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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집안, 요령성 환인지역 고구려 유적
답사 보고
김유정 전임연구원

길림대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1999년 10월, 국경절 연휴를 이용하여 처음으
로 고구려 유적을 답사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막연히 고구려 유적을 보러 간
다는 생각으로 사전지식이나 별다른 준비 없이 갔었기 때문에 ‘수박 겉핧기’식
으로, 잘 알려진 호태왕릉, 호태왕비, 산성하 고분군, 장군총 등의 몇몇 유적만
을 보았을 뿐이었다. 그 후 2002년 추석연휴를 이용하여 또 한차례 집안지역을
답사하였으나 그 당시엔 한국 사람들은 고구려 유적 근처에도 갈 수 없도록 철
저한 통제를 하였으므로 역시 몇 몇 유적만을 둘러보고 올 수 밖에 없었다.
석사 논문을 준비하면서 고구려 고분을 전공한다는 사람이 유적도 제대로 둘
러보지 않고 논문을 쓴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되어 이번 답사만큼은
최대한 많은 유적들을 보고 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였다.
洞溝古墓群-1997年 調査測繪報告의 유적분포지도와 나침반을 이용하여 답사
시 각 고분의 위치를 파악하였으며 각 인터넷 사이트와 고구려 관련 도서를 통
해 사전자료를 수집하였다.

Ⅰ. 4월 1일 부산→인천→장춘, 길림대 위존성 교수님 댁 방문
길림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중국 장춘은 길림성의 省都이다. 장춘으로 가는 비
행기편이 인천공항 출발편 밖에 없어 김해공항에서 첫 비행기로 인천국제공항
으로 갔다. 인천공항에서 13시 20분 출발, 장춘에 중국시간 14시 10분에 도착
하였다. 가끔 중국을 찾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발전, 변화의 속도가 정말
빠른 것 같다. 2002년 장춘, 집안일대를 답사하고 귀국할 당시만 하더라도 비
행기까지 걸어가서 탈 정도의 규모가 작은 공항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외곽으
로 옮겨서 나름대로 국제공항의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
짐을 찾고 택시를 대절하여 먼저 장춘 同志街에 있는 기차표 예매하는 곳으
로 가서 집안으로 출발하는 당일 밤 기차표를 구입하였다.
기차표 구입 후 길림대 고고학과 위존성 교수님께 전화를 드리니 마침 댁에
계신다며 집으로 오라고 하셨다. 선생님 부부께서는 여전히 반갑게 맞이해 주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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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연구원 발간 보고서와 기념품을 전해 드리고 부원장님께 전화도 드렸다. 집
안 가는 일정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물어보시며 혹시 답사 중 곤란한 일이 생기
면 집안 박물관에 있는 선생님들 대부분이 자신의 제자들이니 선생님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라고 일러주셨다. 어느덧 저녁식사 시간이 되어 선생님 부부와 함
께 고급스러운 식당으로 가서 저녁식사를 하며 이런 저런 얘기도 나누었다. 저
녁식사를 마치고 염려해 하시는 선생님 부부를 뒤로한 채 기차역으로 향했다.

Ⅱ. 4월 2일 집안박물관, 우산 귀족묘군, 호태왕릉ㆍ비, 장군
총, 장천묘구, 하해방묘구
기차는 9시 50분에 장춘역을 출발하여 잠시 눈을 붙였나 싶더니 새벽 5시
30분경 통화에 도착하였다. 통화에 거의 도착할때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하얗게 쌓인 눈이었다. 통화에 도착하여 역 밖으로 나오니 바닥은 내린 눈이 녹
기 시작하여 질척질척한 상태였다. 통화에서 집안으로 가는 기차가 있지만 8시
경 출발하여 11시경 도착하는 1대의 기차밖에 없어 시간 절약을 위해 택시를
대절해서 집안으로 갔다.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였던 집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안시는 동경 125도 33분~126도 33분으로 평양보다 약간 동쪽이고 북위
40도 52분 05초~41도 75분 17초에 위치해 중강진이나 백두산보다는 훨씬 낮
고 함경도의 청진보다 아래에 자리잡은 명천과 비슷한 위도에 위치해 있다. 집
안시는 동서로 78㎞, 남북으로 8㎞, 총면적 3217.2㎢로 마치 압록강 가에서 날
아오르는 기러기 모습을 닮았다. 동남쪽으로 압록강을 건너 북한의 자성군, 위
원군, 초산군, 만포시를 바라보고 서남쪽으로 요령성의 관전환인 두 현, 동북쪽
으로 혼강과 통화현, 북쪽으로 통화시, 통화현, 혼강시와 접해 있다. 집안시에는
우리나라 읍에 해당하는 鎭이 집안 청석 청하 세 곳이 있고 우리나라 면 단위
인 鄕이 17개, 우리나라 里단위인 村이 125개, 자연부락인 屯이 850개 있다.
집안시는 장백산구에 속해 있어 산에 둘러싸여 있는데 노령산맥이 등성마루
를 이루고 있다. 노령산맥을 분수령으로 하여 서북쪽을 영후 지방이라 하고 동
남쪽을 영전지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집안시는 영전지방이고 통화와 환인은
영후지방이 되는 것이다. 서북쪽 뒷면은 물매(비탈)가 완만한 편이지만 지세는
비교적 높아 최고봉이 1516m나 된다. 모두 60여개의 크고 작은 시내와 강이
흐르고 있는데 뒷면(영후)으로 흐르는 물은 혼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앞면(영전)
으로 흐르는 물은 모두 압록강으로 들어간다. 집안시의 젖줄인 압록강은 전체
800여㎞ 가운데 162.5㎞가 집안시 지역을 지난다. 압록강 물길은 황백향 삼도
립자구에서 시작하여 청성 황백 태왕 교구 집안 마선 태형 유림 양수 등 9개의
향과 진을 거쳐 양수향의 양목림에서 요령성으로 넘어간다. 노령산맥을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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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영전으로 흘러내려 압록강으로 들어가는 하천으로는 석호하, 추피하,
통구하, 유림하, 양수하, 대로하, 차구하 등이 있는데 강가에 커다란 충적평야가
있어 평탄하고 비옥한 토지를 제공해 원시시대부터 인류가 거주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집안시는 서북(영후) 끝머리에서 통화와 환인현과의 경계를 이루는
혼강은 장백산구 노령산맥 서북 끝에서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사첨자
부근에서 동남쪽으로 꺽어 압록강으로 들어간다. 염난수 또는 동가강이라고도
부르는데 길이가 430㎞이고 유역 면적이 1만 5000㎞이다. 이 혼강은 집안현에
서는 두도, 요영, 재원, 대로 등 4개 향을 통과하는데 청하, 마의하, 대위사하,
요영하, 신개하 등이 흘러 들어간다. 혼강은 집안과 통화 환인을 잇는 뱃길이
되는데 특히 고구려가 집안에서 중국 본토로 진출할 때는 바로 신개하를 거쳐
혼강으로 나갔다. 혼강 가에도 퇴적평야가 많아 신석시 시대부터 인류가 주거했
음을 증명하는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다.
집안시의 기온은 온난하고 습기가 많으며 비가 많이 온다. 연 평균기온이 6.3℃
로 길림성에서 가장 높다. 1월 평균기온 -14.8℃~-15.9℃, 7월 평균기온 23.
2℃, 연 강수량 900~1000㎜ 이상,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 140~160일로 농
사에 알맞은 기후이다. 집안시 전체 인구 21만 가운데 한족이 가장 많고 그 다
음이 조선족이며 그 이외에 만주족, 몽고족, 회족 등이 섞여 산다. 조선족은 1
만 5000여 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소수민족이다. 경지면적이 32만 7000무
(畝, 1무는 우리나라의 170평 정도=5,559만 평정도)인데 콩, 옥수수, 수수 등을
주로 경작하고 있다.
초등학교 228개, 교원 연수학교 1개, 기술공업학교 1개, 성인학교 1개, 박물관,
문화원 등의 문화시설이 있다.(서길수 교수의 고구려 역사유적 답사 참조)
택시를 타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한참을 달리더니 8시경 드디어 집안에 도착
했다. 먼저 숙소로 예정했던 취원호텔에 짐을 풀고 근처 조그만 식당에서 간단
하게 아침 식사 후 집안박물관으로 갔다.

