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26 (제27회)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제 27 회

2009. 10

□ 고구려 중기 도성과 주변방어
集安博物館 遲勇

Ⅰ. 머리말.......................................................................................................................1

Ⅱ. 고구려 중기 도성.................................................................................................1
1. 國內城.........................................................................................................................1
2. 丸都山城.....................................................................................................................3

Ⅲ. 고구려 중기 도성의 주변방어..........................................................................6
1. 南道............................................................................................................................7
1) 望波嶺關隘..............................................................................................................7
2) 覇王朝山城..............................................................................................................8
2. 北道............................................................................................................................9
1) 下雙安山城............................................................................................................10
2) 大羅圈溝關隘........................................................................................................11
3) 關馬山城...............................................................................................................11
4) 大川哨所...............................................................................................................13
3. 水路..........................................................................................................................13

1) 七个頂子溝 關隘...................................................................................................13
2) 灣溝 老邊墻 關隘.................................................................................................14

Ⅳ. 맺음말....................................................................................................................16

- i -

□ 洞溝古墳群의 조사연구
집안박물관 손인걸
Ⅰ. 머리말....................................................................................................................29

Ⅱ. 洞溝古墳群의 현황.............................................................................................30
Ⅲ. 洞沟古墓群의 구분.............................................................................................31
1. 長川墓區...................................................................................................................31
2. 下解放墓區................................................................................................................32
3. 禹山墓區...................................................................................................................32
4. 山城下墓區................................................................................................................33
5. 萬寶汀墓區................................................................................................................33
6. 七星山墓區................................................................................................................33
7. 麻线墓區...................................................................................................................34

Ⅳ. 洞溝古墳群 硏究.................................................................................................34
1. 고분의 유형..............................................................................................................34
2. 고구려 묘지의 구분 현황.........................................................................................37
3. 고구려 장례습속과 장례구 연구현황........................................................................38
4. 고구려 串墓와 排列 연구.........................................................................................40

Ⅴ. 洞溝古墳群 硏究.................................................................................................46

- ii -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학술세미나 第27回

고구려 중기 도성과 주변방어
集安博物館 遲勇

Ⅰ. 머리말
A.D. 3년 고구려 제 2대왕인 琉璃明王은 國內로 천도하였는데, 국내성은 고구려
의 정치ㆍ경제ㆍ문화의 중심이었다. A.D. 427년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기까지
국내성은 425년 동안 고구려의 왕도였다. 고구려 왕조는 정권통치를 강화하기 위하
여 밖으로는 영토를 확장하고, 내외의 침입에 저항하기 적합한 도성과 도성 주위에
城堡ㆍ要塞ㆍ哨所 등과 같은 일련의 전략적인 방어체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방어
시설은 고구려왕조의 대외ㆍ대내적인 전쟁 중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Ⅱ. 고구려 중기 도성
고구려의 도성은 치밀한 설계와 세밀한 배치로 지형과 자연조건의 이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성되었다. 건국 초부터 도성은 평원성과 산성의 상호 결합ㆍ복합식의
방어구조를 채용하기 시작하였으며, 평양 천도 후에도 여전히 평원성과 산성이 상
호 결합된 방어체계를 유지하였다. 국내성은 도성으로서 가장 오랫동안 이용되었고,
동시에 방어시설 또한 충분히 완비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유리명왕이 국내성으로
천도할 때 친히 순시하여 “산수가 깊고 험준하고, 다섯 계곡을 포함하여 많은 동물
과 어류들의 산지이다.”,“백성들의 가난을 구제할 뿐 아니라 전란을 피할 수 있다.”
라고하였으며, 이를 기본 조건으로 두고, 압록강 중류역에서 가장 큰 평원에 국내성
을 축조하여 도성으로 이용하였다. 이 천도는 고구려 역사상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

1. 國內城
『三國志』「高句麗傳」“ 高句麗……都于丸都之下, 方可二千里, 户三萬. 多大山深
谷, 無原澤.”라고 기재된 내용을 통해 고구려 국내성은 환도의 아래에 위치하며, 큰
산의 깊은 계곡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랫동안의 고고학적 조사와 발굴조사
를 통해 집안시내의 석축 성벽은 바로 고구려 왕도인 국내성 유적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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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성은『三國志』「高句麗傳」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할 뿐 아니라 성밖의 산비

