하였고 많은 학술저서와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연구성과 중 특히 고구려
고분연구에 대한 비중이 더욱 크며, 다수의 학자가 고구려 고분의 유형, 시기구분과
발전에 대한 이미 발표된 자료를 활용하여 초보에서 심층단계로 진입하였다. 비록
각 학자들간에 고구려 고분의 유형 및 명칭이 다르게 쓰이지만 고구려 고분의 발전
순서는 더욱 뚜렷해졌다. 동시에 고구려 고분 가운데 독립 고분, 고분과 고분의 배
열 및 관묘에 대해 여러 가지 새로운 인식과 연구성과를 얻게 되었다. 이것은 더욱
심화된 고구려 고분의 분류, 유형, 발전 및 연대에 대한 연구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
필자는 2004년 문물출판사 집안고구려왕릉에서 형태와 분기부분에서 약간의 다
른 의견을 제시하였으니 여러 학자의 질정을 바란다.
종전의 연구현황에서 고구려 고분은 외부 재질에 따른 시기구분이 나타나며 2유
형으로 나뉜다.
즉, 석재를 주 건축재료로 축조한 적석묘와 석재 또는 개별 磚을 이용해 묘실을
축조하고 다시 외부는 황토를 이용하여 보호한 봉토묘이다. 적석묘는 고구려인 고
유의 전통 매장방식이다. 봉토묘는 고구려인이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으로 외래의
묘제의 영향을 수용한 후 새로운 매장방식의 출현과 발전이 시작되었다. 봉석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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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오랜 시간 발전하였는데, 고분의 내부 및 외부 구조에 관계없이 모두 거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적석묘의 외부 구조는 無壇-有壇-階牆式 階壇-疊壓式 階壇으로 발전하였고, 원형
에서 방형으로 변화하였다. 적석묘의 내부 구조는 石壙-壙室-石室로 변화하였는데
즉, 장방형에서 정방형으로 발전하여 발전단계가 같지 않다. 고구려인의 葬具는 有

槨無棺, 槨棺同用에서 有棺無槨의 변화과정을 거친다. 고분 중의 부장유물은 실용
형 기구를 부장하는 것에서 장식형 명기의 부장으로 전환되었다. 약 5세기 전후로
고구려의 적석묘는 점차 역사무대에서 사라지고, 이를 대신할 봉토석실묘의 유행이
시작되어 고구려 멸망까지 계속되었다. 적석묘와 봉토묘의 교체과정 중 고분 내부
에서는 석실이 출현하였다.
고구려 석실묘의 발전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외부 구조를 통해 볼
때, 외부는 석재를 사용하는 것에서 황토를 사용하여 봉분을 만드는 것으로 변화하
였다. 내부 구조를 통해 볼 때, 석실의 위치는 묘의 상부에서 지표까지에서 지표에
서 지하까지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고구려 매장이념과 매장제도 방면의 변
화를 반영한 것이다. 고구려 葬制의 변화 연구에서, 고분 내부의 변화에 더욱 주목
하여야 한다. 내부 변화의 진정한 계기는 먼저 고구려인이 가지고 있던 개혁의 희
망에 따라 외래의 문화를 적극 수용하고 묘제의 개혁을 추진한 것이다. 고구려의
고분 가운데, 왕릉은 각각의 다른 발전단계를 보이는데, 선도와 지휘의 작용을 하였
다. 오직 절대왕권의 고구려왕만이 자신의 릉을 만들 때 가장 우수한 기술 인재, 선
진 기술 수단, 뛰어난 건축 재료, 귀한 부장용품을 사용 가능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
장 특색있는 고분문화를 창조하였다. 이를 통해 고구려 고분의 외부 구조는 그 생
산력 수준의 진보를 제외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묘주인 신분의 등급 차이를 명시한
것을 알 수 있다. 고분의 내부 구조는 관념의 변화와 시간의 경과를 반영하였을 뿐
이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조선반도에 분포하고 있는 대형봉토석실묘이다. 고분
규모에서부터 묘실 구조, 벽화내용, 회화기법 및 상관유적 등 禹山의 동시기 고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고구려 왕권이 장악하였을 때, 지방관리는 왕권을 僭越하
여 왕릉규모의 고분을 축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는 禹山의 대형봉토석실묘는
아마도 回葬故國하여 왕릉을 祖塋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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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回葬祖塋은 고구려 매장제도 개혁의 중대한 조치로 짧은 기간에 완성된 것
이 아니다. 고구려 제17대 소수림왕 시기에 三國史記에 따르면 “小獸林王二年
(AD372年)夏六月, 秦王符坚遣使及浮屠順道送佛像經文, 王遣使回謝,以貢方物. 立太

學,敎育子弟.” 고구려 소학 문헌 舊唐書ㆍ高麗傳에 따르면 : “俗愛書籍,......其書
有 五經 及 史記, 漢書, 范晔 後漢書, 三國志, 孙盛 晋陽秋, 玉篇, 字
統, 字林, 又有 文選, 尤愛重之.” 소수림왕이 태학을 세우고, 유ㆍ도ㆍ불교 사
상문화와 예의교육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매장제도의 개혁을 위해 양호한 기초를
닦았음을 알 수 있다. 호태왕(광개토대왕)시기에 이르러 고구려는 대규모의 매장제
도의 개혁을 진행하였고, 그것은 가장 부유한 민족 특징의 뿌리 박혀있던 매장풍습
의 개혁에서 주로 표현되었다. 그는 솔선하여 자신의 왕릉에서 석실묘의 형태를 채
용하였다. 장수왕 시기에 이르러 고구려 매장제도 중의 回葬制度는 이미 일종의 예
의로 완성되었다. 이러한 회장제도는 제 20대 왕 장수왕이 장군총에 回葬하여 상징
이 되었으며 왕실의 가장 대표적인 回葬故國의 효시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回葬故

國의 왕릉 구역도 형성하였다.
고구려 건국 후의 기간 동안 고구려 왕릉은 다른 시기의 고구려 고분 중 규모는
최대, 고분의 형태는 가장 전형적으로 대표되고, 왕릉의 변화는 고구려 고분의 변천
과 발전을 이끌어 고구려의 일반 고분은 왕릉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였다. 생산력
수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축조 기술의 성숙과 축조 경험의 축적 및 자연조건 이
용 능력이 강화되어 사상 의식 형태의 전환을 초래하였으며 특권을 가진 고구려왕
에 의해 결정하고 고구려 매장제도의 변화를 이끌었다. 근년의 발굴조사 결과에 따
라 고구려 왕릉은 그 유형상 대략 4기로 나눌 수 있다.

Ⅱ. 고구려 왕릉의 유형 분류
1. Ⅰ기 왕릉 : 전ㆍ후 2단계(전통형과 발전형)
전단계는 전통형태이다. 원시의 조기 적석묘를 계승 발전하였다. 왕릉은 有壇積

石石壙墓 유형이다. 묘의 평면은 불규칙한 타원형이 많고, 왕릉의 규모는 둘레 약
15~30m, 높이 1~2.5m 정도이다. 일반적인 고분은 왕릉의 규모보다 낮게 축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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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 시기의 왕릉은 遼寧桓仁望江樓 4호묘와 JYM0호묘가 대표적이다. 알려진
자료의 분석을 통해 이 시기 왕릉은 산마루 또는 그 위에 위치하고, 일반 고분은 구
릉상에 축조하였다. 河卵石 또는 할석을 쌓아 축조하였고 고분은 낮은 것이 많으며
왕릉의 규모는 동일 단계에서 가장 크다. 왕릉과 고분의 가장자리 석재는 조금 커
서 단이라고 불리고, 단의 외측에는 간격을 두고 단의 보호를 위해 장방형의 석재를
세웠다. 왕릉과 고분 중앙의 지표에는 장방형 또는 불규칙한 장방형의 석광을 축조
하였는데 즉, 묘광은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공간이다. 부장유물은 적어 유물안치 규
율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手製의 사립이 혼합된 紅褐陶가 많은데, 소성도가 높
지 않고 기형이 정연하지 않으며 편이 많고 소형이다. 單把杯, 溜耳杯, 垂腹罐, 長頸

壺 등이 있다. 이러한 토기는 고구려 조기 토기의 특징을 표현한 것이 많다. 철기는
鐵钁, 環頭刀, 鐵帶卡 등이 있는데 漢代의 것들과 동일하다. 불에 구운 것 또는 불에
구운 鎔石이 있다. 葬具는 有槨無棺이다. 왕릉의 상부에서는 기와편이 보이지 않거
나 또는 이른시기의 灰色 繩文瓦가 보이는데 반원통형 기와의 견부는 분명히 드러
나지 않는다. 이 시기의 왕권의식은 강하지 않아 제사시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거
나 후기에 별도로 세운 것이다. 연대는 대략 기원 전후이다.
후단계는 발전형태이다. 왕릉은 낮은 것에서 높고 큰 것으로 발전하였다. 階牆式

階壇石壙墓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앞부분은 곧고 뒤는 아치형이 많으며 왕릉의 규
모는 약 35~70m, 높이 3.5~10m 정도이다. JMM0626호묘, JMM2378호묘, JYM2110호
묘와 JS塼M0001호묘가 대표적이며 이미 파악된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볼 때, 왕릉
은 언덕 또는 산비탈 위에 위치한 것이 많고, 이 시기에는 자연조건을 이용하는 능
력이 강화되었는데 그 축조방법은 미리 선정한 범위에 먼저 지표에 자갈을 쌓고 필
요한 높이와 면적으로 쌓은 후 다시 안에서 밖으로 자갈을 쌓고 위에서 아래로 둘
러가며 階牆을 축조하고 階牆과 階牆 사이에 석재를 채워넣어 간격이 다르고 바깥
측면 階牆의 높은 층에서 낮아지는 계단 형태로 구성되었다. 階牆은 축조시 매우
강한 隨意性을 가지므로 階牆간의 연결에서 층의 위치가 가지런하지 않은 현상을
보인다. 지세의 기복에 따라 임의로 증가하기도 한다. 가장 바깥쪽의 階牆은 비교
적 큰 석재를 사용하였는데 약간의 가공을 한 것도 있다. 階牆 바깥쪽을 보호하는
대형 板狀 또는 長條石이 많다. 고분 상부의 중앙에는 장방형의 석광을 축조하였는
데 많은 묘를 연결하여 串을 이룬 묘에서 석광의 현상이 많다. 부장유물은 석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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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많이 출토되었는데 토기는 사립이 혼입된 다량의 褐陶와 소량의 泥質灰陶는
회전판으로 제작하였으며 소성도가 비교적 높다. 기형은 折沿鼓腹罐, 大口罐, 直口

罐, 壺 등이 있으며 漢魏시기의 토기의 풍격에 가깝다. 고분 내에서는 마구, 무기,
생산공구와 葬具과 관계된 꺽쇠, 휘장고리가 출토되었다. 葬具는 목곽이 많으며 고
분의 상부에는 불로 구운 鎔石이 있다. 왕릉의 묘 정상부 및 주변에는 승문기와가
있는데, 반원통형 기와의 견부는 낮고 평탄하다. 왕릉의 측면에는 배장묘와 제단이
많이 보이는데 제사시설은 완비되지 않았다. 연대는 대략 중천왕시기보다 늦다.

2. Ⅱ기 왕릉 : 변혁형
고분의 내부와 외부구조 모두 변혁의 시기에 발생하였다. 고분유형은 階壇積石壙

室墓이다. 고분의 평면은 방형으로 왕릉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35~71m, 높이
6.5~11m이다. JQM0211호묘, JMM0500호묘, JMM1000호묘, JYM0540호묘가 대표적이
다. 발굴자료를 통해 볼 때 이 시기의 왕릉은 산비탈과 높은 언덕에 많이 축조되었
다. 왕릉은 일반적으로 선정한 지역에 가공한 대형석재를 채용하여, 외부에서 내부
로, 아래에서 위로 층을 따라 안으로 들여서 계단을 쌓아올렸으며 계단내에는 석재
를 채워 이러한 疊壓式 계단을 축조하였다. 계단은 5층 이상에서 많이 보이고, 1층
계단 바깥쪽에 대형 護墳石이 있다. 왕릉의 규모는 웅장하며, 봉분은 높고 크다. 고
분 정상부 중앙에는 광실을 축조하였다. 광실은 석재를 방형과 장방형의 2종류를
사용하여 쌓아올렸다. 광실의 상부에는 개정석을 덮지 않았고 아래에는 소형 河卵

石을 깔았다. 광실의 서벽에 묘도를 설치한 것이 많고 일부 묘도에서는 개정석이
있으며 일부는 개정석이 없다. 묘도 내부는 석재를 채워넣어 메웠다. 일부 묘도의
서쪽 면에는 방형 또는 장병혁의 石箱을 축조하였는데, 석상은 석재를 사용하여 쌓
고 그 상부는 석판으로 덮었다. 또한 묘도의 양측에는 정연하게 耳室을 쌓은 것도
있다. 일반적인 고분과 왕릉의 축조수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규모와 사용 석
재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
부장유물은 매우 풍부한데, 정해진 규율에 따라 배치하였다. 토기는 石箱 또는 耳

室 내부에 많으며 器物組合現象이 있다. 토기의 기형은 비교적 높고 큰 것이 많으
며 수량과 종류는 다소 증가하였는데, 여전히 청자와 釉陶器가 출현한다. 토기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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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니질회도가 많고, 기형은 규정되어있는데 罐, 壺, 釜, 甑, 竈, 鉢 등이고 토기의
견부는 垂帳紋, 弦紋 등으로 장식한 것이 많다. 이 시기 고분 중 생산공구는 적게
보이는데 무기와 장식성 명기는 대량 증가하였으며, 銅製의 鎏金冠飾, 鎏金飾履, 鎏

金帶飾, 鎏金馬具 및 기타 장식품이 있다. 일부 왕릉의 광실 중에서 석곽의 잔존부
가 출현하였다. 葬具와 관련된 꺽쇠, 휘장고리, 관정, 관고리 등은 여전히 출토되었
다. 꺽쇠는 목곽의 연결에 사용하였고 관정은 목관의 고정에 사용하였으므로 곽과
관을 동시에 사용한 것을 알 수 있고, 곽내에 다시 목관을 안치한 것을 알 수 있다.
왕릉 상부에는 기와, 와당이 출토되고 있어 광실의 상부를 덮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데 기와류에는 指壓紋과 刻劃符号, 文字 등이 시문되어 있다. 고분의 상부에는 鎔石
은 이미 보이지 않으나 불로 구운 흔적은 남아있다. 왕릉 주변에는 배장묘, 제단,
제사지 등이 축조되어 있고, 담이 축조된 것도 있다. Ⅱ기의 연대 하한은 약 고국양
왕시기까지이다.

3. Ⅲ기 왕릉 : 성숙형
고구려 석조공예기술의 정상으로, 이 시기의 대표적인 왕릉은 태왕릉, 장군총이
다. 계단적석석실묘로 왕릉의 평면은 정방형을 띤다. 선정된 지역에 설계를 하고
먼저 기초를 쌓은 다음, 그 위에 계단을 쌓아올리고 계단 내에는 돌을 채워 합리적
으로 축조하였으며 계단은 7단 이상이다. 계단의 외부에는 거대한 護墳石을 세웠
다. 외부 및 묘실에는 균일하게 다듬은 거대한 석재를 사용하였다. 고분의 내부는
석실구조를 채용하였고, 묘실은 묘의 중상부에 위치한다. 묘 내에는 배수시설을 설
치하였다. 葬具는 有棺有槨이다. 부장유물은 이전에 비해 풍부하고 아름다우며, 부
장된 토기는 조합현상이 있다. 고분 상부에는 磚瓦, 瓦當이 보이고 반원통형 기와의
견부는 직각이다. 묘 외부에는 배장묘와 제사시설을 구비하였다. 일반 고분의 규모
및 고분 축조시 사용한 석재는 작은 것이 많고 시설도 간단한 것이 많다.

4. Ⅳ기 왕릉 : 안정형
이 시기의 고분유형은 봉토석실묘이다. 고분형태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禹山墓區
의 JYM五盔墳 5호, 五盔墳 4호, 四神墓가 대표적이다.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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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의 봉토의 외부형태는 截尖方錐形이다. 묘의 둘레는 정방형의 기단 또는 묘단
을 축조하였으며 묘단은 보통 지표에 축조하였다. 긴 형태의 석재를 1~2층까지 쌓
고, 묘단 또는 묘의 사이는 황토로 모두 메웠다. 이러한 종류의 묘단 제작방법은 고
구려 고유 고분형식의 풍습을 보존한 것이다. 원래 묘의 봉토를 보호하기 위하여
묘단의 가장자리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오랜 기간 수분과 토사의 유실로
인하여 고분의 규모가 작아졌다. 묘의 내부 구조는 묘실 축조의 차이를 통해 전ㆍ
후 2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전단계 묘실은 석재로 쌓고 묘실 내벽은 백회를 발랐다.
왕릉의 묘실 구조는 발굴조사를 실시하지 못해 정확하지 않다. 후단계는 묘실이 지
표에 축조된 것이 많은데 다시 지표에서 지하로 발전하였다. 왕릉의 묘실은 잘 다
듬은 화강암 거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고 일반적으로 방형 또는 횡장방형이다. 묘
도는 보통 묘실의 남측에 위치한다. 묘실 천정은 많은 변화를 보이는데 抹角疊澀井
이 많이 보인다. 네 벽의 상부 및 천정에는 유채색의 벽화를 그렸는데, 석벽에 직접
그렸다. 소재는 사신, 신선, 용문이 주를 이룬다. 찬란하고 눈부시며 화려하고 웅장
하다. 왕릉의 상부 및 주변에는 회색 승문 또는 소면의 무광기와가 산포되어 있다.
왕릉에서 멀지 않은 곳에 소형 건물지가 있는데 건물지는 紅色 기와편이 분포하고
있어 소형 제사 또는 守墓房의 종류일 가능성이 있다. 이 시기 대형 제사 활동은 모
두 東台子유적에서 집중되어 진행하였다. 東台子유적은 하나의 종합적 성격의 제사
장소로 대형의 제사활동이 이곳에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전술한 분기 중 Ⅰ기 후기 단계의 JMM2378호묘와 JS塼M0036호묘는 Ⅰ기의 원시
형 중 하나로 보고되었는데, 이 2기의 고분은 건축 구조상 자연조건을 충분히 이용
가능 했으며 산비탈의 미끄러움과 팽창력을 극복하고 거대한 석재를 사용하였고 또
한 階牆 석재는 가공하여 축조하여 그 구축방법이 비교적 진보하였다. 늦은 시기의
JMM0626호묘는 자연석재를 이용하여 階牆式으로 축조하였다. 묘지의 선택은 왕릉
은 높고 우수한 곳을 선택하여 매장한 것이 많다. JS塼M0036호묘, JYM2110호묘와
JYM0043호묘에서 두껍고 무거운 塼式 용마루 기와가 보인다. 이 3기의 고분연대는
서로 비슷한데, 그 중 JS塼M0036호묘가 구조상으로 볼 때 연대가 빠르고, JYM0043
호묘의 연대가 상대적으로 늦다. JS塼M0001호묘부터 소량의 鎏金器가 출현하기 시
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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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기의 JQM0211호묘, JMM2100호묘에서 서진의 청자편이 출토되는데 이 시기에
외래의 서진청자가 이 곳에 유입되어 왕릉에 사용되었으므로 고분의 연대는 서로
비슷하다. JQM0211호묘에서 板瓦의 가장자리에 指壓紋이 보이기 시작하며 후기에
이르러 기와의 가장자리에 貝壓印鋸齒紋이 사용된다. JMM2100호묘에서는 와당 3점
이 보이는데, 卷雲紋 가운데 나는 새를 장식하였는데, 이러한 종류의 와당은 천추묘
에서 보이지만, 이 릉의 구조 연대는 차이가 있는데, 후대의 보수시 고분 상부에 이
동된 것으로 의심된다. 이러한 현상은 고구려 고분에서 역시 보이는데, 上活龍M5호
묘에서 장군총의 와당이 출토되었다. JMM0500호묘와 천추묘에서 석곽 잔존부가 보
이므로 두 왕릉에서 역시 석곽이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시기는 여전히 광실
계단을 축조하였다. 이 시기에 계단 상에 글자를 새기거나 용문과 부호를 새기는
것이 시작되었다. 이 외에도 기와에 부호와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JMM0500호묘에
서 시작하여 장군총까지 이어진다. 다시 설명이 요구되는 JYM0540호묘는 태왕릉
동북쪽 약 200m 부근에 위치하는데 이곳은 태왕릉의 陵區 내에 속하지만 그 연대는
광실계단으로 태왕릉보다 빠르다. 태왕릉 축조시기에는 배장묘와 묘주인 신분이 매
우 높은 고분을 제외하고는 기타 고분이 이곳에 남아있을 수 없었으므로 태왕릉과
태왕비 사이에 있던 고분이 훼손된 현상이다. 비록 JYM0540호묘가 후기에 심하게
파손되었다하더라도 왕릉의 위엄을 잃지 않고 고분에서 출토된 정교하고 아름다운
유물을 통해 묘주인이 왕의 풍채와 도량을 나타내고 있음이 반영되었다. 이로 인해
JYM0540호묘와 태왕릉의 관계가 밀접하고 연대가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다.

Ⅳ기 왕릉은 묘실의 방향이 모두 남향이고 이 방향의 변화는 봉토묘의 방향에 영
향을 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천도후 回葬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
석실 축조는 지표에서 지하로 변화하였고, 즉 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 발전하였다.

板瓦 중 보이는 표면에 광을 내는 제작방법은 만기의 특징으로 생각된다.
상술한 분기는 고구려 왕릉의 발전에 대한 것으로 단계의 종합 분석과는 다르며
적석묘의 소개와 이해가 부족하다. 이전에 적석묘는 석묘의 대명사로 간주되었다.
즉 평범한 모든 유형의 석묘를 칭했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조기 고분유형이다.
그러한 조기의 불규칙한 적석묘는 혼강과 압록강 유역에서 보고되지 않았고, 일부
산발적으로 게제된 자료는 만기의 석묘였다. 근년에 와서 우리는 압록강유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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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한 조기 고분군을 뒤에 소개하였다. 조기 무광적석묘와 적석석광묘로 연대는
약 戰國時代에서 漢 前後에 해당한다.
무광적석묘는 일반적으로 하곡의 가득한 모래 위에 축조되었고 河卵石을 이용하
여 축조하였으며 구상으로 봉분을 쌓았고 묘의 상면에는 석광은 보이지 않으나 불
로 태운 후 형성된 할석이 보인다. 예를 들면 秋皮溝墓群 猫鷹區墓溝가 곧 이러한
유형의 고분이다. 이 유형의 고분은 압록강 중상류 지역에서 대량 발견되고 앞으로
중시해야 할 발굴조사를 통해 인증해야할 필요가 있다.
적석석광묘는 洞泃古墳群 중 존재하는 일종의 고분 유형이다. 현존하는 것은 많
지 않으며 고구려 시기의 비교적 이른 고분 유형이다. 그 축조 방법도 먼저 河卵石,
자갈 등으로 석단을 쌓고, 다시 단 위에 대충의 광실을 축조하였으며 가장자리는 정
확하지 않다. 상면에는 돌을 산적하여 쌓아 보호하였다. 규모는 비교적 작고 낮으
며, 부장품은 많지 않다. 이전까지 지식에 의하면 이러한 유형의 고분은 고분 가운
데 戰國時代의 靑銅器, 戰國에서 秦漢시기에 이르는 화폐가 발견되어 고구려 건국
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물과 고분 형태의 분석을 통해 이러
한 종류의 고분은 비교적 이른시기에 출현하여 비교적 긴 시간동안 사용되었고 고
구려족 가운데 신분이 낮은 계층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集安洞泃古墳群
중 山城下墓區의 黑瞎子溝片묘지와 七星山墓區의 老于大坡后片묘지가 이 유형의
고분에 속한다.
이 단계 중 일종의 적석묘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절벽의 함몰로 형성되어 흘러내
린 돌을 이용해 만든 묘이다. 절벽의 함몰로 형성되어 흘러내린 돌은 산비탈 아래
단에 대부분 자연적으로 형성된 계단상의 석대로 석대의 중앙부에 석광을 축조하여
매장을 진행하였다. 자연지세를 이용한 것은 산위의 흘러내린 돌을 이용하여 고분
을 축조한 것이다. 集安 太平五道嶺에서 발견된 靑銅短劍墓가 곧 이러한 淌石流석
광묘에 속하는데 당시 이 유형의 고분은 부족한 지식에 의해 잘못 보고되었다. 이
유형의 고분은 集安 楡林地溝, 長川에서 모두 발견된다. 이 단계 고분의 석광은 가
장자리가 대부분 정확하지 않으며 광벽의 한 층을 돌로 쌓은 것이 가장 많이 보이
며 정연하지 않다. 석광의 범위내에서 출토된 유물은 靑銅短劍, 靑銅鉞, 靑銅矛, 銅

鏡, 靑銅釜 등이며 葬具에 사용한 철제 유물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여전히 주의해야 할 것은 압록강 상류 長白縣干溝子墓群의 적석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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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壇, 續壇, 附壇을 축조하였고 묘 상부에 석광을 축조하였으며 화장을 거쳤다. 고
분 연대의 하한은 漢初까지이다. 干溝子墓群의 고분 유형을 통해 볼 때, 이미 유단
적석석광묘단계에 진입했으며 분류 중의 Ⅰ기 전단계에 속한다. 長白縣21道溝에서
단을 쌓은 것이 발견되는데 자연 돌무지를 이용해 그 상부에 석재를 이용하여 구상
으로 쌓았으며 다시 돌무지의 표면을 아래에서 위로, 비교적 큰 석재를 이용하여 三

道圓環을 만들고 최상면 第三道圓環의 중앙부에서 청동기가 보이는데 이러한 청동
기와 戰國時代 燕, 趙의 東進과 관계가 있으며 그 연대 하한은 戰國末까지 가능하
다. 이러한 단을 쌓은 것과 조기의 적석묘는 관계가 없지 않다. 요동반도지역의 적
석총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으며 어떻게 압록강유역으로 진입하였는지와 같은 중간
부분이 현재 결핍되어 있다. 고고학적 발굴조사의 전개에 따라 적석묘의 형태가 점
차 명백해질 수 있는데, 山城下墓區의 石灰窟子산 상부 및 麅圈溝北片의 여러 기의
석묘에서 할석을 높이 1m가 안되게 퇴적하였고 형태는 불규칙한 원형이며 묘 정상
부는 평평하므로 고분 표면 관찰을 통해 그 유형은 무단적석묘로 생각된다.

Ⅲ. 맺음말
고구려고분의 발전은 고구려 왕릉의 발전 변화에 따라 변화하였다. 무광적석묘의
연대가 가장 빠르고, 그 자신의 발전 규율에 합당하다. 오랜기간의 연구성과를 종합
하면 적석묘 발전의 주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무광적석묘의 연대가 가장 빠르고 오래 전부터 이곳에 거주한 토착민 고유의 葬

俗일 가능성이 있으며 후대에 고구려 고분의 주류를 이루었다. 가장 먼저 산비탈,
하곡의 가득한 모래 위에 간단한 적석묘를 축조하였는데 석광을 만들지 않고, 묘 정
상부에 시신을 안치하고 불태웠다. 후에 적석의 중부에 석광을 구축하기 시작하면
서 적석석광묘라 불렸다. 봉분을 더욱 높게 쌓으라는 요구에 부합하여 一道護牆, 즉
유단이 축조되기 시작하였고 유단적석석광묘라 불렸다. 고분 축조를 중요시함에 따
라 봉분을 더욱 더 높고 크게 쌓았다. 자갈의 중량형성의 장력을 극복하기 위해 고
분축조시 여러 방향으로 교차하는 계상을 축조하여 이러한 종류의 외부 장력을 분
산과 중화에 이용하였다. 4세기 초 이후에 이르러 고분 내부에서 광실이 출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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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실은 석실의 전단계로 고분의 외부가 계단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단계이다.
석실묘의 생산은 호태왕릉이 대표적이며 고구려가 석실단계로 들어선 것을 의미한
다. 봉토석실묘의 묘실이 점차 지하까지 이동하고 고구려 매장제도상의 일차혁명이
완성되었다. 봉토곽실묘의 대량출현은 일정한 심도와 범위를 구비한 변혁의 장을
보여주고 있다.

원고투고일자 2010년 4월 30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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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Stage and Development of Koguryo Tomb
Sun Renjie
Royal tumulus policy of Koguryo brought about transformation. The stage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At stage Ⅰ, the royal tomb had the front and rear double stylobates, its front
stylobate was traditional. This style was in succession to the early stone-filed tomb.
The royal tomb was the stylobate style tomb with stone burial hole. The rear
stylobate was a developmental type. The royal tomb changed low thing into high, is
the fence and stairway style tomb with stone burial hole.
At stage Ⅱ, the royal tomb was revolutionary without reference to the inside and
outside. The tomb type was the stairway style tomb with stone burial hole and
chamber
At stage Ⅲ, the royal tomb attained to maturity, stone construction technique of
Koguryo was flourishing. The representative tombs were Taewang tomb and Jangun
tomb at this age. The tomb type was the stairway style tomb with stone burial
chamber.
At stage Ⅳ, the royal tomb became stabilized. The formation of tombs was
relatively standardized.
Koguryo tombs were changed by the development of the royal tombs. The changes
of the stone-filed tomb are as follows. The stone-filed tomb without burial hole was
the oldest of Koguryo tombs and the main current. The burial stone hole was
installed in center of the filed stone, this tomb was named as stone-filed tomb with
stone burial hole. As the tomb became more contractile, its mound was built higher.
The stairways of tomb were constructed to sustain the tensile force made by the
gravity of stones. After early 4C, the stone burial hole that was the origin of the stone
chamber, was emerged. The stairways were observed on the outside. I suppose that
the beginning of the stone chamber tomb was Taewang t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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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Royal tumulus of Koguryo, stageⅠ~Ⅳ, the fence and stairway style tomb
with stone burial hole(階墻式階段積石石壙墓), the stairway style tomb
with stone burial hole and chamber(階壇積石壙室墓), the stairway style
tomb with stone burial chamber(階壇積石石室墓), the stone burial
chamber with mound(封土石室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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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句丽墳墓の時期區分と發展の探讨
孫仁杰
高句麗の王陵政策は高句麗墓制の變化をもたらした。その類型は大きく、Ⅰ～Ⅳ
期に分けられる。
第Ⅰ期の王陵は前後の二段階に細分され、前段階は傳統型で、早期の積石墓を繼
承して發展したものである。陵墓は有坛积石石圹墓类型である。後段階は發展型
で、陵墓は低いものから高いものへ發展した。阶坛积石石圹墓类型である。

第Ⅱ期の王陵は變革型であり、墳墓の內部と外部構造に関わらず、すべてが変わ
る變革の時期になる。墳墓の類型は阶坛积石圹室墓である。

第Ⅲ期の王陵は成熟型であり、この時期は高句麗の石造工藝技術の全盛期にな
る。この時期の代表的な墳墓は、太王陵、将军坟が該當する。墳墓の類型は阶坛积

石石室墓である。
第Ⅳ期の王陵は完成型であり、墳墓の類型は封土石室墓である。墳墓の形が比較
的に定型化する段階になる。
高句麗の墳墓変化は、高句麗の王陵の發展變化によって変わってきた。积石墓は
次のような主要過程を経る。無壙積石墓の年代が一番早く、高句麗の墳墓の主流を
形成した。その後、積石の中央部に石壙が設置し始まり、これに對して積石石壙墓
と言う。高い封墳と一つの壇が有るため、有坛积石石圹墓とも言われる。墳墓の修

築を重視し、封土をより高く積み上げた。砾石の重量の影響で發生した张力を防止
するために、墳墓は多段で築造した。4世紀初以降には、墳墓の內部に壙室が出現
し、壙室は石室の發展によって、墳墓の外部に階段の痕跡が見始まる。石室墓の發

生は好太王陵から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 : 高句麗王陵、Ⅰ～Ⅳ期、階墻式階段積石石壙墓、阶坛积石圹室墓、阶

坛积石石室墓、封土石室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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对高句丽墓葬分期与演进的探讨
1)孙仁杰*

提 要
高句丽王陵决策并引导着高句丽墓制的改变。其类型大致划分四期。
一期王陵分作前后两段：前段为传统型：继承发展了原始的早期积石墓。陵墓为有
坛积石石圹墓类型。后段为发展型：陵墓由低矮向高大发展。为阶墙式阶坛积石石圹
墓类型。
二期王陵为变革型：无论墓的内部与外部结构都产生变革的时期。墓葬类型为阶坛
积石圹室墓。
三期王陵为成熟型：高句丽石造工艺技术的顶峰，这期的代表即太王陵、将军坟。
为阶坛积石石室墓。
四期王陵为稳定型：墓葬类型为封土石室墓。墓葬形制较为稳定。
高句丽墓葬的演变是跟随着高句丽王陵的发展变化而改变的。积石墓演进主要过程
如下：无圹积石墓年代最早，成为高句丽墓葬的主流。后来开始在积石的中部构筑石
圹，称为积石石圹墓。为适应封堆加高的要求，开始筑一道护墙即为有坛，故又称为
有坛积石石圹墓。随着对墓葬修筑的重视，封堆愈加高大。为克服砾石重量形成的张
力，墓葬砌成多道交叉的阶墙。到了四世纪初以后，墓葬内部出现圹室，圹室是石室
的先声，墓葬的外部亦开始演变为阶坛。石室墓的产生是以好太王陵为主要标志。
关键词：高句麗王陵, 一～四期, 階墻式階段積石石壙墓, 階壇積石壙室墓, 階壇積石
石室墓, 封土石室墓.

* 集安博物馆高句丽研究中心主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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鸭绿江与浑江流域，是高句丽文明的起源、发展至消亡的重要地区，这里地上地下
。一个世纪以来，中外的历史与考古学
保存着丰富的历史文化遗迹和灿烂的古代文明

者相继来到集安，对分布在这一地区的高句丽文化遗迹进行过不同形式的调查、测
绘、著录和考古发掘工作，发表了许多有价值的学术著作和论文。这些研究成果中尤
其以对高句丽墓葬研究的比重更大些，多数学者运用已发表的资料对高句丽墓葬的类
型、分期与演进，初步进入较深层阶段。虽然各家对高句丽墓葬的类型及名称尚存在
分歧，但高句丽墓葬的演进序列以日渐清晰。同时对高句丽墓葬中的独立墓葬、墓与
墓的排列，以及对串墓都有了一些新的认识和研究成果。这对更深一步研究高句丽墓
葬分区、类型、演进及年代是极为有益的。我就此对2004年 ≪文物出版社≫ ≪集安
高句丽王陵≫ 一书中关于形制与分期部分，提出一点不同意见，请方家指正。
从目前研究情况高句丽墓葬从其外表材质划分看，分为两类：即以石块为主要建筑
材料构筑的积石墓；和用石材或个别用砖砌筑墓室，再于外表用黄土培护的封土墓。
积石墓是高句丽人固有的一种传统的埋葬方式。封土墓则是高句丽人在长期的实践
中，总结和全面接受外来墓制影响后，产生和发展起来的新的埋葬方式。封石墓历经
较长时间的演进，无论从墓葬的内部结构及外部结构都发生了巨大的改变。
积石墓的外部结构，经历了无坛—有坛—阶墙式阶坛—叠压式阶坛，以及由圆至方
的变化过程。积石墓的内部结构，又演进为石圹—圹室—石室，即由长方至正方演变
的不同发展阶段。高句丽人的葬具，经历了由有椁无棺、椁棺同用至有棺无椁的改变
过程。墓葬中的随葬遗物，亦是由随葬实用型器具转化为随葬装饰性明器。大约在公
元五世纪前后，高句丽的积石墓逐步退出历史舞台，取而代之的封土石室墓开始流
行，直至高句丽灭亡。在积石墓与封土墓交替的过程中，墓葬的内部产生了石室。
高句丽石室墓的演进经历了很长的时间。从外部结构说，外表用石材转变为使用黄
土陪封。从内部结构看，石室由墓的上部移至地表，再由地表移至地下。这些变化，
反映了高句丽在埋葬理念和埋葬制度方面的改变。在研究高句丽葬制的改变时，更应
重视其墓葬内部的变化。内部变化的真正动因，首先应是高句丽人有着改革的愿望，
积极吸纳外来的文化，引导和推动了墓制的改革。在高句丽的墓葬中，王陵在各个不
同的发展阶段，起着先导和领军的作用。只有至高无上的王权的高句丽王，在为己造
陵时才可能使用：最优秀的技术人才，最先进的技术手段，最精良的建筑材料，最昂
贵的陪葬用品，从而创造出最具特色的墓葬文化。由此可知，高句丽墓葬的外部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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构，除表明其生产力水平的进步外，更重要的是昭示墓主人身份的等级差别。而墓葬
的内部结构，则是反映了观念的变化和时间的进程。
我们注意到，分布在朝鲜半岛的大型封土石室墓，从墓葬规摸、墓室结构、壁画内
容、绘画技法及相关遗迹等，皆不及禹山同期墓葬水平。在高句丽王权在握时，地方
官吏不可能僭越王权，去营造超过王陵规模的墓葬。因此，禹山的大型封土石室墓，
可能是回葬故国祖莹的王陵。
王陵回葬祖莹，这是高句丽葬制改革的重大举措，非一朝一夕完成，在高句丽第17
位王小兽林王时，据 ≪三国史纪≫ 载：“小兽林王二年(公元372年)夏六月，秦王符坚
遣使及浮屠顺道送佛像经文，王遣使回谢，以贡方物。立太学，教育子弟。”高句丽所
学文献据 ≪旧唐书ㆍ高丽传≫ 载：“俗爱书籍，……其书有 ≪五经≫ 及 ≪史记≫、
≪汉书≫、范晔 ≪后汉书≫、≪三国志≫、孙盛 ≪晋阳秋≫、≪玉篇≫、≪字统≫、
≪字林≫，又有 ≪文选≫，尤爱重之。”可见，小兽林王立太学，积极接受儒、道、佛
思想文化和礼仪教育，为葬制改革打下良好基础。至好太王时期，高句丽进行了大规
模的葬制改革，其主要表现在最富有民族特色的根深蒂固的葬俗的改变上。他率先采
用石室墓的形制作为自己的陵寝。到了长寿王时期，高句丽葬制中的回葬制度已作为
一种礼仪完成。这种回葬制度，是以第20位王长寿王回葬于将军坟为标志，率开王室
的最高代表回葬故国之先河。与此同时，回葬故国的王陵区亦形成。
在高句丽建国后的时间里，高句丽王陵在各不同时期的高句丽墓葬中，是规模最
大、墓葬形制最典型的代表，王陵的改变引导着高句丽墓葬的演进和发展，高句丽的
一般墓葬，随着王陵的变化而变化。随着生产力水平的提高，建筑技术成熟和建筑经
验的积累，以及利用自然条件能力的加强，以致思想意识形态的转变，由具有特权的
高句丽王，决策并引导着高句丽葬制的改变。通过近年来的工作，高句丽王陵从其类
型上大致可划分为四期。
一期王陵分作前后两段 :
前段为传统型：继承发展了原始的早期积石墓。陵墓为有坛积石石圹墓类型。墓的
平面多呈不规则的椭圆形，王陵规模边长约15—30米，高1—2.5米左右。一般的墓葬
要低于王陵的规模。这时期的王陵，以辽宁桓仁望江楼4号墓和JYM0号墓为代表。结
合已知的资料分析，此时王陵筑于山脊或之上，一般的墓葬筑于山岗上。是以河卵石
或碎山石堆积而成，墓葬多低矮，王陵规模是同阶段最大的。陵、墓的边缘石块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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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即称之为坛，坛的外侧间隔立有依护坛的长条形石。在陵、墓的中间地表处，筑
有长方形或不规则长方形的石圹，即墓圹是安放人体的地方。随葬器物少、陈放无明
显规律，陶器多为手制的夹砂红褐陶，火候不高，器形不规整，体多、小型。有单把
杯、溜耳杯、垂腹罐、长颈壶等。这些陶器多表现出高句丽早期陶器的特点。铁器有
铁钁、环首刀、铁带卡等，与汉代同类器相同。多经火烧或见有火烧的熔石。葬具有
椁无棺。陵墓上不见瓦砾或见有早期灰色绳纹瓦，筒瓦肩部不明显。这时期王权意识
不强，祭祀设施不明显或后期另建。其年代大约在公元前后。
后段为发展型：陵墓由低矮向高大发展。为阶墙式阶坛石圹墓类型。一般多呈前直
后弧形，王陵规模约在35—70米，高3.5—10米左右。以JMM0626号墓、JMM2378号
墓、JYM2110号墓和JS砖M0001号墓为代表并结合已掌握的考古资料看，陵墓多座落于
山岗或山坡之上，这时增强了利用自然条件的能力，其筑法是在已选定的范围，先于
地表堆积碎石，碎石堆积到所需的高度和面积后，再于碎石堆上自內而外、自上而下
层层围筑阶墙，阶墙与阶墙间以石块填充且距离不等，外侧阶墙高度层层梯减构成阶
坛状。阶墙在构筑时有很强的随意性，阶墙间的连接常见有层位错落的现象，甚至随
地势起伏而任意增加。最外侧阶墙所用石块较大，有的稍经加工，阶墙外侧多倚护有
大型板状或长条石。墓上部的中间，构筑长方形石圹，还见有多墓连接成串，多石圹
的现象。随葬遗物多出自石圹中，陶器多为夹砂褐陶和少量泥质灰陶，轮制，火候较
高。器形有折沿鼓腹罐、大口罐、直口罐、壶等，多接近于汉魏时期陶器风格。墓内
还出土马具、兵器、生产工具与葬具有关的铁扒锔、铁帐勾。葬具多为木椁。墓上有
火烧的熔石。王陵的墓顶及周边有绳纹瓦，筒瓦肩部低平。陵侧多见有陪坟和祭台，
祭祀设施不完备。其年代大约可晚至中川王时期。
二期王陵为变革型 :
无论墓的内部与外部结构都产生变革的时期。墓葬类型为阶坛积石圹室墓。墓葬平
面呈方形，王陵规模一般35—71米，高6.5—11米。以JQM0211号墓、JMM0500号墓、
JMM1000号墓、JYM0540号墓为主要代表。结合已往的发掘资料看，这一时期的陵墓

多筑于山坡与高冈之上。王陵一般采用经过加工的大型石材在选定的地域里，由外向
内、自下而上逐层内收垒砌阶坛，阶坛内以石块填充，这样构筑叠压式阶坛。阶坛多
在五级以上，在一级阶坛外侧，有大型护坟石。陵墓规模宏伟，坟垄高大。于墓顶部
中间构筑圹室。圹室用石块砌筑呈方形和长方形两种。圹室上不加盖顶石，底铺小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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卵石块。在圹室的西壁多开设墓道，有的墓道有盖顶石，有的无盖顶石，墓道内用石
块填满。有的在墓道的西端一侧，筑有方形或长方形石箱，石箱是用石块砌筑，其上
覆盖石板。亦有的在墓道的两侧垒筑规整的耳室。一般的墓葬与王陵筑法基本相同，
只是规模与用石材要差的多。
随葬遗物非常丰富，陈放亦有明显规律。陶器多于石箱或耳室内，有器物组合现
象。陶器的器形多比较高大，数量和种类亦有所增加，还出现青瓷和釉陶器，陶器质
地多为泥质灰陶，器形规整，有罐、壶、釜、甑、灶、钵等，陶器肩部多饰有垂帐
纹、弦纹等，这时期墓中少见生产工具，而兵器和装饰性明器大量增多，有铜质的鎏
金冠饰、鎏金钉鞋、鎏金带饰、鎏金马具以及其它饰品。在一些王陵的圹室中出现石
椁的残部件。还出土与葬具有关的铁扒锔、铁帐勾、铁棺钉、铁棺环。铁扒锔是用于
木椁的铆接，铁棺钉是用于木棺的固定，表明椁和棺同时使用，应为椁内再置木棺。
在王陵上用瓦、瓦当，推测是覆盖于圹室上，瓦件上出现有指压纹和刻划符号、文字
等。墓上熔石已不见，但有火烧的痕迹。王陵周边筑有陪坟、祭台、祭祀址，有的筑
有陵垣。二期的年代下限约至故国壤王时期。
三期王陵为成熟型 :
高句丽石造工艺技术的顶峰，这期的代表即太王陵、将军坟。为阶坛积石石室墓。
陵墓平面呈正方形，在选定的地域里经过精心设计，首先构筑基础，在基础之上层层
内收砌筑阶坛，阶坛內的填石亦经合理摆放，阶坛在七级以上。阶坛外立有巨大的护
坟石。外表及墓室所用石材巨大且均经琢磨。墓葬内部采用石室结构，墓室位于墓的
中上部。王陵外表及墓室所用石材巨大且均经琢磨。墓内建有排水设施。葬具有棺有
椁。随葬器物较前丰富精美，而且随葬的陶器有组合现象。墓上有砖瓦、瓦当，筒瓦
肩呈直角。墓外有陪坟，祭祀设施齐备。一般墓葬规模及筑墓所用石块皆小的多，设
施亦简单的多。
四期王陵为稳定型 :
这一时期的墓葬类型为封土石室墓。墓葬形制较为稳定。以禹山墓区的JYM五盔坟5
号、五盔坟4号、四神墓为代表。结合已知的考古资料看，陵墓表面封土呈截尖方锥
形。墓的四周筑有正方形基坛或墓坛，墓坛均筑于地表，砌筑条型石一至两层，墓坛
与墓之间皆填黄土。这种墓坛的做法，是保留着高句丽固有墓制的遗风。原墓的封土
陪封可能接近墓坛边缘，因长年的水土流失使墓葬规模变小。墓的內部结构从墓室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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筑的差别，可划分为前后两段：前段墓室是以石块砌筑，墓室内壁涂一层白灰为地仗
层。王陵的墓室结构因未经发掘上不清楚；后段多墓室筑于地表，再于地表向地下发
展。王陵的墓室是用经过精琢的花岗岩巨石砌筑，一般呈方形或横长方形，墓道均开
于墓室的南侧。墓室藻井富于变化，多见抹角叠涩。四壁之上及藻井绘有彩色壁画，
画面直接绘在石壁之上。题材以四神、仙人、龙纹为主。绚烂夺目，富丽堂皇。陵墓
上及周边散布有，灰色绳纹或素面抹光瓦。在陵墓的不远处建有小型建筑址，建筑址
分布着红色瓦砾，可能用于小型祭祀或守墓房之类。这一时期大型祭祀活动，可能都
集中于东台子遗址进行。东台子遗址应是一个有综合性性质的祭祀场所，一些大型的
祭祀活动亦可能在此进行。
前述的分期中在一期后段的JMM2378号墓和JS砖M0036号墓，在原报告里列入一期的
原始形中，此两座墓从建筑结构上看，能充分利用自然条件，用巨大的石块克服山坡
的下滑和涨力，且砌筑阶墙石块经过加工，其在构筑方法上较为进步，应晚于
JMM0626号墓使用自然石块砌筑阶墙的作法。在墓地的选择上，王陵也多于高处择优

处而葬。在JS砖M0036号墓、JYM2110号墓和JYM0043号墓上均见有那种厚重的砖式脊
瓦，此三座墓年代应相近，而JS砖M0036号墓从结构上看年代应稍早，JYM0043号墓年
代相对应晚。在JS砖M0001号墓始出现小件鎏金器。
在二期的JQM0211号墓、JMM2100号墓中均出土有西晋的青瓷片，西晋青瓷应是外
来的，进入这里为王陵所用即应于此时，因此两墓年代应相近。从JQM0211号墓始见
板瓦的边缘饰指压纹，至后期瓦缘用硬貝压印锯齿纹。于JMM2100号墓见有瓦当仅3
件，其瓦当为卷云纹边孤中饰飞鸟，此类瓦当在千秋墓亦见，与该陵结构年代有别，
疑为后代维修移于墓上，这种现象在高句丽墓葬也曾见到，在上活龙M5中曾出土将军
坟的瓦当。在JMM0500号墓和千秋墓上见有石椁残部件，两陵也应筑有石椁，但在这
时期仍处于圹室阶段。在阶坛上凿字、凿龙纹和符号亦起始于此时期。另外，在瓦上
刻符号和刻字，自JMM0500号墓起始传至将軍坟。再需要说明的是JYM0540号墓，该
陵位于太王陵东北约200米处，这里属太王陵的陵区之內，但其年代早于太王陵尚处于
圹室阶段。在太王陵建陵之时，除陪坟和墓主人身份很高的墓葬之外，是不会允许其
它墓葬遗留于此的，在太王陵与太王碑之间亦曾有过毁墓的现象。虽然JYM0540号墓
遭到后期的严重破坏，但仍不失王陵的威严，从墓中出土的精美遗物，无一不反映出
该墓主人的王者风范。因此，JYM0540号墓与太王陵关系及为密切，年代亦最接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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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期陵墓其墓室方向皆朝南，这一方向的改变影响到封土墓的方向，这种现象可能
与迁都后又回葬有关。这期石室砌筑由地表转移至地下，即由高向低发展。所见板瓦
中有的表面经过抹光，这种作法亦为晚期风格。
上述分期是对高句丽陵墓发展演进不同阶段的综合分折，尚缺少对积石墓的介绍和
了解。以往将积石墓作为石墓的代名词，即泛泛的称所有类型石墓。而是一种早期墓
葬类型。那种早期的不规则的积石墓，在浑江和鸭绿江流域尚未见报道，有些零星见
报的资料亦为晚期石墓。近年来我们在鸭绿江流域发现一批早期墓葬介绍于后；早期
无圹积石墓和积石石圹墓，年代约当战国至汉前后。
无圹积石墓一般多筑于河谷高漫滩之上，筑墓石材多用河卵石，封堆呈丘状，墓的
上面不见石圹，但见有经火烧后形成的碎石，例如秋皮沟墓群猫鹰沟墓区就是这种类
型的墓葬。此类墓葬在鸭绿江中上游地区还有大量发现，需今后重点工作加以认证。
积石石圹墓，这是洞沟古墓群中存在的一种墓葬类型。现有并不多，应是高句丽时
期较早的墓葬类型。其修筑方法是先以河卵石、砾石等堆筑石坛，再于坛上修筑草率
的圹室，边缘不甚清楚，上面以积石封护成堆。规模较小且低矮，随葬品亦不多。据
目前所知，这类墓葬早在高句丽建国之前就已经存在，墓中曾发现战国时代的青铜
器，战国至秦汉时期的货币。从这些文物和墓葬形制分析，这种墓出现较早，沿用时
间亦较长，可能是高句丽族身份低下的阶层所用。集安洞沟古墓群山城下墓区的黑瞎
子沟片墓地和七星山墓区的老于大坡后片墓地，为此类墓葬。
在这一阶段中还有一种积石墓，是利用山崖塌陷后形成的淌石流作墓。淌石流山坡
下端处，大都是自然形成阶状的石台平面，在石台平面的中部筑石圹进行埋葬。利用
自然地势，利用山上淌石流建造墓葬成为其特点。集安太平五道岭发现的青铜短剑墓
就属于这种淌石流石圹墓，由于当时此类墓葬缺乏认识，报告出现误差。这类墓葬在
集安榆林地沟，长川都有发现。此阶段墓的石圹边缘大都不太清楚，最多只能看到圹
壁的一层砌石，且很不规整。石圹范围内出土遗物有青铜短剑，青铜钺、青铜矛、铜
镜、青铜釜，不见葬具上使用的铁制构件。
我们还注意到，在鸭绿江上游长白县干沟子墓群的积石墓，筑有主坛、续坛和附
坛，墓上部筑有石圹，经过火葬，墓葬年代下限至汉初。从干沟子墓群的墓葬类型
看，已进入有坛积石石圹墓阶段，属于分类中的一期前段。在长白县二十一道沟还发
现有积坛，是利用自然石堆在其上用石块增筑呈丘状，再于石堆的表面自下而上，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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较大的石块摆作三道圆环，在最上面第三道圆环的中部见有青铜器，这些青铜器与战
国时燕、赵东进有关，其年代下限可至战国末。这些积坛与早期的积石墓不无关系。
再上索至辽东半岛地区的积石冢，是如何进入鸭绿江流域，目前尚缺少中间环节。随
着考古工作的开展，积石墓的形态亦会逐渐显露出来，在山城下墓区的石灰窑子山上
及狍圈沟北片，有数座石墓，以碎山石堆积高不足1米，形状呈不规则的圆形，墓顶部
平，从墓葬表面观察，其类型疑为无坛积石墓。
高句丽墓葬的演变是跟随着高句丽王陵的发展变化而改变的，而无圹积石墓年代尚
早，应有其自身的演变规律。综合多年的研究成果，积石墓演进主要过程如下：无圹
积石墓年代最早，可能是久居这里的土著居民固有的葬俗，后来成为高句丽墓葬的主
流。最先是依山坡，河谷高漫滩修造简单的积石墓，不作石圹，死者安放在墓顶部
烧。后来开始在积石的中部构筑石圹，称为积石石圹墓。为适应封堆加高的要求，开
始筑一道护墙即为有坛，故又称为有坛积石石圹墓。随着对墓葬修筑的重视，封堆愈
加高大。为克服砾石重量形成的张力，墓葬砌成多道交叉的阶墙，用来分散和抵消这
种外张力。到了四世纪初以后，墓葬内部出现圹室，圹室是石室的先声，墓葬的外部
亦开始演变为阶坛。石室墓的产生是以好太王陵为主要标志，高句丽步入石室阶段。
到封土石室墓的墓室逐渐移到地下为止，高句丽完成了埋葬制度上的一次革命。封土
椁室墓的大量出现、标志着这场变革具备了一定的深度和广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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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시각에서 본 고구려 역사와 문화

1)耿鐵華* ․ 金柚姃**

요 약
고구려는 역사상 하나의 민족이다. 이후 이 민족을 주체로 정권을 건설하였으며
그 활동범위는 지금의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북부지역이었다. 이는 당시 중원의

漢唐政權 시기에 해당하고 한반도의 신라, 백제시기였으며 일본열도의 倭와도 많은
왕래와 관계를 맺었다. 이는 동북아 역사의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시기였다. 본문의 제Ⅰ장은 고구려 역사와 문화의 개황을
소개하였다. 제Ⅱ장에서는 중국, 일본, 북한, 한국학자가 고구려 역사와 문화를 보
는 관점 및 고구려 귀속문제, 隋唐王朝의 고구려 정복문제, 고구려유적의 세계문화
유산 신청 문제 등에 대한 다른 견해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Ⅲ장에서는 학자들
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동북아역사에서의 고구려의 위치를 논술하였다.
주제어：고구려, 漢唐政權, 한반도의 신라와 백제, 倭, 동북아 역사상 지위

Ⅰ. 머리말
동북아는 아시아대륙 동부의 한 구역으로 지리 및 정치방면에서 논하면, 중화인
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일본, 몽고를 포함한다. 고대역사와 문화
발전의 정황을 통해 볼 때, 일본학자 西嶋定生은 동북아는 한자문화권으로써 책봉
* 中國 通化師範学院 高句丽研究院
**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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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한자, 유학사상, 대승불교, 율령제 등 5개의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시
기적으로 볼 때, 남북조에서 당대까지는 중요한 형성시기로, 주로 신라, 발해, 왜와
더불어 율령제를 도입하지 않은 고구려, 백제까지 이 문화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1)
우리는 고구려역사와 문화에 대해 토론하고자 하는데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7세
기까지, 즉 서한 말에서 당조 초까지이다. 이 시기는 동북아역사와 문화발전의 중요
시기이다. 중국에서 발견된 각 민족과 지역간의 역사와 문화 발전의 법칙과 특징을
파악한다면, 현재 동북아의 경제발전, 사회안정과 문화교류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Ⅰ. 고구려역사와 문화연구에 요구되는 새로운 시각의 선택
고구려 역사와 문화연구는 이미 백 년 이상의 평범하지 않은 과정을 거쳐왔다.

淸光緒 3年(1877), 호태왕비가 처음 발견된 이후 수도(북경)와 일본, 프랑스에 이르
기까지 탁본이 널리 퍼지고 중국과 외국학자들은 好太王碑 文字의 해석을 시작하였
다. 아울러 고구려 역사연구와 고고조사 및 발굴의 각 영역에 진입하게 되었다. 현
재까지 이러한 영역에서 중국학자, 북한학자, 한국학자, 일본학자가 비교적 많은 성
과를 얻었다. 기타 국가 학자의 참여와 성과 역시 비교적 적다. 연구 심화의 과정
중 학자들은 거주지역과 지위에 따라 입장이 다르고 지도사상, 사회의식과 연구방
법 등의 방면에서 서로 같지 않아 고구려 역사와 문화의 다방면에서 비교적 큰 견
해차이가 존재하였고 일부 견해차이는 심지어 현대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교류의
일부 방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03년에서 2005년까지, 한국은 중국의 ‘고구
려왕성, 왕릉 및 귀족고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동북민족과 강역연구계열공정’ 전
개 등의 문제에 대해 간행물, 방송과 각종 집회를 이용하여 비판하고 반대 선전을
진행하였다.2) 이 시기는 고구려 역사와 문화연구의 수많은 방면과 중국 동북민족

1) 西島定生, 岩波講座世界歷史 4.
2) 한국의 獨立新聞, 韓國日, 朝鮮日報, 東北亞日報, 中央日報, 韓國時報, 서울時
報, 國民日報, 文化日報 등, 2003년 8월에서 2005년 12월까지 중국의 “東北工程” 학술연구,
고구려 왕성, 왕릉 및 귀족고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반대하는 고구려 방면의 취재와 보도가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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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역연구의 각 영역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심지어 중한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
역성에 있어 고대민족과 국가의 역사연구는 이와 같은 중요한 영향을 발생시키고
관련국가 학술계의 관심뿐만 아니라 비학술계의 관심과 참여까지 야기하는데 그 원
인은 다방면에 있다.
우리는 역사학자로서 항상 어떻게 하면 심화연구에서 편파적인 쟁의의 역사가 많
은지, 각국 학자간의 이해와 교류가 강화되는지, 더욱 객관적이고 實事求是적인 묘
사가 역사에 반영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지금부터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의
새로운 시각을 선택하여 고구려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찰과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역사와 현실을 분리, 고구려는 B.C. 1세기에서 A.D. 7세기까지 하나의 상대
적 독립민족국가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고구려는 B.C. 37년 건국하여 A.D. 668년에
멸망하기까지 705년간 지속되었으며 28명의 왕이 있었다. 모두 3개의 도성이 있는
데 첫 번째 都城은 紇升骨城(현재 중국 요령성 환인현성 부근)이고 軍事衛城은 五

女山城으로 B.C. 37년에서 A.D. 3년까지 이용되었다. 두 번째 도성은 國內城(현재
중국 길림성 집안지역)이고 丸都山城을 軍事衛城으로 삼았다. 山上王 시기에 증축
하였으며 A.D. 3년에서 A.D. 427년까지 도성으로 운용되었다. 세 번째 도성은 平壤

城(현재 북한 평양지역)이고 大城山城이 軍事衛城이며, 安鶴宮이 고구려왕의 離宮
이다. 고구려인의 활동지역은 현재 중국 동북 요령, 길림 2성의 동부지구와 북한과
한국의 북부지역까지 미쳤다. 고구려 호태왕 시기에 이미 여러 차례 출병하여 한반
도 남부지역에 침입한 왜국 군대를 퇴치하였다. 고구려와 신라, 백제, 왜 사이의 군
사왕래와 전쟁은 문헌기록과 호태왕비문에서 볼 수 있다.3) 이는 중국, 북한, 한국,
일본학자가 호태왕비와 고구려 역사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이다.
고구려 국가의 발전 및 성흥기는 A.D. 4세기에서 5세기까지로 고구려 제19대 好

太王과 제20대 長壽王이 통치하던 시기이다. 그 세력은 북쪽으로는 송화강 유역까
지 도달하였고 남쪽으로 한강유역, 서쪽으로 요하유역, 동쪽으로는 동해에 인접하
여 당시 동북아 제국 가운데 군사력이 비교적 강한 민족국가라고 할 수 있다. 고구

3) 三國史記 好太王碑文에 “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而倭以辛卯年來渡每(海)破百殘☐☐新羅
以爲臣民”이라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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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사회 발전과 영토확장 과정 중 동북아 지역에도 여러 국가가 건립되었고 많은
전쟁과 교류가 있었다. 각 동북아 역사발전의 시각에서 볼 때 고구려가 동북아 역
사와 문화발전상에서 가지는 지위와 작용은 더욱 분명하게 인식되며, 고구려와 동
북아 제국의 관계를 더욱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과거 각 학자마다 따로 진행된 연구로 인해 나타난 단편적이고 부족한 부
분을 피할 수 있다. 과거의 연구 중 중국학자의 연구시각은 중국 중심으로, 고구려
를 중국 동북의 소수민족으로 여겨 고구려가 동북 고대 민족 정권 또는 소수민족
지방장권, 고대 변강정권으로 보았다. 북한학자는 북한 중심으로, 고구려 민족과 역
사가 북한 역사의 조성부분으로 여기고 중국 고대역사의 연관을 부인하였다. 한국
은 고구려민족과 역사가 한국 고대역사의 조성부분으로 생각하고 중국 고대역사와
무관하며 고구려 민족과 국가활동의 구역은 한국 고유의 영토로 호태왕시기의 강역
을 회복하기를 주장하였다.
객관적으로 고구려 민족과 국가활동의 영역은 고대 동북아 지역에 속하고 중국
고대 동북지역, 고대 한반도 북부지역을 포함한다. 고구려의 역사와 중국, 북한, 한
국의 고대 역사는 모두 불가분의 관계이며 이러한 관계를 부인하면 역사발전 사실
과 부합되지 않는다. 만약 고대 동북아지역의 역사와 문화발전의 출발에서 고구려
와 동시기에 존재한 고대 왕조민족ㆍ국가간의 정치, 경제, 사상, 문화교류, 심지어
전쟁교섭으로 인한 사회영향과 변화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토론한다면 후대의 역사
발전과 사회진보에 모두 유익할 것이며 동시에 많은 불필요한 쟁의와 이견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북아 역사발전의 시각에서 볼 때, 고구려역사 귀속문제 조성의 중요한 견
해 차이와 학술영향에 관한 인식을 퇴색시킬 수 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국ㆍ북한ㆍ한국ㆍ일본 사이의 고구려 역사 귀속문제에 대한
견해 형성과 발전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 요구된다. 먼저 우리는 이미 고구려 역사
연구가 호태왕비의 발견과 함께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중국과 일본학자의 연구성과가 비교적 많았다. 중국의 王志修, 陸心源, 鄭文焯, 榮

禧, 羅振玉, 叶昌熾, 楊守敬, 吳大澂, 劉承干, 金毓黻, 일본의 橫井忠直, 三宅米吉, 今
西龍, 前間恭作, 水谷悌二郞 등이 好太王碑 기록, 釋文, 고증방면의 논저를 가지고
있다. 호태왕비 연구의 심화 전개에 따라 중국학자 羅振玉, 王國維, 勞干, 金毓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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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문물, 도성, 역사에 대한 심화연구를 진행하였다. 金毓黻와 일본학자 鳥居龍

藏, 關野貞, 今西龍, 黑板胜美, 池內宏, 梅原末治 등이 계속하여 집안, 평양 등지에
와서 고고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와 논저를 발표하였다. 이 시기 고구려 역사 귀속방
면의 문제는 아직 언급되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일본학자들은 여전히
호태왕비와 고구려 문물과 유적 위주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국과 북한학자 사이
에서는 연합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중국 방면은 고구려 문물보호를 위주로 고
고조사와 발굴보고를 발표하여 역사연구 방면의 논저는 적었다. 1962년에서 1968년
까지 조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는 朝鮮通史상ㆍ하권을 집필하였고 조선사
회과학원 고고연구소에서는 朝鮮考古學槪要4)를 집필하여 고구려 역사와 고고에
중요한 논저로 여겼다. 한국학자의 주요 연구방향은 신라, 백제의 역사와 고고 방면
으로 고구려 연구성과는 주로 고적 정리에 있었다.
중국과 북한,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고구려 역사 귀속방면의 다른 견해를 공개
표명한 것은 1990년대 초이다. 1993년 가을, 집안에서 열린 1차 학술연구 토론회에
서는 중국과 북한학자간 고구려역사의 귀속을 둘러싸고 1차 토론을 전개하였다. 중
국학자는 고구려 민족이 중국 동북의 소수민족이고 고구려는 중국 동북의 지방정권
이라 주장하는 동시에 고구려의 평양천도 이후 한국역사와의 관계는 인정하였다.
북한학자는 朴時亨선생을 대표로 하여 고구려는 조선의 민족이며 조선역사에 줄곧
속해왔으며 중국 고대역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하였는데, 중국학자는 현대의 국
경으로 고대역사를 구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5) 이후 북한학자 역시 그들의
관점에서 문장으로 정면 반박하였다. 중국과 북한학자간의 고구려 역사귀속문제에
대한 다른 견해도 이 시기에 시작되었으며 가장 격렬하게 표현한 것은 2003년 중국
이 ‘고구려왕성, 왕릉 및 귀족고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전후였다. 이
시기 한국에서 간행된 잡지는 每日, 每期에 모두 중국 학술 관점의 논문과 보도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비학술 연구기구와 많은 민중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
을 주었다. 고구려 역사와 문화연구는 이러한 학술문제에 대하여 비학술적 여론의

4) 조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통사 상권, 조선과학원출판사, 1962년 출판. 조선통사 하
권, 조선과학원출판사, 1968년 출판. 조선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조선고고학개요, 1977년
출판.
5) 1993년, 집안 국제학술연구토론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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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과 충격을 받았다. 학술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03년 12월
9일 오후 1시~6시까지 한국 서울역사박물관 1층 강당에서 열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대책 학술토론회’이다. 주최기관은 17개에 달하는데 경기사학회, 고려
사학회, 대구사학회, 부산경남사학회, 역사교육연구회, 전남사학회, 조선시대사학
회, 한국고고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미술사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사학사연
구회, 한국역사민속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중세사학회, 호서사학회 등이다. 회
의에서는 ‘동북공정’의 배경과 내용 및 대응방안, 동북 고대 민족 및 고조선 연구
동향과 문제, 고구려의 기원 및 건국과정, 고구려와 중국의 ‘조공책봉’관계, 고
구려의 강역과 평양천도문제, 중국학술계의 고구려대 수, 당 70년 전쟁 인식의 비
판성 심층토론, 고구려 붕괴 후 유민의 거향문제, 발해의 역사성격, 고구려와
고려의 역사 계승성 등 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들은 2002년 2월부터 시작된
중국사회과학원 직속의 변강사지 연구중심에서 ‘동북변강역사와 현상계역연구공
정’(이하 ‘동북공정’이라 간칭)이라 명명한 5년의 국가 항목을 시동하여 중국 동북지
구의 역사, 지리, 민족문제 등과 관계있는 문제를 국가중점항목의 과제 형식으로 연
구하였다. 단, ‘동북공정’연구의 문제 중 고구려 위주의 고조선, 발해 등과 한국 고대
역사와의 상관관계에 있는 중국 역사가 왜곡되어 한국정부, 학술계, 여론 및 국민의
관심을 단시간에 이끌어 내었다.6) 중국 학술계는 고구려사에 대해 중국 고대 소수
민족이 건립한 변강사의 일부분으로 해석하였다. 즉,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중국 영
역내에 존재한 변강 고대국가이다. 한국사 정통성을 흔든 중국 학술계 연구동향은
큰 문제가 존재하였다.7) 이상의 많은 문제와 질의는 주로 중국학계 연구기구 관리
방식, 연구절차, 연구방법 및 성과 공포와 관리방면에 대한 이해가 결핍되어 많은
오해가 조성되었다. 또 다른 원인은 학술방면의 견해차이이다. 물론 사실을 확대하
여 뜻을 굽히지 않아 모종의 여론을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학술연구와 교
류에 불리한 것이다.
넷째, 고구려 역사와 문화연구 방면의 견해 차이로 인하여 역사귀속문제가 주로

6) 고려대학교 최광식, “東北工程”의 배경과 내용 및 대응방안-고구려사 연구동향과 문제를 중심
으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 학술연구회 논문집, 索豊譯, 孫啓林校, 2004년 1월.
7) 대전대학교 공석구, 고구려의 영역과 평양 천도 문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 학술연구
회 논문집, 安穩, 孫啓林校, 200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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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데 이는 고구려 역사가 도대체 현재 어느 나라의 고대역사에 속하는가의
문제이다. 사회의식 형태가 달라 이 문제는 단시간내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확실히
알고있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많은 비학술 방면의
관심을 야기시킬 수 있는데 심지어 각국 민중간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가간의 신뢰에 위기를 초래한다. 2003년에서 2006년에 한국의 각 민중단체는 수
차례 집회를 거행하여 중국의 ‘고구려왕성, 왕릉 및 귀족고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에 항의하고 중국학술계의 ‘동북민족과 강역연구계열 공정’에 항의하였다. 서명
운동에서 시작하여 중국의 출판물을 불태우기까지 국내와 국제사회에 중대한 영향
을 미쳤다.8) 심지어 국가간의 교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일부 정부 부서가 중국의 일개 작은 현 박물관에 진열된 문물의 전언 및 설명
에 대해 비학술적인 의견을 제기하여 민중 및 국내외 학술계에 일부 좋지 않은 영
향을 미친 것이다.
이상의 각종 현황에 기초하여 우리는 관찰 문제에 시각의 전환을 시도하여 고구
려 민족과 역사의 특징적인 역사환경 아래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동북아 역사발전
의 배경과 범주 내에서 심화된 연구를 진행하고 현재의 민족, 국가, 강역 및 정치관
점의 영향은 탈피하고 더욱 객관적이고 더욱 공정하고 實事求是적으로 역사와 문화
에 반영하여야 한다. 진정으로 역사와 현실, 학술과 정치가 구분되어 학자들의 자유
로운 토론과 교류가 진행되어야 한다.

Ⅱ. 고구려역사 및 도성문화 개요
우리는 먼저 역사문헌의 기록을 근거하여 고구려 역사 현황을 소개하였다.
고구려 역사가 기록된 문헌자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분은
중국 정사 중의 고구려에 관한 문헌자료이고 다른 한 부분은 한국 고대의 문헌자료
이다.
중국 正史인 三國志, 後漢書, 宋書, 南齊書, 魏書, 梁書, 周書, 隋

書, 北史, 南史, 舊唐書, 新唐書 중 東夷傳에 고구려(또는 고려)에 관한
8) 集會, 시위, 서명, 焚書 등 한국 신문과 뉴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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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내용량은 많지 않으나, 전후 모방한 부분내용이 존재한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한 주요 문헌에 의거한 것이다. 資治通鑒, 魏略輯本,
翰苑, 通典, 通志, 文獻通考 중에 기록된 고구려에 관한 내용은 正史에 기
원한 것이 많고 내용이 비교적 산발적이지만 참고할 만하다.
조선 고대 문헌은 주로 三國史記의 本紀, 列傳, 表, 志에서 신라, 고구려, 백제
의 제왕과 귀족사 및 관련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 고구려본기에 기재된 제왕
사 편년은 고구려 역사연구에 있어 중요한 문헌이다. 그 외 三國遺事, 東國史

略, 東國通鑑에 기재된 고구려사 역시 중요한 참고자료이다.
三國史記 :“始祖東明聖王, 姓高氏諱朱蒙······與之俱至卒本川. 觀其土壤

肥美, 山河險固, 遂欲都焉, 而未遑作宮室, 但結廬於沸流水上居之. 國號高句麗, 因以
高爲氏, 時朱蒙年二十二歲, 是漢孝元帝建昭二年, 新羅始祖赫居世二十一年, 甲申歲
也.”9)
琉璃明王“二十一年春三月,郊豕逸. 王命掌牲薛支遂之. 至國內尉那岩得之, 拘于國
內人家養之. 返見王曰:‘臣遂豕至國內尉那岩, 見其山水深險, 地宣五谷, 又多麋鹿魚鰲
之産. 王若移都, 則不唯民利之無窮, 又可免兵革之患也.’·····‘二十二年冬十月,
王遷都于國內, 築尉那岩城’”10)
고구려 도성에 관해서는 通典에 의하면, “朱蒙以漢建昭二年自北夫餘南東行, 渡

普述水, 至紇升骨城居焉. 號曰句麗, 以高爲氏. 古記云:‘朱蒙自扶余逃難至卒本.’則紇
升骨城, 卒本, 似一處也.”“自朱蒙立都紇升骨城, 歷四十年, 孺留王二十二年, 移都國內
城·······都國內, 歷四百二十午年. 長壽王十年, 移都平壤”11)라고 전한다.
상기 기록을 근거로 알 수 있는 것은 고구려가 西漢 元帝 建昭 二年 甲申(B.C.
37)에 건국되었고 수도는 紇升骨城이다. 孺留王 二十二年(A.D. 3)에 국내성으로 천
도하였고 長壽王 十年(A.D. 427) 평양성으로 천도하였다. 唐 高宗 總章 元年(A.D.
668) 당나라와 신라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고구려 정권은 705년동안 존재
하였으며 28대의 왕이 있었다.
三國史記에 근거하여 고구려 王系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9) 三國史記 高句麗 東明王本紀.
10) 三國史記 高句麗 琉璃王本紀.
11) 三國史記 地理志 高句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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位
序

王號

1

東明聖王
鄒牟王

2
3

琉璃明王
儒留王
大武神王
大朱留王
大解朱留王

王名
朱蒙
鄒牟
衆解
類利
孺留
无恤
味留

前 王과의
關係

在位期間

衆解

B.C.37~B.C.19

父子

B.C.19~A.D.18

父子

18~44

兄弟

44~48

叔侄

48~53

叔兄弟

53~121

4

閔中王

5

慕本王

6

太祖大王
國祖王

解色朱
解邑朱
解憂
解愛婁
宮
於漱

7

次大王

遂成

父子

121~126

8

新大王

伯固
伯句

父子

126~179

9

故國川王
國壤王

男武

父子

179~197

10

山上王

兄弟

197~227

11

東川王
東壤王

父子

227~248

父子

248~270

父子

270~292

父子

292~300

叔侄

300~331

父子

331~371

延優
伊夷模
憂位居
郊彘
位宮

說明

三國史記
53~146
三國史記
兄弟, 146~165
三國史記
兄弟, 165~179
三國史記
또는 伊夷模(名)
三國史記
位宮(하나의 이름)

中川王
中壤王
西川王
西壤王
烽上王
雉葛王
美川王
好壤王
故國原王
國崗上王
小獸林王
小解朱留王

葯盧
若友
相夫
歃夫婁
乙弗
憂弗
斯由
釗
丘夫

父子

371~384

18

故國壤王

伊連
於只支

兄弟

384~391

三國史記
384~392

19

廣開土王
好太王
永樂太王

談德
安

父子

391~412

三國史記
392~412

12
13
14
15
16
17

然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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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1
22
23
24
25
26
27

長壽王
文咨明王
明治好王
文咨王
安臧王
安原王
陽原王
陽崗上好王
平原王
平崗上好王
嬰陽王
平陽王
榮留王

28

巨連
璉

父子

413~491

羅云
云

祖孫

492~519

興安
寶延

父子
兄弟

519~531
531~545

平成

父子

545~559

父子

559~590

父子

590~618

兄弟

618~642

叔侄

642~668

陽成
湯
元
大元
建武
成
寶藏
藏

682년 사망
封號 없음

다음으로 우리는 고고학적 조사와 발굴현황을 통해 이상의 문헌기록의 진실성을
실증하여야 한다.

淸光 緖三年(1877), 환인현 서기가 通溝 關月山에서 덩굴을 제거하기 위해 불을
피우던 중 호태왕비를 발견하였다. 다음 해 농민에게 명령하여 이끼를 정리하고 이
비를 보호하였다. 淸光緖六年(1880년), 탁본을 완성하여 수도로 전해졌고 고구려 역
사문화 연구의 서막이 올랐다. 그 후, 끊임없이 중국과 외국학자들이 통구로 와서
조사하였다. 저명한 羅振玉, 王國維은 好太王碑, 毌丘儉 高句麗 紀功碑, 好太王陵

文字塼 등으로 고증연구를 진행하였다. 1935년, 동북사 전문가 金毓黻이 친히 집안
에 와서 고구려 문물유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일본학자 池內宏, 梅原末治,

三上次男 등도 집안 고구려 문물에 대한 측량 기록을 진행하여 通溝 상ㆍ하권을
출판하였다.12) 고구려 도성의 고고학적 조사는 하나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여
1940년 7월, 저명한 학자 勞干의 跋高句麗大兄冉牟墓志兼論高句麗都城之位置이
완성되었고 국립중앙연구원 歷史語言硏究所集刊 第11本에 게재되었다.13) 勞干은
12) 羅振玉, 高句麗好太王碑釋文, 高句麗好太王碑跋, 俑廬日札, 好太王陵磚跋, 唐風樓
金石文字跋尾에 수록. 王國維, 毌丘儉丸都山紀功石刻跋, 觀堂集林 券20에 수록. 金毓黻,
靜晤室日記, 吉林人民出版社 1996年版. 池內宏, 梅原末治, 通構, 日滿文化協會, 1938~1940
年版.
13) 勞干, 字貞一, 勞干學術文集, 台北藝文印書館, 1976年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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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직접 통구에 와서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通溝에 수록된 사진과 번역
문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많은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집안을 고구려 도성으
로 먼저 고증한 사람은 勞干선생이다.
1960년대 이후 중국과 북한학자는 수차례 고고학적 조사와 발굴을 진행하여 고구
려의 세 군데 도성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첫 번째 도성은 紇升骨城으로 중국 요령
성 환인현성 부근에 위치하고 두 번째 도성은 국내성으로 중국 길림성 집안시내에
위치하며 세 번째 도성은 평양성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성내에 위치한
다.
2000년 이후 중국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환인, 집안 등지의 고구려 문물유
적에 대한 정리, 정비 및 보수를 진행하여 문물유적의 자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
였다. 동시에 대형 보고문집 五女山城, 國內城, 丸都山城, 集安高句麗王陵
을 출판하였고14) 환인과 집안에 고구려의 두 도성이 위치한다는 사실을 실증하였
다. 2004년 7월, 중국이 등재 신청한 ‘高句麗王城王陵及貴族墓葬’이 28차 세계문화유
산대회에서 순조롭게 통과하였고, 世界文化遺産名錄에 등재되었다.
연구를 통해 고구려 도성이 하나의 평원성과 하나의 산성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음
을 알 수 있었고 복합형 도성이라 할 수 있다. 환인현성 부근에는 평원성인 하고성
자 고성이 있는데 성의 둘레는 937m이며 동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둘레 약
2,800m의 오녀산성이 있다. 집안시내의 국내성 둘레는 약 2,700m이고 성의 북쪽으
로 2.5km 떨어진 곳에 둘레 6,947m의 환도산성이 있다. 북한 평양성의 둘레는
2,300m로 동북쪽으로 약 7km 떨어진 곳에 둘레 7,218m의 대성산성이 있다.15) 고구
려 왕은 평상시에는 평원성에서 거주하고 전시에 부근의 산성을 수성하였다. 산성
내에는 요망대와 크기가 다른 건축물이 있고 샘 또는 연못이 있어 군사위성이 명확
하다. 문헌기록에 환도산성은 산상왕 시기에 도성으로 이용하였다고 전한다. 성지
의 위치, 성내의 지세 및 궁전유적을 통해 문헌기록의 정확함이 증명된다.
고구려의 도성은 문헌에 기재된 자연환경, 지리적 위치 등에 대하여 고고학적 발
굴조사를 통한 고성유적, 성벽유적과 관련건축 유적을 비롯한 기타 유적의 증명이
14) 四部報告集均由文物出版社, 2004年 6月 出版.
15) 耿鐵華, 中國高句麗史 第457항, 吉林人民出版社 2002年 12月 出版. 그 중 國內城과 丸都山
城의 둘레는 2003년 공포된 자료정리에 의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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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집안 국내성을 예로 국내성과 환도산성 성벽을 발굴조사하여 고구려 초
기에 초축 및 수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 내외에는 고구려 궁전건축, 제사건축,
관아와 귀족 거주유적 등이 많으며 대량의 금기, 은기, 유금기, 동기, 철기, 도기, 옥
석기와 건축용 전와, 와당, 초석 등이 출토되었다. 그 연대는 고구려 조기에서 만기
까지 이어지는데 조ㆍ중기의 문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지역성과 민족성이 명확하다.
국내성 주위에는 다량의 고구려 고분이 발견된다. 1961년, 집안 통구고분군은 국가
제1급 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측량, 기록하여 고분의 총수가
11,280기임이 밝혀졌다.16) 지금까지 집안 경내에서 발견된 고구려 시기의 고분군은
85곳으로 고분의 총 수는 13,630기에 달한다. 보존이 비교적 양호한 고분이 10,690
기이고 이미 발굴한 고분을 제외하고 정도는 다르지만 인위 또는 자연적으로 많은
고분이 파괴되었다. 이러한 고분은 대부분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석재를 주
로 건축 재료로 사용하고 고분의 주체를 구축한 후 다시 할석으로 봉토를 쌓은 석
분을 통틀어 적석묘, 석재로 묘실을 구축하고 다시 황토로 봉분을 쌓은 것을 봉토묘
라 부른다. 석분의 연대가 비교적 빠르고 고구려 고유의 것으로 선명한 지방민족의
특색있는 매장방식이다. 토분은 연대가 비교적 늦고 고구려인이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은 후 발생한 것이다.17) 이러한 전형적인 고구려의 고분의 그 존재와 배열방식은
집안 고구려 도성의 인구현황과 번영정도를 증명한다.
집안시 동교의 호태왕비는 東晋 安帝 義熙 十年(A.D. 444)에 건립되었고 비문의
한자는 예서체로 고구려 건국의 전설과 이전 3대 왕의 교체, 호태왕 통치시기의 국
가상황, 군사활동 및 호태왕 사후 수묘, 연호의 수량, 근원, 제도 등이 기재되어 있
다.18) 호태왕비문에 기재된 고구려 전 3대 왕인 추모왕, 유유왕, 대주유왕과 三國

史記이 기재된 고구려 전 3대 왕의 명칭, 순서는 모두 부합하여 三國史記에 기재
된 고구려 왕계는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호태왕비는 고구려 제19
대 왕 광개토경평안호태왕의 묘비로 호태왕릉과 200m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장군총, 임강묘, 천추묘, 서대묘 등은 모두 고구려의 왕릉이라 생

16) 吉林省文物志編委員會, 集安縣文物志 第100항, 1984년 10月版.
17) 孫仁杰ㆍ迟勇, 集安高句麗墓葬 第3항, 香港亞洲出版社, 2007年 12月版.
18) 王健群, 好太王碑硏究, 吉林人民出版社, 1984年 8月版. 耿鐵華, 好太王碑新考, 吉林人民出
版社, 1996年 6月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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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이러한 고구려 왕릉과 묘비의 존재는 집안 국내성과 환도성이 고구려 도성
임을 의심할 여지없이 실증하였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존재 역시 고구려 도성의 중요 특징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구려의 첫 번째 도성인 환인현성 부근에서 1기의 채색벽화고분인 미창구
장군묘를 발견하였다. 고구려의 두 번째 도성인 국내성 부근에서는 36기의 고구려
벽화묘가 발견되었고 고구려의 세 번째 도성인 평양성 부근에서는 27기의 고구려
벽화고분이 발견되었다.19) 이러한 벽화고분의 연대는 A.D. 4세기 중엽에서 7세기
중엽까지이고, 고구려 중ㆍ만기 300여 년간의 회화작품으로 고구려 사회생활의 여
러 방면을 반영하여 고구려 사회의 역사와 사회풍속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직관
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물론, 여전히 고구려 역사와 문화 연구에 있어 일부 다른 학술적 견해와 의견이
존재한다. 고구려 고분의 유형, 연대, 특징, 분기, 고구려 고분벽화의 연대, 내용과
분기 등 국내외 학자 모두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토론과 교류를 통해 더욱
깊은 이해와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Ⅲ. 동북아에서 고구려의 지위
고구려는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7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민족정권 중
하나였으며 그 건국, 발전, 확장, 쇄망의 과정에서 동시대의 동북아 정권 및 국가 발
생과 일정한 관계와 영향을 주었고 동북아지역의 지위와 영향을 통해서 고구려의
변화ㆍ발전을 엿볼 수 있다.
고구려는 동북아의 요충지대로 중국의 중원왕조, 한반도의 신라ㆍ백제와 서로 이
웃하며 일본열도의 왜와 바다를 경계로 서로 바라보고 있어 그 발전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각종 관계를 파생시켰다.
고구려 건국은 중국의 西漢 末 무렵이었다. 고구려가 건국한 곳은 한나라 현토군
의 고구려현 지역이었다. 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존환경을 확대하였고 끊임없이
국토를 확장하였다. 고구려는 ‘求屬玄菟’라고 하여 한편으로 제1대 왕에서 시작하여
19) 耿鐵華, 高句麗古墓壁畵硏究 第7~9항, 吉林大學出版社, 2008年 6月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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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현토군의 보호와 관리를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토군 주변지역을 잠식
해 나갔으며 기원후 5세기 초 好太王 통치시기에 이르기까지 현토군, 낙랑군, 요동
군을 연이어 점령하였다. 고구려는 통치지역을 서쪽으로 요하유역, 남쪽으로 한강
유역, 북쪽으로 송화강과 모단강 유역, 동쪽으로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확대하였다.
장수왕 통치시기 북위의 세력이 강대해짐에 따라 고구려가 중원지역으로 세력을 확
장하는 것을 저지하여 고구려는 한반도 남부로 세력을 확장할 수 밖에 없었으며 도
성까지 집안 국내성에서 한반도 평양지역으로 천도하였다. 끊임없이 신라와 백제를
침입하여 한때 한반도 중원지역까지 잠식하였으며 고구려 통치지역은 40만 평방미
터에까지 이르렀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고구려는 끊임없이 중원의 왕조에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요구함과 동시에 중원 왕조의 북쪽 군현을 잠식해 나갔다. 그 특징
을 살펴보면 중원 왕조가 통일 정권일 때 고구려는 중원 왕조에 신하로서 책봉을
받는 정책을 폈으며 상호관계는 비교적 평화적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전란기, 특히
위진남북조 시기에 고구려는 영토확장에 박차를 가하였고 이 기회를 틈타 현토, 낙
랑, 요동 등지를 점령하였다.
고구려가 건국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중원 왕조의 인가를 얻어
야 했는데 西漢의 元帝, 成帝, 哀帝, 平帝는 모두 고구려왕의 지위를 승인하였다. 왕
망 시기에는 고구려왕의 지위를 下句麗侯로 낮추었으며 동한 광무제 시기에는 고구
려왕이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쳐 왕의 칭호가 복원되었다. 이후 제왕의 책봉과 관
련된 사료는 正史에 기재되어있지 않다. 고구려 제 20대 장수왕 이후 중원 왕조와
의 관계는 더욱 강화되어 장수왕은 북위 정권에게 겨우 80여 차례의 조공만을 보냈
다. 북위 太武帝는 고구려왕을 都督遼海諸軍事 征東將軍 領護東夷中郞將 遼東郡開

國公 高句麗王으로 책봉하였다. 남조의 宋武帝는 使持節散騎常侍 都督平營二州諸
軍事 征東大將軍 高句麗王 樂浪公으로 책봉하였다.20) 이후 고구려 제왕들은 모두
중원왕조의 책봉을 받았다.