1. 集安博物館
집안박물관에 도착하니 각 유적지마다의 요금표가 붙어져 있었는데 몇 년 전
과 비교해보니 상당히 오른 듯 했다. 표 안사냐는 듯 멀뚱히 쳐다보는 여자 복

무원에게 길림대 위존성 교수님 소개로 왔으며 迟勇先生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

자 무사통과, 복무원이 직접 迟勇先生님께 연락을 취해주며 잠시 기다리라고 했

다. 5분쯤 기다리니 일요일이라 쉬고 계셨던지 약간 피로해 보이는 듯한 차림
으로 迟勇先生님이 박물관으로 나오셨다. 학예실로 가서 연구원 발간 보고서 및
기념품을 전달해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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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五盔墳(禹山貴族墓群)
집안에서의 일정을 함께할 택시를 대절하고 바로 첫 번째 목적지인 우산 귀
족묘군으로 갔다. 이 곳은 예전에 오회분과 사회분으로 더 잘 알려진 곳이다.
집안시의 기차역 북측에 다섯 개의 높고 큰 봉토석실묘가 동서로 질서있게
배열되어 있고 盔胄(투구)모양을 하고 있어 오회분이라고 부르며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1~5호로 이름하였다. 이 곳을 현재는 우산 귀족묘군으로 명명하고 펜
스 등으로 보호조치 한 상태였다.
예전에는 5회분 5호묘를 개방하여 벽화묘 중 유일하게 내부를 볼 수 있었지
만 현재는 모두 폐쇄하고 전시실을 새로 지어 전시실 내부에 벽화 사진, 동영상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3. 好太王陵ㆍ碑
두 번째 목적지는 호태왕비와 호태왕릉. 호태왕비는 2002년 답사 당시 가까
이 가지도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사진도 찍을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세계
문화유산 등록 후 이네들은 180도 바뀐 것 같았다. 이제 우리 문화유산으로 등
록했으니 보고 싶으면 맘껏 보라는 듯, 친절한 설명과 함께 사진도 많이 찍으라
고 하며 사진 찍기 좋은 위치까지 알려주는 것이었다. 또, 호태왕릉은 1999년
당시 잡초 더미에 가려져 고분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갈 정도였지만 현재는 호
태왕릉과 호태왕비를 하나의 유적으로 묶어 그 주변 지역을 모두 깨끗하게 정
비하여 펜스로 보호조치 한 상태여서 호태왕비를 보고 호태왕릉까지 충분히 걸
어갈 수 있는 정도였다.
호태왕릉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집안의 통구묘군 우산묘역 가운데 유명
한 묘장의 하나로서 집안현성에서 동쪽으로 4㎞ 떨어진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
다.
이 묘를 태왕릉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이 묘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願太王陵
安如山固如岳”라는 글자가 새겨진 전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태왕릉은 방단계
제석실묘로서 그 규모가 현재 가장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장군총보다 4배나
크다. 묘는 정방형이며 묘의 한 변의 길이는 66m, 잔고는 14.8m, 방향은 180°
이다. 이 묘는 심하게 파괴되어 계단을 쌓았던 석조의 대부분이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전용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자갈무덤만이 남아있다.
묘실의 길이와 폭은 각각 약 2.8m, 잔고는 1.5m이다. 묘도는 묘실의 서벽 정
중앙으로 나 있으며 1m 정도의 길이가 남아있다.
태왕릉 북면의 기초가 비교적 크게 가라앉았기 때문에 계단석이 안쪽으로 넘
어져 석재의 바깥면이 위로 들추어져 있어 본래의 평면과 45°각을 이루고 있
다. 기타 각변의 계단석도 대부분 파괴되어 태왕릉의 본래 면모를 찾을 길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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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늘날 태왕릉은 본래 희망했던 대로 “산처럼 안정되고 악처럼 견고(安如山
固如岳)”한 상태가 결코 아니며 가까이서 보아도 멀리서 보아도 오직 하나의
돌산처럼 보일 뿐이다. 태왕릉의 자갈 가운데서는 와편, 도편 및 와당잔편이 많
이 발견되었다. 기와는 모두 니질회도로서 짙은 회색과 황회색 두 종류가 있으
며 면이 거칠고 부분적으로 기와 가장자리에 손가락으로 누른 자국(指按紋飾)이
있으며 구울 때의 불의 온도(火條)가 높았다. 와당은 대부분 작은 조각들이다.
태왕릉에서 동북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는 동방에 명성을 떨쳤던 호태왕비가
우뚝 솟아 있다.
비문에 의하여 이 비는 고구려 제17세손, 제 19대왕인 談德의 묘비라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그가 죽은 뒤 “國岡”에 매장했기 때문에 謚號를“國岡上廣開土境
平安好太王”이라 했다.
태왕릉이 강상에 있다고 한 것은 곧 당시의 강상이 묘비와 접근해 있다는 얘
기이며 또한 묘에서는 “願太王陵安如山固如岳”라는 글자가 새겨진 전이 발견되
었다. 이 때문에 학술계에서는“太王陵”이 곧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의 릉
이라고 생각한다.

4. 將軍塚
다음은 장군총으로 이동하였다. 장군총은 중국에서는 장군분으로 불린다.
집안 통구평야 동단의 용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집안역과 5㎞
떨어졌다. 이 묘는 국내성 외곽 고구려 石墳類 가운데 방단계제석실묘로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화강암을 계단식으로 쌓아 만든 것으로서 높이는
12.4m, 변의 길이는 35.6m이다.
매 층마다 안으로 들여쌓고,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매 면을 세
개의 거석(북면에는 두개만 남아있고 하나는 이미 없어짐-그 가운데 가장 작은
거석의 무게는 15톤이다.)으로 기대어 받쳤으며 각층 석조의 가장자리 귀퉁이
는 7~8㎝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윗 층의 석조가 바깥쪽으로 삐져나가는 것을
방지했다. 묘실은 제5층의 중앙에 구축하였다. 묘는 남향이며 묘실은 정방형이
다. 묘실 각 변의 길이는 5m, 높이는 5.5m이며 묘실 내에는 두개의 관대가 동
서로 나란히 놓여 있다. 네 벽은 각각 6층의 석조로 구축했으며 벽의 위쪽 끝
부분 가까운 곳에는 각각 하나의 커다란 석재로 된 梁을 설치하여 1층 고임의
藻井을 형성하였다. 이 조정 위에 하나의 거대한 蓋頂石을 덮었다. 이 개정석의
윗부분 면적은 60여㎡, 무게는 50여톤이다. 개정석의 윗면 가장자리에는 20여
개의 구멍(주공)이 같은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로 보아 묘정에는 가옥과
유사한 건축물을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묘는 그 기세가 장엄하여 감히 고구
려시대 석조건축 예술을 대표할만하다고 할 수 있다.
장군분의 북쪽에는 본래 다섯 개의 배총이 동서 일자로 배열되어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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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동북쪽에 한 개만이 남아있다. 이 묘는 대형의 석재를 사용하여 방단을
쌓고 그 방단 위에 세 개의 거석으로 벽을 세우고 그 위를 거대한 蓋頂石으로
덮었으며 묘문은 남벽으로 나 있다.
장군분은 건축의 공정 규모가 크고 사용된 석재가 많은 것으로 보아 국가적
인 역량이 아니고서는 건설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묘는 고구려의 왕릉임에 의
심할 여지가 없으나 어떤 사람의 왕릉인지는 확실하게 지칭하기 어렵다.(중국내
의 고구려유적-이전복)
장군총 역시 그 주변 지역을 모두 깨끗하게 정비한 상태였으며 묘실로 올라
갈 수 있었던 쇠로 만든 계단을 없애고 두 방향에서 올라갈 수 있는 나무로 만
든 계단이 새로 설치되어 있었다.