탈과 평원에는 1만 여기의 고분이 분포되어 있다. 이 중에는 저명한 千秋墓ㆍ太王
陵ㆍ將軍墳 등의 왕릉과 角觚墓ㆍ舞踊墓ㆍ三室墓ㆍ馬槽墓ㆍ王字墓ㆍ蓮花墓ㆍ坏紋墓
등 일련의 고구려 귀족의 벽화묘 등이 있다. 성의 동쪽에는 저명한 好太王碑ㆍ祭祀
遺蹟이 있으며, 성의 북쪽에는 환도산성이 자리잡고 있다. 수많은 고구려 문화유적
을 통해 볼 때 집안 국내성이 일반적인 성곽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며, 당시의 고구
려의 도성임을 알 수 있다.
국내성의 석축성벽은 집안시의 서부지역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는 禹山, 남쪽으로 300m 떨어진 지점에는 압록강, 서쪽은 通溝河, 동쪽은 通溝
平原으로 형성되어 있다. 국내성의 평면 형태는 방형에 가깝고 방향은 155°이다.
1975년~1977년 집안박물관에서는 국내성에 대하여 시굴조사 등을 진행하여 석축
성벽의 구조와 시기적인 수축 양상을 밝혀내었다. 당시 측량된 동벽의 길이는
554.7m, 서벽 길이 664.6, 남벽 길이 751.5m, 북벽 길이 715.2m이며, 둘레는
2,686m이다. 2003년 수축 성벽의 측량조사 결과 북벽 길이 730m, 서벽 길이는
702m이다. 동벽은 근대 이후 건축물이 조성되면서 대부분 훼손되었으며, 남벽은
아직 기단부 등의 잔존성벽을 볼 수 있다. 남벽의 서쪽은 높이 3~4m 가량의 성벽
이 잔존하고 있다. 서벽의 중간 부분에는 원래 서문의 북쪽 측벽이 비교적 양호하
게 유존하고 있으며, 높이는 2~4m이다. 북벽 하부도 높이 1~2.5m 가량으로 비교
적 양호하게 유존되어 있다. 네 벽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雉城이 축조되어 있는데
현재 북벽 외측 8개소, 남벽 8개소, 서ㆍ동벽에 각각 2개소의 치성이 남아있으며,
성벽 城隅部에는 角樓와 같은 건물이 있다.『集安縣文物志』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
면 원래 6개소의 문지가 있다고 하며, 동ㆍ서 각 2개소, 남ㆍ북 각 1개소가 있는데
모두 옹성문지이다. 2003년 국내성 치성 유구를 보수한 후 국내성 서벽 서쪽에서
문지 1개소가 확인되었다. 서벽에 유존되어 있는 한 곳의 치성에서 남쪽으로
31.6m 떨어진 외벽 기단부에는 또 하나의 고구려시기 치성 흔적이 확인되었다. 동
시에 남-북 방향으로 축조된 서벽 서측 하부에는 암거식 석축 배수로가 확인되었
다. 이 석축의 축조수법 및 출토유물의 특징에 근거하면 이 배수로를 비롯하여 현
존 국내성 서벽과 평행하는 담장 기단부는 고구려시기의 성벽유구로 고구려시기 국
내성의 서벽이 한 차례 동쪽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성벽의 축조수법과
출토유물의 특징에 근거하면 이 길과 현존 국내성 서벽이 평행한 성벽 기단으로 고
구려시기 성벽의 흔적임을 알 수 있으며, 고구려시기 국내성 서벽이 동쪽으로 한
차례 이동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0년, 2001년, 2003년에 진행된 국내성 발굴조사로 총 5,000㎡의 면적이 조
사되었다. 발굴지역은 도처에 널리 분포된 국내성 각지를 조사하였는데, 기본적으로
국내성내 문화퇴적층의 성격과 의미가 파악되었으며, 각 발굴 지점의 고대문화 퇴
적층은 대부분 고구려시기가 주를 이룬다. 체육관 자리에서 4개소의 건물지가 조사
되었으며, 瓦當ㆍ平瓦ㆍ筒瓦ㆍ花紋磚 등의 건축부재가 출토되어 고구려시기 국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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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설의 중요한 자료들이 확보되었다.
民主遺蹟 石柱의 서측에서는 3개소의 대형 院落式 건축유적이 조사되었는데, 동
측의 石柱 2개와 더불어 동일 축선상에 배치되어 있다. 게다가 양 측의 석주는 서
로 같은 층위에 조성되어 있어 이들은 동일한 건물지에 속한 시설임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출토된 菱形紋磚과 開元通寶 銅錢 등의 유물은 民主遺蹟의 시기구분에 중

