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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사시대의 매장풍속
1. 중국 最古의 무덤
중국은 적어도 구석기시대 후기의 山頂洞人으로부터 이미 ‘무덤’의 형태가 나타나
기 시작하였고, 신석기시대 초기에는 분묘가 확실한 ‘무덤’의 형태로 출현하였으며
중기가 되자 중국 각 지역의 신석기문화에서 무덤과 고분군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 구석기시대 후기의 山頂洞人의 무덤은 지금으로부터 5만년 내지 1만 8천년 전.
― 신석기시대 초기의 東胡林人의 무덤은 지금으로부터 1만년 전후.
― 신석기시대 중기의 裵李岡文化에서는 대형의 고분군이 발굴되었는데 河南省賈
湖유적지의 무덤이 대표적이며 이는 기원전 7000년에서 기원전 5000년 사이
의 것이다.

2. 仰韶文化의 고분군과 매장풍속(B.C. 5000 ~ B.C. 2600)
仰韶文化는 黃河유역에서 신석기시대 후기로부터 금석병용기시대에 이르는 대표
적인 문화로서 비교적 완전한 원시취락유적이 많은데 여기에서 방대한 규모의 공동
묘지가 발견되고 있다. 고분군의 규모, 매장방식, 부장품 등 仰韶文化시대의 매장제
도와 사회구성의 형식을 거의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
― 仰韶文化 고분군의 배치 : 西安의 半坡유적 고분군, 臨潼의 姜寨유적 고분군.
― 仰韶文化의 매장풍속 : 1인묘, 합장, 二次葬, 甕棺葬.
― 仰韶시대 다른 문화의 매장풍속 : 黃河 하류의 大汶口文化, 黃河상류의 馬家窯文化.

3. 龍山時代의 고분군과 매장제도(B.C 2600 ~ B.C 1900)
龍山文化를 대표하는 시대를 “龍山時代”라고 지칭하는데, 중국의 금석병용기시대
로서 중국 고대문명과 국가를 형성한 중요한 시기이다. 용산 후기에 이미 중국 최
초의 왕조인 夏代로 진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 龍山時代 매장제도의 변화
仰韶時代와 비교하여 龍山時代의 묘지 규모, 무덤의 등급, 부장품, 매장의 풍속
등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 이는 사회 조직의 구성과 그 성격에서 변화가 발생하였
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기에는 수많은 문명적 요건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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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龍山時代의 무덤
(1) 산서성 襄汾陶寺 고분군
黃河유역 龍山文化의 중요한 유적이다. 수천 개의 무덤이 발견되었으며 확실한
등급 분류가 있다. 서로 다른 등급의 무덤에서는 무덤의 규모, 부장품의 종류와 수
량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무덤의 주인은 아마도 王, 貴族과 平民으로 초
보적인 무덤의 등급 제도를 형성하였다.

(2) 浙江省 余杭 良渚문화 고분군
長江하류 龍山時代의 중요한 유적이다. 反山고분군과 瑤山고분군은 아마도 良渚
문화시대의 최고 통치자의 고분군 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에서 규모가 큰 祭
祀 유적지와 대량의 玉祭器은 良渚文化가 이미 초기 문명시대로 진입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3) 내몽고 赤峰 紅山문화 고분군
遼河유역 龍山시대의 중요한 유적이다. 東山嘴유적과 牛河梁유적은 대형의 종교

적 유적으로서 대규모 積石冢과 대량의 玉祭器가 발견되었다.

Ⅱ. 夏商周시기의 매장 예법(B.C. 21 ~ B.C. 221)
1. 夏代의 王陵
하남성 언사현(偃師縣) 二里頭 유적이 대표되는 ‘二里頭문화’는 중국 첫 번째 왕
조인 夏代의 전형적인 유적이다. 하남성 중서부와 산서성 남부지역에 분포하고 있
다. 二里頭 유적지의 2호 궁전 부근에서 대형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夏代의 王陵으
로 추측된다.

2. 商代의 王陵
安陽市 殷墟유적은 商代 후기의 都城으로 王陵지역과 宮殿지역에서 대규모의 왕
릉과 귀족의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8기의 무덤은 4개의 묘도가 있는 대형 무
덤으로서 상대 후기 8왕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주변에 귀족의 陪葬墓가 있는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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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으로 사람을 희생시킨 현상과 수레나 말을 순장한 제도가 있다. 부장품으로서
는 주로 옥으로 만든 禮器와 靑銅禮器가 있다. 殷墟의 매장방식은 엄격한 등급 제
도를 반영하고 있어 상대 후기에 초보적인 매장의 등급제도가 이미 형성되었으며
墓葬은 商代의 예의(禮義)의 일부분이 되었다.
― M1001 : 4개의 묘도가 있는 대형 무덤으로서 묘의 주인은 王으로 추정된다.
― M5(婦好墓) : 보존이 잘된 중형 무덤. 2000여점의 부장품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의 반이 靑銅器와 玉器이다.
― 무관촌(武官村)대묘 : 도굴당한 중형 무덤. 봉분토, 二層臺, 요갱(腰坑), 묘도(墓
道) 등에 사람을 순장한 현상이 있다.

3. 西周의 王陵과 매장제도
1) 西周의 장례 예법제도
西周는 중국 고대 예법제도의 형성시기인데 혈연관계로 묶어진 등급제도로서 장
례 예법제도상에는 대단히 엄격한 규정이 있었으니 공묘(公墓)와 방묘(邦墓)의 두
종류로 나누어서 모두 나이의 많고 적음, 신분의 높낮이에 따라 무덤의 위치를 배
열하였다.

公墓는 국왕, 왕실귀족 및 그 자손의 무덤을 말한다. “(冢人)이 公墓의 땅을 주관

하여 그 묘역을 계획하는데 먼저 왕의 무덤을 중앙에 두고 좌측에 소(昭)를, 우측에
목(穆)을 배치하였다. 무릇 제후는 좌ㆍ우의 앞자리에 묻고, 卿大夫와 士는 뒷자리
에 묻으며 여기에는 각각 그 가족들도 배치하였다”.
邦墓는 일반 서민이 묻힌 자리로 墓大夫가 邦墓지역을 관장하며 백성들의 장례와
禁令을 관장하면서 매장의 위치를 잡아주고 횟수(장례 횟수)도 관장한다.

2) 관곽(棺槨)제도와 정궤(鼎簋*)제도
西周는 棺槨이 몇 겹인지와 정궤(鼎簋)의 숫자로서 무덤 주인의 등급을 엄격하게
구분하며 천자, 제후, 대부, 사 등의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周代에는 식기를 부장하
는 것이 유행하였으니 기본적으로 정(鼎), 궤(簋), 반(盤), 이(匜) 등으로 구성되었
고, 천자는 9정8궤를 부장하였다.
- 鼎(정) : 세발달린 솥으로 주로 육류의 음식을 끓여 먹을 때 쓰는 식기에서 출
발하였다. 무덤에 부장되면서 중요한 禮器로 취급되었는데 신분의 등급에 따라 1,
3, 5, 7, 9개의 鼎이 부장되었다.(天子 : 9, 諸侯 : 7, 卿大夫 : 5, 士 : 3, 民 : 1)
- 簋(궤) : 주로 곡식류를 쪄 먹는데 사용한 식기에서 출발하였다. 鼎과 함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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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대 중요 禮器로서 취급되어, 天子 9鼎8簋, 諸侯 7鼎6簋, 大夫 5鼎4簋, 士 3鼎2
簋로 부장되었다.