5. 長川墓區
장천묘구부터는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이라 그런지 오전의 유적
들에 비해 정비가 덜 된 느낌이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주변 정리 등이 잘 되
어 있는 상태였으며 굳게 닫힌 쇠문을 열고 들어가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
깝기만 했다.
장천 1호 ~ 5호까지 5개의 고분이 모두 한 묘군에 속하나 1 ~ 4호는 봉토
석실묘지만 5호묘는 봉토석실분이 아닌 방단계제석실분이다.
장천 1호묘는 집안시 황백향 장천촌 북쪽의 두 계단을 이룬 대지 위에 위치하
고 있으며 1호묘의 서북쪽으로 170m가량 떨어진 지점에 2호묘가 위치하고 있
다.
장천 1호묘는 묘도, 용도 및 전후 두 실로 구성된 대형의 무덤이다. 묘실의
내부는 모두 석재로 쌓고 그 위에 백회를 발라 사회풍속화를 그렸다. 묘실의 구
조, 벽화의 내용 및 잔존하고 있는 부장품을 막론하고 이 묘는 고구려 봉토석실
벽화묘 중 매우 중요한 벽화묘이다. 묘는 서향이며 묘도의 길이는 1.40m, 폭은
1.53m,

높이는

1.90m이다.

전실은

횡장방형으로서

길이는

2.37m,

폭은

2.90m, 높이는 3.25m 이다.
장천 2호묘는 묘도, 남북의 두 耳室, 용도 및 묘실 등 몇 개 부분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서향이다. 묘도의 길이는 2.7m, 폭은 1.4m, 높이는 2.1m이다. 묘도
의 後端 좌우 양측에는 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이실과 묘실 사이는 용도이다. 용
도의 전장은 2.39m, 폭은 1.4m, 높이는 1.6m이다.
장천 3호와 4호묘는 거의 연접해 있으며 1호와 2호묘에 비해 작은 규모의
봉토석실분이다. 4호묘에서 동남쪽으로 10m쯤 언덕을 따라 오르면 잡목에 둘
러쌓여 가려진 상태의 5호묘가 위치하고 있다.
5호묘의 동쪽편으로 현대 민묘 몇 기를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입구를 폐쇄하
지 않고 열어 놓은 것이 특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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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천 1 ~ 5호묘를 보고 차를 세워놓은 곳까지 내려와서 보니, 장천묘구는 산
과 산 사이 평지곡부에 다량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下解放墓區
장천묘구에서 다시 집안 시내로 압록강변을 따라 약 6㎞정도 이동하면 하해
방촌이 나온다. 이 마을 어귀를 지나 용산에서 남쪽으로 뻗은 완만한 구릉과 평
지상에 환문묘, 염모묘 등의 벽화고분을 비롯한 고분이 분포하고 있다.
1) 冉牟墓
염모묘는 下解放墓域 남쪽 평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下解放村과
500m떨어져 있다. 또한 이 墓의 서쪽으로 채 10m도 되지 않는 곳에 똑같은
封土石室墓(2호묘)가 인접해 있다. 墓誌銘 중의 “牟頭婁”자에 근거하여 모두루
총으로 잘 알려진 고분이다.
이 후 勞幹先生이 지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모두루는 관이 비록 대사자이
지만, 지명 가운데 奴客이라고 칭하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으로 보아, 결코 묘
주에 대한 호칭은 아닐 것이다. 또한 비록 지문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 頌掦하
는 대상을 大兄 冉牟라고 하여 역시 대형 염모의 죽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모두루에 대해서는 죽은 자는 대형 염모이고, 지문을 지은 자는 마땅히 모두루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염모가 죽을 때 모두루가 가까이 없었기 때문에 ‘遠離’
라는 말을 썼을 것이다.”라 하여 “모두루총”이라는 명칭을 “염모묘”로 바로 잡
았다고 한다.
2) 環紋墓
환문묘는 염모묘의 건너편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으로 하해방촌과 약
500m 떨어져 있으며 동북쪽으로 100m 되는 지점에 하해방 31호묘가 있다.
묘도의 길이는 3.20m, 폭은 1m, 높이는 0.7~1.40m이며 묘도는 묘실의 서남
벽을 마주하고 있다. 中軸線과 평행이며 묘실의 각 변의 길이는 3~3.30m이다.
묘실의 네 벽에 같은 크기의 20여개의 환문이 균일한 간격으로 질서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어 환문묘라 불린다.

Ⅲ. 4월 3일 산성하 묘구, 만보정묘구, 우산묘구, 칠성산묘구, 국내성
집안에서의 두 번째 날, 아침식사를 하고 호텔 앞까지 마중 나오신 迟勇先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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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과 함께 둘째 날의 첫 번째 일정을 시작하였다.

1. 山城下墓區
첫 번째 코스는 산성하 묘구, 산성하 묘구 옆으로 흐르는 通溝河는 4월임에
도 불구하고 두꺼운 얼음이 얼어 있었다.
산성하 묘구는 환도산성 남쪽 아래 통구하가 흐르는 양쪽 충적대지상에 적석
묘와 봉토석실묘 등의 고분이 1,200 여기 가량 밀집, 분포되어 있어 환도산성
아래라는 의미의 산성하 묘구라 불린다.
99년 답사 당시 옥수수 밭 사이에서 수량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적
석묘, 봉토묘들이, 봉토묘 위에 올라 풀을 뜯고 있는 소가 확인될 정도로 무방
비하게 노출된 상태였다. 그리고 2002년 답사시엔 한국 사람은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어 멀리서 사진 찍고 도망치듯 피해다녀야 했었다.
이번 답사시 너무도 깨끗하게 정비된 산성하묘구는 나를 정말 놀라게 만들었
다. 그 넓던 옥수수밭은 다 사라지고 잘 정비된 고분들, 계속 벌초중인 사람들..
준비해갔던 분포지도와 나침반으로 위치를 비교하고 각각의 묘마다 표시된
호수를 확인하며 돌아다니다 보니 시간가는 줄도 몰랐다. 일단은 봉토묘 위치부
터 찾아보며 사진촬영을 하고 나름대로 복원정비를 한 적석묘들도 기록으로 남
겼다.

2. 万宝汀墓區
만보정은 주택 사이사이의 좁은 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니 산등성이와 곡부,
주택과 밭 사이사이에 고분군이 보였다.
지형상으로 그다지 넓지 않아 산능성으로까지 고분이 형성되어 있으며 큰 특
징 중 하나는 하나의 큰 적석묘를 기준하여 일정한 배열을 이루며 중소형의 고
분이 일정한 구획을 지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고구려 벽화묘 중 이른 시기에 속하는 만보정 1368호의 위치를 찾기 위해
산등성이를 따라 한참을 올라갔다. 역시 일반적인 관광객들이 찾지 않는 곳이다
보니 이곳은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잡초가 무성한 사이사이로 거의
다 무너져 내린 고분의 끝부분만이 확인될 뿐, 게다가 적석묘에는 기단 귀퉁이
에 붉은 페인트로 각 고분의 호수를 대충이나마 써 놓았지만 봉토묘에는 전혀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유적분포지도와 나침반에 의존해 호수가 쓰여진 적석묘
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찾아야 했다. 1368호 사진을 찍고 뒤를 돌아 아래를
내려다보니 마을 내 주택과 밭 사이사이로 수많은 고분들이 보였다.