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국내성에서는 鎏金銅佛, ‘太寧四年’ㆍ‘戊戌年’ 卷雲
紋 文字瓦當과 일련의 瓦片, 陶片, 八棱形 礎石 등이 출토되었다. 城 동북쪽 城隅部

건물지에서는 고구려시기의 鐵鍋ㆍ鐵轄ㆍ帶鉤ㆍ鐵鏃ㆍ陶瓮ㆍ陶甑ㆍ陶罐ㆍ四耳陶壺
ㆍ陶盤ㆍ陶盆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남벽 내부에서는 鐵砧ㆍ鐵熨斗ㆍ鐵馬

蹬 및 陶罐ㆍ陶盆ㆍ陶器盖과 建築磚ㆍ瓦ㆍ卷雲紋 文字瓦當ㆍ獸面紋瓦當 등이 출토
되었다.
이외에 국내성에서 동북쪽으로 150m 가량 이격된 곳에서는 대형 건물지군 유적

이 발견되었으며, 대량의 礎石ㆍ平瓦ㆍ筒瓦ㆍ蓮花紋瓦當ㆍ獸面紋瓦當과 鐵器ㆍ陶器
등이 출토되었다. 성의 북쪽 梨樹園子遺蹟에서도 대형 건물지 유적이 확인되었으며,

정연하게 배열된 거대한 초석과 두꺼운 와적층, 鎏金箭頭와 白玉耳坏 등 진귀한 유
물들이 출토되었다. 이 두 유적은 고구려의 중요한 관청 건물이다.
국내성은 평원성으로 성에 통로는 없지만 언제라도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있었
을 것이다. 성밖에는 해자가 있고, 모든 성은 견고하게 축조되었으며, 합리적인 구
조로 삼엄한 수비력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환도산성은 국내성의 군사적 위성으로
서 고구려 附和式(母子式) 王都의 특징에 정확히 부합된다. 아울러 국내성 주위에
분포된 1만여 기의 고구려 고분을 비롯하여 수많은 왕릉ㆍ귀족묘와 저명한 호태왕
비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고구려 도성의 중요한 고고학적 증거이다. 고구려
는 국내성으로 천도함과 동시에 ‘尉那岩城’을 축조하였다. 즉 환도산성은 국내성의
군사 수비성이다.