3) 西周시대 각 제후국의 무덤
(1) 장안의 장가파(張家坡) 井叔 고분군
西周의 도성 안에 있는 귀족의 가족고분군으로서 1기 2墓道의 대형무덤과 3기의
單墓道의 대형무덤 그리고 몇 개의 소형무덤과 마차, 갱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무
덤 속에서 井叔이 지은 銘文의 靑銅禮器가 다량 출토되었다. 예) M 157.

(2) 북경 방산 유리하(琉璃河) 燕國고분군
西周 燕國 도성의 귀족고분군으로서 300여기의 귀족 고분군이 발견되었다. 그 중
에서 M1193은 墓道가 4개인 대형무덤으로서 銘文의 靑銅禮器가 대량으로 출토되
어 아마도 서주에서 분봉 받은 연나라의 첫 번째 제후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3) 산서성 곡옥(曲沃) 晋侯의 고분군
모두 9개의 소구역에서 19기의 대형 무덤이 발견되었다. 西周의 晋侯 및 그 부인
의 이혈(異穴) 합장묘로 나누어지며 다량의 靑銅器, 玉器가 출토되었는데 많은 靑銅
器에서 晋侯의 이름이 무수히 새겨져 있었다.

4. 東周 매장제도의 변화
東周는 춘추와 전국시대를 말한다. 춘추시대부터 전국시대초기까지 장례 예절(예:
棺槨제도, 鼎簋제도)은 대단히 엄격하였으나 전국 중 후기부터 周代의 매장제도에
“僭越(참월 : 붕괴)”현상이 출현하기 시작하여 관곽제도와 정궤제도가 무너졌다. 이
것은 전국시기에 “禮樂이 무너졌다”는 사실의 반영인 것이다.

1) 河北省 平山의 中山王陵
지면에 봉토와 향당(享堂 : 제례를 지내는 집)을 건축하였으며 지하에는 墓道가
둘인 석곽의 묘실이 있으며 출토된 銅器에 새겨진 명문에 근거하여 중산왕 착(錯)
의 무덤으로서 기원전 310년에 매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된 것 중에는 중국에
서 가장 이른 건축 계획도 즉 묘역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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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湖北省 隨州의 뢰고돈(擂鼓墩) 曾侯乙墓
1기의 수혈목곽묘인데 1곽(槨) 2관(棺), 9정(鼎) 8궤(簋)로 조합되어 있다. 출토된
銅器상의 명문에 의하면 무덤 주인은 증(曾)國의 왕으로 이름이 乙이고, 매장 년대
는 기원전 433년경 이다. 槨室내에는 여자 21명의 陪葬棺이 있으며 출토된 靑銅器
의 보존은 완벽한 상태로 종류도 고루 갖추어진 완전한 세트의 樂器이다.

Ⅲ. 秦漢 시기의 무덤(B.C. 221 ~ A.D. 220)
1. 진한의 황제릉
秦漢은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 시기로서 황제의 陵은 咸陽, 西安, 洛陽에 분포되어
있는데 秦과 西漢의 陵墓는 모두 땅위에 유적이 보존되어 있다. 그 중에서 2기는
이미 발굴이 진행되었으나 洛陽에 있는 東漢 皇帝陵의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은 완
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고고학적인 조사와 발굴을 실시한 진시황릉이나 서한의
11기 황제릉을 통해 보면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후 대단히 특색 있고 엄격한 매
장제도를 점차적으로 건립하게 되었는데 이를 ‘漢制’라고 지칭할 수 있으며 등급을
핵심으로 하는 엄격한 매장제도인 것이다. 秦漢의 황제릉은 ‘厚葬’을 통하여 최고의
높은 지위인 皇權을 표현하였고, 陵墓의 건립은 漢代의 “죽었을 때의 섬김을 살아
있을 때처럼 하라”라는 생사관을 나타낸 것이다.
― 진시황릉
― 서한 황제릉의 능원배치 방식 : 漢 景帝의 陽陵을 그 예로 한다.

2. 한대의 諸王墓
한대 제후의 왕 무덤은 同姓이든 異姓이든 모든 제후의 무덤을 말하는데 오늘날
까지 漢代 제후 왕들의 무덤 60여기를 이미 발굴하였으며 이러한 높은 등급의 귀
족무덤은 한대 상장(喪葬)의 등급제도 및 그 변화 과정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한대
의 능침(陵寢)제도를 탐구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다.
한대 제후 왕의 무덤은, 무덤의 재료와 구조에 의하여 崖墓(애묘 : 절벽묘)와 목
곽묘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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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崖墓
산벼랑에 墓穴을 뚫었으며 墓室을 宮室이나 王府의 저택을 모방 하여 설계 하였
는데 묘실이 많고 분담이 명확하다.
― 河北省 中山 정왕(靖王) 劉勝의 무덤.
― 江蘇省 徐州 獅子山 楚王의 무덤.
― 河南省 永城 保安山 梁王의 무덤.
― 廣東省 廣州 象崗 南越王의 무덤.

2) 목곽묘
토갱 수혈 내에 “널을 모아놓는(黃腸題湊*)”식으로 건조한 묘실로 서 이미 10여
기가 발굴 되었다.
― 北京 大葆臺 劉建 夫婦墓.
* 황장제주(黃腸題湊) : 장강 이남지역이 주 원산지인 측백나무를 이용하여 같
은 크기로 반듯하게 각재로 만들어서 길이방향으로 쌓아올려 이것을 槨의 구조를
이룬 특이한 무덤 축조방식을 말한다. 주로 서한시대에 유행하였다.

3. 漢代 무덤의 장식
秦漢이 천하를 통일한 후 사상은 “오로지 儒家의 학술만을 존중 한다”고 표방하
였다. 儒家의 孝와 忠의 관념을 나라를 세우는 근본으로 삼고 孝를 실행하는 구체
적인 표현은 “養生葬死(살아서는 부모를 봉양하고 죽어서는 장례를 잘 치른다)”,
“生極其欲(살아서는 부모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극진하게 받들고 )”, “死而厚葬(죽어
서는 후하게 장례를 지낸다)”이었다. 한대의 厚葬은 “죽은 뒤의 섬김을 살아있을 때
처럼 하라” 는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墓室을 축조할 때는 생전의 생활을 하
던 집을 그대로 모방하였으니 복잡한 무덤의 장식 역시 厚葬의 풍속을 반영한 것이
다.

1) 漢代 무덤의 장식 유형
(1) 壁畵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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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의 후기에 출현하여 동한시기에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예) 낙양 복천추(卜千秋)의 벽화묘.

(2) 畵像石墓
돌에 그림을 새기는 것으로 장식한 돌의 구조와 전석(磚石)을 혼합하여 구성한
무덤으로 지상의 사당이나 석궐 또는 지하 묘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한의 후
기에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예) 산동성(山東省) 가상(嘉祥) 武梁祠, 山東省 蒼山 元嘉元年墓 등.

(3) 畵像磚墓
畵像磚은 본을 떠서 찍어내는 방법으로 성형을 많이 하였으며 주로 東漢시기 四
川지역의 애묘(崖墓)에서 유행하였다.

2) 漢代 무덤 장식의 소재
漢代 무덤의 각종 장식은 모두 厚葬의 수요와 漢代의 喪葬 관념으로 인한 것이기
에 그 소재는 대체로 비슷하다. 크게 3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忠ㆍ孝 류의 소재
효자, 열녀, 충신, 의사의 사적을 畵像의 주제로 삼았으며 목적은 “인륜을 도와서
교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2) 神仙류의 소재
漢代의 종교관은 신선신앙이 대표적이다. 황노사상과 각 종 민간의 무속,신화 전
설 등이 상호간에 융화되어 한대의 신선체계를 형성하였다. 그림의 내용은 복희(伏
羲), 여와(女媧), 동왕공(東王公), 서왕모(西王母), 방상씨(方相氏), 우인(羽人), 사신
(四神), 운기성상(雲氣星象) 등을 포함한다.