- 8 -

3. 禹山墓區
다음은 우산묘구로 갔다.
1) 三室墓
삼실묘는 우산 남쪽 기슭의 태왕향 우산촌의 들녘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또
한 철로에 바로 연접해 있으며 남쪽으로 오회분과 250m 가량 떨어져 있다.
삼실묘는 이름 그대로 크기가 비슷한 3개의 묘실로 구성된 다실묘이며 봉토
석실벽화묘이다. 세 개의 묘실을 동시에 건축한 것으로 하나의 통일된 전체를
이루고 있으며 석재를 사용하여 쌓은 뒤 백회를 발라 그 위에 그림을 그렸다.
벽화내용은 주로 인물생활풍속도에 해당하며 연대는 5세기 이후에 해당한다.
2) 馬槽墓
원 묘명은 통구 12호묘인데 묘실의 벽화에 마굿간이 그려져 있어 “馬槽塚”이
라고 불린다. 우산의 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로와 연접해 있다. 봉토석
실쌍실묘로 남, 북 두 실은 평행하고 남실의 甬道 좌우와 북실의 甬道 북측에는
이실을 설치하였다. 남· 북 두 실이 동일한 봉분 안에 있다는 것은 두 실을 동
시에 구축했다는 것으로 남실의 穹窿式 천정과 북실의 四阿式 천정이 동시에
출현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고구려 봉토석실묘 중 특이한 묘라
할 수 있다. 또한 비록 동일한 봉분 안에 있지만 각 실에서는 독자적인 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異室同封의 형제묘일 가능성도 충분하며 시기는 4세기 말에서 5
세기 초에 해당한다.
3) 角觝墓
이 묘는 집안시 동북쪽 3km지점의 우산 남쪽 기슭의 완만한 언덕 위에 위치
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과수향 일대에 속하며 무용묘와 서로 이웃해 있다. 봉
토석실벽화묘로서 묘도, 용도, 좌우이실 및 묘실로 구성되어 있다. 묘실은 단실
이며

궁륭형 천정이다. 용도, 이실, 묘실의 벽에 백회를 바르고 벽화를 그렸다.

특히 묘실의 우벽에는 나무 아래에서 벌거벗은 두 壯士가 犢鼻袴(쇠코잠방이)만
을 걸친 채 머리를 맞대고 겨루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날의 씨름과 매우
흡사하여 각저묘로 불리게 되었다. 궁륭형의 천정구조, 벽화 내용 등으로 미루
어 각저묘의 연대는 4세기 초 무렵, 고구려 초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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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舞踊墓
무용묘는 각저묘에서 북쪽으로 1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봉토석실벽화묘로서 구조는 각저묘와 같지만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역시 용도, 이실, 묘실의 벽에 백회를 바르고 벽화를 그렸는데 묘 안에 생동
하는 무도장면이 그려져 있기에 1937년 일본 학자가 첫 번째로 이 묘에 대하
여 기록할 때 이 묘를 무용총이라 명명했다. 또한, 서벽에 그려진 수렵도 역시
무용도와 더불어 표현수법이 뛰어나 기타 묘의 수렵도를 초월하는 예술 걸작으
로 알려져 있다.
서로 이웃한 각저묘와 무용묘는 동일한 구조와 위치 등으로 보아 특수한 관
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벽화 내용 역시 인물생활풍속도가 주를 이루며
繪畫風格 역시 기본적으로 일치하므로 시기 역시 동일한 시기인 4세기 초 일
것으로 생각된다.
5) 四神墓
통구평원 중부의 오회분 4호묘와 약 30m가량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봉토
석실벽화묘로 1935년의 첫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신총의 주위에 자갈을 깔아
놓아 非域과 경계를 그은 흔적이 있다”라고 하나 묘실 개봉과 방치로 인하여
현재는
이미 훼손되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이다.
사신묘는 다른 봉토석실벽화분에 비해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묘도의 형태가 바깥쪽이 넓고 안쪽이 좁은 나팔형이다.
▷대부분의 봉토석실묘가 서향인데 반해 사신묘는 남향이다.
▷순수한 말각고임천정
▷편평한 석면 위에 직접 벽화그림
▷벽화 내용은 인물생활풍속도에서 사신도로 대체
▷회화기법 숙련되고 부드럽고 매끄러운 선 처리하여 정확한 형상 표현
이러한 특징들로 미루어 사신묘의 연대는 고구려 벽화고분 말기의 6세기 이
후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된다.
6) 散蓮花墓
고구려 귀족묘로 묘실 내 벽화에 연꽃 그림이 그려져 있어 산연화묘로 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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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봉토석실벽화묘로 주실은 방형이며 주실 4벽과 천정에 연꽃도안이 그려져
있다.

4. 七星山墓區
우산묘구를 둘러본 후 다시 차를 타고 칠성산묘구로 이동했다. 집안시내에 있
는 고분군 중에서는 유일하게 벽화묘가 발견된 바가 없는 곳으로 집안시내에서
국내성을 지나 통구촌마을에서 칠성산으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면 두 갈래의
남쪽으로 뻗은 칠성산자락이 보인다. 이 두 갈래의 자락에 각각 고분이 자리잡
고 있는데 만보정묘구와 마찬가지로 훼손, 방치된 상태였다.
칠성산묘구라고 새긴 표지석만 세워 놓았을 뿐, 고분과 쌓인 잡목을 구별하기
도 힘든 상황이었다.

5. 國內城
국내성 역시 예전의 두 차례에 걸친 집안 답사 시 아파트 화단처럼 쓰레기
더미에 쌓인 상태였으며 여기저기 빨래를 넣어놓은 모습도 볼 수 있었지만 현
재는 나름대로 펜스로 보호조치를 한 상태였다.

Ⅳ. 4월 4일 칠성산묘구, 마선묘구, 태평묘구,(→환인) 미창구 장군묘
마선묘구와 태평묘구는 환인으로 이동하는 길의 중간에 있는 유적이라 집안
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계획했다.
취원호텔에 체크아웃을 하고 아침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선족 택시 기
사가 들어오더니 관광안내를 하겠다고 했다. 집안은 이미 다 봤고 이제 환인으
로 이동할 것이라고 하자 자기가 환인까지 안내하겠다고 했다. 같은 말을 쓰는
조선족이라고는 하지만 요즘 같아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 생각을 해
보겠다고 했다. 아침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지,
택시 기사가 계속 따라오며 자신의 차를 타라고 했다. 생각해보면 조선족이라
말이 통하니 차라리 더 편할 것 같기도 하고 같은 동포니 모르는 중국사람 보
다는 나을 것 같기도 해서 조선족 택시기사의 차로 이동하기로 합의를 보고 집
안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시작했다.

1. 七星山 211號
집안 시내를 빠져나와 마선묘구로 가는 도중에 도로 가에서 큰 고분을 하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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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고 보니 칠성산 211호였다. 정확한 연대나 특징, 성격 등은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지만 전날 갔었던 칠성산 묘구의 고분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잘 보존되어 있었다.