2. 丸都山城
丸都山城은 국내성의 軍事衛城으로 A.D. 2년 처음 축조되었으며, 당시 ‘尉那岩城’
으로 칭해졌다. 고구려 제 10대왕인 山上王 2年(A.D. 198) 이 성을 수축하고, 山上
王 13年(A.D. 209)에 이 성으로 移都하여 丸都城이라 하였는데 지금은 山城子山城
으로 부르고 있다.
환도산성은 잡안시에서 북쪽으로 2.5km 떨어진 높은 산 위에 위치하고 있다. 지
리적인 위치는 동경 125° 45′ ~ 126° 30′이며, 북위 40° 52′ ~ 41° 35′이다. 환도
산성은 長白山 지맥인 老嶺山脈의 連峰 사이에 웅거하고 있다. 환도산성이 자리잡
은 각 봉우리는 기복이 심하고 環形의 봉우리로 둘러싸여져 있으며, 가장 높은 봉
우리는 해발 652m이다. 산성의 성벽은 자연 지세에 의지하여 산봉우리를 둘러 축
조하였으며, 바깥으로는 협곡과 절벽이 형성되어 있고, 안으로는 완만한 경사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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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평탄지를 포함하고 있다. 동ㆍ서ㆍ북쪽 삼면의 지세는 비교적 높고, 남쪽은 비교
적 낮은데, 높이 차는 약 440m이다. 산성의 형태는 삼태기형과 같고, 남쪽으로 개
방된 지형이며, 동북-서남 방향으로 通溝河가 흘러 천연 방벽의 역할을 하였다. 通
溝河는 산기슭을 에워싸고 서쪽은 높은 산에서 급전직하하는 물을 받아 압록강으로
유입된다. 강의 양안은 좁고 긴 충적대지이며, 이 대지상에는 고구려시기의 무덤이
뚜렷하게 나뉘어져 있다. 1906년 산성의 서쪽에는 깊은 계곡과 소판차령 사이에
도로를 만들 때 貫坵儉紀功碑가 발견되었다. 서남쪽은 칠성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는 집안시내의 국내성이 위치하고 있다. 산성에서 동
쪽으로 500m 떨어진 곳에는 지금의 집안시 교외에 山城子村이 있다.
환도산성 북쪽 지세는 비교적 높고, 균일한 산 능선과 계곡은 해발 349~652m이
다. 북부에는 남-북 방향의 두 갈래 계곡이 나있다. 동부는 張家溝, 서부는 刁家溝
이며, 이 두 계곡은 성 남쪽의 작은 시내로 합류한다. 張家溝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
를 이루며, 북단까지 양 갈래로 나눠지며, 좌측은 ‘黑瞎子溝’, 우측은 ‘大潦荒溝’로
부르고 있다. 黑瞎子溝는 북벽의 중앙부로 통하고 大潦荒溝는 동북쪽 城隅部로 이
어지는데 도랑내에서는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刁家溝의 경사면은 비교적 완만하
며, 역시 북쪽까지 양 갈래로 나눠진다. 좌측의 臥子溝는 서벽으로 통하며, 우측의
盤道溝는 서남쪽 성우부로 이어진다. 2002년 5월 고고학 조사를 통해 유적의 분포
현황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모든 남부 대지는 네 개의 큰 구역으로 구분된다. 서쪽
의 큰 언덕이 1구역, 남벽 부근 대지가 2구역, 동쪽 큰 언덕의 자연적인 도랑 경계
와 궁전지 주변이 3구역, 暸望臺 및 ‘飮馬灣’ 부근이 4구역이다. 1구역과 2구역 안
에는 20여기의 고구려 분묘가 있고, 3구역 안에는 10여기의 분묘와 궁전유구가 있
으며, 4구역 안에는 병사 주거구역과 暸望臺가 있다.
1962년 길림성박물관 고고팀은 환도산성에 대하여 측량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성벽은 둘레 6,951m로 확인되었다. 2001년~2003년 길림성 문물고고연고소
와 집안시박물관에서는 환도산성에 대한 전면적인 측량과 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측량결과 성벽의 둘레는 6,947m이다. 지금까지 궁전유적ㆍ요망대ㆍ蓄水池ㆍ1호 문
지(남쪽 옹성문지)ㆍ2호 문지ㆍ3호 문지의 발굴ㆍ정리를 통해 다량의 상세한 과학
적 통계수치와 귀중한 문물이 확보되었다.
1호 문지는 남벽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문지 외부는 평탄한 계곡이며, 환도산성
의 주요 통로로 산성 방어체계의 핵심이기도 하다. 문지가 개구된 내벽은 석축으로
외측 성벽을 양측 산봉우리 절벽부에 의지하여 옹성을 축조하여 환도산성의 제 1차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2호 문지는 산성 남벽의 서쪽에 위치한다. 2002년 5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진
행된 2차례의 발굴조사로 문지와 양측 성벽이 드러났으며, 여러 종류의 유물 951
점이 출토되었다.
3호 문지는 환도산성의 서벽 남단에 위치하며, 서남쪽 城隅部에서 약 245m 가량
떨어져 있다. 북벽에서는 4호ㆍ5호 문지, 동벽에서는 6호ㆍ7호문지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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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벽 축조는 자연 지형을 충분히 이용하였는데 고구려 산성축조의 특징이다. 성 동
남쪽 성우부는 절벽으로 이루어진 암벽을 성벽으로 삼았으며, 갈라진 틈에는 석재
로 성벽을 쌓았다.(어떤 부분은 인공적으로 암반을 다듬어 조성한 곳도 있다) 나머
지 여러 지역의 성벽도 이러한 방식으로 성벽을 축조하였으며, 산등성이의 평평한
지역에는 화강암으로 석축 성벽을 구축하였다. 성벽의 내부에는 주로 양쪽이 뾰족
한 梭形石을 교대로 쌓았으며, 사형석 사이의 빈 공간에는 잡석을 끼워 보강하였다.
측면에는 楔形石(속칭 ‘牛尾石’)을 채용하여 尖狀의 가늘고 긴 석재 사이에 끼워 넣
어 내ㆍ외 벽면을 형성하였다. 尖狀의 梭形石은 일반적으로 길이 60cm, 너비