(3) 현상을 재현하는 류의 소재
어떤 특징 있는 한 부분을 통해서 무덤 주인의 생전 생활상태를 재현하는 것인데
무덤 주인의 관직생활, 일상의 가정생활, 농업생산의 정경 등을 포함한다.
예) 내몽고의 화림격이(和林格爾) 벽화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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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위진남북조 시기의 무덤(A.D 220 ~ 581)
1. 위ㆍ진 매장제도의 변화
曹魏(조조가 세운 魏:A.D.220 ~ 265)와 西晋(사마염의 晋:A.D.265 ~ 316)의 통
치자들은 '薄葬'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사치한 漢代의 '厚葬'풍속에 대하여 개혁을
실시하였다. 地面上에 표식을 세우지도 않았고, 봉분도 크게 만들지 않았으며 묘실
의 숫자도 점차 한 두 개의 묘실로 감소되었다. 부장품의 수량도 대폭 감소되었고,
분묘의 장식도 없어져 차츰 魏晋時代의 새로운 매장제도가 형성되었으니 이를 ‘晋
制’라고 칭하게 되었다. ‘晋制’는 등급제가 엄격하였던 ‘漢制’가 간소화 된 것으로서
최고통치자의 무덤과 일반서민의 무덤 사이에 분명한 차별이 없어졌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魏晋時期 역대 제왕의 능묘 소재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

1) 曹魏 陳思王 曹植의 무덤
산동성 東阿縣에서 발견되었는데 대단히 간소화 되어 있다.

2) 西晋의 皇帝陵
西晋 황제릉은 아마도 지금의 언사현(偃師縣) 채장(蔡庄)부근에 소재할 것 같으나
그곳의 枕頭山 墓地, 峻陽陵 고분군이 하나같이 대석과 계단이 많은 土洞墓
인 것으로 보아 아마도 西晋 皇帝陵의 陪葬墓일 것으로 짐작된다.

2. 南方 六朝의 무덤
3국의 孫吳(손권이 세운 吳 : A.D.222 ~ 280)와 東晋, 南朝의 宋, 齊, 梁, 陳 4
개의 왕조는 모두 建康(지금의 남경)을 도읍으로 정하였다. 때문에 이들 六朝의 고
급 무덤들은 대부분 建康 주위에 집중되어 있다. 지리적 환경과 문화적 전통 등의
요인들이 같지 않기 때문에 六朝의 무덤과 같은 시기의 5호16국과 北朝의 무덤 사
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六朝의 황제와 황후의 능은 모두 70여기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南京, 句容, 江
寧, 丹陽 등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반 이상은 지면상에서 유적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이 중에 황제능일 가능성이 있는 15기 대형무덤을 발굴하였다. 예컨대
南京의 幕府山 大墓, 富貴山 大墓, 丹陽의 胡橋大墓, 建山大墓와 南京의 西善橋大墓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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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六朝 皇帝陵의 神道石刻
六朝 능묘에서 30여기의 石刻을 발견하였는데 蕭氏의 梁王朝(A.D. 502 ~ 557)
시기의 것이 가장 많이 보존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3개가 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
는데, 石獸, 石柱(혹은 華表), 石碑가 그것이다.

2) 六朝 무덤의 擇地
六朝시기의 무덤은 묘지를 선택할 때 風水說에 따르며 특히 혈연관계에 있는 사
람은 장례시에 가족을 한 지역에 몰아서 무덤을 만든다. 예컨대 宜興에 있는 西晋
周氏의 묘지, 南京 老虎山에 있는 東晋 顔氏 가족묘지, 象山에 있는 東晋 王氏의 가
족묘지 등이 그러하다.

3) 六朝 무덤의 장식
南京 六朝墓의 장식으로서 중요한 것은 끼워 맞춘 벽돌그림인데 채색된 것은 아
주 적다. 이 그림들 중에서 竹林七賢은 皇帝陵의 장식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소
재이다. 南京에 있는 西善橋 大墓의 竹林七賢 및 榮啓期의 畵像으로서는 가장 완벽
하게 보존된 것이다. 따라서 竹林七賢은 六朝時代의 고급 무덤에만 있는 특유의 소
재로서 아마도 東晋의 화가인 고개지(顧愷之)의 그림을 표본으로 채택한 것이 아닌
가 한다.
― 南京에 있는 西善橋 大墓의 끼워 맞춘(拼鑲)그림벽돌 : 아마도 南朝 陳나라 宣
帝의 顯寧陵 일 것이다. 竹林七賢을 그린 그림벽돌 속에 나타나는 인물의 형상은
東晋에서 南朝前期에 이르기까지의 인물에 대한 대표적인 造型風格을 띄고 있다.

3. 北方 16國 北朝의 무덤
西晋이 멸망한 이후 중국의 북방지역은 5胡16國의 난립이라는 분쟁 속에 빠져
들었다. 정권의 교체가 빈번하였고, 민족의 성분도 복잡하였으며 인구의 이동도 심
각하였다. 그리하여 북방지역에서는 각종의 문화적인 요소들이 상호간에 융합하거
나 침투되었기 때문에 같은 시기의 南朝社會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문화양상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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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國의 무덤
16국의 통치계층이 묻힌 무덤들 중에서 北燕의 天王 풍발(馮跋)의 동생 馮素弗
부부의 합장묘는 신분이 명확한 무덤 중의 하나이다. 이 무덤은 요녕성 北票市에
있는데 매장제도는 이미 漢代의 전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선비족의 습
속도 가지고 있어서 이는 16國시대 무덤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하나이다.

2) 北魏의 무덤
北魏(A.D. 386 ~ 534)의 무덤 중 중요한 것들은 拓跋氏 선비족이 여러 시기에
걸쳐 활동한 곳의 중심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예컨대 내몽고의 河套지역, 平城(지금
의 山西省 大同), 洛陽 등이다. 平城과 洛陽에서 발견된 北魏의 무덤을 예로 들자
면, 北魏의 喪葬풍속의 변화와 남조문화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다.

(1) 司馬金龍의 무덤과 漆畵屛風
漢의 지리적 文化의 요소와 선비족 풍속과의 융합이 분명하게 들어난다. 漆畵屛
風의 회화풍격은 南方文化에서 보는 새로운 풍모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아마도
顧愷之 화풍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2) 洛陽의 石棺
陰刻과 浮彫방식으로 충효와 신선류의 畵像을 묘사하였으며, 畵像의 주제와 재료
는 漢代의 전통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그리하여 畵像人物의 형상은 골격이 수려
하고 형상이 반듯한데 이는 司馬金龍 무덤의 漆畵人物과 서로 닮았다.

3) 東魏, 北齊의 무덤
534년 北魏가 분열된 후 東魏(A.D 534 ~ 550)와 北齊(A.D 551 ~ 577)는 鄴城
(지금의 하북성 磁縣)을 도읍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晋陽(지금의 산서성 太原)을 陪
都로 하였다. 鄴城과 晋陽에서는 東魏와 北齊 황실의 구성원과 중요한 공신 귀족들
의 무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는데, 무덤의 구조와 부장품의 종류와 배열로 보아 이
는 무덤의 장식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 茹茹공주墓, 灣漳大墓, 徐顯秀墓, 類叡 墓 등은 東魏, 北齊墓의 최고 등급을 대
표하는 무덤들이며, 여기에서는 큰 면적의 벽화가 유행하였음을 보여주는데 이들
벽화는 長卷式(긴 두루마리)의 구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 벽화에서는 무덤의 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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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위용과 예의가 분명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예컨대
墓道에서 보이는 儀仗의 出行행렬과 묘실의 묘주가 연회를 즐기는 장면 등이 그러
하다.