文咨明王은 북위 효문제에게 使持節都督遼海諸軍事 征東將軍 領護東夷中郞將 遼
東郡開國公 高句麗王으로 책봉받았고 남조 郁林王에게 都督平營二州諸軍事 征東大

20) 魏書 <東夷傳> 高句麗, 宋書 <東夷傳> 高句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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將軍 高句麗王 樂浪公으로 책봉받았다.21)
안장왕은 북위 효명제에게 安東將軍 領護東夷校尉 遼東郡開國公 高句麗王으로
책봉받았고 남조 양무제에게 寧東將軍 高麗王으로 책봉받았다.22)
안원왕은 동위 효정제에게 侍中 驃騎大將軍 安東將軍 遼東郡開國公 高句麗王으
로 책봉받았으며 남조 양무제에게 寧東將軍 高麗王으로 책봉받았다.23)
양원왕은 북제 선제에게 使持節侍中 驃騎大將軍 領護東夷校尉 遼東郡開國公 高

麗王으로 책봉받았으며 남조 양무제에게 寧東將軍 高麗王으로 책봉받았다.24)
평원왕은 북제 폐제에게 使持節領護東夷校尉 遼東郡公 高麗王, 남조 진문제에게

寧東將軍, 북주 무제에게 上開府儀同大將軍 遼東郡開國公 遼東王으로 책봉받았
다.25)
영양왕은 上開府儀同三司襲爵遼東郡公 高句麗王으로 책봉받았다26)
영류왕은 上柱國 遼東郡王 高麗王으로 책봉받았다.27)
보장왕은 上柱國 遼東郡王 高麗王으로 책봉받았다.28)
이상의 정황은 고구려 장수왕시기, 특히 평양 천도 이후 중국 중원의 남북조 각
정권의 교류와 왕래가 더욱 밀접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조공과 책봉은 더
욱 빈번해졌을 뿐 아니라 爵位와 封號를 수여하는 현상도 증가하였다. 고구려의 중
원에 대한 의존성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중원의 각 왕조에서도 그 지위는 강화되었
다.
고구려와 신라, 백제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학자들로 하여금 매우 관심있는 부분
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지역적인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건국시기가 비슷한데다
가 건국 설화도 매우 유사하다.
호태왕비에는 “생각건대 옛 시조 추모왕이 닦은 터이다. 북부여로부터 나와 천제
21)
22)
23)
24)
25)
26)
27)
28)

魏書 <東夷傳> 高句麗, 南齊書 <東夷傳> 高句麗.
魏書 <東夷傳> 高句麗, 梁書 <東夷傳> 高麗.
魏書 <東夷傳> 高句麗, 梁書 <東夷傳> 高麗.
北齊書 文宣帝紀, 梁書 <東夷傳> 高麗.
北齊書 廢帝紀, 陳書 世祖本紀, 周書 <東夷傳> 高麗.
隋書 <東夷傳> 高麗.
舊唐書 <東夷傳> 高麗.
資治通鑒 <唐紀> 太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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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하백의 딸로 알을 가르고 세상에 태어나면서 성스러움이 있
었다. 命(어머니 유화부인의 명)을 받아 남쪽으로 순행하던 길에 부여의 奄利大水
를 지나는데, 왕(주몽)이 나루터에 도착하여 말하기를 ‘나는 천제의 아들이요 어머
니는 하백의 딸인 추모왕이다. 나를 위하여 갈대를 엮고 거북이는 떠올라라’고 하니
소리에 응하여 바로 갈대가 엮어지고 거북이가 떠올랐고 그런 연후에 강을 건너게
되어, 비류곡의 홀본 서쪽의 산 위에 城(도읍)을 세웠다” 이것은 梁書, 魏書, 周

書, 北史, 隋書 등에도 고구려 전설로 정리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후대인은
三國史記에 기록을 과장하여 고구려 건국의 전설로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三國

史記에 기재된 신라 건국전설도 같은 부분이 있다. “시조는 박씨 성을 가진 혁거세
이다. 전한 효선제 五鳳元年 甲子 4월 丙辰(정월 15일이라는 설도 있다.)에 즉위하
였다. 거서간이라 불렀다.……우선조선유민은 곡간에 나누어 살았는데 육촌이라 하
였다. ……고허촌장 소벌공은 망양산 자락의 나정 옆의 숲 사이에 말의 울음소리에
가까이 가보았더니 말은 보이지 않고 오직 큰 알이 있었다. 알이 쪼개어지더니 갓
난아이가 나왔다. 소벌공이 이 아이를 길렀는데 아이가 10대에 이르러 이미 영민한
풍격을 형성하였다. 육부 사람들은 이를 괴이하게 여겨 군장으로 추대하였다.”29)
동일한 난생신화 전설은 그들의 결부된 관계가 같은 곳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
이다. 비록 백제 건국에는 이러한 설화가 없지만 고구려왕족과 혈연관계를 가지고
있다. “백제시조 온조왕은 그 아버지가 추모(혹은 주몽)이다. (주몽은)스스로 북부
여에서 도망와 졸본부여에 이르렀다. 부여왕은 아들이 없었고 오직 세 명의 딸만이
있었다. (부여왕이)주몽을 보고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알고 둘째딸을 시집보냈다.
머지않아 부여왕이 죽어 주몽에게 왕위를 승계하였다. (주몽은)두명의 아들을 두었
는데 장남은 비류, 차남은 온조였다.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와서 태
자가 되자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해를 입을까 두려워 오간, 마려 등 열명의 신하
와 함께 남행하였는데 따라오는 백성이 많았다.……비류는 해변에 살기를 원하였으
나……온조는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열명의 신하로 보좌하게하여 국호를 十

濟라 하니 이 때가 前漢 成帝의 鴻嘉 3年이었다.……남행할 때 백성이 모두 스스로
따라왔으므로 국호를 百濟로 고쳤다. 그 世系가 고구려와 하나로 부여에서 나왔기

29) 三國史記 新羅 赫居世居西干本紀.

150

東亞文化 8號

때문에 夫餘로 성씨를 삼았다.”30)
기원후 4세기 전 고구려, 신라, 백제는 비록 한위시기 낙랑군, 대방군과 간접적인
교류가 있었지만 빈번하지는 않았다. “고국원왕 39년(A.D.369) 9월(가을) 왕은 병사
2만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였으나 대패하였다.” “고국원왕 41년(A.D. 371) 10월(겨
울) 백제왕이 병사 3만을 이끌고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왕이 출병하여 저항하였으
나 패하여 10월 23일 왕이 전사하여 故國原에 장사지냈다.”31) 이후 고구려와 백제
는 원수지간의 되었다. 소수림왕, 고국양왕에서 호태왕시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백제를 침략하였으며 백제도 북침을 단행하여 쌍방은 서로를 복속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의 신라와 고구려는 동맹관계에 있었다. 호태왕 즉위 이후 왜인이 바다를
건너 한반도 남부로 건너와 백제와 연합하여 신라를 침입하였는데 고구려 남쪽 국
경지역까지 올라왔다. 신라인은 호태왕에게 위급을 알렸고 호태왕은 친히 수륙대군
을 이끌고 참전하였다. 수차례 전투에서 백제를 패퇴시키고 왜구를 몰아내는 등 신
라가 잃었던 지역을 수복해주었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 신라, 백제로의
영토 확장은 계속되었으며 이는 신라, 백제가 연합하여 고구려에 대항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문자대왕, 안장왕, 안원왕시기 고구려는 신라, 백제와의 전쟁에서 비교적
많은 승전을 거두었다. 양원왕, 평원왕 이후 승전은 비교적 적어졌고 영양왕에서 보
장왕시기에는 신라세력이 강해져 끊임없이 고구려를 침입하였다. 서쪽의 백제를 공
략하기 위해 군사를 움직일 때는 고구려에 원군을 청하였으며 보장왕이 이를 윤허
하지 않아 신라와의 관계가 점차 악화되었다. 당나라에서 출병하여 정벌하는 과정
에서는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백제는 나당연합군에 먼저 멸
망하였으며 고구려도 얼마 후 패망하였다.
고구려와 왜의 관계에 대한 문헌기록은 비교적 적다. 호태왕비문에는 “백제와 신
라는 예로부터 고구려에 속민으로 줄곧 조공을 해왔는데, 왜가 신묘년에 건너와 백
제, □□, 신라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으며 6년 병신년(A.D. 396)에 왕이 몸소 수
군을 이끌고 잔국(백제)의 군사를 토벌하였다.” 신유년은 서기 391년으로 호태왕이
즉위한 해이다. 이 해부터 시작하여 왜국의 군대는 끊임없이 바다를 건너와 한반도

30) 三國史記 百濟 溫祚王本紀.
31) 三國史記 高句麗 故國原王本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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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를 침입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백제와 신라를 괴롭혔다. 게다가 백제를 교사
하여 고구려를 침략하였는데 이때 호태왕은 복상기간이었기 때문에 왜구와 백제의
침략에 호응하지 않았다. 호태왕 6년(A.D. 396) 드디어 출병하여 왜구와 백제에게
설욕하였다. 이외에도 비문에는 여러 차례 군사활동과 전쟁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
어 있다. “호태왕 8년(A.D. 398)에는 가르침을 내려 偏師를 보내어 帛愼土谷을 관찰
하게 하니 莫斯羅城, 加太羅谷의 백성 300여 명이 조공하였다. 호태왕 9년(A.D. 399
년)에 백제가 서약을 위반하고 왜와 더불어 화통하였는데, 왕이 남쪽 평양으로 순시
하니 신라가 사자를 보내어 왕에게 말하여 아뢰기를 ‘왜인이 국경에 넘쳐 성과 못을
궤멸시키고 파괴하며, 노객으로서 백성을 삼으니 왕에게 귀의하여 명을 청합니다’
하니, 호태왕은 자비를 내려 사자를 보내어 밀계를 주고 돌아가도록 하였다. 호태왕
10년(A.D. 400)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남쪽 주둔성
을 거쳐 신라성에 이르니, 왜군이 수없이 많아 고구려군이 궤멸하였다.”
“호태왕 14년(A.D. 404)에 왜가 경계를 지키지 아니하고 대방의 경계에 침입하
여……왕의 군사가 소탕하여 찔러 죽이니 왜구는 궤멸당하고 패하여 참살당한 자가
헤아릴 수 없었다. 호태왕 17년(A.D. 407)에 가르침을 내려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어 왕의 군대가 합전하여 참하여 죽였다.”
상기 내용은 고구려가 신라에 구원병을 보내어 백제 및 왜구와 수차례 교전하여
결국은 백제를 쳐부수고 왜구를 한반도에서 축출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호태왕비
의 기록은 역사의 공백을 보충하고 고구려가 신라, 백제, 왜국에 대하여 가졌던 전
략적 지위를 표명한다.

Ⅳ. 동북아에서 고구려가 차지하는 교류의 핵심적인 위치
고구려는 중국 한당문화에 해당하는 고도로 발전된 중요한 시기로서 유가사상과
선진적인 경제문화를 동북아 제국으로 끊임없이 전파하였다. 고구려의 지리적인 지
위는 동북아의 중심지역으로 한당문화가 한반도 및 일본열도로 전파되는 교량역할
을 하였다.
고구려 류금마구의 제작과 전파로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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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1963년, 집안 마선구 1호묘에서 류금마식 26점 출토.32)
1972년, 집안 장천 2호묘 류금마식 5점 출토.33)
1972~1974년, 집안 만보정고분군 1,078호묘에서 류금마구 1세트 출토.(67점으로
말안장, 등자, 재갈, 각종 장신구 등 포함)34)
1974년, 집안 우산고분군 1,041호묘에서 철제마구 6점, 안장, 등자 및 휴대장식 출
토.35)
1975년, 집안 만보정고분군 242호묘에서 류금마구 13점, 안장, 버클, 방울 등 출
토.36)
1976년, 집안 칠성산 1,196호묘에서 류금마구 57점, 안장, 등자, 재갈, 각종 마식
출토.37)
1979년, 집안 우산 서부 31기 고분에서 류금청동기 68점 출토.(대부분 마구와 그
장식품)38)
이 마구 중 칠성산 1,196호묘, 만보정 1,078호묘에서 출토된 마구는 비교적 보존
이 양호한 것으로 안장과 재갈, 각종 장식이 있다. 그 연대는 약 4세기 중엽에서 4
세기 말에 해당된다.

楊泓선생의 연구에 의하면 서한말기에 帶有鞍橋의 馬鞍이 처음 출현하였고 晋代
에 이르러서는 高鞍橋가 구비된 馬鞍이 널리 유행하였다. 洛陽 西晋墓에서 출토된

陶制 馬具의 안장에서는 변화의 측면을 명확하게 엿볼 수 있다. 湖南 長沙 西晋 永
寧 2年(A.D. 302) 묘에서 陶騎俑과 陶馬上의 안장이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晋代 馬
鞍形制에서 가장 빠른 형식의 하나이다. 馬鞍의 前, 後 鞍橋는 모두 비교적 높고 직
립한 형태이다. 안교 테두리에는 많은 장식과 물방울 장식이 있다. 금번 晋墓에서
출토된 류금동마구는 그 실물자료로39) 安陽 孝民屯 M 154호 묘에서 출토된 馬具系
32)
33)
34)
35)
36)
37)
38)
39)

吉林省博物館集安考古隊, 吉林集安麻線溝一號壁畵墓, 考古, 1964年 第10期.
吉林省文物工作隊, 吉林集安長川二號封土墓發掘紀要, 考古與文物, 1983年 第1期.
吉林省博物館文物工作隊, 吉林集安的兩座高句麗墓, 考古, 1977年 第2期.
吉林省博物館文物工作隊, 吉林集安的兩座高句麗墓, 考古, 1977年 第2期.
吉林集安縣文管所, 集安萬寶汀墓區242號古墓淸理簡報, 考古與文物, 1982年 第6期.
集安縣文物保管所, 集安縣兩座高句麗積石墓的淸理, 考古, 1979年 第1期.
集安縣文物保管所, 集安高句麗墓葬發堀簡報, 考古, 1983年 第4期.
楊泓, 中國古代馬具的發展和對外影向, 文物, 1984年 第9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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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鐙은 그 연대가 비교적 이르다. 보고에 의하면 “아마도 鮮卑人의 무덤으로 최소
한 선비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거나 선비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40) 고구려 류금마구는 晋代 安陽 孝民屯 류금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데 고구려로 전파된 연대는 4세기 중엽 전후이며 고구려 류금마구가 형성된 이후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한국 공주 송산리 3ㆍ4호묘, 무령왕릉, 익산 입점리 1호묘, 경주 천마총, 식
리총, 금령총, 은령총, 금관총, 양산 금조총, 부부총, 경주 황남리 109호묘와 황오리
14호묘 등에서 출토된 류금과 철마구 세트에는 안교, 등자, 재갈, 각종 장식이 포함
되어 있다.
부산 복천동 10호묘에서는 1세트의 철제 마갑이 출토되었다.41) 그 중 류금마구는
대부분 안교, 등자, 재갈, 장식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연대는 4세기 중후반에서 6세
기이다. 이는 고구려 류금마구의 영향으로 형성ㆍ발전된 것이다.
일본 고분시대 후기의 마구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福岡縣 老司古墳 3호 석실,

池之上 6호분, 滋賀縣 新開 1호분, 大阪府 七觀古墳, 譽田 丸山古墳, 岡山縣 築山古
墳, 京都府 谷塚古墳, 大阪府 長持山古墳, 新澤千塚, 山梨縣 茶塚古墳, 東京都 龜塚
古墳, 奈良縣 三里古墳, 東大寺山 6호분 등이 있으며 奈良 藤之木 고분에서 출토된
마구는 특히 주목되는 것이다. 藤之木 고분은 奈良縣 斑鳩町에 위치한다. 연대는 6
세기 후엽에 해당한다. 1985년 발굴되었으며 묘지 부근에는 법륭사탑과 금당, 성덕
태자 반구궁유적이 있다. 묘지 지면상에는 직경 48m의 원형분구가 있으며 분구 아
래에는 14m 길이의 장방형 석재로 축조한 묘실이 있다. 묘실 내부에는 나무로 지붕
을 덮은 석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에서 출토된 류금마구는 사람들이 가장 주목
하는 것으로 안교, 등자, 재갈, 장식, 말다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식은 호화롭고
정밀하게 제작하였다. 문양은 어룡, 사자, 쌍봉, 귀갑, 당초, 귀신 등이 있다.42) 이는
중원의 兩晋 이래 류금마구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국내외 학자의 연구성과는 일본, 신라, 백제에서 출토된 류금마구가 중원의 兩晋,

40) 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安陽工作隊, 安陽孝民屯晋墓發掘報告, 考古, 1983年 第6期.
41) 東潮ㆍ田中俊明, 韓國古代遺蹟ㆍ百濟ㆍ伽倻篇, 韓國古代遺蹟ㆍ新羅篇, 日本中央公論社,
1988年版.
42) 日本疆原考古所, 藤之木古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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鮮卑 마구의 영향을 받은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류금공예 또는 마구제작 양식과 조
합에 관계없이 모두 중원 북방 금속제조 공예의 영향 하에서 진행되었다. 게다가
고구려측은 이러한 공예전파의 중간지역에 위치하여 고구려는 중원과 동북아 제국
문화의 교류에 있어 중간 지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분벽화로 비교할 수 있는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고구려 벽화고분은 115기가 발
견되었으며 그 중 중국 경내에 38기(무순현 1기, 환인현 1기, 집안시 36기), 북한 경
내에서 77기(평양시 27기, 남포시 22기, 평안남도 14기, 황해남도 11기, 황해북도 3
기)가 확인되었다.43) 오랜시간이 지나오면서 고분내의 벽화는 대부분 박락되었으며
보존이 비교적 양호한 것은 1/3 정도에 불과하다. 이 무덤은 외견상 봉토묘와 적석
묘로 구분되며 내부 구조는 단실, 쌍실과 다실 등 몇 가지로 구분된다. 고구려 고분
벽화의 연대 및 변화ㆍ발전의 정황과 동시에 고구려 역사발전 상황에 근거하면 우
리는 고구려 고분벽화가 3기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있다.
제1기(조기) : 4세기 중엽~5세기 중엽이며 고구려는 제16대 왕인 고국원왕에서 제
20대 왕인 장수왕 시기이다. 이 시기는 고구려 역사상 중요한 개혁기이며 고구려
고분에서 채색회화가 등장한다. 이 시기의 연대성을 대표하는 고분은 중국 집안의
JYM3319호묘 이다. 이 묘에서는 ‘丁巳年’, ‘乙卯年’銘 와당이 출토되었으며 류금기 34
점, 철기 2점, 철갑편 554점, 靑瓷器 4점, 釉陶器 6점 및 磚, 기와, 와당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전실묘의 구조에 근거하면 출토된 류금기물은 丁巳年(A.D.
357), 을묘년(A.D. 355)에 해당하는 것으로 JYM3319호묘의 정확한 연대이다. 또한
안악 3호분의 연대는 357년으로 이 2기의 묘는 모두 4세기 중엽의 중요 고분이다.
이 시기 주요 고분으로는 각저총, JYM3319호묘, JYM1041호묘, 안악 3호분, 평양 참
전이실묘, 무용총, 마선1호묘, JWM0645호묘, 요동성묘, 덕흥리고분, 태성리 3호묘,
감신묘, 왕자묘, 연화묘, 동암리고분, 복사리고분, 월정리고분 등이 있다.
제2기(중기) : 5세기 중엽~6세기 중엽으로 고구려 제20대 왕인 장수왕에서 제24대
왕인 양원왕 시기에 해당한다. 이 기간의 벽화고분은 구조상 帶가 있는 半前室의
단실묘와 다실묘가 있으며 이실묘도 있다. 무늬로 장식한 천정구조도 다양성을 표
현하고 있다. 벽화내용은 사회생활 위주이며 사신도상도 점차 완전한 형태를 띄고

43) 耿鐵華, 高句麗古墓壁畵硏究, 吉林大學出版社, 2008年 6月版.

동북아 시각에서 본 고구려 역사와 문화

155

있었고 각종 도안내용의 벽화도 있다. 1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고구려 사회의 발전,
사회경제의 진보에 따라 고구려 귀족은 기타민족의 상층인물과 함께 고구려 통치구
역내에 거주하며 모두 스스로의 무덤안에 채색벽화를 장식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의 고구려 고분벽화 수량은 증가되었고 다양한 내용의 벽화가 나타난다. 그 중 대
표적인 벽화고분은 연화묘, 마조묘, 장천 2호묘, 구갑묘, 절천정묘, JSM0725호묘,
JSM1408호묘, 환인 장군분, 약수리고분, 용강대묘, 가장리고분, 천왕지신묘, 대안리
1호묘, 염모묘, 장천 1호묘, 장천 4호묘, 삼실묘, JSM1405호묘, JSM1407호묘, 안악 1
호묘, 전 동명왕릉, 간성리 연화묘, 쌍영묘, 수산리고분, 장산동 1호묘, 배문묘, 하해
방 31호묘, JYM1368호묘, 팔청리고분, 덕화리 2호묘, 매산리 사신묘, 덕화리 1호묘,
안악 2호묘, 개마묘, 성묘 등이 있다.
제3기(만기) : 6세기 중엽~7세기 중엽으로 제25대 왕인 평원왕에서 제28대 왕인
보장왕 시기이다. 고구려 사회가 말기로 진입한 단계로 고구려 왕실귀족간의 모순
과 투쟁이 격화되었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내용은 귀족들이 더 이상 스스로의 생전
활동을 추구하거나 희망하지 않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스스로 사후에 신령세계에 의
탁하고자 함을 보여준다. 특히 신선과 귀신에게 보호받기를 원하였다. 고분내에는
큰 폭의 사신도와 신선괴수가 도안되었으며 이것은 바로 상기 사상이 반영된 것이
다. 가장 대표적인 벽화고분은 진파리 4호묘, 호남리 사신도, 사신묘, 오회분 4ㆍ5호
묘, JSM0365호묘, 강서대묘, 강서중묘, 진파리 1호묘가 있다.44)
고구려 벽화묘의 형상구조와 벽화내용을 보면 漢晋 이래의 묘실벽화와 화상석,
화상전묘의 영향을 받았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집안지역의 고구려 고분벽화는 중
원과 요동지역 벽화묘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평양지역의 고구려 고분의 벽화는 요
동지역 벽화묘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안지역 고구려 벽화묘의 영향도 받
았다. 고구려 벽화고분의 영향으로 한반도 남부의 신라, 백제 및 일본열도에도 벽화
고분이 출현하였다. 공주 송산리 5호묘, 부여 능산리 벽화묘는 모두 사신 위주의 벽
화묘이다. 그 시기는 약 6세기 이후에 해당한다. 경주 읍남고분군, 서악동고분군,
순흥벽화묘, 어숙지술간묘 등지에서 모두 인물, 연화, 조수 등의 벽화가 발견되었으
며 어떤 고분에서는 묵서명문이 확인되었다. 그 연대는 모두 6세기 중ㆍ후반 이후

44) 耿鐵華, 高句麗古墓壁畵硏究, 吉林大學出版社, 2008年 6月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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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45)

高松塚古墳은 日本 明日香村에 위치하고 있다. 조영 연대는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이며 묘주인의 신분은 비교적 높다. 1972년 일본학자는 高松塚古墳의 고고발굴조
사를 통해 묘실내 채색벽화가 그려진 것을 발견하였다. 북벽에는 현무, 동서벽의 중
앙에는 청룡과 주작, 좌우측을 나누어 여성군과 남성군상이 그려져 있다. 화면에서
인물의 옷차림과 손에 쥐고 있는 기물 및 묘 정상부의 星像圖를 보면 高松塚古墳
벽화가 중원과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漢晋에서 隋唐까지 중원지역의 묘실내 채회벽화 기술과 풍격은 끊임없이
변방지역으로 전파되었고 요동지역의 벽화고분은 고구려와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었으며 고구려와 한반도를 통해 다시 일본열도로 전파되었음이 분명하다.
고구려는 동북아에서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였다. 당연히, 우리는 결코 고구려 벽
화가 고구려민족의 풍격과 특징을 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중요
한 영향은 외부로의 전파과정에서도 생성되었다.
문화의 영향은 상호적인 것으로 고구려의 문화는 동북아지역 제국에도 어떠한 영
향을 주었을 것이다. 특히 그들이 악기를 켜고 가무를 즐기는 것은 동북아 지역에
매우 깊은 영향을 주었다. 劉宋時期 궁궐내에 高麗伎가 있었고 隋唐時期 高麗伎는
이미 궁중음악의 중요한 조직체가 되어 많은 대신들이 모두 고려 가무를 즐겼다.
이러한 문화는 한반도 남부와 일본열도에 전해지면서 오랜기간 동안 영향을 주었
다.

원고투고일자 2010년 4월 27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6월 10일

45) 東潮ㆍ田中俊明, 韓國古代遺蹟ㆍ百濟ㆍ伽倻篇, 韓國古代遺蹟ㆍ新羅篇, 日本中央公論社,
1988年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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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and Culture of Koguryo on Northeast
Asian View
Geng Tiehua
Historically Koguryo is one people. They independently built a nation, their
territory was composed of chinese northeastern and korean northern area. At that
time, China was applicable to Han and Tang age, that was related to Japan and Korea
was Shilla and Baekje period. It was the important age that the history of the
northeast asia was developed. In the first chapter, the history and culture of Koguryo
is introduced. In the second chapter, I differently explain the Koguryo history and
culture of chinese, japanese, north and south korean scholar, Koguryo reversion
issue, Koguryo conquest issue of Sui and Tang dynasty and designation of Goguryo
site as World Heritage. In the last chapter, I state the Koguryo prestige which
scholars take an objective view of in the northeast asian history.
Key words : Koguryo, Han and Tang power, Shilla and Baekje of Korean peninsula,
Japan, historical prestige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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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北亞の視覺から見た高句麗の歷史と文化
耿铁华
高句麗は歷史上、一つの民族である。その後、この民族を主體として、政權を形
成した。その活動範圍は、今の中國の東北地域と韓半島の北部地域になる。この時
期は當時の中原の汉唐政权の時期、韓半島の三國時代に該當する。そして日本列島
の倭とは多い往來と関係を成した時期である。これは東北亞の歷史の發展に重要な

影響を与える重要な時期である。
本文の第Ⅰ章は、高句麗の歷史と文化の槪觀を紹介する。第Ⅱ章では、中國、日
本、北韓、韓國の學者が高句麗の歷史と文化を見る觀點及び高句麗の歸屬問題、隋
唐王朝の高句麗の征服問題、高句麗遺跡の世界文化遺産の申請問題等に対して違う
見解らについて說明する。第Ⅲ章には、學者達が客觀的に見る東北亞の歷史の中で
高句麗の位置を論じる。
キーワード : 高句麗、汉唐政权、韓半島の新羅と百濟、倭、東北亞の歷史上の地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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东北亚视角下的高句丽历史与文化
46)耿铁华*

提 要
高句丽作为历史上的一个民族，后来建成以这个民族为主体的政权，其活动范围在
今中国东北地区和朝鲜半岛北部地区，与当时中原的汉唐政权，朝鲜半岛的新罗、百
济，日本列岛上的倭发生过许多交往和联系。对东北亚历史的发展产生了重要的影
响，具有重要的地位。文章第一部分介绍了高句丽历史文化概况。第二部分说明了中
国、日本、朝鲜、韩国学者对高句丽历史文化的看法以及在高句丽归属问题、隋唐王
朝征高句丽的问题、高句丽遗迹申请世界文化遗产问题方面的分歧。第三部分阐述了
学者们应该如何客观理解高句丽在东北亚历史上的地位。
关键词：高句丽, 汉唐政权, 朝鲜半岛的新罗、百济, 倭, 东北亚历史上的地位.

东北亚，是指亚洲大陆东部的一个区域，从地理及政治方面而论，应当包括中华人
民共和国、朝鲜民主主义共和国、大韩民国、日本国、蒙古国。从古代历史与文化发
展情况看，日本学者西嶋定生将东北亚世界作为汉字文化圈，是由册封体制、汉字、
儒学思想、大乘佛教、律令制等五个方面的要素构成的。从时间断限上看，从南北朝
到唐代是形成的重要时期，符合这一定义指标的主要有新罗、渤海、倭，尚未引入律
令制的高句丽、百济也应纳入这一文化圈的范围1)。我们所讨论的高句丽历史与文
化，大体上是从公元前1世纪到公元7世纪，也就是从西汉末年到唐朝初年。这正是东

* 通化师范学院高句丽研究院
1) 西岛定生：≪岩波讲座世界历史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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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亚历史与文化发展的重要时期。从中可以发现各民族和区域之间历史与文化发展的
规律和特点来，总结经验与教训，有利于促进今日东北亚地区政治、经济发展，社会
稳定和文化交流。

Ⅰ、高句丽历史与文化研究需要选择一个新的视角
高句丽历史与文化研究，已经经历了一百多年的不平凡历程。从1877年(清光绪三
年)，好太王碑被重新发现以来，拓本流传至京师和日本、法国，中外学者从隶定和解
释好太王碑文字开始，逐渐进入高句丽历史研究和考古调查与发掘的各个领域。迄今
为止，活跃在这一领域而且取得较多成果的主要有中国学者、朝鲜学者、韩国学者、
日本学者。其他国家的学者参与不多，成果也较少。在深入研究的过程当中，由于学
者们所处地位、立场不同，指导思想、社会意识与研究方法等方面的不同，对于高句
丽历史与文化的诸多方面都存在着较大的分歧，有些分歧甚至影响到现代国家政治经
济文化交流的某些方面。特别是在2003年至2005年期间，韩国对中国“高句丽王城、王
陵及贵族墓葬”申报世界遗产，开展“东北民族与疆域研究系列工程”等问题，利用报
刊、广播和各种集会进行批评和反对的宣传2)。一时间涉及到高句丽历史与文化研究
的诸多方面，并延伸到中国东北民族疆域研究的各个领域，甚至影响到中韩关系。作
为一个区域性的古代民族与国家的历史研究，竟能产生如此重要的影响，不仅引起相
关国家学术界的关注，也引起非学术界的关注与参与，其原因是多方面的。
作为历史研究的学者，我们常常在思考如何深入研究这段颇多争议的历史，如何加
强各国学者之间的理解与交流，如何更加客观地、实事求是地描述和反映这段历史，
是我们今后努力工作的一个方向。作为一种尝试，我们选择了一个新的视角来观察和
讨论高句丽历史与文化。这种新视角的选择基于如下理由：
第一，把历史与现实分开，将高句丽作为公元前1世纪至公元7世纪一个相对独立的
民族国家进行研究。高句丽于公元前37年建国，公元668年灭国，国祚705年，传28个
2) 韩国 ≪独立新闻≫、≪韩国日报≫、≪朝鲜日报≫、≪东北亚日报≫、≪中央日报≫、≪韩国
时报≫、≪汉城时报≫、≪国民日报≫、≪文化日报≫ 等，自2003年8月至2005年12月连篇累牍
地发表关于高句丽方面的访谈与报导，反对中国“东北工程”学术研究，反对中国将高句丽王城王
陵及贵族墓葬申报为世界文化遗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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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前后有三个都城，第一座都城纥升骨城(在今中国辽宁省桓仁县城附近)，军事卫
城为五女山城。时间自公元前37年至公元3年。第二座都城国内城(在今中国吉林省集
安市区)，丸都山城作为军事卫城，在山上王期间也曾作过都城。时间自公元3年至公
元427年。第三座都城平壤城(在今朝鲜平壤市区)，大城山城是军事卫城。安鹤宫则是
高句丽王的离宫。高句丽人的活动区域涉及到今日中国东北辽宁、吉林两省的东部地
区，朝鲜和韩国的北部地区。高句丽好太王时期，曾经多次出兵攻打侵入朝鲜半岛南
部地区的倭国军队。高句丽与新罗、百济、倭之间的军事交往与战争，见于文献记载
和好太王碑碑文3)。这也许是中国、朝鲜、韩国、日本学者关注好太王碑与高句丽历
史研究的一个重要理由。
高句丽国家发展的鼎盛时期是公元4世纪至5世纪，也就是高句丽第十九代王广开土
境平安好太王和第二十代王长寿王统治时期。其势力所至，北部达到松花江流域，南
部达到汉江流域，西部达到辽河流域，东部濒临大海。这在当时东北亚诸国中，也算
是军事实力较强的民族国家。在它的社会发展、领土扩张过程中，与东北亚诸国发生
了诸多战事与交往。只有从整个东北亚历史发展的角度上，才可以更清醒地认识到高
句丽在东北亚历史与文化发展中的地位和作用。才可以更客观地描述高句丽与东北亚
诸国之间的关系。
第二，可以避免以往以各自为中心进行研究所出现的片面与不足。在以往的研究
中，中国学者的研究视角是以中国为中心，将高句丽作为中国东北的少数民族，将高
句丽国家作为东北古代民族政权或少数民族地方政权、古代边疆政权来看。朝鲜学者
以朝鲜为中心，将高句丽民族和历史作为朝鲜历史的组成部分，否认与中国古代历史
的联系。韩国则认为，高句丽民族和历史是韩国古代历史的组成部分，与中国古代历
史无关，高句丽民族与国家活动的区域是韩国固有的领土，主张要恢复好太王统治时
期的疆域。
客观地讲，高句丽民族和国家活动的区域属于古代东北亚地区，既包括中国古代东
北地区，也包括古代朝鲜半岛北部地区。高句丽的历史与中国、朝鲜、韩国古代历史
都有不可分割的联系，否认这种联系是不符合历史发展事实的。如果从古代东北亚地

3) ≪三国史记≫ 好太王碑文记载“百残新罗旧是属民由来朝贡而倭以辛卯年来渡每(海)破百残□□
新罗以为臣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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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的历史与文化发展出发，客观地讨论高句丽与同时期存在的古代王朝、古代民族、
古代国家之间的政治、经济、思想、文化交流，甚至战事交涉所带来的社会影响和变
化，对于后来的历史发展和社会进步都是有益处的，同时也可以避免许多不必要的争
执与分歧。
第三，从东北亚的历史发展的视角出发，可以淡化关于高句丽历史归属问题造成的
重要分歧和学术影响。
这里我们需要简单地说明一下中朝韩日之间关于高句丽历史归属问题分歧的形成和
发展。前面我们已经提到高句丽历史研究是从好太王碑发现开始的。二战以前，中国
和日本的学者研究的成果较多。如中国的王志修、陆心源、郑文焯、荣禧、罗振玉、
叶昌炽、杨守敬、吴大澂、刘承干、金毓黻，日本的横井忠直、三宅米吉、今西龙、
前间恭作、水谷悌二郎等都有好太王碑著录、释文、考证方面的论著。随着好太王碑
研究的深入开展，中国学者罗振玉、王国维、劳干、金毓黻还对高句丽文物、都城、
历史进行了深入的研究。金毓黻和日本学者鸟居龙藏、关野贞、今西龙、黑板胜美、
池内宏、梅原末治等先后到集安、平壤等地进行考古调查，并有报告和论著发表。这
一时期，还没能涉及到高句丽历史归属方面的问题。二战以后的一段时期，日本学者
仍以好太王碑与高句丽文物遗迹研究为主。中朝学者之间进行了一些联合调查与研
究，中国方面以高句丽文物保护为主，发表了一批考古调查与发掘报告，历史研究方
面的论著极少。1962年至1968年朝鲜社会科学院历史研究所编写了 ≪朝鲜通史≫(上
下卷)，朝鲜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编写了 ≪朝鲜考古学概要≫4)，将高句丽历史与考
古作为重要章节编入。韩国学者的主要研究方向在于新罗、百济的历史与考古方面，
高句丽研究成果主要在于古迹整理方面。
中朝、中韩之间关于高句丽历史归属方面的分歧公开表露是在20世纪90年代初。
1993年秋，在集安召开的一次学术研讨会上，中朝学者之间围绕着高句丽历史的归

属，曾经展开一次讨论，中国学者主张高句丽是中国东北的少数民族，高句丽国家是
中国东北的地方政权，同时，并不否认高句丽迁都平壤之后与朝鲜历史的联系。朝鲜
学者以朴时亨先生为代表，指出，高句丽自古以来就是朝鲜的民族，一直属于朝鲜历
4) 朝鲜社会科学院历史研究所：≪朝鲜通史≫上卷，朝鲜科学院出版社，1962年版。≪朝鲜通史≫
下卷，朝鲜科学院出版社，1968年版。朝鲜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朝鲜考古学概要≫，1977
年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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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与中国古代历史没有关系。中国学者以现代国界来划分古代历史是错误的5)。此
后，朝鲜学者也有文章正面阐述他们的观点。中韩学者之间关于高句丽历史归属问题
的分歧也是从这一时期开始的，表现最为激烈的是2003年，中国将“高句丽王城、王陵
及贵族墓葬”申报世界遗产前后。韩国的报刊杂志上在这一段时间内几乎每一天，每一
期上都有批评中国学术观点的论文和报道。甚至在非学术研究的机构、领域和广大民
众中也产生一定的影响。使高句丽历史与文化研究这一学术问题受到了非学术的舆论
影响和冲击。从学术研究的角度看，最有代表性的是2003年12月9日下午1时～6时在韩
国汉城历史博物馆一层讲堂召开的“中国歪曲高句丽史对策学术研讨会”。主办单位达
到17个，有京畿史学会、高丽史学会、大邱史学会、釜山庆南史学会、历史教育研究
会、全南史学会、朝鲜时代史学会、韩国考古学会、韩国近现代史学会、韩国美术史
学会、韩国史研究会、韩国史学史研究会、韩国历史民俗学会、韩国历史研究会、韩
国中世史学会、湖西史学会。会议发表了 ≪“东北工程”的背景和内容及应对方案≫、
≪东北古代种族及古朝鲜研究动向和问题≫、≪高句丽的族属起源及建国过程≫、
≪高句丽与中国的“朝贡册封”关系≫、≪高句丽的疆域和迁都平壤问题≫、≪关于中
国学术界的高句丽对隋、唐70年战争认识的批判性探讨≫、≪高句丽崩溃后其遗民的
去向问题≫、≪渤海的历史性格≫、≪高句丽与高丽的历史继承性≫ 等9篇论文。他
们认为“从2002年2月开始，中国社会科学院直属的边疆史地研究中心启动了名为‘东北
边疆历史与现状系列研究工程’(以下简称‘东北工程’)的为期五年的国家项目，可以说是
以课题的形式研究中国东北地区的历史、地理、民族问题等相关的一系列问题的国家
重点项目。但‘东北工程’研究的问题中，歪曲了以高句丽为主的古朝鲜、渤海等与韩国
古代历史相关的我国历史，引起韩国政府、学术界、舆论及公民们的急切关注6)。”
“中国学术界将高句丽史解释为中国古代少数民族建立的边疆史的一部分。即高句丽基

本上是中国领域内存在的边疆古代国家。动摇韩国史正统性的中国学术界研究动向存
在很大的问题7)。” 以上诸多问题和质疑，主要是由于对中国学界研究机构管理方式、

5) 1993年，集安国际学术研讨会记录。
6) 高丽大学崔光植：≪“东北工程”的背景和内容及应对方案——以高句丽史研究动向和问题为中
心≫，≪中国歪曲高句丽史对策学术研究会论文集≫，索丰译，孙启林校，2004年1月。
7) 大田大学孔锡龟：≪高句丽的疆域和迁都平壤问题≫，≪中国歪曲高句丽史对策学术研究会论文
集≫，安稳、孙启林译，2004年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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研究程序、研究方法以及成果公布与管理方面缺乏了解，甚至出现许多误解所造成
的。也有部分原因是学术方面的分歧。当然也不排除曲意扩大事实，制造某种舆论的
可能。这些都不利于学术研究与交流。
第四，由于高句丽历史与文化研究方面的分歧，主要表现为历史归属问题，也就是
说高句丽历史到底是属于今天哪个国家的古代历史的问题。由于社会意识形态方面的
不同，这一问题在短时间内还难以得到解决。在明知问题难以解决的情况下，继续纠
缠，则会引起诸多非学术方面的关注，甚至会影响到各国民众之间的情绪而造成信任
危机。2003年至2006年期间，韩国各民众团体多次举行集会游行，抗议中国将“高句丽
王城王陵及贵族墓葬”申报世界文化遗产，抗议中国学术界启动“东北民族与疆域研究
系列工程”。从签字活动，到焚烧中国的出版物，在国内和国际社会上造成了严重的影
响8)。甚至影响到国家之间的交往。使我们感到难以理解的是，某些政府部门甚至对
中国一个小小县城博物馆文物陈列的前言及说明词提出非学术方面的意见
，在当地民
众及国内外学术界产生某些不良影响。
基于以上种种情况，我们试图转换一下观察问题的视角，把高句丽民族与历史放在
特定
的历史环境下进行研究。在东北亚历史发展的背景和范畴之内进行深入的研究，使
之脱离开今日民族、国家、疆域以及政治观点的影响，更客观、更公正、更加实事求
是地反映这段历史与文化。真正做到历史与现实分开，学术与政治分开。让学者们进
行自由的讨论与交流。

Ⅱ、高句丽历史及都城文化概要
我们首先根据历史文献的记载介绍一下高句丽历史情况。
记载高句丽历史的文献资料并不繁杂，主要有两部分，一部分是中国正史中关于高
句丽的文献资料，另一部分是朝鲜古代的文献资料。
中国正史≪三国志≫、≪后汉书≫、≪宋书≫、≪南齐书≫、≪魏书≫、≪梁书≫、
≪周书≫、≪隋书≫、≪北史≫、≪南史≫、≪旧唐书≫、≪新唐书≫中≪东夷传》
8) 集会游行签字焚书等资料来源于韩国报纸和新闻网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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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载高句丽(或高丽)的相关内容。文字数量不是很大，而且存在着前后因袭的部分内
容。这是我们目前研究的主要文献依据。至于 ≪资治通鉴≫、≪魏略辑本≫、≪翰
苑≫、≪通典≫、≪通志≫、≪文献通考≫ 中所记的高句丽内容多源于正史，且内容
较为零散，可作为参考。
朝鲜古代文献主要是 ≪三国史记≫，以本纪、列传、表、志来记录新罗、高句丽、
百济诸王、贵族史事及相关内容。其中，高句丽本纪所载诸王史事编年是研究高句丽
历史的重要文献。其它如 ≪三国遗事≫、≪东国史略≫、≪东国通鉴≫中所记载的高
句丽史事也是重要的参考资料。
≪三国史记≫记载：“始祖东明圣王，姓高氏讳朱蒙……与之俱至卒本川。观其土壤
肥美，山河险固，遂欲都焉，而未遑作宫室，但结庐於沸流水上居之。国号高句丽，
因以高为氏。时朱蒙年二十二岁，是汉孝元帝建昭二年，新罗始祖赫居世二十一年，
甲申岁也9)。”
琉璃明王“二十一年春三月，郊豕逸。王命掌牲薛支逐之。至国内尉那岩得之，拘于
国内人家养之。返见王曰：‘臣逐豕至国内尉那岩，见其山水深险，地宜五谷，又多麋
鹿鱼鳖之产。王若移都，则不唯民利之无穷，又可免兵革之患也。’……‘二十二年冬十
月，王迁都于国内，筑尉那岩城’10)。”
关于高句丽都城，“ 按 ≪通典≫云，朱蒙以汉建昭二年自北夫余东南行，渡普述
水，至纥升骨城居焉。号曰句丽，以高为氏。古记云：‘朱蒙自扶余逃难至卒本。’则纥
升骨城，卒本，似一处也。”“自朱蒙立都纥升骨城，历四十年，孺留王二十二年，移
都国内城……都国内，历四百二十五年。长寿王十年，移都平壤11)。”
根据以上记载可知，高句丽国家建于公元前37年(西汉元帝建昭二年甲申)，都纥升
骨城。公元3年(孺留王二十二年)迁都国内城。公元427年(长寿王十年)迁都平壤城。公
元668年(唐高宗总章元年)，唐朝和新罗联军灭掉了高句丽。高句丽政权存在了705
年，传28王。

9) ≪三国史记·高句丽·东明王本纪≫
10) ≪三国史记·高句丽·琉璃王本纪≫
11) ≪三国史记·地理志·高句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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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据 ≪三国史记≫ 所载高句丽王系表整理如下：
与前
王关系

位序

王号

王名

在位时间

说明

1

东明圣王
邹牟王

朱蒙
邹牟
众解

2

琉璃明王
儒留王

类利
孺留

父子

前19～18

3

大武神王
大朱留王
大解朱留王

无恤
味留

父子

18～44

4

闵中王

解色朱
解邑朱

兄弟

44～48

5

慕本王

解忧
解爱娄

叔侄

48～53

6

太祖大王
国祖王

宫
於漱

叔兄弟

53～121

≪三国史记≫
为53～146

7

次大王

遂成

父子

121～126

≪三国史记≫
为兄弟146～165

8

新大王

伯固
伯句

父子

126～179

≪三国史记≫
为兄弟165～179

9

故国川王
国壤王

男武

父子

179～197

≪三国史记≫
或名伊夷模

10

山上王

延优
伊夷模

兄弟

197～227

≪三国史记≫
一名位宫

11

东川王
东壤王

忧位居
郊彘
位宫

父子

227～248

12

中川王
中壤王

然弗

父子

248～270

13

西川王
西壤王

药卢
若友

父子

270～292

14

烽上王
雉葛王

相夫
歃夫娄

父子

292～300

15

美川王
好壤王

乙弗
忧弗

叔侄

300～331

16

故国原王
国冈上王

斯由
钊

父子

331～371

前37～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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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小兽林王
小解朱留王

丘夫

父子

371～384

18

故国壤王

伊连
於只支

兄弟

384～391

≪三国史记≫
为384～392

19

广开土王
好太王
永乐太王

谈德
安

父子

391～412

≪三国史记≫
为392～412

20

长寿王

巨连
琏

父子

413～491

21

文咨明王
明治好王
文咨王

罗云
云

祖孙

492～519

22

安臧王

兴安

父子

519～531

23

安原王

宝延

兄弟

531～545

24

阳原王
阳冈上好王

平成

父子

545～559

25

平原王
平冈上好王

阳成
汤

父子

559～590

26

婴阳王
平阳王

元
大元

父子

590～618

27

荣留王

建武
成

兄弟

618～642

宝藏
藏

叔侄

642～668

28

死于682年
无封号

其次，我们要通过考古调查与发掘的情况证实以上文献记载的真实性。
1877年(清光绪三年)，桓仁县设治，书启关月山于通沟荒烟蔓草中发现好太王碑。

次年令当地农民清除苔藓，看护此碑。1880年(清光绪六年)，捶出完整拓本，传入京
。此后，不断有中外学者前往通沟调查。著
师，揭开了高句丽历史与文化研究的序幕

名国学大师罗振玉、王国维曾就好太王碑、毌丘俭征高句丽纪功碑、好太王陵文字砖
等进行考证研究。1935年，东北史专家金毓黻曾亲临辑安对高句丽文物遗迹进行调
，
查。日本学者池内宏、梅原末治、三上次男等也对集安的高句丽文物进行测绘著录
并出版了 ≪通沟≫上下卷12)。高句丽都城考古调查进入了一个新的阶段。1940年7
12) 罗振玉：≪高句丽好太王碑释文≫、≪高句丽好太王碑跋≫、≪俑庐日札≫、≪好太王陵砖
跋≫，收入 ≪唐风楼金石文字跋尾≫。王国维：≪毌丘俭丸都山纪功石刻跋≫，收入 ≪观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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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著名学者劳干的 ≪跋高句丽大兄冉牟墓志兼论高句丽都城之位置
≫完成，刊载于
国立中央研究院 ≪历史语言研究所集刊≫第11本13)。劳干虽未亲临通沟进行实地考
察，但依靠 ≪通沟≫所附照片和释文进行研究，且多有创见。辑安作为高句丽都城之
考证，当首推劳干先生。
1960年代以来，中国和朝鲜学者进行多次考古调查与发掘，逐步确认了高句丽三座

都城的位置。第一座都城纥升骨城位于中国辽宁省桓仁县城附近，第二座都城国内城
在中国吉林省集安市区之内，第三座都城平壤城在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平壤城
内。
2000年以来，中国为申报世界文化遗产，对桓仁、集安等地的高句丽文物遗迹进行
。同时，出版了大型报告文集
清理、整顿、维修，进一步改善文物遗迹的自然环境

≪五女山城≫、≪国内城≫、≪丸都山城≫、≪集安高句丽王陵≫14)。进一步证实了
高句丽两座都城在桓仁和集安的事实。2004年7月，中国申报的“高句丽王城王陵及贵
族墓葬”在28届世界遗产大会上顺利通过，列入 ≪世界遗产名录≫。
经研究得知，高句丽都城是由一座平原城和一座山城组成
，也有将其称之为复合型
都城的。桓仁县城附近有平原城下古城子古城，城垣周长937米，东北10公里有五女山
城，周长2800米。集安市区内的国内城周长2700米左右，城北2.5公里的丸都山城周长
6947米。朝鲜平壤城周长2300米，东北7公里的大城山城周长7218米15)。高句丽王平时

居住在平原城中，战时则据守附近的山城，山城内有瞭望台和大小不等的建筑，同时
有泉水或水池，其军事卫城性质十分明显。文献记载，丸都山城在山上王时期，曾经
做过都城。从城址的位置，城内的地势及宫殿建筑遗址可以证明文献记载是准确的。
作为高句丽的都城不仅有文献记载的自然环境
、地理位置等为依据，还需要有考古
调查发掘的古城遗址、城垣遗迹与相关建筑遗迹作为证明。除此之外，还要有其他文
物遗迹的证明。以集安国内城为例，考古调查和发掘国内城和丸都山城墙垣，均为高
句丽初期建造和维修。城内外有诸多高句丽宫殿建筑、祭祀建筑、官衙和贵族居住遗
集林≫ 卷二十。金毓黻：≪静晤室日记≫，吉林人民出版社1996年版。池内宏、梅原末治：
≪通沟≫，日满文化协会，1938～1940年版。
13) 劳干，字贞一，其著述收入 ≪劳干学术文集≫ 诸编，台北艺文印书馆1976年版。
14) 四部报告集均由文物出版社2004年6月出版。
15) 耿铁华：≪中国高句丽史≫ 第457页，吉林人民出版社2002年12月出版。其中国内城和丸都山城
的周长依据2003年公布的材料整理而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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址，出土了大量的金器、银器、鎏金器、铜器、铁器、陶器、玉石器，还有大量的建
，以早中期文
筑用砖瓦、瓦当、础石等。其年代从高句丽早期一直延续到高句丽晚期
物居多，而且具有明显的地域特点和民族特点。在国内城周围还发现了大量的高句丽
古墓。1961年，集安洞沟古墓群被列为国家第一批重点文物保护单位，之后测绘、著
录古墓的总数为11280座16)。目前为止，在集安境内发现高句丽时期古墓群85处，有古
墓总数13630座。保存较好的古墓10690座。其余古墓除经发掘的外，多遭不同程度的
人为或自然破坏。这些古墓大致可分为两类：以石块为主要建筑材料，构筑墓葬主
体，再以碎石封护的石坟，笼统地称作积石墓。以石块构筑墓室，再以黄土封护的称
为封土墓。石坟年代较早，是高句丽固有的，具有鲜明的地方民族特色的埋葬方式。
土坟年代稍晚，是高句丽人接受外来文化影响后产生的17)。这些典型的高句丽墓葬，
其存在和排列方式，证明集安高句丽都城的人口状况和繁荣程度。
集安市东郊的好太王碑建立于414年(东晋安帝义熙十年)，碑文汉字隶书，记载了高
句丽建国的传说与前三王的更替，好太王统治时期的国家状况，军事活动以及好太王
死后为其守墓烟户的数量、来源、制度等18)。好太王碑文中涉及到高句丽前三位王邹
牟王、儒留王、大朱留王，与≪三国史记≫所载高句丽前三王的名称、顺序都吻合，
说明≪三国史记≫所记载的高句丽王系基本上是可信的。好太王碑作为高句丽第十九
代王广开土境平安好太王的墓碑，与好太王陵相距200米左右。与之相距不远的将军
坟、临江墓、千秋墓、西大墓等都被认为是高句丽的王陵。这些高句丽王陵和墓碑的
。
存在，更进一步证实了集安国内城和丸都城作为高句丽都城是毋庸置疑的

高句丽古墓壁画的存在也是高句丽都城的重要特点之一
。目前，我们在高句丽第一
座都城桓仁县城附近发现了一座绘有彩色壁画的高句丽古墓米仓沟将军墓
。在高句丽
第二座都城国内城附近发现了36座高句丽壁画墓。在高句丽第三座都城平壤城附近发
现了27座高句丽古墓19)。这些壁画古墓的年代从公元4世纪中叶到7世纪中叶，是高句
丽中晚期三百年间的绘画作品，反映了高句丽社会生活的诸多方面，使我们更形象、
更直观地了解高句丽社会历史和社会风俗。
16) 吉林省文物志编委会：≪集安县文物志≫ 第100页，1984年10月版。
17) 孙仁杰、迟勇：≪集安高句丽墓葬≫ 第3页，香港亚洲出版社，2007年12月版。
18) 王健群：≪好太王碑研究≫，吉林人民出版社，1984年8月版。耿铁华：≪好太王碑新考≫，吉
林人民出版社，1996年6月版。
19) 耿铁华：≪高句丽古墓壁画研究≫ 第7～9页，吉林大学出版社，2008年6月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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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然，在高句丽历史与文化研究中
，还存在着一些不同的学术看法和意见。诸如高
句丽古墓的类型、年代、特点、分期，高句丽古墓壁画的年代、内容和分期等，国内
外学者都有自己的看法，相信在讨论和交流当中会进一步加深理解和认识
。

Ⅲ、高句丽在东北亚的地位
高句丽作为公元前1世纪到公元7世纪中叶的一个重要民族政权，在其建国、发展、
扩张、消亡的过程中会和同时代的东北亚政权与国家发生某些联系
，产生某些影响，
。
从中可以看出高句丽国家的发展变化在东北亚地区的地位和影响

高句丽国家处在东北亚的心腹地带
，与中国的中原王朝，朝鲜半岛的新罗、百济相
邻，与日本列岛的倭国隔海相望，在其发展中不可避免的发生各种关系。
高句丽建国之时正是中国西汉末年
。高句丽建国的地域是汉玄菟郡高句丽县内
。为
了巩固政权，扩大生存环境，不断向外扩张。从高句丽第一代王开始，一边“求属玄
菟”，寻求汉玄菟郡的保护与管理，另一方面不断侵蚀玄菟郡临近县区的土地，至公元
5世纪初好太王统治时期，高句丽先后占领了玄菟郡、乐浪郡和辽东郡。使高句丽国家

的统治区域扩大到西部辽河流域，南部汉江流域，北部松花江和牡丹江流域，东部濒
临大海。长寿王统治时期，由于北魏的强大，遏制了高句丽向中原地区发展的势头。
迫使高句丽向朝鲜半岛南部扩张，并把都城从集安国内城迁到朝鲜平壤，不断侵扰新
罗百济，一度发展到韩国的中原郡地区。高句丽统治区域达到了40万平方公里左右。
从历史文献记载，我们可以发现，高句丽不断向中原王朝朝贡，请求册封，同时又不
断向中原王朝的北部郡县扩张。其特点是，中原王朝处在统一政权之下时，高句丽对
中原王朝以臣属册封为主，相互关系较为稳定。中原出现战乱之时，特别是魏晋南北
朝时期，高句丽扩张的步伐加紧，趁机占领了玄菟、乐浪、辽东等地区。
高句丽立国称王曾得到中原王朝的认可
，西汉元帝、成帝、哀帝、平帝均承认高句
丽王的地位。王莽时贬高句丽王为下句丽侯，至东汉光武帝时，高句丽王遣使朝贡才
得以复其王号。以下诸王的册封正史缺乏记载。高句丽第二十代王长寿王以后，不断
加强与中原王朝的联系，长寿王仅向北魏政权朝贡就达80多次。北魏太武帝册封其为
都督辽海诸军事、征东将军、领护东夷中郎将、辽东郡开国公、高句丽王。南朝宋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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帝册封其为使持节散骑常侍、都督平营二州诸军事、征东大将军、高句丽王、乐浪
公20)。以后高句丽诸王均受到中原王朝的册封：
文咨明王被北魏孝文帝册封为使持节都督辽海诸军事、征东将军、领护东夷中郎
将、辽东郡开国公、高句丽王。被南朝郁林王册封为使持节散骑常侍、都督平营二州
诸军事、征东大将军、高句丽王、乐浪公21)。
安臧王被北魏孝明帝册封为安东将军、领护东夷校尉、辽东郡开国公、高句丽王。
被南朝梁武帝册封为宁东将军、高丽王22)。
安原王被东魏孝静帝册封为侍中、骠骑大将军、安东将军、辽东郡开国公、高句丽
王。被南朝梁武帝册封为宁东将军、高丽王23)。
阳原王被北齐宣帝册封为使持节侍中、骠骑大将军、领护东夷校尉、宁东将军、高
丽王。被南朝梁武帝册封为宁东将军、高丽王24)。
平原王被北齐废帝册封为使持节领护东夷校尉、辽东郡公、高丽王。被南朝陈文帝
册封为宁东将军。被北周武帝册封为上开府仪同大将军、辽东郡开国公、辽东王25)。
婴阳王被册封为上开府仪同三司袭爵辽东郡公、高句丽王26)。
荣留王被册封为上柱国、辽东郡王、高丽王27)。
宝藏王被册封为上柱国、辽东郡王、高丽王28)。
以上情况说明高句丽长寿王时期，特别是迁都平壤以后与中原南北朝各政权的交往
更加密切，朝贡和册封更加频繁，而且出现了增加爵位和封号的现象。
高句丽对中原的依赖性不断加强，高句丽在中原各王朝的地位也不断增强。
高句丽与新罗、百济的关系一直是令学者十分关注的。他们之间不仅仅地域相连，建
国时间相近，而且建国的传说也十分相像。
好太王碑记载：“惟昔始祖邹牟王之创基也，出自北夫余天帝之子，母河伯女郎，剖

20)
21)
22)
23)
24)
25)
26)
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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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魏书·东夷传·高句丽≫、≪宋书·东夷传·高句丽≫。
≪魏书·东夷传·高句丽≫、≪南齐书·东夷传·高句丽≫。
≪魏书·东夷传·高句丽≫、≪梁书·东夷传·高丽≫。
≪魏书·东夷传·高句丽≫、≪梁书·东夷传·高丽≫。
≪北齐书·文宣帝纪≫、≪梁书·东夷传·高丽≫。
≪北齐书·废帝纪≫、≪陈书·世祖本纪≫、≪周书·东夷传·高丽≫。
≪隋书·东夷传·高丽≫。
≪旧唐书·东夷传·高丽≫。
≪资治通鉴·唐纪·太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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卵降世，生而有圣德。□□□□□命驾。巡幸南下，路由夫余奄利大水，王临津言
曰：‘我是皇天之子，母河伯女郎，邹牟王，为我连葭浮龟。’应声即为连葭浮龟，然后
造渡。于沸流谷忽本西，城山上而建都焉。”这是高句丽人对 ≪梁书≫、≪魏书≫、
≪周书≫、≪北史≫、≪隋书≫ 中关于高句丽传说记载的整理和认可
。后人在 ≪三
国史记≫ 加以渲染，形成了高句丽建国的传说。同样 ≪三国史记≫ 记载新罗建国的
传说也有相同之处：“始祖姓朴氏，讳赫居世。前汉孝宣帝五凤元年甲子，四月丙辰
( 一说正月十五日) 即为。号居西干。……先是，朝鲜遗民分居山谷之间，为六村
。……高墟村长苏伐公，望杨山麓萝井傍林间有马跪而嘶，则往观之。忽不见马，只

有大卵，剖之，有婴儿出焉。则收而养之。及年十余岁，岐嶷然夙成。六部人以其生
神异，推尊之，至是立为君焉29)。”共同的卵生神化传说，将他们的关系联系在一起。
百济建国虽无此类传说，却与高句丽王族有着血缘关系：“百济始祖温祚王，其父邹
牟，或云朱蒙。自北夫余逃难，至卒本夫余。夫余王无子，只有三女子，见朱蒙，知
非常人，第二女妻之。未几，夫余王薨，朱蒙嗣位。生二子，长曰沸流、次曰温祚。
及朱蒙在北夫余所生子来为太子，沸流、温祚恐为太子所不容，遂与乌干、马黎等十
臣南行。百姓从之者多。……沸流欲居于海滨。……温祚都河南慰礼城，以十臣为辅
翼。国号十济。是前汉成帝鸿嘉三年也。……后以来时百姓乐从，改号百济。其世系
与高句丽同出夫余，故以夫余为氏30)。”
公元4世纪之前由于高句丽与新罗、百济之间隔着汉魏时期的乐浪郡、带方郡，虽有
交往，并不频繁。故国原王“三十九年(公元369年)秋九月，王以兵二万南伐百济。战于
雉壤，败绩。”“四十一年(公元371年)冬十月，百济王率兵三万，来攻平壤城。王出师
拒之，为流矢所中。是月二十三日薨，葬于故国之原31)。”

从此以后，高句丽与百济

交恶。小兽林王、故国壤王至好太王时期不断征伐百济，百济也时而北侵，双方各有
。好太王即位以后，倭人渡海到朝鲜
斩获。此时的新罗与高句丽之间保持着友好关系

半岛南部，与百济联合，侵入新罗，直逼高句丽南境。新罗人向好太王告急，好太王
亲率水陆大军迎战，多次战败百济，驱除倭寇，帮助新罗收复失地。长寿王迁都平壤
之后，不断向新罗、百济扩张，致使新罗、百济曾一度联合起来对付高句丽。文咨明
29) ≪三国史记·新罗·赫居世居西干本纪≫。
30) ≪三国史记·百济·温祚王本纪≫。
31) ≪三国史记·高句丽·故国原王本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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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安臧王、安原王时期，高句丽与新罗、百济交战中获胜较多。阳原王、平原王以
后则胜绩较少。婴阳王至宝藏王时期，新罗势力渐强，不断侵扰高句丽北部，在向西
部百济用兵时，请高句丽出兵援助，宝藏王未允，与新罗关系逐渐敌对起来。在唐朝
出兵征伐过程中，高句丽与百济联合起来。并导致了百济先被唐朝和新罗联军灭掉，
高句丽最后也没逃灭国的下场。
高句丽与倭的关系，文献记载较少。好太王碑文记载：“百残、新罗，旧是属民，由
来朝贡。而倭以辛卯年来渡，每破百残，□□新罗，以为臣民。以六年丙申，王躬率
水军，讨伐残国。”辛卯年是指公元391年，这一年正好是好太王刚刚即位。从这一年
开始，倭国军队不断渡海，侵扰半岛南部，多次打败百济和新罗，并唆使百济侵扰高
句丽。由于好太王正在服丧期间，对于倭寇和百济的侵扰一忍再忍，直至即位第六
年，公元396年，好太王才开始出兵雪耻，不断打败倭寇和百济。碑文中还记载了多次
军事活动与战争：“八年戊戌，教遣偏师观帛慎土谷。因便抄得莫斯罗城、加太罗谷男
女三百余人。自此以来，朝贡论事。九年己亥，百残违誓，与倭和通。王巡下平穰。
而新罗遣使白王云：倭人满其国境，溃破城池，以奴客为民。归王请命。太王恩慈，
称其忠诚，特遣使还，告以密计。十年庚子，教遣步骑五万，往救新罗。从南居城至
新罗城，倭满其中。官军方至，倭贼退。”“ 十四年甲辰，而倭不轨，侵入带方界
，……王幢要截荡刺，倭寇溃败，斩煞无数。十七年丁未，教遣步骑五万，……王师
□□合战，斩煞荡尽。”以上高句丽支援新罗，与百济、倭寇多次交战，最终打败了百
济，将倭寇驱逐出半岛。好太王碑的记载填补了历史的空白，表明了高句丽在新罗、
百济、倭国交往中的战略地位。

Ⅳ、高句丽在东北亚文化交流中的地位
高句丽所处的历史时代
，正是中国汉唐文化处在高度发展的重要时期
，儒家思想和
先进的经济文化不断向东北亚诸国传播。高句丽所处的地理位置在东北亚的腹心地
带，于是便成为汉唐文化向朝鲜半岛及日本列岛传播的桥梁与纽带
。
从高句丽鎏金马具的制作与传播便可说明这一问题
。
1962～1963年，集安麻线沟1号墓出土鎏金马饰26件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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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年，集安长川2号墓出土鎏金马饰5件33)。
1972～1974年，集安万宝汀墓区1078号墓中清理出一批鎏金马具，共计67件，其中

有马鞍桥、马镫、马衔和各种饰件34)。
1974年，集安禹山墓区1041号墓出土铁马具6件，有鞍桥、马镫及带饰35)。
1975年，集安万宝汀墓区242号墓出土鎏金马具13件，有鞍桥、带卡和铃等36)。
1976年，集安七星山1196号墓出土鎏金马具57件，有马鞍桥、马镫、马衔、各种马

饰37)。
1979年，集安禹山西部31座墓出土了68件鎏金铜器，多属马具及其饰物38)。

这些马具中以七星山1196号古墓、万宝汀1078号古墓出土的马具较为完整，有鞍
桥、衔镳和各种带饰。其年代大约在4世纪中叶到4世纪末。根据杨泓先生的研究，西
汉末年，带有鞍桥的马鞍开始出现，到了晋代，具有高鞍桥的马鞍已经广泛流行了，
从洛阳西晋墓出土的陶马装备的鞍可以清楚地看出这一变化
。湖南长沙西晋永宁二年
(302年)墓出土的陶骑俑和陶马上的鞍，也是了解晋代马鞍形制年代的最早模型之一。

马鞍的前、后鞍桥都较高而且直立，鞍桥边缘还满饰圆泡饰。这次安阳孝民屯晋墓出
土的鎏金铜马具，为我们提供了实物资料39)。安阳孝民屯M154墓葬出土的马具系单
镫，其年代较早。原报告推测其“可能是鲜卑人的墓葬，至少可以说是受鲜卑影响并和
鲜卑有密切的关系40)”。我们过去在研究高句丽鎏金马具时，一直认为是受到晋代安阳
孝民屯鎏金马具的影响。传播影响的年代应在公元4世纪中叶前后。当高句丽鎏金马具
形成以后开始向朝鲜半岛和日本列岛传播。
目前在韩国公州宋山里3号墓、4号墓、武宁王陵、益山笠店里1号墓，庆州天马冢、
饰履冢、金铃冢、银铃冢、金冠冢、梁山金鸟冢、夫妇冢、庆州皇南里109号墓和皇吾
里14号墓等，出土了一批鎏金和铁马具，包括鞍桥、马镫、衔镳和各种饰物。釜山福

32)
33)
34)
35)
36)
37)
38)
39)
40)

吉林省博物馆集安考古队：≪吉林集安麻线沟一号壁画墓≫，≪考古≫ 1964年第10期。
吉林省文物工作队：≪吉林集安长川二号封土墓发掘纪要≫，≪考古与文物≫ 1983年第1期。
吉林省博物馆文物工作队：≪吉林集安的两座高句丽墓≫，≪考古≫ 1977年第2期。
吉林省博物馆文物工作队：≪吉林集安的两座高句丽墓≫，≪考古≫ 1977年第2期。
吉林集安县文管所：≪集安万宝汀墓区242号古墓清理简报≫，≪考古与文物≫ 1982年第6期。
集安县文物保管所：≪集安县两座高句丽积石墓的清理≫，≪考古≫ 1979年第1期。
集安县文物保管所：≪集安高句丽墓葬发掘简报≫，≪考古≫ 1983年第4期。
杨泓：≪中国古代马具的发展和对外影响≫，≪文物≫ 1984年第9期。
中国社科院考古研究所安阳工作队：《安阳孝民屯晋墓发掘报告≫，≪考古≫ 1983年第6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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泉洞10号墓还出土了一整套铁马甲胄41)。其中，鎏金马具大部分鞍桥、马镫、衔镳、
饰件俱全，年代在4世纪中晚期到6世纪。应该是在高句丽鎏金马具的影响之下形成和
发展起来的。
日本古坟时代后期发现了大量的马具，福冈县老司古坟3号石室、池之上6号坟、滋
贺县新开1号坟、大阪府七观古坟、誉田丸山古坟、冈山县筑山古坟、京都府谷冢古
坟、大阪府长持山古坟、新泽千冢、山梨县茶冢古坟、东京都龟冢古坟、奈良县三里
古坟、东大寺山6号坟等，奈良藤之木古坟出土的马具，尤其引人注目。藤之木古坟位
于奈良县斑鸠町。年代为6世纪下半叶。1985年发掘。墓地附近有法隆寺塔与金堂，另
有圣德太子斑鸠宫遗址。该墓在地面上有直径48米的圆形坟丘，丘下为14米长的长方
形石砌墓室，内置盝顶石棺。墓内出土物以鎏金马具最为引人注目，包括鞍桥、马
镫、衔镳、饰件和障泥，装饰豪华，制作精细，纹饰有鱼龙、狮子、双凤、龟甲、蔓
草、鬼神等42)。明显受到了中原两晋以来鎏金马具的影响。
国内外学者的研究成果表明，日本、新罗、百济出土的鎏金马具，明显受到了中原
两晋、鲜卑马具的影响，无论从鎏金工艺，还是马具制作样式、组合，都是在中原北
方金属制造工艺的影响下进行的。而高句丽则是这种工艺传播的中间环节。可见，高
。
句丽在中原与东北亚诸国经济文化交流当中的地位

可以进行比较的还有古墓壁画。迄今已发现的高句丽壁画古墓有115座，其中中国
境内38座：抚顺县1座、桓仁县1座、集安市36座。朝鲜境内77座：平壤市27座、南浦
市22座、平安南道14座、黄海南道11座、黄海北道3座43)。由于年代久远，这些古墓内
的壁画大多剥落，保存较好的只有1/3左右。这些墓葬从外观上看可分为封土墓和积石
墓，内部结构为单室、双室和多室几种。根据高句丽古墓壁画的年代及发展演变情
况，同时依据高句丽历史发展的状况，我们将高句丽古墓壁画分为三期：
第一期(早期)，年代大约在4世纪中叶～5世纪中叶，此时处在高句丽第十六代王故
国原王～第二十代王长寿王期间。这是高句丽历史上的一个重要的改革时期
，也是高
句丽古墓中出现彩色绘画的时期。这个时期中具有年代性标志的古墓是中国集安的

41) 东潮、田中俊明：≪韩国古代遗迹·百济·伽耶篇≫、≪韩国古代遗迹·新罗篇≫，日本中央
公论社，1988年版。
42) 日本疆原考古所：≪藤之木古坟≫。
43) 耿铁华：≪高句丽古墓壁画研究≫，吉林大学出版社，2008年6月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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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M3319号墓，此墓出土了“丁巳年”、“乙卯年”纪年瓦当，同时出土的还有鎏金器34

件、铁器2件、铁甲片554片、青瓷器4件、釉陶器6件及砖、瓦、瓦当多件。根据砖室
墓葬的结构，出土鎏金器物，可以判定丁巳年是公元357年，乙卯年是公元355年，这
应当是JYM3319号墓的准确年代。同样安岳3号墓的年代亦为357年。这两座墓同为公
元4世纪中叶的重要墓葬。此期间的墓葬主要有角觝墓、JYM3319号墓、JYM1041号
墓、安岳3号墓、平壤站前二室墓、舞踊墓、麻线1号墓、JWM0645号墓、辽东城墓、
德兴里古墓、台城里3号墓、龛神墓、王字墓、莲花墓、东岩里古墓、伏狮里古墓、月
精里古墓。
第二期(中期) ，年代大约在5世纪中叶～6世纪中叶，处在高句丽第二十代王长寿
王～第二十四代王阳原王期间。此期间的壁画古墓，从结构上有带半前室的单室墓和
多室墓，也有单室墓，藻井结构也表现为多样性。壁画内容以社会生活为主的壁画中
四神图像逐渐完整，同时有各种图案内容的壁画。这一个多世纪，随着高句丽社会的
发展，社会经济的进步，高句丽贵族及居住在高句丽统治区域内的其它民族的上层人
物都在自己的墓葬中装饰了彩色壁画。所以这一时期高句丽古墓壁画数量增多并呈现
出多样性的风格。其中主要有散莲花墓、马槽墓、长川2号墓、龟甲墓、折天井墓、
JSM0725号墓、JSM1408号墓、桓仁将军墓、药水里古墓、龙冈大墓、加庄里古墓、天

王地神墓、大安里1号墓、冉牟墓、长川1号墓、长川4号墓、三室墓、JSM1405号墓、
JSM1407号墓、安岳1号墓、传东明王陵、肝城里莲花墓、双楹墓、水山里古墓、长山

洞1号墓、环纹墓、下解放31号墓、JYM1368号墓、八清里古墓、德花里2号墓、梅山
里四神墓、德花里1号墓、安岳2号墓、铠马墓、星墓。
第三期(晚期) ，年代大约在6世纪中叶～7世纪中叶，此时处在第二十五代王平原
王～第二十八代王宝藏王期间。高句丽社会进入了末世，高句丽王室贵族之间矛盾斗
争加剧。高句丽古墓壁画的内容反映出贵族们不再将自己的生前活动作为追求与希
望，而将自己的身后寄托在神灵世界，特别祈求神怪的保护。古墓内绘制了大幅的四
神图和神仙怪兽，正是这种思想意识的反映。最有代表的壁画古墓有真坡里4号墓、湖
南里四神墓、四神墓、五盔坟4、5号墓、JSM0365号墓、江西大墓、江西中墓、真坡里
1号墓44)。

44) 耿铁华：≪高句丽古墓壁画研究≫，吉林大学出版社，2008年6月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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从高句丽壁画墓的形制结构和壁画内容看，明显受到了汉晋以来墓室壁画和画像
石、画像砖墓的影响。集安地区的高句丽古墓壁画受到了中原和辽东地区壁画墓的影
响，平壤地区的高句丽古墓壁画不仅受到了辽东地区壁画墓的影响
，还受到集安地区
高句丽古墓壁画的影响。在高句丽壁画古墓的影响下，朝鲜半岛南部的新罗、百济以
及日本列岛也都出现了壁画古墓。公州宋山里6号墓，扶余陵山里壁画墓都是以四神为
主的壁画墓，时间大约在6世纪以后。庆州邑南古墓群、西岳洞古墓群、顺兴壁画墓、
於宿知述干墓等也都发现人像、莲花、鸟兽等壁画，有的还带有墨书题记，年代都在6
世纪中晚期以后45)。
高松冢古墓位于日本明日香村，其建造年代应在7世纪末到8世纪初，墓主人的身份
地位较高。1972年，日本学者在高松冢考古调查时发现墓室内绘有彩色壁画。北壁上
绘有玄武、东西壁的中央绘有青龙、白虎，左右则分别绘有女子群像图和男子群像
图。从画中人物的装束、手持物品以及绘于墓顶上的星象图看，高松冢古墓壁画明显
受到了中原和高句丽壁画的影响。
十分明显，汉晋以来直至隋唐，中原地区在墓室内彩绘壁画的技术和风格，不断向
边远地区传播，辽东地区的壁画古墓直接影响到高句丽和朝鲜半岛
，通过这里再传播
到日本列岛。高句丽在其间起到了重要的传承作用
。当然，我们并不否认高句丽壁画
具有自己民族的风格和特点，在对外传播中也产生了一些重要的影响。
文化的影响是相互的，高句丽的文化对东北亚地区诸国也产生了某些影响
。特别是
它的歌舞伎乐对东北亚地区的影响是非常深远的。刘宋时期，宫廷内就有高丽伎，隋
唐时期高丽伎已成为宫廷音乐的重要组成部分，许多大臣都喜欢高丽乐舞。这种影响
对朝鲜半岛南部和日本列岛的影响时间更长些。

45) 东潮、田中俊明：≪韩国古代遗迹·百济·伽耶篇≫、≪韩国古代遗迹·新罗篇≫，日本中央
公论社，1988年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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厚葬에서 薄葬까지 : 漢~唐시대 喪葬유형의 전환
李梅田

- 목 차 Ⅰ. 厚葬이 주를 이룬 秦·漢 喪葬유형
Ⅱ. 薄葬이 주를 이룬 魏晋 喪葬유형

曹操墓 墓道

厚葬에서 薄葬까지 : 漢~唐시대 喪葬유형의 전환

1)李梅田* ․ 金柚姃**

요 약
상장관념과 상장실천을 보면 漢唐時期(3~6세기)의 상장모식은 대체로 후장과 박
장의 두 가지 기본형식으로 요약된다. 이 두 형식은 고고학적 실물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되며 地面과 地下를 포함하는 두 시설이 있다. 漢末에서 曹魏時期에 발생한 후
장에서 박장으로의 변화는 秦漢 후장형태에서 지면부분에 標記性, 祭祀性 시설을
갖추고 지하부분에는 屋室性, 祭祀性 시설을 갖추었으며 부장 明器는 내부의 기물
군에 있다. 漢末曹魏 사이의 시기에는 유학의 쇠락과 도가사상의 유행으로 秦漢 후
장형태의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주요 변화는 漢代의 地面上 標記性施設과

祭祀性施設이 없어졌고 지하에 屋室性施設과 附葬明器가 간소화되었다. 이러한 박
장형태는 曹魏시기에 성행하였고 魏晋南北朝時期에도 유행하였다.
주제어 : 상장관념, 상장실천, 한당시기, 후장, 박장, 변화

魏晋南北朝(3~6세기)는 漢~唐 문화의 전환과 과도기적인 시기로, 이 기간동안 정
치구조, 출신 민족, 예의 제도와 행위 방식에 거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들은 모
두 한~당 시대 喪葬유형의 전환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喪葬관념과 구체적인 喪

葬실천을 통해 볼 때, 한~당 시대의 喪葬유형은 대개 厚葬과 薄葬의 기본형식으로
요약되는데 그들은 고고학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中國 北京師範大學 歷史學院
**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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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厚葬이 주를 이룬 秦ㆍ漢 喪葬유형
秦시기 이전, 儒家는 孝悌와 倫理의 관점을 통해 厚葬을 제창하고 하나의 복잡한
喪葬절차를 제정하였으나 사상관념의 차이로 인해 諸子百家의 喪葬관념상의 의견
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儒家의 厚葬은 많은 쟁의를 받았다. 墨子가 현실의 실리사
상에 착안하여 厚葬은 聖人정치의 주지에 모순된다고 생각하여 ‘재물을 낭비하지
말고’ ‘민심에 폐를 끼치지 말라’1)고 주장하고 고대 성인 堯舜禹의 예에 따라 喪葬방
법을 제정하였다. : “棺三過, 足以朽骨, 衣三領, 足以朽肉, 掘地之深, 下无沮漏, 氣无

發泄于上, 壟足以期其所, 則止矣. 哭往哭來, 反從事乎衣食之財, 耳乎祭祀, 以致孝于
親.”2) 자연을 숭배한 庄子도 “夫事其親者, 不擇池而安之, 孝之至也.”, “生不布施, 死
河含珠爲”의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天葬”3)을 제창하고 儒家의 厚葬을 반대하였다.
墨子와 庄子의 薄葬사상이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秦시기 이전의 喪葬유형은 기
본적으로 상술한 厚葬이 주를 이루었고 당시의 喪葬은 招魂을 포함하여 發喪, 護喪,

奔喪, 哭喪, 弔喪, 沐浴, 飯含, 斂(小斂, 大斂), 停柩, 奠(朝夕奠, 朔奠 등), 下葬 등 일
련의 복잡한 喪葬 절차를 엄격하게 따랐다. 이러한 喪葬 절차 가운데 일부는 복잡
한 棺槨系統, 禮器 중심의 부장품 조합 등과 같은 많은 고고 유물을 남겼고 이러한

棺槨과 禮器의 체계로 묘 주인의 신분과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秦시기 이전의 厚葬은 秦ㆍ漢시기에서 계승하여 발전하였다. 秦ㆍ漢 시기 통치지
위를 차지한 儒家思想과 神仙思想은 厚葬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愼終追遠(경건하게
예를 다하여 부모와 조상의 제사를 지내다), 養生葬死(생전, 사후에 효도를 다하다)
는 孝悌를 이루고 행위규범이 요구되어 황제부터 관리 백성까지 모두 “厚葬爲德, 薄

葬爲鄙” 하였다. 秦始皇陵에서 부터 秦漢 厚葬이 시작되어 厚葬이 유행한 西漢시기
에 가장 성행하였다.
晋書「索綝傳」: “漢天子卽位一年而爲陵, 天下貢賦三分之, 一供宗廟, 一供賓客,

一統山陵4).” 東漢 사상가 王符(85~162)는 “浮侈篇”에서 漢代 厚葬 풍습을 호되게
1) 孫詒讓著ㆍ孫以楷点校, 墨子閑詁, 中華書局, 1986年.
2) 上同.
3) “庄子將死,弟子欲厚葬之. 庄子曰:吾以天地爲棺槨, 以日月爲連璧,星辰爲珠璣, 萬物爲齎送. 吾葬
具豈不備耶?何以加此? 弟子曰:吾恐烏鳶之食夫子也. 庄子曰:在上爲烏鳶食,在下爲螻蟻食, 奪彼
與此,何其偏也!”, 參郭慶藩, 庄子集釋, 中華書局, 2006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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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하였다. ; “古之葬者, 厚衣之以薪, 葬之中野, 不封不樹, 喪期無數. 後世聖人易之

以棺槨. ……古者墓而不墳, 中世墳而不崇. ……… 文帝葬芷陽, 明帝葬洛南, 皆不臧
珠寶, 不起山陵, 墓雖卑而德最高. 今京師貴戚, 郡縣豪家, 生不極養, 死乃崇喪. 或至
金縷玉匣. 檽梓楩錻, 多埋珍寶偶人車馬, 造起大頉, 廣種松柏, 廬舍祠堂, 務崇華侈.
5)”

秦漢의 厚葬은 陵園의 배치, 地面建築, 지하 묘실의 축조와 부장품의 배치 등 여
러 방면에서 표현하였고, 秦漢 厚葬을 가장 잘 나타낸 西漢 황제릉과 제후왕릉을 통
해 볼 때 지면과 지하로 나뉘는 각 부분의 구체적인 배치는 각각 다른 상장의미를
나타낸다.(아래 표)

지면
부분

지하
부분

표기시설

樹木, 封土, 碑刻, 闕(묘 앞 양측에 있는 비석) 등

제사시설

寢殿, 祠堂 등

주거시설

墓道, 甬道, 前堂後室, 耳室, 側室

제사시설

帷帳, 祭臺 및 祭器(음식을 담는 용기)
明器

鎭墓辟邪物, 葬玉, 俑群 및 倉廚類 모형

用器

일상생활용품, 무기 및 장식품

부장품

1. 地面部分에는 標記施設과 祭祀施設을 배치하였다.
표기시설은 樹木, 封土 및 碑刻, 闕 등으로, 厚葬이 가장 성행한 서한시기의 황제
릉과 제후왕릉은 모두 높고 큰 봉토를 가졌고 산으로 릉을 만들거나 봉토로 릉을
만들었다. 봉토 앞에는 神道 및 人ㆍ獸石刻, 墓碑 등을 세웠는데 碑와 闕은 묘 주인
의 신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시설이다.
제사시설은 寢殿, 祠堂 등으로 기념성 건물이거나 제사활동을 실시한 장소이다.
발굴조사된 漢代 황제릉과 제후왕릉의 地面施設, 귀족 관리 무덤의 地面祠堂 등과
4) 晋書 索綝傳, 中華書局標点本.
5) 後漢書 王符傳, 中華書局標点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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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이러한 地面施設들은 엄중하게 존경과 숭상을 표하는 것과 厚葬을 제외하고

祭祀라는 하나의 중요한 기능을 했다. 漢代에는 墓祭6)를 매우 중시하여, 天子에서
신하와 백성까지 매우 보편적으로 오직 “被刑爲徒”7)의 사람만이 다른 사람보다 먼
저 묘지에서 제사를 지낼 수 없었다. 漢代 묘지 제사의 내용은 가족들이 정기적으
로 모여서 망자를 위한 음식과 의관 등을 올렸다.

2. 地下部分에는 住居施設과 祭祀施設 및 부장품을 배치하였다.
주거시설은 “事死如事生” 관념을 반영한 것으로 항상 묘도와 용도를 軸線에 조성
하고 전당후실의 묘실을 배치하였으며 다시 좌우 양쪽으로 기능이 다른 이실과 측
실을 다른 수량으로 축조하였다. 이러한 묘실 배치는 생전의 주거공간을 상징하기
위한 것으로 전실 내부는 항상 휘장류의 시설로 구분한 것이 발견되는데 어쩌면 묘
실 내에 숭배의 장소로 배치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후실에는 거의 棺槨을 배치했
는데 생전 주거공간의 “寢”을 상징하고 이실과 측실은 車馬庫, 倉庫, 廚房, 화장실
등의 시설을 상징한다. 이미 발굴된 徐州, 永城 등의 전형적인 厚葬인 많은 漢代 제
후왕릉을 통해 볼 때, 지하묘실은 모두 매우 큰데, 산 내부에 墓道, 用道와 전후묘실
을 뚫고 다시 양측에 대량의 龕, 耳室과 側室을 축조하여 묘주인의 생전 관저를 모
방하였다. 徐州 獅子山 楚王陵의 길이는 117m, 永城 梁孝王陵은 길이 90m, 효왕후

李氏陵은 전후실을 제외하고도 30개 이상의 측실이 있다.
휘장 部材, 벽돌 또는 목칠로 만든 祭臺 등과 같은 제사시설은 일반적으로 고분
의 前堂 부분에서 발견되는데 아마 묘 내의 숭상의 습관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일
부 고분에서는 “祭臺”와 부장품 윗부분에 휘장을 걸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휘
장은 魏晋 묘 내에서 많이 보이고 있어 洛陽正始八年墓 전실의 철제 휘장 部材와
같은 휘장좌 또는 기타 금속 부재가 다량 남아있는 것이 당연하다. 遼寧朝陽袁台子

東晋墓의 낮은 漆木 책상 위에 14개의 漆盤과 기타 그릇을 배치하였고 옆의 銅管,
石座를 통해 볼 때, 책상 위쪽에 겹쳐서 하나의 휘장 설치가 가능했음을 알 수 있
6) 後漢書 明帝紀, 注引, 漢官儀, 古不墓祭, 秦始皇起寢于墓側, 漢因而不改. 諸陵寢皆以晦望,
二十四氣, 三伏,社腊及四時上飯.漢書ㆍ韋賢傳, 引韋玄成傳 : “日祭于寢,月祭于廟,時祭于便殿.
寢,日上四食. 廟,歲二十五祠. 便殿,歲四祠. 又月一游冠.”
7) (東漢)王充, 論衡, 卷二十三, 偉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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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
주거시설과 제사시설의 조합은 그것이 상징하는 의의를 통해 볼 때 많은 수량의
유물군을 대부분 명기와 용기의 2종류로 구분이 가능하다. “明器”는 묘 내의 제사시
음식을 담았던 제기를 제외하고, 입관시의 “飯含”, “衣衾” 등과 같은 전문적인 喪葬
을 위해 설치한 물품(玉塞, 玉琀, 玉覆面, 金縷玉衣 등 각종“葬玉”과 같은)과 의미를
상징하는 물품(人俑, 動物模型, 家具模型과 같은)을 포함한다. “用器”는 묘 주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으로 기념품(사용했던 武器), 또는 일상생활용품(貨幣, 生活用

品과 裝身具 등)과 같다.
한대 고분은 바로 이러한 일련의 복잡한 지면과 지하의 배치를 통해 하나의 完備
된 喪葬禮儀空間을 축조하였으며 漢代 喪葬유형의 특징인 厚葬을 형성하였다.

Ⅱ. 薄葬이 주를 이룬 魏晋 喪葬유형
秦漢의 喪葬유형은 厚葬이 주가 되었으나 厚葬이 가장 성행한 것은 西漢시기였고
또한 漢武帝 시기의 선비 楊王孫과 같이 薄葬을 제창하는 지식인들도 많았다. 漢武

帝 시기의 선비 楊王孫은 강력하게 薄葬을 주장하였다. “吾欲裸葬, 以反吾眞, 必亡
易吾意. 死則爲布囊盛尸, 入地七尺, 旣下從足, 引脫其囊, 以身親土.”9) 楊王孫의 裸葬
은 당시 薄葬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다.

秦과 西漢시기에 유행한 厚葬 풍습은 東漢시기에 이르러 점차 세력이 약화되고
漢末魏晋時期에 이르러 儒學의 쇠퇴와 玄學의 유행에 따라 喪葬관념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厚葬”의 喪葬유형은 사라지고 수 백년 동안 이어진
“薄葬”시대가 시작되었다. 진정한 薄葬은 曹魏시기에서 시작되었으며 薄葬을 창시
하고 진정으로 施行한 사람은 曹操다.