2. 麻線墓區
집안시의 서남쪽 외곽지대에 위치한 대규모 고분군으로 우산묘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고분군이다. 마선묘구는 마선하가 북에서 남으로 흘러내리는 대지상
과 압록강 서북안에 자리잡고 있는데 원래는 6,000여기의 고분이 있었다고 하
나 지금은 약 2,000여기 정도만 잔존하는 상태이며 그나마 잔존하는 고분들도
제대로 보호조치가 되지 않아 훼손된 상태이다.
칠성산 211호묘를 지나 얼마쯤 이동하니 마선향 입구에 젤 먼저 천추묘가 보
였다.
1) 千秋墓
천추묘는 집안의 통구묘군 마선구 묘역 내의 유명한 무덤으로 집안시에서 서
쪽으로 3.5㎞ 떨어진 마선구하의 동안에 위치해 있다. 마선구하와는 200m 떨
어져 있고 남쪽으로 압록강과는 약 700m 떨어져 있다. 마선구 평원은 마선구
하의 충적평원으로서 주위를 푸른 산이 에워싸고 있다. 천추묘는 이 평원의 중
부 즉, 마선구묘역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천추묘는 규모가 거대하여 마치 언덕과 같다. 방단계제석실묘에 속하며 “千秋
萬歲永固”라는 글자가 새겨진 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천추묘”라는 이름을 얻
게 되었다. 정방형에 가까우며 통구묘군의 방단계제석실묘 가운데 가장 크다.
그 크기와 출토유물에 의하면 마땅히 고구려의 왕릉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정확히 어느 왕의 릉인지는 알 수 없다.
천추묘에서 사진촬영과 기록을 끝낸 후 마선향으로 이동했다.
마선향은 한국의 농촌과 비슷한 풍경의 마을로 차가 달리는 도로의 양 옆 논,
밭에 수많은 고구려 고분이 방치된 채 널려 있었다. 역시 적석묘는 붉은 페인트
로 호 수를 기록해 놓았지만 봉토묘는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적석묘를 중심
으로 각 고분의 호 수를 파악해 가며 봉토석실벽화묘로 알려진 마선 1호묘를
찾아나갔다. 두 갈래로 나눠지는 길에서 먼저 동북쪽으로 난 길로 가봤더니 논,
밭으로 다량의 고분이 보였지만 마선 1호묘와는 다른 방향이었으며 결국 길이
끊어졌다.
다시 차를 돌려 서북쪽으로 난 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니 잘 정비된 고분이
하나 보였다. 마선중학교 뒤쪽에 위치한 마선 2100호묘 였다.
방단계제적석묘의 고구려 중기 왕릉으로, 한 변의 길이 30m, 높이는 4m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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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운문 와당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라고 새겨진 표지석과 함께 보호펜스 등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다. 2100호묘를 지나 마을 끝까지 찾아들어갔으나 결국
마선 1호묘는 찾지 못하고 1호묘 주변 고분들만 확인하고 돌아 설 수밖에 없었
다.
2) 麻線11號墓
집안시에서 서북쪽으로 7㎞ 떨어진 마선구의 하곡대지 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북쪽으로 마선구하와 약 100m 떨어져 있고 남쪽으로 압록강과 3㎞ 떨
어져 있다. 이 묘는 현재 마선묘구에서 극히 드물게 보이는 하나의 벽화묘이다.
마선구1호묘는 묘도, 용도, 남북의 두 이실, 묘실로 구성되며 서향이다.용도의
좌우에 이실을 설치했는데 남측 이실은 사아식 조정, 북측 이실은 말각고임식
천정을 설치하였다. 묘실은 궁륭식 천정으로 묘실의 중앙에 돌로 쌓은 원형의
돌기둥이 있는데 묘정석을 떠받쳐 버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둥의 표면에 백
회를 발랐다. 용도, 이실, 묘실의 벽에 백회를 바르고 인물생활풍속을 주제로
한 벽화를 그렸다. 연대는 5세기 경으로 고구려 벽화묘 중 중기묘에 해당한다.
3) 西大墓
왔던 길을 다시 거슬러 나와 환인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니 북서쪽 구릉에 대
형
의 고분이 보였다. 마선묘구의 서쪽에 위치한 가장 큰 무덤이라는 뜻으로 서대
묘라 불린다. 서천왕릉설, 미천왕릉설 등의 여러 설이 있으나 누구의 릉 인지
확실하지 않다. 서대묘를 마지막으로 마선묘구 답사를 마치고 환인쪽으로 더 이
동하니 도로변에 태평고묘군 이라는 표지석을 발견할 수 있었다.

3. 太平溝
태평구 고묘군은 태평촌 마을 어귀 지역과 여기서 약 1㎞ 집안시쪽으로 도로
를 따라 더 가다보면 작은 마을이 나오는데 이곳의 밭 가운데 위치한다. 태평촌
은 태평하로 형성된 삼각형대지상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높은 산이 있고 동쪽
으로는 태평하가 흐르고 있다. 고분군의 규모는 서북장이 약 400m, 너비가 약
100m정도로 약 100여기의 고분이 밀집되어 있다. 이곳은 현재 밭으로 경작되
어 있으며 일정한 구획을 이루면서 중소형의 고분이 열을 지어 있다. 대부분 파
괴와 도굴로 인해 훼손된 상태이다. 집안에서 답사한 고분군 가운데 각 고분의
규모가 가장 작은 것이 특징이었다.
태평구 묘구를 마지막으로 집안에서의 고묘군 답사는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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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계획은 환인으로 가는 길에 上· 下活龍묘구와 江口묘구도 답사할 계획이

었으나 迟勇선생님께 의논한 결과 현재 上· 下活龍 묘구는 거의 없어진 상태라

볼 것이 없고 江口묘구는 자신도 찾기 힘들다고 하셔서 이번 답사에서는 제외
하였다.
집안에서의 일정이 모두 끝나고 드디어 환인으로 출발하였다.
꼬불꼬불한 산길을 몇 시간이나 달렸을까. 드디어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였던

환인에 도착했다. 迟勇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遼東賓館을 찾아 숙소를 정하고 잠
시 휴식 후 호텔 주변을 둘러보았다. 요동빈관은 집안의 취원호텔 보다는 방의
크기가 작았지만 생각보다 깨끗하고 괜찮은 호텔인 듯 했다. 환인 시외버스터미
널 맞은편에 위치하여 여행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차를 대절해 미창구 장군묘로 이동했다. 역시
시골길을 한참 달려 마을 사이사이로 한참을 들어가니 장군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4.桓仁 米倉溝 將軍墓
요녕성 환인현 아하향(雅河鄕) 미창구 북쪽 500m의 낮은 구릉 위에 있다.
대형 봉토석실묘이며 둘레 150m, 높이 8m로 묘도, 좌우 이실, 용도, 묘실로
이루어진 단실묘이다. 묘실은 잘 다듬은 장방형 석재로 쌓았으며 천정은 4단의
평행고임 구조이다. 환인장군무덤, 미창구 1호묘, 장군묘 등으로 불린다. 묘실
바닥에는 2기의 石棺床이 놓였다. 묘실 네 벽 상부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20군
데에 걸쳐 못 구멍이 뚫렸으며 동벽에 있는 2개의 구멍에는 구리못의 일부가
남아있는데 막을 걸기 위한 못자리로 추정된다.
백회를 바르고 그 위에 벽화를 그렸는데 벽화 내용은 ‘王’자 무늬와 연꽃무늬
중심의 장식무늬가 주를 이룬다. 환인 “장군묘” 벽화묘의 축조구조와 출토유물
등은 집안 장천2호묘와 매우 흡사하므로 따라서 이 고분의 연대 및 등급은 장
천2호와 같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통해 고구려가 도읍을 집안으로 옮긴 후에
도 오랫동안 환인은 여전히 고구려의 주요 지역에 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군묘의 북쪽으로는 혼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환인 시내
의 거리나 건물 등을 보았을 땐 집안보다 많이 발전한 것 같았지만 문화재 관
리에 있어서는 환인은 아직 많이 부족한 듯 했다.
날이 어둑어둑 해져 다시 차를 타고 숙소 근처로 와서 서점에 들렀다. 전문서
점이 아니어서 인지 관련서적은 찾기 힘들었다. 지도라도 하나 사려고 했는데
몇 군데를 들러도 지도는 구할 수 없었고 대신 환인현에 대한 간략한 소개책자
를 하나 구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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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4월 5일 오녀산성, 환인박물관, 상· 하고성자(→통화→장춘)
환인에서의 둘째날 아침이 밝았다. 전날의 피곤함에 조금 늦게 일어나 둘째날
의 답사 일정을 계획했다. 환인지역 답사를 마치고 통화로 이동해야 하는데 버
스시간을 맞추기에는 시간이 너무 맞지 않아 차라리 차량을 대절 하는 것이 나
을 듯 했다. 아침부터 차를 대절해서 환인지역 답사를 모두 마치고 통화로 가는
중간에 위치한 고구려 고분들을 답사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답사 다섯째날, 환인에서의 둘째날의 첫 번째 일정은 오녀산성. 이번 답
사의 목적은 중국 내 고구려 유적 가운데서도 고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지
만 여기까지 와서 오녀산성을 그냥 지나쳐 갈 수는 없었다.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짐을 모두 챙겨 나와 대절한 차를 타고 오녀산성으로
갔다. 오녀산성 역시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상태이며 4월인 현
재는 정식 개방이 되지 않는 기간이고 한 달 정도 후가 되어야 개방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다행이도 오녀산성 관리소(매표소?)에 기사 아저씨의 친구가 일한
다며 전화 통화 후 올라갈 수 있음을 확인하고 오녀산성으로 갔다.