4) 西魏, 北周의 무덤
北魏가 분열된 후 西魏(A.D. 535 ~ 556)와 北周(A.D 557 ~ 580)는 關中지역의
장안(지금의 섬서성 서안시)을 도읍으로 정하였다. 原州(지금의 寧夏 高原)역시 대
단히 중요한 정치,

군사 중심지의 하나였다. 西魏와 北周의 최고위급 인사들의 무

덤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長安과 原州 두 곳이다. 西魏와 北周는 통치사상, 문화전
통 등의 방면에서 같은 시기의 東魏(A.D 534 ~ 550)ㆍ北齊(A.D. 550 ~ 557)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매장제도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계통임을 반영해주
는 것이다.
北周의 무덤은 모두 길고 경사진 墓道와 甬道와 土洞墓로 된 묘실로 구성되어 있
다. 墓道 안에서는 墓主 신분의 高下에 의거하여 숫자가 일정하지 않는 천정과 방
(過洞)을 설치하였으며 무덤의 장식은 아주 간단하다. 그리고 부장품으로 사용한 陶
俑의 제작풍격은 東魏ㆍ北齊와는 완전히 다르다.
― 北周 武帝 宇文 의 무덤 : 宣政 元年(578년)에 卒하였는데 阿史那 황후와 합장
하였다. 單室의 토광묘로서 묘실의 뒷면 벽에는 1개의 감실을 설치하였고, 墓道에
는 4면 벽에 감실을 설치하였으며 5개의 天井과 방(過洞)이 있다.

Ⅴ. 수ㆍ당ㆍ오대의 무덤(A.D. 581 ~ 960)
1. 唐代의 皇帝陵
隋와 唐은 중국에서 漢代 이후 다시 한번 천하를 통일한 시기이다. 이 시대의 喪
葬 예의와 문화는 漢代문화의 기초 위에서 魏晋南北朝 시기에 있었던 多種文化의
활동과 결합을 거쳐 하나의 새로운 喪葬예의와 매장제도를 형성하였다. 隋ㆍ唐의
매장제도는 皇帝陵과 兩京지역의 최고급 무덤에서 그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
다.
唐의 21명 황제 중에서 18기의 皇帝陵이 關中지역의 渭河 이북에 있는 醴泉(예
천), 幹縣(간현), 涇陽(경양), 三原(삼원), 富平(부평), 蒲城(포성) 등 6현의 境內에
분포되어 있다. 대부분 도굴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地面上에 나타나는 유적
은 대단히 풍부하여 무덤 주인의 신분은 비교적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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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封土
흙으로 봉분을 쌓아 陵을 만드는 형식과 山에 의지하여 陵을 만드는 형식의 두가
지 형태가 있다.

2) 神道를 보호하는 儀典用 石刻
乾陵과 昭陵의 石刻이 가장 유명하다.

3) 陪葬墓
일반적으로 南門 밖의 神道 양측에 있다. 이들 陪葬墓는 매장시간의 선후를 참작
하여 북으로부터 南向하여 배열되어 있는데 乾陵의 陪葬墓는 167기에 이른다.

2. 唐 兩京지역의 무덤
長安과 洛陽은 唐代 두 곳의 정치ㆍ문화 중심지이다. 그러므로 무덤에 관련된 고
고자료가 대단히 풍부하다. 두 곳의 무덤에는 唐代의 장례예의와 매장제도가 충분
히 표현되어 있다.

1) 무덤의 형태와 등급
唐代는 厚葬을 숭상하였으므로 등급별 葬禮儀禮가 대단히 엄격하였다. 고고발굴
에서 나타난 장례등급과 唐代 문헌에 기록된 등급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唐代
무덤의 등급은 주로 무덤의 형태와 규모, 부장품의 수량으로 표현되는데 최고등급
은 陪葬墓인데 이들은 모두 二室의 벽돌무덤으로 되어 있다. 예컨대 ‘懿德太子墓’,
‘永泰公主墓’, ‘章懷太子墓’ 등 이다.
― 懿德太子墓 : 乾陵의 陪葬墓이다.

2) 부장된 明器의 종류
陶俑과 模型이 주요 부장 明器들이다. 陶俑은 여러 가지 채색그림이 그려져 있는
데 盛唐시대에는 三彩俑이 많으며 이들은 4가지 종류로 배합을 이루고 있다. 즉 鎭
墓類(鎭墓獸, 天王, 十二生肖 등), 儀仗類(사냥의 내용이 중심이 되어있다),家僕類,동
물모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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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壁畵
唐代 무덤의 벽화는 西安지역에 가장 많다. 唐 초기에서부터 唐 후기까지이며 벽
화의 배치방식과 주제는 맑고 분명한 발전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의 배치방식
은 분묘구조의 영향을 받았으며, 畵像의 주제는 畵風의 영향을 받았다.

(1) 盛唐시기의 벽화
墓道와 墓室에 벽화가 있다. 墓道에는 靑龍白虎가 인도하는 出行儀仗이 그려져
있는데 예컨데 懿德太子墓의 벽화가 그러하다.

(2) 唐 중ㆍ후기 벽화
벽화는 주로 墓室의 4벽에 집중되어 있으며 병풍식 그림이 유행하였다. 예컨대
新疆 阿斯塔那에 있는 唐墓의 벽화가 그렇다.

3. 五代十國의 무덤
唐 왕조가 멸망한 후 중원지역에는 연이어 後梁, 後唐, 後晋, 後漢, 後周라는 다섯
王朝(5代 : A.D. 907 ~ 960년)가 출현하였다. 이와 동시에 열개의 각 지역 할거정
권(10국 :A.D. 902 ~ 979년. 이 중 9개는 남방, 1개는 북방지역에 있었다)이 출현
하였다.
이들 5代10國 시대의 무덤에서 확인되는 주요한 고고학적 성과는 몇 개의 割据
政權 왕조의 皇帝陵과 고급관리의 무덤에서 나타나는데, 이들의 매장제도는 곧 唐
代의 유적에서 보여주는 매장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다. 또한 분명한 시대적 특색과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1) 前蜀 王建의 永陵 : 泗川省 成都에 있다.
2) 南唐 二陵 : 南唐 李 昇의 흠능(欽陵)과 李 璟의 順陵은 강소성 江寧市에
있다.

3) 後梁 王處直의 墓 : 하북성 曲陽에 있으며 後梁 龍德 3년(923)에 만든
北平王 王處直의 무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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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宋代의 무덤(A.D. 960 ~ 1279)
960년 북송 왕조가 5代10國의 할거국면을 종식시키고, 새로이 중국을 통일 하였
다. 그러나 이어서 북방의 소수민족이 건립한 遼(거란)와 金(여진)정권과 장기전쟁
의 와중에 빠져들었으며, 북방지역은 오랫동안 遼와 金이 통치하게 되었다. 宋代 무
덤에 대한 중요한 발굴은 중원의 북송 무덤과 남방의 南宋 무덤 등이다.

1. 宋代의 皇帝陵
北宋의 皇帝陵은 河南省의 鞏義市에 있는데 이곳은 北宋 일곱 황제의 8陵과 皇后
陵, 陪葬群 등으로 형성된 방대한 陵墓지역이다. 南宋이 비록 杭州를 임시도읍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황제의 능침은 紹興에 두고 있었으며 南宋 황제의 6개 陵은 대단
히 간략하게 조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宋代의 陵墓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 작업은
대부분 北宋시대 皇帝陵의 陵園 건립제도와 地面上의 石刻 조사에 집중되었으며 단
지 몇 개의 陪葬墓만 발굴하였다.