曹操는 終令과 遺令10) 에서 계속하여 자신의 壽陵에 대한 규칙과 제도에 대
한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하였다. 그 중 지면의 陵 앞 시설에 대해서는 “因高爲基,

8) 遼寧省博物館文物隊等, 朝陽袁台子東晋壁畵墓, 文物, 1984年 第6期.
9) 漢書 楊王孫傳, 中華書局標点本.
10) 三國志 <魏書> 武帝紀, 中華書局標点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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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封不樹”와 같이 규정하였고, 또한 묘 내의 부장품의 수량과 종류에 대해서도 “斂
以時服, 無藏金玉珍寶.”와 같이 한정하였다. 曹操의 이러한 규정은 漢代 “厚葬”의 陵
寢制度를 개혁하기 위함이 주 목적이었다.
曹操는 漢代 “厚葬”풍습의 개혁에 대해 간단하게 漢代 묘의 간소화라고 말하였으
나 이러한 간소화는 결코 빈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여전히 帝王에 대한 존경
을 구현하고 또한 일정한 禮制에 따라 “魏武以禮送終之制,襲稱之數,繁而無益,俗又過

之”11) 하여 漢代와 차이가 있는 일종의 새로운 능묘제도인 “薄葬”이 형성되었으며
다음의 세 방면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1. 지면상의 표기시설과 제사시설을 “不封不樹”와 같이 금지하였다.
魏武帝 曹丕의 終制에서 “壽陵因山爲體,無爲封樹,無立寢殿,造園邑,通神道”.라고
말한 것과 같이 지면에 높고 큰 封土, 墓碑, 祠堂, 神道 등을 두지 않았다. 曹操 父

子의 이러한 개혁은 아마도 무덤의 도굴에 대한 근심을 나타낸 것일 가능성이 있다.
曹丕는 終制에서 “自古及今,未有不亡之國,亦無不掘之墓也.喪亂以來,漢氏諸陵無不
發掘,至乃燒取玉匣金縷,骸骨幷儘,是焚如之刑,豈不重痛哉!禍由乎厚葬封樹”라고 明言
했다.
이러한 지면표기규정의 금지가 어떠한 원인에서 발생하였는지는 기록상에 남아
있지 않지만 한대 왕릉의 형성과 선명하게 비교했을 때, 현재까지 曹魏시기의 높은
등급 무덤에서 封土, 墓碑, 寢殿, 祠堂 神道 등과 같은 지면시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山東東阿魚山의 曹植墓, 최근 발굴조사
된 “朝朝墓”도 이와 같으며 地面蹤迹이 全無하다고 말할 수 있다.

魏晋 묘 내부의 제사장소를 포함하여 지면시설을 모두 금지하고 銅雀臺에서 제사
활동을 거행하라는 조조의 遺令과 같이 일부 제사활동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施八尺床,張繐帳,朝晡設晡,備之屬月,朝十五日,則向帳作技”12)

11) 晋書 禮儀志, 中華書局標点本.
12) 三國志 <魏書> 武帝紀, 中華書局標点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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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明器”의 부장을 금지하였다.
漢代 입관시 사용하던 각종 葬玉은 기본적으로 소실되었으며 이는 “斂以時服”과
有關하다. 陶俑과 模型器物도 점점 소실되었다. 葬玉類의 귀중품은 묘의 도굴을 유
도하기 용이하므로 경제가 어려웠던 조위시기에 조조는 “無藏金玉珍寶”를 제기하고
이러한 종류의 明器를 주로 지적하였다. 최근 발굴조사된 “曹操墓”에서는 어떠한
“葬玉”도 발견되지 않았고 또한 漢代에 성행하였던 偶人과 俑도 발견되지 않았다.
출토된 玉佩, 銅帶鉤, 鐵甲, 鐵劍, 玉珠, 水晶, 瑪瑙 등은 모두 생전에 몸에 패용한
물품 또는 아끼던 물건으로 일상용품과 같고 모두 “曰有不諱, 隨時以斂”의 “用器”이
며 결코 厚葬과 관련한 “明器”는 아니다.

曹操墓에서 한 무더기의 특수한 銘文石牌가 출토되었다. “魏武王常所用挌格虎大
戟”, “魏武王常所用挌虎短矛”, “魏武王常所用慰項石”, “渠枕”, “漆唾壺”, “竹簪”, “樗蒲
撲”, “刀尺”, “胡粉”, “黃豆” 등으로 물품 명칭이 漢代 성행하였던 遣冊 문장의 격식과
서로 같고 그들의 성질이 遣冊과 다르지만 이러한 물품이 실물의 형태로 나타난다
고 해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 단, 그들은 묘 주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에 속하고
“明器”가 아니며 薄葬제도의 금지된 列에 속하지 않는다.

3. 지하부분의 “居室施設”을 간소화 하였다.
漢代 무덤에 비해 魏晋 무덤 묘실의 수량은 많이 감소하여 가장 높은 등급의 曹
操墓가 오직 1조의 경사진 묘도를 가진 雙室磚墓인 것과 같다. 曹操墓는 오직 前後
墓室과 4개의 側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길이가 60m를 넘지 않는다. 이러한 磚
室墓는 건축 난이도와 낭비와 거리가 멀고 “鑿山爲藏”의 漢代 제후왕릉과는 달라 같
은 등급의 漢墓와 비ㅣ료할 때 이미 많이 간소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山東東阿에
서 발견된 曹植墓는 오직 前後 2개의 墓室로 이루어진 磚室墓이다. 洛陽正始八年
(247)墓 역시 曹魏 統治者墓지만 오직 1개의 墓室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單室墓
의 내부에는 일반적으로 묘실의 한쪽에 제사장소를 설치하였고 다른 한쪽에 木棺을
배치하였다.13)

13) 洛陽市文物工作隊, 洛陽曹魏正始八年墓, 考古, 1989年 第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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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魏晋時期의 묘실 수량이 감소했을지라도 묘 내의 제사를 매우 중시하는 것
은 다르지 않다. 漢末에서 晋初시기 孝로 유명했던 重臣 王詳은 유언있어서“氣絶但

洗手足,不須沐浴,勿纏尸,皆浣故衣,隨時所服. 所賜山玄玉佩,衛氏玉玦,綬,笥,皆勿以斂.
西芒上土自聖貞,勿用甓石,勿起墳隴,穿深二丈,槨取容棺,勿作前堂,布幾筵,置書箱鏡奩
之具,棺前但可施床榻而己,糒脯各一盤,玄酒一杯,爲朝夕奠”14). 王詳墓는 봉토를 없애
고, 묘실은 간소화 하고, 부장품은 감소하였으나 묘 내의 祭奠은 생략하지 않아 이
러한 고분과 고고학적으로 본 魏晋墓葬은 서로 부합한다. 魏晋의 “前堂後室” 무덤의

前堂은 바로 하나의 중요한 제사 장소였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단실묘에서 묘
실의 한 쪽에 木棺을 놓고, 다른 한 쪽 또는 묘 문에 가까운 곳에 제사장소를 두었
기 때문이다. 魏晋 무덤에서 항상 보이는 磚臺, 幾案(床榻) 등은 王詳墓 棺 앞의 床

榻과 같이 제사 용품을 배치한 “祭臺”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이러한 祭臺가 없었다
면 이와 같은 약간의 음식을 담은 용기를 배치하는 전문적인 구역이 있었을 것이다.
일부 무덤에서는 “祭臺”와 부장품 윗 부분에 휘장을 걸어 놓았는데 이러한 휘장은

魏晋 무덤에서 자주 보이며 洛陽正始八年墓 前室의 鐵帳構와 같이 휘장좌 또는 기
타 금속 部材만이 많이 남아있다. 遼寧朝陽袁台子東晋墓의 낮은 漆木 책상 위에 14
개의 漆盤과 기타 그릇을 배치하였고 옆의 銅管, 石座를 통해 볼 때, 책상 위쪽에
겹쳐서 하나의 휘장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15)
지면시설부터 지하공간까지 魏晋 무덤은 모두 漢代의 厚葬유형과는 크게 다른 것
을 알 수 있는데, 지면에는 제사류의 건물과 표기시설을 두지 않았고 지하공간은 생
전의 관사와 집을 모방한 의미는 점점 약해지고 주로 주요 목적은 시신을 숨기고

祭祀의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埋葬유형은 漢代 “厚葬”의 변혁에 맞추
어 葬制를 간소화하고 일종의 새로운 埋葬제도 형성을 대표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는 西晋시기에 이미 확립되어 계속해서 魏晋南北朝時期까지 영향을 미쳤다.

원고투고일자 2010년 4월 23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6월 10일

14) 晋書ㆍ王詳傳, 中華書局標點本.
15) 遼寧省博物館文物隊等, 朝陽袁台子東晋壁畵墓, 文物 1984年 第6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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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of Funeral System at Han and Tang Age
: from Burying Many Luxury Goods to Burying Few Goods
Li Meitian
Examining the funeral idea and operation, the funeral system between Han and
Tang Age(between 3 and 6C) is summarized as custom burying many luxury goods
and burying few goods. Two aspects is clearly observed in the archaeological actual
material. The ground and underground facilities are included. The custom burying
few goods was emerged between the late Han and Cho, Wei Kingdoms. This changes
are examined in the monument on the ground, room under the ground and funerary
implements in the grave goods. The basic changes of the custom burying many
luxury goods at Jin, Han dynasty occurred when Confucianism decayed and Taoism
prevailed between the late Han and Cho, Wei Kingdoms. It is the principal change
that the monument on the ground was eliminated, the underground rooms and
funerary implements were simplified. This custom was prevalent at Cho, Wei dynasty
and Wei, Jin Kingdoms and North & South Cho Dynasties.

Key words : funeral idea, funeral operation, Han and Tang age, burying many luxury
goods(厚葬), burying few goods(薄葬),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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厚葬から薄葬まで : 漢唐時期の喪葬模式の變遷
李梅田
喪葬觀念と喪葬實踐を見たら、汉唐時期(A.D.3～6世纪)の喪葬模式は大体に厚葬
と薄葬の二つの基本形式として要約が出来る。この二つの形式は、考古學的な實物

資料によっても明確に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具体的な內容は墳墓の地面と地下の
施設物である。漢末から曹魏时期に現れた厚葬から薄葬への變化内容は、秦漢の厚
葬では、地面の部分に标记性、祭祀性の施設を備えて、地下部分には居室性、祭祀
性の施設を揃えて、副葬明器は內部の器物群にあった。汉末から曹魏までの間に、
儒学の衰落と道家思想の流行によって、秦漢の厚葬の形態に對して根本的な變化が
發生する。主要な變化としては漢代の地面の标记性の施設と祭祀性の施設がなくな
り、地下に居室性の施設と副葬明器が簡素になった。このような薄葬の形態は曹魏

时期に盛られ、魏晋南北朝时期にもなって流行した。
キーワード : 喪葬觀念、喪葬實踐、汉唐時期、厚葬、薄葬、變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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从厚葬到薄葬 : 汉唐之间丧葬模式的转变

16)李梅田*

提 要
从丧葬观念和丧葬实践来看，汉唐之间(3－6世纪)的丧葬模式大致可以概括为厚葬
和薄葬两种基本形式，二者在考古实物遗存上各有明确的体现，包括地面和地下两部
分的设施。汉末至曹魏时期发生了从厚葬向薄葬的转变，秦汉厚葬模式下的地面部分
包括标记性和祭祀性设施，地下部分包括居室性、祭祀性设施和包括随葬明器在内的
器物群。汉末曹魏之际，随着儒学的衰落和玄学的流行，秦汉厚葬模式发生了根本的
变化，主要表现在汉代地面标记性设施和祭祀性设施的消失、地下居室性设施和随葬
明器的简省，这种薄葬模式成熟于曹魏，而流行于魏晋南北朝时期。
关键词 : 丧葬观念, 丧葬实践, 汉唐之间, 厚葬, 薄葬, 转变

魏晋南北朝(3~6世纪)处于汉、唐文化的转变和过渡时期，其间政治格局、民族成
份、礼仪制度和行为模式都发生了巨大的变化，这些都对汉唐之间丧葬模式的转变产
生了重要的影响。从丧葬观念和具体的丧葬实践来看，汉唐之间的丧葬模式大致可以
概括为厚葬与薄葬两种基本形式，它们在考古学上各有具体的体现。

一、以“厚葬”为主的秦汉丧葬模式
先秦时期，儒家从孝悌和伦理的角度倡导厚葬，制定了一套复杂的丧葬程序，但由

* 北京师范大学历史学院副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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于思想观念的差异，儒家的厚葬也备受争议，诸子百家在丧葬观念上的见解大相径
庭。如墨子从现实的功利思想着眼，认为厚葬有悖于圣人为政的宗旨，主张“用财不
费，民德不劳”1)，并依据上古圣人尧舜禹的例子，制定了埋葬法：“棺三寸，足以朽
骨，衣三领，足以朽肉，掘地之深，下无沮漏，气无发泄于上，垄足以期其所，则止
矣。哭往哭来，反从事乎衣食之财，耳乎祭祀，以致孝于亲”2)。崇尚自然的庄子也持
类似的观点，“夫事其亲者，不择池而安之，孝之至也”、“生不布施，死何含珠为”，并
提倡“天葬”3)，极力反对儒家的厚葬。
尽管出现了墨子和庄子的薄葬思想，但先秦时期的丧葬模式基本上还是以厚葬为
主，当时的埋葬严格遵循着一套复杂的丧葬程序，包括招魂、发丧、护丧、奔丧、哭
丧、吊丧、沐浴、饭含、敛(小敛、大敛)、停柩、奠(朝夕奠、朔奠等)、下葬等一系列
环节。在这套丧葬程序中，有些环节给我们留下了大量的考古实物遗存，如复杂的棺
椁系统、以礼器为中心的随葬品组合等，并以棺椁和礼器的套数来区分墓主的身份和
等级。
先秦时期以厚葬为特征的丧葬模式在秦汉时期得到了继承和发展。秦汉时期占统治
地位的儒家思想和神仙观念成为厚葬的思想基础。慎终追远、养生葬死成为孝悌所要
求的行为规范，上至皇帝，下至官吏百姓，无不以“厚葬为德、薄葬为鄙”。从秦始皇
陵开始，渐开秦汉厚葬之先河，厚葬之风以西汉一代最为盛行。
≪晋书․索綝传≫：“汉天子即位一年而为陵，天下贡赋三分之，一供宗庙，一供宾
客，一充山陵4)”。东汉思想家王符(85—162)在 ≪浮侈篇≫对汉代的厚葬之风给予严厉
抨击：“古之葬者，厚衣之以薪，葬之中野，不封不树，丧期无数。后世圣人易之以棺
椁。……古者墓而不坟，中世坟而不崇。……文帝葬芷阳，明帝葬洛南，皆不臧珠
宝，不起山陵，墓虽卑而德最高。今京师贵戚，郡县豪家，生不极养，死乃崇丧。或
至金缕玉匣，檽梓楩錻，多埋珍宝偶人车马，造起大頉，广种松柏，庐舍祠堂，务崇
华侈5)。
1) 孙诒让著，孙以楷点校：≪墨子闲诂≫，中华书局，1986年。
2) 同上。
3) “庄子将死，弟子欲厚葬之。庄子曰：吾以天地为棺椁，以日月为连璧，星辰为珠玑，万物为赍
送。吾葬具岂不备邪？何以加此？弟子曰：吾恐乌鸢之食夫子也。庄子曰：在上为乌鸢食，在下
为蝼蚁食，夺彼与此，何其偏也！” ，参郭庆藩：≪庄子集释≫，中华书局，2006年。
4) ≪晋书․索綝传≫，中华书局标点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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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汉的厚葬表现在陵园的配置、地面建筑、地下墓室的构建和随葬品的布置等多方
面，这套藉厚葬昭显墓主特殊身份的丧葬模式在考古学上有着明确的反映，从最能体
现秦汉厚葬的西汉帝陵和诸侯王陵来看，考古遗存可以分为地面和地下两部分，每一
部分各有具体的配置，分别代表了不同的丧葬涵义(图一)。

地面
部分

地下
部分

标记性设施

树木、封土、碑刻、阙等

祭祀性设施

寝殿、祠堂等

居室性设施

墓道、甬道、前堂后室、耳室、侧室

祭祀性设施

帷帐、祭台及祭器（盛食容器）
明器

镇墓辟邪物、葬玉、俑群及仓厨类模型

用器

日常生活用品、兵器及身体饰物

随葬器物群

1．地面上皆有标记性设施和祭祀性设施。
标记性设施包括树木、封土，以及碑刻、阙等，在厚葬最盛行的西汉时期，帝陵和
诸侯王陵皆有高大的封土，或因山为陵，或封土为陵，封土前还建有神道及人、兽石
刻、墓碑等，碑和阙是直接表明墓主身份的设施。
祭祀性设施包括寝殿、祠堂等，为纪念性建筑或举行祭祀活动的场所。如考古发现
的汉代帝陵和诸侯王陵的地面设施、贵族官吏墓葬的地面祠堂等。这些地面设施除了
昭显威仪以示尊崇与厚葬外，一个重要功能就是祭祀。汉代非常重视墓祭6)，上自天
子，下及臣民，非常普遍，只有“被刑为徒”之人不到墓地祭祀先人7)。汉代墓地祭祀的
内容往往是定期召集宗族，为亡者敬献食物、衣冠等。

5) ≪后汉书․王符传≫，中华书局标点本。
6) ≪后汉书․明帝纪≫ 注引 ≪汉官仪≫：古不墓祭，秦始皇起寝于墓侧，汉因而不改。诸陵寝皆
以晦望、二十四气、三伏、社腊及四时上饭。≪汉书․韦贤传≫ 引韦玄成传：“日祭于寝，月祭
于庙，时祭于便殿。寝，日上四食。庙，岁二十五祠。便殿，岁四祠。又月一游冠”。
7) (东汉) 王充 ≪论衡≫ 卷二十三 ≪讳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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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地下部分包括居室性设施、祭祀性设施以及随葬器物群。
居室性设施是“事死如事生”观念的直观反映，往往在以墓道和甬道组成的轴线上配
置前堂后室式的墓室，再在左右两侧建造数量不等、功能不一的耳室和侧室。这样的
墓室配置是为了象征生前的居室，前室内部分常常发现帷帐类设施，或许是墓内设奠
的场所，后室常常放置棺椁，以象征生前居室之“寝”，耳室和侧室则象征车马库、仓
库、厨房、厕所等设施。从已经发掘的徐州、永城等众多典型厚葬的汉代诸侯王陵来
看，地下墓室都非常宏大，在山体内凿出墓道、甬道和前后墓室，再在两侧凿出大量
的龛、耳室和侧室，以模拟墓主生前的府邸。如徐州狮子山楚王陵全长117米，永城梁
孝王陵全长90米，孝王后李氏陵除前后室外，还有30多个侧室。
祭祀性设施一般发现于墓葬的前堂部分，如帷帐构件、砖台或漆木祭台等，可能与
墓内设奠的习俗有关。在有些墓葬里，“祭台”和随葬品上方还会悬挂帷帐，这样的帷
帐在魏晋墓里并不罕见，当然大多数只留下了帷帐座或其它金属构件，如洛阳正始八
年墓前室的铁帐构。辽宁朝阳袁台子东晋墓的低矮漆木几案上，放置着14个漆盘和其
它器皿，从散落在旁的铜管、石座看，几案上方可能曾支着一顶帷帐8)。
与居室性设施和祭祀性设施相搭配的是数量巨大的器物群，从其象征意义看，大致
可以分为明器和用器两类。“明器”除了墓内设奠时盛放食物的祭器外，还包括一些专
为丧葬而设的物品，如入殓时的“饭含”、“衣衾”等物(如玉塞、玉琀、玉覆面、金缕玉
衣等各类“葬玉”)

和具有象征意义的物品(如人俑、动物模型、家具模型)；“用器”是墓

主生前所用之物，如某些具有纪念意义之物(如曾用的兵器)，或日用生活物品(如钱
币、生活用品和佩戴饰物等)。
汉代墓葬正是通过这一系列复杂的地面和地下配置，构造了一个完备的丧葬礼仪空
间，形成了以厚葬为特征的汉代丧葬模式。

二、以“薄葬”为主的魏晋丧葬模式
秦汉丧葬模式以厚葬为主，但即使在厚葬最为盛行的西汉时期，也有很多倡导薄葬

8) 辽宁省博物馆文物队等：≪朝阳袁台子东晋壁画墓≫，≪文物≫ 1984年第6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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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人士，如汉武帝时的士人杨王孙力主薄葬，“吾欲裸葬，以反吾真，必亡易吾意。死
则为布囊盛尸，入地七尺，既下从足，引脱其嚢，以身亲土”9)。杨王孙的裸葬成为当
时主张薄葬者的最佳榜样，为他们所追慕和仿效。
秦和西汉时期盛行的厚葬之风到东汉时期渐有减弱之势，到汉末魏晋时期，随着儒
学的衰落和玄学的流行，丧葬观念可能也发生了很大的变化，以“厚葬”为特征的丧葬
模式消失了，而开始了延续数百年的“薄葬”时代。真正的薄葬是从曹魏时期开始的，
而首创薄葬并真正施行了的是曹操。
曹操先后在其 ≪终令≫ 和≪遗令≫10)中，分别对自己的寿陵规制提出了具体的要
求，其中既包括对地面陵前设施的规定，如“因高为基，不封不树”，也有对墓内随葬
品的数量和种类的限定，如“敛以时服，无藏金玉珍宝”。曹操的这些规定显然不是无
的放矢，而是非常有针对性的，主要是针对汉代以“厚葬”为特征的陵寝制度所作的变
革。
曹操对汉代“厚葬”之风的变革，简单地说是对汉墓的简化，但这种简化并不意味着
简陋，仍然要体现帝王之尊，也要遵循一定的礼制，“魏武以礼送终之制，袭称之数，
繁而无益，俗又过之”11)。于是，形成了一种有别于汉代，以“薄葬”为特征的新的陵墓
制度，具体表现在三个方面：
1. 禁止了地面上的标记性设施和祭祀性设施，如“不树不封”，地面不再有高大的封

土，也没有了墓碑、祠堂、神道等，如魏文帝曹丕的 ≪终制≫ 所言：“寿陵因山为
体，无为封树，无立寝殿，造园邑，通神道”。曹操父子的这种变革有可能是出于对陵
墓被盗的担忧，曹丕 ≪终制≫ 明言：“自古及今，未有不亡之国，亦无不掘之墓也。
丧乱以来，汉氏诸陵无不发掘，至乃烧取玉匣金缕，骸骨并尽，是焚如之刑，岂不重
痛哉！祸由乎厚葬封树”。无论出于何种原因，这些禁止地面标记的规定并非仅仅停留
于纸上，而是真正实施了的，因为与汉代陵墓形成鲜明对比的是，至今没有发现曹魏
时期高等级墓葬的地面设施，既没有封土，也没有墓碑，更没有发现寝殿、祠堂、神
道等设施，山东东阿鱼山的曹植墓如此，最近发现的“曹操墓”也是如此，可以说地面
9) ≪汉书․杨王孙传≫，中华书局标点本。
10) ≪三国志․魏书․武帝纪≫，中华书局标点本。
11) ≪晋书․礼仪志≫，中华书局标点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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踪迹全无。
魏晋禁止了包括墓祭场所在内的地面设施之后，有些祭祀活动可能转移到了别处，
如曹操遗令在铜雀台上举行的祭祀活动，“施八尺床，张繐帐，朝晡设脯，备之属月，
朝十五日，则向帐作伎”12)。
2. 禁止了随葬品中的明器。汉代入殓所用的各类葬玉基本上消失了，这可能与“敛

以时服”有关；陶俑和模型器物也渐趋消失。葬玉之类的贵重物品很容易诱发盗墓，在
经济十分凋敝的曹魏时期，曹操提出“无藏金玉珍宝”应该主要指的是这类明器。最近
发现的“曹操墓”中没有发现任何“葬玉”，也没有发现汉代盛行的偶人与俑。至于出土的
玉珮、铜带钩、铁甲、铁剑、玉珠、水晶珠、玛瑙珠等物，都应该是身前佩戴之物或
珍爱之物，与衣物一样，都是“曰有不讳，随时以敛”的“用器”，并非与厚葬有关的“明
器”。
曹操墓中还发现了一批非常特殊的铭文石牌，包括“魏武王常所用挌虎大戟”、“魏武
王常所用挌虎短矛”、“魏武王常所用慰项石”、“渠枕”、“漆唾壶”、“竹簪”、“樗蒲扑”、
“刀尺”、“胡粉”、“黄豆”等物品名称，与汉代盛行的遣册文字格式相同，尽管它们的性

质不一定与遣册相同，也无法确定这些物品是否曾以实物的形式出现，但它们应该属
于墓主生前日用之物，并非明器，不在薄葬制度下的禁止之列。
3. 简化了地下部分的“居室性设施”。与汉墓相比，魏晋墓葬的墓室数量大为减少，

如最高等级的曹操墓只是带有一条斜坡墓道的双室砖墓，只有前后墓室和四个侧室，
全长不超过60米，这种砖室墓在建筑难度和耗费上远不如“ 凿山为藏”的汉代诸侯王
陵，与同等级的汉墓相比，已经简化了很多。山东东阿发现的曹植墓更是只有前后二
室的砖室墓。洛阳正始八年(247)墓可能也是曹魏统治者的墓，但只有一个墓室，这种
单室墓的墓内设奠场所一般在墓室的一侧，另一侧放置棺木13)。
尽管魏晋时期的墓室数量大为减少，但同样非常重视墓内的祭祀。以孝闻名的汉末
至晋初重臣王详曾有遗令：“气绝但洗手足，不须沐浴，勿缠尸，皆浣故衣，随时所

12) ≪三国志․魏书․武帝纪≫，中华书局标点本。
13) 洛阳市文物工作队：≪洛阳曹魏正始八年墓≫，≪考古≫ 1989年第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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服。所赐山玄玉佩、卫氏玉玦、绶、笥，皆勿以敛。西芒上土自坚贞，勿用甓石，勿
起坟陇，穿深二丈，椁取容棺，勿作前堂、布几筵、置书箱镜奁之具，棺前但可施床
榻而已，糒脯各一盘、玄酒一杯，为朝夕奠”14)。王详的墓取消了封土、简化了墓室、
减少了随葬品，但并没有省略墓内的祭奠，这样的墓葬与今天考古所见的魏晋墓葬非
常相符。魏晋“ 前堂后室”型墓葬的前堂可能就是一个重要的祭祀场所，如果是单室
墓，则将棺木陈于墓室一侧，另一侧或靠近墓门处为祭祀场所。魏晋墓葬中常见的砖
台、几案(床榻)等可能是放置祭祀品的“祭台”，如王详墓棺前的床榻。即使没有这样的
“祭台”，也会有一块专门的区域放置一些盛放食物的容器。在有些墓葬里，“祭台”和随

葬品上方还会悬挂帷帐，这样的帷帐在魏晋墓里并不罕见，当然大多数只留下了帷帐
座或其它金属构件，如洛阳正始八年墓前室的铁帐构。辽宁朝阳袁台子东晋墓的低矮
漆木几案上，放置着14个漆盘和其它器皿，从散落在旁的铜管、石座看，几案上方可
能曾支着一顶帷帐15)。
可见，从地面设施到地下空间，魏晋墓葬都已与汉代的厚葬模式大不相同，地面建
筑没有了祭祀类建筑和标记性设施，地下空间模仿生前府宅的意义已大为减弱，而主
要只是一个藏尸和祭祀的空间。这种新的埋葬模式是针对汉代“厚葬”所作的变革，是
葬制上的简化，代表着一种新的埋葬制度的形成，这种新制到西晋时期已经确立下
来，并一直影响到整个魏晋南北朝时期。

14) ≪晋书․王详传≫，中华书局标点本。
15) 辽宁省博物馆文物队等：≪朝阳袁台子东晋壁画墓≫，≪文物≫ 1984年第6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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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船溫尙

- 목 차 Ⅰ. 머리말
Ⅱ. 고대 주조기술 개요
Ⅲ. 한반도의 청동기 주조기술
Ⅳ. 竿頭鈴에 대하여
Ⅴ. 맺음말

傳竹東里 出土 竿頭鈴(國立慶州博物館 所藏)

고대 주조기술 연구와 죽동리 출토
竿頭鈴의 Stamp사용 검증

1)三船溫尙

著* ․ 李相龍 譯**

요 약
주조는 제품을 완성하기까지 하나의 재료를 계속적으로 다루는 기법과는 달리 원
틀, 거푸집, 주조, 연마라는 공정이 진행되면서 앞 공정의 재료를 제거해 간다. 거푸
집이 완성되면 원틀은 불필요해지며 주조가 되면 거푸집을 부수고 제품을 꺼낸다.
이와 같이 기법의 흔적을 남기는 자료의 폐기나 파괴를 수반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고대 주조기법은 지금도 불명확한 점이 많다.
1997년부터 中國 山東省 臨淄 齊國故城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前漢代의 거울 거푸
집은 현재 약 100점에 이른다. 거의 완형에 가까운 거푸집도 발견되어 청동을 주입
하는 구조 등이 밝혀졌다. 사립을 포함하지 않고, 밀도 1g/㎤ 이하에서 물에 뜨는
가벼운 거푸집도 다수 있는데, 점토에 벼 껍질을 태운 재를 혼입했던 것으로 판명되
었다. 문양을 새길 때에 모래붕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나 가열팽창으로 변형이나
균열발생을 막는 것이 고안되어 있었다. 臨淄 齊國故城의 거푸집군은 고대 주조기
술 연구에 있어 아주 중요한 발견이 되었다.
한반도의 고대 청동기는 異形靑銅器의 凹線과 凸線을 동일구역에 조합시킨 문양
으로서 독자성이 있다. 한편 大谷里에서 出土된 8개의八珠鈴에 있는 渦捲文은 고대
중국의 청동제기의 문양이나 金文1)이 상온에서 고체지방을 이용한 기법과 유사하
다.
* 日本 富山大學 藝術文化學部
**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1) 중국 상ㆍ주나라 시대의 청동기 내면에 凹線으로 주조된 명문(역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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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1조의 傳경주 죽동리출토 간두령은 양쪽 모두 身部에 菱形의 三角凹帶文 2종
류 2개와 山形의 三角凹帶文 2종류 2개, 합계 4개의 文樣帶를 각각 가지며 4등분한
위치에 같은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2개의 간두령 각 4개의 三角凹帶文은 같은 형
상이다. 이들 문양은 Stamp를 사용해서 시문하여 주조한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문
양은 같은 깊이이며 Stamp를 찍을 때의 각도나 깊이가 다르다는 특징적인 흔적은
없었다. 같은 각도에서 같은 깊이로 Stamp를 찍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
지만, Stamp의 사용 가능성을 재차 검증하기 위해 각 문양의 상세한 형상 비교를 실
시하였다. 그 결과, 2개 1조의 죽동리 출토 간두령은 鍔이 없는 금속제의 원틀(母型)
로부터 분할 거푸집으로 문양 등 형상을 복사해 2개를 주조한 형제제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지만, 3차원 레이저 측량도의 비교에 의해 같은 형상의 문양이 같은
위치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른 위치에 있다면 Stamp일 가능성이 높으며 같
은 위치라면 상기의 형제제품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주제어：고대 거푸집 제작법, 고대 거푸집 소성방법, 고대 용해방법, 2개 1조 청동
기, 거푸집 분할 주조기법

Ⅰ. 머리말
주조기법은 다른 제작 기법에 비해 취급하는 재료나 공정이 극적으로 변화하면서
제품완성에 이른다. 거푸집으로는 ‘돌’ 또는 ‘점토’, ‘모래’, ‘물’, ‘열’을 사용한다. 용해
에서는 ‘금속’, ‘연료(숯)’, ‘바람’, ‘열’을 사용하고, 마무리에서는 ‘숫돌’을 사용한다. 특
히, 거푸집 제작과 용해방법의 흔적은 청동유물에 직접 남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명확한 점이 많다. 기술의 발생이
나 변천, 전파 또는 지역의 기술전개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이 거푸집 제작과 용해방
법 연구가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한반도의 청동기에는 중국이나 일본열도에 없는 독자적인 형태나 문양을 갖춘 것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필자가 한국 내의 박물관에서 조사한 몇 개의 청
동기 중에서 국립경주박물관이 소장한 傳경주 죽동리 출토 간두령 2개 1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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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양의 주조기술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주조기술의 해설을 주조기술자인 필자가 행하면 많은 전문용어 사용과 어휘부족
으로 주조를 체험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전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된다. 본 논문은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가능한 평이한 표현을 쓰고자 노력하였다. 현대의 주조기술자가 고대의 주조 기술
을 고찰할 경우, 현대의 주조상식으로 고대의 주조기술을 살펴보기 때문에 중대한
판단착오를 하는 일이 있다. 필자도 고대 주조기법 연구를 시작했을 무렵에는 많은
실수를 범했다. 그 뒤, 현대보다 고대가 기법의 폭이 넓었음을 서서히 알게 되어 다
각적인 시점에서 조사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유의하게 되었다.

傳경주 죽동리출토 간두령의 문양은 Stamp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지금까지의
통설이었다는 것을 宮里(2009)의 연구보고에 의해 최근에 알게 되었다. 필자가 이
1짝의 간두령을 조사했을 때에 기술자의 직감으로 문양은 Stamp가 아닌 것으로 결
론짓고, Stamp인지 아닌지의 검증을 충분히 시도하지 않았었다. 본 논문은 그 보고
(三船 2005ㆍ2007)에 대해 ‘再考’를 시도한 것이다.
간두령의 Stamp사용을 검토하기 전에 현재의 고대 주조기술 연구의 상황에 대해
그 개요를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Ⅱ．고대 주조기술 개요
고대의 주조는 ‘거푸집 제작’, ‘거푸집 소성’, ‘용해’, ‘주물주입’, ‘연마’ 또는 ‘원틀 제
작’, ‘거푸집 제작’, ‘거푸집 소성’, ‘용해’, ‘주물주입’, ‘연마’의 순서로 행해진다. 前者
는 거푸집 재료를 직접 조각해서 거푸집을 만드는 방법이고, 後者는 제일 먼저 원틀
을 만들어 원틀에서 거푸집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러한 공정에 대해 각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1. 원틀과 거푸집 제작
상기의 前者는 조정석이나 흙을 조각해 거푸집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2매의 외틀
또는 2매의 외틀과 속틀로 구성되는데 동검, 동과, 동모 등의 주조가 이에 해당된

고대 주조기술 연구와 죽동리 출토 竿頭鈴의 Stamp사용 검증

203

다. 이 방법의 경우, 외틀은 돌이나 흙이지만 속틀은 대부분 흙이다.

後者는 흙이나 나무 등으로 원틀을 만들고, 거기에서 1개 이상의 흙의 외틀로 분
할하는 방법이다. 원틀에서 외틀을 분할한 후에 원틀을 깎아서 속틀로 사용할 경우,
원틀의 재질은 흙일 필요가 있다. 속틀로 전용할 수 없는 나무로 원틀을 만들었을
경우, 외틀면에 흙을 채워 속틀을 만들고, 제품의 두께 만큼을 깎는다. 원틀이 나무
이고, 외틀이 복수개체일 경우에는 각각의 외틀 면에 흙을 채워 그것들을 점토액으
로 접착하여 속틀을 일체화 하고, 주조품의 두께 만큼 깎는 방법이 있다. 前者의 돌
틀에 속틀을 넣는 경우도 같다. 그러면 이 속틀을 접합하는 방법과 흙 원틀을 깎아
서 속틀로 하는 방법을 청동유물로부터 판별가능하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동모를 예로 이 속틀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속틀이 제품 내에 남는 경우
는 동모의 속틀을 맞추었다고 생각되는 위치를 자세히 관찰하여 속틀에 접합된 점
토액층의 유무로 접착되었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이전에 이 점토액층에 주목해 北

部九州 출토 대형동모의 속틀 흙을 관찰했던 적이 있다. 그 결과, 그 동모에는 속틀
을 접착했던 증거가 되는 점토액층은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北部九州 동모의 속틀
은 접합하는 방법이 아니라 2매의 돌틀을 맞춘 구멍에 밖에서 속틀 흙을 채워 넣었
던 것으로 결론지은 것은 섣불렀다. 속틀의 접합을 점토액으로 하는 것은 현대에
잔존하는 일본 전통기법의 공방에도 보인다. 현대기법과 동모의 주조기법의 차이는
속틀 흙의 질이다. 현대기법 쪽이 속틀 흙의 사립은 거칠다. 생산효율면에서 현대
기법은 주조 후 제품 내부에서 단시간에 속틀 흙을 꺼낼 수 있도록 붕괴성을 높이
기 때문에 사립을 거칠게 한다. 이러한 흙을 거푸집면에 속틀 흙으로 접합할 경우,
거푸집을 수직으로 세우기 때문에 수분량이 많아지면 붕괴된다. 그 때문에 수분량
을 적게 한다. 수분량이 적은 흙을 접착할 때에는 접착면에 점토액을 바르지 않으
면 접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품에서 속틀 흙을 단시간에 빼낼 필요가 없을 경우
는 점도가 높은 흙을 사용한다. 점도가 높으면 수분량이 많은 흙을 거푸집면에 붙
여도 맞출 때 떨어질 일은 없다. 점도가 높고 수분량이 많으면 접착면에 점토액을
바르지 않아도 충분히 접착된다. 이렇게 하면 접착부분에 접착흔적이 남지 않는 접
합방법이 된다. 가는 先端까지 만들어야 하는 동모의 속틀을 만드는 방법을 대략
예측하면, 가는 선단부분은 서로 붙이는 방법으로, 바로 앞은 외틀을 맞춘 구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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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워 넣는 방법인 복합방법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기름 등의 離型材를 거푸
집면에 바르고, 돌틀을 맞춘 구멍으로 세밀한 사립으로 만든 속틀 흙을 질퍽하게 물
에 녹여 유동성을 높여 주입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건조하여 굳어지면 조금
줄어들겠지만 그 편으로 속틀 흙을 주입하고, 막대기 등으로 다지면 문제없다.
돌틀의 경우와 나무의 원형에서 흙틀을 만든 경우의 속틀 만드는 방법을 동모를
예로 참고하여 가능한 한 추측했다. 현대기법을 이용해서 고대기법을 고찰하는 수
법에는 항상 위험이 숨어 있다. 현대기법으로 고대기법을 정확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현대기법의 범위에 포함된 고대기법의 일부분 뿐이다. 그러나 고대기법
은 현대기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 훨씬 많다고 생각된다.

2. 거푸집의 재질
지금까지의 고고학에 있어서 흙틀은 眞土라고 부르는 한번 소성한 모래(흙)를 체
질해서 분리하고, 거기에 점토를 혼합했던 거푸집 흙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
서는 현재 겨우 미술대학 등에서 이 眞土型技法이 남아 전하고 있다. 산업으로서
이 기법을 이용해 동상이나 용기를 주조하는 공장은 10년 사이에 거의 자취를 감추
었다. 출토된 거푸집 중에는 眞土틀과 유사한 것도 적지는 않지만, 고대기법 고찰에

眞土型鑄造法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최근의 中國 山東省 臨
淄 齊國故城의 漢代鏡 거푸집의 출토에 의해 알려졌다. 山東省에서 출토된 100점
가까운 수의 거울 거푸집은 모두 사립을 포함하지 않고 가볍다. 眞土 거푸집과는
분명하게 다른 질이다. 분석에 의해 이산화규소와 식물규산체가 포함되었으며 점토
에 벼 껍질을 태운 재를 혼입한 것으로 밝혀졌다.(劉ㆍ趙 외 2005) 그 중에는 밀도
1g/㎤ 이하에서 물에 뜨는 가벼운 것도 많았다. 대체로 체적비가 점토 1에 대해 벼
껍질을 태운 재가 3 정도의 비율로 혼합되면, 소성했을 때의 밀도는 출토된 거울 거
푸집과 동일한 1g/㎤ 이하로 되는 것이 실험에 의해 밝혀졌다.(三船ㆍ白 외 2009)

山東省에서 출토된 거울 거푸집은 이 재료를 굳혀 그것을 조각해서 만들었다. 사립
을 혼합하면 조각할 때 모래붕괴를 일으키기 때문에 정치한 문양을 만들 수 없다.
그 때문에 모래를 혼합하지 않은 거푸집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점토만으로 만
든 거푸집은 소성으로 수축, 변형 등이 일어나 소결하면 너무 딱딱하게 된다. 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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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시 열의 급팽창으로 갈라지기도 한다. 그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모래(眞土)나
약간의 식물섬유를 혼입하면 거푸집에 적합한 질로 만들어 진다. 점토에 재만을 대
량으로 혼입하는 방법은 현대의 眞土 거푸집의 점토와 모래를 혼합해서 만드는 방
법에 얽매여서 생각했다면 찾을 수 없었을 방법이다. 실제로 점토와 재로 거푸집을
만들어 주조실험을 하면, 이 재질의 뛰어난 점을 알 수 있다. 모래붕괴가 적고, 소성
시 열 및 열의 급팽창에 강하며 강도가 높은 것 등을 실감하고, 점토에 모래(眞土)
를 혼입한 眞土거푸집의 사용만으로는 고대기법을 해명할 수 없음을 알았다. 이 밖
에도 현대의 주조기술 상식으로는 알 수 없는 재료를 고대에 사용했던 것은 아닐
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 밀랍의 사용
외틀을 분할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밀랍으로 원틀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외틀은 반드시 흙이다. 밀랍 원틀에서 밀랍이 틀 밖으로 유출되는 길을 만들어 흙
으로 전체를 감싸 거푸집을 완성한다. 일반적으로 밀랍형 거푸집에서는 분할하지
않기 때문에 틀을 합칠 때의 부착물이나 段差線은 제품에 발생하지 않는다.
현대기법에서 거푸집은 분할하는 형태와 분할하지 않는 형태로 구분되며 밀랍은
분할하지 않는 형태의 원틀을 이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생
각으로 고대기법을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으로서 中國 商周代 청동제기의 문양이나 金文 주조방법을 들 수 있다. 이
들 청동기에는 외틀을 복수로 분할한 흔적선이 있어 분할 틀이었던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문양을 보면, 문양을 만드는 凹線 溝의 측면은 거의 수직으로 솟아 있다.
이렇게 수직으로 솟아 있는 凹線이 청동기 표면의 곡면 전체에 배치되어 있다. 흙
으로 만든 원틀 표면에 이러한 凹線을 흙으로 시문하고, 거기에 거푸집 흙을 밀어
붙이고 벗겨서 문양을 본뜨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물리적으로 곤란하다. 거푸집
흙을 벗길 때에 대부분의 거푸집 흙은 凹線 안에 남아있을 것이다. 문양을 본뜨는
것이 가능하다면 거푸집 재료에 탄력성이 있는, 말하자면 고무와 같은 재질을 사용
한 경우이다. 고무와 같은 재질로 고온의 청동주조에 견딜 수 있는 형태는 현대에
도 사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中國 商周代 청동제기의 문양은 원틀에 거푸집 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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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러 붙여서 벗겨 내는 방법이 아니라, 밀랍에 凹線의 문양을 조각해 넣고, 거기에
거푸집 흙을 눌러 붙여 가열하여 밀랍을 액화시켜 거푸집을 만드는 방법이었던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흙으로 만든 원틀의 표면에 밀랍을 발라서 문양을 본뜨고,
복수의 분할 거푸집을 만든 후에 가열하여 외틀을 벗기게 된다. 현대에서 거의 사
용하지 않지만 ‘거푸집을 분할한 蠟型鑄造法’이 고대 중국의 청동제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밀랍형 거푸집의 밀랍은 꿀벌의 복부에서 분비되는 밀랍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
지만, ‘상온에서 고체, 저온에서 액화하는 지방’이라면 뭐든지 원틀로 사용할 수 있
다. 밀랍 외에 소나무나 삼나무의 수지, 옻나무의 열매, 곤충밀랍, 식물밀랍, 소나
돼지의 지방 등 원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많다. 이것들을 다양한 비율로 혼합하
면 목적에 맞는 재질을 입수할 수 있다. 또한 이것들에 상온에서 액체의 식물유나

魚油를 더하면 연질로 되어 무한정 그 재질을 조절할 수 있다. 필자도 아직 시도한
적은 없지만, 이러한 것에 재나 微粉土 등을 혼합하면 한층 다른 특징을 가진 재질
이 될 것이다.
청동제기의 내면에 주조된 金文과 동일하게 凹線의 측면은 수직면이며 밀랍과 같
은 것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三船 외 1993, 三船 외 1994)

4. 거푸집 소성
흙틀은 점토로 사립을 끈적하게 다진다. 사립의 크기나 점토와의 비율에 따라서
그 질은 달라지며 주조공은 경험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흙으로 만든 거
푸집은 건조해서 소성하므로 陶製 거푸집이라고도 부른다. 흙 거푸집의 점토 중에
자유수분이나 입자표면에 흡착된 수분이 180℃ 정도에서 제거된 점토입자가 밀착
해서 강도가 높아진다. 더 가열해서 700℃ 정도에서 結晶水가 제거되기 시작하며
이후 소결되어 초벌구이가 된다. 주물 주입시의 강도만을 구한다면 건조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청동이 유입되는 거푸집면에 점토 속의 수분(결정수)이 남아 있
으면, 유입된 고온의 청동과 수분이 반응해 가스를 발생시킨다. 이 가스는 거푸집
밖으로 전부 방출될 수는 없고 대부분은 제품의 표면에 구멍을 만든다. 따라서 주
물 주입전의 거푸집 소성은 제품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극히 중요한 공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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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점이 232℃인 주석의 주물 주입이라면 흙틀을 똑같이 700℃ 이상에서 소성할 필
요는 없다. 건조만으로도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있다. 같은 청동에서도 동
95%, 주석 5%의 융점이 높은 것이라면 통상 이상의 고온에서 장시간 소성해도 결함
이 발생하는 것도 있다. 동 70%, 주석 30%의 청동이라면 통상 이하의 소성에서도
결함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융점이 낮은 금속이라면 거푸집 소성은 낮은 온도에
서도 가능하지만, 융점이 높아지면 거푸집 소성도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을 필요로
한다. 거푸집 소성온도를 보다 고온으로 하면 충분히 소성할 수 있지만, 고온이 되
면 거푸집면에 균열이 발생하고, 제품에 부착물이 생긴다. 거푸집면을 적당한 온도
로 소성하여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은 고대 주조공에게 있어서
중요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점토의 종류에 따라서도 열에 강한 종류, 점성이
강한 종류 등 다양해서 陶製 거푸집에 적절한 점토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돌틀의 소성은 흙틀보다도 까다롭다. 흙틀과 같이 소성에 따라서 結晶水를 제거
해야하지만 結晶水 제거온도는 함유하는 광물에 따라 다르게 된다. 석영이나 장석
은 그 자체에 결정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100℃에서 자유수분은 제거된다. 그
러나 석영입자나 장석입자 주변에 있는 다른 다양한 결정수를 포함한 광물은 각각
고유의 제거온도에 도달하지 않으면 돌틀의 결정수는 제거되지 않는다. 활석은 연
질이어서 소성도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870℃에서 結晶水 제거가 시작되어
950℃에서 완전히 제거가 종료된다는 보고가 있어 흙틀의 소성온도보다도 높다.(三

船 2009)
소성은 거푸집을 맞추어서 틀 밖의 표면에서부터 거푸집면에 700℃를 도달시키
는, 소위 丸焼방법이 있다. 그 밖에는 거푸집을 맞추지 않고 거푸집면 표면만을 소
성하는 방법이 있다. 後者의 방법은 소성에 이용하는 연료가 적어도 된다. 돌틀의
소성은 後者의 방법이 위주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흙틀이나 돌틀의 거푸집면에는

微粉土, 炭粉 등을 수용시킨 ‘塗型材’를 바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도형재에 점토
액을 첨가하면, 결정수를 제거하는 소성이 필요하게 된다. 도형재는 거푸집면을 매
끄럽게 하고 제품 표면도 매끄럽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외의 목적으로서 도형
재를 발라서 돌틀의 거푸집면을 보호하고 돌틀을 여러 차례 사용하기도 한다. 소성
한 도형재 위에 기름을 발라서 주물을 주입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거푸집면을 보
호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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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해방법
거푸집의 분할방법에 대해서는 청동제품에 남은 부착물흔 등의 여러 가지 흔적으
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제품에 직접적으로 남아있지 않는 용해방법의 추측은
어렵다. 고대의 용해방법을 추측하는 단서는 주조유구, 노벽, 송풍관 등이 있다. 일
본열도에서는 先端이 꺾인 야요이시대의 송풍관이 출토되었다. 이 꺾인 곡선을 보
면 爐의 상부에서 송풍하는 형상처럼 생각되지만, 실제 송풍관은 先端이 약간 오렌
지색으로 변색된 정도이며 표면이 유리질로 변화할 정도의 고온을 받지는 않았다.
청동을 용해하는 1,100℃ 정도의 온도까지 도달하고, 그 온도 가까이에 송풍관이 놓
여 졌다면 표면이 유리질화 되었을 것이다. 상부에서 바람을 보내는 송풍관이 아니
었다면 선단이 꺾인 송풍관의 사용법은 어떤 방법이었을까? 이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에 걸쳐 진행됐던 石井光子(富山大學 藝術文化學部)
의 졸업연구에서 양손으로 조작하는 2개의 가죽제 손풀무를 사용해 송풍하여 20분
정도에 1,200℃까지 온도상승에 성공했다.(石井 2010) 풀무는 사슴의 가죽을 연결하
여 石井이 만들었다. 연료는 작게 나눈 숯을 사용하고, 송풍관은 노천요에서 소성했
던 것을 사용하였다. 爐壁은 고온에 이르러 유리질의 두꺼운 층이 형성되어 마치
실제 출토된 爐壁과 같았다. 주조가 곤란한 순동의 주조에도 성공했다. 지면에 깊
이 15cm 정도의 반구형의 구덩이를 파서 이것을 연소실로 하고, 이 연소실의 저부
에 철봉을 약 5mm 간격으로 복수로 놓았으며 이 철봉 아래에 風室을 만들었다. 꺾
이지 않은 直管의 송풍관을 風室에 삽입했다. 송풍관의 각도가 중요한데, 風室의 저
부에서 비스듬하게 윗 방향에서 바람을 내뿜는 각도가 효과적이었다. 실제의 용해
작업에서는 연소실 주변에 벽돌을 겹쳐쌓고, 연소실을 깊게 해서 연료인 숯이 많이
들어가도록 했다. 용해작업이 끝나면 벽돌을 무너뜨리고, 마지막에는 지면의 구덩
이를 메우기 때문에 용해시의 구조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모르게 되어 버린다. 덧
붙여 이 실험에서는 도중에 풍량을 조정하기 위해 송풍관 앞에 다시 구경이 작은
다른 미니 송풍관을 설치하였다. 先端의 미니 송풍관은 용해작업의 열에 의한 손상
이 심하면 1회 사용으로 폐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설명한 출토된 꺾인 송
풍관은 유리질로 변화할 정도의 고열을 받지 않게 된다. 이러한 공정복원 실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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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문제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고대기법 연구의 유효한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Ⅲ. 한반도의 청동기 주조기술
고대 한반도의 청동기 중에서 그 주조기술에 독자성을 가지는 것으로 異形靑銅器

類가 있다. 이들 기형을 주조하는 기술은 분할된 흙 거푸집과 속틀을 조합해 그 틈
새에 청동을 유입하는 방법으로서 특수한 방법은 아니다. 한반도 청동기의 독자성
은 그 문양의 주조방법과 동일 형태의 1조 제품의 주조방법에 있다. 이형청동기의
문양 특징은 凹部에 凸線이나 凸形을 조합시키는 것이다.
중국 고대의 초기 청동제기는 치졸한 凸線文樣뿐이어서 거푸집면에 공구로 凹線

文樣을 그려 주조해서 반전시킨 凸線文樣이 된다. 이것은 주조품 문양의 원초적인
형상이다. 다음으로 凹線으로 만든 문양이 등장하여 하나의 청동기에 凸線文樣과

凹線文樣의 양쪽이 시문된다. 이 경우, 凸線文樣 구역과 凹線文樣 구역이 별도로 분
리되어 같은 구역에 조합되어 혼재하는 것은 없다. 그 후, 饕餮文 등의 주문양은 凸

形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凹線이나 凹部로 만든 문양이 주류가 되어 凸線
文樣은 사용되지 않게 된다. 겨우 弦文이나 圓圈文이 凸線文으로 남지만 역시 같은
구역에 凹線文樣과 조합되는 것은 없다. 이 경우 凹線으로 만든 문양은 그 凹線 자
체가 만들어진 형태로 표현되는 방법과 凹線을 시문하는 것에 따라서 생긴 형태(凹

線과 凹線 사이에 생긴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청동제기의 내면에 주조된
글자는 凹線으로 문자를 만들기 때문에 前者에 해당한다. 청동제기의 外表面의 문
양은 대부분이 後者이다. 이들 凹線은 溝의 측면이 수직이어서 주조 후에 표면을
연마하는 것에 따라 凹線 측면과 표면의 각은 직각으로 되어 보다 샤프하고 정치한
인상을 준다.

金文은 尊이나 觚 등의 圈足 內面이 연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조 후
의 흔적을 남긴다. 드물게 泉屋博古館(京都) 소장의 龜文尊의 동체 내저부에 있는

凹線의 龜文 주변처럼 연마하지 않은 것도 있다. 이것들은 ①凹線의 가장자리가 볼
록하다 ②완만한 곡선의 凹線이다 ③凹線의 측면은 수직이다 ④凹線의 底面은 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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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매끄럽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물론 작은 예외는 저마다 있다. 金文은 문
자 주변에 있는 段差에서 메워 넣는 형법(별도로 만든 パ―ツ형을 속틀에 메워 넣
는 방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청동기 표면의 문양은 ②, ③, ④의 특징을 가지며
표면을 연마하기 위해 ①의 특징이 없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4개의 특징이
나타나는 방법으로 상온에서 고체의 지방이나 밀랍 등에 끝이 예리한 공구로 凹線
을 그리는 방법을 가능성의 한가지로 들 수 있다. 특히 凹線의 가장자리가 부풀어
져 완만한 곡선이 되는 것은 탄성이 풍부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흙
원틀의 표면에 액체 지방이나 납을 발라 이것이 고체가 된 후에 공구로 직접 凹線
을 조각하는 방법이었다.(三船 외 1993ㆍ1994)
한반도의 이형청동기 중에는 중국 청동제기의 凹線文樣과 유사한 문양이 있다.

凹部의 측면을 수직으로 연마한 표면의 각은 직각으로 샤프하다. 전라남도 대곡리
출토 八珠鈴의 8개의 鈴 표면에 있는 渦捲紋樣은 金文과 같은 완만한 곡선이고, 깊
은 凹線과 凹線 사이에 남은 凸線部로 渦捲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이형청동기의

凹部 측면이 수직으로 샤프한 것은 중국 고대 청동제기의 문양이나 金文과 같이 상
온에서 고체의 지방이나 납에 공구로 凹部, 凹線을 조각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이형청동기 문양은 타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凹部에 凸線과 凸点 등을
조합한 독자적인 구성을 보인다. 청동제기에 보이는 弦文이나 圓圈文 등의 凸線文

樣과 한반도 이형청동기의 조합된 문양은 같은 거푸집 제작공정이다. 흙 원틀 표면
에 상온에서 고체의 지방이나 납을 1mm 정도 두께로 바르고, 공구로 凹部나 凹線
을 조각해 複數의 外型土로 분할하여 凹形을 모사한다. 그 거푸집면에 공구로 凹線
을 새겨 주조하면, 지방이나 납의 凹部, 凹線이 그대로 凹部, 凹線으로 주조되며 거
푸집면에 직접 조각한 凹線은 反轉形의 凸線으로 주조된다. 청동제기는 이렇게 다
른 2개의 문양을 같은 구역에 혼재시키지 않고 떨어진 구역에 나누어서 배치했다.
이형청동기도 같은 순서로 이 2개를 배치했지만, 제기와는 달리 같은 구역에 조합
해서 혼재시켰다. 조합에 의해 타지역에는 없는 섬세하고 특징적인 문양을 주조해
냈다. 거푸집면에 직접 공구로 凹線을 새길 경우, 凹線의 간격이 좁은 장소나 凹部
에서 凹線을 새기기 시작하는 장소에서 거푸집 흙이 붕괴되기 쉽다. 이형청동기에
는 그러한 장소에 많은 거푸집 흙 붕괴가 나타난다. 청동제기는 그것을 피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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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凹部에서 분리된 장소에 간격이 좁지 않은 凹線을 의도적으로 새겼던 것 일지도
모른다.

212

圖1. 傳 竹東里 出土 竿頭鈴
(國立慶州博物館所藏)

圖2. 傳 竹東里 出土 竿頭鈴
(國立慶州博物館所藏)

(左)1號 菱文A (右)2號 菱文A

(左)1號 山形文A (右)2號 山形文B

圖3. 傳 竹東里 出土 竿頭鈴
(國立慶州博物館所藏)

圖4. 傳 竹東里 出土 竿頭鈴
(國立慶州博物館所藏)

(左)1號 菱文B (右)2號 菱文B

(左)1號 山形文B (右)2號 山形文B

東亞文化 8號

圖5. 傳 竹東里 出土 竿頭鈴
(國立慶州博物館所藏)

圖6. 傳 竹東里 出土 竿頭鈴
(國立慶州博物館所藏)

(左)1號 菱文A (右)1號 菱文B

(左)1號 菱文A (右)1號 菱文B

圖7. 傳 竹東里 出土 竿頭鈴
(國立慶州博物館所藏)

圖8. 傳 竹東里 出土 竿頭鈴
(國立慶州博物館所藏)

(左)1號 山形文A (右)1號 山形文B

(左)1號 山形文A (右)1號 山形文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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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9. 傳 竹東里 出土 竿頭鈴
(國立慶州博物館所藏)

圖10. 傳 竹東里 出土 竿頭鈴
(國立慶州博物館所藏)

(左)1號 山形文A (右)1號 山形文B

(左)1號 山形文A (右)1號 山形文B

圖11. 傳 竹東里 出土 竿頭鈴
(國立慶州博物館所藏)

圖12. 傳 竹東里 出土 竿頭鈴
(國立慶州博物館所藏)

(左)1號 山形文A (右)1號 山形文B

(左)1號 山形文A (右)1號 山形文B

東亞文化 8號

圖13. 傳 竹東里 出土 竿頭鈴
(國立慶州博物館所藏)

圖14. 傳 竹東里 出土 竿頭鈴
(國立慶州博物館所藏)

(左)1號 菱文A (右)2號 菱文A

(左)1號 菱文A (右)2號 菱文A

圖15. 傳 竹東里 出土 竿頭鈴
(國立慶州博物館所藏)

圖16. 傳 竹東里 出土 竿頭鈴
(國立慶州博物館所藏)

(左)1號 山形文A (右)2號 山文A

(左)1號 山形文A (右)2號 山文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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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17. 傳 竹東里 出土 竿頭鈴
(國立慶州博物館所藏)
1號(左)와 1號(右)의 수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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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18. 傳 竹東里 出土 竿頭鈴
(國立慶州博物館所藏) 1號 元部

圖19. 傳 竹東里 出土 竿頭鈴
(國立慶州博物館所藏) 2號 元部

圖20. 傳 竹東里 出土 竿頭鈴
(國立慶州博物館所藏) 1號 元部

圖21. 傳 竹東里 出土 竿頭鈴
(國立慶州博物館所藏) 2號 元部

東亞文化 8號

Ⅳ. 竿頭鈴에 대해서
1. 傳경주 죽동리 출토 간두령의 선행연구
전술한대로 최근의 간두령 주조기술에 관한 연구는 宮里(2009)의 보고가 있는데,

岡内(1983)나 李健茂(1992)가 정리한 형상변화(鈴部는 짧은 것에서 긴 것으로 銅丸
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鍔’에서 裾로는 곡선에서 L자로, 문양은 정교한 것에서
조잡한 것으로)를 제시하고 간두령의 문양상태를 비교하였다. 宮里(2009)에 의하면
현재 20가지 예가 알려져 있으며 環狀으로 돌출하는 ‘鍔’을 경계로 위쪽을 ‘身部’, 아
래쪽을 ‘元部’라고 한다. 元部에는 環狀의 ‘耳’가 붙은 것이 있다. 宮里(2009)는 선행
연구에서 20가지 예의 간두령을 3가지로 구분하여 Ⅰa식→Ⅰb식→Ⅱ식(Ⅱa식과 Ⅱb
식)으로 배열하고, 죽동리출토 간두령은 Ⅱb식에 속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宮

里(2009)에 의하면 죽동리출토 간두령은 Stamp를 이용해 문양을 주조했다고 생각하
고 있으며 그것과는 달리 흙에 본 제품을 찍어서 그 틀에 다시 주조하는 법을 필자
(三船2005)가 제안했다는 경위가 소개되었다. Stamp라면 표면에 상온에서 고체지방
을 바른 원틀에 Stamp를 찍었는가, 수분을 포함한 거푸집면에 Stamp를 찍었는가의
문제이다. 前者는 금속제의 Stamp를 적당한 온도에서 지방을 부드럽게 하면서 찍는
다. 또는 조합한 가소성이 높은 지방을 사용했는가의 문제이지만 구석구석까지 凸

部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前者도 後者도 三角凹帶 1개 단위의 Stamp를
1회 눌러서 시문을 완성하는 방법이다. 菱形, 山形의 Stamp를 1개씩 찍어가는 방법
은 後者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는 거푸집면에 三角凸帶를 만들고, 그 위에 Stamp
를 찍는다. 三角凹帶안의 凸線文은 항상 거푸집면에 인두로 조각해서 시문한다. 三

角凹帶 1개 단위의 Stamp에 이미 凸線文이 시문된 경우도 있다. 中國 戰國時代의
거울이나 청동기에는 Stamp文으로 생각되는 같은 형상이 반복되는 문양이 있다. 戰

國鏡이라면 거푸집면은 편평하고 매끄러워서 수분을 포함한 거푸집 흙에 Stamp를
찍어도 거푸집이 망가질 일은 없다. 그러나 간두령의 거푸집면은 큰 곡률을 가진
곡면이다. 여기에 Stamp를 찍을 경우는 이 곡면보다도 더 곡률이 큰 Stamp를 사용
해야하므로 거푸집이 시문 시에 변형되거나 망가지기 쉽다. 가령 변형없이 찍는다
고 해도 平滑面이 아닌 곳부터 그 Stamp의 깊이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며 그 흔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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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품의 어딘가에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Stamp의 특징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
에서 죽동리출토 간두령에 Stamp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필자의 얼마되지 않는 주조기술 경험만으로 고대기법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더 상세한 형상비교를 시도해 죽동리출토 간두령의 시문방법
을 재고하였다.

2. 傳경주 죽동리 출토 간두령의 Stamp사용 검증
傳경주 죽동리출토의 간두령 2개 1조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2개의 형태와
문양은 거의 같다. 신부에는 2개의 三角凹帶 안에 凸菱形과 凸線, 동일한 2개의 三

角凹帶 안에 凸山形과 凸線의 2종류 각 2개, 합계 4개의 三角凹帶文을 가진다. 1조
가운데 색이 진한 청록색을 1호, 색이 연한 녹색을 2호로 하고, 元部의 耳에 가까운
쪽의 菱文을 가진 三角凹帶文을 ‘菱文A’, 元部의 耳에 가까운 쪽의 山形文을 가진 三

角凹帶文을 ‘山形文A’, 菱文A와 대칭하게 위치하는 菱形三角凹帶文을 ‘菱文B’, 山形
文A와 대칭하게 위치하는 山形三角凹帶文을 ‘山形文B’로 본 논문에서는 편의적으로
지칭하였다. 2개의 간두령을 바로 위에서 보고, ‘耳’를 시계의 短針 6시의 위치에 두
었을 때, 短針 4시30분의 위치에 菱文A(圖1), 7시30분의 위치에 山形文A(圖2), 10시
30분의 위치에 菱文B(圖3), 1시30분의 위치에 山形文B(圖4)가 1호와 2호 모두 같은
순서로 배치되었다. 印象評價에서는 각각의 三角凹帶文의 기울기는 같아 보이지만
향후 3차원 레이저 측량으로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1호 문양의 비교와 Stamp사용의 검증
먼저 1호, 2호 각각의 A와 B가 같은 형태인지를 검토했다. 2호의 菱文B와 山形文
B에는 녹이 있어 상세한 문양은 알기 어려우므로 이것들을 비교자료로 삼기에는 어
렵다. 그 때문에 1호에 한해서 菱文A와 B, 山形文A와 B를 비교했다. 三角凹帶 폭의
치수를 사진 상에서 대체로 맞추어 2개의 菱文을 배열해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
지만(圖5), 菱形의 각 변에 흰선을 그으면 그 형태와 위치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圖6) 같은 양상으로 山形文을 비교하면(圖7ㆍ圖8) 菱形 정도의 큰 차이
는 없다. 다음으로 圖8의 A, B의 흰선만을 추출해서 아래에서 네번째까지 山形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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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쳐서 검토했다.(圖8-1) 각각의 山形文의 오른쪽 위 사선이 평행이 되게끔 의도적
으로 겹쳐 山形의 끝부분 각도를 비교했다. 아래에서 네번

1號 A

째는 비슷하지만 그 외는 다르다. 다음으로 B의 4개의 山

1號 B

形文의 흰선과 같은 양상으로 오른쪽 위의 사선이 평행이
되도록 겹쳤다.(圖8-2) 아래에서 첫번째와 네번째, 두번째
와 세번째의 조합이 비교적 유사하다. 이들 흰선의 위치
결정은 山形文에 부착된 거푸집 붕괴의 흔적부분을 무시
하고 가장 먼저 시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山形 외틀의 직선
을 확인하여 흰선을 긋는 방법이다. 1호 山形文A, B의 전
체비교(圖9ㆍ圖10)와 先端部비교(圖11ㆍ圖12)에서도 兩者
는 형상과 위치의 유사점은 없다.
자료를 검토해 보면 1호 A, B의 문양은 三角凹帶 안에
배치된 菱文, 山形文의 형태와 위치가 달라 同形은 아니며

菱文A, B는 차이가 크다. 菱文B 안의 개별 菱形도 형태가
다르다. 山形文B는 유사한 2組가 확인되지만 아래에서부
터 순서대로 組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첫번째와 네번째
가 떨어져서 유사하다. B의 山形文이 2개의 山形Stamp를
아래에서부터 순서대로 사용했다고 생각하기에는 부자연
스럽다. 三角凹帶는 앞으로 폭이 좁아져 서서히 山形은 폭
을 좁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Stamp로 시문할 때에는
많은 Stamp를 만들어야 한다.
이점에서 1호 菱文A, B와 山形文A, B는 각각 三角凹帶
안을 1개의 단위로 한 Stamp 또는 1개의 三角凹帶文 원틀 圖8-1. 1號 山形文AㆍB
(山形文 여덟가지 비교)

에서 문양을 복사한 부분 거푸집을 메워 사용했다고는 생
각할 수 없다. 또한 菱文B에서는 1종류의 菱形Stamp를 三角凹帶 안에서 여러번 사
용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다만, 山形文B는 유사형이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1호의 三角凹帶에 있는 세로의 凸線文은, 菱文A가 9개, 菱文B가 10개인 것과는
달리, 山形文A가 10개, 山形文B가 10개로서 동일하다. 山形文A와 B의 10개의 凸線

文의 개별 각도가 달라서 같은 형태는 아니다. 1호의 문양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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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ㆍ각 A와 B는 형상이 달라서 三角凹帶 안을 1단위로 한 Stamp를 A와 B에 사용하
지 않았다.

ㆍ三角凹帶 안의 菱形은 형상이 달라서 1개의 三角凹帶 안에 菱形Stamp를 사용
하지 않았다.

ㆍ三角凹帶 안의 종횡의 凸線은 각 A와 B를 비교해도 같은 형태는 없으므로 개별
로 거푸집면에 인두 등으로 조각해 시문했다.
2) 1호, 2호 문양의 비교와 Stamp사용의 검증
1호 菱文A와 2호 菱文A를 비교하기 위해(圖13) 흰 선을 그어 검토했다.(圖14) 圖
14를 보면 菱形의 위치와 형상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거푸집면에 인두
로 凹線을 조각할 때에 거푸집이 무너진 형상이 凸形의 附着部가 된 위치 및 형상
과 일치한다. 종횡의 凸線 위치나 각도도 일치한다. 이와

圖8의 네번째 조합

같이 1호 山形文A와 2호 山形文A를 비교하기 위해(圖15)

圖8의 세번째 조합

흰선을 그어 검토했다.(圖16) 여기에서도 菱形文과 같은

圖8의 두번째 조합
圖8의 첫번째 조합

결과가 나타났다. 모두 독자적인 거푸집 붕괴의 흔적은 없
고, 兩者에 공통되는 거푸집 붕괴만이 있다. 凹形의 흔적
은 사진에서는 하얗게 나타나고 대부분이 원형이다. 이것
들은 각각의 주조시에 독자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응고
가스가 제품의 표면에 남아 구멍이나 모래 찌꺼기 등에 의
해 발생한다. 같은 형태의 모래붕괴 흔적이 공통되는 것은
원틀(母型)의 모래붕괴의 흔적이 兩者로 찍어 낸 것을 의
미하고 있다. 즉 원틀에는 미리 三角凹帶 안에 凸菱形, 山

形과 종횡의 凸線이 새기고 그것으로 거푸집을 찍어 냈다.

圖8-2. 1號 山形文 B
(山形文 네가지 비교)

2종류의 Stamp를 만들어 1호의 A와 2호의 A에 같은
Stamp를 찍고, 1호의 B와 2호의 B에 다른 Stamp를 찍으면 1호, 2호의 상황이 된다.
이러한 Stamp 사용의 가능성은 낮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상기의 형상비교에 덧붙
여 이 가능성을 부정하는 방법은 菱文1호 A와 2호 A, 山形文1호 A와 2호 A, 菱文1호
B와 2호 B, 山形文1호 B와 2호 B의 三角凹帶文 4조만의 위치를 3차원 레이저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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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비교하는 것이다. 모든 조건이 같은 위치에 배치되어 있으면 Stamp가 아니라
원틀에 이미 시문 된 4개를 거푸집으로 모사해서 주조했다. 소위 원틀(母型)에서 만
들어진 2개의 형제제품 관계라고 단언할 수 있다. 다른 것이 있다면 Stamp의 가능
성을 재고해야 한다.
3) 傳경주 죽동리 출토 간두령의 주조방법
이미 서술했던 것처럼(三船, 2005ㆍ2007) 2개 1짝의 간두령은 원틀(母型)에서 거
푸집을 2개 모사해서 주조한 형제제품일 가능성이 극히 높다. 2개의 치수를 비교하
면(圖17), 圖17에 있는 화살표만을 뽑아서 비교한 ①, ②, ③은 사진의 오차나 연마
차이 등을 고려하면 같은 치수로, 전술한 2개의 Stamp를 사용한 방법일 가능성은
낮아진다. ④에 큰 차이가 있어 鍔이 없이 시문된 母型에서 신부를 2개 또는 4개의
거푸집으로 분할하고, 元部를 2개의 거푸집으로 분할한 합계 4개나 6개의 거푸집
분할법에 따라 ④의 차이가 생긴 원인이 설명가능하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부를 2개 또는 4개로 분할하는 거푸집을 만든다. 이 거푸집의 元部 가까이의 단
에는 鍔윗면의 형태를 만든다. 이 형태 위에 흙을 붙여서 鍔의 형태를 만든다. 元部
와 鍔의 아래 면을 모사한 거푸집을 2분할로 만든다. 거푸집을 제외한 鍔의 흙을 제
거하고 속틀을 만들어서 주조한다. 이 방법에 따라 치수는 같아져 A와 A, 또는 B와
B의 문양은 1호와 2호로 같아지며 문양의 위치도 1호 A와 2호 A, 1호 B와 2호 B로
같게 된다. 鍔의 형태와 위치가 1호와 2호로 다른 형상이 된다.
또한 元部의 문양을 비교하면(圖18ㆍ圖19) 같은 형태 및 위치에 거푸집 붕괴 흔
적이 있어 원틀(母型)을 주조할 때, 이 흔적을 똑같이 모사한 형제제품인 것을 나타
내고 있다. 원틀(母型)은 靑銅製, 錫製, 鉛製 등으로 생각되지만 단언하기는 어렵다.
원틀(母型) 문양의 시문방법 검증은 사실 어렵다. 1호, 2호 모두 三角凹帶 안의

菱形이나 山形의 윗면은 신부의 곡면에 따라 거의 어느 위치에 있어도 거의 같은
높이가 된다. 이것은 三角凹帶의 底面이 신부곡면에서 균일한 깊이가 되었다는 것
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1호, 2호 각 4개의 三角凹帶의 깊이는 거의 같게 맞추어
져 있다. 이것은 거푸집면에 鑄型土로 三角凸帶를 쌓아 그 안에 菱形이나 山形을
움푹 패이게 한 것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흙 원틀에 상온에서 고체지방을 발라 菱形
이나 山形 주변의 지방을 제거한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유는 前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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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한 두께로 맞추어서 4개의 三角凸帶를 만드는 것이 곤란하다고 예상되기 때문
이다. 後者의 방법은 가열해 녹인 지방에 흙으로 만든 원틀을 담구어 균일한 두께
로 지방이 부착되는 것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다. 이것은 형상검증에 의한 것이 아
니라 어디까지나 추측에 의해서이다. 凸線은 거푸집면에 凹線을 조각해 주조하였지
만 凹線과 凹線의 사이나 혹은 菱形이나 山形에서 凹線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모래
붕괴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주조된 鍔이 없이 시문된 身部와 元部의 청동제품을 원틀(母型)로 해서
전술한 순서로 鍔이 붙은 거푸집을 만들었다. 이렇게 원틀에서 거푸집을 모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문양은 약간 흐릿하게 된다.
1호보다도 2호쪽 鍔의 위치는 높은데 이것이 큰 차이인 것은 이미 서술했다. 다
른 하나의 큰 차이점은 1호 元部의 耳 반대 측 文樣帶만이 上下로 어긋나 있는 점이
다.(圖20ㆍ圖21) 耳側은 1호, 2호 모두 어긋나지 않았다. 원인은 사립이 적고, 점도
가 높은 鑄型土가 물을 포함해서 부드러워져 원틀에서 떼낼 때에 변형된 것으로 설
명하는 것 이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은 기존에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다.(三船
2007ㆍ2005)

Ⅴ. 맺음말
거푸집면에 문양을 복수로 Stamp하면 같은 문양을 만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매회 누르는 각도나 깊이가 미세하게 다르다. 거푸집면에 Stamp를 찍으면 매회 같
은 깊이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검토했을 경우, 깊이가 같은 것은 Stamp가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고안에 의해서 같은 깊이로 매회 Stamp
를 찍을 수 있다고 하는 ‘극히 낮은 가능성’을 무시해야만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또
한 Stamp는 같은 문양을 복수로 만든다고 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대부분 다
른 Stamp를 1회씩 사용하는 방법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으면 고찰의 폭
을 확대해야 한다. 신중한 검증은 될 수 있지만 물적증거를 갖출 수 없다면 그 이상
의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없다. 주조기법 검증에 있어서 거푸집을 파괴하고 파기하
는 것이나 제품을 연마하는 것으로는 극히 낮은 가능성을 부정할 수 있는 물적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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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수집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극히 낮은 가능성을 무시하면 형상의 유사와 차이에서 죽동리출토 간
두령 1호, 2호의 주조에는 Stamp를 사용하지 않고 주조로 만든 금속제 鍔이 없는 원
틀(母型)에서 거푸집을 모사해서 주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 1호, 2호
의 원틀(母型) 주조에도 Stamp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형상비교를 통해서 고찰한 본 논문의 결과는 필자가 기보고한 결과(三船 2007ㆍ
2005)와 동일한 결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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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Ancient Cast Technique and Verification
of the Stamped Pole-top Bell Excavated in
Jukdong-ri Site
Mifune Haruhisa
A Cast that is different from the technique using one material before finishing, goes
through various processes-frame, mold, cast and grinding. Its material of previous
work is broken. Completing mold, the frame is unnecessary. Next, after casting, the
mold is broken, the production is taken out. Because the previous materials are
disused or broken, the production method of ancient mold isn't handed down.
There are about 100 molds of the bronze mirror, at early Han dynasty, excavated
in Qiguogucheng, Linzi, Shandong province, China after 1977. Almost unbroken mold
was identified, its structure injecting bronze also is identified. Many light molds of
density 1g/㎤ or below and without sand, float on the water, this type is proved to
mix the ash burning rice husks with clay. The method preventing sand from breaking
when a pattern is inscribed and transforming or cracking because of heating
expansion are devised. The molds excavated in Qiguogucheng, Linzi are very
important remains in the research of ancient casting technique.
The ancient bronze ware in korean peninsula is unique because of patterns with
intaglio and relief line on the same part. The scroll of shaman tool with eight bells
excavated in Daegok-ri is same to the pattern of ancient chinese bronze ware and
technique to use solid-fat at the normal temperature like a bronze epigraph.
There are 4 pattern zones-2 diaper and 2 triangular patterns in order-on pole-top
bell excavated in Jukdong-ri, Gyeongju. Each 4 triangular pattern zones of 2 pole-top
bells are same. I think that these patterns are cast using stamp. But there is no
characters-pattern is a same depth or different angle and depth of stamp. I don't
conclude that it is possible to stamp with same angle and depth but try to com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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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patterns to examine a use of stamp again. As a result, I think that one set of
2 pole-top bells excavated in Jukdong-ri are twins made by cast method of divided
mold. But I suggest to verify whether the same patterns are placed on same situation
or not though 3 Dimensional Laser Survey Map. If they are placed differently, the
pole-top bells will be used by high possible stamp or if they are in same situation,
they will be twins.