25cm, 두께 15~25cm 가량이다. 楔形石은 길이 20~50cm, 너비 29~40cm, 두께
10~27cm이다.
성벽 축조시 환도산성 동벽은 기단에서 상단으로 ‘들여쌓기’하여, 외측면이 내측
을 향하여 경사지도록 하였다. 산세의 기복을 이용하여 성벽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
으며, 산등성이는 ‘凹’字形의 큰 지역으로 성벽도 높다. 전체 성벽의 동벽 남단ㆍ서
벽 북단ㆍ북벽 사단은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특히 북벽은 견고하고 험준하
게 축조되어 어떤 부분은 높이가 5m에 달한다. 성벽 상단에는 높이 1m 가량의 女
墻이 있다.
환도산성내 동남부 완만한 대지에는 궁전지가 있으며, 산세에 의지하여 축조되었
는데 東高西低의 지형으로 궁전지내 최대 고도차는 13m이다. 궁전 주위는 석재로
담장을 쌓았으며, 현재 겨우 하부구조만이 남아있다. 궁전의 둘레는 332m이며, 지
형을 경계로 하였다. 평면 형태는 불규칙하며, 동ㆍ서 양벽은 비교적 똑바르고, 남
ㆍ북벽은 삼각형의 빗변 형태이다. 각 궁전지 및 부속시설의 면적은 8260.75㎡이
다. 유적은 동-서향이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순서에 따라 인공적으로 조성된 기초
를 마련하였으며, 기초의 삼면에는 축대를 쌓았다. 지세의 영향을 받아 각 기초부의
너비가 다르며 각 축대에는 규모가 다른 11개소의 건물지가 조성되어있다. 1호 축
대와 2호 축대 사이에는 장방형 광장이 있다. 현재 유존된 유구를 보면 궁전지는
서궁 담벽에 2개소의 문지가 있다. 현존하는 유적을 통해 볼 때 궁전의 정문과 각
축대에 조성된 각 궁전지는 중심축을 이루며, 유적내에서는 인공적인 배수로와 자
연 배수시설이 확인되었다.
산성내에는 현재 두 개의 샘이 있으며, 한 곳은 성 서북쪽 성우부이며, 나머지 하
나는 성 동쪽에 있다. 두 샘은 남문으로 이어지는 작은 계곡부에 형성되었으며, 남
문에서 북쪽으로 100m 떨어진 지점에는 인공적인 축수지가 축조되어 있다. 약
50~60㎡의 圓池로 ‘飮馬灣’ 또는 ‘蓮花池’로 불리기도 한다. 서북쪽 경사지로 올라
가는 곳에는 30m 정도의 석축 嘹望臺가 있으며, ‘點將臺’라고도 불린다. 嘹望臺는
말각방형의 高臺로 이루어져 있으며, 길이 6.7m, 너비 4.5m, 잔존 높이 4.5m이다.
외벽은 楔形石을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외벽부 면석을 이루는 일부 설형석 중에
는 가장자리를 깍아만든 ‘凸’字形 면석이 보이는데 이는 상부 석축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모퉁이에는 두께 30cm의 扇形石을 사용하여 모퉁이 외면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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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럽고 아름답게 처리하였다. 내부에는 사형석 및 석판을 채워 쌓아올렸는데 빈 공
간은 잡석으로 보충하였다. 요망대의 북벽에는 석축 계단이 구축되어 있다. 요망대
에서 북쪽으로 15m 떨어진 지점에는 길이 16m, 너비 9m의 완만한 경사지가 있는
데 이곳에는 3열로 18매의 초석이 배치되어 있다. 학자들은 이곳을 병사들의 주거
유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궁전지ㆍ요망대ㆍ1~3호 문지에서는 다량의 적갈색 통와ㆍ판와ㆍ와당이 출토되었
다. 와당은 高邊輪으로 수면문이 주를 이루며, 일정한 수량의 연화문와당과 소량의
인동문와당도 있다. 성내에서는 각종 병기와 마구 및 생활용구가 출토되기도 하였다.
고구려시기 환도산성은 두 번에 걸쳐 도읍으로 역할하였는데 산상왕 13년에 한
차례, 고국원왕 2년 한 차례였다. 환도산성은 원래 국내성의 군사적 방어성으로 평
상시 병기ㆍ양초 등을 구비하였는데 전쟁 등 긴급 상황에서는 국왕이 입보하여 수
성하였다. 환도산성에서는 수많은 전투가 일어났으며 산성은 고구려 정권을 보호하
고 외세의 침입과정에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후 고구려세력이 점차 남쪽
으로 발전해나감에 따라 그 정치ㆍ경제ㆍ문화 중심도 자연스럽게 남쪽으로 이동되
었다. A.D. 427년 장수왕이 집안의 국내성에서 한반도의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 산
성은 쇠락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성ㆍ환도산성의 방어능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도성 부근지역에 초소를
축조하여 관망ㆍ견제 및 긴급상황을 알리는 기능을 하였다. 이 중 하나가 夾皮溝
초소로 동북으로 환도산성과 3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초소는 夾皮溝門 협곡 양
변의 절벽에 구축되었으며, 가파른 절벽으로 이루어진 협곡 사이에는 통류하가 급
하게 흐르는데 이곳은 通溝河에서 환도산성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길이다. 1980년 인근 주민들이 절벽부를 채석할 때 다량의 銅頭鐵挺 화살촉이 발
견되었다. 두 번째 板岔嶺 초소는 동쪽의 환도산성과 약 1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다. 1963년 판분령도로 건설 당시 矛ㆍ叉(쇠스랑)ㆍ刀ㆍ箭鏃(화살촉) 등이 발견되
었다. 赦峴은 이곳을 가리킨다. 동시에 고구려는 수로에도 주의를 기울여 방위를 강
화하였는데 압록강변에 부두를 설치하여 병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고구려는
이러한 방어시설을 구축하여 국내성과 환도산성 주변지역을 방어하였다.