1) 北宋 皇帝陵의 陵園배치.
2) 北宋 皇帝陵의 陪葬墓.
(1) 魏王 趙頵의 墓 : 宋 英宗 永厚陵의 陪葬墓이다.
(2) 李 皇后墓 : 宋 太宗 元德皇后의 墓이다.

2. 宋代의 士와 서민의 무덤
앞선 시대와 비교하여 보면 宋代의 정치제도는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 졌다. 東漢
이래 형성된 사의 문벌제도는 철저하게 붕괴되고, 황제 중심의 고도로 발달된 중앙
집권적 관료체제가 형성되었다. 葬禮儀禮에 있어서 황제의 陵과 황족의 무덤 등급
역시 엄격하게 규정되었다. 그러나 일반 관리나 사ㆍ서민의 무덤은 분명한 등급이
없어져 버렸다. 이는 곧 황제의 권력이 크게 강화된 반면 士族계층(즉 문벌귀족)은
소멸되어 버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 北宋의 무덤
이 때는 명확한 매장등급이 없어졌으며 그 대신 복잡한 磚室墓가 유행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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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인 형식은 方形 혹은 多角形의 墓室로서 木槨 구조를 모방한 복잡한 벽
돌조각 구조였다. 무덤의 벽에는 무덤주인의 생전생활을 묘사한 벽화가 있으며, 이
형식에서 가장 유행한 소제는 ‘開芳宴’그림 이었다.
- 白沙의 宋墓 : 河南省 禹縣 白沙鎭에서 발견된 北宋 元符2년(A.D. 1099) 축조
한 趙大翁의 무덤은 이러한 종류의 분묘 중에서 가장 호화로운 것이다.

2) 南宋의 무덤
長江 중류에 있는 南宋시대의 분묘들은 대부분 長方形 券頂을 한 磚室墓이며, 장
강 상류에서는 대부분 石室墓인데 많은 무덤들에서 벽화 또는 얇은 도들새김(淺浮
雕)으로 무덤주인의 생전생활 모습이나 孝子 이야기를 그렸다. 부장품은 대부분 陶
磁俑인데 주로 壓勝이나 驅邪성질, 혹은 四神, 12時, 또는 각종의 神煞(신살)을 그
렸다.
― 安丙墓 : 四川省 華鎣市에 있으며 南宋 安丙의 가족묘이다.

Ⅶ. 遼ㆍ金ㆍ元代의 무덤(A.D. 916 ~ 1368)
遼ㆍ金ㆍ元은 중국 역사상 특수한 시대로서 이들 왕조는 북방민족인 거란족, 여
진족과 몽고족이 건립한 정권이다. 이들 중에서 요나라와 금나라는 中原지역으로
침입 남하한 후 장기간 동안 宋王朝와 병존해 왔으며, 그 동안 중원의 매장전통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들 북방 유목민족 고유의 문화적 요소들도 많이 보존하고 있
었다.

1. 遼代의 무덤(A.D 916 ~ 1125 )
1) 요대의 황제릉
遼王朝는 모두 9대에 걸쳐 여덟 황제가 재위하였으며, 5개소의 陵墓를 건립하였
다. 이 중에서 聖宗, 興宗, 道宗의 능묘는 내몽고 巴林右旗에 있는데 이들을 총칭하
여 慶陵이라고 부른다. 이들 능묘는 균일하게 前, 中, 後 3개 墓室과 耳室로 구성되
어 있으며, 분묘의 벽화는 모두 4계절의 산수화를 그려 넣어 가장 특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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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란 귀족의 무덤
거란 귀족들의 무덤은 內蒙古, 遼寧, 北京, 河北, 山西省 등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공통적인 특징은 무덤의 擇地를 風水에 따랐고 무덤은 多角形의 墓室과 나무로
짜여진 구조를 모방하여 만들었다. 또한 금속으로 된 그물과 面具가 유행하였으며,
벽화도 유행 하였는데 벽화에는 의장(儀仗)을 행하는 모습, 門神, 시복(侍僕) 등이
主題가 되어 있다. 부장품에는 多民族의 특색을 가진 도자기, 예컨대 鷄冠壺와 馬具
등이 있다. 그러나 중원지역의 도자기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陳國의 公主墓 : 내몽고 哲里木盟 奈曼旗에 있으며, 지금까지 보존이 가장 잘
되어있는 거란 귀족의 무덤이다.

2. 金代의 무덤(A.D. 1115 ~ 1234)
金代 무덤의 중요 분포지역은 여진인의 발원지인 東北지방과 金代 여진인이 중원
으로 진입한 후의 활동 중심지였던 華北지방이다. 이들 두 지역의 金代 무덤은 그
차이가 뚜렷하다. 동북지방에 있는 여진인의 무덤형식은 간단하고 소박하나, 華北지
방의 金代인들의 무덤은 北宋의 墓葬제도를 답습하여 대부분 다변형의 墓室과 목조
구조물을 모방하여 건립한 雕磚壁畵墓이며, 벽화의 내용은 중원의 전통문화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만들었다.
― 侯馬의 金墓 : 山西省 侯馬市에 있으며, 金 大安 2년(1210)에 만든 董玘 聖旗
와 董明의 무덤으로서 복잡한 雕磚장식을 하고 있다.

3. 元代의 무덤(A.D. 1260 ~ 1368)
고고자료를 통해 보면 元代는 규모가 방대한 무덤은 극히 적다. 반면에 소형의
무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무덤은 각기 다른 그 지역의 무
덤 전통으로 인하여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金 境內의 元代 무덤
주로 山西省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金代의 墓葬제도를 답습하여 목조구조물
을 모방한 磚石墓인데 벽화의 내용은 開芳宴과 효자의 이야기 등으로 되어 있다.
― 馮道眞의 무덤 : 山西省 大同市에서 발견 되었으며, 墓主는 元代 道敎人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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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정교하고 이름다운 벽화가 있다.

2) 南宋 境內의 元代 무덤
중요한 사실은 南宋의 墓制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兩室을 병렬해 놓은 궁륭
상 천정의 磚室墓가 많으며 부장품으로는 瓷器, 漆器, 金銀器가 대부분이다. 비교적
대형무덤에 속하는 것은 屍體를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 范文虎 부부의 합장묘 : 安徽省 安慶市에 있다. 元代 尙書右丞을 지낸 范文虎
부부의 합장묘로서 이는 元代 관료의 매장제도를 대표하는 것이다.

3) 外國人의 무덤
中西아시아, 유럽 등지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외국인을 元代에는 ‘色目人’이라고
불렀다. 여기에는 각종 종교의 신앙을 신봉하는 외국인들의 무덤도 포함한다. 이슬
람교도의 색목인의 무덤은 주로 福州, 泉州, 揚州, 杭州, 新疆 등지에서 발견되고 있
으며, 기독교인들의 무덤은 揚州와 泉州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다.
― 元代 경교도(景敎徒) 묘정석(墓頂石)과 자기로 만든 묘지(墓誌)

Ⅷ. 結語 - 中國古代 분묘와 매장문화의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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捌、结语－中国古代墓葬文化的特质