1. 五女山城
중국 요령성 환인현에 있는 고구려 산성의 하나이다. 오녀산의 북쪽과 동쪽에
연결되어 있는 높고 낮은 여러 산봉우리 가운데서 가장 높고 험한 800m의 산
마루를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축조되어 있다. 오녀산의 서남쪽에는 넓은 환
인분지가 있고 동남쪽에는 압록강의 지류인 혼강이 있다. 오녀산의 서쪽 산기슭
에서 시작되는 좁고 험한 골짜기로는 통화로 통하는 길이 지나갔으며 동남쪽에
서 흐르는 혼강은 여러 산굽이를 지나 오녀산 기슭에 이르러 깎아내린 듯한 가
파로운 벼랑 사이를 통하여 환인분지로 흘러 든다.
환인에서 고구려의 옛 수도인 집안으로 가는 데에는 통화로 통하는 육로와
혼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수로가 있었으며 집안에서 심양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인을 거쳐야 했다. 이와 같이 오녀산성은 고구려의 수도인 집안과 서
쪽지방을 연결시키는 교통의 요충지대에 위치하였다. 벽석은 30*20*35㎝의 크
기이며 성벽의 축조공법에는 굽도리 축조공법이 남벽에서 확인되었다. 굽도리
축조공법이란 굽도리를 조성함에 있어 계단식으로 경사지게 쌓는 방법으로 산
성에서는 협곡에 쌓을 때와 높은 성벽을 축조할 대 많이 적용되었다. 이 축조방
법의 기본은 높은 성벽을 보다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성벽의 굽도리 부분을 밑
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벽석을 약간씩 뒤로 물려 쌓았다. 산성의 동문터에서
는 성벽이 서로 엇갈리면서 한쪽 벽이 다른 쪽 벽을 모나게 감싸서 옹성을 이
루었다. 이런 형식은 오녀산성과 국내성에서만 보이므로 고구려 옹성으로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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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에는 천지라고 하는 못이 있다. 이 못의 물은 마른 일이 없다고 한다. 못
은 동서로 긴 장방형인데 그 크기는 동서의 길이 12m, 남북의 너비 5m, 깊이
는 2m 정도 된다. 못은 암반을 깎아낸 다음 변두리에 큼직큼직한 막돌을 쌓았
으며 지면에 나타나는 부분에는 네모나게 잘 다듬은 돌을 규모있게 쌓았다.
못의 북쪽 벽 가운데에는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었다. 못의 서남 모서
리 밖에는 이 못과 연결된 조그마한 샘을 팠다. 이 샘 역시 못에 쓴 돌과 같은
잘 다듬은 돌로 쌓았다. 광개토대왕릉비에는 추모왕이 비류곡의 홀본 서쪽의 산
위에 성을 쌓고 도읍을 정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곳 오녀산성이 이때에 쌓았다는
성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고고학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다. 특징은
전형적인 고구려의 축성법인 굽도리식 축조공법이 이용되었다는 점과 고식의
옹성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오녀산성 아래에 새로 건설중인 건물이 보여 기사에게 물어봤더니 박물관을
짓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언제 다시 환인에 올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담 번에 올 때는 박물관에 전
시된 많은 고구려 관련 유물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다음은 상, 하고성자를 거쳐 통화로 이동했다.
환인의 고구려 고분은 이미 다수의 고구려 유적이 댐 건설로 인한 수몰과 경
지 정리 등으로 파괴된 상태인 것 같았다.두 번째 수도인 집안과 비교해도 현재
잔존하는 고분의 수가 극히 적고 잔존 상태 또한 좋지 않다.
환인에서 통화로 가는 길 역시 집안에서 환인까지의 길 만큼 꼬불꼬불한 산
길이었다. 통화에서 장춘으로 가는 기차가 밤 10시쯤 출발하기 때문에 시간은
넉넉했다. 통화로 가는 동안 길 양 옆으로 펼쳐진 논, 밭에서 고구려 고분으로
보이는 돌무지 등을 가끔 확인할 수 있었다. 3시간 가량을 꼬불꼬불한 산길을
돌아 드디어 통화에 도착했다.

2. 通化(통화→장춘)
먼저 기차표를 교환하고 짐을 보관소에 맡긴 후 점심해결을 위해 버스를 타
고 통화 시내로 갔다. 점심시간을 훨씬 넘겼지만 환인에서 점심식사를 하지 않
고 출발했기에 간단하게 배를 채우기 위해 KFC로 갔다. 햄버거에 커피 한잔으
로 점심을 해결하고 통화 시내 구경을 했다.
장춘에서 출발하기 전 한국 유학생으로부터 통화의 특산품이 포도주라는 얘
기를 들었었는데 그래서인지 가는 곳곳에 포도주가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장춘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께 선물하기 위해 포도주 한 병을 구입하고
여기저기 둘러본 후 다시 통화역으로 돌아왔다. 장춘에서 통화로 출발할 때는
硬臥를 탔었는데 그래서인지 깨끗한 대기실을 이용하기 위해 약간의 돈을 지불
해야 했지만 軟臥 표를 구입하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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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실에는 이미 많은 중국인들이 쇼파에 앉아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열차
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탑승 시각을 얼마 남기지 않은 사람들이었는지 얼마 지
나지 않아 모두 각자의 열차를 타러 대기실을 빠져나갔다.
한참을 대기실 쇼파에 기대어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 7시쯤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대기실을 나와 근처 식당을 찾아보았다. 역 근처지만 늦은 시각까지
문을 열고 있는 식당은 많지 않아 그나마 깨끗해 보이는 한 음식점으로 들어가
몇 가지 요리와 볶음밥을 주문해 먹고 다시 대기실로 돌아갔다. 얼마나 지났을
까. 드디어 장춘행 열차가 도착한다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서둘러 짐을 챙겨 열
차에 올랐다. 중국에서의 기차 여행시마다 항상 硬臥를 이용했었는데 軟臥는 이
번이 처음이었다. 역시 비싼만큼 깨끗하고 시설이 좋은 것 같았다.
대충 짐 정리를 하고 자리에 누웠다. 슬슬 긴장도 풀리고 배도 불러서 인지
금새 잠이 들었다.

Ⅵ. 4월 6일 장춘도착, 僞皇宮, 古籍書店, 新華書店
아침 6시가 조금 넘어 눈을 떴다. 迟勇선생님의 도움으로 원래 계획보다 하
루정도 빨리 답사를 마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남았다. 드디어 장춘도
착. 택시를 타고 길림대 유학생 숙소가 위치한 우의회관으로 갔다. 99년 어학연
수 당시에는 일반 아파트를 유학생 숙소로 사용했었는데 2001년쯤에 길림대
남교 앞에 우의회관을 건설하여 현재는 이곳을 유학생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는
데 아래층은 賓館으로 사용 중 이어서 이곳을 숙소로 정하고 짐을 풀었다.
몇 일째 제대로 씻지 못해 일단 씻고 답사에서 더럽혀진 옷가지 등을 빨래방
에 맡긴 후 근처 식당에서 아침 겸 점심을 먹었다.
아침 겸 점심식사 후 마지막 황제 부의가 살았다는 위황궁으로 갔다. 구(舊)
만주국

황제의

궁전이었던

건물이다.