Ⅲ. 고구려 중기 도성의 주변방어
국내성의 방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구려 도성의 육로와 수로상에 중첩하여 방어진
을 형성하여, 교통상 주요 통로를 통제하였다. 문헌에는“고구려는 남ㆍ북 2개의 길
이 있고 북도는 평활하며, 남도는 험준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두 도로는 고
구려에서 외부로 통하는 주요 통로이다. 집안박물관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두 통로
의 고고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고구려시기와 현재의 남ㆍ북 통로가 대체로 일치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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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南道
南道는 마선계곡을 따라 올라가다 갈림길에서 赦峴을 통과한다. 沿雙岔河에서 望
波嶺 關隘까지가 南道이다.

1) 望波嶺關隘
王八脖子嶺關隘라고도 불리며, 집안현 성서북으로 대략 50km 떨어진 三家子電站
부근에 위치한다.1976년 수력발전소의 건립으로 관애는 물에 잠겨 대부분 남아있
지 않다.
망파령관애는 협곡을 횡으로 막은 석축 성벽으로 望波嶺 산등성이의 동쪽 사면을
의지하여 축조되어 있으며, 지금은 상당부분 붕괴되었다. 둘레는 750m, 잔존 높이
1.5～2.5m, 방향은 350°이다. 성벽의 남단에는 크고 작은 7개의 산봉우리가 연접
되어 있으며, 두 산봉우리 사이의‘凹’자형 지형에는 돌을 쌓아 성벽을 축조하였다.
성벽 높이는 2.5m로 9개 층이며, 단면 梯形으로 약간 가공한 석재로 축조하였다.
성벽 북단은 新開河와 가깝고, 북면에 돌출한 절벽과 마주보고 있다. 성벽 기저부
아래 하천변에는 석축 제방이 있었는데 현재 이미 물로 인해 없어졌다. 성벽 남쪽
에도‘凹’字形 지형이 있는데 너비 9m로 관애의 문지가 개구되어 있다. 문지 양쪽
성벽은 산세로 인하여 관문의 잔존 기단부까지 수직으로 축조되었으며, 현존 기단
부는 비교적 큰 석재를 약간 가공하여 문지 측벽을 축조하였다. 문지 측벽간 너비
는 10m이며, 문지 석축의 잔존 높이는 5m 정도이다. 이 관문의 상부에는 원래 목
조 문루 또는 통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지 남단 부근 산비탈에는 집안 순
환도로가 통과하는데, 이 순환도로 건설로 인하여 약 18m의 성벽이 훼손되었다.
단면에서 볼 때 성벽은 산등성이의 동쪽 사면을 구유형으로 굴착하여 너비 10m의
기단을 조성하였으며, 기단 내부는 할석으로 채우고 그 상부에 성벽을 축조하였다.
외벽은 정연하며, 상부는 산등성이의 높이와 같아 산등성과 함께 평탄한 통로를 이
루고 있는데 병력 이동을 위한 것이다. 성벽의 상부 너비는 1.5～2.5m이다. 문지
좌측의 후방에는 성벽보다 약 2m 정도 높은 구릉이 있는데 구릉 정상부는 평탄하
며, 길이 20m, 너비 8m 가량이다. 현지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석축건물지가 있었다고 하며, 지휘소로 추정된다. 구릉 하부 산세는 평탄하여 병사
가 주둔할만하다. 望波嶺 남쪽 사면에는 수몰되지 않은 10기에 가까운 고구려 적석