Key words : production method of ancient mold, burning method of ancient mold,
ancient dissolution method, one set of two bronze wares, cast method
of divided m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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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代铸造技术研究和竹東里出土竿頭鈴的Stamp使用验证
三船温尚
铸造异于到产品完成为止持续使用单一材料的技法，需要模型、模子、鋳造、研磨
的工序，除掉前工序的材料。模子完成后，不再需要模型，铸造后打碎模子取出产
品。因为是如此伴随留下技法痕迹的资料的废弃或伴随破坏的工序，古代铸造技法至
今仍有很多不明确的地方。
从1997年为止开始在中國山東省臨淄齊國故城发现的前汉代镜子模子目前约达100
件。还发现很接近原形的模子，阐明了注入青铜的结构等。还有不包括沙粒也能在密
度1g/㎤以下飘在水面的模子，被判明为粘土里混合了烧了米糠的灰。而且研制了刻纹
样时沙子不会崩塌的工法或防止因加热膨胀引起的变形或龟裂的工法。臨淄齊國故城
的模子群在古代铸造技术的研究上成了十分重要的发现。
韩半岛的古代青铜器是把異形靑銅器的凹線和凸線在同样区域上组合的纹样，具有
独立性。另外，在大谷里出土的8件八珠鈴的渦捲文类似于古代中国青铜祭器的纹样或
金文在上温利用固体脂肪的技法。
两个一组的伝慶州竹東里出土的竿頭鈴两边身部均有菱形的三角凹帶纹两种两个和
山形的三角凹帶纹两种两个，一共有4个文樣帶，并依次配置在4等分的位置上。两个
竿頭鈴，各四个三角凹帶文是同样形状。认为这些纹样利用Stamp铸造的，可是纹样
是相同的深度，未发现盖Stamp时的角度或深度不同的特点痕迹。虽可能断定在同样
角度下，用相同的深度盖Stamp的可能性，为了再次验证Stamp的使用可能性，进行了
对各纹样的详细的形状比较。结果，认为两个一组的竹東里出土的竿頭鈴在没有鍔的
金属制的模型(母型)，很有可能用分割模子复印纹样等形状，铸造两个的兄弟产品，
有必要通过三维雷射测量度的比较，验证相同形状的纹样是否位于相同的位置上。若
位于不同位置上，则很有可能是Stamp，若位于相同位置，则很有可能是上述兄弟产
品。
主题字 : 古代模子制作法，古代模子烧成方法，古代溶解方法，2件1组青铜器，模子
分割铸造技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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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代鋳造技術研究と竹東里出土竿頭鈴のスタンプ
使用の検証
2)三船温尚*

要 約
鋳造は１つの材料を完成まで扱い続ける技法とは異なり、原型、鋳型、鋳造、研
磨と工程が進みながら前工程の材料を捨てて行く。鋳型が完成すれば原型は不要と
なり、鋳造すれば鋳型を壊して製品を取り出す。このように技法の痕跡を残す資料
の廃棄や破壊を伴う工程であるために、古代鋳造技法は今も不明な点が多い。
1997年から中国山東省臨淄斉国故城で発見が始まった前漢代の鏡鋳型は現在、約
100点に及ぶ。ほぼ完形に近い鋳型も発見され、青銅を流し込む仕組み等が解明され
た。砂粒を含まず、密度1g/cm3以下で水に浮く軽い鋳型も多数あり、粘土に籾殻灰
を混入したことが判明した。文様を彫るときに砂崩れしないことや、加熱膨張での変

形や亀裂発生を防ぐことの工夫が為されていた。臨淄斉国故城の鋳型群は古代鋳造
技術研究の上で極めて重要な発見となった。
韓半島の古代青銅器は、異形青銅器の凹線と凸線を同一区域に組み合わせる文様
に独自性がある。その一方で、大谷里出土の八珠鈴の8つの鈴にある渦巻き文は、古

代中国の青銅彝器の文様や金文の、常温で固体の脂肪を用いた技法に類似する。
2個1対の伝慶州竹東里出土の竿頭鈴は、双方ともに、身部に菱形の三角凹帯文2種

類2個と山形の三角凹帯文2種類2個の合計4つの文様帯をそれぞれに持ち、4等分の位
置に同じ順番で配置している。2個の竿頭鈴のそれぞれの4つの三角凹帯文は同形で
ある。これらの文様はスタンプを用いて施文し鋳造したと考えられていたが、文様は

同じ深さの文様であり、スタンプを押す時の角度や深さが異なる特徴的な痕跡は無

* 富山大学藝術文化學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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かった。同じ角度で同じ深さでスタンプを押す可能性は無いと断定できず、スタンプ

使用の可能性を再度検証するために、各文様の詳細な形状比較をおこなった。その
結果、2個1対の竹東里出土の竿頭鈴は、鍔のない金属製の原型(母型)から分割鋳型で
文様などの形を写し取り2個を鋳造した兄弟製品である可能性が高いと考えられる
が、三次元レーザー測量図の比較により同形文様が同位置にあるのかどうかを検証
する必要がある。異なる位置にあればスタンプの可能性が高まり、同位置なら上記
の兄弟製品の可能性が高まるだろう。
キーワード：古代鋳型製作法、古代鋳型焼成方法、古代溶解方法、2個1対青銅器、

鋳型分割鋳造技法

Ⅰ．はじめに
鋳造技法は他の製作技法に比べ、扱う材料や工程が劇的に変化しながら、製品完
成へ至る。鋳型では、｢石｣あるいは｢粘土｣、｢砂｣、｢水｣、｢熱｣を扱う。溶解では、
｢金属｣、｢燃料(炭)｣、｢風｣、｢熱｣を扱い、仕上げでは｢砥石｣を扱う。特に、鋳型作り
と溶解方法の痕跡は青銅遺物に直接残らないため、これまでに多くの研究を重ねて
きたにも関わらず、今も不明な点が多い。技術発生や変遷、伝播、あるいは地域の

技術展開を検討するうえで、この鋳型作りと溶解方法研究が重要であることは言う
までもない。

韓半島の青銅器には、中国や日本列島にない独自の形態や文様を備えたものがあ
る。本論では、これまで韓国内の博物館で調査した幾つかの青銅器の中から、国立

慶州博物館が所蔵する伝慶州竹東里出土の竿頭鈴2個1対について、その文様の鋳造
技術を考察してみたい。
鋳造技術の解説を鋳造技術者である筆者がおこなうと、専門用語の多用と言葉不
足で、鋳造を体験したことがない人には十分伝わらないことが多い。本論は日本語
を韓国語に翻訳するため、さらに分かりづらくなると思われ、なるべく平易な表現に

努めたい。現代の鋳造技術者が古代の鋳造技術を考察する場合、現代の鋳造の常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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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古代を見てしまうため、重大な判断間違いをすることがある。筆者も古代鋳造技

法研究を始めた頃には、多くの間違いを犯した。その後、現代よりも古代のほうが
技法の幅が広かったことが徐々に分かり、多角的な視点で調査資料を収集すること
を心がけるようになった。

伝慶州竹東里出土の竿頭鈴の文様はスタンプによるという考えがこれまでの通説
であったことを宮里(2009)の研究報告によって近年知った。筆者がこの1対の竿頭鈴
を調査した時に、技術者の直感で、文様はスタンプではないと結論付け、スタンプで
あったか否かの検証を十分に試みていなかった。本論はその報告(三船2005、三船
2007)について｢再考｣を試みるものである。

竿頭鈴のスタンプ使用を検討する前に、現在の古代鋳造技術研究の状況について
その概要を先ず述べる。

Ⅱ．古代鋳造技術の概要
古代の鋳造は、｢鋳型作り｣、｢鋳型焼成｣、｢溶解｣、｢注湯｣、｢研磨｣か、｢原型作
り｣、｢鋳型作り｣、｢鋳型焼成｣、｢溶解｣、｢注湯｣、｢研磨｣の手順で行われる。前者は

鋳型材を直接彫って鋳型を作る方法で、後者は最初に原型を作り、原型から鋳型を
作る方法である。これらの工程について、各項目に分けて整理する。

1. 原型と鋳型作り
上記の前者は、擦り合わせた石や土を彫り窪めて鋳型を作る方法で、2枚の外型
か、2枚の外型と中型から成り、銅剣、銅戈、銅矛などの鋳造がある。この方法の場

合、外型は石か土であるが中型はほとんどが土である。
後者は、土や木などで原型を作り、それから1個以上の土の外型で分割する方法で
ある。原型から外型を分割した後に、原型を削って中型として使用する場合、原型
の材質は鋳型土である必要がある。中型に転用できない木で原型を作った場合、外

型の鋳型面に土を詰めて中型を作り、製品の厚さ分を削る。原型が木で外型が複数
個の場合には、それぞれの外型の鋳型面に土を詰めてそれらを粘土汁で貼り合わ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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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接着して)中型を一体化し、鋳造の肉厚分削る方法がある。前者の石型に中型を入
れる場合も、同じである。では、この中型を貼り合わせる方法と、土原型を削って中

型とする方法を、青銅遺物から見極められるかと問われれば、否である。
銅矛を例にこの中型の作り方を考えてみる。中型が製品内に残る場合は、銅矛の
中型を合わせたと思われる位置を仔細に観察し、中型貼り合わせの粘土汁層の有無
を持って決着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予想することはできる。以前、この粘土汁層に着

目して北部九州出土の大型銅矛の中型土を観察したことがある。結果、その銅矛に
は中型を接着した証拠となる粘土汁層は無かった。このことから、北部九州銅矛の

中型は貼り合わせ方法ではなく、2枚の石型を合わせた穴に外から中型土を詰め込ん
だと結論付けることは尚早である。中型の貼り合わせを粘土汁で行うのは現代に残
る日本の伝統技法の工房においてである。現代技法と銅矛の鋳造技法の違いは中型

土の質である。現代技法の方が中型土の砂粒は粗い。生産効率の面から、現代技法
では鋳造後、製品内部から短時間で中型土が取り出せるよう、崩壊性を高めるため

砂粒を粗くする。こういった土を鋳型面に中型土として貼り付けて合わせる場合、
鋳型を垂直に立てるため、水分量が多ければ崩れ落ちる。そのために水分量を少な
くする。水分量が少ない土を接着するには接着面に粘土汁を塗らなければ接着しな
い。しかし、製品から中型土を短時間で抜き取る必要がない場合は、粘度の高い土
を使う。粘度が高ければ、水分量が多い土を鋳型面に貼り付けても、合わせるとき
に崩れ落ちることはない。粘度が高く水分量が多ければ、接着面に粘土汁を塗らな
くても充分に接着する。こうすれば接着部分に接着痕跡が残らない貼り合わせ方法
となる。細い先端まで作られた銅矛の中型の作り方を幅広く予測すれば、細い先端

部分は貼り合わせ法で、手前は外型を合わせた穴からの詰め込み法という複合方法
も考えられる。また、油などの離型材を鋳型面に塗り、石型を合わせた穴から、細
かい砂粒で作った中型土をドロドロに水溶して流動性を高めて流し込む方法も考え
られる。乾燥して固まれば、少し縮まるだろうが更に中型土を詰め込み、棒などでつ
き込めば問題ない。

石型の場合と、木の原型から土型を作った場合の、中型の作り方を、銅矛を例
に、可能な限り推測した。現代技法を援用して古代技法を考察する手法には、常に

危険が潜んでいる。現代技法を援用して古代技法を正しく結論づけ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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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は、現代技法の範囲に含まれる古代技法の部分のみである。しかし、古代技法は

現代技法の範囲を超えた部分のほうがはるかに多いと思われるのである。

2. 鋳型の材質
これまでの考古学における土型の考え方は、真土(まね)と呼ぶ一度焼成した砂(土)
を篩い分けて、それに粘土を混ぜた鋳型土を基準にしている。日本では現在かろう
じて美術大学などにこの真土型技法は残っている。産業としてこの技法を用いて銅

像や容器を鋳造する工場はこの10年間でほぼ姿を消した。出土した鋳型の中には真
土型に類似するものも少なくはないが、古代技法考察に真土型鋳造法を援用するこ
とだけでは、正しくないということが、近年の中国山東省臨淄斉国古城の漢代鏡鋳

型の出土発見によって分かってきた。山東省から出土した100点近い数の鏡鋳型は、
どれも砂粒を含まず軽い。真土鋳型とは明らかに異なる質である。分析によって、二

酸化珪素とプラントオパールが含まれ、粘土に籾殻灰を混入したことが分かった
(劉、趙ほか2005)。中には密度1g/cm3以下で水に浮く軽いものも多くあった。おおよ
その体積比で、粘土1に対して籾殻灰3ほどの比率で混ぜ合わせれば、焼成したとき
に密度は出土鏡鋳型と同じように1g/cm3以下になることが実験によって分かった(三

船、白ほか2009)。山東省で出土した鏡鋳型は、この材料を固め、それを彫って作っ
ている。砂粒を混ぜると彫る時に砂崩れを起こすため、精緻な文様が作れない。その
ために砂を混ぜない鋳型を使用したと考えられる。粘土だけで作った鋳型は焼成で

収縮、変形などが起こり、焼結すれば硬すぎる質になる。注湯時の熱急膨張で割れ
ることもある。そのために、一般的には砂(真土)や若干の植物繊維を混入し、鋳型に

適した質に作り変える。粘土に灰だけを大量に混入するという方法は、現代の真土
鋳型の粘土と砂を混ぜる作り方に囚われていると考えつかなかった方法である。実際
に粘土と灰で鋳型を作り鋳造実験すると、この材質の優れた点が分かる。砂崩れが

少ない、焼成の熱に強い、熱の急膨張に強い、強度が高いなどを実感し、粘土に砂
(真土)を混入する真土鋳型の援用だけでは古代技法を解明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気づ
いた。この他にも、現代の鋳造技術の常識では計り知れない材料を古代に使ってい
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いを持って研究することが重要だと考え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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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蝋の使用
外型を分割しない方法として、蝋で原型を作る方法がある。この場合は、外型は
間違いなく土である。蝋原型から蝋が型の外に流れ出る道を作り、土で全体を包ん
で鋳型は完成する。一般的に蝋型鋳造では分割しないので、型合わせの鋳バリや段

差線は製品に発生しない。
現代技法では、鋳型は分割する型か分割しない型に別れ、蝋は分割しない型の原
型に用いるというのが一般的である。ところが、この一般的な考えで古代技法を説
明しようとすると、説明できない部分が現れる。最も顕著なものに、中国商周代の
青銅彝器の文様や金文の鋳造方法がある。これらの青銅器には外型を複数個に分割
した痕跡線があり、分割型であったことが確認できる。しかし、文様をみると文様を

形作る凹線の溝の側面はほぼ垂直に切り立っている。こういった垂直に切り立った
凹線が青銅器表面の曲面全面に配置されている。土原型表面にこういった凹線を土
で施し、それに鋳型土を押し付けて剥がして文様を写し取ることは不可能に近い。

物理的に困難である。鋳型土を剥がすときに、ほとんどの鋳型土は凹線の中にちぎ
れて残るであろう。文様を写し取ることが可能であるとすれば、鋳型材に弾力性があ
り、いわばゴムのような質の場合である。ゴムのような質で高温の青銅鋳造に耐えら
れる型は現代でも使われていない。そうすると、中国商周代の青銅彝器の文様は原

型に鋳型土を押し付けて剥がし取る方法ではなく、蝋に凹線の文様を彫りこみ、そ
こに鋳型土を押し付けて加熱して蝋を液化して鋳型を作る方法であったと考えられ
る。したがって、土原型の表面に蝋を塗って文様を描き、複数の分割鋳型を作った

後に、加熱して外型を剥がしたことになる。現代ではほとんど使われていない ｢鋳型
を分割する蝋型鋳造法｣が古代中国の青銅彝器に使用さ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のであ
る。

蝋型鋳造の蝋は、ミツバチの腹部から分泌される蜜蝋を用いると考えられている
が、｢常温で固体․低温で液化する脂肪｣であれば何でも原型に使える。蜜蝋の他に
は、松や杉の樹脂、ハゼの木の実、昆虫蝋、植物蝋、牛や豚の脂など原型に使える
ものは多い。これらを様々な比率で混ぜ合わせれば、目的に応じた質が入手できる。
また、これらに常温で液体の植物油や魚油を加えれば軟質になり、無限にその質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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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ントロールできる。筆者もまだ試したことはないが、こういったものに灰や微粉土
などを混ぜればさらに違った特徴を持った質になるだろう。

青銅彝器の内面に鋳造された金文(銘文)も、文様と同様に凹線の側面は垂直面で
あり、蝋のようなものを使ったと考えるべきである(三船ほか1993、三船ほか1994)。

4. 鋳型焼成
土型は粘土で砂粒を粘結する。砂粒の大きさや粘土との比率によってその質は異
なり、鋳工は経験的に使い分ける。このように土で作った鋳型は乾燥し焼成するの
で陶製鋳型とも呼ぶ。土鋳型の粘土中の自由水分や粒子表面に吸着した水分が180℃

付近から除去され粘土粒子が密着し強度が高まる。さらに加熱し700℃付近で結晶水
が除去されはじめ、やがて焼結し素焼きとなる。注湯時の強度だけを求めるなら乾燥
だけでも十分である。しかし、青銅が流れる鋳型面に粘土中の水分(結晶水)が残って
いると、流し込んだ高温の青銅と水分が反応してガスを発生させる。このガスは鋳型

外に全て放出されることはなく、多くは製品の表面に窪みを作る。したがって、注湯
前の鋳型焼成は製品の良し悪しを決める極めて重要な工程となる。融点が232℃の錫
の注湯なら、土型を同じように700℃以上で焼成する必要はない。乾燥だけでも欠陥
が出ないこともある。同じ青銅でも銅95％、錫5％の融点が高いものなら、通常以上
に高温で長時間焼成しても欠陥が発生することもある。銅70％、錫30％の青銅なら

通常以下の焼成でも欠陥は出ない。このように、融点が低い金属なら鋳型焼成は低
い温度でも良いが、融点が高ければ鋳型焼成も高い温度で長時間を要する。鋳型焼

成温度をより高温にすれば十分に焼成できるが、高温になれば鋳型面に亀裂が発生
し、製品に鋳バリができる。鋳型面を適温で焼成して亀裂が発生しない方法を習得
することは古代の鋳工にとって重要であったと思われる。また、粘土の種類によって
も、熱に強い種類、粘結力が強い種類など様々で、陶製鋳型に適した粘土を使うこ
とは最も重要である。

石型の焼成は土型よりも厄介である。土型と同じように焼成によって結晶水を除
去しなくてはならないが、結晶水除去温度は含有する鉱物によって異なる。石英や
長石は、それ自体に結晶水を含まないため100℃で自由水分は除去される。しか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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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英粒や長石粒周辺にある他の様々な結晶水を含む鉱物それぞれの固有の除去温度
に到達しなければ石型の結晶水は除去されない。滑石は軟らかい質で、焼成も簡単
だと思えるが、870℃で結晶水除去が始まり950℃で完全に除去が終了するという報

告があり、土型の焼成温度よりも高い(三船2009)。
焼成は、鋳型を合わせて型外表面から鋳型面に700℃を到達させる、いわば丸焼き
の方法がある。他には、鋳型を合わさないで鋳型面表面だけを焼成する方法があ
る。後者の方が焼成に用いる燃料は少なくて済む。石型の焼成は後者の方法が主で
あろう。土型や石型の鋳型面には、微粉土、炭粉などを水溶した「塗型材」を塗る
ことが一般的である。この塗型材に粘土汁を加えれば、この結晶水を除去する焼成
は必要となる。塗型材は鋳型面を滑らかにし、製品表面も滑らかにする目的があ
る。ほかの目的として、塗型材を塗って石型の鋳型面を保護し、石型を複数回使用
することもある。焼成した塗型材のさらに上に、油を塗って注湯することもあり、こ
れも鋳型面の保護であろう。

5. 溶解方法
鋳型の分割方法については青銅製品に残る鋳バリ跡などの様々な痕跡から推測す
ることはできる。しかし、製品に直接的に残らない溶解方法の推測は難しい。古代
の溶解方法を推測する手がかりは、鋳造遺構、炉壁跡、羽口などがある。日本列島
では先端の曲がった弥生時代の羽口が出土している。この曲がりを見ると炉の上部
から送風する形状のように思えるが、実際の羽口は僅かに先端が橙色に変色してい
る程度で、表面がガラス質に変化するまでの高温を受けていない。青銅を溶解する
1,100℃程度の温度にまで達し、その温度の近くに羽口が置かれたのなら、表面はガ
ラス質になるはずである。上部から風を送る羽口でなかったのなら、先の曲がった羽

口の使い方はどのような方法だったのか、十分に検討されていない。
2009年11月から2010年2月にかけておこなった石井光子(富山大学芸術文化学部)の

卒業研究において、両手で操作する2つの革製手鞴を使って送風し、20分ほどで1,200
℃までの昇温に成功した(石井2010)。鞴は鹿の革を縫って石井が作った。燃料は小さ
く割った炭を使い、羽口は野焼きで焼成したものを用いた。炉壁は高温になりガ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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ス質の厚い層ができ、まるで実際に出土する炉壁のようであった。鋳造が困難な純

銅の鋳造にも成功した。地面に深さ15cmほどの半球形の窪みを掘り、これを燃焼室
とし、この燃焼室の底部に鉄棒を約5mm間隔に離して複数本ならべ、この鉄棒の下
に風室を設けた。先の曲がっていない直管の羽口をこの風室に差し込んだ。羽口の

角度が重要で、風室の底部に斜め上方向から吹き付けるような角度が効果的であっ
た。実際の溶解作業では、燃焼室の周辺にレンガを積み重ねて、燃焼室を深くし燃

料の炭がたくさん入るようにした。溶解作業が終わるとレンガを崩し、最後には地面
の窪みを埋めるので、溶解時の構造がどのようなものであったのかは、分からなく
なってしまう。なお、この実験では、途中で、吹き出す風量を調整するために羽口の

先にさらに口径の小さな別のミニ羽口を取り付けた。先端のミニ羽口は溶解作業の
熱による損傷が激しいのであれば1回使用で廃棄することになる。こうすれば出土す
る先の曲がった羽口はガラス質に変化するほどの高熱を受けないことになる。こう
いった工程復元実験は現実的な問題を気づかせてくれ、古代技法研究の有効な手法
の一つといえる。

Ⅲ．韓半島の青銅器の鋳造技術
古代の韓半島の青銅器のなかでその鋳造技術に独自性を有するものに異形青銅器
類がある。これらの器体の形を鋳造する技術は、分割する土鋳型と中型を組み合わ
せてその隙間に青銅を流し込む方法であり、特殊な方法ではない。韓半島青銅器の

独自性は、その文様の鋳造方法と同形一対製品の鋳造方法にある。異形青銅器の文
様の特徴は、凹部に凸線や凸形を組み合わせることである。
中国古代の初期の青銅彝器は稚拙な凸線文様のみであり、鋳型面に工具で凹線文
様を描き鋳造して反転凸線文様となる。これは鋳造品文様の原初的な形状である。
次に、凹線で作る文様が登場し、一つの青銅器に、凸線文様と凹線文様の両方が施
される。この場合、凸線文様の区域と凹線文様の区域が別に分けられ同じ区域に組
み合わされて混在することはない。その後、饕餮文などの主文様は凸形で作られる場

合があるが、凹線や凹部で作る文様が主流となり凸線文様は使われなくなる。僅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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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弦文や円圏文が凸線文として残るが、やはり同じ区域に凹線文様と組み合わせる
ことはない。この場合の凹線で作る文様は、その凹線自体が作る形で表現する方法
と、凹線を施すことによってできる残りの形(凹線と凹線の間にできる形)で表現する

方法がある。青銅彝器の内面に鋳造される金文は凹線で文字を作るため、前者であ
る。青銅彝器の外表面の文様は多くが後者である。これらの凹線はその溝の側面が

垂直で、鋳造後に表面を研磨することにより凹線側面と表面の角は直角となり、よ
りシャープで精緻な印象を与える。

金文は、尊や觚などの圏足内面が研磨されないことから、この部分に鋳造後の痕
跡を残す。稀に、泉屋博古館(京都)所蔵の亀文尊の器身内底部にある凹線の亀文周
辺のように未研摩のものもある。これらは、①凹線の縁に盛り上がりがある、②なだ
らかな曲線の凹線である、③凹線の側面は垂直である、④凹線の底面は平滑であ
る、という共通する特徴がある。もちろん小さな例外はそれぞれにある。金文は、金

文周辺にある段差から、埋け込み型法（別に作ったパーツ型を中型に埋め込む方
法）で為されていることが分かる。青銅器表面の文様は、②、③、④の特徴を持ち、
表面を研磨するために①の特徴が消されているのであろう。これら4つの特徴が現れ
る方法として、常温で固体の脂肪や蝋などに、先の細い工具で凹線を描く方法が候

補にあがる。特に凹線の縁が盛り上がり、なだらかな曲線となるには、延展性に富む
物質を用いなければならない。すなわち、土原型の表面に液体の脂肪や蝋を塗り、
これが固体のなった後に工具で直接凹線を彫る方法であった(三船ほか1994、三船ほ
か1993)。

韓半島の異形青銅器のなかには、中国青銅彝器の凹線文様に類似する文様があ
る。凹部の側面が垂直で研磨した表面との角が直角でシャープである。全羅南道の

大谷里出土の八珠鈴の8個の鈴表面にある渦巻文様は、金文のようになだらかな曲線
で、深い凹線と凹線の間に残る凸線部で渦巻きを表現している。こういった異形青

銅器の凹部側面が垂直でシャープなものは、中国古代青銅彝器の文様や金文と同じ
ように、常温で固体の脂肪や蝋に工具で凹部、凹線を彫って作ったと考えるべきだ
ろう。

韓半島の異形青銅器の文様は、他地域に見られない凹部に凸線と凸点などを組み
合わせる独自の構成が見られる。青銅彝器に見られる弦文や円圏文などの凸線文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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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韓半島の異形青銅器の組み合わせ文様は、同じ鋳型製作工程である。土原型表

面に常温で固体の脂肪や蝋を1mm厚さほど塗り、工具で凹部や凹線を彫り、複数個
の外型土で分割して凹形を写し取る。その鋳型面に工具で凹線を彫って鋳造すれば

脂肪や蝋の凹部、凹線がそのまま凹部、凹線で鋳造され、鋳型面に直接彫った凹線
は反転形の凸線に鋳造される。青銅彝器はこの異なる2つの文様を同じ区域に混在さ
せず、離した区域に分けて配置した。異形青銅器も同じ手順でこの2つを配置した
が、彝器とは異なり同じ区域に組み合わせて混在させた。組み合わせることによっ
て、他地域には無い繊細で特徴的な文様を鋳出した。鋳型面に直接工具で凹線を彫
る場合、凹線の間隔が狭い場所や凹部から凹線を彫りはじめる場所で鋳型土が崩れ
やすい。異形青銅器にはそういった場所に多くの鋳型土崩れが見られる。青銅彝器
はそれを避けるために、凹部から離れた場所に、間隔の狭くない凹線を、意図的に

彫ったのかもしれ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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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竿頭鈴について
1. 伝慶州竹東里出土竿頭鈴の先行研究
前述の通り近年の竿頭鈴の鋳造技術に関する研究は、宮里(2009)の報告があり、岡
内(1983)や李健茂(1992)が整理した形状変化(鈴部は短いものから長いものへ、銅丸は
小から大へ、｢鍔｣から裾へは曲線からL字へ、文様は精から粗へ)を示し、竿頭鈴の文
様状態を比較している。宮里(2009)によると、現在20例が知られ、環状に突出する
｢鍔｣を境に上方を｢身部｣、下方を｢元部｣とする。元部には環状の｢耳｣がつくものが
ある。宮里(2009)は、先行研究で20例の竿頭鈴を3区分しⅠa式→Ⅰb式→Ⅱ式(Ⅱa式
とⅡb 式)と配列し、竹東里出土竿頭鈴はⅡb 式に属すことを紹介している。宮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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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により、竹東里出土竿頭鈴はスタンプを利用して文様を鋳造したという考えが
あり、それとは異なる踏み返し法を筆者(三船2005)が提案したという経緯が紹介され
た。スタンプならば、表面に常温で固体の脂肪を塗った原型にスタンプを押すか、水

分を含んだ鋳型面にスタンプを押すかのいずれかである。前者は金属製のスタンプを
適温にして脂肪を柔らかくしながら押しつける。あるいは、調合した可塑性の高い脂
肪を使うかのいずれかであろうが、隅々まで凸部を作りだすのは難しそうだ。前者も
後者も、三角凹帯1つの単位のスタンプを1回押して施文が完了する方法がある。菱
形、山形のスタンプを1つ1つ押していく方法は後者に可能性がある。この場合は鋳
型面に三角凸帯を作り、その上にスタンプする。三角凹帯の中の凸線文はいずれの
場合も鋳型面に箆(へら)で彫って施す。三角凹帯1つの単位のスタンプに既に凸線文
が施されている場合もある。中国戦国時代の鏡や青銅器にはスタンプ文と思える同

形の繰り返し文がある。戦国鏡なら鋳型面は平滑で水分を含んだ鋳型土にスタンプ
しても鋳型が壊れることはない。しかし、竿頭鈴の鋳型面は大きな曲率の曲面であ
る。ここにスタンプを押す場合は、この曲面よりも更に曲率の大きなスタンプを使わ
なければならないうえに、鋳型が施文時に変形しやすい。あるいは壊れやすい。例
え、変形なく押したとしても平滑面でないことからそのスタンプの深さは場所によっ
て異なり、その痕跡は鋳造品のどこかに現れるであろう。こういったスタンプの特徴
が全く認められないことから、竹東里出土竿頭鈴にスタンプを使用した可能性がな
いと判断した。しかし、筆者の少ない鋳造技術経験だけから古代技法を判断するこ
とは危険であり、本論では、さらに詳細な形状比較を試み、竹東里出土竿頭鈴の施

文方法を再考することとした。

2. 伝慶州竹東里出土竿頭鈴のスタンプ使用の検証
伝慶州竹東里出土の竿頭鈴2個1対は共通する部分と異なる部分を持つ。この2つの
形と文様はほぼ同じである。身部には2つの三角凹帯の中に凸の菱形と凸線と、同じ
く2つの三角凹帯の中に凸の山形と凸線の、2種類各2つの合計4つの三角凹帯文を持
つ。1対のうち、色の濃い青緑色のものを1号、色が淡い緑色のものを2号とし、元部
の耳に近い方の菱文を持つ三角凹帯文を｢菱文A｣、元部の耳に近い方の山形文を持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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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角凹帯文を｢山形文A｣、菱文Aの対角の位置にある菱形三角凹帯文を｢菱文B｣、山
形文Aの対角の位置にある山形三角凹帯文を｢山形文B｣と本論では便宜的に呼ぶ。2つ
の竿頭鈴を真上から見て｢耳｣を時計の短針6時の位置に置いたとき、短針4時30分の

位置に菱文A(図1)、同7時30分の位置に山形文A(図2)、同10時30分の位置に菱文B(図
3)、同1時30分の位置に山形文B(図4)が、1号と2号ともに同じ順に配置されている。

印象評価では、それぞれの三角凹帯文の傾きは同じに見えるが、今後の三次元レー
ザー測量によって比較検討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
1) 1号文様の比較とスタンプ使用の検証

先ず、1号、2号それぞれのAとBが同形であるのかを検討した。2号の菱文Bと山形
文Bには錆があり、文様の詳細は分かりにくく、これらを比較資料にすることはでき
ない。そのため、1号のみに関して、菱文AとB、山形文AとBを比較した。三角凹帯
の幅の寸法を写真上でおおよそ合わせて、2つの菱文を横に並べても大きな違いが分
からないが(図5)、菱形の各辺に白線を置けばその形と位置に大きな違いがあること
が分かる(図6)。同様に山形を比較すると(図7、図8)、菱形ほどの大きな差はない。次
に、図8のA、Bの白線だけを取り出し、下から4番目までの山形文を重ねて検討した
(図8－1)。それぞれの山形文の右上の斜線が平行になるように意図的に重ね、山形の

尖った角度を比較した。下から4番目は似ているがその他は異なる。更に、Bの4つの
山形文の白線を同様に右上の斜線が平行になるように重ねた(図8－2)。下から1番目
と4番目、2番目と3番目の組みで比較的似ている。これらの白線の位置の決定は、山

形文に付着した鋳型崩れの痕跡部分を無視して、最初に施したであろう山形の外形
の直線を見極めて白線を置く方法である。1号山形文A、Bの全体比較(図9、図10)と

先端部比較(図11、図12)からも、両者に形状と位置の類似はない。
資料から検討すると、1号A、Bの文様は三角凹帯の中に配置された菱文、山形文の
形と位置が異なり、同形ではない。菱文A、Bは違いが大きい。菱文Bの中の個々の菱
形も形が異なる。山形文Bは類似する2組が認められるが、下から順に組が変化する
わけではなく、1番目と4番目が離れて類似する。Bの山形文が2つの山形スタンプを

下から順に使用したと考えるには不自然である。三角凹帯は先に幅が狭くなり、
徐々に山形は幅を狭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らをスタンプで施文するには多く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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スタンプ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のことから、1号菱文A、Bと山形文A、Bはそれぞれ

三角凹帯内を1つの単位としたスタンプ、あるいは1つの三角
凹帯文原型から文様を踏み返したパーツ鋳型を埋め込んで使
用したとは考えられない。また、菱文Bでは1種類の菱形スタ
ンプを三角凹帯の中に複数回使用したとは考えられない。た
だし、山形文Bは類似形があり断定は難しい。
1号の三角凹帯にある縦の凸線文は、菱文Aが9本、菱文Bが
10本と異なり、山形文Aが10本、山形文Bが10本で同じであ
る。山形文AとBの10本の凸線文のそれぞれの角度が異なり同

形ではない。1号の文様についてまとめると以下のようにな
る。

ㆍ各AとBは形状が異なり三角凹帯内を1単位としたスタンプ
をAとBに使用していない。

ㆍ三角凹帯文内の菱形は形状が異なり1つの三角凹帯内にお
いて菱形スタンプを使用していない。

ㆍ三角凹帯内の縦横の凸線は各AとBを比較しても同形はなく
個々に鋳型面に箆(へら)等で彫って施文した。
2) 1号、2号文様の比較とスタンプ使用の検証
1号菱文Aと2号菱文Aを比較し(図13)、白線を置いて検討し
た(図14)。図14を見れば、菱形の位置と形状は一致すること
が分かる。更に、鋳型面に箆で凹線を彫るときに鋳型が崩れ
た形状が凸形の付着部となった位置と形状も一致する。縦横
の凸線の位置や角度も一致する。同様に1号山形文Aと2号山形文Aを比較し(図15)、

白線を置いて検討した(図16)。ここでも菱形文と同様な結果であった。いずれも、独
自の鋳型崩れの痕跡はなく、両者に共通する鋳型崩れのみがある。凹形の傷は写真
では白く写り、多くが円形である。これらはそれぞれの鋳造時に独自に発生したもの
で、凝固ガスが製品の表面に溜まった窪みや、砂ゴミなどによる。同形の砂崩れ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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跡が共通することは、原型(母型)の砂崩れ痕跡を両者が写
し取ったことを意味している。すなわち、原型にはすでに

三角凹帯の中に凸の菱形、山形と縦横の凸線が施され、そ
れから鋳型を写し取った。
2種類のスタンプを作り、1号のAと2号のAに同じスタン
プを押し、1号のBと2号のBに別のスタンプを押せば、これ
らの1号、2号の状況にはなる。こういったスタンプ使用の

可能性は低いが、ないわけではない。上記の形状比較に加
えて、この可能性を否定する方法は、菱文1号Aと2号A、山

形文1号Aと2号A、菱文1号Bと2号B、山形文1号Bと2号Bの
三角凹帯文の4組みの位置を三次元レーザー測量図で比較す
ることだろう。すべての組みが同じ位置に配置されていれ
ば、スタンプではなく、原型に既に施文された4つを鋳型で

写し取り鋳造した、いわゆる、原型(母型)から作られた2つの兄弟製品の関係である
と断言できる。異なるのであれば、スタンプの可能性を再考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伝慶州竹東里出土竿頭鈴の竿頭鈴の鋳造方法
既に述べたとおり(三船2007、三船2005)、2個1対の竿頭鈴は、原型(母型)から鋳型
を2つ写し取り鋳造した兄弟製品の可能性が極めて高い。2つの寸法を比較すると(図
17)、図17にある矢印だけを取り出して比較した①、②、③は、写真の誤差や研磨差
など考慮すれば同寸法であり、前述の2つのスタンプを使用する方法の可能性は低く
なる。④に大きな差があり、鍔のない施文された母型から身部を2つかあるいは4つの

鋳型で分割し、元部を2つの鋳型で分割する合計4つか6つの鋳型分割法によって、こ
の④の差が生じる原因が説明できる。手順は以下の通りである。先ず、身部を2つあ
るいは4つに分割する鋳型を作る。この鋳型の元部寄りの端には鍔の上面の形を作
る。この形の上に土を盛り付けて鍔の形を作る。元部と鍔の下面を写し取る鋳型を2

分割で作る。鋳型を外して鍔の土を取り去って、中型を作って鋳造する。この方法
により、寸法は同じで、AとA、あるいはBとBの文様は1号と2号で同形であり、文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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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位置も1号Aと2号A、1号Bと2号Bで同じになる。鍔の形と位置が1号と2号で異なる

形状となる。
また、元部の文様を比較すれば(図18、図19)、同形で同じ位置に鋳型崩れの痕跡が
あり、原型(母型)を鋳造する時のこの傷を同じように写し取った兄弟製品であること
を示している。母型は青銅製、錫製、鉛製などが考えられるが、限定は難しい。

原型(母型)の文様の施文方法の検証は、実のところ難しい。1号、2号共に三角凹帯
の中の菱形や山形の上面は身部の曲面に沿い、ほぼどの位置においても同じ高さと
なっている。このことは、三角凹帯の底面が身部曲面から均一の深さになっているこ
とを意味している。そして、1号、2号それぞれの4つの三角凹帯の深さはほぼ同じに

揃っている。このことからは、鋳型面に鋳型土で三角凸帯を盛り付けて、その中に
菱形や山形を窪ませたと考えるよりも、土原型に常温で固体の脂肪を塗り、菱形や
山形周辺の脂肪を削り取ったと考えるべきだろう。この理由は、前者では均一な厚
さに揃えて4つの三角凸帯を作ることが困難だという予測からである。後者の方法
は、加熱して溶かした脂肪に土で作った原型を浸け込んで均一な厚さに脂肪が付着
することを利用すれば、それほど難しくはない。これらは、形状検証によるものでは
なく、あくまでも推測の域を出ない。凸線は鋳型面に凹線を彫って鋳造している
が、凹線と凹線の間や、あるいは菱形や山形から凹線が出発する部分で砂崩れを起
こしている。
こうやって鋳造した鍔のない施文された身部と元部の青銅製品を原型(母型)として

前述の手順で鍔付きの鋳型を作っている。こういう原型から鋳型を写し取る方法で
あるために、文様はやや朦朧としている。
1号よりも2号の方が鍔の位置は高く、このことが大きな相違であることは既に述
べた。もう1つの大きな違いは、1号の元部の耳の反対側の文様帯だけが上下にずれ
ている点である(図20、図21)。耳側は1号、2号共にずれていない。この原因は、砂粒
が少なく粘度の高い鋳型土が水を含んで柔らかいうちに原型からはがしたことによる

変形と説明する以外、思いつかない。このことは既に報告した内容と変わっていない
(三船200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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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終わりに
鋳型面に文様を複数個スタンプすれば、同じ文様を作ることができるが、一般的
には毎回押す角度や深さが微妙に異なる。鋳型面にスタンプを押せば、毎回同じ深
さに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条件に検討した場合、深さが同じものはスタンプではな
いと結論づけることはできる。しかし、何らかの工夫によって同じ深さに毎回スタン
プを押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極めて低い可能性｣を無視しなければ、結論づけること
はできない。また、スタンプは同じ文様を複数個作るという一般的な方法ではなく、

多くの異なるスタンプを１回ずつ使用する方法が存在した可能性を無視しなけれ
ば、考察の幅を広げなければならない。慎重な検証にはなるが、物的な証拠を揃える
ことができなければ、それ以上の結論を導くことはできない。鋳造技法検証におい
て、鋳型を破壊し破棄することや製品を研磨することなどから、極めて低い可能性
を否定できる物的証拠の収集には限界がある。
こういった極めて低い可能性を無視すれば、形状の類似と相違から竹東里出土竿

頭鈴1号、2号の鋳造にはスタンプを使用せず、鋳造で作った金属製の鍔のない原型
(母型)から鋳型を写し取って鋳造した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また、この1号、2号の

原型(母型)の鋳造にも、スタンプを使用した可能性は低いといえる。
形状比較によって考察した本論の結果は、筆者が既に報告した結果(三船2007、
2005)と同じものとな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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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n 二元系平衡狀態圖

금속조직관찰에 의한 高錫靑銅의 열처리기술과
제작기술의 해명

1)長柄毅一*

著 ․ 李相龍** 譯

요 약
高錫靑銅을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각각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高錫靑銅은
일반적으로 주석을 10%이상 포함한 청동합금이지만 본고에서는 주석 함유량이
10%~16%의 靑銅을 底高錫靑銅, 16％~25％를 中高錫靑銅, 25％이상을 高高錫靑銅으
로 분류했다. 韓國鍮器는 中高錫靑銅으로 분류되며 열처리하여 탄성을 더하였다.
이것은 鍮器製造上의 큰 특징이다. 鍮器의 製作方法으로는 鑄造, 鍛造 모두가 있지
만 여기에서는 한방짜라는 단조 방법에 주목해 銅碗의 제조과정에 대해 碗形狀과

金屬組織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겠다. 한방짜는 沙型鑄造에 의해서 만
들어지는 원판을 熱間鍛造해서 성형해 나가는 수법이며 금속조직도 덴드라이트狀
의 α相을 가지는 주조조직으로부터 等軸狀의 α相을 가지는 재결정 조직으로 변화
한다. 모두 α相 외에 α+δ 共析相을 가지지만 담금질에 의해 이 共析相은 마루텐사
이트相이라고 하는 질긴 성질의 높은 相에서 變態한다.
출토된 鍮器製品의 금속조직을 조사하면 이러한 제조상의 특징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유기가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고려시
대 분묘에서 출토된 鑄造鍮器와 鍛造鍮器를 통해 그러한 금속조직상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데이터의 축적은 아시아의 高錫靑銅 가공기술 및 기술
전파를 분명히 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日本 富山大學 藝術文化學部
**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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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高錫靑銅, 鍮器, 熱處理, 鑄造, 鍛造, 한방짜, 금속조직, 담금질, α相, 共析

相, 마루텐사이트相

Ⅰ. 머리말
한국에서는 “鍮器”, 일본에서는 “佐波理(사하리)”라 부르는 高錫靑銅器는 통상의
청동제품에 비해 주석을 포함한 비율이 높고, 제조방법, 특히 열처리기술에 큰 특징
이 있다. 高錫靑銅製品은 주조 또는 단조한 상태에서는 약하고, 사용 중에 쉽게 부
서져 버린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금질이라고 하는 열처리 공정을 거쳐 무른
금속조직은 탄성이 있는 조직으로 바꿀 수 있다. 또한 단조로 高錫靑銅製品을 제작
할 경우, 실온에서의 가공은 소재가 깨져 버리기 때문에 일정 온도역에서 가열해 가
공하는 소위 熱間加工方法이 취해지고 있다. 이러한 담금질을 위한 가열온도나 열
가공온도는 예로부터 장인의 감과 경험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과학적인 조
사가 이루어졌던 적은 없었다. 그래서 2007~2008년에 걸쳐 한일의 연구자가 공동으
로 한국 내 6개소의 유기공방조사를 실시했다. 공방의 역사를 취재함과 동시에 각
공방의 제조방법을 상세히 조사했다. 특히, 열처리온도에 대해서는 적외선열화상장
치(사모그래프)를 이용해 현대 유기제작의 열처리온도를 측정해 고대 기법을 해명
하는 단서를 얻었다. 그리고 2008년 8월에 일본의 연구팀과 재단법인 동아세아문화
재연구원은 高錫靑銅技術硏究 協力覺書를 체결했다. 이 때 일본팀은 중세의 高錫靑

銅器의 분석자료 10점을 받아 분석하고, 제조방법이나 열처리기술에 대하여 해석을
실시했다. 이러한 연구의 자세한 내용은 2009년 11월에 김해시 인제대학교에서 개
최된 양국간 세미나에서 ｢한반도의 高錫靑銅器의 열처리기술ㆍ제작기술｣로 발표했
다.1) 2010년 1월에는 이 공동연구를 한층 더 가속화 하기위해 재단법인 동아세아문
화재연구원에서 우리 학교(富山大學)에 연구원을 파견해 출토되는 청동기에 대한
계속적인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양국간 세미나에서는 한국에서 142명이 참가하여 고고학, 문화재과학 외 다양한

1) 長柄毅一, 三船温尚編, 平成21年度二国間交流事業 韓国とのセミナー報告書 ｢韓半島の高錫青
銅器の熱処理技術․製作技術研究｣(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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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연구자 앞에서 성과를 공개 할 수 있었지만, 금속조직학에 친숙하지 않는 분
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에 따라 본고에서는 금속조직 분석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해설하고, 高錫靑

銅器의 금속조직학적인 연구의 의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Ⅱ. 금속재료에 대한 기초지식
1. 금속의 결정구조
金屬이란 금속 원소의 양이온이 자유전자에 의해 결합된 것을 말한다. 이 때 원
자는 빈틈을 가능한 한 작게 하기 위해 정렬되고 결정을 만든다. 圖1(a)는 빈틈이
큰 정렬방식의 예이며 금속 결정에서는 이러한 원자의 정렬방식으로는 되지 않는
다. 빈틈이 가능한 작게 된 (b)와 같은 정렬방식이 된다. 그리고 銅의 경우는 이것
이 (c)에 나타난 것처럼 積層해서 결정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가장 充塡率이 높아지
는(74%) 결정구조이며 이것을 面心立方構造(FCC=Face Centered Cubic structure)라
고 한다. 圖1(d)는 이 面心立方構造의 최소 유닛의 모식도이며 이것을 單位格子라
고 한다. 금속재료는 面心立方構造가 되는 것(銅, 알루미늄, 金 등) 외에 이와 같이
충전율이 높은(74%) 六方最密構造(HCP=Hexagonal Closed Packed structure)를 취하
는 것(마그네슘이나 티탄 등), 충전율이 68%로 FCC나 HCP에 비해 적고 빈틈이 많
은 体心立方構造(BCC=Body Centered Cubic structure)를 취하는 것(鐵 등)이 있다.

2. 합금과 금속조직
단일 금속원자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純金屬이라고 한다. 현실적으로는 수소나 산
소, 유황 등 무엇이든 불순물 원자가 섞여 있는 것에서 100%의 純金屬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로 異種元素를 일부러 첨가하면 재료특성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동(Cu)에 주석(Sn)을 첨가해서 만든 Cu-Sn합금이 청
동(bronze)이며, 철(Fe)에 탄소(C)를 첨가해 만든 Fe-C합금이 철강(steel)이다. 이것
들은 모두 고대부터 인간이 이용한 가장 역사가 긴 합금이다. Sn이나 C를 각각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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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것에 따라 청동이나 철강의 융점이 낮아져 강도도 증가한다.

圖2에 Cu나 Fe의 결정 속에 있는 添加元素의 위치를 나타내었다. 청동에서는
FCC 구조를 띠는 Cu원자의 일부가 Sn원자로 치환된다. 철강에서는 BCC 구조의 틈
에 C가 침입해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는 Sn이나 C는 Cu나 Fe 속에 소위 “용해된”상
태가 된다. 예를 들면 물에 설탕을 용해했을 경우 물을 용매, 설탕을 용질, 설탕물을
수용액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Cu나 Fe가 용매, Sn이나 C가 용질이다. 고체금속에
용질이 용해된 것을 固溶体라고 한다. Cu-Sn합금처럼 용매원자가 용질원자로 치환
된 것을 置換型固溶体, Fe-C합금처럼 틈 사이에 침투된 것을 侵入型固溶体라고 한
다.
그런데 설탕물의 경우 물에 용해되는 설탕의 양에는 한도가 있다. 이것을 溶解度
라고 한다. 과잉해서 설탕을 넣으면 녹다 남은 것이 비이커의 바닥에 침전된다. 침
전된 설탕은 고체이며 설탕물과는 다른 상태가 설탕물 속에 따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 변한다. 뜨거운 커피에 많은 설탕을 넣었을 경우 완전
히 녹았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커피 컵의 바닥에 설탕이 침전된 경험을 하신 분도
많을 것이다. 90℃ 정도에서는 완전히 녹아도 그것이 차가워졌을 때에 용해도가 내
려가 다 녹을 수 없었던 설탕이 결정화되어 침전된 것이다. 물질 속에서 한결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相이라고 하며 이 경우 설탕물을 液相, 침전된 설탕을 固相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금속으로 이야기를 되돌리면 금속에서도 같은 현상이 보인다. 어느
금속을 가열해 완전히 첨가원소를 固溶해도, 그것을 냉각하면 녹지 않은 과잉의 원
자가 다른 相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새롭게 생성된 相은 다음 절에서 서술
하겠지만 합금의 강도 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

3. 변형에 대해서(어떻게 강도가 증가하는가?)
금속재료는 힘을 가하면 쉽게 변형된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단조 등으로 제품을
성형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조와 같이 外力에 의해 금속을 변형시켜 성형하는 가공
방법을 塑性加工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금속은 원자가 정연하게 정렬된 구조
를 가진다는 것은 이미 이야기했지만, 금속이 변형될 때 圖3(a)에 보이는 것처럼 어
느 면에서 원자의 層이 어긋난다. 이것을 미끄럼이 일어난다고 한다. 銅처럼 F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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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가진 금속이나 鐵과 같은 BCC 금속은 결정의 대칭성이 좋고, 미끄럼이 일어
나는 原子面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편 HCP 구조는 대칭성이 FCC나 BCC 정도는 아
니기 때문에 미끄럼이 일어나는 면이 적어 가공도 어렵다. 여기에서 합금의 변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예를 들면 청동의 경우 銅의 FCC결정의 일부를 Sn원자에 의해
치환하게 된다. Sn원자는 Cu원자보다 조금 크기 때문에 미끄럼이 일어나는 면에 Sn
원자가 있었을 경우, 이것이 저항이 되어 圖3(b)에 보이는 것처럼 보다 큰 힘이 필
요하게 된다. 따라서 합금을 하면 재료강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잉으로 Sn
을 첨가해서 FCC와는 다른 구조를 가진 相(예를 들면 δ相, 상세 후술)이 생성된 경
우지만 이 δ相은 FCC처럼 심플한 구조가 아니라 극히 복잡한 구조로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원자면의 미끄럼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청동의 미세조직에 δ相이 생
성되었을 때, 청동은 더욱 더 딱딱하고 강하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塑性變形能도
잃어 무리하게 힘을 가하게 되면 부서져 버린다.

Ⅲ. 高錫靑銅에 대해서
1. Cu-Sn합금(靑銅)의 狀態圖2)
청동은 Cu를 기초로 해서 이것에 Sn을 더한 합금이다. 圖4에 Cu-Sn 二元系 平衡

狀態圖를 나타내었다. 이 狀態圖를 사용해서 어느 組成의 靑銅이 어떤 온도가 되었
을 때에 어떠한 상태가 되는가를 알 수 있다. L이라고 하는 것은 액상이며 이 영역
에서는 합금은 융해된다. 즉 Sn량이 많아지면 융해되는 온도도 내려가게 된다. 결
국 Sn이 많아지게 되면 저온에서 융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조가 쉽게 되는 것이다.
또한 圖에서 α로 된 것은 Cu에 Sn이 固溶하고 있는 영역에서 결정구조는 FCC이며
이것을 α相이라고 칭한다. 圖5(a)에 α相의 모식도(單位格子 8개분)를 나타내었다.
Sn은 Cu원자로 치환되지만 그 위치는 임의로서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 圖4의 狀

態圖로 되돌아오면 온도가 낮을 때는 α相의 영역은 좁고, 520℃에서 가장 넓어지게
된다. 이것은 저온에서는 Sn은 그다지 固溶되지 않고, 고온에서는 固溶하는 Sn량이
2) N.Saunders and A.P.Miodownik in T.B.Massalski (Ed.) Binary Alloy Phase Diagrams (ASM, Ohio,
1990) pp.1481-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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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해 최대 15.8%까지 FCC의 Cu원자를 Sn에 의해 치환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
다. 이러한 상태도에서는 어떤 조성, 온도조건에서 생성하는 相을 그리스 문자 α,
β···를 붙여서 표기하여 각각 α相, β相···으로 칭한다. β相은 BCC 구조의 Cu
일부를 자유롭게 Sn원자에 의해 치환하는 구조(圖5(b))를 가진다. γ相도 BCC를 기
본구조로 하고 있는 固溶体(圖5(c))이지만, β相과 달리 첨가원소의 Sn이 점하는 위
치는 규칙적이다. 圖4에서는 δ나 ε라고 하는 문자도 볼 수 있지만, δ相은 Cu41Sn11
이라고 하는 일정한 비율로 구성된 금속간 화합물이며 ε相은 Cu3Sn 이라고 하는 금
속간 화합물이다. 이것들은 FCC(α相)나 BCC(β相, γ相)라고 하는 간단한 구조의 결
정과 달리, 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原子面의 미끄럼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딱딱하고 무르다.

2. 高錫靑銅
그런데 청동제품 중 특히 Sn비율이 높은 것을 高錫靑銅이라고 하지만 그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자료는 적다. 첨가되는 Sn량이 적으면 가열시키지 않고 가공하
는 것(이것을 冷間加工이라고 한다)이 가능3)하지만 10%를 넘어서면서 부터는 冷間

加工이 곤란하게 된다. 이것에서 10%이상의 Sn을 포함한 청동이 일반적으로 高錫
靑銅으로 불리어지게 된 것 같다.(11%이상으로 하는 論文4)도 있다) 그러나 10% 이
상 Sn을 포함한 靑銅을 모두 高錫靑銅으로 일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Sn량이 10%와 22%와 33%로 완전히 기계적 성질이 다르고,
열처리의 영향 등도 다르기 때문이다. 高錫靑銅을 정의하려면 Sn의 비율에 의해 한
층 더 세분화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거기에서 우선 Sn은 520℃에서 최대 15.8%
까지 Cu 중에 固溶하는 것에서 이 最大固溶限을 첫번째 경계로 한다. 문헌5)에 의하
면 이 最大固溶限 이상의 Sn을 포함한 것을 高錫靑銅이라고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Sn 15.8%이상에서는 상온에서 많은 δ相을 가지고 깨지기 쉽기 때문에 δ相을 없애기
위해 담금질라고 하는 열처리가 유효하다. 예를 들면 Cu-22%Sn 이라고 하는 組成을
3) 椙山正孝, 非鉄金属材料 コロナ社, 1963, pp.48-55.
4) Catherine Mortimer, Medieval Archaeology 35 (1991) pp.104-107.
5) David A.Scott, Microstructure of Ancient and Historic Metals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1991)
pp.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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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자. 이 組成의 청동합금은 상온에서 α相과 δ相을 가진다. 이것을 586℃이
상으로 가열하면, δ相은 보다 탄성이 높은 BCC 구조의 β相으로 변화(變態라고 한
다)한다. 그대로 천천히 냉각하면, 다시 δ相이 분해되어 버리지만 가열한 것을 물
속 등에 넣어서 급냉하면(담금질) 원자가 확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δ相이 재분해
되는 일 없이 냉각할 수 있다. 단 이때 β相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마루텐 사이트
라고 불리는 조직으로 變態한다. 이 마루텐사이트 조직은 斜方晶 (圖5(b)의 BCC 결
정 x, y, z 3축의 길이가 전혀 다른 결정)이며 β相보다는 무르지만 δ相보다는 탄성
이 있기 때문에 담금질 뒤에는 깨지기 어려워진다.
Sn25%를 넘으면 586℃이상에서 α相은 완전히 소실되고, 게다가 26%를 넘으면 담
금질을 해도 마루텐사이트 變態가 일어나지 않고 γ相이 유지된다. γ相뿐이어서 매
우 깨지기 쉽다. 그래서 필자는 10%Sn ~ 16%Sn을 低高錫靑銅, 16%Sn ~ 25%Sn을 中

高錫靑銅, 25%Sn이상을 高高錫靑銅으로 분류하면 논의가 쉽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鍮器는 Cu-22%Sn합금이며 中高錫靑銅이고, 인도 케라라州의 아란村에서 만들어 진
Cu-33%Sn의 靑銅鏡은 담금질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δ相과 네트워크相의 α+δ

共析相으로 된6) 高高錫靑銅이다.

3. 高錫靑銅의 조직과 열처리
금속재료를 연마하고 그 표면을 산이나 알칼리로 부식하면 현미경을 이용해서 금
속조직을 관찰할 수 있다. 圖6에 Sn을 15%, 22%, 27% 포함한 Cu-Sn합금의 주조조직
(왼쪽 예)과 각각을 재가열해 δ相을 소실시킨 후(이것을 溶体化處理라고 한다) 담금
질한 조직 사진(오른쪽 예)을 나타낸 것이다. 덧붙여 이러한 시료는 富山大學의 주
조 실험실에서 거푸집을 이용해 주조하고 전기로를 이용해 열처리 한 것이다.
우선, Cu-15Sn 합금의 주조 조직(사진a)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이 합금은 도가니
안에서 1100℃ 정도까지 가열시켜 완전히 융해하고 나서 거푸집에 주물을 주입한
것이다. 970℃ 정도부터 굳어지기 시작하지만, 이 때 최초로 나타나는 고체는 α相이
다. 거푸집의 壁에서 열을 빼앗아서 냉각해 나가므로 외측부터 냉각이 진행되어 α

6) Sharada Srinivasan and Ian Glover, The Journal of the Historical Metallurgy Society 29 (1995)
pp.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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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도 거푸집에 접하고 있는 부분부터 내부를 향해 성장해 간다. 이 α相은 나무가 성
장하듯이 줄기를 뻗으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 금속조직은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
은 樹枝狀晶(덴드라이트) 조직이 된다. 덴드라이트 조직은 냉각되는 것에 따라 성
장해 798℃까지 냉각되면 최종적으로 남아 液狀部分 β相으로 덴드라이트의 틈에서
응고한다. 그 상태 그대로 냉각되어 가면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350℃에서 共析變

態해서 α+δ共析相(eutectoid)이 된다. 한편, Cu-22Sn에서는 880℃ 정도에서 응고가
시작된다. Cu-15Sn와 같은 양상으로 α相이 덴드라이트狀으로 성장한다. 最終凝固部
에 있어서 β相이 晶出하지만 이 β相은 586℃에서 α+γ共析變態하고, 다시 520℃에
서 α+δ相에 共析變態한다. 이러한 共析組織이라는 것은 α相과 γ相, 또는 δ相이 각
각 세밀하게 層狀으로 동시에 분해된 相이다. Cu-22Sn의 鑄造組織寫眞(사진c)에서
는 덴드라이트 조직을 띠는 α相(얇은회색)과 그것보다 어두운 회색의 共析組織을
확인할 수 있다. Cu-27Sn(사진e) 에서는 α相은 조금 있을 뿐이고 대부분이 α+δ共析

組織이다.
그런데 이들 共析組織의 δ相은 유리처럼 깨지기 때문에 中高錫靑銅에서는 약간
의 충격으로 깨져버리고, 高高錫靑銅에서는 더 잘 깨져서 유리처럼 취급하지 않으
면 안 된다. 鍮器와 같은 中高錫靑銅은 보통 鑄造品, 鍛造品 모두 재질이 깨지기 않
게 하기 위해 담금질을 한다. 담금질하면 α+δ共析相이 마루텐사이트 조직이 되어
탄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잘 깨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설명하였다. 금속조직이 이
것을 증명하고, Cu-22Sn합금의 담금질조직(사진d)에는 α相 외에 β＇마루텐사이트相
이 보인다. Cu-15Sn에서도 담금질에 의해 共析相은 마루텐사이트로 變態하는 것을
(사진b) 확인할 수 있다. 한편 高高錫靑銅인 Cu-27Sn합금(사진f)은 δ相이 소실됨과
동시에 α相도 보이지 않게 되고 담금질 후에는 γ相만 남게된다.

4. 熱間加工에 대해서
단조에 의한 청동제품의 성형방법으로는 상온에서 가공하는 冷間鍛造와 가열해
서 가공하는 熱間鍛造가 있다. 冷間鍛造는 가열하는 수고가 필요 없고 에너지도 절
약되며 더욱이 냉각시의 열수축도 없기 때문에 熱間加工과 비교해 정밀도가 좋다.
그러나 재료에 따라서는 冷間鍛造하면 쉽게 깨져 버리는 경우도 있으며 그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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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熱間鍛造를 선택할 필요가 발생한다.

靑銅에서는 재료의 점성에 미치는 組成과 온도의 영향은 이미 조사된바 있다. 圖
7에 나타낸 것은 여러 종류의 Sn비율의 청동합금에 대해 Izod충격시험으로 고온에
서의 점성을 조사한 결과7)이다. 충격시험이라는 것은 재료의 충격에너지(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조사하는 시험방법이며 圖중에는 단위면적당의 에너지(ftㆍ
lbf/in2)로 나타내고 있다. 이 값이 큰 만큼 탄성이 높다. 圖중 사선을 그은 영역은
충격 에너지가 15 ftㆍlbf/in2 이하의 무른 범위로 보이는 영역이다. Sn량이 15%까지
의 低高錫靑銅은 충분히 달구어 서서히 식힌 후라면 실온으로 가공해도 깨지기 어
렵지만 딱딱해져 熱間鍛造 방법이 가공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다지 온도
를 올리지 않아도 깨지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Sn15~18%에서는 모든 온도역
에서 무른 범위가 되어 단조를 할 수 없다. 鍮器의 組成(Cu-22% Sn)에서는 530~66
0℃가 熱間鍛造 가능온도 범위이다. 따라서 유기를 단조가공하기 위해서는 660℃
정도까지 가열한 후 530℃까지 냉각되는 시간안에 가공작업을 해야 한다. 碗 등에
서는 10~20초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변형시킬 수 없다. 그래서 재가열하
고 단조하는 공정을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제품을 만든다.

Ⅳ. 한국에서의 高錫靑銅器의 열처리,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
유기제품의 제조방법은 주조(jumul), 단조 2종류가 있으며 단조방법은 다시 방짜
와 半방짜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8) 방짜는 돌의 패인 곳에 Cu-22Sn합금의 용탕을
흘리고, 圓板을 出發材로 해서 鍛造成形해 가는 방법이며 半방짜는 生型鑄造로 만
든 원판을 두드려 성형하는 방법이다. 2007~2008년에 걸쳐 행한 연구에서는 상기 3
종(주조, 방짜, 半방짜)의 유기에 대해 제조방법이나 열처리, 금속조직의 관찰을 실
시해 귀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보성의 한상춘(韓相椿)씨 공방
에서 만들어진 방짜유기의 製造 途中에서 素材形狀의 변화와 대표적인 금속조직(광
학현미경사진(OM)과 走査型전자현미경 사진(SEM))을 소개한다. 圖8은 소재의 가공

7) 濱住松二郎, 非鉄金属および合金(内田老鶴圃, 1972) pp.63-73.
8) 안귀숙, 유기장, 화산문화,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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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마다 외관사진, 단면사진, 금속조직을 정리한 것이다. P1은 주조된 소재의 원판
이다. P2~P4는 熱間鍛造된 것으로 P2부터 순서대로 P4로 가공이 진행되어 간다. P5
는 궁구름 오크손기법에 의해 구연이 오므려진 형상이 되었으며 모양을 가다듬은
다음 담금질 되었다. 이 궁구름 오크손기법은 半방짜 특유의 가공방법이다. 鐵棒을
위에서부터 鍮器碗의 내부에 내리 눌러 붙이고, 구연부의 아래쪽을 밖으로 향하게
밀어내는 것에 의해 구연을 오므리는 방법으로, 물론 이 공정은 熱間加工이다. 사모
트레이저로 측정한 가공온도는 630~510℃였다. 前項에서 서술한 것처럼 유기의 최
적 熱間加工 온도는 530~660℃이기 때문에 약간의 파열이 발생하는 위험영역에서
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모트레이저는 어디까지나 표면의 온도를 모니터하
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부의 온도는 더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P1은 鑄造材 조직이지만 광학현미경조직사진(P1 OM)에서 많은 鑄巢가 관찰된다.
이 鑄巢는 鍛造 후의 P2의 조직사진(P2 OM)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시료간의 차이도
있을지 모르지만 단조에 의해서 巢가 부서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P1의 α相은 덴드
라이트 조직이다. 또 SEM사진(P1 SEM)보다 α相과 α+δ共析相으로 이루어진 금속조
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P2에서는 α相은 덴드라이트가 아니라 等軸狀의 재결정 조
직이 되어 있다. 構成相은 SEM相에서 α相과 α+δ共析相이지만 α相에는 가열했다가
서서히 식힐 때 雙晶이 보인다. 이 雙晶은 원자의 정렬이 이웃한 결정과 鏡像關係
로 된 결정이며 Cu합금처럼 FCC 결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단조와 그 후의 열처리
가 행해진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발굴된 청동의 α相에 이러한 雙晶이 보여
지면 그것은 단조와 열처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나타내고 있다. P5는 최종가공
후 담금질된 것이어서 α相은 P2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물론 雙晶도 보인다. P5
는 담금질 된 것이기 때문에 α+δ共析相은 마루텐사이트相으로 된 모습이 보인다.

圖9에는 P1과 P5의 X線像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Cu나 Sn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
는지를 알 수 있다. α相은 P1(주조조직)에서도 P5(단조 후 담금질)에서도 균일하다.
P1에 보이는 α+δ共析相은 각각 조성이 다른 α相과 δ相이 미세하게 분산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Cu나 Sn의 분포가 班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P5
에서는 β＇마루텐사이트相으로 되어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Cu도 Sn도 균일하게 분
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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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국 출토의 高錫靑銅器의 열처리,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
지금까지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과의 공동연구의 일환으로서 고려시대와 조선시
대의 유기자료 10점에 대해 組成분석과 금속조직의 관찰을 실시했다. 그 중 특징적
인 것 2점을 圖10에 나타내었다.

圖10(a)은 고려시대 청동완 저부편의 조직이다. 광학현미경에 의한 저배율조직
사진(상단왼쪽)에서 덴드라이트狀의 α조직이 관찰되어 鑄造法에 의해 만들어진 것
을 알 수 있다. 출토자료에서 잘 보이는 것처럼, 부식부분(사진 가운데 검은 부분)
이 관찰된다. 관찰배율을 올려보면(상단 오른쪽) α相의 다른 부분은 마루텐사이트
조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주조 후 담금질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외에
Cu2S相이 보인다. 이것은 銅 정련기술이 충분하지 않아 불순물로서 地金에 혼입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당연히 현대의 鍮器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圖10(b)은 고려시대 청동접시의 조직이다. 광학현미경에 의한 저배율 조직사진
(상단왼쪽)에서 α조직이 粒狀으로 분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圖8의 P2 조직과
같은 형태이며 단조 후, 가열되어 생성된 재결정 조직이다. α相에는 상단 오른쪽 사
진에 있는 것처럼 雙晶도 보였다. α相 외의 부분은 마루텐사이트 조직이며 불순물
인 Cu2S도 보인다.

Ⅵ. 맺음말
이상으로 금속조직학의 기초적인 해설과 전통산업인 유기제작과 출토유물로의
응용에 대해서 서술했다. 출토유물은 귀중한 것이며 파괴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일부를 잘라내어 조직을 관찰하는 것을 통하여 어떠한 수법으로
제작되었는지, 어떠한 열처리가 실시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당시의 기술력을 추측
하기 위한 귀중한 지식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출토유물에 대해서도 같은 조사
를 진행하며, 기술의 전파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추측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된다.
현재 우리는 인도의 高錫靑銅器(징이나 그릇) 공방을 조사해 주조, 단조 시 또는
담금질의 온도 등의 과학적인 검증을 행하고 있는 것 외에 공방의 허가를 받아서

試作品을 가지고 돌아와 조직관찰이나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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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橿原考古學硏究所 所藏의 메스리산고분 출토의 鏃이나 郡馬縣 綿貫

觀音山고분 출토 銅製水甁(모두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등에 대해서 형광X선분석장
치를 이용한 비파괴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청동기를 중심으로 川上의 인도, 川下의 일본에 있어서 청동기의
열처리기술, 제작기술에 대한 데이터를 순조롭게 축적해가고 있다. 우리 외에도 금
속조직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연구자 등이 한국9)이나 인도,10) 중국,11) 태국12)의 청
동기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으므로 高錫靑銅의 가공기술에 있어서 기술전반
을 규명하기 위해 앞으로도 데이터 수집과 문헌조사를 함께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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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1. 금속결정에 있어서 원자의 배열
(a)
(b)
(c)
(d)

간격이 많은 배열(이러한 배열은 불가)
간격이 가장 좁은 배열
간격이 좁은 배열이 積層된 구조
面心立方構造의 모식도

圖2. 固溶 방법
(a) Cu-Sn 합금 : 치환형
(b) Fe-C 합금 : 침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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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3. 금속재료의 변형
(a) 순금속의 경우···작은 힘으로 결정이 매끄럽게, 용이하게 변형한다.
(b) 합금의 경우···고용원자가 방해를 해 결정을 미끄러트리기 때문에 큰 힘이 필요하게 된다.

圖4. Cu-Sn 2元系 平衡 狀態圖
N.Saunders and A.PMiodownik in T.B>Massalski(ED.)
Binary Alloy Phase Diagram(ASM, Ohio, 1990)pp1481-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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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5. α상, β상과 γ상의 구조
(a)α상：Cu의 FCC 구조의 일부를 랜덤에서 Sn로 치환
(b)β상：Cu의 BCC 구조의 일부를 랜덤에서 Sn로 치환
(c)γ상：Cu의 BCC 구조의 일부를 규칙적인 Sn로 치환
太線의 ○은 BCC 구조의 体心 위치를 나타낸다. 또한, 결정의 크기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

圖6. 고주석청동의 금속조직 左列：鑄造材, 右列：鑄造材를 담금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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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7. 열간 가공에 적절한 온도
출전：비철금속 및 합금濱住松二郎, 内田老鶴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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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8. 한방짜 銅碗의 제조과정과 조직 변화
(P1→P5의 순서로 가공해 나간다.)

圖9. 한방짜 銅碗의 출발재료와 제품의 X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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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10(a). 청동완저부편(고려시대)의 조직사진과 각 조직의 성분
상단：광학 현미경(OM) 사진, 좌：저배율, 오른쪽：고배율
하단：왼쪽：외관사진, 오른쪽：주사형 전자현미경(SEM) 조직 사진

圖10(b). 청동명편(고려시대)의 조직사진과 각 조직의 성분
상단：광학 현미경(OM) 사진, 좌：저배율, 오른쪽：고배율
하단：왼쪽：외관사진, 오른쪽：주사형 전자현미경(SEM) 조직 사진
하단：왼쪽：외관사진, 오른쪽：주사형 전자현미경(SEM) 조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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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into Heat Treatment and Production
Technique of the Tin-high Bronze according to
Observing Metal Organization
Takekazu Nagae
Classifying the tin-high bronze into 3 categories, I examine each characters. The
tin-high bronze is usually alloyed with 10% tin or more. But in this thesis it is divided
into the low tin-high bronze between 10% and 16%, the middle tin-high bronze
between 16% and 25%, the high tin-high bronze of above 25%. Korean brasswares
are classified into the middle tin-high bronze, become more elastic with heat
treatment. These processes are the important characters. The methods producing
brassware are casting and forging, but I try to examine the changes of metal
organization and bronze bowl from a process of manufacture, observing forging
method like Hanbangja. Hanbadja is a technique that prototype made by sand-cast,
again molded with hot forging. The cast organization of dendritic α phase in the
metal organization is changed into recrystallization of equal axis with α phase. All
metal organization has α+δ vacant spot except for α phase. But this vacant spot is
transformed into tough phase, that is, martensite phase-by tempering.
Examining the metal organization of the excavated brasswares, I know how they
were produced from this production character. I talk about the characters of metal
organization, analyzing the cast and forged brasswares excavated in burials of Goryo
dynasty. I think that the accumulation of data, that is, processing technique and
technical diffusion of asian brassware is useful.

Key words : Tin-high bronze, brassware, heat treatment, casting, forging, Hanbangja,
metal organization, tempering, α phase, vacant spot, martensite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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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过金属组织观察的高锡青铜热处理技术和制作技术的解释
長柄毅一
将把高锡青铜分成3种类型后观察各个特点，高錫靑銅一般是含10%以上锡的青铜合
金，但是，在此将把含锡量为10%~16%的青铜分为底高錫靑銅，16%~25%的分为中高
錫靑銅，25%以上的分为高高錫靑銅。韓國鍮器分类于中高錫靑銅，热处理再附加了
弹性。这是鍮器制造上的一大特点。鍮器的制作方法上有铸造，锻造，可是在这里我
们要关注韩国锻造鍮器的锻造方法，观察在铜碗的制造过程中碗形狀和金屬組織是如
何变化的。韩国锻造鍮器是熱間鍛造根据沙型鑄造制成的圆板而成型的手法，金属组
织也从具有树枝状α相的铸造组织变为具有等軸狀α相的重结晶组织。虽然均有除了α
相外的α+δ 共析相，但是通过淬火，此共析相在叫做针相(martensite)的高韧性的高相
上变形。
调查出土的鍮器製品，就能够明确这种制造上的特点，因此，就可以了解鍮器是如
，谈论那
何制作的。在此，我们要通过高丽时代从坟墓里出土的鑄造鍮器和鍛造鍮器
种金属组织上的特点。并认为这些资料的收集将成为能够明确亚洲高錫靑銅加工技术
及技术传播的宝贵资料。
主题字 : 高錫靑銅, 鍮器, 熱處理, 鑄造, 鍛造, 韩国锻造鍮器，金属组织，淬灭，α相,
共析相, 针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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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属組織観察による高錫青銅の熱処理技術と
製作技術の解明

13)長柄毅一*

要 約
高錫青銅を3つのカテゴリーに分類しそれぞれの特徴について述べた。高錫青銅は
一般に錫を10％以上含む青銅合金であるが、本稿では、錫含有量が10%Sn～16％の青
銅を低高錫青銅、16％Sn～25％を中高錫青銅、25％以上を高高錫青銅と分類した。
韓国鍮器は中高錫青銅に分類でき、熱処理によって靭性が増す。これは、鍮器の製
造上の大きな特徴である。鍮器の製作方法としては、鋳造、鍛造いずれもあるが、
ここではハンバンチャとよばれる鍛造方法に着目し、銅椀の製造過程において椀形

状と金属組織がどのように変化していくのかを述べた。ハンバンチャは砂型鋳造に
よって作られる円板を熱間鍛造して成形していく手法であり、金属組織もデンドラ
イト状のα相をもつ鋳造組織から、等軸状のα相を有する再結晶組織に変化する。い
ずれも、α相のほかにα+δ共析相を持つが、焼入れによってこの共析相はマルテンサ
イト相といった靭性の高い相に変態する。

出土した鍮器製品の金属組織を調査すると、このような製造上の特徴を明らかに
できるため、どのようにして鍮器が作られたのかを知ることができる。本稿において
は、高麗時代の墳墓から出土した鋳造鍮器と鍛造鍮器をとりあげ、それらの金属組

織上の特徴について述べた。こうしたデータの蓄積は、アジアにおける高錫青銅の加
工技術における技術伝播を明らかにするための有用な材料になると考えられる。
キーワード : 高錫青銅、鍮器、熱処理、鋳造、鍛造、ハンバンチャ、金属組織、焼
* 富山大学 芸術文化学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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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れ、α相、共析相、マルテンサイト相

Ⅰ. はじめに
韓国では“鍮器“、日本では”佐波理 “と呼ばれる高錫青銅器は、通常のブロンズ製品
と比べて錫を含む比率が高く、製造方法、とくに熱処理技術に大きな特徴がある。

高錫青銅製品は、鋳造、あるいは鍛造したままでは脆く、使用中に簡単に壊れてし
まう。これを防ぐために焼入れという熱処理工程を経て、脆い金属組織は、靭性の
ある組織に変えられる。また、鍛造で高錫青銅製品を製作する場合、室温での加工
は素材が割れてしまうことから、ある温度域に加熱して加工する、いわゆる熱間加工

方法がとられている。こうした焼入れのための加熱温度や、熱間加工温度は、古
来、職人の勘と経験で伝承されており、これまで科学的な調査がされたことはなかっ
た。そこで、2007年～2008年にかけて、我々と韓国の研究者が共同で、韓国内の6箇

所の鍮器工房調査を行った。工房の歴史を取材する傍ら、各工房における製造方法
を詳細に調査した。特に、熱処理温度については、赤外線熱画像装置(サーモグラフ)
を用い、現代の鍮器製作の熱処理温度を測定し、古代技法を解明する手がかりを得
た。そして、2008年8月に日本の研究チームと財団法人東亜細亜文化財研究院は高錫

青銅技術研究協力覚書を締結した。このとき日本チームは中世の高錫青銅器の分析
資料10点を受け取り分析し、製造方法や熱処理技術について解析を行った。これら
の研究の詳細は、2009年11月に、金海市仁済大学校で開催された二国間セミナー｢韓

半島の高錫青銅器の熱処理技術․製作技術｣において発表したところである1)。2010
年1月には、この共同研究をさらに加速するため、財団法人東亜細亜文化財研究院よ
り本学へ研究員を派遣いただき、引き続き出土青銅器についての共同研究を進めて
いる。

二国間セミナーでは、韓国から142名の参加があり、考古学、文化財科学ほか、
様々な分野の研究者の前で成果を披露することができたが、金属組織学になじみの
1) 長柄毅一、三船温尚編、平成21年度二国間交流事業 韓国とのセミナー報告書 ｢韓半島の高錫青
銅器の熱処理技術․製作技術研究｣(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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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い方にはわかりにくい部分があったかもしれない。
そこで、本稿では、金属組織分析について以下に解説し、高錫青銅器の金属組織

学的な研究の意義について述べる。

Ⅱ. 金属材料についての基礎知識
1. 金属の結晶構造
金属とは、金属元素の陽イオンが自由電子によって結合しているものをいう。こ
のとき、原子は隙間をできるだけ小さくするように並び、結晶を作る。図1(a)は隙間
の大きい並び方の例であり、金属結晶では、このような原子の並び方には決してなら
ない。隙間ができるだけ小さくなるよう(b)のような並び方になる。そして銅の場合
は、これが(c)に示すように積層して、結晶が作られる。したがって、最も充填率が

高くなる(74％)結晶構造であり、これを面心立方構造(FCC=Face Centered Cubic structure)
という。図1(d)はこの面心立方構造の最小ユニットの模式図で、これを単位格子とい
う。金属材料は、この面心立方構造になるもの(銅、アルミニウム、金など)のほか、
これと同様に充填率が高い(74 ％) 六方最密構造(HCP=Hexagonal Closed Packed
structure)をとるもの(マグネシウムやチタンなど)、充填率が68％と、FCCやHCPに比
べ少しだけ隙間が多い体心立方構造(BCC=Body Centered Cubic structure)をとるもの
(鉄など)がある。

2. 合金と金属組織
単一の金属原子だけでできているものを純金属という。現実には、水素や酸素、
硫黄など、何らかの不純物原子が混ざりこんでいるので、100％の純金属というのは
存在しない。逆に、異種元素をわざと添加すると、材料特性を改善したり、新しい
特性を付与したりすることができる。銅(Cu)に錫(Sn)を添加して作られるCu-Sn合金
が青銅(bronze)であり、鉄(Fe)に炭素(C)を添加して作られるFe-C合金が鉄鋼(steel)で
ある。これらはいずれも、古代より人間が利用してきた最も歴史の長い合金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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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やCをそれぞれ添加することにより、青銅や鉄鋼の融点が下がり、強度も増す。

図2に、CuやFeの結晶中における添加元素の位置を示す。青銅では、FCC構造をと
るCu原子の一部がSn原子に置き換わっている。鉄鋼では、BCC構造のすきまにCが侵

入して存在している。ここでは、SnやCは、CuやFe中にいわゆる“溶け込んだ”状態に
なっている。たとえば、水に砂糖を溶け込ませた場合、水を溶媒、砂糖を溶質、砂

糖水を水溶液という。ここでは、CuやFeが溶媒、SnやCが溶質である。固体金属に溶
質が溶け込んだものを固溶体という。Cu-Sn合金のように、溶媒の原子が溶質原子に
置き換わっているものを置換型固溶体、Fe-C合金のように、すきまに入り込んでいる
ものを侵入型固溶体という。
ところで、砂糖水の場合、水に溶け込む砂糖の量には限度がある。これを溶解度
という。過剰に砂糖をいれると溶け残りがビーカーの底に沈殿する。沈殿した砂糖は

固体であり、砂糖水とは異なる状態が砂糖水のなかに別に発生したことになる。ま
た、溶解度は温度によって変わる。熱いコーヒーに多くの砂糖を入れた場合、完全
に溶かしたはずなのに、コーヒーカップの底に砂糖が沈殿していた経験をされた方も

多いだろう。90℃くらいでは完全に溶けていても、それが冷えたときに溶解度が下が
り、とけきれなくなった砂糖が結晶化して沈殿するのである。物質のなかで、一様な

状態にあるものを相といい、この場合、砂糖水を液相、沈殿した砂糖を固相とい
う。ここで、金属に話を戻すが、金属でも、同じような現象がみられる。ある金属を

加熱して完全に添加元素を固溶しても、それを冷却するととけきれない過剰の原子
が別の相を作ってしまう場合がある。新しく生成する相は、次節に述べるように、合

金の強度などに著しい影響を及ぼす。

3. 変形について(どうして強度が増すのか)
金属材料は力を加えると容易に変形する。この性質を利用して、鍛造などにより
製品を成形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鍛造のように、外力によって金属を変形させて
成形する加工方法を塑性加工と呼んでいる。ところで、金属は、原子が整然と整列
した構造をもつことはすでに述べたが、金属が変形するとき図3(a) にしめすように、
ある面で原子の層がずれる。これをすべりが起こるという。銅のようなFCC構造を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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つ金属や鉄のようなBCC金属は、結晶の対称性がよく、すべりの起こる原子面を多く

持っている。一方、HCP構造は対称性がFCCやBCCほどではないので、すべりの起こ
る面は少なく、したがって、加工もしにくい。ここで、合金の変形について考える。

例えば、ブロンズの場合、銅のFCC結晶の一部をSn原子によって置き換えられること
になる。Sn原子はCu原子より少し大きいので、すべりの起こる面にSn原子がいた場

合、これが抵抗となって図3(b)にしめすように、より大きな力が必要となる。した
がって、合金にすると、材料強度が増すのである。さて、過剰にSnを添加してFCCと
は別の構造をもつ相(たとえばδ相、詳細後述)が生成した場合であるが、このδ相は
FCCのようなシンプルな構造ではなく、極めて複雑な構造となっているため、簡単に

原子面のすべりは起こらない。したがって、ブロンズの微細組織にδ相が生成したと
き、ブロンズはますます硬く、強くなる。そして同時に塑性変形能も失い、無理に力
を加えようとすると割れてしまう。

Ⅲ. 高錫青銅について
1. Cu-Sn合金(青銅)の状態図2)
青銅はCuをベースとして、これにSnを加えた合金である。図4にCu-Sn二元系平衡
状態図を示す。この状態図を使って、ある組成の青銅がある温度になったときに、
どのような状態になるのかを知ることができる。Lとあるのは液相であり、この領域
では合金は融解している。なお、Sn量が多くなるにつれ、融解する温度も下がってい
く。つまり、Snが多くなると低温で融解できるため、鋳造が容易になるのである。ま
た、図中αとあるのはCuにSnが固溶している領域で、結晶構造はFCCであり、これをα

相と称する。図5(a)にα相の模式図(単位格子8ケ分)を示す。SnはCu原子と置き換わる
が、その位置は任意であり特に決まっていない。図4の状態図に戻ると、温度が低い
ときはα相の領域はせまく、520℃で最も広くなっている。これは、低温ではSnはあま
り固溶せず、高温では固溶するSn量が増え、最大15.8％までFCCのCu原子をSnによっ
2) N.Saunders and A.P.Miodownik in T.B.Massalski (Ed.) Binary Alloy Phase Diagrams (ASM, Ohio,
1990) pp.1481-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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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置き換え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示している。このように、状態図では、ある組成、

温度条件で生成する相をギリシャ文字α、β・・・を付して標記し、それぞれ、α相、
β相・・・と称する。β相は、BCC構造のCuの一部をランダムにSn原子によって置き

換えた構造(図5(b))を持つ。γ相もBCCを基本構造にしている固溶体(図5(c))である
が、β相と異なり、添加元素のSnの占める位置は規則的である。図4にはδやεといっ
た文字も見られるが、δ相はCu41Sn11という一定の比率で構成される金属間化合物で
あり、ε相はCu3Sn

という金属間化合物である。これらは、FCC(α相)やBCC(β相、γ

相)といったシンプルな構造の結晶と異なり、極めて複雑な構造となっているため、
原子面のすべりがほとんど起こらず、硬くて脆い。

2. 高錫青銅
ところで青銅製品のうち、特にSn比率の高いものを高錫青銅というが、その定義
を明確にしている資料は少ない。添加されるSn量が少なければ、加熱させることなく

加工すること(これを冷間加工という)が可能3)であるが、10％を超えるあたりから、
冷間加工が困難になっていく。このことから、10％以上のSnを含む青銅が一般的に
は高錫青銅と呼ばれているようである。(11％以上とする論文4) もある。)しかし、1
0％以上Snを含む青銅を全て高錫青銅とひとくくりにするのは適切でないと思われ
る。なぜなら、たとえばSn量が10％と22％と33％で全く機械的性質が異なるし、熱処

理の影響なども異なるからである。高錫青銅を定義するには、Snの比率により、さ
らに細分化することが適当であろう。そこでまず、Snは520℃で最大15.8%までCu中
に固溶するので、この最大固溶限を第一の境界にする。なお、文献5)によっては、こ
の最大固溶限以上のSnを含むものを高錫青銅と定義する場合もある。Sn15.8%以上で
は、常温で多くのδ相を持ち、割れやすいので、δ相を消失させるために、焼入れと
いう熱処理が有効である。たとえば、Cu-22％Snという組成を例にとって考えてみ
る。この組成の青銅合金は、常温でα相とδ相を持つ。これを、586℃以上に加熱する
3) 椙山正孝、非鉄金属材料(コロナ社、1963) pp.48-55.
4) Catherine Mortimer, Medieval Archaeology 35 (1991) pp.104-107.
5) David A.Scott, Microstructure of Ancient and Historic Metals (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1991) pp.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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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δ相はより靭性の高いBCC構造のβ相に変化(変態という)する。そのままゆっくり

冷却すると、再度δ相が析出してしまうが、加熱したものを水中などに投入して急冷
する(焼入れ)と、原子が拡散する時間がないのでδ相が再析出することなく、冷却す
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この際、β相はそのまま維持されるわけでなく、マルテンサ
イトとよばれる組織に変態する。このマルテンサイト組織は斜方晶(図5(b)のBCC結晶
のx, y, z 3軸の長さが全て異なる結晶)であり、β相よりは脆いが、δ相よりは靭性が
あるため、焼入れ後は割れにくくなる。
Sn25%を超えると、586℃以上でα相は完全に消失し、さらに26％を超えると焼入れ
をしてもマルテンサイト変態が起こらず、γ相が維持される。γ相のみなのでとても脆
い。そこで、筆者は10%Sn～16％Snを低高錫青銅、16％Sn～25％Snを中高錫青銅、2
5％Sn以上を高高錫青銅と分類すると議論がしやすいと考えている。韓国の鍮器は
Cu-22％Sn合金であり、中高錫青銅であるし、たとえば、インドケララ州のアランム
ラで作られているCu-33％Sn製の青銅鏡は焼入れをしないのでδ相とネットワーク上の
α+δ共析相からできている6) 高高錫青銅である。

3. 高錫青銅の組織と熱処理
金属材料を研磨して、その表面を酸やアルカリで腐食すると、顕微鏡を用いて金
属組織を観察することが可能になる。図6にSnを15％、22％、27％含むCu-Sn合金の
鋳造組織(左列)と、それぞれを再加熱しδ相を消失させた後(これを溶体化処理とい
う。)、焼入れした組織写真(右列)を示す。なお、これらの試料は、富山大学の鋳造

実験室にて生型を用いて鋳造され、電気炉を用いて熱処理されたものである。
まず、Cu-15Sn合金の鋳造組織(写真a)について、説明する。この合金は坩堝のなか
で、1100℃程度まで加熱され、完全に融解してから鋳型へ注湯される。970℃くらい
から固まり始めるが、このとき最初に現れる固体はα相である。鋳型の壁から熱を奪
われて冷却していくので、外側から冷却が進み、α相も鋳型に接している部分から内

部へ向って成長していく。このα相は樹木が成長するように、幹が枝を出しながら成

6) Sharada Srinivasan and Ian Glover, The Journal of the Historical Metallurgy Society 29 (1995)
pp.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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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するため、その金属組織は写真にみられるような樹枝状晶(デンドライト)組織とな
る。デンドライト組織は、冷却されるにつれ成長し、798℃まで冷却されると最終的
に残った液相部分がβ相としてデンドライトのすきまで凝固する。そのまま冷却して
いくと、この部分は最終的に350℃で共析変態し、α+δ共析相(α+δ eutectoid)になる。

一方、Cu-22Snでは、880℃くらいから凝固が始まる。Cu-15Snと同様、α相がデンド
ライト状に成長する。最終凝固部において、β相が晶出するが、このβ相は586℃でα+
γ共析変態し、さらに520℃でα+δ相に共析変態する。こうした共析組織というのは、
α相とγ相、あるいはδ相がそれぞれ細かく層状に同時に析出した相である。Cu-22Sn
の鋳造組織写真(写真c)ではデンドライト組織を呈するα相(薄い灰色)とそれよりも暗
い灰色の共析組織が確認できる。Cu-27Sn(写真e)では、α相はわずかにあるだけで、
ほとんどがα+δ共析組織である。
さて、これら共析組織のδ相はガラスのように脆いため、中高錫青銅ではちょっと
した衝撃で割れてしまうし、高高錫青銅ではさらに脆く、ガラスのように扱わなくて
はならない。鍮器のような中高錫青銅では、通常、鋳造品、鍛造品ともに、材質を

割れにくいものにするために焼入れが行われている。焼入れすると、α+δ共析相がマ
ルテンサイト組織となり、靭性が増すため、割れにくくなることはすでに述べた。金

属組織が、これを証明しており、Cu-22Sn合金の焼入れ組織(写真d)には、α相のほ
か、β’マルテンサイト相が見られる。なお、Cu-15Snでも焼入れすることにより、共

析相はマルテンサイトに変態することが (写真b)で確認できる。一方、高高錫青銅で
あるCu-27Sn合金(写真f)においては、δ相が消失すると同時にα相も見られなくなり、

焼入れ後はγ相のみとなる。

4. 熱間加工について
鍛造による青銅製品の成形方法としては、常温で加工する冷間鍛造と加熱して加
工する熱間鍛造がある。冷間鍛造は、加熱する手間が必要なく、エネルギーも節約
でき、さらに冷却時の熱収縮もないので熱間加工と比較して加工精度もよい。しか
し、材料によっては、冷間鍛造すると簡単に割れてしまう場合もあり、そうした場合
は熱間鍛造を選択する必要が生じ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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青銅においては、材料の粘さに及ぼす組成と温度の影響はすでに調べられてい
る。図７に示すのは、種々のSn比率の青銅合金について、Izod衝撃試験で高温におけ
る粘さを調べた結果7)である。衝撃試験というのは、材料の衝撃エネルギー(破壊す
るために必要なエネルギー)を調べる試験方法であり、図中では単位面積当たりのエ
ネルギー(ft･lbf/in2)で表されている。この値が大きいほど、靭性が高い。図中、斜線
を引いた領域は衝撃エネルギーが15 ft･lbf/in2以下の脆性範囲とみなされる領域であ
る。Sn量が15％までの低高錫青銅は十分に焼き鈍しをした後であれば、室温で加工
しても割れにくいが、硬いので熱間鍛造の方が加工しやすいと考えられる。しかし、
あまりに温度を上げすぎると却って脆くなってしまうので注意が必要である。Sn15～
18％では、全ての温度域で脆性範囲にあり、鍛造に向かない。鍮器の組成(Cu-22%Sn)
では、530～660℃が熱間鍛造可能温度域である。したがって、鍮器を鍛造加工する
ためには、660℃くらいにまで加熱したのち、530℃まで冷却されるまでの間、加工作

業をしなくてはならない。お碗などでは10～20秒程度しかないので、大きく変形させ
ることができない。そこで、再加熱しては鍛造するという工程を何度も繰り返して、

製品が作られていく。

Ⅳ. 韓国における高錫青銅器の熱処理、製造方法に関する研究
鍮器製品の製造方法には、鋳造(jumul)、鍛造の2種類があり、鍛造方法はさらにバ
ンチャ(bangjja)と半バンチャ(ban-bangjja)の2通りがある8)。バンチャは石のくぼみへ
Cu-22Sn合金の溶湯を流し、円板を出発材として鍛造成形していく方法であり、半バ
ンチャは生型鋳造で作った円板をたたいて成形する方法である。2007年～2008年にか
けて行った研究では、上記3種(鋳造、バンチャ、ハンバンチャ)の鍮器について、製

造方法や熱処理、金属組織の観察を行い、貴重なデータを得ることができた。ここ
では、宝城の韓相椿氏工房において作られたハンバンチャ鍮器の製造途中における

素材形状の変化と代表的な金属組織(光学顕微鏡写真(OM)と走査型電子顕微鏡写真

7) 濱住松二郎、非鉄金属および合金(内田老鶴圃、1972) pp.63-73.
8) 안귀숙, 유기장, 화산문화,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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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を紹介する。図8は素材の加工過程ごとの外観写真、断面写真、金属組織をま
とめたものである。P1は鋳造された素材の円板である。P2～P4 は熱間鍛造されたも
のでP2から順にP4へ向って加工が進んで行く。P5はグングルムオクソン技法により

口縁がすぼめられた形状になっており、形を整えた上で焼入れもされている。このグ
ングルムオクソン技法は半バンチャに特有の加工方法である。鉄の棒を上から鍮器

椀の内部に押し付けて、口縁部の下側を外に向って押し出すことによって口をすぼ
める方法であり、もちろんこの工程は熱間加工である。サーモトレーサによって測定
した加工温度は630～510℃であった1)。前項で述べたように、鍮器の最適熱間加工温

度は530～660℃であるため、若干割れの発生する危険領域での作業がなされているよ
うではあるが、サーモトレーサはあくまでも表面の温度をモニターしているにすぎな
いので、内部の温度はもうすこし高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
P1の鋳造材の組織であるが、光学顕微鏡組織写真(P1 OM)から、多くの鋳巣が観察
される。この鋳巣は鍛造後のP2の組織写真(P2 OM)からは見られない。試料間の差も
あるかもしれないが、鍛造によって巣がつぶされたものと考えられる。P1のα相はデ
ンドライト組織である。また、SEM写真（P1

SEM）より、α相とα+δ共析相からなる

金属組織であることがわかった。P2では、α相はデンドライトではなく、等軸状の再
結晶組織となっている。構成相はSEM像からα相とα+δ共析相であるが、α相には焼き
鈍し双晶が見られた。この双晶は原子の並びが隣の結晶と鏡像関係になっている結
晶であり、Cu合金のようなFCC結晶では多くの場合、鍛造とその後の熱処理が行われ
たことを示すものである。したがって、発掘された青銅のα相にこのような双晶が見
られたら、それは鍛造と熱処理によって作られたことを示している。P5は最終加工

後、焼入れされたものなので、α相はP2と同様の形態をしている。もちろん、双晶も
みられる。P5は焼き入れされたものであるため、α+δ共析相は、マルテンサイト相と
なっている様子が見られる。

図9にはP1とP5におけるX線像を示した。これで、CuやSnがどのように分布してい
るのかがわかる。α相はP1(鋳造組織)でもP5(鍛造後焼入れ)でも均一である。P1にみ
られるα+δ共析相は、それぞれ組成の異なるα相とδ相が微細に分散している形態であ
るため、CuやSnの分布が斑状になっていることがわかる。一方P5では、β’マルテンサ
イト相となっているが、この部分ではCuもSnも均一に分布していることがわか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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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韓国出土の高錫青銅器の熱処理、製造方法に関する研究
これまで、東亜細亜文化財研究院との共同研究の一環として、高麗時代と朝鮮時

代の鍮器資料10点について組成分析や金属組織の観察を行ってきた。それらの内、
特徴的なもの2点を図10に示す。
図10(a) は高麗時代の青銅椀の底部片の組織である。光学顕微鏡による低倍率組織
写真(上段左)から、デンドライト状のα組織が観察され、これは鋳造法によって作ら
れたものであることがわかる。なお、出土資料によくみられるように、腐食部分(写

真中黒い部分)が観察される。観察倍率を上げてみると(上段右)、α相のほかの部分は
マルテンサイト組織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つまり、鋳造後、焼入れされたものとい
うことである。これらのほか、Cu2S 相が見られた。これは、銅精錬の技術が十分で
なく、不純物として地金に混入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当然、現代の鍮器には全く

見られない。
図10(b) は高麗時代の青銅皿の組織である。光学顕微鏡による低倍率組織写真(上
段左)から、α組織が粒状になって分布している様子が見られる。図8のP2の組織と同
様の形態であり、鍛造後加熱されたことによってできた再結晶組織である。α相には
上段右写真にあるように、双晶もみられた。なお、α相のほかの部分はマルテンサイ
ト組織であり、不純物としてのCu2Sも見られる。

まとめ
以上、金属組織学の基礎的な解説と伝統産業である鍮器製作や出土遺物への応用
について述べた。出土遺物は貴重なものであり、破壊することが許されない場合が多
いが、その一部を切り取り、組織を観察することにより、どのような手法で製作さ
れ、どのような熱処理が施されたのかを知ることができる。当時の技術力を推測する
ために貴重な知見となるだけでなく、周辺国における出土遺物についても同様の調

査を進めていくことによって、技術の伝播がどのようにされたのかを推測するための
貴重な資料になる。
現在、我々はインドにおいて高錫青銅器(銅鑼や器)の工房を調査し、鋳造、鍛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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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あるいは焼入れ温度などの科学的な検証をおこなったほか、工房の許可をも
らって試作品を持ち帰り、組織観察や分析評価を行なっているところである。

日本では、橿原考古学研究所所蔵のメスリ山古墳出土の鏃や群馬県綿貫観音山古
墳出土銅製水瓶(いずれも国指定重要文化財)などについて、蛍光X線分析装置を用い
た非破壊の成分分析を行っている。
このように、韓国の青銅器を中心に川上のインド、川下の日本における青銅器の

熱処理技術、製作技術についてのデータを順調に蓄積しつつある。我々のほかにも
金属組織分析を行っている研究者らが韓国9) やインド10)、中国11)、タイ12)の青銅器
についてデータを発表しているので、高錫青銅の加工技術における技術伝搬を明ら
かにするために、今後もデータ収集と文献調査を平行して進め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
ると考え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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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방추차의 기초연구
- 방추차와 방직기술의 변용과정 -

1)坂野千登勢*

著 ․ 崔景圭** 譯

요 약
본 논문은 새로운 연구영역으로서 한반도 남부의 청동기~통일신라시대에 이르는
방추차에 착안한 결과, 한반도 남부사회에서는 2회에 걸친 방직기술의 혁신에 의해
사회변혁이 발생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방직기술의 萌芽期라고 할 수
있는 1세기 전반의 원삼국시대 전반 종말기이고, 두 번째는 방추차에 의한 방직체제
가 崩壞되는 시기로 생각되는 6세기 중엽~7세기 후반의 삼국시대 후기 후반이다.