壹、史前时期的埋葬习俗
一、中国最早的墓葬
中国至少从旧石器时代晚期的山顶洞人开始，已经出现了"墓葬"的萌芽；新石器时代早

期，出现了明确的"墓葬"；新石器时代中期，中国各地的新石器时代文化里均发现了墓葬，
并出现了墓地。

● 旧石器时代晚期的山顶洞人墓葬，距今5－1.8万年。

● 新石器时代早期的东胡林人墓葬，距今1万年左右。

● 新石器时代中期的裴李岗文化，发现了大型的墓地，以河南省贾湖遗址的墓葬为代
表，公元前7000年～公元前5000年。

二、仰韶文化的墓地与埋葬习俗（5000BC-2600BC）
仰韶文化是黄河流域新石器时代晚期至铜石并用时期黄河流域的代表性文化，在多个较

为完整的原始聚落遗址里，均发现了规模庞大的公共墓地。墓地的规模、埋葬的方式、随葬
品的多寡反映了仰韶时代的埋葬制度和社会组织形式。

● 仰韶文化墓地的布局方式：西安半坡墓地、临潼姜寨墓地。

● 仰韶文化的埋葬习俗：单人葬、合葬、二次葬、瓮棺葬。

● 仰韶时代不同文化的埋葬习俗：黄河下游的大汶口文化、黄河上游的马家窑文化。

三、龙山时代的墓地与埋葬制度（2600BC-1900BC）
龙山文化所代表的时代被称为"龙山时代"，是中国的铜石并用时期，是中国古代文明和

国家形成的重要时期，其后期可能已经进入中国最早的王朝－夏代。
1、龙山时代埋葬制度的变化

与仰韶时代相比，龙山时代的墓地规模、墓葬等级、随葬品、埋葬习俗方面出现了明显

的变化，表明社会组织结构、社会性质发生了变化，出现了很多文明的因素。
2、 龙山时代的墓葬

● 山西襄汾陶寺墓地：是黄河流域龙山文化的重要遗存，发现了数千座墓葬，有明显的
等级之分，不同等级的墓葬在墓葬规模、随葬品的数量和种类方面相差悬殊，墓主
人可能分别是王、贵族和平民，形成了初步的埋葬等级制度。

● 浙江余杭良渚文化墓地：是长江下游龙山时代的重要遗存，反山墓地和瑶山墓地可能
是良渚文化最高统治者的墓地，其中规模庞大的祭祀遗址和大量的玉礼器，表明良

渚文化已经进入早期文明时代。

● 内蒙古赤峰红山文化墓地：是辽河流域龙山时代的重要遗存，东山嘴遗址和牛河梁遗
址是两处大型宗教性遗址，发现大规模的积石冢和大量的玉礼器。

贰、夏商周时期的埋葬礼制（BC21－221BC）
一、夏代的王陵
以河南省偃师县二里头遗址为代表的二里头文化，被认为是中国第一个王朝夏代的典型

遗存，主要分布在河南中西部和山西南部地区。二里头遗址的二号宫殿附近发现了的大墓，

被推断为夏代的王陵。

二、商代的王陵
安阳殷墟遗址是商代晚期的都城，在王陵区和宫殿区发现了大规模的王陵和贵族墓葬，

其中8座四墓道的大墓可能属于商代晚期的8个王，周围是贵族陪葬墓，有人殉、人牲现象，

有车马殉葬制度，随葬品以玉礼器、青铜礼器为主体。殷墟的埋葬方式反映出严格的等级制

度，商代晚期初步的埋葬等级已经形成，墓葬是商代礼仪的一部分。
● M1001：是一座四条墓道的大型墓，墓主可能是王。

● M5（妇好墓）：是一座保存完好的中型墓，发现2000多件随葬品，其中一半为青铜
器和玉器。

● 武官村大墓：是一座被盗的中型墓，填土、二层台、腰坑、墓道都有人殉现象。

三、西周王陵与埋葬制度
1、西周的丧葬礼制

西周是中国古代礼制的形成时期，以血缘关系为纽带的等级制度，在丧葬礼仪上有非常

严格的规定，分公墓和邦墓两类，都严格按照长幼尊卑排列葬位。

公墓为国君、王室贵族及其子孙的墓地。"冢人掌公墓之地，辨其兆域而为之图，先王之

葬居中，以昭穆为左右。凡诸侯居左右以前，卿大夫、士居后，各以其族"。

邦墓为万民所葬之地。"墓大夫，掌凡邦墓之地域为之图，令国民族葬而掌其禁令，正其

位，掌其度数。"

2、棺椁制度与鼎簋制度

西周按照棺椁的重数和鼎簋的套数来严格区分墓主人的等级，分为天子、诸侯、大夫、

士等几 个 等 级 。周代流行以食器 随 葬 ， 基本组 合 为 鼎 、 簋 、 盘 、 匜 等 ，天子以九鼎八簋 随
葬。

3、西周各诸侯国的墓葬

● 长安张家坡井叔墓地：是西周都城的一处贵族家族墓地，包括一座双墓道大墓、三座
单墓道大墓、若干小墓和车马坑等，墓葬中大都出有井叔自作铭文的青铜礼器。如
M157。
●

北京房山琉璃河燕国墓地：是位于西周燕国都城的贵族墓地，发现300多座贵族墓

葬，其中M1193是4墓道的大墓，出土了一批带铭文的青铜礼器，墓主可能是西周

分封于燕国的第一代燕侯。

● 山西曲沃晋侯墓地：发现了9组19座大型墓葬，分别为西周晋侯及其夫人的异穴合葬
墓，出土了大量的青铜器、玉器，很多青铜器上刻有晋侯的名字。

四、东周埋葬制度的变化
东周包括春秋和战国两个时期。春秋至战国初期的丧葬礼制（如棺椁制度、鼎簋制度）

非常严格，但战国中晚期开始，周代的埋葬制度出现了"僭越"现象，棺椁制度和鼎簋制度受
到破坏，是战国时期"礼崩乐坏"的反映。

● 河北平山中山王陵：地面有封土和享堂建筑，地下为二墓道的石椁墓室，根据出土铜
器上的铭文，可知墓主为中山王错的陵墓，葬于公元前310年左右。还出土有中国
最早的建筑规划图－兆域图。

●

湖北随州擂鼓墩曾侯乙墓：是一座竖穴木椁墓，1椁2棺，9鼎8簋。根据铜器铭文，

墓主为曾国的国君，名乙，下葬年代433BC左右。椁室内还有21个女子的陪葬棺，

出土青铜保存完好、种类齐全的成套乐器。

叁、秦汉时期的墓葬（221BC-220AD）
一、秦汉帝陵
秦汉是中国第一个统一帝国时期，帝王陵墓分布在咸阳、西安和洛阳，秦和西汉陵墓均

保留有地面 遗 迹， 其中二座已 经进 行了考古发 掘 ， 但洛 阳 的 东汉 帝陵具体方位 尚 未完全确

定。从考古调查和发掘的秦始皇陵、西汉11座帝陵来看，秦始皇统一中国后，逐渐建立了非

常有特色的严格埋葬制度，可称为"汉制"，是以等级为核心的严格埋葬制度。秦汉帝陵通过"
厚葬"来体现至高无上的皇权地位，陵墓的建制体现了汉代"事死如事生"的生死观。
● 秦始皇陵

● 西汉帝陵的陵园布局方式，以汉景帝阳陵为例。

二、汉代诸侯王墓
汉代诸侯王墓包括"异姓诸王"、"同姓诸王"、列侯的墓葬，迄今已经发掘汉代诸侯王墓

60多座，这些高等级的贵族墓葬，很好地体现了汉代丧葬的等级制度及其变化的过程，是探
求汉代陵寝制度非常重要的一批资料。

汉代诸侯王墓按照墓葬的材料和结构，可分为崖墓和木椁墓两类。

1、崖墓：在山崖上凿出墓穴，墓室模仿宫室府第设计，墓室众多，分工明确。

● 河北中山靖王刘胜墓

● 江苏徐州狮子山楚王墓
● 河南永城保安山梁王墓

● 广东广州象岗南越王墓

2、木椁墓：在土坑竖穴内建造"黄肠题凑"式的墓室，已发掘10多座。
● 北京大葆台刘建夫妇墓

三、汉代墓葬的装饰
秦汉一统天下，思想领域 "独尊儒术"。儒家的"孝悌""忠义" 观念成为立国的根本，行孝

的具体表现是"养生葬死"、"生极其欲、死而厚葬"。汉代的厚葬受到"事死如事生"思想的影
响，在营建墓室时极力模仿生前生活的府邸，繁复的墓葬装饰也是厚葬习俗的反映。
1、汉代墓葬装饰的类型