청조의

마지막

황제

부의(溥

儀:1906~1967)가 일본의 군부에 의해 만주국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일상생활
을 보냄과 동시에 정무를 보았던 곳이다. 정무를 보던 집무실이 있는 외정(外
廷)과 주거생활을 했던 내정(內廷)으로 나뉜다. 외정에는 관동군 사령관과 부의
의 회견장면이나 아편에 찌들어 있는 황후 완용(婉容)의 납인형이 전시되어 있
는 집희루(緝熙樓), 녹색의 돔이 솟아 있는 근민루(勤民樓) 등이 있다. 내정의
동덕전(同德殿)은 길림성박물관으로 고구려, 발해의 문물이 소장되어 있으며 소
장 문물은 7만 4,000점 정도 된다고 하나 현재 휴관 중이어서 이번 답사 시에
는 볼 수 없었다. 동덕전의 홀은 영화 ＜마지막 황제＞의 촬영에 사용되기도 하
였다.
위황궁을 둘러 본 후 重慶路에 위치한 고적서점으로 갔다. 3층 건물의 2층과
3층이 서점이었는데 도서류는 2층, 그림 등은 3층에서 판매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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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구하기 힘든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았지만 역시나 고구려나 발해에
관계된 도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연구원의 다른 지역 답사 팀들이 이미
많은 도서를 구입했기에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구원으로 전화도 해 보고
나름대로 최신자료들 위주로 도서를 구입했다. 길림성의 성도이긴 하나 그래도
역시나 북경이나 상해 등의 대도시에 비하면 외곽지역이라 그런지 자료가 충분
하지는 않은 듯 했다. 고적서점에서 원하는 만큼의 자료를 구입하지 못해 다시
몇 분을 걸어 신화서점으로 갔다.
신화서점은 한국의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같은 대형서점으로 인문, 역사 파트
로 가서 한권 한권 살펴가며 몇 권을 골라 구입했다.
저녁식사는 ‘東方餃子王’에서 만두로 해결했다.
장춘에서의 첫날은 이렇게 마무리 했다. 고구려 유적 답사에서 쌓인 피로가
채 풀리기 전에 하루를 너무 바쁘게 다녔는지 많이 피곤해 숙소로 돌아와 휴식
을 취했다.

Ⅶ. 4월 7일 電視塔, 魏存成 敎授
아침에 일어나니 날씨가 좋지 않았다. 밤새 눈이 내린 것 같았다. 4월 중순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눈이 온다니.. 그나마 날씨가 그리 춥지는 않아 반 정
도는 녹은 상태였다. 눈이 녹고 있는 중이라 땅은 질척거렸고 하늘은 또 한바탕
쏟아 부을 것처럼 시커멓기만 했다. 날씨는 좋지 않았지만 하루를 숙소에서 그
냥 보낼 순 없어 일단 우산을 챙겨들고 장춘 시내로 나갔다. 선물 구입을 위해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누렇게 변했다. 말로만 듣던 진짜 황
사였다. 한국에서도 황사를 겪어보긴 했지만 하늘이 누렇게 변하면서 컴컴해지
는, 이런 황사는 정말 처음이었다. 거기다 눈비까지 섞여 내리기 시작하는 정말
최악의 날씨였다. 그나마 고구려 유적 답사를 끝낸 후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
다.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 더 이상 돌아다닐 수도 없어 일단 실내로 들어가야
했다. 그래서 朝陽公園 내에 있는 電視塔으로 갔다. 電視塔은 TV탑이란 뜻인데
꼭대기 층인 전망대에 올라가면 장춘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아래층인 커피
숖은 일정한 시간에 한번씩 회전해서 커피를 마시며 장춘시내를 둘러 볼 수 있
는 일종의 데이트 코스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다. 하필이면 날씨가 좋지 않아
장춘시내를 잘 볼 수는 없어 아쉬웠다.
저녁은 위존성 교수님 내외분과 함께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선생님 댁으
로 가기 전에 한국 슈퍼에 들러 한국 음료수 한 박스를 구입하고 샹그릴라 호
텔로 가서 케이크를 샀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일단 집으로
오라고 하셨다. 언제나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선생님 내외분. 답사는 잘 다
녀왔냐며 이것저것 물어보셨다. 선생님 덕분에 여러 유적을 잘 보고 왔다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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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녁식사를 하러 나갔다. 저녁식사는 火鍋를 먹기로 하
고 길림대 북교 근처에 있는 天王富로 갔다. 양고기, 소고기 등의 육류에 여러
가지 푸른 야채, 언 두부, 감자, 버섯 등을 시켜 육수에 담궈 익혀먹는 샤브샤
브로 푸짐하게 저녁을 해결했다.
선생님 내외분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이번 답사에 도움을 주신 한국 유학생
부부네 집으로 갔다. 부부가 장춘중의대를 다니고 계신 분들인데 40살이 가까
운 분들이 다시 공부를 하러 온 것이 한 편으로 존경스럽기도 했다. 그 분들께
통화에서 사온 포도주를 드리고 가까운 꼬지집으로 가서 간단하게 맥주를 한잔
씩 마신 후 숙소로 돌아왔다.

Ⅷ. 4월 8일 서점, 선물구입-찻집, 빗 전문점, 도장
중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다. 귀국은 내일이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공항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4월 1일부터 어
제까지 빡빡하게 답사를 하고 여기저기 둘러 본 탓에 선물구입을 하나도 못했
다. 그래서 선물구입을 하기 위해 찻집, 빗 전문점, 도장집 등 여기저기를 둘러
보았다.
여기저기서 부탁받은 도장부터 해결하기 위해 도장집을 찾았으나 예전에 있
던 도장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다. 관광지였으면 도장집을 찾기 쉬웠
을 텐데 장춘은 관광지가 아니라 그런지 도장 파는 곳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
다. 겨우겨우 찾아서 들어간 집은 너무 비싸고 예쁘지 않아 결국 부탁받은 도장
도 파지 못했다. 桂林路에 빗 전문점이 생겼다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중국 물가
에 비해선 많이 비싼 편이었지만 수공예품으로 소장가치는 있을 것 같았다.
다음은 중국에 오면 꼭 들르게 되는 찻집. 한국 유학생 부부가 소개해 준 찻
집으로 갔다. 이번에는 차 도구를 사기 위해 들렀다. 집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
이어서 저렴한 것으로 몇 가지를 구입했다.
이리저리 다녔더니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해졌다.
마지막 저녁식사는 파파스에서 하기로 했다. 파파스는 장춘에 유학중이던 한국
사람이 만든 레스토랑으로 지금은 장춘 뿐 아니라 중국 각지에 체인점을 가지
고 있을 정도로 성공한 곳으로 유명하다.
푸짐한 마지막 저녁식사를 마친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길림대 근처에 생
긴 월마트에 들러 필요한 물품을 몇 가지 구입했다.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서
짐을 싸고 있는데 위존성 교수님이 찾아오셨다. 낼 아침 배웅을 못할 것 같아
오셨다며 애기 옷을 선물로 사 오셔서 조심해서 돌아가고 가서도 자주 연락하
라고 하셨다. 마음 써 주시는게 너무 감사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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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4월 9일 귀국
아침 6시. 귀국날 아침이 밝았다. 씻고 짐을 챙겨 서둘러 공항으로 갔다. 9시
출발하는 비행기라 7시까지는 도착해야 했다. 아침 일찍인데도 공항엔 벌써 출
국하는 사람들, 배웅나온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짐을 부치고 티켓팅까지 마친
후 얼마나 기다렸을까, 드디어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8박 9일간의 답사 일
정을 마친 후 귀국하는 비행기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
먼저 사진으로만 볼 수 있었던 고구려 유적들을 직접 발로 뛰며, 지도로 찾아
가며 답사를 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과 또 한편으론 더 많은 유적을 보지 못
한 아쉬움, 고구려 유적의 훼손과 방치에 대한 아쉬움...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듯했다. 이번 답사는 이렇게 마무리 하지만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보다 더 철저한 답사준비로 이번에 보지 못했던 곳도 모두 다 찾아볼 수 있었
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며 이번 중국 내 고구려 유적 답사보고를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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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박물관〕