布는 織機기술의 변혁에 의해 생산량이 증가해 교역품으로서 사회적인 중요한 품
목이 되었다. 그에 따라 방추차가 富를 발생시키는 상징이 되는 사회변화 과정을
읽을 수 있다. 방추차는 중량과 孔徑에 의해 織布用과 그 이외의 網이나 紐 등을 제
작하는 2종류로 구별된다. 그리고 방추차로 꼬아서 만든 실은 주로 식물섬유이다.
한반도 사회가 다른 중요 기술과 함께 중국에서 방직기술을 수용하였다고 한다
면,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織機는 輪狀式이라고 생각된다. 윤상식의 직기가 공반되
는 일본의 기술도입 루트의 하나로서 중국 장강유역에서 한반도를 경유하는 도작기
술과 동일한 루트를 예측할 수 있다. 사실, 북부구주에서 출토된 죠몽시대 만기~야
요이시대 조기(B.C. 700~ 600년경)의 방추차와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것을 비교하면
단면형태의 유형은 유사하다.
방추차와 방직기술의 변용을 고찰하기 위해 한반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방추차

* 日本 埼玉大學大學院 文化科學硏究科
**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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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점 정도를 분석 대상으로 시기별 변천(동태)을 비교ㆍ검토하였다. 그 결과, 방추
차의 변혁기로서 원삼국시대 전반 종말기(A.D. 50년경)와 삼국시대 후기의 6세기
중엽~7세기 후반의 2회를 지적할 수 있었다.
원삼국시대 전반은 전반적으로 얇고 직경이 큰 청동기ㆍ초기철기시대의 방추차
에서 소형ㆍ경량의 것으로 크게 변화하고, 단면 육각형이 출현하는 점이 특징이다.
한반도 남부에서 원삼국시대 전반 종말기는 방추차가 수량적으로 가장 많은 삼국시
대로 연결되는 방직기술변혁의 큰 획기라고 할 수 있다.
원삼국시대 후반은 한반도 남부의 대표적인 방추차인 단면 육각형의 방추차가 급
증하는 큰 변화가 확인된다. 이 타입은 삼국시대 후기 전반의 6세기 중엽까지 한반
도 남부의 대표적인 방추차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출토 점수도 급속히 증가하는
시기로 다양한 단면형태 및 종류의 구성을 보인다.
삼국시대 전기~후기 전반(3세기 전엽~6세기 중엽)의 방추차는 전체 출토점수가
한층 증가하는 시기이다. 특히, 전기는 단면 육각형이 다수를 점하고 명확한 능을
가지며 정성스럽게 제작된 것이 많다. 그 법량 분포는 일정 범위에 집중하는 것으
로 볼 때, 규격성에 기초해서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삼국시대 후기 후반(6세기 후반~7세기 중경)은 정형 방추차가 대형화 되어 중량
이 증가하고 크게 변화된다. 이 시대는 전체적으로 중기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정형
방추차에 관한 일정한 규격과 기준이 붕괴되고 조잡화 되는 변혁기이다. 즉, 후기
후반에는 방추차의 성격이 중기까지와는 크게 다르다. 방추차는 무거워지고 일부는
공작용구 등으로 성격이 변화되어 방추차의 사회적인 위치가 달라졌다는 것을 지적
할 수 있다.
특히, 통일신라시대인 7세기 후반 이후에는 기와 등의 재이용 방추차가 주체를
점하고 규격이 대형화되며 무거워지는 특징이 확인된다.
재이용 방추차는 3종류의 소재로 대별되는데, 기와ㆍ토기파편ㆍ지석이나 석제용
기 등의 석제품이다. 기와나 토기의 재이용품의 형태는 방추차이지만, 용도는 방추
차 이외의 것이 있다. 발화용의 舞錐나 穿孔의 彈車, 혹은 공작용구로서 재이용되었
을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다. 재이용 방추차가 어떤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특히, 중
량과 孔徑의 크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기와 재이용 방추차는 정형 방
추차와는 성격이 다르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로서 재이용되어 명확한 사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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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춰서 현지에서 재가공되고 있는 것이다.
원형 토제품은 기와와 토기의 재이용품으로 2종류가 있다. 각각의 유적에서는 용
도에 따라 일정한 규격의 원형 토제품으로 가공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 남부사회는 특히 원삼국시대 전반의 종말기에는 사용하는 직기
의 변화에 공반되어 방추차가 소형ㆍ경량화 되고, 청동기시대와는 다르게 가는 실이
만들어져, 윤상식 직기에서 地機로의 변화라고 하는 방직기술의 혁신기였다고 생각된
다. 즉, 원삼국시대 전반은 새로운 방직기술의 맹아기라고도 할 수 있다. 원삼국시대
후반은 정형화된 단면 육각형의 토제 방추차가 다수 확인되고, 地機가 보급되는 시기
라고 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직기에 의해 麻織物 등을 수십미터의 길이로 짤 수 있게
되어 布가 가진 사회적인 가치가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2의 변혁기인 6세기 중엽~7세기 후반은 종래의 방추차에 의한 방직체제가 붕
괴되는 시기이다. 방추차 대신에 織絲를 뽑기 위한 양산수단으로 새로운 도구로서
의 絲車의 도입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직기의 변혁에 의한 布생산 증대는 한반도 남부사회의 기초구조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원삼국 전반에서 후반으로의 변혁은 목관묘에서 목
곽묘라는 분묘의 구조 변용 및 철기ㆍ토기 등의 부장품의 기종구성이 매우 풍부해
지는 점에서도 사회 기초구조의 변혁을 추정할 수 있다. 즉, 방직의 혁신과 그에 공
반된 사회변용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삼국시대 전기ㆍ중기에는 다수의 방추차가 분묘의 부장품이 되기 때문에 布생산
이 한층 증대되고, 한반도 남부사회에 있어서 布가 중요한 교역품으로 위치하게 된
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후기의 방추차는 중기까지 유지된 규격성이 붕괴
되고 방추차의 성격자체가 크게 변용되며 7세기 후반 이후에는 재이용 방추차로 질
적인 변화를 보인다.
금후의 과제로 종래 일본에서도 대부분 관심이 없던 재이용 방추차를 포함해 자
원의 재이용이라는 새로운 틀과 분석시점에서 한반도의 물질문화를 생산, 소비, 재
이용이라는 사이클로 보고, 다양하고 복잡한 한반도의 역사상과 사회구조를 그려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 방추차, 방직기술, 포(布), 직기(織機), 사회변용, 원형 토제품, 瓦재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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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본고는 한반도 남부의 청동기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는 방추차에 착안해
방직기술의 혁신과 사회변용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한 기초적 연구이다.
제Ⅱ장에서는 고대의 방추차 및 織機에 대해서 한일 양국의 연구사를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일부 중국 漢代의 상황을 더하여 방직에 관한 전체상과 문제점을 유
출한다.
제Ⅲ장에서는 청동기ㆍ원삼국~통일신라시대까지 각 유적에서 출토된 방추차의
분류와 유형화를 진행하여 그 動態의 특징과 성격에 대해서 서술한다.
제Ⅳ장에서는 방추차의 定量分析을 행해, 방직기술의 혁신과 사회변용과의 관계
에 대해서 고찰한다.

織布는 防寒이나 사회적 신분의 상징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고대 중국을 비
롯해 일본의 나라시대에는 通貨와 같이 유통되고 세금으로 수납되었다. 직물은 고
대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한일 양국 고고학에서 직물에 관계된 연구는 직물이 도작 등 사회변화와
유기적 관계를 가진 중요한 생산물이라고 하는 인식이 적어 아직은 黎明期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유물로서 비교적 잔존상태가 양호한 방추차에 대해서 연구대
상으로 해왔다. 그러나 방추차 이외의 목제의 방직구, 직포나 실이 유물로서 발견되
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따라서 고고학적으로 방직기술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서
는 방추차를 유효한 자료로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방추차에 자료적
한계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서 무엇을 알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본, 한국, 중국
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한일 양국에 있어서 방직구와 방직기술 전체의 맥락을 짚은 포괄적인 방추차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고가의 동물성 絹은
비교적 일찍부터 주목되었지만, 絹보다도 많고 일반적으로 생산ㆍ사용되었다고 생
각되는 식물성의 苧麻나 麻 등의 布에 대해서 학문적 관심은 아직 낮다. 후술하듯
이 방직기술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잔존하는 섬유의 연구나 염색에 관한 분야에서 주
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일본의 방추차 등의 연구성과를 참고하면서 새로운 연구영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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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방추차, 방직기술의 변화와 사회에 대해서 연역적으로 가설을 전개하고자
한다. 한국의 청동기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의 한정된 자료점수이지
만, 약 530점의 방추차에 대해서 기초적 고찰을 행하고자 한다. 한반도 남부지역의
방추차에 의한 織機의 변천과정에 대해서도 비교연구의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그
리고 필자의 연구 주제의 하나인 토기 再利用의 시점에서 용도불명의 土製 圓盤 등
을 포함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小論은 한일방추차의 연구를 통해서 방직이 고대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에 입각하여 방직기술의 변용과정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에서는 이제까
지 방추차에 대해 살펴본 예가 없었다. 한반도에서 고대의 방추차와 직기에 대해서
본고가 새로운 연구의 계기가 되고 금후, 방추차에 관해서 중요한 속성인 중량계측
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Ⅱ. 방직연구사와 문제점의 정리
1. 방추차에 대해서
｢紡錘車｣(圖1)라는 것은 실을 회전운동으로 뽑아내는 것으로 중앙에 구멍을 뚫어
서 彈車 혹은 추의 역할을 하는 ｢紡輪｣과, 회전시키는 軸棒으로 이루어진 실을 감는

｢紡莖｣을 합한 전체를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紡輪｣만 있는 경우에도 관용적으로
｢방추차｣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일본에서의 방추차의 재료는 주로 토제ㆍ석제ㆍ목제(圖1)이다. 야요이시대에는
일부 골제나, 7세기 후반 이후에는 철제(圖4)가 사용되고 있다.1) 토기 등의 재이용
품, 지석 등의 재이용품도 확인된다. 일본에서는 목제방추차(圖2)는 많이 사용되었
다고 추정되지만, 실제로 유물로 출토되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2) 紡莖은 주로 목제
로 보이며 일부 철제도 있다. 紡輪과 紡莖 조합의 재질에 대해서는 목제와 철제의

紡輪은 통상 각각 같은 재질의 紡莖과 조합된다. 특히 일본의 철제 방추차는 얇은
1) 東村純子, ｢律令國家形成期における鐵製紡錘車の導入と紡織體制｣, 洛北史學, 洛北史學會,
2005.
2) 현재까지 일본의 목제방추차의 검출 수는 석제방추차, 토제방추차에 비하면 극히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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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1. 방추차 (註문헌3․55A)
1：大阪府鬼虎川遺蹟7次溝8・弥生後期 2：三重縣六大A遺蹟SDⅣ層・彌生後期~古墳前期 3：長野縣森将軍
塚2號土壙墓・6C後半~7C前半 4：山梨縣梅之木遺蹟77號住居蹟・8C末~9C 5：埼玉県若葉台遺蹟Ⅰ區36
号住居蹟・8世紀前葉 6：若葉台遺蹟Ⅵ區28號住居蹟・8C後半

원반상의 紡輪에 철제의 紡莖이 반드시 조합되고 있다. 한편 토제ㆍ석제의 紡輪에
는 목제의 紡莖(圖1)이라는 조합이 많다. 석제의 紡輪에 철제의 紡莖이 조합되어 검
출된 것(圖3)은 불과 몇 예에 불과하고 일반적이지는 않다.3)
일본 각 都道府縣의 위치에 대해서는 圖2를 참조하기 바란다.

3) 東村純子, ｢3-3. 紡錘の機能と使用方法についての諸問題｣, 日本出土原始古代纖維製品の分析
調査による發展的硏究, 平成14年度~平成17年度科學硏究費補助金基盤硏究(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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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2. 일본열도의 都道府縣별 지도

1) 방추차의 사용방법
일본에서는 방추차의 사용방법의 복원에 대해서 두 가지가 생각되어지고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①공중에 매다는 기법이다. 이 방법은 민속사례나 헤이안시대 말
기의 信貴山緣起 등의 繪巻物(두루마리 그림)을 기초로 복원되고 있다.4) 방추차
4) 아주 적지만, 방추차의 찰흔ㆍ박리흔의 관찰에 주의를 기울인 고찰도 보인다.(大倉潤, ｢石製紡
錘車表面の擦痕ㆍ剝離痕をめぐって｣, 日々の考古學, 東海大學考古學硏究室 20周年論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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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회전을 주기 위해 테지로기(定置木) 혹은 츠무스리와 테시로라는 보조구를 사용
한다. 圖3에 제시한 방추를 옆으로 하고, 츠무스리에 올려서 가볍게 손으로 잡고,
다른 한손으로 테시로를 쥐고, 紡莖을 츠무스리 위에서 돌리면서 방추차를 들어 올
려 공중에 매달아 실을 뽑아내는 방법이다.5)
다음으로 ②팽이(獨樂) 회전법이다. 팽
이처럼 회전시키면서 평탄한 면에 접촉
시켜 그릇(皿) 등으로 받는 방법이다. 공
중에 매다는 기법은 紡莖의 선단이 鉤狀
(갈고리 모양)일 필요가 있다고 한다.6)

紡莖의 검출 예는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출토된 철제 방경의 선단은 鉤狀의 것이
확인된다.(圖1-3ㆍ4) 그러나 목제는 鉤狀
이 확인되지 않는다. 鉤狀의 것이 없는

紡莖을 사용할 때는 실을 방경의 선단에
서 輪을 만들어 꼬아 풀리지 않게 실을

圖3. 방추차의 사용방법 (註문헌5)

짠다. 아주 비효율적이지만, 補助具를 사용하지 않고 목제 紡莖으로 실을 뽑아낼 때
에는 손쉬운 방법이다.
실을 뽑아낼 때에는 미리 적셔놓을 필요가 있으며 건조하면 실을 꼬기가 어렵다.
복원의 근거가 되는 헤이안시대 말기의 회화 자료에는 ②팽이 회전법도 병용되지
만, 鉤狀으로 細工이 용이한 철제 紡莖의 보급에 의해 ①공중에 매다는 방법이 널리
보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②의 방법에서 ①공중에 매다는 방법
으로 紡莖의 재질, 형상의 변화에 공반되어 효율적인 실 뽑는 방법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철제 방추차의 출현시기는 서일본에서는 京都府 長岡京市 출토 예로 6세기 후반
으로 보고 있다.7) 따라서 6세기 후반에는 서일본의 일부에서는 효율적인 실 뽑기가

2002.
5) 竹內晶子, 彌生の布を織る-織機の考古學, 東京大學出版會, 1989.
6) 주)3의 ｢앞의 글｣, (2006).
7) 國下多美樹, ｢京都府下の紡錘車について｣, 京都考古, 京都考古刊行會 第50號,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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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졌을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방추차의 사용방법은 목제의 紡莖(軸)을 장착하고 무릎 위
에서 회전시키거나 아래로 매달아 사용하는 방법을 추정할 수 있다.8) 한반도에서는

紡莖의 잔존 예가 거의 없으며 필자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영남지역에서 두 가지
예가 있다. 경주 사라리유적9)의 청동기시대의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제 방추차의 중
심공에 紡莖의 일부로 생각되는 목탄이 된 紡莖이 잔존하고 있다. 다른 한 예는 5세
기 전반으로 보이는 합천 옥전고분군 목곽묘 출토의 토제 방추차이다. 단면 육각형
을 띠는 철제 紡莖의 일부가 장착된 상태로 출토되었다.10) 紡莖의 선단이 일본과
같은 鉤狀의 세공인지는 불명확하다. 그리고 토제의 방추차에 철제의 紡莖이 일반
적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방추차의 사용방법에서 아래로 매달아 사용할 때에 방추차의 중량이 뽑는 실의
굵기와 종류와 관계되는 중요한 속성이라는 지적이 있다. 방추차는 무거울수록 빠
르게 회전하고 惰性이 더해져 길게 회전하고, 같은 섬유를 무거운 방추차와 가벼운
방추차 2종류로 뽑았을 때, 무거운 것은 성글며 가벼운 방추차로 뽑은 것은 가늘게
뽑히기 때문에 방추차의 무게는 중요하다고 한다.11) 따라서 섬유의 굵기나 종류에
따른 각기 다른 무게의 방추차가 필요하게 된다. 방추차 연구에 있어서 중량은 중
요한 속성이다. 중심부가 천공된 방추차와 유사한 모양의 크고 무거운 것은 발화구
로서 舞錐나 다른 彈車의 용도 또는 紐이나 網 등의 굵은 실을 만들었던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2) 방추차의 중량
일본에서도 방추차의 중량은 최근에야 보고되기 시작했지만, 전체가 다 보고되고
있지는 않다. 비교적 정리가 된 것은 中澤悟씨에 의한 연구12)이다. 관동지방 북부
에 위치하는 군마현의 집락에서 출토된 방추차에 대해서 야요이시대부터 헤이안시

8)
9)
10)
11)
12)

국립진주박물관, 청동기시대의 대평ㆍ대평인, 2002.
영남문화재연구원, 경주 사라리유적 Ⅱ, 2001.
경상대학교박물관, 합천 옥전고분군 Ⅶ, 1998.
佐原眞, ｢手から道具へ石から鐵へ｣, 圖說 日本文化の歷史 1, 先史ㆍ原始 小學館, 1979.
A : 中澤悟, ｢紡錘車の基礎硏究(1)｣, 硏究紀要 13, (財)群馬縣埋藏文化財調査事業團, 1996.
B : ______, ｢紡錘車の基礎硏究(2)｣, 專修考古, 專修大學考古學會,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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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개관하면, ①야요이시대에서 고분시대 전기(2~4세기)까지는 장방형의 토제 방
추차가 주였고, ②고분시대 중기(5세기) 이후에는 단면 臺形의 석제 방추차, ③헤이
안시대(9~11세기)에는 철제 방추차와 석제 臺形 방추차가 다수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방추차에는 3번의 획기가 존재한다. 중량은 30g 미만, 30~50g 미만, 50~70g 미
만, 70g 이상으로 4구분 하면, 30~50g 미만이 전체의 39%로 가장 많고 다음은
50~70g 미만으로 27%이다. 30~70g이 전체의 66%를 점한다. 각 시기에 가벼운 방추
차와 무거운 방추차의 2종류가 존재한다. 헤이안시대에는 50~70g 미만의 석제방추
차가 가장 많고 시기가 떨어지면 무거운 방추차가 많은 경향이 있다. 70g 이상은 적
지만, 고분시대 후기(6~7세기) 이후에는 100g 이상의 무거운 방추차도 약간은 보이
며 그 중에서는 150g 가까운 것이 보고되어져 있다. 中澤씨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
만, 90g 이상을 ｢방추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후술하듯이 織布用의 絲(紡織絲)
가 아니라 어망, 끈(紐) 등을 짜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13)
한반도 남부의 방추차 중량에 대해서도 측정된 것은 한정되어 있지만, 데이터를
제시해 후술하고자 한다.
3) 방추차에서 뽑은 실
방추차에서 꼰 실은 주로 麻, 苧麻, 葛, 藤 등의 식물섬유이다.14) 식물섬유는 가늘
게 찢어져 짧은 섬유를 길게 연결시키기 위해 길쌈(績)작업을 행한 후, 강도를 높이
기 위해 꼬아서 실을 만든다.15)

絹絲는 기본적으로는 꼬지 않는다.16) 단, 극히 일부의 紬(명주) 등의 실은 꼬았
다. 紬絲는 더러워지거나 구멍이 나거나 한 누에고치를 사용한 실이다.17) 누에고치

13) 加賀ひろ子씨에 의하면, 근대 어망용의 網絲, 釣絲로서의 麻絲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방추차
의 중량은 50~270g 이라고 한다.(｢漁村における麻絲撚りの技術｣, 神奈川縣立博物館硏究報
告 第2號, 1969.) 織布用의 실을 뽑는 방추차와 중량에서 증복되는 범위가 있지만, 90g을 넘
는 것은 織布用의 방추차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14) 布目順郞은 絹と布の考古學(雄山閣, 1988)에서 ｢絹 이외의 직물로 실이나 끈을 만드는 경우
는 絹과 다르게 꼬는 것이 보통이다(p.191)｣라고 기록하고 있다.
15) 澤田むつ代, ｢出土纖維の記錄法｣, 季刊考古學 第91號, 雄山閣, 2005.
16) 주)15의 ｢앞의 글｣, (2005).
17) 일본의 율령체제하에서 稅(調)로서 모은 絁(あしぎぬ)는 平絹으로 꼬지 않은 실이다.(尾形充
彦, ｢裂地としてみた正倉院の調絁｣, 正倉院紀要 第21號, 宮內廳正倉院事務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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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뒤에 실이 되는 부분이 세리신18)(silk protein sericin)이라는 蠟物質로 교
착(膠着)되어 있다. 蠟을 灰汁 등의 약 알칼리액에 넣어서 가열하면 단백질의 일종
인 세리신이 일부 녹는다. 絹絲는 부드러워진 蠟에서 絲口를 찾아내 실을 당겨, 몇
개를 모아 맞춘 것이다.19) 즉, 방추차는 주로 식물섬유를 꼬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7세기 후반부터 사용된 철제 방추차에도 식물섬유가 부착된 예20)가
있어 뽑은 실의 대부분은 식물섬유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출토섬유의 관찰에서 가
야와 일본 출토 麻織物의 실은 꼬았으며 견직물의 대부분에는 꼬지 않은 실이 사용
되었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21) 따라서 본고에서는 방추차로 꼰 실은 주로 식물섬
유라고 하는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한국의 방추차와 식물에 관한 연구사
한국의 식물연구에 관해서는 필자가 아는 한 일본보다 많지 않고, 방추차에도 거
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필자의 눈으로 본 바로는 방추차를 주제로 한 논고는
보이지 않으며 일부 섬유와의 관계 정도의 언급에 지나지 않는다.
B.C. 3000~2500년경의 신석기시대 중기, 서포항유적 3기의 주거지에서 토제방추
차가 발견되었다고 한다.22)
신석기시대 만기의 경남 김해 수가리유적(B.C. 2000~1000)에서는 상하 수평면이
작은 단면형태 육각형의 토제방추차가 3점 출토되었다. 단면은 두껍고 算盤玉 형태

18) 生絲의 표면에 부착한 아교모양의 단백질로 누에고치에서 갓 뽑아낸 명주실에 묻어있는 젤라
틴.(譯者註)
19) 주)5의 앞의 책, (1989).
20) 堀田孝博, ｢古代における鐵製紡錘車普及の意義ついて-神奈川縣下出土資料を中心として-｣,
神奈川考古 35號, 1999.
21) A : 朴允美, ｢伽耶と古墳時代の麻織物の比較硏究｣, アジア民族造形學報 第4輯, アジア民族
造形學會, 2003.
B : ______, ｢가야일와 일본 고분시대의 견직물의 비교연구｣, 영남고고학보 34, 영남고고학
회, 2004.
22) 필자가 입수한 鄭玩燮, 직물의 기원과 교류-천연섬유-(서경문화사, 1997)에서는 閔吉子씨의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직물공예편(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1)을 인용해, 한국의
방추차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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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반도에서 最古에 속할 가능성도
있지만, 보고서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
에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청동기시대에는 지역차가 있지만, 신
석기시대에 비해 보다 많은 방추차가
각 유적에서 발견되고 있다. 織機는 垂

直機로 생각되지만, 織機 자체의 부품
등은 보고되어 있지 않고 織機의 설명
도 대부분 보이지 않는다.
그 외에 가야 출토 마직물이나 견직
물에 관해서 고분시대의 일본 출토품과

圖4. 중국 운남성 석채산M１호묘 출토
청동제 貯貝器 방직장면 (註문헌27A)

의 비교연구가 있다.23) 가야의 마직물
이나 견직물의 밀도는 일본의 것과 비교해서 보다 높으며 견직물 기술의 일부는 한
반도가 일찍 도입되었다고 논하고 있다. 그리고 양국의 직물은 상당히 유사한 공통
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문헌자료에 의하면 신라에서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A.D. 32년(3대 유리니사
금 9년), ｢每日 早集六部之庭績麻｣라는 기사가 보인다. 원삼국시대 전반의 기사로

｢麻를 길쌈하다｣라는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 麻布와 苧麻布는 古신라시대
와 그 후의 통일신라시대에서도 이 지역의 특산 직물이었다고 생각된다.24) 고려시
대에도 20升의 白紵布나 麻布가 직조되었다.25) 신라는 고품질의 고급 麻織物을 생
산하였다고 추정된다. 織機에 관해서 한반도에서는 전술한 바대로 거의 연구가 진
행되지 않고, 일본이나 중국 등 얼마 되지 않는 자료를 근거로 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王大道씨와 朱寶田씨26)는 前漢의 中國 雲南省 晉寧 石寨山 M1호묘 출토 청동제
23) 주)21의 ｢앞의 글 AㆍB｣, (2003ㆍ2004).
24) 신라의 마직물은 중국의 마직물의 30升(升은 날실 80本으로 1升이다)에 비해서도 날실의 本
數가 많은 40升의 정치한 것이었다고 보고되어져 있다. 하지만, 주)22의 문헌 중에서 정완섭
씨가 정길자씨의 논문을 인용해 기록하고 있지만,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25) 주)22의 정완섭씨의 논문에서 고려사 세가24, 고종 40년조 및 세가 30, 충열왕 19년의 기사
가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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貯貝器蓋에 보이는 방직
과정을 나타내는 群像27)
(圖4ㆍ5) 및 M17호묘나

江川 李家山유적 출토
織機의 저부로 보이는
유물을 검토해 原始 織

機(圖6-1ㆍ2)를 복원하고
있다. 중국 운남성 진령
圖5. 중국 운남성 석채산M1호묘 출토 貯貝器 방직장면
인물상모사 (註문헌27B)

석채산유적은

｢滇王의

印｣이 출토된 것으로 널

리 알려져 있고 가까이에 위치하는 강천 이가산유적 또한 이 지역의 상위계층의 묘
로 생각되고 있다.

王大道씨에 의해 복원된 前漢시대로 생각되는 機(圖6-1)는 소수민족인 佤族의 機
(圖3)를 참고하고 있다. 이 機는 후술하는 날실을 輪狀으로 걸치고 허리받침을 사용
해서 발로 지지하는 ｢輪狀式｣의 機(圖5-3~7)이다. 또한 王씨는 중국 운남성 진령 석
채산유적에서 출토된 단면형태 육각형의 토제 방추차의 대소 2점을 보고하고 있다.
M14ㆍ15호묘에서는 직경 4.4cm, 두께 1.4cm, 중량 68.3g 그리고 機의 부품이 검출
된 M17호묘에서는 직경 2.5cm, 두께 0.9cm, 중량 8.2g의 소형의 輕量 방추차가 검
출되었다. 이와 같이 織布用의 실에 대소 2가지 규격의 방추차가 있다는 것은 뽑는
실의 재료의 차이나 실의 굵기에 따른 것이다.
중국 운남성 진령 석채산 1호분 출토의 청동제 貯貝器의 방직장면28)(圖5-3~7)의
군상은 그 후에도 검토되었는데, 吉本씨는 ｢①型 要機｣29), 東村씨는 ｢輪狀式 原始
26) 王大道ㆍ朱寶田, ｢雲南靑銅器時代紡織初探｣, 中國考古學會 第1次年次論文集, 1979.
27) A : 滇昆明, 中國靑銅器全集 第14卷, 文物出版社, 1993.
B : 張增祺, 晉宁石塞山, 雲南美術出版社, 1998.
28) 布目順郞씨도 중국 운남성 진령 석채산묘 출토의 방직구와 유사한 것이 일본의 야요이시대
방직관계의 목제품과 유사한 것에 착안해 이미 남방계의 방직구가 일본에 도입되었을 가능
성을 언급하고 있다.( 布目씨의 주)14의 ｢앞의 글｣참조) 그러나 布目씨는 ｢이러한 기술은 일
찍이 일본에서 사용된 것과는 다른 양식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9) 吉本忍, ｢日本とその周邊地域における機織り文化の基層と展開｣, 生活技術の人類學, 平凡
社,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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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30)로 분류하고 있다. 양씨는 漢代의 화
상석(圖7-1)에 ｢高機(たかはた)｣(圖42, 제Ⅳ
장 4項 참조)나 ｢高機의 일종인 踏板斜織機｣
가 확인되는 것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東村
씨는 地機(圖41, 제Ⅳ장 4項 참조)의 가능성
을 가진 部材가 廣西省의 貴縣 羅泊灣 漢墓
1호분에서 출토된 것도 지적하고 있다.
한대의 화상석에는 織機를 묘사한 12점이
확인되고 있다. 渡部武씨에 의하면, 그 중에
서도 四川省 成都市 西郊 土橋 한묘 출토 機

織畵像31)(圖7-2ㆍ3)에는 踏木이 1枚로 허리
받침으로 날실을 保持하는 居坐機(いざりは
た)형태의 地機가 확인된다고 한다.32)
여기서는 한대 화상석의 踏板斜織機에 관
해서 吉本씨, 東村씨와 渡部씨의 견해가 일
치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 문제는 제

Ⅳ장 4項의 織機에 대한 연구성과에서 정리
하였다.

圖6. 전한시대의 복원방직기와
와족의 직기 (註문헌26을 일부개변）
1・2：복원방직기 3：와족의 직기

한반도에서 다른 주요한 기술과 함께 중
국에서 방직기술을 도입하였다고 한다면,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織機는 수직기가 아
닌 輪狀式이라고 생각된다. 제Ⅳ장에서 설명하겠지만, 원삼국시대 전반 종말기
(A.D. 50년경)에는 苧麻布用의 斜織機인 地機가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방추차를 사용해서 생산된 실에는 굵은 어로용 혹은 布라고 하여도 編布(あんぎ
ん)33)用의 실로 꼬기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織布의 생산을
30) 東村純子, ｢東アジアにおける機織技術の原初形態｣, 日本考古學協會 2008年度 愛知大會硏究
發表資料集, 2008.
31) 文物 1979年 第12期
32) 渡部武, ｢第7章 紡織機術と衣生活｣, 畵像が語る中國の古代, 平凡社, 1991.
33) 얽어서 제작된 布로 일본의 蓆(돗자리)이나 簾(발)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것이다. 小笠原好彦
(｢繩文ㆍ彌生時代の布｣, 考古學硏究 第17卷 第3號, 1970.)의 논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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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균일하고 충분하게
꼬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실
이 아니면, 平織과 組織이 흐트
러져 버린다고 한다.34) 따라서

織布 생산을 위해서는 균일하
게 꼴 수 있는 방추차 즉, 일정
한 규격을 가지고 정형화된 방
추차가 필요하다.
한국 남부의 신석기시대 방
추차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
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먼저 織

機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
다면, 원반상의 방추차가 다수
확인되는 청동기시대에는 輪狀

式의 機가 사용되었고, 단면 육
각형의 방추차가 출현하는 삼
국시대 전반에는 地機가 도입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일본의 방직에 관한 연구사
圖7. 중국 한대 화상석에 표현된 직기와 복원된
직기(註문헌31・32)
1：중국 강소성 동산현 홍루 출토 방직화상 2・3：사천성 성도시
서교토교 한묘 출토 방직화상 4：복원된 사직기

1) 실을 뽑는 기능과 방추차 및
직기
일본에서는 염색사의 시점에

의한 연구가 일찍부터 이루어져 1960년대의 대표적인 학설로서는 角山幸洋씨35)의
연구가 있다. 출토 섬유에 대해서는 布目順郞씨36)가 섬유단면의 관찰법을 행한 일

34) 角山幸洋, 日本染色發達史, 田畑書店, 1968.
35) 주)34의 앞의 책,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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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연구 및 澤田むつ代씨37)에 의한 것도 있다. 그리고 방추차에서 실이 되는 섬
유의 종류 및 실제 布를 짠다고 하는 폭넓은 시점에서의 竹內晶子씨에 의한 성과38)
가 있다.
직기는 날실(たていと의 保持 방식으로 분류된다. 일본의 원시기에 관해서는 종
래, 直狀式으로 추정되었지만 근년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輪狀式｣으로 보인다. 일
본의 직기 연구의 기초가 된 太田英

藏씨의 연구39)에서는 나라현 唐古유
적 등에서 출토된 목기에서 야요이시
대의 원시기는 無機臺로 ｢直狀式｣의
직기로 복원되고 있다. 전술한 竹內
씨도 直狀式의 원시기로 추정하고 있
다. 날실의 一端은 立木이나 杭으로
고정하고, 반대편 端은 布卷具와 거
기에 織手(베를 짜는 사람)의 要當具
에 묶어서 연결시키는 것이다.(圖8-1)
완성된 布는 織手가 앞으로 나가 布

卷具로 말아서 빼내는 방식이다. 또
한 일본열도 주변의 아이누의 機(は
た)와 八丈島의 전통적 직물인 ｢카페
타 짜기｣의 機는 直狀式의 날실이
다.40)
圖8. 直狀式과 輪狀式의 機
1：直狀式原始機復元圖
森浩一『圖説日本の歴史』1先
史・原始 小学館, 1979 2：輪圖式織機(註문헌30)

민족학에 의한 직기의 연구는 前項
에서 일부 다룬 吉本忍씨의 성과가

36) 布目順郞, 養蠶の起源と古代絹, 雄山閣, 1979 ; 주)14의 ｢앞의 글｣, (1988).
37) 澤田むつ代, 上代裂集成 - 古墳出土の纖維製品から法隆寺ㆍ正倉院裂まで, 中央公論美術出
版, 2001.
38) 주)5의 앞의 책, (1989).
39) 太田英藏의 織機에 대한 논문은 月の輪古墳, (1960)에 게재되어 있지만, 입수가 어려워, 小
林行雄씨의 古代の技術(塙書房, 1962)의 ｢Ⅱ.織機｣에 인용된 부분을 참고하였다. 이 외에도
太田씨에 의한 4. 紡織具(日本の考古學 Ⅲ, 下出書房新社, 1966) 등이 있다.
40) 주)30의 ｢앞의 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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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41) 일본 주변 직기의 분포상황과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 정리하고 생산성을 중
시하면서 검토하고 있다. 腰當을 사용하는 직기인 생산성이 낮은 ｢腰機(back-strap
loom)｣가 종래, 다른 계통이라고 생각된 효율성이 높은 高機(圖42)로 변화했다고 결
론짓고 있다.42) 가장 생산성이 낮은 ｢①型 腰機｣(圖8-2)의 형식은 腰當을 사용해 織

手가 經絲 전체에 해당하는 직기의 先端棒을 발로 받치면서 保持하고, 칼 형태의 緯
打具를 사용해서 씨실을 넣는 것이다. 전술한 중국 진령 석채산 M1호묘 출토 청동
제 貯貝器의 蓋에 보이는 방직과정을 나타내는 군상(圖5-3~7)과 같은 형식의 직기
이다. 동아시아의 도서부인 대만이나 동남아시아에서 넓게 사용되고 있다. 날실은

輪狀이기 때문에 날실 전체를 회전시켜 짜는 직기이다. 완성된 직물의 형태도 날실
이 연결된 輪狀으로 날실을 절단해서 장방형의 布를 만든다. 짤수 있는 布의 길이
는 발 길이의 약 2배가 한계인 것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본 야요이시대의 機가
이 輪狀의 ｢①型 腰機｣인 것도 언급하고 있다.

吉本씨가 행한 機의 주된 분류기준과 시점은 기본적으로 腰當의 有無 및 효율이
라는 점이고 腰當을 사용하는 일본에서 地機로 불려지고 있는 直狀式의 機(圖41-1

ㆍ2)를 腰機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腰機 가운데, 날실을 輪狀으로 보
유하고 있는 형식과 直狀으로 보유하고 있는 형식에는 제품으로서 布의 길이가 다
르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약 2m의 布와 10m의 것은 布의 가치가
전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양자의 布가 가진 사회적 관계성은 아주 다르다
고 생각된다. 따라서 吉本씨의 분류에서 腰機로서 일괄된 機와 地機는 기본적으로
형식이 다른 직기이며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東村純子씨는 鈴木敏則씨43)가 행한 방직기술연구를 기초로 일본의 원시기의 연
구를 정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44) 제Ⅳ장 제4項에서 서술하겠지만, 죠몽시대 만기

41) 吉本忍, ｢手織り機の構造ㆍ機能論的分析と分類｣, 國立民族學博物館硏究報告 12卷 2號,
1987.
42) 주)29의 ｢앞의 글｣, (1995).
43) 鈴木敏則, ｢遠江における原始ㆍ古代の紡織具｣, 浜松市館報 12號, 1999.
44) A : 東村純子, ｢輪狀原始機の硏究｣, 古代文化, 古代學協會, 2008.
B : ________, ｢(13) 輪狀式の原始機-上細井稻荷山古墳出土の石製祭器の再檢討-｣, 日本考古
學協會 第73會 總會硏究發表要旨, 2007.
C : ________, 주)30의 ｢앞의 글｣, (2008).

한일 방추차의 기초연구

309

에서 야요이시대 조기인 雀居유적 출토의 목제 방직구를 비롯해 고분에서 출토된
석제 모조품(5세기 전반, 圖9)의 직기45) 등의 고고유물을 검토해, 민족 사례나 전술
한 중국 석채산 1호묘 출토 청동제 貯貝器의 蓋 위의 군상(圖4ㆍ5) 등과 함께 일본
의 원시기가 ｢輪狀式 원시기｣(圖8-2)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전술한 王씨나 吉本씨와
동일한 구조의 직기(圖6-2)이다.

東村씨의 연구 이전에 일본의 원시기에 관해 吉本씨 외에도 기존의 민족사례를
원용하여 원시기를 추정하고 있다. 1960년에 太田英藏씨는 동남아시아에서 날실이

輪狀인 機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에 착안해, ｢輪經式｣이라고 했지만, 아이누나 八
丈島의 機는 날실이 直狀이라는 것을 근거로 直狀式 원시기로 추정하고 있다.46) 한
편 1977년에는 岡村吉衛門씨가 群馬縣 上細井稻荷山 고분 출토의 직기 부품(布送

具)을 모방한 석제 모조품(圖9-1)의 존재로부터 대만의 민족예에 보이는 ｢輪狀整經｣
과 같은 원시기의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47)

圖9. 석제모조품의 방직구 (註문헌44)
1：布送具 2：經送具

東村씨에 의하면, 輪狀式은 麻와 같이 뿌리에서 말단으로의 방향성이 중시되는 섬
유에 적합한 직기라고 한다. 直狀式이라는 것은 이와 달리 날실을 정리하는 방향이
한 방향이기 때문에 날실에 보풀이 일어나기 어렵고 苧麻, 麻 등의 식물성 섬유의

45) 동경국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群馬縣의 上細井稻荷山古墳 출토의 석제 모조품으로 방
직기 이외에 箕ㆍ杆ㆍ小型壺ㆍ下馱(일본 나막신, 게타)가 보인다.
46) 주)39의 앞의 책, (1962).
47) 岡村吉右衛門, 日本原始織物の硏究, 文化出版局,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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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적합한 합리적인 機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輪狀式은 죠몽시대 만기~야요이시대 조기의 구주 북부 雀居유적을 비롯
해서 6세기 전반까지, 지역에 따라서 7세기 전반까지 존속된 機라고 한다. 地機나

高機는 고분시대 후기에 확인된다고 한다. 이 輪狀式 機에 대해서는 긴 布의 생산
이 가능한 直狀式의 地機나 高機와는 기술적 계보가 다르다48)고 생각되는데, 이 점
은 필자도 동감한다. 그리고 방추차에 대해서 輪狀式 원시기가 도입되었다고 추청
되는 福岡縣 雀居유적에서는 야요이시대 전기와 동일하게 일정한 크기의 방추차가
출현하고 있다고 한다. 東村씨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輪狀式 섬유의 일본에의 도
입경로 추정에 있어 중요한 문제점이다. 직기기술은 실을 만드는 기술을 포함한 계
통적이면서 종합적인 부분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기술의 도입배경에는 사람의 이동이 있다. 구체적인 輪狀式 機의 일본으로의 도
입계기나 경로에 대해서는 금후의 연구를 기다려야 하겠지만, 현상황에서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輪狀式의 직기를 공반한 일본으로의 기술도입 루트의 하나로 중국 長江유역에서
한반도를 거친 도작기술과 같은 루트로 일본으로 도입되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그 시기도 도작도입과 거의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 직기의 도입에 대해서는 우선,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다. ①일본의 북부구주에서 출토된 죠몽시대 만기에서 야요
이시대 조기의 방추차(圖10-1~10)와 한반도의 청동기시대의 방추차(圖26)를 비교하
면, 제Ⅲ장에서 서술하는 단면형태에서는 동일 유형이다. 일본의 방추차는 한반도
에 비해 소형으로 연대로는 청동기시대 전기 말~중기 초(B.C. 6000년경)라고 생각
된다. ②도작기술의 일본으로의 주된 도입경로는 한반도 루트이다. ③생활양식이나
도작에 공반된 관련기술 등이 계통적으로 한반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본
에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재이용과 방추차
죠몽시대의 토기파편 재이용의 ｢有孔圓板｣49)이 방추차였는지, 또는 죠몽시대의

編布에서 平織으로의 변화에 관한 문제50) 등은 토기 재이용과 방추차의 관계에서
48) 주)44의 ｢앞의 글｣, (2007ㆍ2008).
49) 長崎元廣, ｢繩文の紡錘車-有孔圓板の用度と意義-｣, 長野縣考古學會誌 32,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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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하지만,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방추차가 소형화 되어 일정 형태로 정형
화되기 시작하는 일본의 죠몽시대 만기~야요이시대 조기 이후에는 한반도 남부와
의 관계에 대해서 검토한다.
한반도나 중국대륙에 시야를 넓힌 방추차의 연구는 八幡一郞51)씨에 의한 일련의
성과가 있다. 1960년대에 일본의 방직기의 계보에 관심을 가지고, 한반도 출토 방추
차의 형태분류를 행하고 방추차가 신석기시대 이후 중동의 이란에서는 여성의 묘에
부장된 예가 많은 점 등이 기술되어 있다. 일본의 방직기술이 한반도나 중국대륙과
관계되어 있는 것, 그리고 성별과 분업에도 관심을 가져, 방추차의 부장에 주목한
것은 선구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형 토제품을 방추차에 포함해 보고하
고 있다.

佐原眞52)씨는 야요이 전기 이후의 방추차에 대해서 처음부터 방추차로서 제작된
A종과 토기편 혹은 반월형 석도를 재이용한 B종의 2종류를 인식해서 분류를 행하
고, 중량에 주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전술한 바대로, 방추차의 사용법에 대해
서도 아래로 메달아 사용할 때에는 중량이 뽑는 실의 굵기와 종류에 관계하고 있는
중요한 속성이라는 것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형태가 방추차에 유사한 도구로서
발화구의 舞鑽도 다루고 있다.

中間硏志53)씨는 중국의 신석기시대 방추차가 한반도를 거쳐 연대적으로 떨어지
는 일본의 죠몽시대 후기에서 야요이시대 전기의 방추차로 연결된다는 견해를 가지
고 있다. 또한 방추차로서의 용도가 전제된 토기 재이용의 ｢土器片 圓盤類｣ 등은
방추차인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중국 황하 중하류역에서는 늦어도 앙소문화 만기에서 용산문화 조기(B.C. 4,300~
B.C. 2,400년경)에 방추차의 단면형태가 삼각형, 원반형, 육각형, 장방형(圖11-1~9)

50) 주)33의 ｢앞의 글｣, (1970).
51) 八幡一郞, 八幡一郞著作集 第3卷 彌生文化硏究(雄山閣, 1979)에는 ｢紡織技術考｣로서 방직
에 관한 八幡씨의 복수의 논문이 수집되어 있다. ｢朝鮮半島の古代紡錘車資料｣(초출은 조선
학보 49집, 1968)나 ｢イラン國アルボルス山中の古墓出土の紡錘車について｣(초출은 上智史
學, 1969) 등이다.
52) 佐原眞, ｢二, 土製品｣, 紫雲出 詫間文化財保護委員會, 1974.
53) 中間硏志, ｢2. 紡錘車の硏究-我國稻作農耕文化の一要因としての紡織技術の展開-｣, 石崎曲り
田遺蹟Ⅲ 福岡縣敎育委員會,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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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10. 죠몽시대 만기~야요이시대 조기의 북부구주 출토 한반도계 방추차
1・2・7~9：福岡縣曲り田遺蹟 3：佐賀縣柏崎大深田遺蹟 4・10：福岡縣有田七田前遺蹟
5・6：佐賀縣菜畑遺蹟(8・9：석제, 그 외：토제)

등을 띠고 여성의 묘에 부장되는 예가 많다고 한다. 신석기시대의 중국에서는 이미
후대에 한반도 등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단면형태를 가진 방추차가 출현하고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일본과 한층 관련이 깊은 한반도의 방추차를 고찰하고 석제
나 토제의 재질 차이, 단면 형태에 지역차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松本直子54)씨는 야요이시대 조기에 확인되는 토기파편 재이용의 ｢有孔圓盤｣과

54) 松本直子, ｢彌生時代前期の土器片圓盤類-紡錘車である可能性の檢討-｣, 瀨戶內海の考古學-平
井勝氏追悼論文集- 上卷,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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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11. 중국 앙소문화 만기~용산문화 조기 방추차 (註문헌53)
1~5：大河村 4期 6~9：大河村 5期(1：석제, 그 외：토제)

｢土器片 圓盤｣이 방추차의 용도만이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松本씨는 야
요이시대 전기의 토기편 원반류의 성격에 대해서 岡山縣 南溝手유적과 田村유적 등
에서 출토된 토기편 원반과 무게, 크기, 孔 직경 등으로 방추차와 비교검토하고 있
다. 특히 방추차로서의 기능으로부터 봉상의 紡莖을 넣는 중심공의 직경, 孔 형태에
주목했다. 다른 속성으로 성형의 정교함과 孔 형태에 대해서 孔 직경과의 상관관계
를 검토했다. 그리고 토기편을 새로운 도구를 제작하는 자원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
은 선구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필자도 파손된 토기를 새로운 도구제작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55) 자원의 재

55) 본고를 마무리할 즈음에 토기편을 자원으로 위치 지은 필자와 宋本씨가 같은 견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A : 坂野千登勢, ｢再利用された土器群の考察｣, 若葉臺遺蹟 Ⅵ, 埼玉縣坂戶市敎育委員會,
2005.
B : ___________, ｢古代における土器の再利用-燈火具を中心とする樣相-｣, 考古學雜誌 第92
卷 第4號,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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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이라는 시점에서 파괴된 토기의 형상이나 부착물을 기초로 해서 일본 고대의
토기가 방추차, 등화구, 벼루 등의 용도로 재이용된 것을 수량적으로 분석하여 고찰
하였다. 종래, 고대의 파손된 토기의 재이용은 주로 제사의 시점에서 다루어 졌다.
그러나 재이용의 용도 중 하나로 고대의 杯 저부를 가공한 방추차는 형태로부터 재
이용의 용도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제시되고 있다.
3) 방추차로서의 기준
본고에서는 종래 방추차 형태의 도구가 방추차의 용도에서 재이용되었지만 방추
차가 織布用인지, 網과 같은 太絲用인지, 혹은 방추차형 공구인지 아닌지 등 용도를
구별하기 위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유공원반이 방추차의 용도로 재이용되었는
지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중량에 더해 松本56)씨도 지적하고 있는 중심공의 크기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이 연구에서는 야요이시대 전기의 北九州ㆍ高知ㆍ岡山縣域의
유적에서 출토된 방추차의 孔徑과 孔形의 수량적 검토를 행한다. 孔徑이 0.4~0.8cm
이면서 원통형 孔形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도 孔徑의 크기를 방추차인지
여부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전술한 바대로 중량은 방추차의 속성으로서 중요하지
만, 한일 양국의 보고서에서 방추차나 원형토제품의 중량 측정치가 제시된 예가 적
어 자료적인 제약이 있다. 孔徑은 보고서의 실측도에서도 계측 가능하기 때문에 방
추차로서의 범용성이 있는 중요한 속성으로 다룰 수 있다.
방추차의 孔徑이 1.0cm를 넘으면, 紡軸의 재질이 목제라도 紡軸 자체의 중량이
무거워 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번에 측정한 방추차 등의 孔徑(表1)은 필자가
보고서에서 계측할 때에는 실제의 紡莖의 크기로 생각되는 최소경을 기재하였다.
시간적인 제약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孔徑을 게재한 것도 있어, 최소경의 수치가 아
닌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방추차인지를 판단할 때의 재료인 孔徑에 대해서 일정한
경향은 파악할 수 있다.

松本씨가 보고한 서일본의 방추차의 孔徑과 유사한 수치가 동일본의 고분시대 이
후를 중심으로 하는 방추차에 확인되고 있다. 야요이시대에서 9세기 이후 헤이안시
C : --------, ｢古代武藏國の陶硯に関する考察-定形硯と再利用硯-｣, 論叢 古代武藏國入聞郡家多角的視點からの考察 古代の入聞を考える會, 2008.
56) 주)54의 ｢앞의 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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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關東 북부지역 群馬縣 출토 석제ㆍ토제 방추차 약 750점의 孔徑은 0.5~0.9cm
가 전체의 97%를 점하고 있다고 한다. 1.0cm 이상의 것은 헤이안시대에 조금 확인
된다.57)
필자도 방추차의 기준으로 중량 다음으로 孔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孔

形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관해서는 제 Ⅲ장에서 서술한다.
일본에서 6세기 후반에는 紡輪, 紡莖과 함께 철제 방추차가 확인되고 동일본에서
는 8세기대에 널리 사용된다. 그런 한편, 8세기 후반에는 토기 재이용의 방추차가
제작된다. 재이용 방추차의 주된 것은 스에키의 杯 底部를 재이용(圖1-6)한 것이다.
이러한 타입이 등장하는 배경은 일본의 스에키 생산 상황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된
다. 결국, 스에키 杯가 대량 생산되는 과정에서 底徑이 축소되고 저부도 얇아지면서
경량화 되어 방추차의 소재로 재이용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58) 즉, 8세기 후반에
는 토기 재이용의 방추차인 스에키의 坏 저부를 穿孔한 방추차가 제작되어 사용되
게 된다.

4. 방추차의 성격과 변화
1) 부장ㆍ공헌된 한일 방추차
일본의 고분에 부장된 방추차에 대한 논고는 대개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
다. ①단면 육각형의 방추차와 한반도의 방추차와의 계보에 대해서, ②방추차는 여
성의 묘에 공반되는 것인가? ③방추차는 仮器인가? 에 대한 것이다.
고분시대 중기전반(5세기 전반)에는 서일본 및 구주에서 단면 육각형의 방추차가
조금 확인되어 한반도에서의 도래인과의 관계성이 지적되고 있다.59) 현재 동일본에

57) 주)12의 ｢앞의 글｣, (1996).
58) 필자는 일본의 관동지방에서 약 100점의 스에키 배 저부편의 평균중량을 조사하였다. 그 결
과, 8세기 전반에는 90g 이상이었지만, 8세기 중엽이 되어서는 약 75g, 8세기 후엽에는 약 63g,
9세기대에는 약 46g으로 가벼워져 간다. (坂野千登勢, ｢再利用された土器群の考察｣, 若葉臺
遺蹟 Ⅵ, 埼玉縣 坂戶市敎育委員會, 2005의 그래프 13) 특히 8세기 후반에서 배 저부 재이용
의 방추차가 제작되고, 9세기대에 비교적 많은 것에서 약 60g 이하의 중량이 방추차로서 적합
하다는 것을 당시의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59) 橋口達也, ｢甘木ㆍ朝倉地方を中心としてみた陶質土器, 初期須惠器資料｣, 高寺墳墓群, 甘木
市敎育委員會,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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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단면 육각형의 방추차는 동북지방의 福島縣 淸水內유적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도질토기나 한반도계 연질토기는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도래계의 사람들과의 관계
는 명확하지 않지만, 철생산과 방직과의 관련이 추정되고 있다.60)
단면이 臺形을 띠는 활석제 방추차는 중ㆍ소규모의 고분에 많이 부장되는 경향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거치문(圖12-1)이 선각된 방추차는 서일본을 중심으로 확인된
다. 그 성격은 단순히 실을 뽑는 실용 도구로서의 기능 외에 상징적인 仮器로서의
성격이 부여되었다고 생각되고 있다.61)

圖12. 일본의 거치문 방추차와 한국의 방추차형 석기 (註문헌63․73)
1：広島縣法恩地南古墳出土紡錘車 2：皇南大塚北墳出土彩色紡錘車形石器

西谷 正, ｢伽耶地域と北部九州｣, 九州歷史資料館十周年記念大宰府古文化論叢 上卷, 吉川
弘文館, 1983.
櫻井久之, ｢第2節 古墳時代の算盤玉形紡錘車-近畿地方出土例の檢討-｣, 長原ㆍ瓜破遺蹟發掘
調査報告書 Ⅵ, 大阪市文化財協會, 1993.
60) 高井剛, ｢3 紡錘車｣, 淸水內遺蹟-6ㆍ8ㆍ9區 調査報告書 第 1冊, 群山市敎育委員會, 1999.
61) 서일본의 전기고분에서 출토되는 碧玉이나 녹색 응회암제의 방추차형 석제품에 대해서는 이
모貝製의 원판형 장식품을 모방한 것이라는 北條芳隆씨(｢雪野山古墳の石製品｣, 雪野山古墳
の硏究 雪野山古墳發掘調査團, 1996) 등의 논고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이 방추차형 석
제품은 방추차와는 구별해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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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下多美樹62)씨는 야요이시대 전기에서 가마쿠라시대의 京都府 출토의 방추차를
집성하고 변천을 기술하고 있다. 야요이시대에는 집락유적에서 토제, 석제, 목제가
확인된다. 한편, 고분시대 중기에는 석제 방추차가 고분에서도 출토되고 후기에 증
가하고 있다. 단면 臺形의 거치문을 가진 방추차는 중기 고분에서 많이 출토되기
때문에 仮器로 추정하고 있다. 이 거치문의 방추차가 출토되는 고분은 탁월한 규모
의 고분이 아닌 것도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長岡京期(A.D. 784~793)의 기와 재이용
방추차가 보고되어 있다.

中山學63)씨는 廣島縣 내의 선각 거치문의 활석제 방추차에 대해서 고분출토자료
를 포함해서 검토하였다. 형태, 문양의 공통성이 높고 사용흔적은 제사구로서 제사
과정에서 ｢擬似的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거치문 방추차는 6세
기 중엽~7세기 초두에 공방에서 일괄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豊島雪繪64)씨는 고분시대 중기 초두에 출현하는 中國지방과 近畿지방의 방추차
를 중심으로 집성하였다. 고분시대 중기에는 집락에서 단면 算盤玉形(육각형)이나

隅丸長方形의 토제, 臺形으로 석제 방추차가 출토되고 있다. 후기 이후에는 단면 臺
形으로 획일화되고, 토제는 집락에서 석제는 횡혈식 석실에서 주로 검출된다. 고분
시대 후기의 횡혈식 석실 도입(5세기 말)이 仮器인 방추차의 크기와 문양의 획일화
및 지역차가 없어지는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방추차는 비교적 소규모 고분
에서 출토된다는 것도 보고하고 있다.
방추차의 부장과 피장자의 성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角南聰一郞65)씨가 방추차
의 성격이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방추차는 수도경작과 함께
일본에 전해졌지만, 부장품으로서의 의미는 전해지지 않고, 두 번째 파급으로 고분
시대 전ㆍ중기에 단면 산반옥형의 방추차가 도입되고 바로 다음 활석제 有文 단면

臺形으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방추차는 대륙과 한반도에서는 동일하게 도입

62) 주)7의 ｢앞의 글｣, (1988).
63) 中山學, ｢廣島縣內出土の滑石製鋸齒文紡錘車について｣, 文化財論究 第1集, 東廣島市敎育
文化振興事業團, 1988.
64) 豊島雪繪, ｢古墳時代における石製紡錘車の性格 -中國ㆍ近畿地方出土例を中心に-｣, 古代吉
備 第23號, 2001.
65) 角南聰一郞, ｢古墳副葬ㆍ供獻紡錘車の硏究-近畿地方を中心に-｣, 井ノ內稻荷塚の硏究, 大阪
大學稻荷塚古墳發掘調査團,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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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주로 여성에 부장되었지만, 고분시대 후기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부장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외에도 대륙이나 한반도에서 방추차의 부장이 여성에 많은 경향이 있다는 논
고가 있다. 전술한 八幡一郞씨, 中間硏志66)씨, 門田誠一67)씨로 한반도에서는 피장
자가 여성이라고 판명된 사례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한국의 김해 예안리유적에서는 예외적으로 인골의 유존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인골의 성별, 연령이 판명된 예가 많고 부장품 등과의 관계에 의해 사회구조나 계층
차의 고찰이 시도되었다.68)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다수의 인골이 유존하는 예는 예안리고분군(圖13-5) 이외에
는 명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도 방추차의 부장은 비교적 여성이 많
다고 생각되고 있지만, 다음에 기록하는 바대로 방추차의 부장만을 근거로 피장자
가 여성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한반도 남부 해안지역인 김해 주변에서는 예안리고분군보다 규모가 크고 상위의
집단이라고 생각되는 대성동고분군69)(圖13-6), 부산복천동고분군70)(圖13-4)에서 방
추차의 부장예는 상당히 적다. 김해 양동리고분군71)(圖13-7)에서는 부곽을 가진 유
물이 풍부한 4세기 후반의 대형 목곽묘 349호분에서 1점 검출되었으며, 대성동고분
군에서는 5세기 전엽의 대형 목곽묘72), 중규모의 목곽묘에서 각 1점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한반도 남부의 김해 주변에서는 일본과 동일하게 최고위의 집단이라고 추

66) 주)53의 ｢앞의 글｣, (1985).
67) 門田誠一, 海からみた日本の古代, 新人物往來社, 1992.
68) 武末純一, ｢韓國ㆍ禮安里古墳群の階層構造｣, 古文化談叢 第28集, 1992.
김승옥, ｢김해 예안리고분군 축조집단의 사회구조와 성격｣, 영남고고학 29, 2001.
田中良之, ｢三國時代の親族關係(豫察)｣, 韓半島考古學論叢, すずさわ書店, 2002.
69) 경성대학교박물관, 김해대성동고분군 Ⅰ, 2000.
________________, 김해대성동고분군 Ⅱ, 2000.
________________, 김해대성동고분군 Ⅲ, 2003.
70) 부산대학교박물관, 동래복천동고분군 Ⅰ, 1982.
부산직할시립박물관, 동래복천동 53호분, 1992.
부산광역시립박물관ㆍ복천분관, 동래복천동 93ㆍ95호분, 1997.
71) 동의대학교박물관, 김해양동리고분문화, 2000.
72) 대형 묘에서 방추차 1점과 방추차형 석제품이 검출되었다. 방추차의 상세는 불명이다. 이 방
추차형 석제품은 주)58과 같이 이모貝製의 원반형 장식품을 모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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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13. 한국 남부지역의 주요 방추차 출토유적
1：慶州月城路古墳群・皇吾里33號墳・皇南洞98號墳・銀鈴塚・昧鄒王陵地區・同第5地區・皇吾里118-6番地
遺蹟・隍城洞遺蹟・新羅王京・北門路王京遺蹟・舎羅里遺蹟 2：蔚山泉谷洞遺蹟・仁浦里遺蹟・屈火里長剣遺
蹟・梅谷洞新基遺蹟・茶雲洞遺蹟・同436-5番地遺蹟・孝門洞栗洞遺蹟・九秀里遺蹟・華山里古墳群・川上里
聚落遺蹟 3：浦項玉城里古墳群 4：釜山老圃洞古墳群・福泉洞古墳群・東莱貝塚 5：金海禮安里古墳群
6：大成洞古墳群・鳳凰臺遺跡・府院洞遺跡・會峴洞貝塚・七山洞古墳群・龜旨路古墳群
7：良洞里古墳群
8：水圭里貝塚 9：昌原東中學校遺蹟（新方里）・茶戸里遺蹟・道渓體育公園遺蹟 10：馬山懸洞古墳群 1
1：咸安道項里古墳群・同遺蹟 12：咸安干巨里土器生産遺蹟 13：固城蓮塘里古墳群 14：晋州大坪里玉房3
地區先史遺蹟 15：昌寧講里遺蹟・霊山校里遺蹟 16：密陽校洞遺蹟 17：陜川三嘉古墳群 18：陜川玉田古墳
群 19：陜川苧浦里古墳群 20：鳳渓里古墳群 21：髙靈池山洞古墳群 22：伏賢洞古墳群・時至地區古墳群・
同生活遺蹟・西邊洞古墳群・同聚落遺蹟・旭水洞388番地遺蹟・佳川洞古墳群・八達洞遺蹟 23：慶山林堂洞遺
蹟 24：永川清亭里遺蹟 25：亀尾黄桑洞382番地遺蹟 26：泗沘都城軍守里地点・扶蘇山城・舊衙里百済遺蹟
27：論峙祭祀遺蹟 28：公山城百済推定王宮址 29：牙山葛梅里遺蹟 30：昇州大谷里遺蹟 31：泗川勒島遺蹟

정되는 분묘에는 방추차의 부장이 적은 경향이다.
영남지역에서의 전형적인 예로서 5세기 후반으로 생각되는 신라 왕족급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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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인 황남대총 북분73)(圖13-1)에서는 방추차형 석기인 단면 장방형의 대형 석제품
10점이 출토되었다.(圖12-2) 그 가운데 7점은 표면에 거치문이 채색되어 있고 방추
차로서는 실용품이 아닌 대형품이다. 仮器化 된 전형적인 예이지만, 다른 유례가 없
기 때문에 상세는 불명이다. 이것은 본장 2項에서 기술한 바대로 신라 마직물의 기
록이 문헌에 있는 것에서 사회적으로 布生産이 중요했기 때문에 仮器化된 왕족급의
여성묘에 부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신라 방추차의 채색 거치문과 서일본
고분시대의 방추차에 보이는 선각 거치문(圖12-1)과의 관계는 현상에서는 알 수 없
지만, 양자 모두 거치문이라는 공통점이 흥미롭다.
한편, 방추차는 내륙부의 옥전고분군(圖13-18, 表1-267~289), 고령 지산동고분군
(圖13-21, 表1-382~390)에서는 비교적 많이 부장되고 있다. 布生産이 사회적으로 중
요하여 상위계층의 묘에 부장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역차 등도 포함해서 검토
할 필요가 있다.
2) 雲南省의 漢代 방추차
중국대륙에서의 방추차 부장과 묘의 성별에 관한 연구는 3項에서 서술한 前漢의
운남성 진령 석채산, 강천 이가산유적에서 출토된 방직관계의 유물과 gender(여성
의 사회적 문화적 역할)의 시점에서의 연구성과가 참고된다.74) 주목해야 하는 점은
대부분 중소규모의 묘에서는 帶金具와 무기는 공반되지만, 방직관계의 유물은 공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석채산 및 가까이에 위치한 이가산유적에서는 초기의
상위계층이라고 생각되는 묘에 얼마 되지 않지만 방추차나 직기 관계의 유물과 무
기가 공반하고 있는 예가 있다.(이가산 11호 묘 外)
또한 이러한 지역의 왕이나 상위집단의 묘인 운남성 진령 석채산 M1(圖4ㆍ5), 강
천 이가산 69호묘(圖14)에서는 布를 짜는 과정이 묘사된 것이라 생각되는 청동제

貯貝器75)가 부장되어 있다. 다른 像보다 큰 금박으로 덮은 한 사람의 여성상을 중
심으로 하는 직물의 생산과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여성상은 주위에 포

73) 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 황남대총 경주시 황남동 제98호분 북분 발굴조사보고서, 1985.
74) Penny Rode (2004) “Textile Production and Female Status in Bronze Age Yunnan”Gender and
Chinese Archaeology : Altamira Press
75) 張増祺, 滇国と滇文化, 雲南美術出版社,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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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짜는 일에 종사하는 여성을 감독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인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機는 이미 서술했듯이 복수의 연구자에 의해서 지적된 바대로 腰當의 帶와 발
로 날실을 保持하는 輪狀式의 간단한 機이다. 중심이 되는 여성은 이러한 布의 생
산에 의해서 부와 ｢권위(authority)｣를 얻었다고 추정된다.

圖14. 중국 운남성 강천 이가산유적 출토 貯貝器의 방직장면 (註문헌75)

한편 Rode에 의하면, 운남성의 前漢시대 사회는 실을 뽑는 것 자체는 사회적인
지위나 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한다. 그 이유로, 방추차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
는 紐, 魚網, 繩 등의 제작에 사용되었다는 일반적인 전제를 근거의 하나로 들고 있
다. 그리고 운남성의 하층집단은 貯貝器에 그려진 유력자인 여성의 공방에서 분업
하여 布를 짜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布를 짜서 생산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의 상승이나 부에 연결된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실을 뽑는 것만으로
는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영향이 없다고 한다. 방추차만의 부장은 기본적으로 하층
집단에 의한 것이고, 무기 등이 부장된 남성의 묘에 비해 여성의 묘는 방추차만 부
장된 예가 많으며 부장품이 적은 경향이다. 단, 성별 판정은 묘에서 출토된 인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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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되지 않아, 인류학의 성별 역할에 대한 성과를 이용한 견해이다.
결국, 전한시대 운남성의 사례에서 방추차의 부장은 계층에 대해서는 여성에 한
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방추차의 부장과 布생산 및 사회적 지위나 부를 직접 연
결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서 다음 5가지의 문제점을 정리해서 요약해 보면, ①방추차가 반드시 여성에
부장되었다고 한정하는 것은 운남성의 사례뿐만 아니다. 또한 ②방추차의 부장과
사회적 지위나 부를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지만 ③Rode는 布생산과 방추차의 직접
적 관계에 대해서 논할 때에 부장된 방추차의 크기나 점수 등의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방추차가 織布用의 실인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紐, 魚網, 繩 등의 제작용의 것인지는 후술하는 중량과 법량의 분류 및 고찰이 필요
하다. ⑤일반적인 방추차의 뽑는 실의 대상으로 織絲 이외의 것이 존재하는 것을
이유로 布생산과 방추차와의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판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3) 방추차의 부장과 문제점
방추차의 부장에 대해서는 묘의 규모나 공반되는 유물의 비교라는 맥락에 방추차
를 위치 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에서 분묘의 방추차 부장과 성별과의 관계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르다. 일본에서 방추차를 고분에 부장하는 관념은 서일본과
동일본이 차이가 있다.
서일본에서 고분시대 후기가 되면, 방추차의 단면 형태는 대부분 臺形이 되고 성
별을 불문하고 중소규모의 고분에 많이 부장ㆍ공헌된다고 생각된다. 한반도에 얼마
확인되지 않는 단면 臺形의 타입은 확실히 방추차의 일본화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동일본의 관동지방에서는 고분에 방추차가 부장ㆍ공헌된 예는 서일본에 비해 적다.
일본에서 방추차 부장의 의미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한다고 생각되며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첫 번째로 고분 부장의 변화는 직기 등의 기술변혁에 의한 것이
다. 두 번째로 방직이 성별 분업에 의한 여성의 영세한 작업의 대상으로 방추차를
여성 묘의 일부에 부장하는 단계를 거쳐, 布의 대량생산 및 품질향상이 이루어져 사
회적으로 중요한 교역품이나 교환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서일본에서는
그 결과, 대부분 부를 축적한 중소집단이 형성되어 방추차가 성별을 불문하고 부의
상징적 존재로 변화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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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방추차의 사회적 변화 배경은 ①고분시대 중기 이후의 단면 육각형 및

臺形 방추차의 새로운 출현과 동시기에 ②서일본에서는 地機의 도입이라는 두 가지
의 기술혁신에 의해 다량의 布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한반도에서 직기의 부품이라고 생각되는 유물은 현재까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
다. 원삼국시대 이후, 집락유적의 보고예가 적고 방추차의 대다수는 묘에서 출토되
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이제까지 주목되지 않은 한반도 남부의 방직에 관한 시론
을 전개하는 입장이고 묘에서 출토된 방추차도 포함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
다.76)
여기에서 원삼국시대와 삼국시대의 시기구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원삼국
시대는 전반과 후반의 2기, 삼국시대는 전기ㆍ중기ㆍ후기의 3기로 구분한다. 원삼
국시대 전반은 기원전 1세기~기원후 50년경, 원삼국시대 후반은 기원후 50년경~200
년경(3세기 초)에 해당된다. 삼국시대 전기는 3세기 전엽~4세기 말, 중기는 5세기
초두~5세기 말, 후기는 6세기 초두~7세기 중경이다.
방추차는 본격적으로 농경이 개시된 청동기시대에는 주로 수혈주거지에서 출토
되고 묘에 부장된 예가 적다.77) 이는 실용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表1) 그러나 원삼국시대 이후, 후술하겠지만 묘의 부장예가 증가하고 방추차의 검
출 점수가 증가한다. 그 배경에는 布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교역의 중요한 특산물이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중국의 방직기술이 한반도에 도입된 것에 대해서는 기원전 108년에 낙랑군이 설
치된 것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官人과 함께 중국에서 직물기술자나 機가
도입되어 공방의 설치가 이루어지고 직물이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낙랑군의
한묘에서는 많은 絹이나 布가 출토되고 있다.78) 낙랑군은 직물의 생산이나 기술면

76) 원삼국시대에서 삼국시대의 방추차의 연대는 각 보고서의 토기를 참고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보고서는 토기의 연대폭이 커 시기구분이 곤란하다. 원삼국~삼국시대의 토기의 편
년에 대해서는 사이타마대학의 반노마사노부(坂野和信)의 도움을 받았다.
77) 묘에서 출토된 예로는 무문토기와 공반해서 飛下里유적(충청북도 청원)에서는 토제 방추차
1점이 석실에서 출토되었다고 보고되어 있다. 주)53의 ｢앞의 글｣, (1985). 또한 윤무병씨의
한국청동기문화연구(예경산업사, 1991)에 의하면 요령지방의 二道河子 2호 지석묘에서 화
장인골, 호와 석제 방추차가 1점 출토되었다고 한다.
78) 高久健二, 樂浪古墳文化研究 學硏文化社,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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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한반도의 다른 지역과는 전혀 다른 선진적인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직물기술의 한반도의 도입 루트는 낙랑군에만 한정되지 않고 복수의 경로가 있
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반도 남부에 보급되는 과정에 관한 것
은 금후의 과제이다.
동아시아 가운데 방직기술이 가장 발달된 중국의 방추차 자료를 다루는 것은 어
려워 中間씨 논문79)의 자료로 대신한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대로 중국 신석기시
대에는 후에 한반도 남부에서 보이는 단면 육각형, 장방형, 삼각형, 원반상(圖11) 등
의 일정한 단면형태를 가진 방추차가 확인된다. 여하튼 중국의 신석기시대에는 방
추차를 사용한 직물기술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 직기는 적어도 輪狀

式일 가능성이 있다. 中間씨에 의하면 춘추시대~한대의 방추차는 상당히 규격화되
어 단면이 ｢두꺼운 원판형｣이라는 장방형 혹은 ｢두꺼운 측면에 稜을 가진｣ 육각형
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리고 화상석을 통해 한대에 地機 혹은 高機가 사
용되었고 방추차의 형태변화와 직기와의 유기적인 관련을 추정할 수 있다.

5. 일본 직기의 기술혁신과 사회
일본 직물사에서는 늦어도 6세기 후반에는 輪狀式의 원시기와는 다른 높은 기술
에 의한 地機나 高機라는 直狀式의 직기가 도입되어 길이가 10m 이상의 布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제Ⅳ장 4項에서 서술한 바대로 地機와 高機에
는 機의 구조나 효율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高機의 도입에 대해서는 地機와 동
일하게 보는 것은 어렵다고 명기하였다.
일본에서는 방직기술에 대해 죠몽시대 만기에서 야요이시대 이후에 3가지 변혁
시기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우선 ①죠몽시대 만기~야요이시대 조기, ②고분시대의
중기에서 후기, 다음으로 ③8세기이다. 야요이시대 조기에 가장 간단한 형식의 輪

狀式 機가 도입된 것은 큰 변혁이다. 고분시대 전기까지의 방추차는 야요이시대와
거의 같다. 다음으로 고분시대 중기 이후, 地機가 도입되었다고 하는 직기의 큰 변
화가 추정된다. 종래의 輪狀式의 布는 地機에 의해 만들어진 布와 비교하면, 당연
부가가치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직기 도입에 의한 布생산의 효율화는 織
79) 주)53의 ｢앞의 글｣,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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布의 增産으로 연결되고 생산집단 및 개인 부의 축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서일본을 중심으로 중소의 고분군 피장자는 부의 상징으로서 방추차를 부장
품의 하나로 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분시대 후기의 고분에는 성별과는 관계
없이 부장된 예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일본의 관동에서는 부장품으로 보다 집락
에서의 생산구로서의 의미가 강했다고 추정된다. 방추차의 성격에는 생산구, 제사
구 및 부장품이라는 측면이 있고 시대와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라시대의 8세기 후반 이후에는 방추차의 출토 점수가 증가하고 종래의 방추차
와는 다르게 재이용된 방추차도 확인된다. 재이용 방추차는 각 사용자가 스스로 제
작한다는 점에서 동시기에 존재하는 철제 방추차와는 다르다.
고대 중국에서는 秦代부터 이미 布帛이 통화와 같이 유통하고 있었다.80) 일본에
서는 7세기 중경에서 麻나 苧麻 등의 식물섬유의 布를 기초로 하고 율령제에 의한
가치표시체계의 정비가 시작되어 이윽고 화폐라고 하는 제도로 변화했다고 한다.81)
나라시대의 8세기 이후에도 布가 화폐를 대신해서 사용되었을 것이다. 相模國 출신
의 漆部直伊波라는 인물이 天平 20년(748년), 二萬段이라는 대량의 商布82)의 ｢獻

物｣에 의한 從七位上에서 外從五位下에 敍位된 기록83)이 남아 있다.
일본에서 방추차 성격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직
기 등의 기술혁신에 의해 布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교역품으로서 중요한 품목이 되
어 방추차는 사회 내에서 부를 발생시키는 상징으로 취급되었다고 하는 사회적 변
화의 과정을 추정할 수 있다.

80) 太田英藏, ｢古代中国の機織技術｣, 史林 第34卷 1․2合倂號 史學硏究會, 1951.
81) 吉川眞司, ｢常布と調庸制｣, 史林 第67卷 第４號 史學硏究會, 1984.
82) 吉川(1984)에 의하면 商布는 일본 율령체제하에서 調庸이라는 稅 이외의 형태로 중앙정부에
유입되는 布 전반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생각되고 있다.
83) 榮原永遠男(｢奈良時代の遠距離交易｣, 奈良時代流通經濟史の研究, 塙書房, 1992)에 의하면
東大寺要錄 卷二 및 續日本記의 天平20년 2월 壬戌條에 敍位의 기록이 남아있다고 한다.
｢民間私富의 導入｣이라고 생각되고, ｢賣位의 형태｣라고 한다.

326

東亞文化 8號

Ⅱ. 한국 남부의 방추차의 분류와 유형
1. 방추차의 형태분류
본고에서는 시기별로 어떠한 방추차가 사용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단면
을 중심으로 형태분류를 행한다.
당초부터 방추차로서 제작된 전형적인 예는 圖15에 나타내었는데, 주로 단면 형
태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AㆍBㆍCㆍDㆍEㆍF의 6유형(type)으로 분류된다. 이것을

定型 방추차로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단면 형태는 단면이라고 생략해서 부르기도
한다.
A류는 단면 형태가 笠形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중앙의 천공 부분 주변이 두껍고

頂部를 만든 것이다.(圖15-1ㆍ2)
B류는 단면 형태가 타원상 혹은 상하 부풀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圖3)
C류는 기본적으로 단면 중위에 稜이 확인되는 다각형이고, 육각형의 算盤玉狀
(C1, 圖4), 菱形狀(C2, 圖6)으로 세분할 수 있다. C1류가 대다수이고, C2류는 극히 일
부 포함하기 때문에 C류로 정리한다. 단면이 팔각형상(圖5)의 것도 극히 부분적으
로 확인되지만, C1류에 포함해서 분류한다. 그리고 C류는 시기별로 변천하고 시기
가 내려가면 상하면이 넓어지거나 두꺼워지는 경향이 확인되는 것으로 세분 가능한
유형이다.
D류는 기본적으로는 단면이 장방형상(圖15-7)의 것이지만, 장변은 평행으로 단변
이 호상의 것(圖9)도 포함한다. 또한 일부 방형상의 두꺼운 것도 포함한다.(圖8)
E류는 평면형이 원반상이고 직경이 두께의 약 4배 이상의 것이다.(圖15-10ㆍ11)
단면형태는 얇은 장방형이다.
F류는 단면 형태가 臺形(圖15-2)으로 일본에서는 ｢截頭圓錐形｣이라 부르는 것이
다. F류는 한반도 남부에서는 아주 극소수이지만, 일본의 고분시대 후기에는 일반
적으로 확인되는 단면 형태이다.
방추차로서 재이용된 것은 원래의 소재에서 각각 토기 P(pottery), 와 R(roof tile),
석제품 S(stone implement)의 3종류로 분류한다. 중심부에 천공된 형태의 것 전체가
방추차라는 용도로 재이용되었다고 하는 문제점은 있다. 천공의 직경은 오차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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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15. 방추차 단면형상의 유형(10 : 석제, 그 외 : 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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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서 1.2cm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방추차로서의 용도가 아닌 천공용 등의 彈車
(flywheel)나 舞錐 등의 방추차형 공구로 생각되고, 기와 재이용의 탄차 RW(roof tile
flywheel)로서 제Ⅳ장 3項에서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석제 방추차로서 보고된 것에
대해서도 재이용 방추차인지에 대한 여부의 기준으로 검토를 추가한다. 그 때, 孔徑
이 1.2cm 이상이라고 하면, 석제의 천공용 등의 彈車나 舞錐(stone flywheel)로서
SW류라고 한다.
제Ⅳ장 1項에서 서술한 바대로 定型 방추차를 포함해서 90g 넘는 무거운 재이용
방추차는 織布用의 실이 아닌, 魚網用 등의 굵은 실을 뽑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RW
류로 확인된 것을 제외하고는 방추차로 취급한다.
원형 토제품은 기와를 재이용한 Y류, 토기를 재이용한 것을 Z류로 한다.
방추차는 단면 형태의 차이 외에 재료의 차이가 있다. 토제, 석제, 목제, 철제, 골
제이다. 금회 대상으로 한 한반도 남부지역의 방추차에는 목제, 철제는 확인되지 않
고 기본적으로는 토제와 석제이다. 그래프에서는 토제를 흑색, 석제를 회색으로 구
분해서 분류하고 있지만, 참고로 석제로 기록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목제 방추차도
포함해서 금후, 자료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신라ㆍ가야의 방추차
방추차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인 중량은 뽑는 실의 굵기와 종류에 관계한다. 여
기서는 중량을 중심으로 각 유적의 양상을 살펴 보겠다. 한반도에서 방추차의 중랑
이 계측된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필자가 계측한 방추차의 점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에 기재된 중량 등을 활용하여 한반도 방추차에 관해서 일정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주 한정된 점수이지만, 토기나 기와가 재이용된
원형 토제품과 방추차와의 관계를 중량, 孔徑 등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영남지역 각 유적의 방추차
한반도 남동부의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유적마다 방추차의 출토상황과 중량, 크기
에 대해 살펴보자. 여기서는 특히, 중량 등의 데이터가 정리된 것과 집락유적 출토
방추차를 중심으로 데이터화 해서 그래프와 표로 정리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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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묘 등의 유적에서 출토된 방추차에 관해서는 일괄하여 表1에 정리하고, 제Ⅳ
장 1項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또한 중량에 관해 결손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복원 추정
치, 孔徑에 대해서는 단면의 최소치를 계측하고 게재한 경우와 보고서에 기재된 수
치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있다.
보고서의 孔徑 계측치는 상하면의 최대경을 계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다시
최소치를 재계측한 것도 있다. 직경과 두께에 대해서는 이후, 法量이라는 용어로 바
꿔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圖16ㆍ17ㆍ19~25, 37~40은 表2의 범례에 따른다.

① 울산지역 청동기시대의 7유적(울산 천곡동유적ⅠㆍⅡ, 울산 인보리유적, 울산
굴화리 장검유적Ⅱ, 울산 다운동유적, 울산 효문동유적Ⅰ, 울산 매곡동유적Ⅲ, 圖
13-2, 圖16ㆍ17)
상기 7유적은 울산의 청동기시대 집락지로 보고서에 기재된 중량에 기초해 방추
차에 대해서 정리하고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방추차는 전체 수혈주거지에서 검출되
었다.

ㆍ울산 천곡동 가재골유적ⅠㆍⅡ84)(表1-222~236, 圖16)
15점 전체가 토제 방추차이다. 단면형태 笠形을 기조로 하는 A류 4점, 장방형 D
류 1점과 얇은 원반상인 E류가 10점으로 E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중량으로 보면,
E류에는 30~40g, 직경 5cm대의 輕量과 50~80g, 직경 5.4~6.4cm의 약간 무거운 것으
로 크게 구분된다. 이 유적의 E류 방추차는 중량에서 2종류인 것을 알 수 있다.

ㆍ울산 인보리 번답들유적85)(表1-237~239), 울산 굴화리 장검유적Ⅱ86)(表1-240~
242), 울산 매곡동 신기유적Ⅲ87)(表1-243), 울산 다운동 436-5유적88)(表1-244ㆍ245),
울산 효문동 율동유적Ⅰ89)(表1-246)
이 5유적에서는 토제 방추차 3점과 석제 방추차 7점이 출토되었다.(圖17) 토제 방

84) 울산문화재연구원, 울산 천곡동 가재골유적 Ⅰ, 2007.
_________________, 울산 천곡동 가재골유적 Ⅱ, 2008.
85) 울산문화재연구원, 울산 인보리 번답들유적, 2008.
86) 울산문화재연구원, 울산 굴화리 장검유적 Ⅱ, 2006.
87) 울산문화재연구원, 울산 매곡동 신기유적 Ⅲ, 2007.
88) 울산문화재연구원, 울산 다운동 436-5유적, 2005.
89) 울산문화재연구원, 울산 효문동 율동유적 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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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차는 인보리유적에서 단면 장방형 D류 1점, 굴화리 장검유적Ⅱ에서 단면 笠形 A
류(表1-240)와 원반상의 E류(表1-241)가 각 1점 출토되었다. 석제 방추차는 전부 E류
로 5유적에서 출토되었다. 토제의 D류 1점을 제외하고 중량은 40~80g의 범위이고,
울산 천곡동 가재골유적ⅠㆍⅡ의 50~80g을 중심으로 하는 무거운 쪽의 그룹과 중량
범위에서 유사하다.

圖16. 울산 천곡동유적ⅠㆍⅡ

圖17. 울산 인보리Ⅱ, 굴화리 장검Ⅱ, 다운동, 효문동Ⅰ, 매곡동유적

석제 방추차의 법량은 토제에 비해 直徑이 약간 크고 얇은 형태이지만, 중량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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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방추차와 분포역이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중량으로 보면 토제와 석제의 방추차
에서는 특히 뽑는 실의 종류가 구분되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② 창원 동중학교유적(창원 신방리 저습유적)
창원 동중학교유적은 고 김해만 서단에 위치하는 유적(圖13-9)으로 원삼국시대,
삼국시대에는 고 김해만의 해수면 상승에 의한 낙동강의 범람으로 습지화된 저지에
면한 유적이다. 2007년과 2008년에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
어졌다. 2007년의 조사90)에서는 구릉 사면부와 저습지부에서 고상식건물이 검출되
었다. 출토유물은 3세기 중경
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 장기
간에 걸쳐 다수의 토기, 목제
품, 동물 뼈 및 일본 하지끼와
유사한 토기가 출토되어 일본
과 관계가 깊은 유적이다.
2007년의 조사에 의해 5세기
전반~6세기대의 방추차 13점,
2008년의 조사91)에서는 3세기
후반~4세기 전반의 방추차 17
점, 토기 재이용 원형 토제품 1
점 등 대부분이 저습지에서 출

圖18. 창원 동중학교유적(신방리) 출토 방추차의
유형

90) 배덕환ㆍ조상훈, 창원 동중학교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 동아세아문화재연
구원, 2006.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창원 동중학교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현장설명회자료｣, 2007.
필자는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 담당자인 조상훈씨와 권귀향씨로부터 설명을 듣고, 방추
차에 대해서 관찰 및 계측을 하였다. 그리고 유병록, ｢최근의 성과로 본 영남지역의 4~5세기
의 삼국시대 집락｣(日韓集落硏究-生産集落と集落遺蹟-, 日韓集落硏究會, 2008)에서는 新方
里유적이라고 하였다. (역자주 : 본 논문이 투고되고 난 후,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2009)의
보고서가 간행되었으며, 기존의 창원 동중학교신축부지 내 유적은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으
로 명명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
91) 2007년의 조사의 상세 및 2008년의 조사에 대해서는 미발표이지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신
용민원장님으로부터 방추차에 대해서 발표의 허가를 받았다. 이에 명기하여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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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되었다. 2회의 조사에서 검출된 대표적인 방추차인 단면 형태 CㆍDㆍE류에 대해
서는 사진을 게재하였다.(圖18-1~5)

圖19. 창원 동중학교유적(신방리) 2007

圖20. 창원 동중학교유적(신방리) 2008

창원 동중학교신축부지 내 유적의 2007년 조사의 방추차(表1-423~ 435, 圖19)는 5
세기 전반~6세기대까지의 시기폭을 가지지만 출토상황으로는 시기를 특정할 수 없

한일 방추차의 기초연구

333

다. 13점 모두 토제이다. 이 가운데 단면 형태 육각형 C류는 10점, 장방형 D류가 3
점이다. C류는 성형과 조정이 정성스럽게 된 것이 많고, 그 가운데 1점은 적갈색 안
료가 칠해져 있다.(圖18-3) 직경은 2.5~5.5cm, 중량은 8.9~83g이다. 단면 장방형 D류
가운데 2점은 특히 소형의 경량(약 9g)이다. C류에는 65g 이상의 무거운 방추차가
2점 확인된다.
창원 동중학교신축부지 내 유적의 2008년 조사(表1-436~453, 圖18-1ㆍ2ㆍ4ㆍ5, 圖
20)에서는 3세기 후반~4세기 전반의 방추차가 17점, 원형 토제품 1점이 확인되었고,
방추차는 석제 1점을 제외하고 모두 토제이다. 토제 방추차는 단면 형태 장방형 D
류(圖18-5) 9점, 육각형 C류(圖18-2)가 7점, 원반상 E류(圖18-1) 1점이다. 석제 방추차
는 장방형 D류 1점만 출토되었다.
2008년 조사에서는 직경 3.8~4.5cm, 중량 35~50g의 범위에 해당된다. 종류별로는
토제 방추차로 단면 장방형의 D류는 직경 3.0~4.5cm, 중량 35~43g의 범위에 6점, C
류는 직경 3.8~4.5cm, 중량 40~50g의 범위에 많은 경향이 보인다. 토기 재이용 원형
토제품 Z류의 1점은 방추차로서는 최경량의 것과 유사한 중량으로, 천공되었다면
방추차로서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2회의 조사를 병합하면, 직경 3.5~4.5cm, 중량
35~60g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소형의 경량으로 직경 2.0~3.5cm, 10~35g 미만의 것도 소수 확인되고 D류가
많은 경향이 있다. 참고치로서 어망의 토추 2점(+)을 圖20에 제시하였는데, 중량에
서는 개체차가 크다. 소형의 방추차와 비교하면, 27.8g의 가벼운 토추는 경량의 방
추차와 분포가 겹친다.
청동기시대에 비교하면 3세기 후반~4세기대의 방추차는 소형으로 경량화 되어,
뽑는 실의 종류나 굵기도 변화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③ 김해 부원동 유적92)(表1-128~176, 圖13-6)
고 김해만의 남서에 위치하는 3세기 후엽~5세기 전엽의 유적이다. 방추차는 4세
기 전엽~5세기 전엽을 중심으로 한다. A지구(表1-128~145), B지구(表1-146~152), C
지구(表1-153~176)의 3지구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일본의 하지키로 추정되는 토

92) 심봉근, 김해부원동유적, 동아대학교박물관,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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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포함하여 다수의 토기와 44점의 토제 방추차의 중량이 보고된 중요한 자료이
다. 5점의 토기 재이용 원형 토제품(表1-155~156)에 대해서도 중량이 기재되어 있
어, 토제 방추차와의 비교 검토가 가능하다. A지구는 층위발굴이 이루어졌다.93)

圖21. 부원동유적 AㆍBㆍC區

단면 형태 육각형의 C류가 대부분이며, 다음으로 장방형 D류이다.(圖21) A지구(表
1-128~145)는 4세기 전엽~5세기 전엽의 방추차 C류가 다수이고, C지구에서는 3세기
후엽~4세기대의 C류와 D류가 다수 출토되었다. 3점의 원반상 E류의 직경은 각각
다르지만, 중량은 대략 25~30g이라는 일정한 범위에 해당된다. D류는 A지구 출토의
90g의 1점을 제외하고 중량 40~50g의 범위에 해당된다. C류는 74g 이상 3점과 20g
이하 1점을 제외하고 25점은 거의 30~60g의 범위에 수용되고, 특히 40~50g에 집중
한다.(圖21)
토기 재이용 원형 토제품 Z류 5점(表1-152~156, 圖21) 가운데, 경량인 3점은 방추
차보다 가벼워 어망의 토추의 용도로 추정된다. 이외에 조금 무거운 2점은 천공하
면 방추차로서 재이용이 가능하다.