● 壁画墓：西汉晚期出现，东汉时期开始流行，如洛阳卜千秋壁画墓。
●

画像石墓：以石刻画像为装饰的石结构或砖石混合结构的墓葬，包括地上祠堂、石

阙 、 地下墓室等 ， 西 汉晚 期 开 始流行 ， 如山 东 嘉祥武梁祠 、 山 东苍 山元嘉元年墓
等。

● 画像砖墓：画像砖多以模印方法成形，主要流行于东汉时期的四川地区的崖墓。
2、汉代墓葬装饰的题材

汉代的各类装饰墓，都是为了厚葬的需要，体现汉代的丧葬观念，因此题材大致接近。

可以分为三大类：
●

忠孝类题材：以孝子、列女、忠臣、义士的事迹作为画像的主题，目的是"成教化、

助人伦"。

● 神仙类题材：汉代的宗教观以神仙信仰为代表，黄老思想与各种民间巫术、神话传说
相互交融，形成了汉代的神仙体系。画像内容包括伏羲、女娲、东王公、西王母方
相氏、羽人、四神、云气星象等

● 再现类题材：通过一些有特征的片断，再现墓主生前的真实生活状态，包括墓主的仕
宦经历、日常庭院生活、农业生产场景等。如内蒙古和林格尔壁画墓。

肆、魏晋南北朝时期的墓葬（220－581AD）
一、魏晋埋葬制度的变化
曹魏和西晋的 统 治者力主 " 薄葬 " ， 对 奢 华 的 汉 代 " 厚葬 " 之 风进 行了改革 ， 地面不 树 不

封、墓室数量逐渐减少为1－2个墓室，随葬品数量也大为减少，没有墓葬装饰，逐渐形成了
魏晋时期新的埋葬制度，可称为"晋制"。"晋制"是对等级森严的"汉制"的简化，以至最高统治
者的墓葬与一般墓葬没有明显差别，因此，至今无法确定魏晋时期各代帝王的陵墓所在地。
● 曹魏陈思王曹植墓：发现于山东省东阿县，十分简陋。

● 西晋帝陵：今偃师县蔡庄附近可能是西晋帝陵所在，其中枕头山墓地、峻阳陵墓地均
为多台阶土洞墓，可能是西晋帝陵的陪葬墓。

二、南方六朝墓葬
三国孙吴、东晋、南朝宋、齐、梁、陈四个朝代均以建康（今南京）为都城，因此六朝

高等级的墓葬以建康周围最为集中。由于地理环境、文化传统等因素的不同，六朝墓葬与同
时期的十六国北朝墓葬有着明显差别。

六朝帝后陵墓共70多处，分布于南京、句容、江宁、丹阳等地，其中多半有地面遗迹

可考。考古发掘了其中15座大墓，可能属帝陵，如南京幕府山大墓、富贵山大墓、丹阳

胡桥大墓、建山大墓、南京西善桥大墓等。
1、六朝帝陵神道石刻

六朝陵墓发现30多处石刻，以萧梁时期保存最多。一般对称分布着三对石刻：石兽、石

柱（或华表）、石碑。

2、 六朝墓葬的选址

六朝墓葬在墓地的选择上讲究风水之术，依血缘关系"聚族而葬"，如宜兴西晋周氏墓地

、南京老虎山东晋颜氏家族墓地、象山东晋王氏家族墓地等。
3、六朝墓葬的装饰

南京六朝墓的装饰主要是拼镶砖画，而很少彩绘，其中竹林七贤可能是帝陵装饰的一个

重要题材，以南京西善桥大墓的竹林七贤及荣启期画像保存最为完整。"竹林七贤"是六朝高

等级墓葬特有的题材，可能采用了东晋画家顾恺之的画稿作为粉本。

● 南京西善桥墓大墓的拼镶砖画：可能是南朝陈宣帝的显宁陵。"竹林七贤"砖画中的人
物形象可作为东晋至南朝前期人物造型风格的代表。

三、北方十六国北朝墓葬
西晋灭亡以后，北方地区陷入五胡十六国的纷乱之中，政权更替频繁、民族成分复杂、

人口迁徙加剧，各种文化因素在北方地区相互融合和渗透，形成了与同时期的南方完全不同
的文化面貌。

1、十六国墓葬

十六国统治阶层墓葬中，北燕天王冯跋之弟冯素弗夫妇合葬墓是一处身份明确的墓葬，

位于辽宁省北票市，埋葬制度既有汉传统因素，也有鲜卑的民族习俗，是一处非常典型的十

六国墓葬。

2、北魏墓葬

北魏的墓葬主要发现于拓跋鲜卑不同时期的活动中心，如内蒙古河套地区、平城（今山

西大同 ）、 洛 阳。 以平城和洛 阳发现 的北魏墓葬 为 例 ， 可以 清 楚地看出北魏 丧 葬 习 俗的 转

变，以及与南朝文化的关系。

● 司马金龙墓及漆画屏风：表现出明显的汉地文化因素与鲜卑习俗的融合，漆画屏风的
绘画风格受到南方文化新风的影响，可能是顾恺之画风影响所致。

●

洛阳石棺：以阴刻、浮雕方式，描绘忠孝、神仙类画像，画像题材是汉代传统的恢

复，画像人物形象为秀骨清像，与司马金龙墓漆画人物相似。

3、 东魏、北齐墓葬

公元534年，北魏分裂后，东魏和北齐以邺城（今河北磁县）为都，同时以晋阳（今山

西太原）为陪都。在邺城、晋阳发现了大量属于东魏和北齐皇室成员、重要勋贵的墓葬，墓
葬结构、随葬品组合和墓葬装饰上发生了明显的变化。

● 茹茹公主墓、湾漳大墓、徐显秀墓、娄叡墓代表了东魏北齐墓葬的最高等级，流行大
面积的壁画，壁画是长卷式的构图，以反映墓主生前威仪生活为主要内容，如墓道
的仪仗出行行列、墓室的墓主宴享场面等。