〔우산 귀족묘군 배치도〕

〔오회분 4호묘의 평· 단면도〕

〔2002년 오회분 4호묘〕

〔2006년 우산 귀족묘군 전시실〕

〔오회분 5호묘의 평· 단면도〕

〔2002년 오회분 5호묘〕

〔전시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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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귀족묘군〕

〔호태왕릉 실측도〕〔호태왕릉출토전〕

〔호태왕비 실측도〕

〔장군총 실측도〕

〔장천1호묘 실측도〕

〔장군총〕

〔장천1호묘〕

〔장천3호묘〕

〔호태왕릉〕

〔호태왕비〕

〔장군총 1호 배묘〕

〔장천2호묘 실측도〕

〔장천4호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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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태왕비 세부〕

〔장군총 배묘 잔존흔적〕

〔장천2호묘〕

〔장천5호묘〕

〔염모묘 실측도〕

〔염모묘〕

〔염모묘, 2호묘〕

〔2호묘〕

〔산성하묘구-절천정묘〕

〔만보정 1368호 실측도〕

〔삼실묘 실측도〕

〔龜甲墓 실측도〕

〔만보정 1368호〕

〔삼실묘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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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문묘〕

〔龜甲墓〕

〔1368호에서 바라본 만보정묘구〕

〔삼실묘〕

〔馬槽墓 실측도〕

〔馬槽墓〕

〔마조묘 벽화〕

〔각저묘 실측도〕 〔각저묘 벽화 모사도〕

〔각저묘〕

〔무용묘 실측도〕

〔무용묘〕

〔사신묘 실측도〕

〔무용묘 벽화 모사도〕

〔사신묘〕

〔散蓮花墓 실측도〕

〔국내성 잔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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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散蓮花墓〕

〔칠성산 211호묘〕

〔천추묘〕

〈서대묘〉

〔마선묘구〕

〔마선 2100호묘〕

〔마선 28호묘〕

〔태평묘구〕

〔마선1호묘 실측도〕

〔집안→환인 이동경로〕

〔미창구 장군묘 실측도〕

〔미창구 장군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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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녀산성 위치도〕

〔지세도〕

〔오녀산성〕

〔오녀산성 서문〕

〔평면도〕

〔오녀산성에서 바라본 혼강〕〔고구려 고분 가는 길〕

〔오녀산성 내 대형 건물지〕

〔환인 박물관-건설중〕〔하고성자에서 바라본 오녀산성〕

〔위황궁〕

〔餃子〕

〔오녀산성 입구〕

〔오녀산성 천지〕

〔상고성자 고구려 고분〕

〔부의 자동차〕

〔오이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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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튀김〕

〔송화단〕

일본 오사카 출장 보고
신용민 부원장
김세진 연구원

Ⅰ. 출장개요
일

시: 2006년 8월 1일 ~ 8월 5일 , 4박5일

출 장 지: 일본 오사카ㆍ나라지역
출장목적: 일본 오사카ㆍ나라 일대 문화재 조사기관과의 교류협의 및 시설 견학
출 장 자: 신용민, 배덕환, 최경규
출장동행자: 김보숙, 김판석, 권귀향, 김세진, 손민주

Ⅱ. 출장일정
日字

主要日程

業務內容

宿 泊

교류협의
현장견학

Osaka Rihga
Royal Hotel

ㆍ야요이문화박물관
2日
ㆍ사적 -이케가미소네유적
(8/2)
ㆍ치카츠아스카박물관

자료교환협의
관람

Osaka Rihga
Royal Hotel

〃

ㆍ카시하라고고학연구소 방문
ㆍ카시하라고고학연구소
부속박물관 방문
3日
ㆍ카시하라고고학연구소 발굴현장
(8/3)
(미야케시타유적)
ㆍ카라코카기고고학뮤지움
ㆍ카라코카기유적

자료교환협의
관람

Osaka Rihga
Royal Hotel

안내 :
木下 亘

ㆍ동양도자미술관
4日
ㆍ오사카성
(8/4)
ㆍ오사카역사박물관

관람

Osaka Rihga
Royal Hotel

〃

5日 ㆍ大阪→釜山
(8/5)
(OZ113 11:50-13:20)

귀국

ㆍ

ㆍ

ㆍ釜山→大阪
(OZ114 09:30-10:50)
1日 ㆍ(재)오사카문화재센터 방문
(8/1) ㆍ(재)오사카문화재센터 발굴현장
(시코미야키타유적)
ㆍ(재)오사카문화재센터 관련자와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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備 考

안내 :
宮崎秦史

Ⅲ. 주요 출장지역
1. 8월1일: (재) 오사카문화재센터
오사카시내의 각종 문화재의 조사와 연구, 유적보존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그 동안 다양한 유적을 조사하였으며 나니
와노미야(難波宮)유적을 비롯하여 시내 각지의 유적을 조사하고 있는 일본 관서지
역의 대표적인 문화재연구기관중의 하나이다. 오사카의 역사와 문화를 해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관련학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종 강연회와 유적조사현지설명회, 조사보고서의 발간 등 자료의 소개와 보급에 주
력하고 있다

2. 8월1일: 시토미야키타 유적 (蔀屋北遺跡)
현장은 하수종말처리장부지로 야요이시대 말에서 고분시대에 걸치는 주거유적이
다. 저습지에 형성되어 있고 출토유물등이 한반도와 관련이 있는 유적이다. 그 중
말의 뼈가 다량 출토되어 주목된다. 그리고 습지에서 다량의 목기유물이 출토되었
으며 보존처리 형태와 기술 등에서 참고할 만하였다. 특히 현장 사무소에서 세척,
복원 및 실측까지 실시하는 시스템에서 우리현장에서도 많은 부분 도입해 시행해
볼 만한 점이 있었다.

3. 8월2일: 야요이문화 박물관
오사카 야요이문화 박물관은 야요이문화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보존·연구·전
시해, 그것들을 통해서 야요이문화를 친숙하게 느끼고,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박물관이다.

4. 8월2일: 이케가미소네 유적
이즈미시에서 이즈미오츠시에 걸쳐 펼쳐져는 일본 최대급의 야요이시대 환호취락
이다. 총면적 60만m2 규모를 가지는 대 유적으로, 야요이시대 전 기간을 통해서 영
위된 환호 집락이다. 이케가미소네 유적은 가장 번창한 야요이시대 중기의 모습을
1995 해부터 사적 정비를 행하여, 현재 사적 공원으로서 대형 건물·우물 등의 복원
이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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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월3일: 카시하라 고고학연구소
일본내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카시하라 연구소의 보존처리 시설, 수장고 시
설, 자료정리 상황, 보고서작업, 문서자료보관 등 실무에 관해 많은 부분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또한
카시하라 고고학연구소의 부속박물관에는 나라현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전시되
어 있다. 죠몽(縄文)시대부터 시대별로 모형 및 지도 전시는 일본에서도 굴지의 내
용을 자랑한다.

6. 8월3일: 미야케니시유적 (三宅西遺跡)
야요이시대 중기 후반의 주거유적으로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
었다.
원형주거지와 굴립주건물이 다수 조사되었다.

7. 8월3일: 카라코카기 고고학뮤지움
카라코카기뮤지움은 카라코카기유적의 유물을 집중 전시한 곳이다. 당시 환호마
을의 자연환경을 복원하여 거기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산물과 이것이 어떤 네트워
크를 가지고 교류되었는가를 주테마로 하여 전시하였다. 유명한 대형의 신전이 확
인된 카라코카기유적에서는 많은 회화토기편이 출토되었는데, 이를 통해 신전을 복
원할 수 있었다고 한다.

8. 8월4일: 동양도자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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