93) A지구 Ⅰ층에서 Ⅴ층, C지구의 연대는 坂野和信氏의 ｢陶質土器의 成立과 倭系土器｣(東亜文
化 제6집, 2009)의 토기연대관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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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구 전체를 보면, 4세기대~5세기 전엽의 방추차는 C류가 대부분을 점하고, 무
게 40~50g, 직경 3.5~4.8cm의 것이 대부분이므로 일정한 규격으로 제작되었다고 추
정된다. 또한, 소수이지만 70g 이상의 무거운 것과 20g 정도의 가벼운 것도 확인된
다. 무게로 방추차를 구별해서 사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④ 신라왕경94)(表1-21ㆍ23~91, 圖13-1, 圖22)
금회 검토한 방추차는 토제, 석제와 주로 기와를 재이용한 것이다. 기와 재이용의
방추차가 대부분인 것이 신라왕경의 특징이다. 신라왕경은 통일신라의 왕도이고 그
후에도 지속되지만, 중심 시기는 7세기 후반 이후인 통일신라시대의 8세기부터 9세
기로 추정된다. 신라왕경에서 기와 재이용 방추차(필자의 분류로는 R류에 해당)가
다수 확인되는 한편, 定型 방추차도 일정수량 보인다. 그러나 정형 방추차도 정교하
게 제작되지 않은 것(表1-75ㆍ76)이 있다.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방추차를 제외하
면 단면 장방형의 토제 D류 5점(表1-56ㆍ64~67), 석제 6점(表1-68ㆍ69ㆍ72ㆍ73ㆍ75

ㆍ76), 토제 C류 1점(表1-61), B류 1점(表1-63)이 출토되었다. 후술하는 사비도성ㆍ군
수리 지점(表1-493~499), 부소산성에서는 직경 6.0cm, 두께 2.7cm, 134g(表1-500)의
무거운 것도 있다. 신라왕경에서도 정형 방추차로 직경 약 4.5cm, 두께 2.5cm 이상
의 대형은 석제 4점(表1-69ㆍ72ㆍ75ㆍ76), 토제 2점(表1-61ㆍ63)이 확인된다. 토제
방추차의 중량은 실제 측정하지 못했지만, 다른 유적에서 출토된 토제 방추차의 직
경과 두께를 비교하면, 대략 50g을 넘는 것이 많아, 신라왕경도 동일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정형 방추차에는 무거운 것이 많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신라왕경의 특징인 다수의 기와 재이용 방추차 R류 가운데, 보고된 33점에 대해
서 검토하면, 전체가 방추차의 용도였다고 할 수 없다. 불과 3점만 중량 계측이 이
루어졌지만, 3점 모두 100g 이상이다.(表1-23ㆍ27ㆍ28, 圖22) 직경이 6cm 이상, 두께
가 1.4cm 이상의 것은 무게가 100g을 넘는 것으로 유추된다.(表1) 기와 재이용의 방
추차 R류에 대해서는 제Ⅳ장 3項에서 기술한다.
여기서는 정형 방추차를 포함해 신라왕경에서는 무게가 무거운 방추차가 많다는
94) A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왕경 Ⅰ, 2001.
B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주 북문로왕경유적 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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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圖22. 신라왕경

2) 방추차의 생산
방추차가 소성된 예로서 함안 우거리토기생산유적95)(圖13-12)이 있다.(表1-396~
412, 圖23) 도질토기를 소성한 3기의 가마와 폐기장 등이 공반된 유적이다. 4세기
중경~후반의 토기 폐기장에서 토제 방추차 C류가 17점 출토되었다. 법량은 圖23과

表1-395~411과 같이 직경 4.0~4.5 cm, 두께 2.0~2.5cm로 불과 0.5cm 정도의 오차 범
위 내에 수용되는 통일된 규격품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추차는 거의 동시기에 만들
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가마에서 일정한 규격을 가진 단면 육각형 C류
방추차가 늦어도 4세기 후반경에는 이미 제작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중량은 측정되
지 않았지만, 규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균일한 무게라고 할 수 있다. 도질토기가 고
분에 부장품으로 다용되고 있는 것에서 방추차는 생산도구인 동시에 부장품이나 공
헌품으로서 제작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95) 국립김해박물관, 함안우거리토기생산유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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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23. 함안 우거리 토기생산유적

3. 마한ㆍ백제의 방추차
현지에서 실제 계측한 방추차를 중심으로 영남지역 이외의 마한ㆍ백제의 방추차
와 원형 토제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① 사비도성ㆍ군수리지점96), 부소산성97)(表1-493~500, 圖13-26)
백제 최후의 도읍이 위치한 사비도성 내의 군수리지점 및 부소산성의 방추차와
원형 토제품은 6세기 중엽~7세기 후반으로 보인다. 부소산성의 방추차는 1점만 중
량이 측정되었다.
군수리지점에서는 토제 방추차로 단면 육각형의 C류 1점(表1-495, 圖31-9)과 석제
원반상 E류(表1-494, 圖31-13)와 토제(表1-493, 圖31-12) 각 1점이 확인된다. 중량은
토제 E류(圖중심의 천공 외에 천공이 도중에 멈춰진 흔적이 명확하게 잔존한다. 그
리고 한 면에는 포목흔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類例가 없다. 부소산성 출
토 토제 방추차 D류 1점(表1-500, 圖31-11)은 직경 6.0cm, 134g으로 무거운 대형품이
다.
군수리지점 출토 원형 토제품은 2점이 기와 재이용 Y류(表1-496ㆍ497)로 무게는

96)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외, 사비도성－능산리와 군수리지점 발굴조사보고서－, 2003.
97) 부여문화재연구소, 부소산성 발굴조사보고서 Ⅴ,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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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52.8g과 70.4g이다. 토기 재이용품 Z류(表1-498) 1점은 직경 6.0cm, 51.5g으로
일본제인 스에키 옹의 동체부 재이용품으로 보인다.
사비도성으로 백제의 도읍이 이동되기 이전의 공주 공산성 백제 추정 왕궁지98)
(圖13-28) 출토 토제 방추차 D류 3점(表1-502~504), 석제 E류 1점(表1-501)과 법량을
비교하면, 군수리지점의 방추차의 법량이 약간 크다. 공산성 백제 추정 왕궁지는 직
경 3.5~5.6cm, 두께 0.6~2.1cm이지만, 사비도성의 것은 직경 5.0~7.0cm, 두께
0.9~2.7cm이다. 사비도성의 방추차가 보다 무거울 것으로 추정되며, 시기가 내려오
면 정형 방추차의 중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즉, 신라왕경과 동일하게 사비ㆍ공산성 등의 도성에서도 굵은 실이나 紐 등의 수
요가 있어 이것에 대응한 도구로서 무거운 방추차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② 夫餘 論峙 제사유적99)(表1-510~558, 圖13-27, 圖24)
구릉상에 위치한 제사유적으로 시기는 1세기 후반~3세기 전반의 원삼국시대 후
반이 중심이며, 일부는 4세기 전반으로 보인다. 제사갱 15기, 제사에 관계된 帶狀坑
유구 등에서 토제 방추차 30점, 석제 방추차 19점 외에 토기, 철제 농구나 박자(토기
제작시의 내박자) 등이 출토되었다. 보고서에서는 농경 제사의 하나로 풍요를 기원
하는 유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자는 토기생산과 밀접히 관련된 도구로 방추차와
함께 수공업 생산에 관련된 제사가 행해졌다고 생각된다. 방추차의 중량에 관한 데
이터는 없지만, 이 유적 이외에 다수의 방추차를 사용한 제사유적은 필자가 아는 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직경과 두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토제 방추차의 대다수는 단면 형태가 육각형 C류(圖28-6)와 일부 장방형 D류이다.
석제 방추차의 단면 형태는 육각형 C류와 장방형 D류(圖28-11) 및 일부 원반상의 E
류(圖28-13)이다. 圖24에 나타낸 바대로 석제 방추차는 직경 3.4~4.7cm, 두께
0.8~1.7cm에 집중된다. 토제 방추차의 대부분은 C류로 직경 3.0~4.0cm, 두께
1.0~2.4cm의 범위에 많이 보이고, 일정 범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토제, 석제

98) 공주사범대학교, 공산성 백제추정왕궁지 발굴조사보고서, 1987.
99) 국립부여박물관, 부여 논치 제사유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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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24. 논치 제사유적

방추차의 양자 모두 근사한 크기이므로 시기차가 그다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생산용구인 방추차가 제사에서 다수 사용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확실히는 알
수 없다. 그러나 ①布생산에 관한 제사가 행해졌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②단
순히 도작이나 전작의 수확물의 풍요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상질의 布생산을
기원한 제사유적일 가능성이 있다. 즉, ③토기생산에 공반된 수공업과 관련된 布생
산이 당시 이 지역사회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여에서 이 유적은 상당히 중요하다.

③ 아산 갈매리(Ⅱ구역)유적100)(表1-486~492, 圖13-29, 圖25)
원삼국시대에서 삼국시대를 중심으로 사비시대까지의 유물포함층에서 토제 방추
차 34점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7점에 대해서 중량 측정 결과를 보고하겠다. 3점
은 단면 형태가 육각형의 C류, 나머지 4점은 장방형의 D류이다. 특히 유물을 지목
하여 측정한 것은 아니지만, 중량은 30~40g에 5점이 집중되고, 직경은 약 4.5cm, 두
께 1.3cm 정도이다. 사비도성과 비교하면, 형태적 특징과 소형이라는 점에서 이 7
점은 사비시대 이전의 원삼국시대에서 삼국시대 중기를 중심으로 하는 방추차일 가
능성이 높다.
100)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아산 갈매리(Ⅱ구역)유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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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25. 아산 갈매리(Ⅱ구역)유적

Ⅲ. 방추차와 방직기술의 변용
1. 청동기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의 방추차 변천
전장에서는 집락유적 중심으로 출토된 방추차에 대해서 형태와 중량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項에서는 분묘 등에서 출토된 방추차를 포함한 한반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表1에 기재한 원형 토제품 등을 제외한 방추차 534점에 대해서 각 시기별
중량, 법량과 형태를 중심으로 특징과 시기별 변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추차의 약
3할 이상은 분묘에서 검출된 것으로 삼국시대에 특히 많다. 表1에는 제Ⅲ장에서 기
술한 방추차도 포함되어 있다. 이 表에서 孔徑에 ｢미관통｣이라고 하는 것은 천공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원형 토제품이라고 한 것도 表1
에 참고자료로서 게재하였다.
금회의 방추차 분류와 집계는 한반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
지만, 이 지역의 주요한 특징과 경향을 다룬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 분석을 시도

한일 방추차의 기초연구

341

하였다. 방추차의 출토상황과 유형화를 통해서 한반도 남부의 방직기술에 대해서
변천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동시에 그 사회적 배경을 그리기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청동기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의 방추차를 형태의 유형(圖15)에 따
라 분류하고 시기별 변천을 나타낸다. 청동기시대는 圖26, 원삼국시대 전반은 圖27,
후반은 圖28에 해당한다. 삼국시대는 3기인 전기(圖29), 중기(圖30), 후기(圖31)로
구분한다. 그리고 6세기 중엽~7세기, 8세기~9세기는 圖32에 해당되며, 낙랑군은 圖
27에 정리하였다. 이러한 圖에 관한 설명은 본장의 2項에서 다룬다.
1) 방추차 중량의 변천(圖34, 表3)
중량이 판명된 방추차는 表1의 원형 토제품 등을 제외한 534점 중 30%인 약 160
점이다. 이 160점에 대해서 시기마다 방추차의 중량과 직경의 평균치를 산출하였
다. 대부분은 토제 방추차이다. 석제 방추차는 모두 17점이며, 청동기시대 14점, 삼
국시대의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5세기 전반~6세기대와 6세기 중엽~7세기 후반이
각각 1점 정도이기 때문에 특히, 토제와 석제의 구별은 하지 않는다. 청동기시대에
관해서는 석제 방추차와 토제 방추차의 중량차를 보면, 석제가 1.6g 정도로 무겁지
만, 적은 차이로 구별이 어려워 토제와 석제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表1-371~380의 밀양 교동유적101)은 보고서에서는 ｢원반형 토제품｣이라 보고하였
지만, 중심에 천공되어 있으며, 孔徑 0.4~0.8cm 정도이기 때문에 방추차로 다루고자
한다.
각각 시기와 시대에 있어서 점수의 과다(表1ㆍ3)가 있고 평균치는 실상 일부를
반영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表3을 보면, 중량이 판명되어 있는 방추차가 많은 시대
는 청동기시대 및 4세기이다. 그리고 조선시대는 1점, 8세기에서 9세기의 기와 재이
용은 3점으로 편차가 있다. 그러나 자료 점수가 한정되어 있는 현 단계에서는 평균
치에 의한 분석을 행하고 전체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아래와 같이 방추차의 시기별 평균중량에 대해서 그룹으로 구분하여 설
명한다.(圖34) 평균중량과 평균직경에서 방추차를 보면, 크게 4개의 그룹으로 구분

101) 밀양대학교박물관, 밀양교동유적,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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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우선 제1그룹은 청동기시대의 방추차로 직경이 6.0cm, 중량은 53.4g으로 대형
이며 비교적 무겁다. 청동기시대의 특징적인 E류는 재질이 다른 토제와 석제로 제
작되었지만, 중량은 2종류 모두 54g 전후이다. 따라서 토제와 석제는 재질이나 단면
형태가 다른 것에도 불구하고 제작시에는 직경과 두께를 조정해 일정한 중량 범위
를 목적으로 가공하였다고 생각된다. 여하튼 대형으로 무거운 방추차를 사용하여
비교적 굵은 실을 꼬았던 것으로 보인다.
제2그룹인 원삼국시대 전반의 1세기 전반은 청동기시대와는 다르고, 평균 중량이
약 10g, 직경 약 3cm로 변화한다. 청동기시대와 비교하면 평균중량은 약 1/5 정도이
다. 원삼국시대 전반에 방추차의 큰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
제3그룹은 3세기 후반 이후, 주로 삼국시대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며, 중량이 판
명된 방추차 가운데 약 66%를 점하고 있다. 평균중량이 약 21g인 3세기 후반 이후
즉, 대개 시기가 내려오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다. 그 가운데 4세기 전반의 방추차
는 3세기 후반보다 30g 이상 무겁고 평균 약 55g이며, 이 그룹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경향이 있다. 4세기 전반 이후에는 평균중량이 30~60g의 범위에서 일정한 무게의
방추차가 확인된다.
이와 같이 제3그룹의 대부분은 삼국시대에 해당하고, 20~60g의 범위이며, 織布用
의 방추차로 생각된다.(圖34)
제4그룹은 가장 무거운 6세기 중엽~7세기 후반의 정형 방추차와 8~9세기 및 조선
시대의 기와 재이용 방추차(R류)이다. 이 최중량 그룹은 신라왕경(8~9세기)이나 조
선시대의 기와 재이용 방추차(R류)는 시기와 지역도 다소 차이가 있는 백제의 도성
주변지역인 사비도성이나 부소산성에서 검출된 정형 방추차(6세기 중엽~7세기 후
반)가 해당된다. E류 2점, C류 및 D류 각 1점이다. 이 그룹에서는 신라왕경 출토의
기와 재이용 방추차(R류)가 가장 무겁다. 제Ⅲ장 2項의 신라왕경에서도 설명했듯이
R류 전체가 織絲用의 방추차라고 할 수 없지만, 도성에서는 무거운 방추차가 사용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중량으로 보면, 시기가 내려가면서 방추차는 대형화되고, 무거워 질뿐
만 아니라 정형의 것에서 재이용의 방추차로 질적 변화하는 경향이 간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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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추차 법량의 변천(表1, 圖35)
각 시기 방추차의 분류와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직경과 두께에 의한 법량 데
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중량이 판명된 방추차가 소수인 현상황에서는
법량 데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중량과 직경 데이터에 의한 방추차의 분석은
보다 명확히 방추차의 속성을 구별해서 나타낼 수 있다. 법량에 의한 분석 결과도
일정한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금후, 한국 방추차의 중량 데이터가 증가한다면, 보다
명확하게 각 시대 방추차의 특징과 경향이 顯在化될 것으로 생각된다.
법량에 의한 평균치를 시기별로 나타낸 圖35에서는 중량과 직경의 圖34와 같이
명료하지는 않지만, 5그룹으로 대별할 수는 있다. 圖34에 비해 圖35는 자료 점수가
많고, 圖34에는 결여된 낙랑군과 7세기 후반 등의 방추차가 圖35의 제4그룹에 속해
있다. 그리고 圖34에서는 최중량 그룹인 6세기 중엽~7세기 후반의 정형 방추차가
제4그룹이 된다.
제1그룹의 청동기시대는 정형 방추차 가운데서는 법량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그룹은 1세기 전반 및 원삼국시대 전반으로 청동기시대와 비교해 급속하
게 법량이 작아지는 변화가 있다. 특히 직경은 거의 반감된다.
제3그룹은 삼국시대를 중심으로 하고 원삼국시대 후반, 6세기 말엽~7세기 초두를
포함한다. 이 그룹에 가장 많은 방추차가 속하고, 법량으로 2개의 소구분이 가능하
다. 법량이 작은 방추차는 주로 2세기 전반, 3세기 전반, 3세기 후반, 3세기 후반~4
세기 전반에 해당된다. 그리고 4세기 전반 이후에서 7세기 초두의 정형 방추차를
대형의 방추차로 일괄할 수 있다. 특히 4세기~6세기대는 직경 4.1~4.5cm, 두께
1.9~2.5cm에 집중되는 것에서 일정한 규격으로 방추차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반적인 경향으로서 시기가 내려오면 법량도 커지게 된다.
다음으로 제4그룹은 낙랑군 8점을 포함해 6세기 중엽~7세기 후반 이후의 도성에
서 주로 출토된 정형 방추차가 속하는 그룹이다. 6세기 중엽~7세기 후반은 백제 공
산성, 사비도성이나 부소산성, 구아리유적의 합계 3점과 신라왕경에서 출토된 8세
기~9세기의 석제 용기 재이용 1점 및 8세기~9세기의 정형 방추차 13점이다. 이와
같이 출토된 유적의 성격을 통해 대형의 제4그룹은 도성형 방추차로 호칭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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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그룹은 재이용 방추차(R류)이다. 8세기~9세기의 신라왕경과 조선시대가 이에
속하고, 다른 정형 방추차의 그룹과는 직경과 두께에서 격차가 크다. 또한 2項의 신
라왕경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방추차로서 보고서에 기록된 재이용 방추차 33점 모두
가 방추차라고 할 수 없다. 5점은 방추차가 아닌 다른 용도로서 천공용의 彈車 등이
라는 것을 제Ⅳ장 3項에서 검토하였다. 따라서 圖35에서는 방추차가 아닌 5점을 제
외한 수치를 나타낸다.
시기별로 법량을 보면, 청동기시대의 평균직경 5.8cm, 두께 1.1cm의 대형 방추차
에서 원삼국시대 전반에는 직경 약 3.0~3.6cm로 대략 청동기시대 직경의 반 정도이
며, 두께 약 1.0cm의 소형 방추차로의 크게 변화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원삼국시대 이후~7세기 초두까지의 정형 방추차는 낙랑군을 제외하고 직경
3.6~4.6cm, 두께 1.3~2.4cm라는 범위에, 전체의 약 66%의 점수를 점하는 제3그룹으
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3그룹은 각 시기의 법량의 평균이지만, 4세
기 후반과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두가 크다. 또한 일정 범위 가운데 방추차의 법
량이 다양하기 때문에 뽑는 실의 굵기와 성질에 맞춘 크기가 다양한 몇 종류의 방
추차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뽑는 실에 대응한 다양한 織布가 생산되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제4그룹은 시기가 다른 낙랑군, 6세기 중엽 이후, 8세기~9세기가 포함된다. 기본
적으로는 대형의 정형 방추차로 낙랑군 및 부여나 공주, 신라왕경의 도성형 방추차
이다.
낙랑군에 대해서는 원삼국~삼국시대 전기까지의 시기 폭을 가지지만, 석제 방추
차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석제로 단면 臺形 F류라고 하는 類例가 얼마 되지
않는 방추차가 1점 있다.(表1-559) 낙랑군은 관인층을 비롯해서 많은 문물, 기술이
한반도로 직접 유입되는 중국과의 창구라고 볼 수 있다. 漢代에는 제Ⅰ장 2項에서
기술하였듯이 麻用의 斜高機, 地機, 高機가 중국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직물공인
이나 방직관계의 機 등의 도구를 포함해서 낙랑군에는 점적으로 도입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 낙랑군 주변의 상위계층의 묘에는 견직물, 직물이 부장되고 있다.102)
그러나 기술한 바대로 얼마 되지 않는 점수의 방추차를 제외하면, 織機의 부품

102) 주)78의 앞의 책,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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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현재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布絹제품은 중국 본토와의 교역 등을
통해서 입수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낙랑군과 한반도에서 布생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정도에 머물고, 중국 한대의 방직기술이 어떠한 경
로로 한반도 남부로 보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다.
제5그룹은 조선시대와 8세기~9세기의 신라왕경에서 출토된 기와 재이용의 방추
차가 포함된다. 신라왕경에서는 대형 방추차가 왕경 건물의 기와를 재이용해서 현
지에서 제작 및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방추차의 변혁
각 시기 방추차의 중량 및 법량과의 관계를 정리하여 개관하면, 2개의 큰 변혁기
가 확인된다.
우선 첫 번째는 청동기시대의 대형과 중량 방추차에서 소형과 경량 방추차로 변
화하는 1세기 전반이다. 청동기시대의 굵고 강한 실에서 섬세하고 극세의 실을 방
추차로 뽑는 경향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중국의 紡

織絲의 변천을 참고하면 한반도 남부의 청동기시대에는 葛布 등을 주로 뽑고, 다음
으로 원삼국시대 이후에는 麻나 苧麻, 혹은 극히 일부지만 絹絲를 뽑았을103) 가능
성이 있다.
두 번째는 6세기 중엽 이후~7세기 후반이다. 圖34의 중량을 보면, 이 시기는 중량
의 제4그룹에 속한다. 법량(圖35)에서도 직경이 큰 제4그룹에 해당되며, 이 그룹은
삼국시대를 중심으로 하는 제3그룹과는 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6세기 후반~7
세기대에 방추차는 대형화 하고, 중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 방추차로 뽑는 실의
대상이 크게 변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방추차 전체로 보면, 중량은 60g 이하와 90g 이상으로 대별된다.(圖34) 이 2종류
의 방추차 사이에는 큰 성격 차이를 볼 수 있다. 7세기 이전의 방추차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평균치 53.4g 및 제3그룹의 4세기 전반에 해당되는 54.5g이 가장 무거운 경
향이다. 90g 이상의 6세기 중엽~7세기 후반의 정형 방추차 및 8~9세기와 조선시대
103) 유존하는 布의 산지동정에 문제가 있지만, 박윤미씨의 주)21(2004)에서는 4세기에서 6세기의
가야지역 출토의 견직물 62점 중, 불과 3점에 대해서 날실 혹은 씨실로 꼬았다는 것이 보고
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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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와 재이용 방추차를 포함한 최중량 그룹과 60g 이하의 청동기시대의 정형 방
추차를 포함한 다른 3개의 그룹과는 방추차에서 뽑는 실의 대상과 종류에 차이가
확인된다. 금회의 검토결과인 圖34로 판단하면, 織布用 방추차는 60g 전후가 평균
중량으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중량의 자료가 한정되
어 있고, 織布用이 아닌 방추차의 평균치로서 90g 이상이라는 수치를 하나의 기준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表1의 개개의 중량을 살펴보면, 청동기시대부터 90g을 넘는 것은 소수 확인
되고, 어망의 망사 등의 방추차로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8~9세기 이후에는 그 이전 시대와는 질적으로도 성격이 완전히 다른 중량의
기와 재이용 방추차(R류)가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변화에 대해서는 본장 3項
에서 재이용 방추차로서 서술한다.

2. 방추차의 유형화와 변천과정
본 項에서는 表1 및 圖26~32에 기초해 청동기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 총체적
으로 방추차의 단면 형태를 중심으로 한반도 남부를 중심으로 각 시대 마다의 변
천과정을 파악한다. 그리고 출토상황은 개념도로서 圖36에 나타낸 바대로 그 동태
를 정리한다. 시기구분은 시대와 역년대의 양자의 구분을 더해서 집계한다. 여기서
는 방추차 534점의 각 단면 형태의 多寡, 각 시대와 시기구분의 기본적인 조성(구
성)과 유형화를 통해 변천과정을 개관하고 간단명료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1) 청동기시대(기원전 9세기경~기원전 2세기 후반)

ㆍ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는 방추차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일괄해서 다룬
다. 청동기시대는 圖26에 나타낸 바대로 A류(1~4)ㆍD류(5~7)ㆍE류(8~10)의 3류형이
확인된다.

ㆍA류는 형태에 따라 2가지로 대별된다. 圖26-1은 상하 중앙부가 부풀고, 2~4는
상면 편측만이 부풀어 있는 것이다.

ㆍD류는 비교적 직경이 큰 것(圖26-5)과 작은 것(圖26-7)이 보인다. 제Ⅲ장에서
기술했듯이 E류는 직경이 두께의 약 4배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D류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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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는 대소 법량 분화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圖26. 한국 청동기시대 방추차 유형
1：蔚山屈火里長剣遺蹟Ⅱ-5號住居址 2・：大邸西邊洞聚落遺蹟Ⅰ-4號住居址 3：蔚山泉谷洞遺蹟Ⅱ-14號住
居址 4：大邸西邊洞聚落遺蹟Ⅰ-41號住居址 5：慶州舎羅里遺蹟Ⅱ-4號住居址 6：蔚山泉谷洞遺蹟Ⅱ-12號
住居址 ７：蔚山九秀里遺蹟B地區4號住居址 8：蔚山泉谷洞遺蹟Ⅰ-8號住居址 9：茶雲洞436-5遺蹟7號住居
址 10：孝門洞栗洞遺蹟Ⅰ-11號住居址(8~10 : 석제, 그 외 : 토제)

348

東亞文化 8號

ㆍE류는 석제(圖26-9)와 토제(圖26-8)를 비교하면 孔形이 다르다. 토제는 원통형
이지만, 석제는 상하 천공에 의해 장고 모양이 되는 것이 많다는 특징을 보인다.
청동기시대 방추차는 전반적으로 얇고, 직경이 큰 타입이라고 할 수 있다. 圖36에
의한 각 시대 출토상황의 동태를 살펴보면, 청동기시대의 방추차에는 2가지의 특징
을 발견할 수 있다. ①원반상 E류의 방추차가 가장 많고, 특히 석제가 다른 시기에
비해서 많다. ②다른 시기에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토제의 단면 笠形(A류)이 존재하
는 것도 이 시대의 특징이다. 개념도에는 청동기시대가 짧게 나타나 있지만, 본래는
약 800년간의 긴 시대이다. 따라서 비교적 방추차의 검출 점수는 많지만, 15유적의
집계에서 62개체이기 때문에 다른 시기에 비해서 많다고는 할 수 없다.
2) 원삼국시대
이 시대는 크게 전반과 후반의 2기로 구분한다. 그리고 낙랑군의 방추차에 대해
서도 다루고자 한다.

① 원삼국시대 전반(기원전 2세기 말~기원후 50년경, 圖27)
ㆍ원삼국시대 전반은 B류(圖27-1~3), C류(圖27-4ㆍ5), D류(圖27-6ㆍ7), E류(圖27-8
ㆍ9), F류(圖27-10ㆍ11)가 확인된다.
ㆍ청동기시대에 비해 전체 소형으로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단면 형태
의 다양화에 의한 종류의 증가에 그 변화가 반영되어 있다.

ㆍ원반상 E류를 기조로 하는 청동기시대의 방추차와는 다른 두꺼운 단면 타원형
B류, 육각형 C류, 臺形 F류라는 다른 단면 형태의 방추차가 새롭게 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ㆍB류는 직경이 작은 圖27-1ㆍ2가 있다.
ㆍ원삼국시대 전반의 C류는 상하면이 좁은 것이 많고, B류와 근사한 것이 보인다.
ㆍD류에도 소형의 것(圖27-7)이 확인된다.
ㆍ기본적으로는 토제 정형 방추차의 孔形은 원통형이 많고, 圖27-6은 장고형이기
때문에 소성전 성형시에 상하 방향에서 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ㆍ청동기시대에 계보를 갖고 있는 원반상 E류는 원삼국시대 전반에도 석제(圖
27-8)의 것이 많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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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F류는 원삼국시대에 극히 일부 확인된다.(圖27-10ㆍ11)
ㆍ낙랑토성에서 석제의 F류(圖27-14)와 E류(圖27-12ㆍ13)가 약간 확인된다. F류는
석제로 상면이 좁고 두꺼운 것이 있다.

圖27. 한국 원삼국시대 전반 방추차 유형 및 낙랑군의 방추차
1：密陽校洞遺蹟7號木棺墓 2・3： 慶山林堂遺蹟D-Ⅱ地區古墳群205號墳 4：泗川勒島遺蹟Ⅳ層 5・6：泗
川勒島遺蹟Ⅴ-5層 7：昌原茶戸里遺蹟第5次・6次第30號墳 8：慶山林堂遺蹟A-Ⅰ-91號墳 9：慶山林堂遺
蹟A-Ⅰ-122號墳 10・11：泗川勒島遺蹟Ⅴ-3層 12~14：楽浪郡治址の紡錘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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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원삼국시대 전반은 청동기시대에 계보를 가진 석제 E류나 D류가 일정
수량 보인다. 한편, 원삼국시대 후반 이후에 다수 확인되는 단면 육각형 C류의 출현
은 소수이지만, 이 시기의 현저한 특징이다. 단면 타원형 B류도 얼마 되지 않지만
확인된다. 그리고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는 극히 소수의 단면 臺形 F류도 확인된다.
이 타입은 낙랑군이나 원삼국시대 전반의 사천 늑도유적에서도 확인된다. F류의 분
포에 시대나 지역차의 가능성도 있지만,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② 원삼국시대 후반(기원후 50년경~3세기 초, 圖28)
ㆍ원삼국시대 후반은 전반과 거의 동일하다. B류(圖28-1~3), C류(圖28-4~7), D류
(圖28-8~11), E류(圖28-12ㆍ13)가 확인된다. F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ㆍC류(圖28-4ㆍ5)는 전반과 거의 동일한 양상이지만, 상하면이 넓어지는 경향이
보인다.(圖28-6ㆍ7)

ㆍD류는 두꺼워 지고, 직경이 약간 커지는 경향이 있다. E류는 전반과 비교해서
직경이 보다 작아진다. D류와 E류의 형태는 비슷하여 법량분화한 대소의 방추차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원삼국시대 후반은 청동기시대의 양상과는 다르고, 단면 육각형의 C류
가 급증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圖36) 이 C류 방추차는 원삼국시대 후반에서 후술할
삼국시대 전기ㆍ중기의 5세기 말까지 한반도 남부의 대표적인 방추차이다. 그리고
C류의 대다수는 토제이다. 원삼국시대 후반에는 D류도 증가하고, 한국의 방추차 전
체의 출토 점수도 급속히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 외에 소수이지만, 석제도 확인된
다.
원삼국시대 후반은 다양한 단면 형태와 종류의 구성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남부
에서 방추차가 수량적으로 가장 많고 충실한 삼국시대로 연결되는 방직기술의 시기
라고 할 수 있다.
3) 삼국시대
이 시대는 전기ㆍ중기ㆍ후기의 3기로 구분된다. 방추차의 구성은 취사선택되어
원삼국시대보다 한정된 구성이 된다. 그러나 변화의 시기 폭이 짧기 때문에 각기를
다시 전반과 후반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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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28. 한국 원삼국시대 후반 방추차 유형
1・3・6・11・13：扶餘論峙祀遺蹟 2：昇州大谷里遺蹟3號住居址 4：大谷里遺蹟44號住居址 5：金海龜旨
路古墳群7號墳 7：昌原茶戸里遺蹟第5次・6次第29號墳 8：慶山林堂遺蹟A-Ⅰ-149號墳 9：慶州隍城洞遺
蹟Ⅰ-4號住居址 10：浦項玉城里古墳群나지구112號墳 12：泗川勒島遺蹟Ⅱ層(3・11・13：석제, 그 외：토
제)

① 삼국시대 전기(3세기 전엽~4세기 말, 圖29)
ㆍ삼국시대 전기 전반의 방추차(圖29-1~12)는 기본적으로 CㆍDㆍE류의 3유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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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부분 토제이다. 이 시기에는 필자가 조사해본 바로는 B류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 이유로 B류의 형태는 C류의 稜이 없는 형태에 가깝지만, 이 시기의 C류는 정성
스럽게 만들어져, 稜이 명료한 것이 많은 것을 들 수 있다. 圖29-10은 B류에 가깝지
만, 稜이 명료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C류라고 한다.

ㆍD류는 전기 후반(圖29-17ㆍ18)에 비해서 약간 소형의 것(圖29-3ㆍ4)이 있다.
ㆍ원삼국시대와 비교해 삼국시대의 전기 전반은 전체적으로 방추차가 대형화 되
고, 두껍고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진 경향을 보인다.

ㆍ전기의 C류는 稜이 명료하게 정리된 것이 많고, C류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이다.

ㆍ전기 전반에 C류는 상하면이 넓고 직경이 큰 것(圖29-6ㆍ7)과 비교적 두꺼운 것
(圖29-8~10)으로 분화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그래서 전기 후반에는 C류의 두께가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인다.(圖29-14)

ㆍD류는 원삼국시대부터의 소형(圖29-3ㆍ4)이 전기 초까지 잔존하지만, 전기 후
반에는 두꺼운 타입(圖29-18)도 확인된다.

ㆍE류(圖29-19)는 원삼국시대와 같이 D류의 소형의 경량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

ㆍ삼국시대 전기는 원삼국시대에 비해서 무거운 방추차가 증가하고, 뽑는 실의
종류나 굵기가 다양화 되었다고 생각된다.

ㆍ삼국시대 전기의 4세기대에 방추차 중량이 증가하는 것은 기술하였듯이 평균
중량에 대한 圖34 및 평균법량의 圖35에도 나타나 있다.

② 삼국시대 중기(5세기 초두~5세기 말, 圖30)
ㆍ중기는 전기와 거의 같은 C류, D류, E류의 3유형이 확인된다. 여기에 B류(圖
30-1ㆍ7ㆍ8)가 보인다. 한편, 중기 후반(圖30-7~12)에는 E류가 확인된다. 전기에 비
해서 稜이 명료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다.

ㆍC류는 전기와 같이 상하면이 좁은 타입(圖30-2)과 넓은 타입(圖30-4)이 확인된
다.

ㆍ극히 희소한 예로서 중기 전반에 토제의 紡輪에 철제의 방축이 장착된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圖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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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D류는 중기 전반에서 단면의 단변이 직선이 아닌 완만한 곡선의 것(圖30-5ㆍ
12)이 확인되고, C류와 유사한 경향이 확인된다.

③ 삼국시대 후기(6세기 초두~7세기 중경, 圖31)
ㆍ이 시기의 전반에는 B류(圖31-1ㆍ5), C류(圖31-2ㆍ3ㆍ6ㆍ7), D류(圖31-4ㆍ8)가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더욱 두꺼워지는 경향이 현저하며, 복잡하게 제작되어 무거
운 방추차가 증가된다. 후기 후반의 부여 사비도성ㆍ군수리지점ㆍ부소산성의 도성
에서는 방추차가 전체적으로 대형화(圖31-9~15)되고 중량이 증가된 정형 방추차가
크게 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ㆍCㆍD류는 稜이 불명료하고, 두께가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고(圖31-3ㆍ8ㆍ9~11
ㆍ14ㆍ15), 타원형 B류(圖31-1ㆍ5)와 유사하게 된다.
ㆍD류는 각 시기를 통해서 일정수가 확인되고, 원삼국시대 후반에서 삼국시대 전
반에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다.

ㆍ즉, 삼국시대 후기 후반은 전체적으로 중기까지 유지된 정형 방추차에 관한 일
정한 규격과 기준이 붕괴되어 조잡화 되고, 방추차 자체가 정성스럽게 제작되지 않
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ㆍE류는 토제만 극히 소수가 확인되지만, 臺形 F류는 거의 소멸한다.
圖36에서 삼국시대를 보면, 3세기 전엽 이후, 6세기 중엽까지의 삼국시대 전기~
후기 전반은 방추차 전체의 출토 점수가 한층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
히, 전기는 단면 육각형의 C류가 다수를 점하고, 명확하게 稜을 가지며 정성스럽게
제작된 것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表1에 기재한 총 점수의 반수 이상을 점하는 C류
(圖15-4~6)에 대해서 삼국시대를 중심으로 하는 약 260점의 법량분포(圖37)를 보면,
직경의 분포역은 3.5~5cm, 두께는 1.5~3.0cm에 집중하고 있다. 결국, 일정한 규격성
에 기초해서 제작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형태이다. 제Ⅲ장 2項에서 기술한대로
전기 후반에 해당하는 함안 우거리 토기생산유적(表1-395~411)에서 규격성이 높은
17점의 토제 방추차가 소성된 것 또한 이를 증명한다.
앞서 기술했듯이 한반도 남부에서는 6세기 후반이 되면 단면 육각형의 C류 방추
차는 격감한다.(圖36) 그에 대응해서 방추차 전체의 출토 점수도 감소하고, 출토상
황이 일변하는 것이 삼국시대 종언의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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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29. 한국 삼국시대 전기 방추차 유형
1：大邸西邊洞古墳群20號墳 2：浦項玉城里古墳群137號木槨墓 3：金海會峴里貝塚10層 4：鳳凰臺遺蹟
12Trench 5：金海會峴里貝塚5層 6：金海府院洞遺跡遺蹟A地區 7・9：陜川苧浦里古墳群A地區31號木槨墓
8：金海會峴洞遺蹟1號住居址 10：釜山東莱貝塚2次Ⅱ層 11：釜山東莱貝塚Fpit8層 12：釜山東莱貝塚Apit7
層 13・14：咸安干巨里土器生産遺蹟廃棄場 15：髙靈池山洞古墳群45号墳1号石室 16：金海禮安里古墳群
138號墳 17~19：金海府院洞遺跡遺蹟B地區(17・19)・C地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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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30. 한국 삼국시대 중기 방추차 유형
1： 陜川玉田古墳群M2號墳 2：咸安道項里古墳群44號墳 3：大邱時至地区生活遺蹟18G-2號竪穴 4：陜川
玉田古墳群20號墳 5：陜川苧浦里古墳群A地區12號木槨墓 6：金海府院洞遺蹟A地區 7：陜川玉田古墳群69
號墳 8：陜川玉田古墳群72號墳 9：陜川玉田古墳群73號墳 10：慶州月城路가(地區)-14號墳古墳 11：咸安
道項里古墳群54號墳 12：鳳渓里古墳群79號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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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31. 한국 삼국시대 후기 방추차 유형
1： 陜川玉田古墳群M2號墳 2：金海禮安里古墳群9號墳 3：大邱時至地区古墳群35號墳 4：馬山懸洞古墳群
46號墳 5：大邱時至地区古墳群33號墳 6：陜川三嘉古墳群9號墳下層遺構 7：大邱旭水洞388番地遺蹟 8：
大邱時至地区生活遺蹟29G-3號住居址 9：泗沘都城軍守里地点S-3號十字狀遺構 10：公山城百濟推定王宮址
建物址 11：扶蘇山城마-2piｔ 12：泗沘都城軍守里地点SE3piｔ 13：泗沘都城軍守里地点NE1piｔ 14・1
5：舊衙里百済遺蹟北井戸(13・15 : 석제, 그 외 : 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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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삼국시대 후기에는 방추차의 성격이 중기까지와는 크게 다르다. 방추
차는 무거워지고, 실을 뽑는 도구에서 공작용구 등으로 성격이 변화하는데 이는 방
추차의 사회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변용은 織絲를 뽑기 위해
본장 5項에서 서술하듯이 새로운 도구인 絲車의 도입을 추정할 수 있다.
4) 통일신라시대 이후(7세기 후반 이후, 8세기~9세기, 圖32)

ㆍ7세기 후반 이후는 정형 방추차 C류(圖32-1), 석제 장방형 D류(圖32-2)가 약간
으로 기와 등의 재이용 방추차(圖32-3~7)가 주체가 되는 시기이다.

ㆍ이 시기의 방추차는 재이용품을 포함해서 무겁고, 특히 대형의 것이 많이 확인
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부여 사비도성ㆍ군수리지점, 부소상성에서 신라왕경에
이르기까지 방추차에서 도성, 관아의 공통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도성형 방추차라고
할 수 있다.

ㆍ특히 8세기 이후의 통일신라시대에서는 기와 재이용 방추차 R류(圖32-3~6)의
점수가 급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ㆍ기와의 원형 토제품으로 재이용은 부여 사비도성ㆍ군수리지점에서 6세기 중엽
이후에 확인된다.

ㆍ1점뿐이지만, 석제 용기 재이용 S류가 확인된다.(圖32-7)
ㆍR류(圖32-3ㆍ4)는 정성스럽게 마무리하여 단면이 정형 D류로 변화하지 않는 것
과 조잡한 것(圖32-5) 및 가공 도중에 일시적으로 저장(stock) 혹은 가공을 도중에
멈추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圖32-6)이 확인된다.

ㆍ다음 項에서 서술할 것이지만, 기와 재이용 천공품 전체의 용도가 방추차라고
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圖33-1ㆍ2)

ㆍ토기 재이용 원형 토제품에 대해서는 신라왕경에서 소형 경량품(圖33-3)이 보
인다.

ㆍ재이용의 원형 토제품, 방추차 이외의 기와 재이용에 대해서는 다음 項에서 검
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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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32. 한국 ７세기 후반 이후, ８~９세기 방추차와 기와ㆍ토기ㆍ석제용기ㆍ재이용의
유형(註문헌94A)
1：토제 정형 방추차 2：석제 정형 방추차 3~6：기와 재이용 방추차 7：석제용기 재이용 방추차(신라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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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33. ７세기 후반 이후, ８~９세기 기와ㆍ토기 재이용의 유형(註문헌94A)
1・2：기와 이용 弾車 등 3：토기 재이용 원형토제품 4・5：기와 재이용 원형토제품(신라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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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34. 시기별 방추차 평균치(중량ㆍ직경)

圖35. 시기별 방추차 평균치(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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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36. 한반도 남부지역의 방추차 출토상황 개념도(동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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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이용 방추차와 원형 토제품
1) 재이용 방추차
재이용 방추차에는 크게 3종류가 확인된다. 우선, 토기파편 재이용의 P류, 기와
재이용의 R류(圖32-3~5), 소량 확인되는 지석이나 석제 용기 등 석제품의 재이용 S
류(圖32-7)이다.
기와 재이용품 가운데 형태가 방추차와 같이 원형으로 중심은 천공되었지만, 방
추차 이외의 용도인 공구일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방추차
에는 織布用과 그 이외에 網 등의 제작용으로 무게가 있는 방추차가 있다. 대략 데
이터를 정리해서 기준을 나타내었다. 단, 오차가 있는 경우도 있고 중량 등 다음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우선 확실히 織布用 방추차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기준을 제시해 두고자 한다.

①중량이 90g을 넘는 것, ②孔徑이 1.2cm 이상의 것. 일본 방추차의 연구성과와 한
반도의 방추차 데이터(表1)로 보면, 孔徑이 1.0cm를 넘는 것은 아주 적지만, 기와
등의 재이용 방추차의 경우는 천공시의 오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방추차
가 아닌 경우의 孔徑은 현상에서는 1.2cm 이상이라는 것을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한
다.
즉, 織絲用 방추차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요소로서 우선 ①의 중량에 대한 문제가
우선된다. 그리고 ②의 孔徑(1.2cm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화용
의 舞錐104)나 천공된 彈車 등으로 재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직경은 7.0cm를 넘는 것이나, 孔形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중량이
나 孔徑이 우선시 된다. 정형 토제방추차의 대부분은 편측에서 천공된 원통형이지
만, 재이용 방추차의 孔形은 기와와 같이 두께가 있는 것인지 혹은, 경질의 소재일
경우 파손 방지를 위해 상하에서 천공하고 석제 방추차의 孔形과 같이 장고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이용 방추차의 경우 孔形이 장고 형태인 것만을 근거
로는 방추차가 아니라고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토기 재이용의 방추차(P류)는 圖示하지는 못했지만, 승주 대곡리유적(圖13-29)의

104) 주)11의 ｢앞의 글｣,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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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시대 후엽에서 원삼국시대일 가능성이 있는 2점을 예로 들 수 있다.
재이용 방추차로서 특징적인 것은 기와 재이용 방추차의 R류이다. 8~9세기에 신
라왕경에서 많이 확인된다.(圖32-3~6) 이 방추차는 법량이 크고 무게가 있다.
R류와 형태는 유사하고 孔徑이 1.2.cm 이상으로 직경이 큰 것은 穿孔用의 彈車
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RW류(圖33-1ㆍ2)로 하여 구별한다.
중량이 측정된 것은 한정되어 있지만, 신라왕경 출토 기와 재이용 방추차로 보고
되어 있다.(圖38) 33점을 구체적으로 보자.105) 圖38에서는 실선의 타원 내의 孔徑이
1.2cm 이상인 것 2점(表1-697ㆍ698)이 상술한 ②의 孔徑이나 直徑의 크기로 보면,
방추차형 공구로서 기와 재이용의 탄차나 舞錐인 RW류로 생각된다. 문제는 직경
8~9cm의 9점은 방추차인지 아닌지의 경계역에 해당되지만, 孔徑의 크기에서 3점을
기와 재이용의 RW류(공구)로 판단하였다.(表1-692ㆍ693ㆍ695) 나머지 6점은 織布用
이 아닌 방추차로 보인다. 단, 금후 자료의 증가 및 중량계측 결과에 따라 경계역의
것은 방추차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기와 재이용 방추차 R류의 평균중량은 3점(表1-23ㆍ27ㆍ28)의 계측지이지만 100g
이상이다. 조선시대의 것도 소량 계측되었는데, 최중량의 제 4그룹(圖34)에 속하고
법량도 최대의 그룹에 속한다.

圖38에서는 RW류의 5점 이외의 기와 재이용 방추차 R류는 원형 토제품 51.6g(表
1-82, 직경 5.5cm, 두께 1.5cm), (表1-83, 직경, 7.3cm, 두께 1.4cm)을 참고하고, 圖34
의 검토결과를 감안하면, 90g을 넘는 무거운 방추차와 그 이하의 것으로 대별된다.
대략의 기준으로 90g을 넘는 것(법량은 표준으로 직경 약 6cm, 두께 2cm를 넘는 것)
은 麻織物 등의 가는 실을 뽑을 뿐만 아니라 ①紐를 꼬고, ②공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굵을 실이나 紐나 繩, ③어망용의 실106)을 꼬았다고 상정된다. 7세기 후반 이
후에는 형태는 방추차와 같이 중심공을 가지지만, 중량으로 보면 織絲를 뽑는 방추
차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105) 주)94의 앞의 보고서, (2001).
106) 竹內{주)5의 앞의 책, (1989)}에 의하면, 근세에서 근대의 京都 丹後地方에서는 710g, 565g
이라는 무거운 방추차를 사용해서 어망을 만든 예가 보고되어져 있다. 加賀에 의하면 神奈
川縣의 근대의 낚시나 어망의 麻絲로 50~270g의 방추차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주)13의
｢앞의 글｣, (1969)} 단, 신라왕경 등의 도성에서는 어망제작의 가능성은 낮으며 다른 용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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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와 재이용 방추차나 원형 토제품으로 보고된 예107)는 필자가 조사한 바
로는 신라왕경 출토예 만큼 다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재이용 방추차에
관해서 일본에서도 그다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형 방추차에 대해서도 8~9세기의 신라왕경에서 석제 방추차로서 보고된 9점에
서는 3점(表1-70ㆍ71ㆍ74)이 孔徑 1.2cm를 넘고 있다. 중량은 계측되지 않았지만,
직경은 7.0cm 이상, 두께도 3.2cm 이상(圖39)이고, 100g 이상의 중량이라고 추정된
다. 이러한 3점은 전술한 기와 재이용품과 동일하게 穿孔用 등의 석제의 彈車 SW류
로서 공작 등의 용도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별한다.
기와 재이용 R류는 신라왕경 등의 도성에 많이 보인다. 기와는 입수, 가공하기 쉬
운 소재로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도구로서 재이용되었다고 생각된다. 건물에 기와
가 다용되게 된 시기와 지역에 한정된다. 이 외에는 滑石製 용기의 재이용 S류(圖
32-7)가 확인된다. R류는 명확히 사용목적에 맞춰서 현지에서 가공, 제작한 방추차
이다. 정형의 방추차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도성형 방추차라고 할 수 있다. 전항에
서 기술하였듯이 가공도중에 저장한 것으로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도 확인된다.
(圖32-6)
2) 재이용 원형 토제품
원형 토제품은 기와 재이용의 Y류와 토기 재이용 Z류가 있다. 전술한 토기 재이
용의 방추차인 P류, R류와의 검토도 필요하다.
신라왕경 출토 토기 재이용 원형 토제품 Z류(圖33-3)에는 직경 약 3cm, 두께
0.6cm, 무게 8g의 소형 경량품이 있다. 이러한 소형 경량품의 유사 예는 圖21의 김
해 부원동유적에서 확인되고 이것은 토추로 보고되어져 있다. 신라왕경에는 토추일
가능성도 있다. 그 외에 직경 약 4cm 이상의 원형 토제품의 용도는 방추차 등을 제
작할 때의 천공용 작업대, 遊戱具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크기나 두께에 따라 용도
107) 國下의 글{주)7의 ｢앞의 글｣, (1988)}에는 8세기 말엽의 長岡京期의 기와 재이용방추차가 3점
게재되어 있다. 石橋茂登(｢飛鳥藤原の円板｣, 奈良文化財研究所紀要 2004)는 石神유적 출
토 기와 재이용 원판형 토제품 2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 平城京 左京 2條 2坊,
3條 2坊에서 원형토제품 1점을 포함해 8점이 기와 재이용 방추차로서 보고되어져 있다.(奈
良国立文化財研究所, 平城京左京二条二坊三条ㆍ二坊発掘調査報告書－長屋王邸ㆍ藤原麻
呂邸の調査－,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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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하고 당시 사람들이 재이용의 용도를 상정하여 도중에 재가공한 것을 포함
해서 일정기간 보관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와 재이용 원형 토제품(Y류)는 6세기 중엽~7세기 후반에 해당되는 부여 사비도
성 내 군수리지점에서 보인다. 토기 재이용의 원형 토제품(Z류)에도 약 50g의 무거
운 것이 확인된다.(表1-498) 원형토제품은 8~9세기의 신라왕경에서도 13점이 보고
되어 있다. 이 중 2점은 토기 재이용 Z류로 2점 모두 약 8g(表1-78ㆍ79, 圖33-3)으로
아주 경량이다. 한편, 기와 재이용 Y류 11점의 중량은 圖40에서 28.4~94.6g(表
1-80~91, 圖33-4ㆍ5)으로 중량의 범위가 넓다. 그러나 신라왕경의 13점 중 5점의 계
측결과로 볼 때, 3점은 50~95g이기 때문에 일부 것은 일정의 중량 규격과 목적에 따
라 가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용도의 하나로 방추차를 들 수 있다.

圖38은 신라왕경 출토 기와 재이용 방추차(R류 : ×)에 관한 법량의 그룹으로 圖40
은 원형 토제품 Y류와 Z류를 합한 법량의 그룹이다. 양자를 비교하면, 토기 재이용
Z류 2점을 제외하면 직경 약 4~8cm, 두께 약 1~2cm의 범위로 기와 원형 토제품 Y
류는 기와 재이용 방추차 R류(圖38)와 분포역이 중복된다.
따라서 신라왕경에서는 법량에서 Y류와 R류는 의미 있는 관계이다. Y류를 천공
하면, R류로 사용할 수 있다. Y류는 방추차로 재가공하기 위해 모아둔 것일 가능성
이 있다.
6세기 중엽~7세기 후반에는 부여 사비도성 내의 군수리지점에서 출토된 스에끼
재이용 Z류(表1-498)와 기와 재이용 Y류(表1-496)의 중량은 약 50g, 직경은 약
5~6cm로 유사하다. 그리고 表1에는 기재하지 않았지만, 원삼국시대 후반~삼국시대
중기의 경주 황성동유적108)에서는 토기 재이용의 원형 토제품 Z류가 10점 확인된
다. Z류는 두께 약 1~2cm, 직경이 약 5cm의 것과 두께 1cm미만, 직경 약 3cm이상의
대소 2종류로 구별된다. 신라왕경의 대형의 것은 황성동유적 특유의 토제 용범편을
재가공한 원형 토제품으로 직경과 두께가 유사하다.
이 외에 신라왕경에서 재이용된 것은 개로 보고된 8세기대의 옹 동체부 파편의
원형 가공품이 있다.109) 토기 파편을 활용하는 재이용 사례의 하나이다.
108) 국립경주박물관, 경주황성동유적 ⅠㆍⅡ, 2000.
109) 주)94의 앞의 보고서, (2001). 圖64-636이다. 필자가 실견한 바 내면이 마모되어 있기 때문
에 개보다 오히려 다른 용도로서 재이용되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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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37. C류 방추차 법량 분포상황

圖38. 신라왕경Ⅰ(기와 재이용 방추차 : R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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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39. 신라왕경Ⅰ(석제방추차)

圖40. 신라왕경Ⅰ(원형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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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에 다룬 자료의 점수가 적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원형 토제품에 대해서는
간략히 서술하지만, 각각 유적에서는 어떤 일정한 규격에 따라서 원형 토제품으로
서 토기나 기와를 가공하였다고 추정된다. 그것은 각 용도에 따른 규격품이고, 가공
하여 재이용하기 전단계의 소재로서 원형 토제품을 비축해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용도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천공을 위한 臺나 遊戱用, 기와의 경우
는 주로 방추차로 추정된다. 재이용을 위해 용도에 맞춰서 소재를 선택하고 재가공
하여 일정기간 모아둔 것이라고 생각된다.
금후, 원형 토제품에 대해서는 사용흔이나 부착물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재이용에서는 소재를 보관하고 있는 점이 중요하다.

4. 방추차와 방직기술의 도입
1) 직기와 구성부품의 역할
직기에 대해서는 제Ⅱ장 2ㆍ3項 등에서 일부 다뤘지만, 여기서는 각종의 직기의
날실 保持방법을 중시하여 분류를 행하고, 그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날실의 保持
방법을 중시하는 이유는 짜여진 布의 형태와 길이가 날실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특
히 완성된 布의 길이가 중요하다. 輪狀式은 약 2m정도로 한정되지만, 直狀式은 효
율적으로 짤수 있는 機로 수십m의 길이로 布를 만들 수 있다. 布는 우선 길이에 의
해 가치가 결정되고, 사회적인 의미가 달라진다.
간단히 機의 구성부품의 명칭과 작동에 관해서 주로 地機의 그림을 참조하면서
설명하겠다.(圖41-1) 布를 짜는 작업은 機의 ｢經送具｣ 혹은 ｢經卷具｣110)와 ｢布卷具｣
의 사이에 날실을 걸고, 날실을 上絲를 下絲로 나눠서 씨실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날실 保持방식(날실을 당기는 방법)의 차이(圖43)와 布의 감는 방법의 차이의 따라

直狀式의 地機, 高機는 ｢布卷具｣, 輪狀式의 原始機는 ｢布送具｣(圖45)라는 다른 부품
을 사용한다. 날실의 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機의 종류에 의해 크게 2가지 방법
이 있다. ｢腰當｣(圖41-1)을 사용하는 地機 등은 布를 짜는 사람의 몸에 연결하지만,

腰當을 사용하지 않는 高機는 (圖42) ｢布卷具｣를 機臺에 고정시킨다. 그리고 씨실을
110) 織機의 부품 등의 명칭은 연구자에 따라 다른 것이 있다. 竹內씨는 ｢經卷具｣라고 하고, 東村
씨는 ｢經送具｣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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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41. 地機와 부품의 구성 (註문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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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시킬 때에 上絲와 下絲
를 ｢綜絖｣과 ｢中筒｣이라는

開口具로 구분된다. 씨실을
날실에 넣는 도구 ｢緯打具｣
로서 ｢刀杼｣가 있다.

｢筬｣은 기본적으로 2가지
의 역할이 있다. 하나는 날
실을 정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씨실을 넣기 위함이
다. 따라서 筬이 날실의 정
리만 하는 역할일 때에는

｢緯打具｣ 및 씨실을 통과시
圖42. 高機와 부품의 구성 (註문헌5)

키는 도구 ｢緯入具｣ 또는

｢緯越具｣111)가

필요하다.

地機는 첫 번째 역할의 筬
이기 때문에 ｢刀杼｣와 ｢緯

入具｣, 혹은 이 두 가지를
겸하여 ｢管大杼｣를 사용한
다. 날실의 정리와 씨실을
날실에 넣는 두 가지의 역
圖43. 経糸(たていと) 保持방식 (註문헌44A)

할을 동시에 하는 효율적인

筬의 高機(圖42)는 ｢緯入
具｣의 ｢杼｣만을 사용한다.｢杼｣와 ｢刀杼｣, ｢管大杼｣에 비해서 소형이다. 直狀式의 機
로 확인되는 筬은 高機를 제외하고 날실 정리용으로 緯打具를 공반하고 있다. 高機
의 筬은 2가지 역할을 한 가장 효율적인 것이다.

111) 竹內씨 등은 주)5의 앞의 책, (1989)에서 ｢緯越具｣라고 하지만 吉本씨는 ｢緯入具｣로 호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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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주변의 직기의 형식과 원시기
일본 주변의 각지역의 직기와 복원된 각각의 機에 대해서 정리하여 表4에 종합하
였다. 表4는 직기의 속성구분으로 腰當, 機臺, 緯打具 및 筬의 유무와 그 용도로서
날실의 정리용인지 緯打具로 사용되었는지 주목된다. 이렇게 분류할 때에는 竹內
씨112), 角山씨113)나 吉本씨114)에 의한 직기의 유형에 대한 연구성과를 참고한다.
먼저, 일본 주변의 機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날실 保持방식이 輪狀式의 機는
대만에서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에 분포하는 남방계의 腰當을 사용하는 機(圖8-2)
이다. 腰當과 經送具와의 사이에 발을 버티듯이 넣어 날실을 保持하고 機臺는 없다.

輪狀式에는 筬은 없고 緯打具로 씨실을 넣는 가장 간단한 구조의 機이다. 布는 輪
狀으로 짜기 위해서 짧고 효율성이 가장 나쁘다. 이 機 이외의 地機나 高機는 날실
이 直狀으로 保持되는 機이고, 짜여진 布의 형태는 矩形으로 길이는 수 십 미터를
짤 수 있다.
날실이 直狀式의 아이누機 등(圖8-1)은 북방계로 짜여진 布를 布卷具에 말아 빼면
서 전진한다.
일본의 地機는 角山씨에 의하면, 중부지방(長野縣)을 경계로 동일본과 서일본의

地機의 형식이 다르다고 한다.115) ｢서일본형｣(圖44-1)은 ｢동일본형｣(圖44-2)에 비해
비교적 대형으로 機臺가 경사지기 때문에 傾斜型이라고도 불린다. 機臺가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주로 토방에서 사용하고, 오키나와(沖縄), 한반도의 민속예의 機와 같
다고 한다. 오키노시마(沖ノ島)의 宗像神社에 헤이안시대인 서일본형의 금동제 地

機의 미니어쳐116)(길이 48cm)가 잔존한다.(圖44-3) 이 형식의 차이에 대해서 수용체
제의 차이, 기후 등의 자연조건, 원료, 노동조건의 차이라고 하고 있다. 즉, 한반도
의 地機는 서일본의 地機와 同型인 傾斜型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아이누의 機나 八丈島의 카페타를 짜는 機에는 機臺는 없지만, 일본 및 한반도의

地機는 機臺(圖41-2)에 올려져 있어 분리할 수 있다. 高機(圖42)는 機臺와 일체화된

112)
113)
114)
115)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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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4의 앞의 책, (1968).
주)29의 ｢앞의 글｣, (1995).
주)34의 앞의 책, (1968).
대표 岡崎敬, 宗像沖ノ島, 宗像大社,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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布卷具와 經送具보다 날
실이 팽팽하고, 輪狀式과
비교해서 腰當이 필요없
다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
다. 腰當은 날실을 保持
하는 부품으로 輪狀式에
서 한반도의 地機까지 널
리 사용된다. 吉本씨는
이러한 機를 ｢腰機｣로 구
분하고 있다.
복원된 일본의 原始機
에 대해서 정리하면, 제

Ⅰ장 3項에서 다루었지만
吉本忍씨와

東村純子씨

의 輪狀式(圖6-1ㆍ2, 圖82) 및 太田英藏씨를 비롯
한 直狀式(圖8-1)의 2개의
형식으로 구분된다. 東村
씨는 전술한 輪狀式 機에
특징적인 부품인 ｢布送

具｣(圖45)가 유적에서 목
제품으로서 출토하고 있
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圖44. 서일본과 동일본의 地機 (註문헌34․116)

따라서 일본의 原始機는

輪狀式으로 생각된다.117)
布送具는 凹形과 凸形의 목제품(圖45)으로 兵庫縣 玉津田中유적에서는 물려진 상
태로 출토되었다고 보고되어져 있다. 이 布送具는 죠몽시대 만기~야요이시대 조기

117) 주)30의 ｢앞의 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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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45. 輪状式機의 布送具ㆍ죠몽시기 만기~야요이시대 전기 (註문헌44A)

의 雀居유적, 야요이시대 초기의 奈良縣 唐古ㆍ鍵유적 제 1차 조사품(圖45) 등에도
확인되며 그리고 고분시대 중기 전반의 群馬縣 上細井稻荷古墳에서 출토된 석제 모
조품(圖9)이 ｢布送具｣에 해당하는 것에서 남방계의 輪狀機(圖8-2)가 야요이시대에
일본에 도입된 原始機라고 생각된다. 제Ⅱ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필자는 도입 루트로
서 한반도를 경유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대 화상석으로 복원 가능한 機의 이해에는 吉本씨, 東村씨와 渡部씨
3명이 서로 차이가 있다.
제Ⅱ장에서도 서술하였지만, 吉本씨는 漢代의 機(圖7-1)에 대해서 高機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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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가장 초기라고 하는

緯打具의 ｢刀杼｣와 같은 대형
의 緯入具를 사용하는 단계의

高機이다. 東村씨도 ｢高機(타
카하타)의 일종의 踏板斜織機｣
라고 한다. 渡部씨는 漢代의 화
상석에서 四川省 成都市 西郊

土橋漢墓 출토의 機織畵像(圖
圖46. 地機 中筒受 (註문헌118)

7-2ㆍ3)은 踏木이 1매로 腰當에

埼玉縣池守遺蹟ㆍ古墳時代後期

의해 날실을 保持하는 地機라

고 지적하고 있다. 이 형식의 機는 현재에도 苧麻布用 斜織機에 사용된다고 한다.
중국 한대의 화상석으로 복원된 機가 高機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필자가 이 이상 논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腰當이 확인된 機(圖7-2ㆍ3)가 있기 때문에 한대에 地機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일본으로의 地機 도입에 대해서는 최근 關東지방 埼玉縣 行田市 池守유적
에서 6세기 후반~7세기로 보이는 고분시대 후기의 地機의 목제부품이 검출되었
다.118) 開口具의 中筒을 받는 中筒受(圖46, 길이 66cm, 폭 8cm, 두께 2.6cm)나 緯打

具 등이다. 이 시기부터 관동지방에서도 地機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높다.

5. 방직의 기술혁신과 사회의 변용
1) 방추차의 양상과 직기
이번 項에서는 이제까지 검토한 한반도 남부를 중심으로 하는 방추차 출토양상과
직기 등의 도입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絹 등의 동물섬유에 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만, 제Ⅱ장에서 기술하였듯이 絹絲는 극히 일부만 꼬여 있는 것에
서 방추차로부터 방직기술을 고찰하는 것은 자연히 식물섬유를 중심으로 한 방직의
기술혁신을 검토하는 것이 된다.
118) ｢埼玉新聞｣ 2008년 6월 7일의 기사 및 第41回 遺蹟 發掘調査報告會 發表要旨(埼玉考古學
會ㆍ埼玉縣埼玉史的 博物館 外, 2008)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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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에서 방추차의 단면형태 및 종류와 구성의 검토결과로부터 한반도 남부사
회에는 2회의 방직기술의 혁신에 의한 사회변용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최초는
1세기 전반의 원삼국시대 전반이고, 두 번째는 6세기 중엽~7세기 후반이다.(圖
34~36)
구체적으로 보면 ①청동기시대는 무게가 무거운 원반형 E류가 많고, 특히 석제
방추차가 많다. ②1세기 전반의 원삼국시대 전반 종말기에는 청동기시대에 비해서
보다 소형으로 가벼워진 단면 육각형 C류의 토제 방추차가 출현한다. C류는 삼국시
대를 통해 한반도의 대표적인 방추차이다. 그 배경에는 직기의 기술혁신이 깊이 관
계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는 비교적 굵은 실로 꼬는 가장 간단한
구조의 輪狀式의 機를 사용했다고 생각된다.
원삼국시대 전반 종말기에는 地機의 도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며, 방직기술의
획기라고 할 수 있다. 원삼국시대 후반은 地機의 보급시기이며, 布생산이 증대하고,
그 결과 방추차가 부장품으로 더해지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방추차의 한반도 남부
사회에 있어서 위치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견해가 성립될 수 있다.
다음으로 법량을 비교하면, 청동기시대의 석제 방추차는 직경이 평균 6.4cm, 토
제 방추차는 5.5cm였지만, 토제 방추차 C류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1세기 전반에는
직경의 평균은 3.6cm로 소형화된다. 이에 따라 중량도 가벼워지고, 뽑는 실도 보다
가늘어지게 변화한다고 생각된다.
원삼국시대 전반 종말기에는 사용하는 機의 변화에 동반하여 방추차가 소형ㆍ경
량화 되고, 청동기시대와는 다른 가는 실이 만들어지게 된다. 결국, 다양한 실이 만
들어진 동시에 輪狀式 직기에서 地機로의 변화라고 하는 방직기술에 큰 변용이 일
어났다고 생각된다. 삼국시대 후반에는 단면 육각형의 토제 방추차가 다수 확인되
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 즉, 麻織物 등을 수십 미터의 길이로 짤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품질이 향상되고 생산이 증가된다고 하는 방직의 혁신과 사회변용으로 볼 수
있다.
원삼국시대 전반에는 새로운 방직기술의 한반도 남부로의 도입에 대해서는 낙랑
군부터의 루트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반도와의 사이에서 행해진 각 지역의 직접교
섭에 의한 개별 루트라는 복수의 중층적인 도입의 가능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원삼국시대 전반 종말기에는 地機가 도입되고, 원삼국시대 후반에는 布생산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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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였다. 이것은 한반도 남부사회의 구조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고 생각된다. 현상
에서는 집락유적의 보고예가 적기 때문에 목관묘에서 목곽묘로의 변화라는 분묘의
구조변화 및 부장되는 농경구 등의 철기와 와질토기의 기종구성에서 차이를 크게
보인다119)고 하는 사회변화의 발생과도 연관성을 지적할 수 있다.
2) 絲車의 도입에 대해서
한반도 남부에 있어서 두 번째의 사회적 획기와 변용은 6세기 중엽~7세기 후반
이후이다. 6세기 중엽에는 단면 육각형의 토제 C류가 격감한다. 6세기 중엽~7세기
후반의 부여 사비도성 내의 군수리지점 및 부소산성의 방추차는 삼국시대 전기에
비하면 조잡하게 만들어지고, 중량은 100g을 넘는다. 특히 토제 방추차 D류에 대형
으로 무거운 방추차가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즉, 6세기 후반 이후는 종래의 방추
차에 의한 방직체제가 붕괴되는 시기이고 그 형태와 종류, 실을 뽑는 대상이 크게
변화한다.
게다가 8~9세기에는 기와 재이용 방추차 R류가 확인된다. R류는 특히 무겁고(圖
34) 이 시기에 증가한다. 또한 R류를 비롯해서 성형 불량의 방추차가 많아지는 경향
이 있다.
6세기 후반의 정형 방추차는 무거워지고, 단면 육각형 C류가 격감하며, 布用의
실을 뽑았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무거운 기와 재이용 방추차가 출현하는 방추차
의 변혁기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삼국시대 후기의 방추차의 큰 변혁의 배경에는
중기까지의 방직기술이 혁신되고 방직기술이 변용되는 양상을 추측할 수 있다. 통
일신라시대 이후, 한반도 남부의 방추차는 더욱 무거워지는 경향이 가속화된다.
고려시대 이후의 자료는 극히 일부만 파악되었지만, 기와ㆍ토기 재이용의 방추차
나 원형 토제품이 확인될 뿐이다. 필자가 알고 있는 한, 織布用의 소형으로 가벼운
정형 방추차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6세기 후반 이후 철제 방추차가 출현하지만, 한반도 남부에서는 철제
방추차가 사용된 形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국은 일본보다 기술적으로 선행하고
119) 高久健二, ｢朝鮮 原三國~三國時代｣, 季刊考古學 第70號, 雄山閣, 2000.
坂野和信, ｢弁ㆍ辰韓の形成と古代國家の成立｣, 東亞文化 第9號,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10.(게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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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소재도 풍부한 수출국임
에도 불구하고 鐵製 紡莖의
예는 5세기 전반의 합천 옥
전고분군 목곽묘에서 출토된
토제 방추차(圖30-4) 한 예만
확인된다. 이 외에는 철제방
추차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圖47. 絲車 (註문헌5)

것이 1점 확인된다.
원삼국시대 전반의 창원 다호리유적120) 35호분의 ｢이형철기｣라고 하는 철제 紡

輪과 유사한 원반형 철제품 1점이 있다. 직경 4.4cm, 두께 0.3cm, 孔徑 0.4cm로 천
공이 중심부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 일본에서는 통상 철제 紡莖과 조합되어 검출되
지만, 다호리유적의 예는 紡莖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추차라고 판단하기 어
렵다.

圖48. 중국 한대 화상석에 묘사된 絲車 (右上, 註문헌121)
중국 강소성 邳縣 수집 絲車화상

120) 이건무 외, 고고역사학지 제5집, 고고미술연구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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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사료로 보면, 통일신라시대에도 제Ⅱ장 2項에서 기술한 삼국사기, 고려
사 등에서 신라의 특산물이라고 하는 麻나 苧麻 등을 사용했다고 하여, 布생산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6세기 후반 이후는 織布用의 실
을 꼬기 위해서 絲車(圖47)를 사용하고, 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紐나 굵은 실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기와 재이용의 방추차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絲車에 관한 중국의 자료로서는 한대에 직기의 장면을 묘사한 화상석이 있고,
거기에 絲車가 그려져 있다.(圖48)121) 絲車가 일본에 도입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
만, 중세의 무로마치시대 14세기 이후라는 설이 있다.122) 현상에서는 한반도와 동
일하게 고대의 유적에서 絲車가 출토되지 않지만, 금후 출토된다면 시기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여하튼, 한반도 남부에서는 방추차의 양상에 의해서 6세기 후반에

絲車가 도입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絲車에 대해서 중국의 상황을 참
고하여 한일 양국의 목제품을 포함한 방직구의 출토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高機 도입의 양상
한반도에 高機 도입에 관해서 吉本씨는 ｢高機가 사용된 형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
는다｣고 하며, 19세기에 일본에서 도입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반도, 일본열도,
중국대륙에서는 腰機와 같이 兩手兩足의 움직임으로 草鞋(짚신)를 짜는 방법 등이
공통된다. 그러나 高機의 한반도의 도입은 19세기까지 확인되지 않고, 만약 도입되
었다고 해도 宮庭 등의 아주 한정된 계층에서 사용했다고 추정하고 있다.123) 그 역
사적 배경으로서 한반도에는 19세기 후반까지 화폐경제가 침투되지 않았고 布가 자
급적인 생산의 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대량생산용으로 효율적인 布를 짤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고 한다.
일본에서 高機의 도입 시기는 고분시대 중기~고분시대 후기124)라고 생각하고 있

121) 徐州漢畵像石(江蘇美術出版社, 1985)의 圖270의 江蘇省 邳縣 수집 방직화상으로 후한의
것이다.(埼玉大學 籾山明선생의 교시에 의함) 이 외에 渡部씨의 주)32의 ｢앞의 글｣, (1991)에
게재되어 있는 한대 화상석에서 5예가 확인된다.
122) 日本史廣辭典, 山川出版社, 1997.
123) 주)29의 ｢앞의 글｣, (1995) 및 토의기록에 의한다.
124) 太田씨는 주)39의 月の輪古墳, (1960) 가운데에서 ｢야요이시대의 原始機에서 발달해 가장
고도의 발달을 이룬 絹機 혹은 그 일부 기능을 받은 布機에 이르는 5단계의 기법｣의 변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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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현재 高機에 관한 고고유물은
유존하는 布 이외에 고분시대 중기로 추
정되는 高機의 부재인 목제품이 소수 보
고되어져 있을 뿐이다.125) 몇몇 연구자는

高機가 아니라 오히려 地機에 의한 布생
산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筬筋(筬目)이 있는 平絹이 高機에 의해
직조되었다고 한다. 5세기 이후, 月の輪

古墳(5세기 전반ㆍ岡山縣), 藤の木古墳
(奈良縣ㆍ6세기) 등 5유적의 平絹에 筬筋
圖49. 筬筋 (註문헌34ㆍ일부개변)

이 확인되고 있다. 尾形充彦126)씨는 이러
한 특징으로 날실 모두가 상당히 가늘기

때문에 씨실이 筬打에 의한 것이 아니며, 筬의 역할이 단순히 날실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즉, 본장 4項에서 기술한대로 高機가 아닌 地機
의 筬으로서의 역할의 결과이다. 그리고 나라시대 이후의 세금인 調로서 납입된 絁
도 地機로 직조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角山씨는 야요이시대부터 나라
시대의 麻布에는 筬筋(圖49)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일부 平絹으로 한정해서 보고 기
술하고 있다.127) 筬筋이라는 것은 날실의 사이를 얇은 대나무로 만든 판인 ｢筬羽｣
상정하고, ｢絹機｣가 應神朝, 혹은 雄略朝에 ｢귀화인｣에 의해 도입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絹機｣는 ｢布卷具｣(날실 保持具)가 機臺에 고정되어 있는 것, ｢水平經架｣라고 하는 점에서
高機라고 생각된다. 太田씨의 설을 인용한 古代の技術에서 小林行雄씨도 絹機나 布機(地
機)는 5세기부터 6세기에는 일본에 도입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吉本씨는 일본에서도 고분
시대 중기에는 高機가 사용되었고, 중국에서의 직접적으로 도입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 주)29의 ｢앞의 글｣, (1995)} 東村씨는 주)29의 ｢앞의 글｣, (1995)에서 ｢6세기 전반에서
후반에 걸쳐서 地機와 高機의 존재가 확인가능｣ 하다고 한다.
125) 穂積裕昌, ｢古墳時代織機研究の新展開｣, 三重県埋蔵文化財センター紀要 17－1,
2008.
黒須亜希子, ｢茄子作遺跡出土の木製品について｣, 大阪府文化財研究 27, 大阪府文
化財センター, 2005.
126) 尾形充彦, ｢裂地としてみた正倉院の調絁｣(正倉院紀要 第21號, 1999年 正倉院宮内庁事務
所)에서는 筬筋이 高機로 짜여졌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을 太田씨의 주)39의 글과
岡村씨의 주)47의 글에서 나타내고 있다.
127) 角山幸洋, ｢日本の織機｣, 講座ㆍ日本技術の社会史, 第3巻 紡織, 日本評論社,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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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과하기 위해 만든 규칙에 맞는 間隙이다.
한편, 竹內씨는 2本씩 통과한 筬으로 날실을 넣은 경우는 확인하기 쉽지만, 1本의
경우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筬筋이 없는 布 전체가 筬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128)고 한다. 筬筋에 대해서는 高機로 짜여진 布인지의 여부에 관계
되지만, 금후의 자료의 증가와 정밀한 조사를 기대한다.
현상에서는 일본에서의 高機 도입시기는 고분시대 중기일 가능성은 낮고, 이 시
기는 地機의 도입시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고분시대 중기는 문화와 사
회변용을 동반한 변혁기이다.129) 한반도 경유로 스에키의 제작기술, 수혈주거에는
부뚜막 또는 대형 시루의 도입에 의한 새로운 찌는 조리도구 및 供膳具로서 각 개
인의 杯나 梡 등의 식기의 성립 등, 새로운 생활양식의 도입은 확실히 한반도를 경
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B.C. 108년에 낙랑군이 건군되고
A.D. 313년까지 존재한 것으로 보아 한대에는 확실히 地機가 사용되었던 중국과의
교류관계는 일본보다 깊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도 한반도에의

高機 도입은 일본보다도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高機는 일본과 한반도에의 도입시기뿐만 아니라 보급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京都의 견직물로 유명한 西陣 등에서는 이미, 근세 이전에 高機에 의한
전업의 직물생산이 이루어 졌지만, 일본에서의 보급은 일부 전업적인 견직물의 공
방이나 공인을 제외하면, 직물생산지에서의 보급은 상당히 늦고, 18세기 전엽의 주
로 근대 메이지시대 이후에 개시되었다.130)

高機의 도입과 보급에는 高機가 絹 전용의 직기였다131)는 것과도 관련되고, 絹이
나 양잠의 도입과 보급에 관계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전업 공인집단의 형성
에 의한 견직물 생산과 대량생산을 위한 효율화라고 하는 2가지 점에서 분석을 더
해, 특히 수요층의 형성이라는 사회적 배경의 고찰이 중요하다.

高機의 도입과 보급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地機와의 중층적인 직기의 보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계층과 분업 및 수요층의 문제에도

128)
129)
130)
131)

주)5의 앞의 책, (1989).
坂野和信, 古墳時代の土器と社会構造, 雄山閣, 2007.
주)127 ｢앞의 글｣, (1983)의 表2 ｢地機에서 高機로의 전환ㆍ도입｣에 의한다.
주)127 ｢앞의 글｣,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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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관계한다.

地機의 한반도 보급은 방추차의 출토상황에 의해서 원삼국시대 후반(1세기 후반)
으로 추정된다. 금후, 한일 방직기술의 연구에서는 地機뿐만 아니라 高機의 도입에
관해서, 그리고 보급과 계속적인 사용상황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Ⅳ. 맺음말
방추차에 대해서는 종래, 한반도의 고고학에서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 일본에서도 대다수의 방추차 연구는 방추차 자
체에 한정된 좁은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방추차 연구성과를 참고로 새로운 연구영역인 한반도 남부지
역의 방추차에 대해서 중량과 단면형태의 종류 및 그 구성을 유형화 하고, 정량분석
을 시도하였다. 한정된 자료이지만, 일본과 관계가 깊은 한국을 중심으로 식물섬유
에 관한 방직기술의 변천과정과 사회변용에 대해서 일정한 견해는 제시할 수 있었
다고 생각된다.

布는 고대사회에서 교역품일 뿐만 아니라 화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때
문에 방직기술의 변용은 농경이나 철생산 등의 생산기술과 동등하게 사회구조의 변
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번에는 한반도 방직기술의 일단을 다루는 정
도였지만, 금후 한반도 고대사회의 구조적 변용을 살펴보는 데에 중요한 시점으로
서 방직기술이 차지하는 위치를 기대해 본다.
또한 종래, 용도불명이라고 다루어진 원형 토제품 등, 토기나 기와 등의 재이용에
관해서 부착물, 가공흔적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의미와 용도를 명확하게 하
는 것은 한반도 남부사회의 자원 재이용에 대한 이해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근간이
다 생산, 소비, 재이용이라는 사이클의 맥락 속에서 물질문화를 통한 새로운 한반도
의 역사상과 사회구조를 그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고는 필자가 사이타마대학 대학원 문화과학연구과와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의 상
호 학술교류에 의해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연수한 성과의 일부임을 밝혀둔다.

稿了 : 2009年 4月 1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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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1. 한반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방추차 일람
( )는 추정복원치로 필자의 계산에 의한 것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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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1의 방추차 일람에 관련된 문헌

가재골
가재골
번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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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2. 범례
▲

A

단면이 笠形

방추차

●

B

단면 타원형으로 상하 부푼 것을 포함

방추차

◆

C

단면이 육각형(주판알 형태), 일부 능형, 팔각형도 포함

방추차

■

D

단면이 장방형, 단, 단면의 長邊은 평행, 短邊 圓弧狀도 포함

방추차

▄

E

얇은 주판알 형태(직경이 두께의 약 4배)

방추차

□

F

단면이 臺形

방추차

*

P

토기 재이용 방추차

×

R

기와 재이용 방추차

△

S

석제품 재이용 방추차

◇

Y

원형 토제품 재이용 기와

○

Z

원형 토제품 재이용 토기

회색

석제방추차

表3. 시기별 방추차의 중량 평균치

포함

포함

포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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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4. 織機의 종류
날실의
保持방법

腰當

機臺

筬

緯打具

布의 형태

대만~중국
남부ㆍ동남아시아
아이누의 機

輪狀式

有

無

無

有

輪狀ㆍ길이 한정

直狀式

有

無

有(날실 정리용)

有

矩形

일본의 地機(居坐機)

直狀式

有

有*1

有(날실 정리용)

有

矩形

한반도의 地機

直狀式

有

有*2

有(날실 정리용)

有

矩形

無

矩形

有

輪狀ㆍ길이 한정

高機

直狀式

無

有

有(날실 정리 겸
緯打具)

일본의 원시기

輪狀式

有

無

無

※ 1ㆍ2地機는 機臺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 있지만, 高機는 일체화 되어 있다.

表5. 地機에서 高機로의 전환과 도입 시기 (註문헌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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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Study on Korean and Japanese Spindle
Whorl
- Changing Process of Spindle Whorl and Textile Technique Banno Chitose
It is a thesis that social revolution brought about the twice innovation of textile
technique in southern korean society according to spindle whorls between the Bronze
Age and the Unified Shilla dynasty as new research field. First, a germinal stage of
textile technique is between early 1C of Proto-three kingdoms period. Second, I think
that the time collapsed by the spindle whorl is Thee kingdoms period.
As cloth is an important social item for trade goods, its output grow larger because
of revolution of textile technique, a social change process from the spindle whorl is
recognized as symbol producing wealth. The spindle whorl is divided with two uses
weaving in accordance with weight, bore and making net, string. It is the vegetable
fiber, yarn twisted by spindle whorl. The Korean peninsula adopted the textile
technique from China with different important techniques. I think that textile
technique was a foot-braced backstrap loom in korea at the bronze age. Japanese
technique route accompanying the foot-braced backstrap loom is a rice route from
Chinese Jang river valley via korean peninsula. In fact, comparing with the spindle
whorls excavated in northern Kyushu from last Jyomon period to early Yayoi and in
korean bronze age, the weigh and section correspond.
I examine and compare about 530 spindle whorls centering around south area of
korean peninsula to study change process of the spindle whorl and its textile
technique. As a result, a renovation of the spindle whorl is twice between early close
of Proto-Three Kingdoms period and late Three Kingdoms(middle 6C and late 7C).
The thin and large spindle whorl in the bronze age and the early iron age was
changed into the small and light at early Proto-Three Kingdoms period, its sectional
shape was sexangular. The terminal stage of early Proto-Three Kingdoms period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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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eat epoch of textile technique change connecting to Three Kingdoms when the
spindle whorl increased in number.
The sexangular spindle whorl that is representative in south korea increased rapidly
at late Proto-Three Kingdoms period. This type was representative at the early close
of Three Kingdoms. Its section and kind were various at this time.
The spindle whorls between early and the first half of last Three Kingdoms(early
3C and middle 6C) increased more in number. Specially, At the early, most of spindle
whorls had sexangular section and clear edge, they were made with every effort.
Because their weigh was regular, I think that they were produced from certain
standard.
The standard spindle whorls grew larger and heavier at late Three Kingdoms. This
period continued to middle but it was a revolutionary time

the standard and

regulation of spindle whorls were collapsed and rude. In other words, the character
of them became different at the latter half of last stage. I point out their social
situation that the spindle whorls added to their weigh and their character was
changed because of tools.
Above all, the spindle whorls that recycled roof tiles were major after late 7C of
Unified Shilla dynasty. I check out the character that they became heavier and larger.
The recycled spindle whorls were divided into three ; stuffs-roof tile, earthen ware,
whetstone or stoneware. Some of the shape of the spindle whore recycled roof tile
and earthen ware are used as ignition drill, boring stone, tool except for spindle
whorl. Examining the recycled spindle whorl, specially it needs to watch its weigh
and bore with care. Therefore the spindle whorl recycling a roof tile was different
from its fixed type. It was daily tool for each use.
The circular earthen goods are classified into roof tile and pottery. They are
regularly processed in each site for purposes.
It is a main point that the spindle whorls became smaller and lighter, could make
a thin yarn which was different from the bronze age. I understand that these changes
are called the revolutionary period of textile technique from foot-braced backs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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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m to ground loom. In other words, the early of Proto-Three Kingdoms period is
a germinating period of new textile technique. The sexangular spindle whorls at the
late Proto-Three Kingdoms period are identified, looms spreaded. Hemp could be
weaved over ten meters by this new loom, a social value of cloth was changed.
The textile system was collapsed at the second revolutionary period between
middle 6C and the latter half of 7C. It is presumed that the spinning wheel
manufacturing thread instead of spindle whorl was introduced.
I think that the increase of cloth production had an effect on the basic structure
of the southern society in korean peninsula. It was the revolution between the early
and late Proto-Three Kingdoms period that the wooden coffin tomb was changed into
the wooden chamber tomb, the burial goods of ironwares and potteries were very
abundant. In other words, it is important that the textile innovation accompanied its
social transfiguration.
It can be presumed that many spindle whorls were buried at the early and middle
Three Kingdoms, cloth production became larger and cloth were a important trade
item in the southern society in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the standard of the later
spindle whorls was broken, their character was changed. In to the recycled spindle
whorls after late 7C.
I hope to examine the new model-the recycle of resource including the recycled
spindle whorls that is indifferent in Japan. It need to study production, consumption
and recycle of material culture in korean peninsula. The I can depict a new history
and social structure in korea.