4、 西魏、北周墓葬

北魏分裂后 ， 西魏和北周以 关 中地 区 的 长 安 （ 今 陕 西西安 ） 为 都城 ， 原州 （ 今宁夏固

原）也是一个非常重要的政治和军事中心。西魏和北周的高等级墓葬主要分布长安、原州二
地。

西魏、北周在统治思想、文化传统等方面，与同时期的东魏、北齐有着明显的差别，反
映在埋葬制度上，则属于完全不同的系统。

北周墓葬都由长斜坡墓道、甬道和土洞墓室构成，墓道内根据墓主身份的高低，设有数

目不等的天井和过洞，墓葬装饰非常简单，随葬陶俑的造型风格完全不同于东魏和北齐。

● 北周武帝宇文邕墓：宣政元年（578）卒，与阿史那皇后合葬。为单室土洞墓，墓室
后部设1壁龛，墓道设4壁龛、5组天井和过洞。

伍、隋唐五代墓葬（581－960AD）
一、唐代帝陵
隋唐是中国继汉代以后又一个大一统时期，其丧葬礼仪与文化在汉代的基础上，经过魏

晋南北朝时期多种文化的互动与整合，形成了一套新的丧葬礼仪与埋葬制度，隋唐埋葬制度

在帝陵与两京地区的高等级墓葬中表现得最为明显。

唐代21帝，有18座陵墓分布在关中地区渭河以北的礼泉、乾县、泾阳、三原、富平、蒲

城六县境内。大多有被盗的记录，但地面遗迹十分丰富，墓主的身份比较明确。
● 封土：有"封土为陵" 与"依山为陵"两种形制。

● 神道仪卫性石刻：以乾陵和昭陵石刻最富盛名。

● 陪葬墓：一般位于南门外神道两侧，是按照埋葬时间的先后由北向南排列的。乾陵陪
葬墓达167座。

二、唐代两京地区墓葬
长安和洛阳是唐代的两个政治、文化中心，墓葬考古资料非常丰富，两地的墓葬能够很

好地体现唐代的丧葬礼仪与埋葬制度。
1、墓葬形制与等级

唐代崇尚厚葬，有关丧葬礼仪的等级制度非常森严，考古发现的墓葬等级与唐代文献所

载的等级大致相符。唐代墓葬的等级主要体现在墓葬形制和规模、随葬品的数量上，最高等

级是"号墓为陵"的陪葬墓，都是双室砖墓，如懿德太子墓、永泰公主墓、章怀太子墓等。
● 懿德太子墓：乾陵的陪葬墓。
2、随葬明器的组合

以陶俑和模型为主要随葬明器。陶俑多彩绘，盛唐多三彩俑，有四类组合：镇墓类（镇

墓兽、天王、十二生肖等）、仪仗类（以游猎内容为中心）、家仆类、动物模型。
3、壁画

唐墓壁画以西安地区最多，从初唐到晚唐，壁画布局方式和题材有清晰的发展脉络，布

局方式受到墓葬结构的影响，画像题材受到画风的影响。

● 盛唐壁画：墓道和墓室均有壁画，墓道为青龙白虎引导的出行仪仗，如懿德太子墓壁
画。

●

中晚唐壁画：壁画主要集中于墓室四壁，流行屏风式绘画，如新疆阿斯塔那唐墓壁

画。

三、五代十国墓葬
唐朝灭亡后，中原地区相继出现了后梁、后唐、后晋、后汉、后周5个朝代（907－960

年），此外同时出现了10个割据政权（902－979年，9个在南方，1个在北方）。

五代十国墓葬主要的考古收获是几个割据王朝的帝陵和高级官吏墓葬，其埋葬制度既有

渊源于唐的迹象，又有明显的时代特色和地域特色。
● 前蜀王建的永陵：四川成都。

● 南唐二陵：南唐李c的钦陵和李璟的顺陵，位于江苏江宁市。

● 后梁王处直墓：河北曲阳，后梁龙德三年（923）北平王王处直墓。

陆、宋代墓葬（960－1279AD）
960年，北宋王朝结束了五代十国的割据局面，重新统一了中国，但陷入了与北方少数

民族建立的辽、金政权的长期战争之中，北方地区长期被辽、金统治。宋代墓葬的考古发现
主要是中原的北宋墓葬和南方的南宋墓葬。

一、宋代帝陵
北宋皇陵位于河南巩义市，是一个由北宋7帝8陵、皇后陵、陪葬群形成的庞大陵墓区。

南宋苟安于杭州，陵寝暂寄于绍兴，有南宋6陵，但十分草率简陋。对宋代陵墓的考古工作
主要集中于北宋帝陵的陵园建制和地面石刻，只发掘了几座陪葬墓。
1、北宋帝陵的陵园布局

2、北宋帝陵的陪葬墓

● 魏王赵頵墓：宋英宗永厚陵的陪葬墓。
● 李皇后墓：宋太宗元德皇后墓。

二、宋代士庶墓葬
与前代相比，宋代政治制度发生了重要的变化，东汉以来形成的士族门阀制度被彻底摧

垮，形成了以皇帝为中心的高度中央集权的官僚体制。表现在丧葬礼仪上，皇陵和皇族墓葬

等级森严，而一般品官和士庶墓葬并无明显的等级，表明皇权的加强和士族阶层的消失。
1、北宋墓葬

没有明显的埋葬等级，流行复杂的砖室墓，一般形制是方形或多角形墓室，流行砖雕复

杂的仿木结构，墓壁有描绘墓主人生活的壁画，最流行的题材是"开芳宴"。
●

白沙宋墓：河南禹县白沙镇发现的北宋元符二年（1099）赵大翁的墓葬，是此类墓

葬中最豪华者。

2、南宋墓葬

长江中游的南宋墓葬多为长方形券顶砖室墓，长江上游多石室墓，多以壁画或浅浮雕描

绘墓主生活场景、孝子故事，随葬品中多陶瓷俑，多为压胜、驱邪性质，有四神、十二时及

各种神煞 。

● 安丙墓：四川华蓥市，南宋安丙家族墓。

柒、辽金元墓葬（916－1368）
辽金元是中国历史上的特殊时期，分别是北方民族契丹、女真和蒙古族建立的政权，其

中辽、金入主中原后，长期与宋王朝并存，在接受中原埋葬传统的同时，还保留了相当多的
本民族文化因素。

一、辽代墓葬（916－1125）
1、辽代帝陵

辽 共 传 九世八帝 ， 共建五 处 陵墓 。 其中 辽圣 宗 、 兴 宗 、 道宗的陵墓位于 内 蒙古巴林右

旗，总称庆陵。 陵墓均由前中后三个圆形墓室和耳室构成，墓葬壁画以四季山水最具特色。
2、契丹贵族墓葬

契丹贵族墓葬多集中在内蒙古、辽宁、北京、河北、山西等区域。其共同特征是：墓葬

的选址讲究风水；流行多角形墓室和仿木构结构；流行金属网络和面具；流行壁画，以行仪
仗、门神、侍仆等为主题；随葬品中多民族特色的陶瓷器，如鸡冠壶和马具，但中原地区的

陶瓷器物逐渐增多。

● 陈国公主墓：内蒙古哲里木盟奈曼旗，迄今保存最好的契丹贵族墓。

二、金代墓葬（1115－1234）
金代墓葬主要分布在女真人的发源地东北、以及金代入主中原后的活动中心华北，两地

金墓差别明显。东北女真人墓葬形制简陋，华北金墓延袭北宋墓葬制度，多为多边形墓室、

仿木构建筑的雕砖壁画墓，内容以中原传统文化因素为主。
●

侯马金墓：山西侯马市，金大安二年(1210)董玘坚"�和董明墓，有复杂的雕砖装

饰。

三、元代墓葬（1206－1368）
从考古资料看，元代规模宏大的墓发现甚少，以小型墓居多，而且各地墓葬因不同地域

的墓葬传统而有明显差别。
1．金境内的元墓

主要发现在山西地区，沿袭金的墓制，采用砖石仿木结构，壁画内容有开芳宴、孝子故

事等。

● 冯道真墓：发现于山西大同，是元代的道教人物，有非常精美的壁画。
2．南宋境内的元墓

主要沿袭南宋墓制。多两室并列的券顶砖室墓，随葬瓷器、漆器、金银器居多。较大型

墓多注重尸体的保护。

● 范文虎夫妇合葬墓：安徽安庆市。元尚书右丞范文虎夫妇合葬墓，可作为元代官吏埋
葬制度的代表。

3．外国人墓

来自中西亚、欧洲等地的外国人在元代被称为"色目人"，包含了各种宗教信仰的外国人

的墓葬。伊斯兰教色目人墓主要发现于福州、泉州、扬州、杭州、新疆等地；基督教徒墓以
扬州、泉州发现最多。

● 元代景教徒墓顶石与瓷墓志

捌、结语－中国古代墓葬文化的特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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