Key words : spindle whorl, textile technique, cloth, loom, social changing process,
circular earthen goods, recycle of roof 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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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紡錘的基礎研究
- 紡錘和紡織技術的変容過程 -

坂野千登勢

本论文作为新的研究领域，通过着眼观察韩半岛南部的青铜器时代至统一新罗时代
的纺锤，能够指出韩半岛南部社会通过两次的纺织技术的革新，发生了社会变革。第
一次是可以说是纺织技术的萌芽期的1世纪前期的原三国时代前半末期，第二次是推
定为通过纺锤的纺织体制崩溃的时期，6世纪中叶~7世纪后半的三国时代后期后半。
能够了解布通过织布机技术的变革增产后，作为交易品成为社会重要的品种，而且
纺锤成为创造财富的象征的社会变革过程。纺锤根据重量和孔径，分为织布用和制作
此外的網或紐等的两种。另外，用纺锤绞的丝主要是植物纤维。
假如说韩半岛社会同时从中国引进了其他重要技术，我们就认为韩半岛的青铜器时
代织布机是輪狀式的。輪状式的织布机是能够同时引进日本技术的渠道之一，从而可
预测到在长江流域经由韩半岛的稲作技术相同的渠道。实际,在北部九州出土的縄文時
代晩期～弥生時代早期(BC700～600年左右)的紡錘車和韩半岛的青铜器时代的相比
较，其实珐琅和断面形状的類型是一致的。
为了考察紡錘和纺织技术的变相，以韩半岛南部地区为中心，将把530件左右的紡
錘作为分析对象，检讨了各时期的变迁(动态)。结果，作为紡錘的变革期，可以指出
原三国時代前半末期(AD50年左右)和三国時代後期的6世紀中叶～7世紀後半的两次。
原三国时代前半期，大多数从薄，直径大的青铜器ㆍ初期铁器时代的纺锤大大转变
为小型ㆍ轻量的，特别出现断面六角形，在韩半岛南部，原三国时代前半末期可以说
。
是连接到纺锤在数量上最多的三国时代的纺织技术变革的划时期

原三国时代后半期能够确定韩半岛南部的代表性纺锤断面六角形的纺垂剧增的变
化。该类型可以说到三国时代后期前半6世纪中叶的韩半岛南部的代表性纺锤。也是出
土数量也剧增的时期，从而表现出各种断面形态和种类的构成。
三国时代前期~后期前半(三世纪前叶~6世纪中叶)是纺锤出土数量都越来越增加的时
期。尤其，前期断面六角形占的比重较多，具有明显的绫，精心制作的较多。其珐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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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中分布于一定的范围内，则可以说是根据规格性制作的。
三国时代后期后半(6世纪后半~7世纪中叶)，定型纺锤成为大型化，重量增加。这时
期虽然维持到中期，但是是一个定型纺锤一定的规格和基准崩溃并粗糙化的变革期。
即，后期后半纺锤的性格和中期不同。可以指出纺锤变重，有一些转变为工作用具，
纺锤的社会地位也变化了。
尤其，可以确定统一新罗时代7世纪后半以后，瓦等的再利用纺锤占主体，规格成为
大型化，变得沉用到特点。
再利用纺锤略分为瓦，陶器碎片，志石或石制容器等三种素材。瓦,陶器再利用的样
子是纺锤，可是用途有纺锤以外的。点火用的舞錐或穿孔的彈車，或者作为工作用
具，具有再利用可能性的。判断再利用纺锤的，尤其是要注意重量和孔径的大小。如
此，瓦再利用纺锤和定型纺锤是性格不同，并再利用为日常生活所需的工具，根据明
确的使用目的，在当地再加工。
圆形土制品是瓦和土器的再利用品，分为两种。在各个遗址，根据用途，加工为具
有一定规格的圆形土制品。
重要的是韩半岛南部社会，尤其在原三国时代前半末期，随着使用的织布机的变
化，纺锤车变得小型ㆍ轻量化，出现和青铜器时代不同的细丝，认为是叫做輪狀式织
布机转变为地机的纺织技术的革新期。即，原三国时代前半期也可以说是新的纺织技
术的萌芽期。原三国时代后半，可以说大部分发现定型化的断面六角形的土制纺锤，
推广地机的时期。并能看出通过这新的织布机，能够织数十米长的麻织物等，而且布
所拥有的社会价值发生很大变化。
第二次变革期6世纪中叶~7世纪后半，是以往的利用纺锤的纺织体制崩溃的时期。
以此可以推定:代纺锤引进了用为量产手段的新的工具絲車。
如此，因织布机的变革而发生的布增产，对韩半岛南部社会的基础结构也起了很大
作用。原三国前半到后半的变革，也可以通过叫做木棺墓到木槨墓的墳墓的结构変
容、及鐵器․陶器等副葬品的器種构成变得十分丰富的这一点，推定社会基础构造的
变革。即，能够看出纺织的革新和伴随社会变相是十分重要的。
三国时代前期ㆍ中期，大多数纺锤成了坟墓的副葬品，因此可以预料到布的生产越
来越增加，在韩半岛南部社会布成为重要的交易品。另外，后期的纺锤，维持到中期
的规格性崩溃，纺锤性格本身大大变相，7世纪后半以后，再利用纺锤表现出质的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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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
今后的课题，是希望包括以往日本也不敢兴趣的再利用纺锤，在资源的再利用这新
的框架和分析角度上，把韩半岛的物质文化看成是生产，消费，再利用的周期，并能
够画出各种复杂的韩半岛的历史和社会结构。
主题字 : 纺锤，纺织技术，布，织布机，社会变相，圆形土制品，瓦再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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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紡錘車の基礎研究
- 紡錘車と紡織技術の変容過程 -

132)坂野千登勢*

要 約
本論文は、新たな研究領域として、韓半島南部の青銅器時代～統一新羅時代に至
る紡錘車に着目した結果、韓半島南部社会には、二回の紡織技術の革新により、社

会変革が引き起こされたことを指摘する。1回目は紡織技術の萌芽期ともいえる1世
紀前半の原三国時代前半終末期であり、2回目は紡錘車による紡織体制が崩壊する時
期として考えられる6世紀中葉～7世紀後半の三国時代後期後半である。
布は織機技術の変革により、生産量が増加し交易品として社会的に重要な品目に
なることから、紡錘車は富を生み出す象徴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という社会変化
の過程を導き出すことができる。紡錘車は、重量と孔径によって織布用とそれ以外
の網や紐等の2種類に大別できる。また、紡錘車で撚りがかけられた糸は、主に植物

繊維である。
韓国社会が他の主な技術と同様に、中国から紡織技術を受容したとすれば、韓半
島の青銅器時代の織機は、輪状式と考えられる。輪状式の織機を伴う日本への技術
導入ルートの一つとして、中国長江流域から韓半島を経る稲作技術と同様という見
通しが立てられる。事実、北部九州から出土した縄文時代晩期～弥生時代早期
(BC700～600年頃)の紡錘車と、韓半島の青銅器時代のものを比較すると、断面形状
の類型は近似している。

紡錘車と紡織技術の変容を考察するために、韓半島南部地域を中心に紡錘車530点
余りを分析対象とし、青銅器時代～統一新羅時代の重量、次に法量と断面形状を類

* 埼玉大學大學院文化科学研究科博士課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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型化して、時期別変遷(動態)の比較検討を行った。その結果、紡錘車の変革期とし
て、原三国時代前半終末期(AD50年頃)と三国時代後期の6世紀中葉～7世紀後半の二

回を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
原三国時代前半は、全般的に薄く、直径が大きい青銅器․初期鉄器時代の紡錘車
から小型․軽量のものへと大きく変化し、また、断面六角形が出現する点が顕著な

特徴である。韓半島南部において原三國時代前半終末期は、紡錘車が数量的に最も
多く充実した三国時代へと繋がる、紡織技術変革の大きな画期であることが指摘で
きる。

原三国時代後半は、韓半島南部の代表的な紡錘車である断面六角形の紡錘車が急
増する大きな変化が認められる。このtypeは、三国時代後期前半の6世紀中葉まで、
韓半島南部の代表的な紡錘車といえる。また、出土点数も急速に増加する時期で、
多様な断面形状と種類の構成となる。
三国時代前期～後期前半(3世紀前葉～6世紀中葉)の紡錘車は、全体の出土点数が
一層増加する時期である。特に、前期は断面六角形が多数を占め、明確に稜をもつ
作りで丁寧なものが多い。その法量分布は、一定の範囲に集中することから、規格
性に基づいて製作されていたといえる。
三国時代後期後半(6世紀後半～7世紀中頃)は、定形紡錘車が大型化して重量が増
し、大きく変化する。この時代は全体として中期まで保たれていた、定形紡錘車に

関する一定の規格と基準が崩れて、粗雑化する変革期である。即ち、後期後半に
は、紡錘車の性格が中期までとは大きく異なることが明らかである。紡錘車は重く
なり、一部は工作用具等へと性格が変化し、紡錘車の社会的な位置づけそのものが

異なることを指摘できる。
特に、統一新羅時代の7世紀後半以降では、瓦等の再利用紡錘車が主体となり、大
型で重くなる特徴が認められる。
再利用の紡錘車には、大別3種類の素材として瓦․土器破片․砥石や石製容器等の
石製品が認められる。瓦や土器の再利用品には、形状は紡錘車であるが、用途が紡
錘車以外のものがある。発火用の舞錐や穿孔の弾み車、あるいは工作用具として再
利用されていた可能性が高い。再利用の紡錘車かどうかを判断する際には、特に、
重量と孔径の大きさに注意する必要がある。このように瓦再利用紡錘車は、定形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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錘車とは性格が異なり、日常生活に必要な道具として再利用され、明確な使用目的
に合わせて、現地で再加工されている。

円形土製品は、瓦と土器の再利用品の2種類がある。各々の遺跡では、用途に応じ
た一定の規格に沿って、円形土製品として加工している。

重要なことは、韓半島南部社会は、二回の紡織技術の革新により、社会変容が引
き起こされたと考えられる点である。特に原三国時代前半の終末期には、使用する

織機の変化に伴い紡錘車が小型․軽量化して、青銅器時代とは異なる細い糸が作ら
れ、輪状式織機から地機へという、紡織技術の革新期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即
ち、原三国時代前半は、新たな紡織技術の萌芽期ともいえる。原三国時代後半は、

定型化した断面六角形の土製紡錘車が多数認められ、地機の普及の時期とみられ
る。この新しい織機により麻織物等を十数mの長さに織り上げることが可能となり、

布のもつ社会的な価値が大きく変化する。
第二の変革期である6世紀中葉～7世紀後半は、従来の紡錘車による紡織体制が崩
壊する時期である。紡錘車の替わりに織糸を紡ぐための量産手段として、新たな道
具として糸車の導入が推定できよう。
このように織機の変革による布生産増大は、韓半島南部社会の基礎構造にも大き
な影響を与えたと考えられる。原三国前半から後半への変革は、木棺墓から木槨墓
へという墳墓の構造変容、及び鐵器․土器等の副葬品の器種構成が格段豊富になる

点からも社会基礎構造の変革が推定できる。即ち、紡織の革新とそれに伴う社会変
容をみることができる点が重要である。
三国時代前期․中期には、多数の紡錘車が墳墓への副葬品となることから、布生
産が一層増大し、韓半島南部社会において、布が重要な交易品として位置づけられ
るようになっていたという、見通しを立てることができる。一方、後期の紡錘車は、

中期までの規格性が崩れて、紡錘車の性格自体が大きく変容し、7世紀後半以降には
再利用の紡錘車へと質的に変化している。
今後の課題として、日本においても従来ほとんど関心がない再利用の紡錘車を含
めて、資源の再利用という新しい枠組みと分析視点から、韓半島の物質文化を生

産、消費、再利用というcycleに位置づけることにより、豊かで複雑な韓半島の歴史
像と社会構造を描く学へと繋げてゆき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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キーワード：紡錘車、紡織技術、布、再利用、織機、社會變容、圓形土製品、瓦再

利用

はじめに
本稿は、韓半島南部の青銅器時代から統一新羅時代に至る紡錘車に着目し、紡織
技術の革新と社会変容との関係について、考察する基礎的研究である。
第Ⅰ章では古代の紡錘車及び、織機について総括的に日韓両国の研究史を整理
し、これに一部中国漢代の状況を加えて、紡織に関する全体像と問題点を抽出す
る。

第Ⅱ章においては、青銅器時代․原三国時代～統一新羅時代までの各遺跡出土の
紡錘車の分類と類型化を行って、その動態の特徴と性格について述べる。
第Ⅲ章では、紡錘車の定量分析を行い、紡織技術の革新と社会変容との関係につ
いて考察する。

織布は、防寒や社会的身分の象徴としての役割だけでなく、古代中国をはじめ、
日本の奈良時代には通貨と同じように流通し、税として納められている。織物は、
古代社会においてすでに重要な意味をもっている。
一方、日韓両国の考古学の織物に関係する研究は、織物が稲作等と並び、社会変
化と有機的関係をもつ重要な生産物であるという認識が少なく、未だに黎明期とい
える。日本では遺物として、比較的残りの良い紡錘車については研究対象とされて
きた。しかし、紡錘車以外の木製の紡織具、織布や糸が遺物として発見されること
はごく稀である。したがって、考古学において紡織技術の変化を考察するためには、

紡錘車を有効な資料として分析することが重要であり、かつ、残された数少ない分
析方法である。たとえ紡錘車に資料的限界があるとしても、そこから何がみえるのか
という日本、韓国、中国との比較研究が必要である。

日韓両国において、紡織具と紡織技術全体の脈絡を踏まえた、包括的な紡錘車の
研究は、ほとんど行われていない。また、日本では高価な動物性の絹は、比較的早
くから注目されたが、絹よりも多く一般的に生産使用されたと考えられる植物性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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苧麻や麻等の布について、学問的関心も未だに低い。後述するように、紡織技術に
関する研究は、主に残存する繊維の研究や染色に関する分野で主に進められてきた
といえる。

本論では日本の紡錘車等の研究成果を参考にしつつ、新たな研究領域として韓半
島の紡錘車、紡織技術の変化と社会について演繹的に、假說を展開したい。韓国の
青銅器時代から統一新羅時代に至るまでの紡錘車について、約530点と限られた資料
点数ではあるが、基礎的考察を行う。韓半島南部地域の紡錘車による織機の変遷過
程についても比較研究の対象にしたい。また、筆者の研究テーマの一つである土器
再利用の視点から、用途不明とされる土製円盤等を含めて言及する。
小論は日韓紡錘車の研究を通して、紡織が古代社会で重要な位置を占めることを
踏まえ、紡織技術の変容過程を考察することが目的である。韓国では、今日までほ
とんど省みられることがなかった、韓半島における古代の紡錘車と織機について、本

稿が新たな研究の契機となり、今後、紡錘車に関して重要な属性である重量計測が
広く行われることを願う。

Ⅰ. 紡織研究史と問題点の整理
1. 紡錘車について
｢紡錘車｣(第1図)とは、糸に回転運動で撚りをかける道具のことで、中央に穴が開
けられて弾み車、及び錘の役を果たす ｢紡輪｣と、回転させる軸棒で出来上がった糸
を巻く ｢紡茎｣を合わせた全体を意味する。本稿では、｢紡輪｣のみの場合でも、慣用

的に ｢紡錘車｣という名称を使う。
日本における紡錘車の材料は、主に土製․石製․木製(第1図)である。弥生時代に
は一部骨製のものや、7世紀後半以降には広く鉄製(図4)が使われている1)。土器等の

再利用品、砥石等の再利用品も認められる。日本では木製紡錘車(図2)は多く使用さ
1) 東村純子 ｢律令国家形成期における鉄製紡錘車の導入と紡織体制｣ 洛北史学 洛北史学会,
200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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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図 紡錘車 (註文献3․54A)
1：大阪府鬼虎川遺蹟7次溝8․弥生後期 2：三重県六大A遺蹟SDⅣ層․弥生後期～古墳前期 3：長野県森将軍
塚2號土壙墓․6C後半～7C前半 4：山梨県梅之木遺蹟77號住居跡․8C末～9C 5：埼玉県若葉台遺跡Ⅰ區36号
住居跡․8世紀前葉 6：若葉台遺跡Ⅵ區28號住居跡․8C後半

れていたと推定されているが、実際に遺物としての出土は限られている2)。紡茎は主
に木製とみられ、一部鉄製である。紡輪と紡茎の組み合わせの材質については、木

製と鉄製の紡輪は各々通常、同じ材質の紡茎と組み合う。特に日本の鉄製紡錘車
は、薄い円盤状の紡輪に鉄製の紡茎が必ず組み合っている。一方、土製․石製の紡

輪には木製の紡茎(図1)という組み合わせが多い。石製の紡輪に鉄製の紡茎が組み
2) 現在まで、日本の木製紡錘車の検出点数は、石製紡錘車、土製紡錘車に比べると極めて少な
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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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って検出されたもの(図3)はわずかであり、一般的ではないとみられる3)。
ちなみに、日本の各都道府県の位置については、第2図を参照されたい。

第2図 日本列島の都道府縣別地圖

1) 紡錘車の使用方法

日本では紡錘車の使用方法の復元について、2つの使用法が考えられている。ま

3) 東村純子 ｢3－3紡錘の機能と使用方法についての諸問題｣ 日本出土原始古代繊維製品の分析調
査による発展的研究 平成14年度～平成17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A), 2006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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ず、一般的な①宙吊り法である。この方

法は、民俗事例や平安時代末期の 信貴
山縁起等の絵巻物をもとにして復元され
ている4)。紡錘車に回転を与えるためテシ
ロギ(定置木)あるいはツムスリとテシロと
いう補助具を使う。第3図に示す通り、紡

錘を横にし、ツムスリに乗せて軽く手で
支え、もう片方の手でテシロを持ち、紡
茎をツムスリ上で転がし、紡錘車を持ち
上げ宙吊りにして撚りをかける転がし方
第3図 紡錘車の使用方法 (註文献5)

法である5)。
次に②独楽状回転法である。独楽状に

回転させ、平坦な面に接触させ皿等で受ける方法である。宙吊り法は紡茎の先端が
鈎状であ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いう6)。紡茎の検出例はそれほど多くはないが、その
なかでも鉄製の紡茎の先端は鈎状が認められる(第1図3․4)が、木製のものにはほと
んど鈎状のものが認められていない。鈎状のものがない紡茎を使用する時は、糸を紡

茎の先端で輪をつくって、ねじることで抜けないようにして糸を紡ぐ。最も効率は悪
いが、補助具を使用せず、木製紡茎で糸を紡ぐ際には、手軽な方法である。

糸を紡ぐ際には、予め湿らせておくことが必要であり、乾燥すると撚りが固定さ
れる。

復元の根拠となる平安時代末期の絵画資料には、②独楽状回転法も併用された
が、鈎状の細工が容易な鉄製紡茎の普及により、①完全宙吊り方法が広く行われて
いた可能性が高いといえる。即ち、②の方法からそして、①宙吊り法へと、紡茎の材

質、形状の変化に伴い、効率の良い紡ぎ方へと変化した可能性がある。

4) ごくわずかであるが、紡錘車の擦痕․剥離痕の観察に注意を払った考察もみられる(大倉潤｢石
製紡錘車表面の擦痕․剥離痕をめぐって｣ 日々の考古学 東海大學考古学研究室20周年論文
集, 2002年)。
5) 竹内晶子 弥生の布を織る－機織の考古学－ 東京大學出版会, 1989年
6) 東村註3と同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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鉄製紡錘車の出現時期は、西日本で京都府長岡京市の出土例から、6世紀後半とみ
られている7)。したがって、6世紀後半には西日本の一部では、効率良く糸を紡ぐこ
とができた可能性がある。

韓半島における青銅器時代の紡錘車の使用方法は、木製の紡茎(軸)を装着し、ひざ
の上で回転させる、あるいは、吊り下げて使用する方法が推定されている8)。韓半島
では紡茎の残存例がほとんどなく、筆者が知りえた範囲では嶺南地域で2例である。

慶州舍羅里遺跡9)では、青銅器時代の住居址から出土した土製紡錘車の中心孔に、紡
茎の一部と考えられる木炭化した紡茎が残っている。もう一例は、5世紀前半とみら
れる陜川玉田古墳群木槨墓出土の土製紡錘車である。断面六角形を呈する鉄製紡茎
の一部が装着された状態で出土している10)。紡茎の先端が日本と同様に鈎状の細工
が行われていたか不明。また、土製の紡錘車に鉄製の紡茎が一般的であったかどう
かも不詳である。

紡錘車の使用方法では、吊り下げて使用する際には、その重量が紡ぐ糸の太さと
種類に関係する重要な属性である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紡錘車は重いほど速く回
り、惰性が加わって長く回ること、同じ繊維を重い紡錘車と軽い紡錘車の2種類で撚
ると、重いものは撚りが荒く、軽い紡錘車で撚ったものは細かな撚りになるため、紡

錘車の重さは重要であるという11)。したがって、繊維の太さや種類に対応した重さ
の紡錘車が必要となる。紡錘車の研究にとっては、重量が重要な属性である。中心

部に穿孔をもつ紡錘車に類似した形状の大型で重量のあるものは、発火具として舞
錐等、別の弾み車としての用途に、また、紐や網等の太い糸を作っていたことも推
定できる。
2) 紡錘車の重量

日本でも紡錘車の重量は、最近報告さ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が、全てというには
程遠い状況である。比較的まとまっているものとしては、中沢悟氏による12)研究が
7)
8)
9)
10)
11)

國下多美樹 ｢京都府下の紡錘車について｣ 京都考古 京都考古刊行会第50号, 1988年
青銅器時代の大坪․大坪人 国立晋州博物館, 2002年
慶州舍羅里遺跡Ⅱ 嶺南文化財研究院, 2001年
陜川玉田古墳群Ⅶ 慶尚大學校博物館, 1998年
佐原眞 ｢手から道具へ石から鉄へ｣ 図説日本文化の歴史 1先史․原史 小学館, 1979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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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る。関東地方北部に位置する群馬県の集落出土の紡錘車について弥生時代から平

安時代を概観すると、①弥生時代から古墳時代前期(2世紀～4世紀)までは、土製で長
方形の紡錘車が主であり、②古墳時代中期(5世紀)以降では、断面台形の石製紡錘
車、③平安時代(9世紀～11世紀)では、鉄製紡錘車と石製台形紡錘車が多数使用され
る。このように紡錘車には、3つの画期が存在する。重量については、30g未満、30～
50g未満、50～70g未満、70g以上の4つに区分すると、30～50g未満が全体の39％で最
も多く、次は50～70g未満で27％である。30～70gが全体の66％を占める。各時期に軽
い紡錘車と重い紡錘車の2種類が存在する。平安時代では50～70ｇ未満の石製紡錘車
が最も多く、時代が降ると重い紡錘車が多い傾向となる。70g以上は少ないが、古墳

時代後期(6世紀～7世紀)以降には、100g以上の重い紡錘車もわずかに認められ、なか
には150g近いものが報告されている。中沢氏は言及していないが、90g以上で｢紡錘

車｣とされているものについては、後述するように織布用の糸(紡織糸)ではなく、魚
網、紐等に撚りをかけるためのものとみられる13)。
韓半島南部の紡錘車の重量についても、測定されたものは限られているが、デー
タを示して後述したい。
3) 紡錘車で紡いだ糸

紡錘車で撚りがかけられた糸は、主に麻、苧麻、葛、藤等の植物繊維である14)。
植物繊維は、細く裂いて短い繊維を長くつなぐための績む(うむ)作業を行った後、強
度を増すため撚りをかけて糸にする15)。
絹糸は基本的には撚りをかけない16)。ただし、ごく一部の紬等の糸には撚りがか

12) A中沢悟 ｢紡錘車の基礎研究(1)｣ 研究紀要 13(財)群馬県埋蔵文化財調査事業団, 1996年
B同 ｢紡錘車の基礎研究(2)｣ 専修考古 専修大學考古学会, 1996年
13) 加賀ひろ子氏によれば、近代の魚網用の網糸、釣り糸としての麻糸を作るため使用された紡
錘車の重量は、50～270gであるという(｢漁村における麻糸撚りの技術｣ 神奈川県立博物館研
究報告 第2号, 1969年)。織布用の糸を紡ぐ紡錘車と重量では重複する範囲があるが、90gを
越えるものは織布用の紡錘車ではないと考えられる。
14) 布目順郎は 絹と布の考古学(雄山閣1988年)で ｢絹以外での繊維で糸や紐を作ろうとする場
合は、絹と違って撚りをかけるのが普通である。(p191)｣と記している。
15) 沢田むつ代 ｢出土繊維の記録法｣ 季刊考古学 第91号雄山閣, 2005年
16) 沢田註15と同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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けられる。紬糸は汚れたり、孔があいたりした繭を使った糸である17)。繭の段階で
は、後で糸になる部分がセリシン(silk protein sericin)という蝋物質により膠着してい
る。繭を灰汁等の弱アルカリ液に入れて加熱するとたんぱく質の一種のセリシンが一

部溶ける。絹糸は柔らかくなった繭から糸口を見つけ糸を引き出し、何本か集め揃
えたものである18)。即ち紡錘車は、主に植物繊維に撚りをかけるための道具といえ
る。

日本では7世紀後半から使用される鉄製紡錘車にも、植物繊維が付着した出土例19)
があることからも、紡がれていた糸の大部分は植物繊維と考えられる。また、出土繊

維の観察から、伽耶と日本出土の麻織物の糸には撚りがかかっていること、絹織物
の大部分には、撚りのない糸が使われていることが報告されている20)。したがって、

本稿では紡錘車で撚りがかけられた糸は、主に植物繊維であるという前提で論じて
いく。

2. 韓国の紡錘車と織物に関する研究史
韓国の織物研究に関しては、筆者の知る限りでは日本よりも少なく、紡錘車にも
ほとんど関心が払われていない。筆者の目に触れた限りでは、紡錘車を主題とした論

考はほとんど見当たらず、わずかに繊維との関係で言及される程度に過ぎない。
B.C.3000～2500年頃の新石器時代中期、西浦項遺跡の3期で住居址から土製紡錘車
が発見されているという21)。

17) 日本の律令体制下で税(調)として集められた絁(あしぎぬ)は、平絹で撚りがかけられていない
糸である(尾形充彦 ｢裂地としてみた正倉院の調絁｣ 正倉院紀要 第21号宮内庁正倉院事務
所, 1999年)。
18) 竹内註5と同じ
19) 堀田孝博 ｢古代における鉄製紡錘車普及の意義について －神奈川県下出土資料を中心として
－｣ 神奈川考古 35号,1999年
20) A朴允美 ｢伽耶と古墳時代の麻織物の比較研究｣ アジア民族造形学報 第4輯アジア民族造形
学会, 2003年、B同 ｢伽耶と日本古墳時代の絹織物の比較研究｣ 嶺南考古学 34嶺南考古学会,
2004年
21) 筆者が入手できた鄭玩燮 織物の起源と交流－天然繊維－(書景文化社1997年)では、閔吉子
氏の 韓国民俗綜合調査報告書織物工藝篇(文化財管理局文化財研究所1991年)を引用し、韓
国の紡錘車について記述さ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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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石器時代晩期とされる慶南金海の水佳里遺跡(B.C.2000～1000)からは、上下水平
面が小さい断面形状六角形の土製紡錘車が3点出土している。断面には厚みがあり、
算盤玉形では韓半島で最古に属する可能性もあるが、報告書等で確認していないた
め詳細は不明である。

青銅器時代には地域差はあるが、新石
器時代に比較して、より多くの紡錘車が
各遺跡から発見されている。織機は垂直
機とされているが、織機自体の部品等は
報告されておらず、織機の説明もほとん
どない。
この他に伽耶出土の麻織物や絹織物に

関して、古墳時代の日本出土のものとの
比較研究がある22)。伽耶の麻織物や絹織
物の密度は、日本のものに比べてより高
第4図 中国雲南省石寨山M１號墓出土青銅
く、絹織物技術の一部は韓半島の方が早
製貯貝器紡織場面 (註文献26A)
く導入されたと論じている。また、両国
の織物は、非常に近い共通性があることも報告されている。

文献資料によると新羅では 三国史記新羅本記にAD32年(3代儒理尼師今九年)、
｢毎日

早集六部之庭績麻｣という記事がみえる。原三国時代前半の記事とされ、｢麻

を績む｣ことが記されている。麻布と苧麻布は古新羅時代と、その後の統一新羅時代
でも、この地域の特産の織物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23)。高麗時代でも20升の白紵布
や麻布が織られていた24)。新羅は、高品質の高級麻織物を生産していたと推定でき
る。織機に関しては、韓半島では前述の通り、ほとんど研究が行われておらず、日本
や中国等のわずかな資料を手掛かりに論を進めざるを得ない状況である。
22) 朴允美註20A․Bと同じ
23) 新羅の麻織物は、中国の麻織物の30升(升は経糸80本で1升とする)に比べても、経糸の本数の
多い40升という精緻なものであったと報告されている。註21と同じ文献のなかで、鄭玩燮氏
が閔吉子を引用し記しているが、詳細は不明である。
24) 註21の鄭玩燮氏の文献で 高麗史 世家24、高宗40年條、及び世家30、忠烈王19年の記事が引
用されている。

416

東亞文化 8號

王大道氏と朱宝田氏25)は、前漢の中国雲南省晋寧石寨山M1号墓出土の青銅製貯貝
器蓋にみられる紡織過程を示す群像26)(第4․5図)、及びM17墓

や江川李家山遺跡出

土の織機の部品とみられる遺物を検討し、原始織機(第6図1․2)を復元している。中
国雲南省晋寧石寨山遺跡は｢滇王の印｣が出土したことで広く知られ、近くに位置す
る江川李家山遺跡も同様に、この地域の上位階層の墓と考えられている。

王氏によって復元された前漢時代と考えられる機(第6図1)は、少数民族である佤族
の機( 図3)を参考にして
いる。この機は後述する

経糸(たていと)を輪状に
渡し、腰当を使って足で
支える｢輪状式｣の機(第5
図3 ～7)である。また、
王氏は中国雲南省晋寧
石寨山遺跡から出土し
た、断面形状六角形の土 第5図 中国雲南省石寨山M１號墓出土貯貝器紡織場面人物
像模写 (註文献26B)
製紡錘車の大小2点を報

告している。M14․15で
は直径4.4、厚さ1.4cm、重量68.2g、また、機の部品が検出されたM17墓からは、直

径2.5㎝、厚さ0.9cm、重量8.2gと小型で軽量の紡錘車が検出されている。このよう
に、織布用の糸に大小二つの規格の紡錘車があることは、紡ぐ糸の材料の違いや糸
の太さによるものであろう。

中国雲南省晋寧石寨山1号墳出土の青銅製貯貝器の紡織場面27)(第5図3～7)の群像
は、その後も検討が行われ、吉本氏は ｢①型腰機｣28)、東村氏は ｢輪状式(りんじょう

25) 王大道、朱宝田 ｢雲南青銅器時代紡織初探｣ 中国考古学会第1次年次論文集, 1979年
26) A滇昆明 中国青銅器全集第14巻 文物出版社, 1993年、B張増祺 晋宁石塞山 雲南美術出版
社, 1998年
27) 布目順郎氏も中国雲南省晋寧寨山古墓出土の紡織具と類似するものが、日本の弥生時代紡織
関係の木製品に類似することには気が付き、既に南方系の紡織具が日本に導入されていた可
能性に言及している(布目註14文献)。しかし、布目氏は、｢こうした技術は古来わが国で使わ
れていたものとは異なる様式もの｣と考えて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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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き)原始機｣29)と分類している。話は前後
するが、両氏は漢代とされる画像石(第7図1)
に、｢高機(たかはた)｣(第42図․第Ⅲ章第4項

参照)や ｢高機の一種の踏板斜織機｣が認めら
れることについても言及し、東村氏は地機
(第41図․第Ⅲ章第4項参照)の可能性をもつ

部材が広西省の貴県羅泊湾漢墓1号墳から出
土していることも指摘している。
漢代の画像石には、織機を描いた12点が
確認されている。渡部武氏によれば、その
なかでも四川省成都市西郊土橋漢墓出土機

織画像30)( 第7 図2 ․3)には、踏み木が一枚
で、腰当で経糸を保持する居坐機(いざりは
た_形態の地機が認められるという31)。
ここでは、漢代画像石の踏板斜織機に関
して、吉本氏、東村氏と渡部氏の見解が分
第6図 中国前漢時代の 復元紡織機と
佤族の織機 (註文献25を一部改変)
1․2：復元紡織機 3：佤族の織機

かれていることを指摘する。この問題は第

Ⅲ章4項で、織機についての研究成果を整理
する。

韓国が他の主な技術と同様に、中国から紡織技術を取り入れているとすれば、韓
半島の青銅器時代の織機は垂直機ではなく、輪状式と考えられる。さらに第Ⅲ章で
説明するように、原三国時代前半終末期(AD50年頃)には、苧麻布用の斜織機である
地機が導入された可能性が高い。
紡錘車を使って生産された糸には、太い漁労用の網として、あるいは布といって
28) 吉本忍 ｢日本とその周辺地域における機織り文化の基層と展開｣ 生活技術の人類学 平凡社,
1995年
29) 東村純子 ｢東アジアにおける機織技術の原初形態｣ 日本考古学協会2008年度愛知大会研究発
表資料集, 2008年
30) 文物 1979年 第12期
31) 渡部武 ｢第7章紡織技術と衣生活｣ 画像が語る中国の古代 平凡社, 1991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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も編布32)(あんぎん)用の糸とし
て、撚りをかけるためのもの
が 含 まれていると 考 えられ
る。しかし、織布の生産のた
めには、均一に充分な撚りを
かけなくてはならない。こう
した糸でないと、平織り組織
が崩れてしまうという33)。し
たがって 織布生産 のために
は、均一に撚りをかけること
ができる紡錘車、即ち一定の

規格をもつ、定形化した紡錘
車が必要となる。
韓国南部の新石器時代の紡
錘車については、詳細不明で
ある。しかし、先に織機との

関係 について 見通 しを 示 せ
ば、円盤状等の紡錘車が多数

認められる青銅器時代には、
輪状式の機が使用され、断面
六角形の紡錘車が出現する三
国時代前半には、地機の導入
が推定できる。

第7図 中国漢代画像石に表された織機と復元された
織機 (註文献30․31)
1：中国江蘇省銅山縣洪楼出土紡織画像

2․3：四川省成都市西郊

土橋漢墓出土紡織画像 4：復元された斜織機

32) 編んで製作された布のことで、日本の蓆や簾と同様な作り方によるものである。小笠原好彦
｢縄文․弥生式時代の布｣(考古学研究 第17巻第3号, 1970年)等の論考がある。
33) 角山幸洋 日本染色発達史 田畑書店, 1968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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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日本の紡織に関する研究史
1) 糸を紡ぐ機能と紡錘車及び織機

日本では染色史の視点による研究が早くから行われ、1960年代の代表的な学説と
して角山幸洋氏34)の研究がある。出土繊維については、布目順郎氏35)が繊維断面の

観察法を行った一連の研究及び、澤田むつ代36)氏によるものがある。また、紡錘車
から糸となる繊維の種類、及び実際に布を織るという広範囲にわたる視点からの竹

内晶子37)氏による成果がある。
織機は、経糸(たていと)の保持方式から分類されている。日本の原始機に関して
は、従来、直状式が推定されてきたが、近年の研究成果から ｢輪状式｣とみられる。

日本の織機研究の基礎となった太田英蔵氏38)の研究では、奈良県唐古遺跡等から出
土した木器から、弥生時代の原始機は無機台で ｢直状式｣の織機として復元してい
る。前述の竹内氏も直状式の原始機を推定している。経糸の一端は立ち木や杭で固

定し、反対の端は布巻具、さらに織り手の腰当具に結びつけるものである(第8図1)。
織りあがった布は、織り手が前に進んで布巻具に巻き取る方式である。また、日本
列島周辺のアイヌの機(はた)と八丈島の伝統的織物である ｢カッペタ織り｣の機は、
直状式の経糸である39)。
民族学による織機の研究では、前項で一部触れた吉本忍氏の成果がある40)。日本
周辺の織機の分布状況と歴史的展開についてまとめ、生産性の視点を重視して検討
している。腰当を使用する織機である生産性が低い ｢腰機(back-strap loom)｣が、従

34) 角山註33と同じ
35) 布目順郎 養蚕の起源と古代絹 雄山閣, 1979年、布目註14に同じ
36) 沢田むつ代 上代裂集成－古墳出土の繊維製品から法隆寺․正倉院裂まで 中央公論美術出
版, 2001年
37) 竹内註5と同じ
38) 太田英蔵の織機についての論文は、月の輪古墳(1960年)に掲載されているが、入手すること
ができず、小林行雄氏の 古代の技術((塙書房,1962年)の ｢Ⅱ織機｣に引用された部分を参考
にした。この他にも太田氏には、｢四 紡織具｣(日本の考古学Ⅲ河出書房新社, 1966年)等があ
る。
39) 東村註29と同じ
40) 吉本忍 ｢手織り機の構造․機能論的分析と分類｣ 国立民族学博物館研究報告 12巻2号, 1987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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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別系統と考えられていた効率の高
い高機(第42図)に変化したと結論づけ
ている41)。最も生産性の低い ｢①型腰

機｣(第8図2)の型式は、腰当を使い織
り手が経糸全体に当たる織機の先端棒
を、足で突っ張りながら保持し、刀状
の緯打具を使用して緯糸を打ち込むも
のである。前述した、中国晋寧石寨山
M1号墓出土の青銅製貯貝器蓋にみら
れた紡織過程を示す群像( 第5図3～7)
と同じ型式の織機である。東アジアの

島嶼部の台湾や東南アジアで広く使用
されている。経糸は輪状であるため、

経糸全体を回して織る織機である。織
り上がりの織物の形も経糸が繋がった

輪状で、経糸を切断して長方形の布に

第8図 直状式と輪状式の機

する。織ることのできる布の長さは、

1：直状式原始機復元図 森浩一『図説日本の歴史』1先史・
原始 小学館,1979 2：輪状式織機（註文献29）

足の長さの約2倍が限界であることも

指摘している。また、日本の弥生時代の機が、この輪状の ｢①型腰機｣であることに
も言及している。

吉本氏の機の主な分類基準と視点は、基本的に腰当の有無、及び効率という点で
あり、腰当を使用する日本で地機と呼ばれている直状式の機(第41図1․2)を、腰機の

一種として分類している。しかし、腰機のうち、経糸を輪状に保持する型式と、直
状に保持する型式では、製品としての布の長さが異なるという点で、大きな違いが指
摘できる。約2ｍの布と、十数ｍのものでは布の価値が全く違う点が重要である。即
ち、両者の布がもつ社会的関係性は格段に異なると考えられる。したがって、吉本

氏の分類で腰機として一括された機と地機は、基本的に型式の異なる織機であり、

41) 吉本註28と同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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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確に区別する必要があるといえる。
東村純子氏は、鈴木敏則42)氏の行なった紡織技術研究を基礎に日本の原始機の研
究を精力的に進めている43)。第Ⅲ章第4項で述べるが、縄文時代晩期から弥生時代早
期である雀居遺跡出土の木製紡織具をはじめ、古墳から出土した石製模造品(5世紀
前半․第9図）の織機44)等の考古遺物を検討し、民族事例や前述した中国石寨山1号
墓墳出土青銅製貯貝器の蓋上の群像(第4․5図)等をもとに、日本の原始機が ｢輪状式
原始機(りんじょうしき)｣(第8図2)であったと推定している。既述した王氏や吉本氏と
同様な構造の織機(第6図2)である。
東村氏の研究以前に日本の原始機に関して、前述の吉本氏の他にも既に民族事例が
援用され、原始機が推定されている。1960年に太田英蔵氏は、東南アジアで経糸が
輪状である機が広く使われていることに気付き、｢輪経式｣としたが、アイヌや八丈島
の機は経糸が直状であることを根拠に、直状式原始機を推定している45)。一方、
1977年には岡村吉衛門氏が、群馬県上細井稲荷山古墳出土の織機の部品(布送具)を

模した石製模造品(第9図1)の存在から、台湾の民族例にみられる ｢輪状整経｣と同様

第9図 石製模造品の紡織具 (註文献43)
1：布送具 2：経送具

42) 鈴木敏則 ｢遠江における原始․古代の紡織具｣ 浜松市館報 12号、1999年
43) A東村純子 ｢輪状原始機の研究｣ 古代文化 古代學協會,2008年
B同 ｢(13)輪状式の原始機－上細井稲荷山古墳出土の石製祭器の再検討－｣ 日本考古学協会
第73回総会研究発表要旨, 2007年
C同註29と同じ
44) 東京国立博物館に所蔵されている群馬県の上細井稲荷山古墳出土の石製模造品であり、紡織
機以外に箕․杵․小型壷․下駄がみ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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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原始機の可能性を推定している46)。

東村氏によれば輪状式は、麻などの根元から末端への方向性が重視される繊維に
適した織機であるという。直状式とは異なり、経糸を整える方向が一方向であるた
め、経糸が毛羽立ちにくく、苧麻、麻などの植物性繊維の特性には適した合理的な

機である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
こうした輪状式は、縄文時代晩期～弥生時代早期の九州北部雀居遺跡をはじめと
し、6世紀前半まで、地域によっては7世紀前半まで存続した機であるという。地機
や高機は古墳時代後期に確認できるとする。この輪状式機については、長い布の生

産が可能な直状式の地機や高機とは、技術的系譜が異なる47)と考えており、この点
は筆者も同じ考え方である。また、紡錘車について、輪状式原始機が導入されたと

推定される福岡県雀居遺跡では、弥生前期と同じ一定の大きさの紡錘車が出現して
いるという。東村氏は言及していないが、輪状式織機の日本への導入経路を推定す
る際には、重要な問題点である。織機技術は、糸作りの技術を含む系統的かつ総合

的なもの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ためである。
技術の導入背景には人の移動がある。具体的な輪状式機の日本への導入契機や経
路については、今後の研究を待たねばならないが、現状での見通しを提示しておきた
い。

輪状式の織機を伴う日本への技術導入ルートの一つとして、中国長江流域から韓
半島を経て、稲作技術と同様のルートで日本に導入されたという見通しが立てられ
る。その時期も稲作導入とほとんど変わらない可能性が高い。織機の導入について
はとりあえず、次の3点が挙げられる。①日本の北部九州から出土した縄文時代晩期
から弥生時代早期の紡錘車(第10図1～10)と、韓半島の青銅器時代のもの(第26図)を

比較すると、第Ⅱ章で述べる断面形状の類型は同じである。日本の紡錘車は、韓半
島に比べ小型であるため、年代としては青銅器時代前期末～中期初め頃(BC600年頃)
と考えられる。②稲作技術の日本への導入経路の主たるものは、韓半島ルートであ
る。③生活様式や稲作に伴う関連技術等が系統的に韓半島から移住した人々によっ
45) 太田註38と同じ
46) 岡村吉右衛門 日本原始織物の研究 文化出版局, 1977年
47) 東村註43Aと同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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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日本に導入された可能性が高いことが挙げられるためである。
2) 再利用と紡錘車

縄文時代の土器破片再利用の｢有孔円板｣48)が紡錘車であったかどうか、また、縄
文時代の編布から平織りへの移り変わりに関する問題49)等は、土器再利用と紡錘車
の関係では重要であるが、本稿では触れない。紡錘車が小型化して、一定の形状に

定式化し始める日本の縄文時代晩期～弥生時代早期以降における韓半島南部との関
係について検討する。
韓半島や中国大陸に視野を広げた紡錘車の研究は、八幡一郎氏50)による一連の成
果がある。1960年代に日本の紡織機の系譜に関心を持ち、韓半島出土の紡錘車の形
状分類を行い、紡錘車が新石器時代以降、中東のイランでは、女性の墓に副葬され
ている例が多いこと等が記述されている。日本の紡織技術が韓半島や中国大陸と関

係し繋がっていること、また、性別と分業にも関心をもち、紡錘車の副葬に注目し
たことは先駆的研究といえる。しかし、円形土製品を含めて紡錘車として報告して
いる。

佐原真51)氏は、弥生前期以降の紡錘車について、はじめから紡錘車として作られ
たA種と、土器片あるいは、石包丁を再利用したB種の2種類を認識して分類を行い、
また、重量に注目してデータを収集する試みを行った。前述の通り、紡錘車の使用

法についても、吊り下げて使用する際には、重量が紡ぐ糸の太さと種類に関係して
いる重要な属性であることも指摘している。また、形状が紡錘車に類似する道具と
して、発火具の舞鑽にも触れている。

48) 長崎元広 ｢縄文の紡錘車－有孔円板の用途と意義－｣ 長野県考古学会誌 32, 1978年
49) 小笠原好彦註32に同じ。また、小笠原好彦 ｢編物․布｣(縄文文化の研究 第7巻雄山閣, 1983
年)がある。
50) 八幡一郎 八幡一郎著作集第3巻弥生文化研究(雄山閣1979年)には ｢紡織技術考｣として、紡
織に関する八幡氏の複数の論文が収集されている。｢朝鮮半島の古代紡錘車資料｣(初出は 朝
鮮学報 49輯1968年)や、｢イラン国アルボルス山中の古墓出土の紡錘車について｣(初出は 上
智史学 1969年)等である。
51) 佐原眞 ｢二、土製品｣ 紫雲出 詫間文化財保護委員会, 197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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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図 縄文時代晩期～弥生時代早期の北部九州出土韓半島系紡錘車
1․2․7～9：福岡県曲り田遺蹟 3：佐賀県柏崎大深田遺蹟 4․10：福岡県有田七田前遺蹟
5․6：佐賀県菜畑遺蹟(8․9：石製、他：土製)

中間研志52)氏は、中国の新石器時代の紡錘車が韓半島を経て年代的に下り、日本
の縄文時代後期から弥生時代前期の紡錘車へとの繋がる見通しをもっていた。ま
た、紡錘車としての用途が前提とされていた土器再利用の ｢土器片円盤類｣等は、紡

錘車かどうかの検討が必要と問題提起を行っている。

52) 中間研志 ｢2．紡錘車の研究－我国稲作農耕文化の一要因としての紡織技術の展開－｣ 石崎
曲り田遺跡Ⅲ 福岡県教育委員会, 198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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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図 中国仰韶晩期～竜山文化早期紡錘車 (註文献52)
1～5：大河村4期 6～9：大河村5期(1：石製、他：石製)

中国黄河中流域では、遅くとも仰韶文化晩期から龍山文化早期(BC4300～BC2400
年頃)に、紡錘車の断面形状が三角形、円盤状、六角形、長方形(第11図1～9)等を呈
し、女性の墓へ副葬される例が多いとしている。新石器時代の中国では、既に後代
に韓半島等で認められる多様な断面形状をもつ紡錘車が出現していたことがわか
る。さらに、日本と一層関連が深い韓半島の紡錘車を考察し、石製や土製の材質の

違い、断面の形状に地域差があることを指摘している。
松本直子53)氏は、弥生時代早期から認められる土器破片再利用の ｢有孔円盤｣と
｢土器片円盤｣が、紡錘車として用途のみではなかったことを具体的に検討した。松
本氏は弥生時代前期の土器片円盤類の性格について、岡山県南溝手遺跡と田村遺跡
等から出土した土器片円盤と重さ、大きさ、孔径等から紡錘車と比較検討してい
る。特に紡錘車としての機能から、棒状の紡茎を差し込む中心孔の直径、孔形に注
53) 松本直子 ｢弥生時代前期の土器片円盤類－紡錘車である可能性の検討－｣ 瀬戸内海の考古学
－平井勝氏追悼論文集－ 上巻, 200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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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した。他の属性として、成形の丁寧さと孔形について、孔径との相関関係を検討
した。また、土器片を新たな道具作りの資源と捉えている点は先駆的研究である。

筆者も、破損した土器を新たな道具作りの資源と認識している54)。資源の再利用
という視点から、破損した土器の形状や付着物をもとにして、日本古代の土器が紡

錘車、灯火具、硯などの用途に再利用されていたことを数量的に分析して考察し
た。従来、古代の打ち欠かれた土器再利用は、主に祭祀の視点で位置づけられてい
た。しかし、再利用の用途の一つとして、古代の坏底部を加工した紡錘車は、形状
から再利用の用途が推定できる資料として提示している。
3) 紡錘車としての基準

本稿では従来の紡錘車の形状の道具が、紡錘車の用途で再利用されたか、紡錘車
が織布用か、網などの太糸用か、あるいは紡錘車形工具か否かなど用途の区別をす
るための判断基準を示す。有孔円盤が、紡錘車の用途で再利用されたか否かの判断

基準について、重量に加え松本氏55)も指摘している中心孔の大きさを基準に検討す
る。この研究では、弥生時代前期の北九州․高知․岡山県域の遺跡から出土した紡

錘車の孔径と孔形の数量的検討を行い、孔径0.4cm～0.8cm、円筒形の孔形が有意と
している。本稿も孔径の大きさを紡錘車か否かの一つの基準とする。前述したよう
に、重量は紡錘車の属性として重要であるが、日韓両国の報告書で、紡錘車や円形

土製品の重量の測定値が示されている例は少なく、資料的な制約がある。孔径は報
告書の実測図からも計測可能であることから、紡錘車としての汎用性のある重要な
属性として扱うことができる。
紡錘車の孔径は1.0cmを超えると、紡軸の材質が木製であっても、紡軸自体の重量
が重くなることが予想される。今回測定した紡錘車等の孔径(第1表)は、筆者が報告

書から計測した際には、実際の紡茎の大きさと考えられる最小径を記載した。時間
54) 本稿をまとめるにあたり、土器片を資源と位置づける筆者は、松本氏と同様の見解であるこ
とを知った。A坂野千登勢 ｢再利用された土器群の考察｣(若葉台遺跡Ⅵ埼玉県坂戸市教育委
員会, 2005年)、B同 ｢古代における土器の再利用－灯火具を中心とする様相－｣ 考古学雑誌
第92巻第4号,2008年、C同 ｢古代武蔵国の陶硯に関する考察―定形硯と再利用硯―｣ 論叢 古
代武蔵国入間郡家―多角的視点からの考察 古代の入間を考える会, 2008年
55) 松本註53と同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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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な制約で報告書に記載された孔径を転載しているものもあり、最小径の値ではな
い場合がある。しかし、紡錘車かどうかを判断する際の材料として、孔径について一

定の傾向は把握できる。
松本氏の報告した西日本の紡錘車の孔径と近似する数値が、東日本の古墳時代以
降を中心とする紡錘車に認められている。関東北部地域群馬県出土の弥生時代から9
世紀以降の平安時代の石製․土製紡錘車約750点の孔径は、0.5～0.9cmのものが全体
の97 ％を占めているという。1.0cm以上のものは、平安時代にわずかに認められ
る56)。

筆者も、紡錘車としての基準として重量の次に孔径が重要と考えている。また、
孔形についても検討が必要と考えており、第Ⅲ章で述べる。
日本では6世紀後半には紡輪、紡茎とも鉄製である鉄製紡錘車が認められ、東日本
では8世紀代には広く使用される。その一方で、8世紀後半には土器再利用の紡錘車
が作られている。再利用紡錘車の主なものは、須恵器の坏底部を再利用(第1図6)した
ものである。このタイプが登場する背景は、日本の須恵器生産状況との関係が深い
と考えている。つまり、須恵器坏が大量生産される過程で、底径が小さくなり、底

部も薄く軽量化し、紡錘車の素材として再利用されるようになったと考えられ
る57)。即ち8世紀後半には、土器再利用の紡錘車である須恵器の坏底部を加工穿孔す
る紡錘車が製作されて、使用されるようになる。

4. 紡錘車の性格と変化
1) 副葬․供献された日韓紡錘車

日本の古墳に副葬された紡錘車についての論考は、大概、次の3点に整理できる。
①断面六角形の紡錘車と韓半島の紡錘車との系譜について②紡錘車は女性の墓に伴

56) 中沢註12Aと同じ
57) 筆者は日本の関東地方で、約100点の須恵器坏底部破片の平均重量を調べた。その結果、8世
紀前半には90g以上であるが、8世紀中葉では約75g、8世紀後葉には約63g、9世紀代で約46gと
軽くなっていく(坂野註54A, 2005年のグラフ13)。特に、8世紀後半から坏底部再利用の紡錘車
が作られ、9世紀代に比較的多いことから、約60g以下の重量が紡錘車として適していること
を、当時の人々が経験的にわかっていた可能性が高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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うものか、③紡錘車は仮器であるのかである。

古墳時代中期前半(5世紀前半)には、西日本、及び九州において断面六角形の紡錘
車がわずかに認められており、韓半島からの渡来人との関係が指摘されている58)。
東日本では現在のところ、断面六角形の紡錘車は、東北地方の福島県清水内遺跡の
みで認められている。陶質土器や韓半島系軟質土器は検出されていないため、渡来

系の人々との関係は明確ではないが、鉄生産と、紡織との関連が推定されてい
る59)。

第12図 日本の鋸歯紋紡錘車と韓国の紡錘車形石器 (註文献62․72)
1：広島県法恩地南古墳出土紡錘車 2：皇南大塚北墳出土彩色紡錘車形石器

断面が台形を呈する滑石製紡錘車は、中․小規模の古墳に多く副葬される傾向が
指摘されている。特に鋸歯文(第12図1)が線刻された紡錘車は、西日本を中心に認め
58) A橋口達也氏 ｢甘木․朝倉地方を中心としてみた陶質土器․初期須恵器資料｣ 古寺墳墓群
甘木市教育委員会, 1982年
B西谷正 ｢伽耶地域と北部九州｣ 九州歴史資料館十周年記念大宰府古文化論叢 上巻吉川弘
文館, 1983年
C桜井久之 ｢第2節古墳時代の算盤玉形紡錘車－近畿地方出土例の検討－｣ 長原․瓜破遺跡発
掘調査報告書Ⅵ 大阪市文化財協会, 1993年
59) 高井剛 ｢3紡錘車｣ 清水内遺跡－6․8․9区調査報告書第1冊 郡山市教育委員会、1999年

한일 방추차의 기초연구

429

られる。その性格は単に糸紡ぎの実用の道具としての機能の他に、象徴的な仮器と
しての性格が付与されたと考えられている60)。

國下多美樹61)氏は、弥生時代前期から鎌倉時代の京都府出土の紡錘車を集成し、
変遷を記述している。弥生時代には集落遺跡で土製、石製、木製が認められる。一
方、古墳時代中期には石製の紡錘車が古墳からも出土し、後期に増加している。断
面台形の鋸歯文をもつ紡錘車は、中期の古墳から多く出土するため、仮器と推定し
ている。この鋸歯文の紡錘車が出土する古墳は、卓越した規模の古墳ではないこと
も指摘している。また、長岡京期(AD784～793)の瓦再利用紡錘車が報告されてい
る。

中山学62)氏は、広島県内の線刻鋸歯文の滑石製紡錘車について、古墳出土資料を
含めて検討した。形態、文様の共通性が高く、使用痕跡は祭祀具として、祭祀の過
程で ｢擬似的に使用｣された際のものと推定している。こうした鋸歯文の紡錘車は、6
世紀中葉～7世紀初頭であり、工房で一括生産された可能性が考えられている。
豊島雪絵63)氏は、古墳時代中期初頭から出現する中国地方と近畿地方の紡錘車を
中心に集成した。古墳時代中期には、集落から断面算盤玉形(六角形)や隅丸長方形
の土製、台形で石製の紡錘車が出土している。後期以降は断面台形に画一化され、

土製は集落より、石製は横穴式石室から主に検出されている。古墳時代後期の横穴
式石室導入(5世紀末)が、仮器である紡錘車の大きさと文様の画一化、及び地域差が
なくなることの契機と考えている。また、紡錘車は比較的小規模な古墳からの出土
であることも報告している。

紡錘車の副葬と被葬者の性別との関係については、角南聡一郎64)氏が、紡錘車の

60) 西日本の前期古墳から出土する碧玉や緑色凝灰岩製の紡錘車形石製品については、イモ貝製
の円板形装飾品を模倣したとする北條芳隆氏(｢雪野山古墳の石製品｣ 雪野山古墳の研究 雪
野山古墳発掘調査団1996年)等の論考がある。したがって、本稿でもこの紡錘車形石製品は、
紡錘車とは区別して扱う。
61) 國下註7と同じ
62) 中山学 ｢広島県内出土の滑石製鋸歯文紡錘車について｣ 文化財論究 第1集東広島市教育文化
振興事業団, 1998年
63) 豊島雪絵 ｢古墳時代における石製紡錘車の性格－中国․近畿地方出土例を中心に－｣ 古代吉
備 第23号, 2001年
64) 角南聡一郎 ｢古墳副葬․供献紡錘車の研究－近畿地方を中心に－｣ 井ノ内稲荷塚の研究 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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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格が時代により変化したことを指摘している。紡錘車は水稲耕作と共に日本に伝
わったが、副葬品としての意味は伝わらず、第二波としての古墳時代前․中期に、

断面算盤玉形の紡錘車が導入され、直後に滑石製有文の断面台形に転化したとす
る。また、紡錘車は大陸․韓半島と同様、導入期は女性に主に副葬されたが、古墳

時代後期には性別は関係なくなったと考えている。
この他にも大陸や韓半島で紡錘車の副葬が女性に多い傾向とする論考がある。前

述した八幡一郎氏、中間研志65)氏、門田誠一66)氏であるが、韓半島において被葬者
が女性と判明している事例はわずかである。

韓国の金海禮安里遺跡では例外的に、人骨の遺存状況が良好であるため、人骨の
性別、年齢が判明している例が多く、副葬品等との関係により、社会構造や階層差
の考察が試みられている67)。

韓半島南部地域で多数の人骨が遺存する例は、禮安里古墳群(第13図5)以外では明
確ではない。そのため、韓半島でも紡錘車の副葬は比較的女性が多いと考えられて
いるが、次に記す通り、その副葬のみを根拠にして、被葬者が女性であるとは断定
できないと考えられる。

韓半島南部の海岸地域である金海周辺では、禮安里古墳群より規模が大きく、上
位の集団と考えられる大成洞古墳群68)(第13図6)、釜山福泉洞古墳群69)(第13図4)にお
いて、紡錘車の副葬例は非常に少ない。金海良洞里古墳群70)(第13図7)では、副槨を
もつ4世紀後半の遺物の豊富な大型木槨墓349号墳から1点検出されているにすぎず、

阪大學稲荷塚古墳発掘調査団, 2005年
65) 中間註52と同じ
66) 門田誠一 海からみた日本の古代 新人物往来社, 1992年
67) A武末純一 ｢韓国․禮安里古墳群の階層構造｣ 古文化談叢 第28集, 1992年
B金承玉 ｢金海禮安里古墳群築造集団の社会構造と性格｣ 嶺南考古学 第29号, 2001年
C田中良之 ｢三国時代の親族関係(予察)｣ 韓半島考古学論叢 すずさわ書店, 2002年
68) A 金海大成洞古墳群Ⅰ 慶星大學校博物館, 2000年
B 金海大成洞古墳群Ⅱ 慶星大學校博物館, 2000年
C 金海大成洞古墳群Ⅲ 慶星大學校博物館, 2003年
69) A 東莱福泉洞古墳群Ⅰ 釜山大學校博物館, 1982年
B 東莱福泉洞53号墳 釜山直轄市博物館, 1992年
C 東莱福泉洞93․95号墳 釜山広域市博物館․福泉分館, 1997年
70) 金海良洞里古墳文化 東義大學校博物館, 200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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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図 韓国南部地域の主要紡錘車出土遺蹟
1：慶州月城路古墳群․皇吾里33號墳․皇南洞98號墳․銀鈴塚․昧鄒王陵地区․同第5地区․皇吾里118-6番地
遺蹟․隍城洞遺蹟․新羅王京․北門路王京遺蹟․舎羅里遺蹟 2：蔚山泉谷洞遺蹟․仁浦里遺蹟․屈火里長剣遺
蹟․梅谷洞新基遺蹟․茶雲洞遺蹟․同436-5番地遺蹟․孝門洞栗洞遺蹟․九秀里遺蹟․華山里古墳群․川上里
聚落遺蹟 3：浦項玉城里古墳群 4：釜山老圃洞古墳群․福泉洞古墳群․東莱貝塚 5：金海禮安里古墳群 6：
大成洞古墳群․鳳凰臺遺跡․府院洞遺跡․會峴洞貝塚․七山洞古墳群․龜旨路古墳群 7：良洞里古墳群 8：
水圭里貝塚 9：昌原東中学校遺蹟(新方里)․茶戸里遺蹟․道渓体育公園遺蹟 10：馬山懸洞古墳群 11：咸安
道項里古墳群․同遺蹟 12：咸安干巨里土器生産遺蹟 13：固城蓮塘里古墳群 14：晋州大坪里玉房3地区先史
遺蹟 15：昌寧講里遺蹟․霊山校里遺蹟 16：密陽校洞遺蹟 17：陜川三嘉古墳群 18：陜川玉田古墳群 19：
陜川苧浦里古墳群 20：鳳渓里古墳群 21：髙靈池山洞古墳群 22：伏賢洞古墳群․時至地区古墳群․同生活
遺蹟․西邊洞古墳群․同聚落遺蹟․旭水洞388番地遺蹟․佳川洞古墳群․八達洞遺蹟 23：慶山林堂洞遺蹟 24
：永川清亭里遺蹟 25：亀尾黄桑洞382番地遺蹟 26：泗沘都城軍守里地点․扶蘇山城․舊衙里百済遺蹟 27：
論峙祭祀遺蹟 28：公山城百済推定王宮址 29：牙山葛梅里遺蹟 30：昇州大谷里遺蹟 31：泗川勒島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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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成洞古墳群では5世紀前葉の大型木槨墓71)、中規模の木槨墓から各1点が確認され
ているにすぎない。韓半島南部の金海周辺では日本と同様に、最高位の集団と推定
される墳墓には、紡錘車の副葬が少ない傾向が認められる。

嶺南地域での典型例として、5世紀後半とみられる新羅王族クラスの女性墓である
皇南大塚北墳72)(第13図1)では、紡錘車形石器とされる断面長方形の大型石製品10点
が出土している(第12図2)。そのうち7点は表面に鋸歯文が彩色され、紡錘車としては

実用品ではない大型品である。仮器化した典型例の一つといえるが、他に類例がな
いため詳細は不明である。これは本章2項で既述したように、新羅の麻織物の記録が

文献に残っていることから、社会的に布生産が重要であったため、仮器化して王族
クラスの女性の墓に副葬された可能性がある。また、この新羅の紡錘車の彩色鋸歯

文と、西日本の古墳時代の紡錘車にみられる線刻鋸歯文(第12図1)との関係は、現状
では不明であるが、両者鋸歯文という点が共通している点は興味深い。

一方、紡錘車は内陸部の玉田古墳群(第13図18、第1表267～289)、高霊池山洞古墳
群(第13図21、第1表382～390)では比較的多く副葬されている。布生産が社会的に重
要になり、上位階層の墓に副葬された可能性もあるが、地域差等も含めて検討が必
要である。
2) 雲南省の漢代紡錘車

中国大陸での紡錘車の副葬と墓の性別に関する研究としては、3項で述べた前漢の
雲南省晋寧石寨山、江川李家山遺跡から出土した紡織関係の遺物と、gender(女性の
社会的文化的役割)の視点からの研究成果が参考になる73)。注目すべき点として、大
部分の中小規模の墓では帯金具と武器は供伴するが、紡織関係の遺物とは供伴しな
いという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一方、石寨山及び近くに位置する李家山遺跡で
は、初期の上位階層と考えられる墓にわずかであるが、紡錘車や織機関係の遺物と

武器が共伴している例がある(李家山11号墓他)。
71) 大型の墓から紡錘車1点と紡錘車形石製品が検出されている(註68A)。紡錘車の詳細は不明で
ある。この紡錘車形石製品は註57の通り、イモ貝製の円盤形装飾品を模倣したものである。
72) 皇南大塚慶州市皇南洞第98号古墳北墳発掘調査報告書 文化管理局文化財研究所, 1985年
73) Penny Rode (2004) “Textile Production and Female Status in Bronze Age Yunnan” Gender and
Chinese Archaeology Altamira Press

한일 방추차의 기초연구

433

第14図 中国雲南省江川李家山遺蹟出土の貯貝器と紡織場面 (註文献74)

また、こうした地域の王や上位集団の墓である雲南省晋寧石寨山M1(第4․5図)、

江川李家山69号墓(第14図)からは、布を織る過程が描写されたと考えられる青銅製貯
貝器74)が副葬されている。金箔で覆われた他の像より大きな一人の女性像を中心と
する、織物の生産過程を表現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この女性像は、周囲の布織り
に従事する女性を監督しているようにみえる。ここで使われている機は、既に述べた
ように、複数の研究者によって指摘されている通り、腰当の帯と足で経糸を保持す
る輪状式の簡単な機である。中心となる女性は、こうした布の生産によって、富と

｢権威(authority)｣を得たと推定されている。
一方、Rode によれば、雲南省の前漢時代の社会では、糸を紡ぐこと自体は社会的
な地位や富とは直接関係ないとする。その理由として、紡錘車は日常生活で使用す

74) 張増祺 滇国と滇文化 雲南美術出版社199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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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紐、魚網、縄等の製作に用いられたものという一般的な前提を根拠の一つとして
いる。また、雲南省の下層集団は、貯貝器に描かれた有力者の女性の工房で分業し
て布を織っていたこと推定している。即ち、布を織って生産することは、女性の社会

的な地位の上昇や富に結びついたと推定しているが、糸を紡ぐことのみでは社会的
にはなんら影響がないとする。紡錘車のみの副葬は、基本的に下層集団によるもの
であり、さらに武器等が副葬された男性の墓に比べ、女性の墓は紡錘車のみのもの
が多く、副葬品が少ない傾向とする。ただし、性別判定は、墓から出土した人骨が
わずかであり、人類学の性別役割についての成果を援用した見解である。
つまり、前漢時代の雲南省の事例から、紡錘車の副葬は、階層によっては女性に

限らない場合があること、また、紡錘車の副葬と布生産、及び社会的地位や富を直
接結びつけることは難しい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
ここでは次の5点に問題点を整理して要約する。①紡錘車が必ずしも女性に副葬さ
れたとは限らないという点は、雲南省の事例だけではない。また、②紡錘車の副葬と

社会的地位や富を直接結びつけることは難しいが、③Rodeは布生産と紡錘車の直接
的関係について論じる際に、副葬された紡錘車の大きさや点数等の基礎的データを
提示していない。④紡錘車が織布用の糸か、あるいは日常生活で使用する紐、魚
網、縄等の製作用のものであったかどうかは、後述するように重量と法量の分類及
び考察が必要である。⑤一般的な紡錘車の紡ぐ対象で織糸以外のものが存在するこ
とを理由に、布生産と紡錘車との直接的関係がないと断定することは早急と考えら
れる。
3) 紡錘車の副葬と問題点

紡錘車の副葬については、墓の規模や供伴する遺物の比較という脈絡に、紡錘車
を位置づけることが重要である。日本での墳墓への紡錘車の副葬と性別との関係に
ついては、地域と時代によって異なっている。日本で紡錘車を古墳に副葬する考え

方について、西日本と東日本では相違がある。
西日本では古墳時代後期になると、紡錘車の断面形状は台形が大多数となり、性
別を問わず中小規模の古墳に多く副葬․供献されるようになると考えられている。
韓半島にわずかしか認められない断面形状台形のタイプは、明らかに紡錘車の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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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といえる。一方、東日本の関東地方では、古墳に紡錘車が副葬․供献された例は
西日本に比べて少ない。
日本での紡錘車の古墳への副葬の意味は、時代と地域により変化したと考えら
れ、次のような見通しをもっている。第一に古墳への副葬の変化は、織機等の技術

変革によるものである。第二は紡織が性別分業による女性の零細な仕事の象徴とし
て、紡錘車を女性の墓の一部に副葬する段階を経て、布の大量生産及び、品質向上
が行われ、社会的に重要な交易品や交換財になっていったと考えられる。第三とし
て西日本ではその結果、多くの富を蓄積した中小集団が形成されて、紡錘車が性別
を問わず、富の象徴的存在に変化したと推定できる。

日本における紡錘車の社会的変化の背景は、①古墳時代中期以降の断面六角形、
及び台形の紡錘車の新たな出現と同時期に、②西日本では地機の導入という二つの
技術革新により、多量の布生産が可能となったと考えられる。
韓半島において、織機の部品と考えられる遺物は、今までのところほとんど発見
されていない。原三国時代以降、集落遺跡の報告例が少なく、紡錘車の大半は墓か
らの出土という状況である。本稿では、今まで注目されなかった韓半島南部の紡織
に関して試論を展開するという立場であり、墓から出土した紡錘車も含めて論を進
める75)。
ここで、原三国時代と三国時代の時期区分について述べる。原三国時代は前半と

後半の二期、三国時代は、前期․中期․後期の三期に区分する。原三国時代前半
は、紀元前1世紀～紀元後50年頃、原三国時代後半は紀元後50年頃～200年頃(3世紀

初め)にあたる。三国時代前期は3世紀前葉～4世紀末、中期は5世紀初頭～5世紀末、
後期は6世紀初頭～7世紀中頃である。
紡錘車は本格的に農耕が始まった青銅器時代では、主に竪穴住居址から出土し、
墓への副葬例が少ない76)。実用品としての性格が強かったといえる(第1表)。しか
75) 原三国時代から三国時代の紡錘車の年代は、各報告書の土器を参考にしている。しかし、大
半の報告書は土器の年代幅が大きく、時期区分が困難である。原三国～三国時代の土器の編
年については、埼玉大學の坂野和信氏の協力を得ている。
76) 墓からの出土例として、無文土器と共伴して飛下里遺跡(忠清北道清原)では、土製紡錘車1点
が石室から出土したと報告されている(中間註52)。また、尹武炳氏の韓国青銅器文化研究
(藝耕産業社1991年)によれば、遼寧地方の二道河子2号支石墓から、火葬人骨、壷と石製紡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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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原三国時代以降、後述するように墓への副葬例が増加し、紡錘車の検出点数が

増加する。その背景には布の生産量が増え、交易の重要な特産物になったことが推
定できる。
韓半島への中国からの紡織技術の導入については、紀元前108年に樂浪郡が設置さ
れたことが大きな意味をも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官人と一緒に中国から織物技術

者や機が導入されて工房の設置が行われ、織物が生産されていた可能性は高い。樂
浪郡の漢墓からは、多くの絹や布が出土している77)。樂浪郡は織物の生産や技術面
で、韓半島の他の地域とは全く異なる先進的な状況といえる。しかし、織物技術の

韓半島への導入ルートは、樂浪郡のみならず、複数の経路の可能性を考慮する必要
があるといえる。また、韓半島南部に普及する過程に関しては、今後の問題点であ
る。

東アジアの中で最も紡織技術が進んでいる中国の紡錘車の資料には直接触れるこ
とができず、中間氏の論文78)の資料に負っている。しかし既述の通り、中国新石器

時代には、後の時代に韓半島南部にみられる断面六角形、長方形、三角形、円盤状
(第11図)等という、一定の断面形状をもつ紡錘車が認められる。いずれにしても、中

国の新石器時代には、紡錘車を使用した織物技術が存在していたことは確実であ
る。その織機は少なくとも輪状式の可能性がある。中間氏によれば、春秋時代～漢

代には、紡錘車はかなり規格化され、断面が ｢厚手円板形｣という長方形か ｢厚手の
側面に稜をもつ｣とされる六角形が大部分を占めるという。また、既述の通り、画像
石から中国の漢代には地機あるいは、高機が使用されており、紡錘車の形状変化と
織機との有機的関連が推定できる。

5. 日本における織機の技術革新と社会
日本の織物史では遅くとも、6世紀後半には、輪状式の原始機とは隔絶した高い技
術による、地機や高機という直状式の織機が導入され、長さが10ｍ以上の布生産が

車が1点出土している。
77) 高久健二 樂浪古墳文化研究 学研文化社, 1995年
78) 中間註52と同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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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能になったと考えられている。しかし、第Ⅲ章4項で述べるように、地機と高機に
は機の構造や効率に大きな違いがあるため、高機の導入については、地機と一括す
ることはできないことを明記する。

日本では紡織技術について縄文時代晩期から弥生時代以降に三つの変革の時期が
推定できる。まず、①縄文時代晩期～弥生時代早期、②古墳時代の中期から後期で
あり、次に③8世紀である。弥生時代早期に最も単純な型式の輪状式機が導入された
ことは、大きな変革である。古墳時代前期までの紡錘車は弥生時代とほぼ同様であ
る。次に、古墳時代中期以降、地機が導入されるという織機の大きな変化が推定で
きる。従来の輪状式の布と、地機により織り上げられた布を比較すれば、当然付加

価値は異なっている。新たな織機の導入による布生産の効率化は、織布の増産へと
繋がり、生産集団及び個人の富の蓄積を可能にしたといえる。
即ち、西日本を中心に中小の古墳群の被葬者は、富の象徴として紡錘車を副葬品
の一つにしたことが考えられる。古墳時代後期の古墳には性別とは関係なく、副葬
される例が増加した。しかし、東日本の関東では副葬品としてより、集落での生産

具としての位置づけが強かったと推定できる。紡錘車の性格には生産具、祭祀具、
及び副葬品という側面があり、時代と地域により差異があるといえる。
奈良時代の8世紀後半以降は紡錘車の出土点数が増し、従来の紡錘車とは異なり、
再利用の紡錘車も認められる。再利用の紡錘車は各使用者が自ら製作するという点
で、同時期に存在する鉄製紡錘車とは異なる。

古代中国では秦代から既に、布帛が通貨と同様に流通していたという79)。日本で
は７世紀中頃から麻や苧麻等の植物繊維の布を基礎におく、律令制による価値表示

体系の整備が始まり、やがて貨幣へと制度的に変化した80)とされている。実態とし
ては奈良時代の8世紀以降でも、布が貨幣の代わりとして使われていたようである。

相模国出身の漆部直伊波という人物が、天平二十年(748年)、二万段という大量の商
布81)の｢献物｣により従七位上から外従五位下に叙位された記録82)が残っている。
79) 太田英蔵 ｢古代中国の機織技術｣ 史林 第34巻1․2合併号史学研究会, 1951年
80) 吉川真司 ｢常布と調庸制｣ 史林 第67巻第4号史学研究会, 1984年
81) 吉川註80によれば、商布は日本の律令体制下で、調庸という税以外の形で、中央政府に流入
する布全般を示す概念と考えられている。
82) 榮原永遠男 ｢奈良時代の遠距離交易｣ 奈良時代流通経済史の研究(塙書房1992年)によれ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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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ける紡錘車に関する性格の変化は、社会の変化を反映しているといえ
る。織機等の技術変革により、布の生産量が増加し交易品として重要な品目とな
り、紡錘車は富を生み出す象徴として、社会の中で位置づけられるようになるとい
う、社会的変化の過程が推定できる。

Ⅱ. 韓国南部の紡錘車の分類と類型
1. 紡錘車の形態分類
本稿では、時期別にどのような紡錘車が使用されていたのかを把握するため、ま
ず断面を中心に形状分類を行う。

当初から紡錘車として作られたものは、第15図に典型例を示す通り、主に断面形
状によって基本的に、A․B․C․D․E․Fの6類型(type)に分類する。これらを定形紡
錘車と呼称することがある。また、断面形状は断面と省略することがある。
A類は断面形状が笠形と呼ばれているもので、中央の穿孔部分の周辺に厚みをも
ち、頂部を作るものである(第15図1․2)。
B類は断面形状が楕円状あるいは、上下に膨らむものも含む(図3)。
C類は、基本的に断面中位に稜が認められる多角形であり、六角形の算盤玉状(C
1、図4)、菱形状(C2、図6)に細分できる。C1類が大半であり、わずかにC2類を含むた
め、C類としてまとめる。断面が八角形状(図5)のものも、ごくわずかに認められる
が、C1類に含めて分類する。また、C類は時期別に変遷があり、時期が新しくなると

上下面が広くなるものや、厚くなる傾向が認められることから、細分可能な類型で
ある。
D類は基本的には、断面が長方形状(第15図7)のものであるが、長辺は平行で短辺
が弧状のもの(図9)も含む。また、一部方形状の厚さのあるものも含む(図8)。
E類は平面形が円盤状で、直径が厚さの約4倍以上のものとする(第15図10․11)。断
東大寺要録 巻二、及び 続日本紀の天平二十年二月壬戌条に叙位の記録が残るという。
｢民間私富の導入｣と考えられ、｢売位のかたち｣である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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面形状では薄い長方形状となる。

第15図 紡錘車断面形状の類型(10：石製、他：土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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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類は断面形状が台形状(第15図12)で、日本では ｢截頭円錐形｣と呼称されるもので
ある。F類は韓半島南部では極めて少ないが、日本の古墳時代後期には、一般的に認
められる断面形状である。

紡錘車として再利用されたものは、元の素材から各々土器P(pottery)、瓦R(roof
tile)、石製品S(stone implement)の3種類に分類する。中心部に穿孔される形状のもの

全てが、紡錘車という用途で再利用されたかという問題点はある。穿孔の直径は誤
差を考慮して1.2cm以上のものについては、紡錘車としての用途ではなく、穿孔用等
の弾み車(flywheel)や舞錐等の紡錘車形工具が考えられ、瓦再利用の弾み車RW(roof
tile

flywheel)類として、第Ⅲ章3項で改めて検討する。石製紡錘車として報告されて

いるものについても、再利用の紡錘車であるかどうかの基準から検討を加える。その

際、孔径が1.2cm以上であるものは、石製の穿孔用等の弾み車や舞錐(stone flywheel)
としてSW類とする。

第Ⅲ章第1項で述べるとおり、定形紡錘車を含めて90gを超える重い再利用紡錘車
は、織布用の糸ではなく、魚網用等の太い糸を紡いだ可能性もあるが、RW類と認め
られたものを除き、紡錘車として扱う。

円形土製品は、瓦を再利用したY類、土器を再利用したものをZ類とする。
紡錘車は断面形状の違いの他に、材質の違いがある。土製、石製、木製、鉄製、
骨製である。今回対象とした韓半島南部地域の紡錘車には、木製、鉄製は認められ
ず、基本的には土製と石製である。グラフでは土製を黒色、石製を灰色に分けて分

類しているが、念のため、石製と記している場合がある。骨製は、今回は1点のみ(第
1表123)が異形骨角器として報告されている。木製紡錘車も含めて今後、資料が増え
ることも考えられる。

2. 新羅․伽耶の紡錘車
紡錘車の重要な属性のひとつである重量は、紡ぐ糸の太さと種類に関係してい
る。ここでは重量を中心にして各遺跡の様相をみてゆく。韓半島で紡錘車の重量が

計測されているものは、極めて少ない状況である。筆者が計測した紡錘車の点数も
多いとはいえないが、報告書に記載された重量等も合わせて活用することで、韓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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島の紡錘車に関して、一定の見通しを示すことができる。また、ごく限られた点数で
はあるが、土器や瓦の再利用による円形土製品についても、紡錘車との関係を重

量、孔径等から検討を試みる。
1) 嶺南地域の各遺跡の紡錘車

韓半島南東部の嶺南地方を中心にして、遺跡ごとに紡錘車の出土状況と重量、大
きさについてみてゆく。ここでは特に重量等でデータが揃っているものと、集落遺跡

出土の紡錘車を中心にデータ化して、グラフと表にまとめて説明を加える。それ以外
の墳墓等の遺跡から出土した紡錘車等については、一括して第1表にまとめ、第Ⅲ章

１項で検討する。また、重量に関しては、欠損部分がある際には復元推定値、孔径
については、断面で最小値を計測して掲載している場合と、報告書に記載された数

値をそのまま使用した場合がある。直径は最大径を計測している。
報告書の孔径の計測値は、上下面の最大径を計測している場合が大部分である
が、改めて最小値を再計測しているものもある。なお、直径と厚さについて、今後、

法量という用語で置き換えることがある。また、第16․17․19～25図、37～40図は第
2表の凡例に従っている。

① 蔚山地域青銅器時代の7遺跡(蔚山泉谷洞遺跡Ⅰ․Ⅱ、蔚山仁甫里遺跡、蔚山屈
火里長剣遺跡Ⅱ、蔚山茶雲洞遺跡、蔚山孝門洞遺跡Ⅰ、蔚山梅谷洞遺跡Ⅲ、第13図
2、第16․17図)

上記の７遺跡は、蔚山の青銅器時代の集落址で、報告書に記載されている重量に
基づき、紡錘車についてまとめて比較検討したい。紡錘車は、全て竪穴住居址から
検出されている。
․蔚山泉谷洞가재골遺跡Ⅰ․Ⅱ83)(第1表222～236、第16図)
15点の全てが土製紡錘車である。断面形状笠形を基調とするA類4点、長方形D類

１点と、薄い円盤状であるE類が10点であり、E類が多いことが特徴である。重量か

83) A蔚山文化財研究院 蔚山泉谷洞가재골遺跡Ⅰ, 2007年
B同 蔚山泉谷洞가재골遺跡Ⅱ, 2008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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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圖 蔚山泉谷洞遺跡ⅠㆍⅡ

第17圖 蔚山仁甫里Ⅱ、屈火里長劍Ⅱ、茶雲洞、孝門洞Ⅰ、梅谷洞遺跡

らみるとE類には、30～40g、直径5cm代の軽量と、50～80g、直径5.4～6.4cmのやや

重いものとの2つに大きく区分できる。この遺跡のE類紡錘車は、重量から2種類であ
ることがわかる。

․蔚山仁甫里번답들遺跡84)(第1表237～239)、蔚山屈火里長剣遺跡Ⅱ85)(第1表240
84) 蔚山文化財研究院 蔚山仁甫里번답들遺跡, 2008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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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蔚山梅谷洞新基遺跡Ⅲ86)(第1表243)、蔚山茶雲洞436－5遺跡87)(第1表244․
245)、蔚山孝門洞栗洞遺跡Ⅰ88)(第1表246)
これらの5遺跡からは、土製紡錘車3点と石製紡錘車7点が出土している(第17図)。

土製紡錘車は、仁甫里遺跡から断面長方形D類1点、屈火里長剣Ⅱ遺跡から断面笠状
A類(表240)と、円盤状E類(表241)が各1点検出されている。石製紡錘車は全てE類で、
5遺跡から出土している。土製のD類1点を除き、重量は40～80gの範囲であり、蔚山

泉谷洞가재골遺跡Ⅰ․Ⅱの50～80gを中心とする重い方のグループと、重量範囲で近
似する。
石製紡錘車は法量では、土製に比べ直径がやや大きく、薄い形状といえるが、重
量では土製紡錘車と分布域がほぼ一致する。したがって、重量からみると土製と石
製の紡錘車では、特に紡ぐ糸の種類が区分されていたとは考え難い。
② 昌原東中学校遺跡
昌原東中学校遺跡は、古金海湾西端に位置する遺跡(第13図9)で、原三国時代、三
国時代には古金海湾の海水面上昇による洛東江の氾濫で湿地化した低地に面した遺
跡である。2007年と2008年に東亜細亜文化財研究院によって、発掘調査が行われて
いる。2007年の調査89)では、丘陵斜面部と低湿地部で高床式建物検出されている。

出土遺物は3世紀中頃から統一新羅時代までと長期間にわたり、多数の土器、木製
品、動物骨、及び日本の土師器と近似する土器が発見され、日本と関係が深い遺跡
である。2007年の調査により、5世紀前半～6世紀代の紡錘車13点、2008年の調査90)
蔚山文化財研究院 蔚山屈火里長剣遺跡Ⅱ, 2006年
蔚山文化財研究院 蔚山梅谷洞新基遺跡Ⅲ, 2007年
蔚山文化財研究院 蔚山茶雲洞436－5遺跡, 2005年
蔚山文化財研究院 蔚山孝門洞栗洞遺跡Ⅰ, 2006年
A裵徳煥、趙相勲 昌原東中学校新築敷地内文化遺跡試掘調査報告書, 2006年
B東亜細亜文化財研究院、同 昌原東中学校新築敷地内遺跡発掘調査現地説明会 東亜細亜文
化財研究院現地説明会資料集91,2007年
筆者は東亜細亜文化財研究院調査担当者の趙相勲氏と権貴香氏から説明を受け、紡錘車につ
いて観察及び計測を行った。なお、兪炳琭 ｢最近の成果からみた嶺南地域の4～5世紀の三国
時代集落｣(日韓集落研究－生産集落と集落遺跡－ 日韓集落研究会2008年)では、新方里遺跡
とされている。
90) 2007年の調査の詳細及び2008年の調査については未発表であるが、東亜細亜文化財研究院の

85)
86)
87)
88)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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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は3世紀後半～4世紀前半の紡錘車17点、土器再利用円形土製品1点の大部分が低湿

地部から出土している。2回の調査で検出された代表的な紡錘車の一部について、断
面形状C․D․E類の写真を掲載する(第18図1～5)。
昌原東中学校신축부지내遺跡
2007年の紡錘車(第1表423～435、

第19図)は、5世紀前半～6世紀代
までと時期幅があり、出土状況か
らは時期が特定できない。13点全
てが土製である。このうち断面形

状六角形C類は10点、長方形D類
が3点である。C類は成形、調整が

丁寧なものが多く、そのうち1点
は、赤褐色顔料が塗彩されている
(第18図3)。直径は2.5～5.5㎝、重

量は8.9～83gと幅がある。断面長

第18図 昌原東中学校遺蹟出土紡錘車の類型

方形D類のうち２点は、特に小型軽量(約9g)である。C類には、65g以上の重い紡錘車
が2点認められる。

昌原東中学校遺跡신축부지내2008年調査(第1表436～453、第18図1․2․4․5、第
20図)では、3世紀後半～4世紀前半の紡錘車が17点、円形土製品1点が認められ、紡

錘車は石製1点を除き土製である。土製紡錘車は断面形状長方形D類(第18図5)9点、
六角形C類(図2)が7点、円盤状E類(図1)1点である。石製紡錘車は長方形D類1点のみ
である。
2008年の調査では、直径3.8～4.5cm、重量35～50gの範囲に比較的まとまりをも
つ。種類別では、土製紡錘車で断面長方形のD類は直径3.0～4.5cm、重量35～43gの

範囲に6点、C類は直径3.8～4.5㎝、重量40～50gの範囲に多い傾向がみられる。土器
再利用円形土製品Z類の1点は、紡錘車としては最軽量のものと近似する重量で、穿

辛勇旻理事長より、紡錘車について発表の許可をいただいた。記して感謝し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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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圖 昌原東中學校遺跡2007

第20圖 昌原東中學校遺跡2008

孔すれば紡錘車としての用途に使用可能である。
2回の調査を併せると、直径3.5～4.5cm、重量35～60gに集中する傾向がある。一

方、小型軽量の直径2.0～3.5cm、10～35g未満のものも少数認められD類が多い傾向
がある。参考値として、魚網の土錘2点(＋)を第20図に記したが、重量の点では個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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差が大きい。小型の紡錘車と比較すると、27.8gの軽い土錘は、紡錘車の軽量のもの
と分布が重なる。

青銅器時代に比較し、3世紀後半～4世紀代の紡錘車は、小型軽量化して紡ぐ糸の
種類や太さも変化したと推定できる。
③ 金海府院洞遺跡91)(第1表128～176、第13図6)
古金海湾の南西に位置し、3世紀後葉～5世紀前葉の遺跡であり、紡錘車は4世紀前
葉～5世紀前葉を中心とするものである。A地区(第1表128～145)、B地区(第1表146～
152)、C地区(第1表153～176)の3地区で発掘調査が行われ、日本の土師器と推定され
る土器を含む多数の土器と、44点の土製紡錘車が検出され、重量が報告されている

重要な資料である。5点の土器再利用円形土製品(表152～156)についても重量が記載
され、土製紡錘車との比較検討が可能である。A地区は層位発掘が行われている92)。

断面形状六角形のC類が大部分を占め、次に長方形D類である(第21図)。A地区(第1
表128～145)は、4世紀前葉～5世紀前葉の紡錘車C類が多数、C地区では、3世紀後
葉～4世紀代のC類とD類が多数検出されている。3点の円盤状E類の直径は各々異な
るが、重さは凡そ25～30ｇという一定の範囲である。D類は、A地区出土の90ｇの1点
を除き、重量40～50gの範囲である。C類は74ｇ以上の3点と20ｇ以下の１点を除く25

点では、ほぼ30～60gの範囲に収まり、特に40～50ｇに集中する(第21図)。
土器再利用円形土製品Z類5点(第1表152～156、第21図)のうち、軽量の3点は紡錘
車よりも軽く、魚網の土錘としての用途も推定できる。これ以外のやや重量のある2
点は、穿孔すれば紡錘車としての再利用が可能である。
3地区全体をみると、4世紀代～5世紀前葉の紡錘車は、C類が大部分を占め、重さ
40～50g、直径3.5～4.8cmのものが多いことから、一定の規格で作られていることが

推定できる。また、少数ではあるが、70g以上の重さのあるものと20gの軽いものも認
められる。重さにより紡錘車を使い分けていた可能性をこの遺跡でも指摘できる。

91) 沈奉謹 金海府院洞遺跡 東亜大學校博物館, 1981年
92) A区Ⅰ層からⅤ層、C区の年代は、坂野和信氏の｢陶質土器の成立と倭系土器｣(東亜文化 第6
輯, 2009年)の土器年代観によるも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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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1圖 府院洞遺跡AㆍBㆍC區

④ 新羅王京93)(第1表21․23～91、第13図１、第22図)
今回検討した紡錘車は、土製、石製と主に瓦を再利用したものである。瓦再利用
の紡錘車の多いことが、新羅王京の特徴である。新羅王京は統一新羅の都であり、
その後の時代にも継続するが、中心となる年代は７世紀後半以降、統一新羅時代の8

世紀から9世紀と推定される。新羅王京では、瓦再利用紡錘車(筆者の分類ではR類に
該当)が多く認められる一方、定形紡錘車も一定数みられる。しかし、定形紡錘車
も、作りが丁寧ではないもの(第1表75․76)がある。古い時代の混入等と推定できる

紡錘車を除くと、断面長方形の土製D類5点(第1表56․64～67)、石製6点(表68․69․
72․73․75․76)、土製C類1点(表61)、B類1点(表63)である。後述する泗沘都城․軍

守里地点(表493～499)、扶蘇山城では直径6.0㎝、厚さ2.7cm、134g(表500)という重
いものがある。同様に新羅王京でも、定形紡錘車で直径約4.5cm、厚さ2.5cm以上と
いう大型のものは石製で4点(表69․72․75․76)、土製で2点(表61․63)認められる。

土製紡錘車の重量は実際に測定できなかったが、他の遺跡から出土している土製紡

93) A国立慶州文化財研究所 新羅王京発掘調査報告書Ⅰ, 2001年
B韓国文化財保護財団 慶州北門路王京Ⅱ 韓国文化財保護財団, 200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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錘車の直径と厚さから比較すると、大概50ｇを超えるものが多いため、新羅王京も
同様に類推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定形紡錘車には重いものが多いことがうかがえ
る。

第22圖 新羅王京

新羅王京の特徴である多数の瓦再利用紡錘車R類のうち、報告されている33点につ
いて検討すると、用途は全て紡錘車であったとは限らないといえる。重量の計測は、
わずかに3点のみであったが、3点とも100ｇ以上である(第1表23․27․28、第22図)。

直径が6㎝以上で厚さが1.4cm以上のものは、100gを超える重量と類推できる(第1
表)。瓦再利用の紡錘車R類については、第Ⅲ章3項で述べる。
ここでは、定形紡錘車も含めて、新羅王京では重量のある紡錘車が多いという特

徴を指摘しておく。
2) 紡錘車の生産

紡錘車が焼成された例として、咸安于巨里土器生産遺跡94)(第13図12)がある(第1表
396～412、第23図)。陶質土器を焼成した3基の窯跡と廃棄場等を伴う遺跡である。4

94) 咸安于巨里土器生産遺跡 国立金海博物館, 2007年

한일 방추차의 기초연구

449

世紀中頃～後半の土器廃棄場から、土製紡錘車C類が17点出土している。法量は第23
図と第1表(395～411)の通り、直径4.0～4.5cm、厚さ2.0～2.5cmという、わずか0.5㎝
の誤差に収まる統一規格品である。したがって、これらの紡錘車は、ほぼ同時期に

作られた可能性が高い。重要なことは、窯場で一定の規格をもつ断面六角形C類紡錘
車が、遅くとも4世紀後半頃には既に製作されていたという点である。重量は測定さ
れていないが、規格が揃っているため均一の重さと推定できる。陶質土器が古墳の

副葬品に多用されていることから、紡錘車は生産道具であると同時に、副葬品や供
献品として製作されたことを否定できない。

第23圖 咸安于巨里土器生産遺跡

3. 馬韓․百済の紡錘車
現地で実際に計測した紡錘車を中心に、嶺南地域以外の馬韓․百済の紡錘車と円
形土製品についてみてゆきたい。
① 泗沘都城․軍守里地点95)、扶蘇山城96)(第1表493～500、第13図26)
百済の最後の都が置かれた泗沘都城内の軍守里地点、及び扶蘇山城の紡錘車と円
形土製品は、6世紀中葉～7世紀後半とみられる。扶蘇山城の紡錘車は、1点の重量測
定である。
95) 泗沘都城－陵山里と軍守里地点発掘調査報告書－ 忠南大學校百済研究所他, 2003年
96) 扶蘇山城発掘調査報告書Ⅴ 国立扶餘文化財研究所, 2003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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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守里地点では、土製紡錘車で断面六角形のC類1点(第1表495․第31図9)と、石製
円盤状E類(表494․第31図13)と土製(表493․第31図12)各1点が認められる。重量は土
製E類(図12)が105.7g、石製E類は71.8g、土製C類は74.8gである。土製E類(図12)は中
心の穿孔の他に、穿孔が途中まで行われた痕跡が明瞭である。また、一面には布目
痕が認められ、この時期としては類例がない。扶蘇山城出土の土製紡錘車D類1点(表
500․第31図11)は、直径6.0㎝、134gと重い大型品である。

軍守里地点出土の円形土製品は、2点が瓦再利用Y類(第1表496․497)で、重さは
各々52.8gと70.4gである。土器再利用品Z類(表498)1点は、直径6.0㎝、51.5gで、日本
製の須恵器甕の胴部再利用品とみられている。
泗沘都城に百済の都が移る以前の公州公山城百済推定王宮址(第13図28)97)出土の
土製紡錘車D類3点(第1表502～504)、石製E類1点(表501)と法量を比較すると、軍守里
地点の紡錘車は法量がやや大きい。公山城百済推定王宮址は、直径3.5～5.6cm、厚
さ0.6～2.1cmであるが、泗沘都城等では直径5.0～7.0㎝、厚さ0.9～2.7cmである。泗

沘都城等の紡錘車は、より重いと推定できることから、時期が下ると定形紡錘車の
重量が増す傾向がうかがえる。
即ち、新羅王京と同様に泗沘․公山城等の都城でも、太い糸や紐等の需要があ
り、これに対応した道具として重い紡錘車を使用していた可能性が高い。

② 扶餘 論峙祭祀遺跡98)(第1表510～558、第13図27、第24図)
丘陵上の祭祀遺跡であり、時期は1世紀後半～3世紀前半の原三国時代後半を中心
に、一部4世紀前半とみられる。祭祀坑15基、祭祀に関係する帯状坑遺構等から土製

紡錘車30点、石製紡錘車19点の他に、土器、鉄製農具や拍子(土器製作時の当て具)
等が検出されている。報告書では農業祭祀の一つで、豊饒を祈願する遺跡と推定さ
れている。拍子は土器生産と密接に関わる道具であり、紡錘車と共に手工業生産に
も関わる祭祀が行われたと考えられる。紡錘車の重量に関するデータはないが、この

遺跡以外に多数の紡錘車を使った祭祀遺跡は、筆者の知る限り見当たらないため、

97) 公山城百済推定王宮址発掘調査報告書 公州師範大學校, 1987年
98) 扶餘論峙祭祀遺跡 国立扶餘博物館, 200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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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径と厚さについて検討を加える。

第24圖 論峙祭祀遺跡

土製紡錘車の大多数は、断面形状が六角形C類(第28図6)と一部長方形D類である。
石製紡錘車の断面形状は、六角形C類と長方形D類(第28図11)及び、一部円盤状のE類
(第28図13)である。第24図に示す通り、石製紡錘車は直径3.4～4.7㎝、厚さが0.8～
1.7cmに集中する。土製紡錘車の多くはC類で直径3.0～4.0 cm、厚さ1.0～2.4 cmの範

囲に多く認められ、一定の範囲にまとまる傾向がある。加えて土製、石製紡錘車の
両者とも近似する大きさであることから、時期差があまりない可能性が高い。
生産用具の紡錘車が祭祀で多数使用された理由については、現在、明確にできな
い。しかし、①布生産に関する祭祀が行われていた可能性を推定できる。②単に稲

作や畑作の収穫物の豊饒だけでなく、付加価値の高い上質の布の増産を祈願した祭
祀遺跡の可能性がある。即ち、③土器生産と共に手工業と関わる布生産が、当時の
この地域社会では、重要な意味をもつことが挙げられ、扶餘では特筆される遺跡で
ある。

③ 아산牙山葛梅里(Ⅱ区域)遺跡99)(第1表486～492、第13図29、第25図)
原三国時代から三国時代を中心に、泗沘時代までとされる遺物包含層からは、土
99) 아산牙山葛梅里(Ⅱ区域)遺跡 34冊忠清南道歴史文化院, 200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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製紡錘車34点が出土している。このうち7点について、重量を測定した結果を報告す
る。3点の断面形状は六角形C類、残り4点は長方形D類である。特に指定して測定し
たものではないが、重量は30～40gに5点が集中し、その直径は約4.5㎝、厚さは1.3cm
である。泗沘都城に比較すると、形状及び小型という点から、これらの7点は、泗沘

時代以前の原三国時代から三国時代中期を中心とする紡錘車の可能性が高い。

第25圖 아산市牙山梅里(Ⅱ區域)遺跡

Ⅲ. 紡錘車と紡織技術の変容
1. 青銅器時代から統一新羅時代の紡錘車の変遷
前章では、集落遺跡出土を中心とする紡錘車について、形状と重量を中心に検討
した。この項では墳墓等から出土した紡錘車を含む韓半島南部地域を中心に、第1表
に記載した円形土製品等を除く紡錘車534点について、各時期別の重量、次に法量と

形状を中心にして、さらにその特徴と時期別変遷をみてゆく。紡錘車の約3割以上
は、墳墓から検出されたもので、三国時代は特に多い。第1表には、第Ⅱ章で既述し
た紡錘車も含まれている。この表で孔径に ｢未貫通｣としているものは、穿孔の痕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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が認められるものである。また、報告書で円形土製品とされているものも、第1表に

参考資料として掲載している。
今回の紡錘車の分類と集計は、韓半島の一部の紡錘車であることは否めないが、
この地域の主要な特徴と傾向を捉えることが重要と考え、分析を試みる。紡錘車の

出土状況と類型化を通して、韓半島南部の紡織技術について変遷過程の大要を把握
する。同時に、その社会的背景を素描するための基礎資料としたい。
ここでは、青銅器時代から統一新羅時代までの紡錘車を第Ⅱ章の形状の類型(第15

図)にしたがって分類し、その時期別変遷を示す。青銅器時代は第26図、原三国時代
前半は第27図、後半は第28図である。三国時代は三期に区分し、前期(第29図)、中期
(第30図)、後期(第31図)である。また、6世紀中葉～7世紀、8世紀～9世紀は第32図で
あり、樂浪郡は第27図にまとめる。これらの図に関する説明は、本章の2項で触れた
い。
1) 紡錘車の重量の変遷(第34図、第3表)

重量が判明している紡錘車は、第1表の円形土製品等を除く534点中約160点、30％
である。この160点について、時期ごとに紡錘車の重量と直径の平均値を算出した。
その大部分を土製紡錘車が占める。石製紡錘車は計17点であり、青銅器時代が14

点、三国時代の3世紀後半～4世紀前半、5世紀前半～6世紀代と、6世紀中葉～7世紀
後半が各々1点のみであるため、特に土製、石製の区別はしていない。青銅器時代に
関しては、石製紡錘車と土製紡錘車の重量差をみると、石製が1.6g重いが、小差で
ありわかり易くするため、土製と石製に区別しない。

第1表371～380の密陽校洞遺跡100)については、報告書では ｢円盤形土製品｣として
いるが、中心に穿孔が施され、孔径は0.4～0.8cmであるため紡錘車として扱う。

各々の時期、時代において点数の過多(第1表․第3表)があり、また、平均値は実態
の一部を反映しているに過ぎない。第3表をみると重量が判明している紡錘車が多い

時代は、青銅器時代、及び4世紀である。また、朝鮮時代は1点、8世紀から9世紀の
瓦再利用は3点と偏りがある。しかし、資料点数が限られている現段階では、平均値

100) 密陽校洞遺跡 密陽大學校博物館, 200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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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よる分析を行い、全体の様相を把握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と考える。
ここでは以下の通り、紡錘車の時期別平均重量についてグループに分けて説明す
る(第34図)。平均重量と平均直径から紡錘車をみると、大きく4つのグループに分け
ることができる。まず、第1のグループは青銅器時代の紡錘車で、直径が6.0㎝、重量
は53.4gと大型で比較的重い。青銅器時代に特徴的なE類は、材質の異なる土製と石

製で作られているが、重量は2種類とも54g前後である。したがって、土製․石製では
材質や断面形状が異なるにもかかわらず、製作時には直径と厚さの調整を行い、一
定の重量範囲を目的として加工されたと考えられる。いずれにしても、大型で重量
のある紡錘車を使用し、比較的太い糸に撚りをかけたものとみられる。

第2のグループである原三国時代前半に該当する1世紀前半は、青銅器時代とは異
なり、平均重量約10g、直径約3cmへと変化する。青銅器時代に比較すると平均重量
は約1/5である。原三国時代前半に紡錘車の大きな変容を読み取ることができる。

第3グループは、3世紀後半以降、主に三国時代を中心とするグループであり、重
量が判明している紡錘車のうち約66％を占めている。平均重量が約21gの3世紀後半
以降は、大概、時代が下るにつれて重くなる。そのなかで4世紀前半の紡錘車は、3
世紀後半より30g以上重く、平均約55gであり、このグループの中では、最も重い傾
向である。4世紀前半以降には、平均重量が30～60gの範囲で一定の重さの紡錘車が
認められる。
このように、第3グループの主たるものは三国時代に該当し、20g～60gの範囲であ
り、織布用の紡錘車と考えられる(第34図)。

第4グループは最も重量があり、6世紀中葉～7世紀後半の定形紡錘車と8～9世紀、
及び朝鮮時代の瓦再利用紡錘車(R類)である。この最重量グループは、新羅王京(8～9
世紀)や朝鮮時代の瓦再利用紡錘車(R類)と時期も地域も多少異なる、百済の都城周辺
地域である泗沘都城や扶蘇山城から検出された定形紡錘車(6世紀中葉～7世紀後半)
が該当する。E類2点、C類、及びＤ類各1点である。このグループでは、新羅王京出

土の瓦再利用(R類)紡錘車が最も重い。第Ⅱ章第2項の新羅王京でも述べたように、R
類全てが織糸用の紡錘車とは限らないが、都城では重量のある紡錘車が使用されて
いたと推定できる。
このように重量からみると時期の下降と共に紡錘車は大型化し、重くなるだけ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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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く、定形のものから再利用の紡錘車へと、質的に変化する傾向を読み取ることが
できる。
2) 紡錘車の法量の変遷(第1表、第35図)

紡錘車の各時期の分類と様相を比較するためには、直径と厚さによる法量データ
では限界がある。しかし、重量の判明している紡錘車が少数である現状では、法量
データも使用せざるをえない。重量と直径のデータによる紡錘車の分析は、より明確
に紡錘車の属性を区別して表すことができる。しかし、法量による分析結果とも一

定の相関関係が認められる。今後、韓国の紡錘車の重量データが増加すれば、より
明確に各時代の紡錘車の特徴と傾向が顕在化すると考えられる。
法量による平均値を時期別に表した第35図では、重量と直径の第34図ほど明瞭で
はないが、5グループに大別できる。第34図に比べ第35図の資料点数が多く、第34図
には欠けている樂浪郡と7世紀後半等の紡錘車が、第35図の第4グループに属してい
る。また、第34図では最重量グループであった6世紀中葉～7世紀後半の定形紡錘車
が、第4グループとなる。

第1グループの青銅器時代は、定形紡錘車のなかでは法量が最も大きいことがわか
る。第2グループは1世紀前半、及び原三国時代前半で、青銅器時代に比較して、急

速に法量が小さく変化している。特に直径は約半分となる。
第3グループは三国時代を中心とし、原三国時代後半、6世紀末葉～7世紀初頭も含
む。このグループには、最も多くの紡錘車が属し、さらに法量から2つに小区分する
ことが可能である。法量が小さい紡錘車は主として2世紀前半、3世紀前半、同後

半、3世紀後半～4世紀前半である。また、4世紀前半以降から7世紀初頭の定形紡錘
車を大型の紡錘車として括ることが可能である。特に4世紀～6世紀代は直径4.1～
4.5cm、厚さ1.9～2.2cmにまとまっていることから、一定の規格で紡錘車が作られて
いたことがわかる。即ち、大概の傾向として、時期が下るにしたがって法量も大きく
なる。

次の第4グループは、樂浪郡の8点を含み、6世紀中葉～7世紀後半以降の都城から
出土した主に定形紡錘車が属するグループである。6世紀中葉～7世紀後半は百濟公
山城、泗沘都城や扶蘇山城、舊衙里遺跡の計3点と新羅王京から出土した8世紀～9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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紀の石製容器再利用1点、及び8世紀～9世紀の定形紡錘車13点である。このように出
土した遺跡の性格から、大型の第4グループは都城型紡錘車と呼称することがある。
第5グループは、瓦再利用紡錘車(R類)である。8世紀～9世紀の新羅王京と朝鮮時
代が属し、他の定形紡錘車のグループとは格段に大きな直径と厚さをもつ。また、2
項の新羅王京でも指摘したように、紡錘車として報告書に記される瓦再利用紡錘車
33点全てが紡錘車とは限らない。5点は、紡錘車ではなく別な用途として、穿孔用の

弾み車等であることを第Ⅲ章3項で検討している。したがって、第35図では、紡錘車
ではない5点を除いた数値を示している。

時期別に法量をみると、青銅器時代の平均直径5.8cm、厚さ1.１cmの大型紡錘車か
ら、原三国時代前半には直径約3～3.6cmと大概、青銅器時代の直径の半分で、厚さ

約1cmの小型紡錘車へと大きく変化する傾向が認められる。
原三国時代以降～7世紀初頭までの定形紡錘車は、樂浪郡を除き、直径3.6～4.6
cm、厚さ1.3～2.4cmという範囲で、全体の約66％の点数を占める第3グループとして

区別できることが特徴である。この第3グループは各時期の法量の平均ではあるが、4
世紀後半と6世紀後半から7世紀初頭が大きい。また、一定の範囲の中で、紡錘車の
法量が多様であることから、紡ぐ糸の太さと性質に合わせた何種類もの大きさの紡
錘車を使用していた可能性が高く、紡ぐ糸に対応した多様な織布が生産されていた
と考えられる。

第4グループは時期が異なる樂浪郡、6世紀中葉以降、8世紀～9世紀が含まれる。
基本的には大型の定形紡錘車で、樂浪郡、及び扶餘や公州、新羅王京の都城型紡錘
車である。
樂浪郡については、原三国時代～三国時代前期までと時期幅をもつが、石製紡錘
車が多いことが特徴である。また、石製で断面台形F類という、類例のわずかな紡錘
車が1点ある(第1表559)。樂浪郡は中国との窓口として、官人層をはじめ、多くの文
物、技術が韓半島へ直接導入されている。漢代には第Ⅰ章2項で既述したように、麻
用の斜高機、地機、高機が中国で使用されていることから、織物工人や紡織関係の
機等の道具も含めて、樂浪郡には点的に導入された可能性が高い。樂浪郡周辺の上
位階層の墓には絹織物、織物が副葬されている101)。
しかし既述の通り、わずかな点数の紡錘車を除けば、織機の部品等は現在まで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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見されていない。また、布絹製品は中国本土との交易等を通して入手が可能であ
る。このため、現段階では樂浪郡についても、韓半島で布生産が行われていた可能

性を指摘するに過ぎず、また、中国漢代の紡織技術が、どのような経路で韓半島南
部へ普及したかについても未解決である。
第5グループは、朝鮮時代と8世紀～9世紀の新羅王京から出土した瓦再利用の紡錘
車が含まれる。新羅王京では、大型紡錘車が王京の建物の瓦を再利用して、現地で
製作及び使用されていたことがわかる。
3) 紡錘車の変革

各時期の紡錘車の重量及び法量との関係をまとめて概観すると、二つの大きな変
革期が認められる。
まず、第1は大型で重量のある青銅器時代から小型軽量の紡錘車へと変化する1世

紀前半である。青銅器時代の太めで強い糸から、繊細で極細の糸を紡錘車で紡ぐ傾
向に変化した可能性が高い。あくまで推測の域を出ないが、中国の紡織糸の変遷を
参考にすると、韓半島南部の青銅器時代では葛布等を主に紡ぎ、次の原三国時代以
降には、麻や苧麻、あるいはごく一部の絹糸を紡いでいた102)可能性がある。
第2は6世紀中葉以降～7世紀後半である。この時期は第34図の重量をみると、重量
のある第4グループに属している。法量(第35図)でも直径の大きい第4グループであ
り、このグループは三国時代を中心とする第3グループとは隔絶していることが特徴
である。6世紀後半～7世紀代において、紡錘車は大型化し、重量が増加しているこ
とから、紡錘車の紡ぐ対象が大きく変化した時期といえる。

紡錘車全体のなかでみると、重量は60g以下と90g以上に大別できる(第34図)。この
2種類の紡錘車の間には、大きな性格の差が指摘できる。7世紀以前の紡錘車では、

青銅器時代の平均値53.4g及び、第3グループの4世紀前半の54.5gが最も重い傾向であ
る。90g以上の6世紀中葉～7世紀後半の定形紡錘車、及び8世紀～9世紀と朝鮮時代の

101) 高久註77と同じ
102) 遺存する布の産地同定に問題はあるが、朴允美氏註20Bでは、4世紀から6世紀の伽耶地域出
土の絹織物62点中、わずかに3点について経糸あるいは、緯糸に撚りがかけられていること
が報告さ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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瓦再利用紡錘車を含む最重量グループと、60g以下の青銅器時代等の定形紡錘車を含
む他の3つのグループとの紡錘車には、紡ぐ対象と種類に差異が認められる。今回の

検討結果である第34図から判断すると、織布用紡錘車は、平均重量として60g前後が
一つの基準となりうる。しかし、現段階では重量の資料が限られており、織布用で
はない紡錘車の平均値として、90g以上という数値を一つの基準として提示する。

勿論、個々の重量を第1表でみると、青銅器時代から90gを超えるものは少数認め
られ、魚網の網糸等の紡錘車として使用された可能性は十分考えられる。しかし、8

世紀～9世紀以降には、それ以前の時代とは質的にも性格も全く異なる、重量のある
瓦再利用の紡錘車(R類)が認められることが特徴である。この変化については再利用
の紡錘車として本章3項で述べる。

2. 紡錘車の類型化と変遷過程
本項では第1表及び第26～32図に基づき、紡錘車の断面形状ごとに、青銅器時代か
ら統一新羅時代まで、総体的に各時代の韓半島南部を中心とする変遷過程を把握す
る。また、出土状況は概念図として第36図に示す通り、その動態をまとめる。時期

区分は時代と暦年代の両者の区分を加えて集計している。ここでは紡錘車の各断面
形状の多寡について、各時代と時期区分の基本的な組成(構成)と類型化によって、
534点について数量の変遷過程を概観し、簡明に記述したい。
1) 靑銅器時代(紀元前9世紀頃～紀元前2世紀後半)

․靑銅器時代から初期鐵器時代は、紡錘車の変化が少ないため一括して扱う。青
銅器時代は、第26図に示す通り、A類(1～4)․D類(5～7)․E類(8～10)の三類型が認め
られる。

․A類は形状によって、二つに大別できる。第26図1は上下中央部で膨らみ、2～4
は上面片側のみが膨らむものである。

․D類は比較的直径が大きいもの(図5)と、小さいもの(図7)がみられる。第Ⅱ章で
既述した通り、E類は直径が厚さの約4倍以上という基準のため、D類とE類は大小の
法量分化の可能性が考えられる。

한일 방추차의 기초연구

459

․E類は石製(図9)と土製(図8)を比較すると孔形が異なる。土製は円筒形である
が、石製は上下からの穿孔により、鼓状になるものが多いことが特徴である。

第26図 韓国青銅器時代紡錘車の類型
1：蔚山屈火里長剣遺蹟Ⅱ-5號住居址 2：大邸西邊洞聚落遺蹟Ⅰ-4號住居址 3：蔚山泉谷洞遺蹟Ⅱ-14號住居
址 4：大邸西邊洞聚落遺蹟Ⅰ-41號住居址 5：慶州舎羅里遺蹟Ⅱ-4號住居址 6：蔚山泉谷洞遺蹟Ⅱ-12號住居
址 7：蔚山九秀里遺蹟B地區4號住居址 8：蔚山泉谷洞遺蹟Ⅰ-8號住居址 9：茶雲洞436-5遺蹟7號住居址 10
：孝門洞栗洞遺蹟Ⅰ-11號住居址 (8～10は石製、他：土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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青銅器時代の紡錘車は全般的に薄く、径の大きいタイプであるといえる。第36図
による各時代の出土状況の動態をみると、青銅器時代の紡錘車には、二つの特徴を

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①円盤状E類の紡錘車が最も多く、特に石製のものが他の時
期に比べて多いこと。②他の時期にはほとんど認められない土製の断面笠形状(A類)
が、存在することもこの時代の特徴である。概念図では、青銅器時代が短く表され
ているが、本来は約800年間の長い時代である。したがって見かけ上、比較的紡錘車
の検出点数は多いが、15遺跡の集計で62個体であり、他の時期に比べて多いとはい
えない。
2) 原三国時代
この時代は大別して、前半と後半の二期に区分する。また、樂浪郡の紡錘車につ
いても触れたい。

① 原三国時代前半(紀元前2世紀末～紀元後50年頃、第27図)
․原三国時代前半は、B類(第27図1～3)、C類(4․5)、D類(6․7)、E類(8․9)、F類
(10․11)が認められる。

․青銅器時代に比べて、全体に小型で厚くなる傾向がある。また、断面形状の多
様化による種類の増加にその変化が反映されている。
․円盤状E類を基調とする青銅器時代の紡錘車とは異なる、厚さのある断面楕円状
B類、六角形状C類、台形状F類という、断面形状の種類の異なる紡錘車が新たに出現
することが特徴である。

․B類は直径の小さい第27図1․2がある。
․原三国時代前半のC類は、上下面が狭いものが多く、B類と近似するものがみら
れる。

․D類にも小型のもの(図7)が認められる。
․基本的には土製定形紡錘車の孔形は、円筒形が多い。第27図6は鼓形であること
から、焼成前の成形時に上下方向から穿孔が行われている。

․青銅器時代からの系譜である円盤状E類は、原三国時代前半でも石製(図8)が多
く認め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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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類は、原三国時代にわずかに認められる(図10․11)。

第27図 韓国原三国時代前半紡錘車の類型及び楽浪郡の紡錘車
1：密陽校洞遺蹟7 號木棺墓 2․3： 慶山林堂遺蹟D-Ⅱ地區古墳群205號墳 4：泗川勒島遺蹟Ⅳ層 5․6：泗
川勒島遺蹟Ⅴ-5層 7：昌原茶戸里遺蹟第5次․6次第30號墳 8：慶山林堂遺蹟A-Ⅰ-91號墳 9：慶山林堂遺蹟
A-Ⅰ-122號墳 10․11：泗川勒島遺蹟Ⅴ-3層 12～14：楽浪郡治址の紡錘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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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楽浪土城では、石製のF類(第27図14)とE類(図12․13)がわずかに認められる。F
類は、石製で上面が狭く厚いものである。
このように原三国時代前半は、青銅器時代の系譜をもつ石製E類やD類が一定数み
られる。一方、原三国時代後半以降に、多数認められる断面六角形C類の出現は少数
であるが、この時期の顕著な特徴である。断面楕円形B類もわずかであるが認められ
る。また、韓半島南部地域では、ごく少数の断面台形F類も認められる。このタイプ
は樂浪郡や、原三国時代前半の泗川勒島遺跡において認められる。F類は分布に時代
や地域差の可能性もあり、詳細は不明である。

② 原三国時代後半(紀元後50年頃～3世紀初め、第28図)
․原三国時代後半は、前半とほぼ同様、B類(第28図1～3)、C類(図4～7)、D類(図
8～11)、E類(図12․13)が認められる。F類はほとんど認められなくなる。

․C類(第28図4․5)は、前半とほぼ同じ様相であるが、上下面が広くなる傾向がみ
られる(図6․7)。

․D類は厚くなり、直径がやや大きくなる傾向がある。E類は前半に比較してより
径の小さいものが加わる。D類とE類の形状は近似し、法量分化した大小の紡錘車と
考えられる。
このように原三国時代後半は、青銅器時代の様相とは一変し、断面六角形のC類が

急増することが大きな特徴である(第36図)。このC類紡錘車は、原三国時代後半から
後述する三国時代前期․中期の5世紀末まで、韓半島南部の代表的な紡錘車である。
また、C類の大多数は土製である。原三国時代後半にはD類も増加し、韓国の紡錘車

全体の出土点数も急速に増加する時期である。この他に少数ではあるが、石製のも
のが認められる。

原三国時代後半は、多様な断面形状と種類の構成となり、韓半島南部において、
紡錘車が数量的にも最も多く充実した三国時代へと繋がる紡織技術の時期であった
ことが指摘できる。
3) 三国時代
この時代は前期․中期․後期の三期に区分する。紡錘車の構成は取捨選択されて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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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8図 韓国原三国時代後半紡錘車の類型
1․3․6․11․13： 扶餘論峙祀遺蹟 2：昇州大谷里遺蹟3號住居址 4：大谷里遺蹟44號住居址 5：金海龜旨路
古墳群7號墳 7：昌原茶戸里遺蹟第5次․6次第29號墳 8：慶山林堂遺蹟A-Ⅰ-149號墳 9：慶州隍城洞遺蹟Ⅰ
-4號住居址 10：浦項玉城里古墳群Na地區112號墳 12：泗川勒島遺蹟Ⅱ層 (3․11․13：石製、他：土製)

三国時代より限定された構成となる。しかし、変化の時期幅が短いため、各期をさ
らに前半と後半に分け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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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三国時代前期(3世紀前葉～4世紀末、第29図)
․三国時代前期前半の紡錘車(第29図1～12)は、基本的にC․D․E類の三類型で、
ほとんどが土製である。この時期にはB類が筆者の調べた限りでは認められていな
い。その理由としては、B類の形状はC類の稜のない形状に近似するが、この時期のC

類は丁寧に作られ、稜が明瞭なものが多いことが挙げられる。第29図10はB類に近似
するが、稜が明瞭に認められるため、C類とする。

․D類は前期後半(図17․18)に比べてやや小型のもの(図3․4)がある。
․原三国時代に比較して三国時代の前期前半は、全体的に紡錘車が大型化し、厚
くなり丁寧で入念に作られる傾向が認められる。

․前期のＣ類は稜が明瞭で整ったものが多く、Ｃ類の全盛期ともいえる様相である。
․前期前半に、C類は上下面が広く、径の大きなもの(図6․7)と、比較的厚手のも
の(図8～10)とに分化する傾向が認められる。そして、前期後半にはＣ類の厚さが増
す傾向が指摘できる(第29図14)。

․D類は、原三国時代からの小型のもの(第29図3․4)が前期初めまで残るが、前期
後半には、厚いタイプ(図18)も認められる。
․E類(図19)は原三国時代と同様、D類の小型軽量のものとして使用された可能性
が高い。

․三国時代前期は、原三国時代に比べて重い紡錘車が増加し、紡ぐ対象の糸の種
類や太さが多様になったと考えられる。
․三国時代前期の4世紀代に紡錘車の重量が増すことは、既述したように平均重量
についての第34図、及び平均法量の第35図にも表れている。

② 三国時代中期(5世紀初頭～5世紀末、第30図)
․中期は前期とほぼ同様C類、D類、E類の三類型が認められる。加えて、B類(第30
図1․7․8)がみられる。一方、中期後半(図7～12)には、E類が認められなくなる。前
期に比べて、稜が明瞭でなくなる傾向がある。
․C類は前期と同様、上下面の狭いタイプ(図2)と広いタイプ(図4)が認められる。
․極めてまれな例として、中期前半に土製の紡輪に鉄製の紡軸が装着されたもの
が発見されている(第30図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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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類は中期前半から断面の短辺が直線ではなく、緩い曲線のもの(図5․12)が認
められ、C類と近似する傾向が認められるようになる。

③ 三国時代後期(6世紀初頭～7世紀中頃、第31図)
․この時期の前半にはB類(第31図1․5)、C類(図2․3․6․7)、D類(図4․8)が認め
られる。全体にさらに厚くなる傾向が顕著に認められ、粗雑な作りで重い紡錘車が

増加することが指摘できる。後期後半の扶餘泗沘都城․軍守里地点、扶蘇山城の都
城では、さらに紡錘車が全体に大型化(図9～15)して、重量が増し定形紡錘車が大き
く変化していることが特徴である。

․C․D類は、稜が不明瞭になり、厚さが増す傾向が認められ(図3․8․9～11․14
․15)、楕円状B類(図1․5)と近似するようになる。
․D類は、各時期を通して一定数が認められ、原三国時代後半から三国時代前半に
はやや増加する傾向がある。

․即ち、三国時代後期後半は、全体として中期まで保たれていた定形紡錘車に関
する一定の規格と基準が崩れて粗雑化し、紡錘車自体が丁寧に作られなくなる時期
といえる。

․E類は土製のみごく少数が認められるが、台形F類はほぼ消滅する。
第36図から三国時代をみると、3世紀前葉以降、6世紀中葉までの三国時代前期～
後期前半は、紡錘車全体の出土点数が一層増加していることがわかる。特に、前期
は断面六角形のC類が多数を占め、明確に稜をもつ作りの丁寧なものが多いことが特

徴である。第1表に記載した総点数の半数以上を占めるC類(第15図4～6)について、三
国時代を中心とする約260点の法量分布(第37図)をみると、直径の分布域は3.5～5
cm、厚さは1.5～3.0cmに集中している。つまり、一定の規格性に基づき製作されて
いたことが推定できる形状といえる。第Ⅱ章2項で既述した通り、前期後半に該当す
る咸安于巨里土器生産遺跡(第1表395～411)で、規格性の高い17点の土製紡錘車が、

焼成されていることからも裏付けることができる。
既述の通り韓半島南部では、6世紀後半になると断面六角形のC類紡錘車は激減す
る(第36図)。それに呼応して、紡錘車全体の出土点数も減少し、出土状況が一変する
ことが三国時代終焉の大きな特徴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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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9図 韓国三国時代前期紡錘車の類型
1：大邸西邊洞古墳群20號墳 2：浦項玉城里古墳群137號木槨墓 3：金海會峴里貝塚10層 4：鳳凰臺遺跡
12Trench 5：金海會峴里貝塚5層 6：金海府院洞遺跡遺蹟A地區 7․9：陜川苧浦里古墳群A地區31號木槨墓
8：金海會峴洞遺蹟1號住居址 10：釜山東莱貝塚2次Ⅱ層 11：釜山東莱貝塚Fpit8層 12：釜山東莱貝塚Apit7
層 13․14：咸安干巨里土器生産遺蹟廃棄場 15：髙靈池山洞古墳群45号墳1号石室 16：金海禮安里古墳群138
號墳 17～19：金海府院洞遺跡遺蹟B地區(17․19)․C地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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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0図 韓国三国時代中期紡錘車の類型
1： 陜川玉田古墳群M2號墳 2：咸安道項里古墳群44號墳 3：大邱時至地区生活遺蹟18G-2號竪穴 4：陜川玉
田古墳群20號墳 5：陜川苧浦里古墳群A地區12號木槨墓 6：金海府院洞遺蹟A地區 7：陜川玉田古墳群69號
墳 8：陜川玉田古墳群72號墳 9：陜川玉田古墳群73號墳 10：慶州月城路ka(地區)-14號墳古墳 11：咸安道
項里古墳群54號墳 12：鳳渓里古墳群79號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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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1図 韓国三国時代後期紡錘車の類型
1：陜川玉田古墳群M2號墳 2：金海禮安里古墳群9號墳 3：大邱時至地区古墳群35號墳 4：馬山懸洞古墳群46
號墳 5：大邱時至地区古墳群33號墳 6：陜川三嘉古墳群9號墳下層遺構 7：大邱旭水洞388番地遺蹟 8：大邱
時至地区生活遺蹟29G-3號住居址 9：泗沘都城軍守里地点S-3號十字状遺構 10：公山城百濟推定王宮址建物
址 11：扶蘇山城Ma-2pit 12：泗沘都城軍守里地点SE3pit 13：泗沘都城軍守里地点NE1pit 14․15：舊衙里
百済遺蹟北辺井戸 (13․15：石製、他：土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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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体として三国時代後期には、紡錘車の性格が中期までとは大きく異なることが
指摘できる。紡錘車は重くなり、糸を紡ぐ道具から工作用具等へと性格が変化し、
紡錘車の社会的な意味が異なることが指摘できる。この社会的変容は織糸を紡ぐた
めに、本章5項で述べるように、新たな道具として糸車の導入が推定できよう。
4) 統一新羅時代以降(7世紀後半以降、8世紀～9世紀、第32図)

․7世紀後半以降は、定形紡錘車C類(第32図1)、石製長方形D類(図2)がわずかで、
瓦等の再利用紡錘車(図3～7)が主体となる時期である。
․この時期の紡錘車は、再利用品を含めて重く、特に大型のものが多く認められ
ることが特徴である。したがって、扶餘泗沘都城․軍守里地点、扶蘇山城から新羅

王京に至るまで、紡錘車から都城、官衙としての共通性がうかがえ、都城型の紡錘
車といえる。
․特に8世紀以降の統一新羅時代では、瓦再利用紡錘車R類(図3～6)の点数が急増
することが特徴である。

․瓦の円形土製品としての再利用は、扶餘泗沘都城․軍守里地点で6世紀中葉以降
に認められる。

․1点ではあるが、石製容器再利用S類が認められる(図7)。
․R類(図3․4)は、丁寧な仕上げで断面が定形D類と変わらないものと粗雑なもの
(図5)、及び加工途中で一時的にストック(stock)あるいは、加工を途中で放棄した可

能性があるもの(第32図6)が認められる。
․次項で述べるように、瓦再利用穿孔品の全ての用途が、紡錘車であるとは限ら
ないと考えられる(第33図1․2)。

․土器再利用の円形土製品については、新羅王京では小型軽量品(第33図3)がみら
れる。

․再利用の円形土製品、紡錘車以外の瓦再利用については次項で検討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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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2図 韓国7世紀後半以降、8世紀～9世紀の紡錘車と瓦․土器․石製容器
再利用の類型(註文献93A)
1：土製定形紡錘車 2：石製定形紡錘車 3～6：瓦再利用紡錘車 7：石製容器再利用紡錘車 (新羅王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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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3図 7世紀後半以降、8世紀～9世紀の瓦․土器再利用の類型 (註文献93A)
1․2：瓦再利用弾み車等 3：土器再利用円形土製品 4․5：瓦再利用円形土製品 (新羅王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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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4図 時期別紡錘車平均値(重量ㆍ直徑)

第35図 時期別紡錘車平均値(法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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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6図 韓半島南部地域にける紡錘車の出土状況概念図(動態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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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再利用の紡錘車と円形土製品
1) 再利用の紡錘車

再利用の紡錘車には、大別3種類が認められる。まず、土器破片再利用のP類、瓦
再利用のR類(第32図3～5)、わずかに認められる砥石や石製容器等、石製品の再利用S
類(図7)である。
瓦再利用品のなかには形状が紡錘車と同様に、円形で中心は穿孔されるが、紡錘
車以外の用途である工具の可能性を推定できるものがある。また、紡錘車には織布
用とそれの以外に網などの製作用で、重量のある紡錘車がある。大まかにデータを整
理して基準を示す。ただし、誤差がある場合もあり、重量等の以下の基準を総合的
に判断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
まず、確実に織布用紡錘車ではないと考えられる基準を示しておきたい。①重量
が90gを超えていること、②孔径が1.2cm以上であること。日本の紡錘車の研究成果
と韓半島の紡錘車のデータ(第1表)からみると、孔径が1.0cmを超えるものは、極めて

少ないが、瓦等の再利用として用途が紡錘車の場合は、穿孔時の誤差を考慮する必
要がある。したがって、紡錘車ではないとする孔径は、現状では1.2cm以上であるこ
とを一つの判断基準とする。

即ち、織糸用紡錘車ではないと判断する要素として、まず①の重量が優先され
る。さらに②の孔径(1.2cm以上)の基準を満たすものについては、発火用の舞錐103)や

穿孔の弾み車等で再利用されていた可能性が高いとみられる。
また、直径は7.0㎝を超えていることや、孔形に注意を払うことが必要であるが、

重量や孔径が優先する。定形土製紡錘車の大部分は、片側からの穿孔で円筒形であ
るが、再利用紡錘車の孔形は、瓦のように厚みがあるものかあるいは、硬質の素材
では、破損防止のため、上下から穿孔し、石製紡錘車の孔形と同様に鼓状となる場

合が多い。したがって、再利用の紡錘車の場合、孔形が鼓状であることのみを根拠
にして一概に紡錘車ではないとは判断できないため、注意が必要である。

土器再利用の紡錘車(P類)は、図示していないが、昇州大谷里遺跡(第13図29)にお

103) 佐原註11と同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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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て、青銅器時代後葉から原三国時代の可能性のある2点が挙げられる。

再利用の紡錘車として特徴的なものは、瓦再利用紡錘車のR類である。8世紀～9世
紀に、新羅王京で多く認められる(第32図3～6)。この紡錘車は、法量が大きく重量が
ある。
R類と形状は類似し、孔径が1.2cm以上で、直径の大きなものは、穿孔用の弾み車

等に使用された可能性が高く、RW類(第33図1․2)として区別する。
重量が測定できたものは限られているが、新羅王京出土の瓦再利用の紡錘車と報
告されている(第38図)33点を具体的にみる104)。第38図では、実線の楕円内の孔径が
1.2cm以上である2点(第1表697․698)が、上述の②の孔径や直径の大きさからみる
と、紡錘車形工具として、瓦再利用の弾み車や舞錐のRW類と考えられる。問題は直

径8～9㎝の9点は、紡錘車かどうかの境界域にあたるが、孔径の大きさから、3点を瓦
再利用のRW類(工具)と判断した(第1表692․693․695)。残りの6点は織布用ではない
紡錘車とみられる。ただし、今後資料の増加、及び重量測定結果によっては、境界
域のものは紡錘車ではなくなる可能性もある。
瓦再利用紡錘車R類の平均重量は、3点(第1表23․27․28)の計測値だが100g以上で
ある。朝鮮時代のものもわずかな資料の計測であるが、最重量の第4グループ(第34

図)に属し、法量も最大のグループである。
第38図ではRW類の5点以外の瓦再利用紡錘車R類は、円形土製品51.6g(第1表82、
直径5.5cm、厚さ1.5cm)、(第1表83、直径7.3cm、厚さ1.4cm)を参考にし、第34図の
検討結果を踏まえると、90gを超える重い紡錘車とそれ以下の2つに大別できる。大
まかな基準として90gを超えるもの(法量では目安として直径約6cm、厚さ2cmを超え
るもの)は、麻織物等用の細い糸を紡ぐためではなく、①紐を撚る、②工房等で使用
するための太い糸や紐や縄、③魚網用の糸105)を撚ることが想定できる。7世紀後半

以降には、形状は紡錘車と同様で中心孔をもつが、重量からみて織糸を紡ぐ紡錘車

104) 註93Aと同じ
105) 竹内註５によれば、近世から近代の京都丹後地方では710ｇ、565gといったさらに重い紡錘
車を使って魚網を作っていた例が報告されている。加賀によれば、神奈川県の近代の釣りや
魚網の麻糸では50～270gの紡錘車を使用していたという(註13)。ただし、新羅王京等の都城
では、魚網製作の可能性は低く別な用途があると考え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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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しては、適さないことが指摘できる。

日本の瓦再利用の紡錘車や円形土製品として報告されている例106)は、筆者の調べ
た限りでは、新羅王京の出土例ほど多数は認められない。このような再利用の紡錘

車に関して、日本でもあまり研究が進んでいない状況である。
定形紡錘車においても8世紀～9世紀の新羅王京で、石製紡錘車として報告されて
いる9点では、3点(第1表70․71․74)が孔径1.2cmを越えている。重量は計測されてい
ないが、直径は7.0cm以上、厚さも3.2cm以上(第39図)であり、100g以上の重量があ
ることが推定できる。これらの3点は、前述の瓦再利用品と同様に、穿孔用等の石製
の弾み車SW類として、工作等の用途であった可能性が高いため区別する。

瓦再利用R類は、新羅王京等の都城に多く認められる。瓦は入手、加工し易い素材
で、日常生活等に必要な道具として再利用されたと考えられる。建物に瓦が多用さ
れるようになった時期と地域に限定される。この他には滑石製容器の再利用S類(第32

図7)が認められる。R類は明確な使用目的に合わせて、現地で加工、製作した紡錘車
である。定形の紡錘車とは全く性格の異なる都城型紡錘車といえる。前項で既述の

通り、加工途中でのストックとも推定できる第32図6も認められる。
2) 再利用の円形土製品

円形土製品は、瓦再利用のY類と土器再利用のZ類がある。前述の土器再利用の紡
錘車であるP類、R類との検討も必要となる。
新羅王京出土の土器再利用の円形土製品Z類( 第33図3)には、直径約3cm、厚さ
0.6cmで、重さ8g程の小型軽量品がある。こうした小型軽量品の類例は、第21図の金

海府院洞遺跡に認められ、これらは土錘と報告されている。新羅王京においても、
土錘としての用途の可能性がある。それ以外で直径約4㎝以上の円形土製品の用途
は、紡錘車等を製作する際の穿孔用作業台、遊戯具等が考えられる。大きさや厚さ
106) 國下註7文献では、8世紀末葉の長岡京期の瓦再利用紡錘車が3点掲載されている。石橋茂登
｢飛鳥藤原の円板｣(奈良文化財研究所紀要 2004年)においては、石神遺跡出土の瓦再利用円
板状土製品2点について説明が行われている。この他に、平城京左京二条二坊、三条二坊か
ら円形土製品1点を含めて、8点が瓦再利用紡錘車として報告されている。(奈良国立文化財
研究所平城京左京二条二坊․三条二坊発掘調査報告書－長屋王邸․藤原麻呂邸の調査－
199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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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よって用途は様々であり、当時の人々が再利用の用途を想定し、途中まで再加工
したものを含めて、一定期間保管していた可能性が考えられる。

瓦再利用円形土製品(Y類)は、6世紀中葉～7世紀後半に該当する扶餘泗沘都城内軍
守里地点にみられる。土器再利用の円形土製品(Z類)にも約50ｇと重いものが認めら
れる(第1表498)。円形土製品は8世紀～9世紀の新羅王京でも13点が報告されている。
うち2点は土器再利用Z類で、2点とも約8g(第1表78․79、第33図3)と極めて軽量であ
る。一方、瓦再利用Y類の重量11点は第40図で28.4～94.6g(第1表80～91、第33図4․
5)と重量の範囲は広い。しかし、新羅王京の13点中5点の計測結果からみると、3点は
50～95gであるため、一部のものは一定の重量の規格と目的に沿って加工されていた

可能性がある。その用途の一つとして紡錘車が考えられる。
第38図は、新羅王京出土の瓦再利用紡錘車(R類：×)に関する法量のグラフで、第
40図は、円形土製品のY類とZ類を合わせた法量のグラフである。両者を比較する
と、土器再利用Z類2点を除き、直径約4～8cm、厚さ約１～2cmの範囲で、瓦円形土

製品Y類は瓦再利用紡錘車R類(第38図)と分布域が重複する。
したがって、新羅王京では、法量からY類とR類は有意の関係である。Y類を穿孔す
れば、R類として使用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Y類は紡錘車に再加工するために、蓄
えられたものである可能性が指摘できる。

第37圖 C類紡錘車法量分布狀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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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8圖 新羅王京Ⅰ(瓦再利用紡錘車:R類)

第39圖 新羅王京Ⅰ(石製紡錘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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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0圖 新羅王京Ⅰ(圓形土製品)

6世紀中葉～7世紀後半では、扶餘泗沘都城内の軍守里地点から出土した須恵器再

利用のZ類(第1表498)と、瓦再利用Y類(第1表496)の重量は約50g、直径は約5～6cmで
近似している。また、第1表には記載していないが、原三国時代後半～三国時代中期
の慶州隍城洞遺跡107)では、土器再利用の円形土製品Z類が10点認められる。Z類は厚
さ約1～2cm、直径が約5cmのものと、厚さ1cm未満、直径約3cm以下の大小2種類に

区別できる。新羅王京の大型のものは、隍城洞遺跡特有の土製鎔范片を再加工した
円形土製品に直径と厚さが近似している。
この他に新羅王京で再利用されたものは、蓋として報告された8世紀代の甕胴部破

片の円形加工品がある108)。土器破片を資源として活用する再利用が行われていた事
例の一つといえる。
今回取り扱った資料点数が少ないため、現段階では円形土製品については見通し
を述べるに過ぎないが、各々の遺跡では、ある一定の規格に沿って、円形土製品と
して土器や瓦を加工していることが推定できる。それは各用途に応じた規格品であ
り、加工して再利用する前段階の素材として、円形土製品をストックしている可能
107) 慶州隍城洞遺跡Ⅰ․Ⅱ 国立慶州博物館 2000年
108) 註93A図面64－636である。筆者の実見では、内面が磨耗していることから、蓋としてよりむ
しろ他の用途として再利用されたと考え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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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が高いといえる。その用途は明確にはわからないが、穿孔のための台や遊戯用等
や、瓦の場合は主に紡錘車が推定できる。再利用のため用途に合わせて素材を選
び、再加工し、一定期間蓄えていると考えられる。

今後、円形土製品については、使用痕や付着物の注意深い観察の積み重ねが必要
である。再利用では、素材を保管している点が重要である。

4. 紡錘車と紡織技術の導入
1) 織機と構成部品の役割

織機については、Ⅰ章の2項․3項等で一部触れているが、ここでは各種の織機の
経糸保持方法を重視して分類を行い、その特徴を整理したい。経糸の保持方法を重
視する理由は、織り上がった布の形と長さが経糸に規定されるためである。特に織
り上がる布の長さが重要である。輪状式は約2mに限定されるが、直状式は効率良く

織ることができる機で、十数mの長さに織ることが可能である。布はまず長さにより
価値が決まり、社会的な意味が異なる。
簡単に機の構成部品の名称と働きについて、主に地機の図を参照しながら説明する
(第41図1)。布を織る作業は、機の ｢経送具｣あるいは ｢経巻具｣109)と ｢布巻具｣の間に

経糸をかけ、経糸を上糸と下糸とに分けて緯糸を通すというものである。経糸保持
方式(経糸の張り方)の違い(第43図)と布の巻き取り方の差異によって、直状式の地
機、高機では ｢布巻具｣、輪状式の原始機は ｢布送具｣(第45図)という異なる部品を使
用する。経糸の張力を保つためには、機の種類により大きく二つの方法がある。｢腰
当｣(第41図1)を使用する地機等は、織る人の体に結ぶが、腰当を使用しない高機(第
42圖)は ｢布巻具｣を機台に固定させる。また、緯糸を通す際に、上糸と下糸を ｢綜絖
(そうこう)｣と ｢中筒｣という開口具で分ける。緯糸を経糸に打ち込む道具 ｢緯打具｣と
して、｢刀杼｣(とうじょ)がある。

｢筬(おさ)｣は基本的に二つの役割がある。一つは経糸を整理することであり、二つ
目は緯糸を打ち込むためである。したがって、筬が経糸の整理のみの役割の場合に
109) 織機の部品等の名称は研究者により、名称が異なっているものがある。竹内氏は ｢経巻具｣
とし、東村氏は ｢経送具｣等を使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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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1図 地機と部品の構成 (註文献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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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緯打具｣、及び緯糸を

通すための道具 ｢緯入具｣ま
たは ｢緯越具｣110)が必要にな
る。地機は一つ目の役割の

筬であるため、｢刀杼｣と｢緯
入具｣、あるいは、この二つ
を兼ねる｢管大杼(くだおお
ひ)｣を使用する。経糸の整理
と緯糸を経糸に打ち込むと
いう二つの役目を同時に果
たす効率的な筬の高機(第42
第42図 高機と部品の構成 (註文献5)

図)は、｢緯入具｣の｢杼(ひ) ｣
のみを使う。｢杼｣は｢刀杼｣、

｢管大杼｣ に 比 べ 小形 であ
る。直状式の機に認められ
る筬は、高機を除き、経糸

整理用で緯打具を伴ってい
る。高機の筬は、二つの役

目 を 果 たし 最 も 効率 が 良
い。
第43図 経糸(たていと) 保持方式 (註文献43A)

2) 日本周辺の織機の型式と原始機

日本周辺の各地域の織機に加え、復元された各々の機について整理し、第4表にま
とめる。第4表は織機の属性区分として、腰当、機台、緯打具、及び筬の有無とその

用途として経糸の整理用であるか、緯打具としても使用されたかどうかに注目す
る。この分類に際しては、竹内氏111)、角山氏112)や吉本氏113)による織機の類型の研
110) 竹内氏等は註5で ｢緯越具｣としているが、吉本氏は ｢緯入具｣と呼称する。
111) 竹内註5と同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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究成果を参考にする。
はじめに、日本周辺の機について簡単にみてゆく。経糸保持方式が輪状式の機
は、台湾から中国南部と東南アジアに分布する南方系の腰当てを使用する機(第8図2)
である。腰当てと経送具との間で足を突っ張るようにして経糸を保持し、機台はな
い。輪状式には筬はなく、緯打具で緯糸を打ち込む最も単純な構造の機である。布
は輪状に織り上がるために短く、効率は最も悪い。この機以外の地機や高機は、経

糸が直状に保持される機であり、織り上がった布の形は矩形で、長さは十数ｍを織
ることが可能である。

経糸が直状式のアイヌの機等(第8図1)は、北方系で織り上がりの布を布巻具に巻き
取りながら前進する。
日本の地機は、角山氏によれば、中部地方(長野県)を境にして東日本と西日本の地
機の型式が異なるという114)。｢西日本型｣(第44図1)は ｢東日本型｣(第44図2)に比べ、
比較的大型で機台が傾斜しているため、傾斜型ともよばれている。機台の座りが悪
いため、主に土間で使用され、沖縄、朝鮮半島の民俗例の機と同型であるという。

沖ノ島の宗像神社に平安時代とされる西日本型の金銅製地機のミニチュア115)(長さ
48cm)が残っている(第44図3)。この型式の差異について受容体制の違い、気候等の自

然条件、原料、労働条件の違いであろうとしている。即ち、韓半島の地機は、西日
本の地機と同型の傾斜型であることが理解できる。
アイヌの機や八丈島のカッペタ織りの機には機台はないが、日本及び韓半島の地

機は機台(第41図2)に載せているだけで、切り離すことができる。高機(第42図)は機台
と一体化した布巻具と経送具により経糸が張られ、輪状式と比較して腰当が必要な
くなるという基本的な違いがある。腰当は経糸を保持する部品として、輪状式から

韓半島の地機まで広く使われる。吉本氏は、こうした機を ｢腰機｣として区分してい
る。

112)
113)
114)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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復元された日本の原始
機について整理すると、
第Ⅰ章第 3 項 で 触 れた
が、吉本忍氏と東村純子

氏の輪状式(第6図1․2、
第8 図2)、及び太田英蔵
氏をはじめとする直状式
(第8図1)の二つの型式に

分けられる。東村氏は、
前述した輪状式機に特徴
的 な 部品 である ｢布送
具｣( 第45 図)が遺跡から
木製品として出土してい
ることを指摘している。
したがって、日本の原始

機 は輪状式 と考 えられ
る116)。

布送具は凹形と凸形の
木製品(第45図)で、兵庫
県玉津田中遺跡では噛み
合った状態で出土と報告
されている。この布送具
第44図 西日本と東日本の地機 (註文献33․115)

が、縄文時代晩期～弥生

時代早期の雀居遺跡、弥
生時代初期の奈良県唐子․鍵遺跡第1次調査品(第45図)等にも認められること、ま
た、古墳時代中期前半の群馬県上細井稲荷古墳から出土した石製模造品(第9図)が

｢布送具｣に該当することから、南方系の輪状機(第8図2)が、弥生時代に日本へ導入さ

116) 東村註29と同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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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5図 輪状式機の布送具․縄文時代晩期～弥生時代前期 (註文献43A)

れた原始機であると考えられている。第Ⅰ章で言及したように、筆者は導入ルートと
して韓半島経由であると考えている。

次に、漢代画像石から復元できる機の理解については、吉本氏、東村氏と渡部氏
の三者では違いがある。

第Ⅰ章でも述べたが、吉本氏は漢代の機(第7図1)について、高機と考えている。最
も初期的とする緯打具の ｢刀杼｣のような、大型の緯入具を使用する段階の高機とす
る。東村氏も ｢高機(たかはた)の一種の踏板斜織機｣としている。渡部氏は、漢代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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画像石で四川省成都市西郊土
橋漢墓出土の機織画像( 第7 図
2․3)は、踏み木が一枚で腰当
により経糸を保持する地機であ
ると指摘している。この型式の

機は、現在でも苧麻布用斜織
機に使われているという。中国
の漢代の画像石から復元された
第46図 地機中筒受け (註文献117)

機が、高機かどうか、筆者には

埼玉県池守遺蹟․古墳時代後期

これ以上論じることはできない

が、少なくとも腰当が認められる機(第7図2․3)があるため、漢代に地機が使用され
ていたことは、確実であったことを指摘しておきたい。
また、日本への地機導入については、近年、関東地方埼玉県行田市池守遺跡か
ら、6世紀後半～7世紀とみられる古墳時代後期の地機の木製部品が検出されてい
る117)。開口具の中筒を受ける中筒受け(第46図、長さ66cm、幅8cm、厚さ2.6cm)や緯

打具等である。この時期から、関東地方でも地機が使用されていた可能性は高いと
いえる。

5. 紡織の技術革新と社会の変容
1) 紡錘車の様相と織機
この項では、今まで検討した韓半島南部を中心とする紡錘車出土の様相と、織機

等の導入との関係について整理したい。絹等の動物繊維に関しても検討が必要であ
るが、第Ⅰ章で既述したように絹糸はごく一部だけに撚りがかけられていることか
ら、紡錘車から紡織技術を考察することは、おのずから植物繊維を中心とした紡織
の技術革新を検討することになる。

第Ⅱ章での紡錘車の断面形状、及び種類と構成の検討結果から、韓半島南部社会
117) ｢埼玉新聞｣ 2008年6月7日の記事及び、第41回遺跡発掘調査報告会発表要旨(埼玉考古学会
․埼玉県立さきたま史跡の博物館他, 2008年)に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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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は、二回の紡織技術の革新により社会変容が引き起こされたとみることができ
る。最初は１世紀前半の原三国時代前半であり、二回目は6世紀中葉～7世紀後半で
ある(第34～36図)。

具体的にみてゆくと①青銅器時代は、重量のある円盤形E類が多く、特に石製紡錘
車が多い。②1世紀前半の原三国時代前半終末期には、青銅器時代に比べてより小型
軽量化した、断面六角形C類の土製紡錘車が出現する。C類は三国時代を通して韓半
島の代表的な紡錘車である。その背景には、織機の技術革新が深く関係しているこ
とが推定できる。青銅器時代は比較的太い糸に撚りをかけ、最も簡単な構造の輪状

式の機を使用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
原三国時代前半終末期には、地機の導入が行なわれたと考えられ、紡織技術の画
期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原三国時代後半は、地機の普及の時期であり、布生産が
増大して、その結果、紡錘車が副葬品に加えられるようになったと考えられる。紡錘
車の韓半島南部社会における位置づけに、大きな変化があったという見通しが立て
られる。

次に法量を比較すると、青銅器時代の石製紡錘車は、直径の平均が6.4cm、土製紡
錘車は5.5cmであったものが、土製紡錘車C類が増加し始める1世紀前半には、直径の
平均は3.6cmと小型化する。これに伴い重量も軽くなり、紡ぐ糸もより細いものに変
化したと考えられる。
原三国時代前半終末期には、使用する機の変化に伴い紡錘車が小型․軽量化し
て、青銅器時代とは異なる細い糸が作られるようになる。つまり、多種類の糸が作
られたことと同時に、輪状式織機から地機へという紡織技術に大きな変容が引き起
こされたためと考えられる。三国時代後半には、断面六角形の土製紡錘車が多数認
められることとも一致している。即ち、麻織物等を十数mの長さに織り上げることが

可能となったこと、また、品質の向上、及び生産増加という紡織の革新と社会変容
をみることができる。

原三国時代前半における新たな紡織技術の韓半島南部への導入については、樂浪
郡からのルートのみならず、中国と韓半島との間で行われた各地域の直接交渉によ
る個別ルートという、複数の重層的な導入の可能性を考える必要がある。

原三国時代前半終末期には地機が導入され、原三国時代後半には布生産が増大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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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これは、韓半島南部社会の構造にも大きな変化を与えたと考えられる。現状で
は集落遺跡の報告例が少ないため、木棺墓から木槨墓への変化という墓の構造変

化、及び副葬される農耕具等の鉄器と瓦質土器の器種構成が、格段に豊富になる118)
という社会変化が起きていることを指摘したい。
2) 糸車の導入について

韓半島南部における二回目の社会的画期と変容は、6世紀中葉～7世紀後半以降で
ある。6世紀中葉には、断面六角形の土製C類が激減する。6世紀中葉～7世紀後半の

扶餘泗沘都城内軍守里地点、及び扶蘇山城の紡錘車は、三国時代前期に比較すると
粗雑に作られ、重量は100gを超える。特に土製紡錘車D類に、大型で重い紡錘車が認
められることが特徴である。即ち、6世紀後半以降は、従来の紡錘車による紡織体制
が崩壊する時期であり、その形状、種類、紡ぐ対象に関して大きく変化している。
さらに8世紀～9世紀には、瓦再利用の紡錘車R類が認められるようになる。R類は

特に重く(第34図)、この時代から増加する。また、R類をはじめとして成形不良の紡
錘車が多くなる傾向がある。
6世紀後半の定形紡錘車は重くなり、断面六角形C類が激減して、布用の糸を紡い
だとは考え難い、重量のある瓦再利用紡錘車が出現する紡錘車の変革期である。こ
のような三国時代後期の紡錘車の大きな変革の背景には、中期までの紡織技術が、

革新されて紡織技術が変容す
る様相を推測することができ
る。統一新羅時代以降、韓半

島南部の紡錘車はさらに重く
なり、この傾向が加速され
る。

高麗時代以降の資料は、ご
くわずかしか把握できなかっ

第47図 糸車 (註文献5)

118) 高久健二 ｢朝鮮原三国～三国時代｣ 季刊考古学 第70号雄山閣, 2000年、
坂野和信 ｢弁ㆍ辰韓の形成と古代國家の成立｣ 東亜文化 第9輯東亜細亜文化財研究院,2010
年掲載予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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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が、瓦․土器再利用の紡錘車や円形土製品が認められるのみである。筆者の知る

限りでは、織布用の小型で軽量の定形紡錘車は、ほとんど認められない。
日本では、6世紀後半以降、鉄製紡錘車が出現するが、韓半島南部で鉄製紡錘車が
使用された形跡は認められていない。韓国は日本より技術的に先行し、鉄素材も豊
富な輸出国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鉄製紡茎の例としては、第Ⅰ章1項で既述した通
り、5世紀前半の陜川玉田古墳群木槨墓より出土した土製紡錘車(第30図4)に1例認め
られるのみである。この他には、鉄製紡錘車としての可能性のあるものが1点認めら
れる。

原三国時代前半の昌原茶戸里遺跡119)第35号墳の｢異形鉄器｣とされている、鉄製紡
輪に近似する円盤状の鉄製品1点である。直径4.4cm、厚さ0.3cm、孔径0.4cmで、中
心部からわずかに穿孔がはずれている。日本では通常、鉄製紡茎と組み合って検出
されているが、茶戸里遺跡の例は紡茎が発見されていないため、紡錘車とは断定で
きない。

第48図 中国漢代画像石に描かれた糸車․右上 (註文献120)
中国江蘇省邳縣収集糸車画像

119) 李健茂 他 考古学誌第5輯 考古美術研究所, 1993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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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献史料からみると統一新羅時代にも、第Ⅰ章2項で既述した 三国史記、高麗
史等から新羅の特産ともいえる麻や苧麻等を使い、布生産は継続されていることが
わかる。したがって、韓国では、6世紀後半以降は織布用の糸を撚るために、糸車(第
47図)を使用し、それ以外の用途に使用する紐や太い糸用として、瓦再利用の紡錘車
を使用した可能性が考えられる。糸車に関する中国の資料としては、漢代に機織の

場面を描く画像石があり、糸車が描かれている(第48図)120)。糸車が日本に導入され
た時期は、明確ではなく、中世の室町時代14世紀以降とする説がある121)。現状では

韓半島と同様に、古代の遺跡から糸車の検出はないが、今後遡る可能性はある。い
ずれにしても韓半島南部では紡錘車の様相によって、6世紀後半に糸車が導入された

可能性を指摘しておきたい。糸車について中国の状況を含めて、さらに日韓両国の
木製品を含めた紡織具の出土状況を検討する必要がある。
3) 高機導入の様相

韓半島における高機導入について、吉本氏は ｢高機が使用された形跡がまったくな
く確認されていない｣とし、19世紀に日本から導入されたと考えている。韓半島、日

本列島、中国大陸では、腰機と同様の両手両足の動きで、草鞋を編む方法などが共
通して存在している。しかし、高機の韓半島への導入は、19世紀になるまで認められ
ず、もし導入されたとしても宮廷等の極めて限定された階層であったと推定してい
る122)。その歴史的背景として、韓半島には、19世紀後半まで貨幣経済が浸透せず、

布が自給的な生産の枠内であったため、大量生産用に効率良く、布を織る必然性が
ない状況が継続したとしている。

日本の高機の導入時期は、古墳時代中期～古墳時代後期123)と考えられている。し
120) 徐州漢画像石(江蘇美術出版社、1985年)図270の江蘇省邳縣収集紡織画像で、後漢のもので
ある(埼玉大學籾山明先生のご教示による)。この他に渡部註31に掲載されている漢代画像石
では５例認められる。
121) 日本史広辞典 山川出版社, 1997年
122) 吉本註28文献、及び討議記録による。
123) 太田氏は註38文献の 月の輪古墳(1960年)の中で、｢弥生時代の原始機から発し、最も高度
な発達をとげた絹機、あるいはその一部機能を摂取した布機に至る五段階の機法｣の変遷を
想定し、｢絹機｣が応神朝か雄略朝に ｢帰化人｣による導入と考えている。｢絹機｣は ｢布巻具｣
(経糸保持具)が機台に固定されていること、｢水平経架｣という点から、高機と考え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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かし、現在のところ、高機に関する考古遺物は、遺存する布以外は古墳時代中期と

推定されている高機の部材である木製品が、わずかに報告されているに過ぎな
い124)。複数の研究者は高機ではなくむしろ地機による布生産に肯定的である。

筬筋(筬目)のある平絹が、高機により織
られたといわれている。5世紀以降、月の

輪古墳(5世紀前半․岡山県)、藤の木古墳
(奈良県․6世紀)等、5遺跡の平絹に筬筋
が認められるという。尾形充彦氏125)はこ
れらの特徴として、いずれも経糸が非常
に細いことから、緯糸が筬打ちによるも
のではなく、筬の役目が単に経糸をそろ
えるためのものであった可能性を指摘し
ている。即ち、本章4項で既述の通り、高
第49図 筬筋 (註文献33․一部改変)

機ではなく地機の筬としての役割の結果
である。また、奈良時代以降の税である

調として納められた絁も地機で織られたものが含まれていると考えられている。角山
氏は、弥生時代から奈良時代の麻布には筬筋(第49図)が全くみられず、一部の平絹に
限ってみられると記述している126)。筬筋とは経糸の間を竹の薄い板である ｢筬羽｣が
通過するためにできる規則正しい隙間である。
一方、竹内氏は二本ずつ通した筬で緯糸を打ち込んだ場合は認めることが容易で

太田氏の説を引用した 古代の技術(註38で引用)で小林行雄氏も、絹機や布機(地機)は5世
紀から6世紀には日本に導入されたと考えている。吉本氏は日本でも古墳時代中期には高機
が使用され、中国からの直接的導入の可能性を考えている(註28文献)。東村氏は註29文献
で、｢6世紀前半から後半にかけて地機と高機の存在が確認でき｣るとしている。
124) A穂積裕昌 ｢古墳時代織機研究の新展開｣ 三重県埋蔵文化財センター紀要 17－1,2008 年
B黒須亜希子 ｢茄子作遺跡出土の木製品について｣ 大阪府文化財研究 27大阪府文化財セン
ター, 2005年
125) 尾形充彦 ｢裂地としてみた正倉院の調絁｣(正倉院紀要 第21号1999年正倉院宮内庁事務所)
では、筬筋が高機で織られたものと推定しているものとして、太田註38文献、岡村註46文
献等が示されている。
126) 角山幸洋 ｢日本の織機｣ 講座․日本技術の社会史 第三巻紡織 日本評論社, 1983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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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るが、一本の場合は難しいため、筬筋がない布全てが筬を使用していないとは断定
できない127)とする。筬筋については、高機で織られた布かどうかに関係するが、今

後の資料の増加と精査に期待したい。
現状では日本への高機の導入時期は、古墳時代中期の可能性は低く、地機の導入
時期の可能性が高いといえる。古墳時代中期は、文化と社会変容を伴う変革期であ
る128)。韓半島経由で須恵器の製作技術、竪穴住居には竈、また、大型甑の導入によ
る蒸すという新たな調理道具、及び供膳具としての各個人の杯や椀等の食器の成立

等、新しい生活様式の導入は確実に韓半島経由である。また、韓半島ではBC108年に
楽浪郡が建郡され、313年まで存在したことから、漢代には確実に地機が使用されて
いた中国との交流関係は、日本よりも深い。こうした歴史的脈絡からも、韓半島へ
の高機の導入は日本よりも早い可能性が高いと考えられる。

高機は日本と韓半島への導入時期だけでなく、普及については、さらに検討が必
要である。京都の絹織物で著名な西陣等では、既に、近世以前に高機による専業の
織物生産が行われていたが、日本での普及は、一部の専業的な絹織物の工房や工人
を除くと、織物産地での普及はかなり遅く、18世紀前葉から開始され、主に近代明

治時代以降である129)。
高機の導入、普及には、高機が絹専用の織機であった130)ことにも関連しており、
絹や養蚕の導入、普及が関係していることが推定できる。また、専業の工人集団の
形成による絹織物生産と、大量生産のための効率化という二つの点からの分析に加
えて、特に需要層の形成という社会的背景の考察が重要である。

高機の導入、普及を通していえることは、地機との重層的な織機の普及状況が認
められるということである。これは社会階層と分業及び需要層の問題にも大きく関
わる。

地機の韓半島での普及は、紡錘車の出土状況によって原三国時代後半(1世紀後半)
と推定した。今後、日韓の紡織技術の研究では、地機のみならず高機の導入に関し

127)
128)
129)
130)

竹内註5と同じ
坂野和信 古墳時代の土器と社会構造 雄山閣, 2007年
角山註126の第2表 ｢地機から高機への転換․導入｣による。
角山註126と同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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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その普及と継続的な使用状況についても、検討する必要がある。

終わりに
紡錘車については、従来、韓半島の考古学においてほとんど関心がなかった状況
といえる。比較的研究の進んでいる日本でも、大多数の紡錘車の研究は、紡錘車の
みに限られた狭い範囲で個別に行われている。

本稿では、日本の紡錘車の研究成果を参考に、新たな研究領域である韓半島南部
地域の紡錘車について、重量と断面形状の種類、及びその構成の類型化を行い、定
量分析を試みた。限られた資料ではあるが、日本と関係の深い韓国を中心に植物繊
維に関する紡織技術の変遷過程と社会変容について、一定の見通しは提示できたと
考えている。
布は古代社会においては交易品のみならず、貨幣としての重要な役割がある。こ
のため、紡織技術の変容は、農耕や鉄生産等の生産技術と同等に社会構造の変化を

引き起こす重要な要因となる。今回は、韓半島の紡織技術の一端を捉えた程度であ
る。今後、韓半島において古代社会の構造的変容をみるうえで、重要な一視点とし
て、紡織技術が位置づけられることを期待する。
また、従来、用途不明と一括されてきた、円形土製品等、土器や瓦等の再利用に

関して、付着物、加工痕跡等の注意深い観察が行われ、その意味と用途が明確にな
ることは、韓半島南部社会における資源再利用についての理解へと繋がる道筋であ
る。生産、消費、再利用というサイクル(cycle)の脈絡のなかで、物質文化を通して新
しい韓半島の歴史像と社会構造を描くことが可能となるであろう。

本稿は、筆者が埼玉大學大學院文化科学研究科と東亜細亜文化財研究院の相互学
術交流により、韓国に滞在した成果の一部である。
稿了 : 2009年 4月 1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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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表 韓半島南部地域を中心とする紡錘車一覧表
( )は推定復元値で筆者の計算によるものも含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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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表の紡錘車一覧に関係する文献

가재골
가재골
번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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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表 凡例

第3表 時期別紡錘車の重量平均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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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表 織機の種類

第5表 地機から高機への転換と導入時期 (註文献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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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보
및
휘
보

1. 연 혁
연번

기 간

내 용

1

2009. 3. 19 ~ 6. 4

2

2009. 4. 7 ~

학술협력체결 - 중국 북경사범대학교

3

2009. 5. 29 ~

학술협력체결 -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제2회 시민교양강좌 개최(경남지역의 문화)

2. 간행물
1) 학술지
연번

서명

발행처

발행일

6號

東亞文化 6號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9. 6

7號

東亞文化 7號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9. 12

2) 발간보고서
(1) 지표조사
연번

보고서명

발행처

발행일

102집

기장군 도예촌 관광지 조성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주)길평

2009. 9

103집

거제 수월동 산 39-10번지 주택건설 문화재
지표조사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주)에스엠건설

2009. 11

영도 제1 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시계획시설
104집
문화재 지표조사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2009. 12

장유신문~강서가락간 광역도로(유통단지
접속도로) 건설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김해시청

2010. 2

105집

연보 및 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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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집

낙동강살리기 48공구(황강
합천지구)사업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0.3

107집

낙동강살리기 골재적치장 조성사업구간내
문화재 지표조사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0. 4

(2) 발굴조사
연번

보고서명

발행처

발행일

33집

昌原 新方里 低濕遺蹟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慶尙南道昌原敎育廳

2009. 7

34집

金海 生鐵里 遺蹟
金海 釜谷里 遺蹟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慶尙南道昌原敎育廳,
(주)혜림기업

2009. 8

35집

機張 盤龍里 遺蹟 Ⅰ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釜山都市公社

2009. 9

36집

金海 竹谷里 遺蹟 Ⅰ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韓國鐵道施設公團

2009. 11

37집

晋州 平居洞 旱田遺蹟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LH

2010. 1

38집

居昌 陽平里 生活遺蹟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居昌郡

2010. 2

39집

金海 退來里ㆍ新泉里ㆍ松峴里 遺蹟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10. 4

40집

蔚山 四淵里 曲淵遺蹟
梁山 平山里 352-7番地 遺蹟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蔚山廣域市, LH

2010. 2

41집

晋州 耳谷里 先史遺蹟 Ⅱ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晋州市

2010. 3

42집

機長 盤龍里遺蹟 Ⅱ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釜山都市公社

20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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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활동
1) 학술교류
교류기관

교류기간

교류내용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2007. 4. 23 ~

일본 사이타마대학교
교양학부 및 대학원

2008. 5. 15 ~

상 동

일본 유기제작
기술연구회(토야마대학)

2008. 8. 22 ~

상 동

중국 북경사범대학교

2009. 4. 7 ~

상 동

일본 국립역사민속 박물관

2009. 5. 29 ~

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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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술세미나
연번

제 목

내 용

기 간

1

국제학술심포지움
- 거제 폐왕성과
동아시아의
고대성곽

1) 거제 폐왕성의 조사성과 - 조헌철(동아세아문
화재연구원)
2) 거제 폐왕성의 고고학적 의의 - 심종훈ㆍ구형
모(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3) 고대의 거제와 폐왕성 - 이영식(인제대학교)
4) 고려 후기 거제 지역사회의 변동과 폐왕성 김광철(동아대학교)
5) 중국 동북지역 산성 분포 및 유형과 거제 폐왕
성의 비교 연구 - 孫仁杰(중국 길림성 집안박
물관)
6) 거제 폐왕성과 일본 고대산성과의 비교검토 向井一雄(일본고대산성연구회)

2009. 3.
27

2

국제학술심포지움
-한국고석청동기의
제작기술 연구

1) 韓國 高錫靑銅器의 製作技術에 관한 韓ㆍ日
共同 硏究의 經緯와 意義 - 신용민(동아세아
문화재연구원)
2) 일본 고대의 유기 - 菅谷文則(스가야후미노리카시하라고고학연구소)

2009. 10.
23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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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고주석 청동의 재료학적 특성 - 조남철ㆍ
김규호(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4) 아시아의 이원계 고석청동용기의 전개 - 淸水
康二(시미즈야스지-카시하라고고학연구소)
5) 청동유물 제작기술 검토에 관한 구체적 사례
보고 - 이은석(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6) 경남지역 고려~조선시대의 분묘 출토 청동시
연구 / 이상용(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7) 고려~조선시대 고석청동기의 금속조직 - 長柄
毅一ㆍ이상용(나가에타케카즈-토야마대학ㆍ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8) 현대 한국의 고석청동 제작 기법 - 권주한(대
구대학교), 庄田愼矢ㆍ淸水康二(카시하라고고
학연구소), 三船溫尙ㆍ長柄毅一(토야마대학)
9) 현대 한국의 고석청동기 제작 - 村松洋介(무라
마츠요스케-부산대학교고고학과)
10) 유기의 열처리와 가공기술 長柄毅一ㆍ三船溫尙(토야마대학), 淸水康二(카
시하라고고학연구소), 庄田愼矢(나라문화재연
구소), 村松洋介(부산대학교), 이은석(국립가야
문화재연구소), 권주한(대구대학교), 한민수(국
립문화재연구소), 이상용(동아세아문화재연구
원), 김하연(수원대학교)

27회 학술세미나

1) 孙仁杰(中國集安博物館) - 洞構古墓群槪述(동
구고묘군 개술)
2) 遲勇(中國集安博物館) - 高句麗都城及周邊防
禦(고구려 도성과 주변방어)

4

28회 학술세미나

1) 四條畷市 蔀屋北遺蹟의 調査成果 - 宮崎泰史
(大阪府 敎育委員會)
2) 考古動物學 - 安部ミキ子(大阪市立大學院 醫
學硏究科)
3) 古墳時代 須惠器의 編年과 製作技法 - 木下
亘(奈良縣 橿原考古學硏究所)

5

29회 학술세미나

白雲翔(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 三韓時代
文化遺存中的漢朝文物及其認識(삼한시대 문화유
적에서 출토된 한대 문물 및 그 인식)

30회 학술세미나

李梅田(中國北京師範大學歷史學院)- 2009年中
國重大考古發現介紹
-曹操墓與魏晉喪葬模式
-(2009년 중국에서의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소개
-조조묘와 위진시대의 상장 양식-)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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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유적 답사
연번

답사내용 및 출장자

답사지

기 간

1

일본 돗토리현 답사(4명)

일본 돗토리현 일대

2009. 9. 25~ 9. 29

2

베트남 문화답사(66명)

베트남 호치민, 호이안,
다낭 일대

2010. 6. 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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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정
및
심
사

학술지 발간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의 학술지인『동아문화』의 투고, 심사, 편집
등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
동아문화의 투고, 심사, 편집에 관한 모든 업무는 편집위원회가 관장한다.
제3조 (발간일자)
동아문화의 발행은 매년 2회로 정하며, 발행일은 6월 25일, 12월 24일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동아문화의 편집과 논문심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
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공분야에 대한 업적이 인정되는 자 중에서 연
구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투고논문에 대한 1차 심사
2)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3)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게재여부 판정
4) 기획논문의 집필의뢰
5) 기타 학술지 편집에 관한 주요사항

규정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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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논문 심사)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해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아
세아문화재연구원의 학술활동에 특별히 기여할 수 있는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
의 결정에 따라 심사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연구윤리)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동아문화』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8조 (저작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 귀속된
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제9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 (부칙)
본 규정은 2010년 6월 30일부터 발효한다.

제정 : 2008년 6월 15일
개정 : 2010년 6월 18일

522

東亞文化 8號

투고논문 심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의 학술지인 동아문화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심사위원)
1) 심사위원은 동아문화 편집위원 전원 및 접수된 논문과 동일 또는 근접한 학문
분야를 전공하는 외부 학자들 중 소수를 편집위원회 결의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편당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심사위원은 원고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고논문 심사결과 보
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심사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3조 (심사 절차 및 기준)
1) 심사대상은 편집위원회가 공고한 모집기한까지 본원에 제출된 원고에 한한다.
2)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집필을 의뢰한 기획원고와 비평논문 및 서평 등은 일
부의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연구 주제ㆍ분야ㆍ체제ㆍ분량ㆍ논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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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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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심사 결과 판정)
1) 편집위원회는 1차 논문 심사를 통해 게재 가부를 결정하며, 2차 심사를 맡은 심
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적 객관성을 심사하여 ｢투고논문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
(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2) 심사위원은 수정 내용과 게재 불가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2차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1) B등급 이상인 경우: 게재
(2) C나 D등급이 하나인 경우: 수정후 재심사하여 B등급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게
재
(3) C나 D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 게재 불가
제5조 (심사 결과 통보)
1) 편집위원회는 투고 원고의 게재 여부를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2차 심사 결과 심사위원의 수정 제의가 있는 경우 투고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정 거부 사유서를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
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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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

연락처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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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A B C D

세부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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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기존 연구와 다른 독창적 내용을 담고 있는가?
사. 사료의 인용과 해석이 정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아. 논리전개는 비약이나 왜곡이 없으며, 객관적인가?
자. 사용된 용어나 개념은 정확한가?
※해당되는 곳에 ‘○’나 'V'를 표시해 주십시오

2. 종합평가
A. 게재 가능

B. 수정 후 게재

C. 수정 후 재심사

D. 게재 불가

※해당되는 곳에 ‘○’나 'V'를 표시해 주십시오

3. 종합판정 B, C의 경우는 구체적인 지적 사항이나 수정의 방향을, D의 경우는 판정
이유를 다음 장의 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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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행 연구의 소개ㆍ비판과 연구의 독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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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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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수정 사항

5. 연구 결과의 학계 기여도와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종합의견

526

東亞文化 8號

수정거부 사유서

심사논문 제목
투고자

성명

연락처

소속

제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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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게재에 해당한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이중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 이중게재는 일
반적으로 논문의 경우만 해당하며,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일반 학술지에 짧은 서간 형태(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의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 데이터를 추가 또는 자세한 연구 수
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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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
계나 어떤 선입견 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
게 취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
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4조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한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
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
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
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의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정 : 2009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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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작성 요령
1) 본문은 한글세대가 읽을 수 있는 쉬운 한국어로 풀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문의 번호는 Ⅰ(로마자), 1(아라비아), 1), (1), ①의 순으로 한다.
3) 글자의 크기는 논문제목을 15호, 각 장의 소제목을 13호로 한다.
4) 연대는 서기로 하고 왕조년으로 표기된 연도일 경우에는 서기를 ( )속에 표기한다.
예 : 順治14년(1657), 민국 44년(1955), 선조원년(1567), 고종원년(1862)
5) 인물의 경우 생몰연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로 표시한다.
6) 문안의 작성은 ｢글 97｣ 이상으로 작성한다. 글씨체는 바탕 10.5 Point, 줄 간격은
160으로 작성하며, 사료는 10 Point, 들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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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간점은 ㆍ등으로 표기한다.
10) 원고는 논문이 게재된 CD 1매와 출력본 1부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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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재한다.
(1) 저서의 경우: 저자, 책명, 출판사, 출판년도 순
(2) 논문의 경우: 저자, 논문명, 게재지(간행처), 게재년도 순
12) 잘 알려진 사서의 경우에는 저자명을 생략한다.
13) 참고문헌의 순서는 한국, 중국, 일본, 비한자문화권 순서로 하고, 1차 자료를 최우
선으로 기재한다. 논문과 단행본은 구별 없이 연도순으로 한다.
14) 논문 등에 부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목 뒤에 콜론( : )을 쓰고 부제를 적는다.
15) 역주서의 경우 원저자를 역주자 다음의 ( )속에 병기하며, 원전과 역주서의 책명
이 다른 경우에는 역주서 다음의 괄호( )속에 원전도 병기한다.
16) 서명과 편명을 적을 때는 서명 <편명>의 형식으로 한다.
예 : 논어 <술이>, 좌전 <소공>, 삼국사기 <신라본기>, 고려사 <지리지>
17) 각주 항목의 저자명은 한국과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기 원어로 표기한다. 저자가
여러명일 경우 3명까지는 모두 열거하며, 동양인의 경우는 저자명 사이에 중간점

ㆍ을 찍어 구분하고, 서양인의 경우에는 2명이면 ‘◯◯and☆☆’의 형식으로 표기한
다. 4명이상일 경우 맨 처음의 저자명만 적되, 동양의 경우 ‘◯◯외’를, 서양의 경
우에는 ‘◯◯et al.’ 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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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
우리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연구논문집 東亞文化가 어느덧 제8호를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여러 연구자의 관심과 격려 속에 착실하게 연구 성과를 게재할
수 있는 연구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금번 제8호는 우리 연
구원에서 지향하는 동아세아에서의 한국 고고학의 위상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함과
동시에 그간 우리 연구원에서 학술교류를 체결하거나 관계를 맺어오던 중국, 일본 연
구자들의 연구 내용을 실은 특집호로 꾸려 보았습니다.
중국에서는 中國 社會科學院 考古硏究所 白雲翔 부소장과 우리 연구원에 1년여간
연수한 고고연구소 徐龍國 부연구원, 通化市 通化師範大學校 耿鐵華 교수와 集安市박
물관 孫仁杰 부연구원, 北京師範大學校 李梅田 교수 등의 옥고를 게재하였습니다. 중
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는 2007년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북경사범대학교와
는 2009년 학술교류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富山大學校 三船溫尙 교수와 長柄毅一 교수, 埼玉大學校 坂野千登勢 선
생 등이 옥고를 보내 주셨습니다. 이들 두 대학교 역시 우리 연구원과 2008년에 각각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여러 선생님께서 훌륭한 옥고를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동아세아와 우리나라 고고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선배제현의 따
뜻한 격려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0. 6.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신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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