묘가 유존한다. 지난 여러 차례 조사에서 鐵鎖ㆍ鐵馬蹬ㆍ도기편 및 목탄 등의 유물

이 채집되었다. 현지 주민들에 의하면 關隘 성벽부근에서 鐵馬蹬과 鐵鏃이 흔히 발
견된다고 한다.
望波嶺關隘는 집안의 국내성에서 覇王朝山城으로 통하는 渾江의 요충지이다. 남
쪽으로 板岔領을 거치면 집안 국내성에 이르는데 과거 ‘南道’라고 부르던 곳이다.
관애는 험한 지세를 의지하여 축조되어, 환도산성에서 국내성으로 이르는 통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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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였는데 이것이 고구려시기에 설치된 남도상의 주요 군사시설 중 하나이다.
南道는 望波嶺關隘를 지나 新開河로 진입하며, 新開河에서 覇王朝山城에 이른다.

2) 覇王朝山城
財源鎭 覇王朝村 동북쪽 高山에 위치하며, 집안과는 90km 거리에 있다. 渾江은
산성의 서ㆍ북 양변을 흘러 覇王朝村 앞에서 동남쪽 산맥에서 흘러온 新開河와 합
류하여 남류한다. 서남쪽으로 渾江을 건너 30km 가면 요령성 환인현의 오녀산성에
이른다. 패왕조촌 북쪽 계곡에서 동북쪽으로 가면 양변에 산맥이 점차 위로 올라가
3,000m 지점에 이르러 산세는 가파르게 올라가 서로 둘러싼다. 산맥의 가장 높은
곳은 해발 862.8m이다. 산성 주위를 둘러싼 이 봉우리는 경사진 비탈지를 둘러싸
고 있다. 산성 북면은 泉眼溝 계곡으로 비교적 개활지이며, 산 계곡 아래로 약
3.5km 내려가면 渾江邊에 泉眼溝村이 있다. 계곡을 나와 서쪽으로 꺾어져 혼강을
따라 4.5km 내려가면 北屯村이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급하게 흐르는 富爾江은 北
屯村 앞에서 渾江으로 유입된다. 혼강 좌안 일대는 가파른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천안구와 북둔촌 지역은 비교적 평탄하고 넓은 지역이다. 산성은 고지에 위치하
여 이 일대에 있는 혼강의 수면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곳의 계곡부
要道를 제어할 수 있다.
패왕조산성은 자연지형에 의지하여 구축되었으며, 산맥의 절벽부를 충분히 이용
하였다. 오직 산세가‘凹’字形의 지역 및 남면 곡부의 평탄하고 완만한 곳에만 석축
성벽을 축조하였다. 지세가 더 낮은 지역의 성벽은 비교적 높이 축조하여 성벽이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 중 서벽 남단과 북벽 동단에 축조된 성벽이 비교적 높고 보존상태 역시 양호
하다. 산성은 北高南低로 삼태기형에 가깝다. 산성 서북 모서리는 산등성이가 외부
로 펼쳐져 있고, 남벽은 漫弧形으로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와 있으며, 평면 형태는
梯形이다. 측량결과 동벽 길이는 298m, 서벽 길이 420m, 남벽 길이 247m, 북벽
길이 259m로 산성의 전체 둘레는 1,260m이다.
성벽 축조에 이용된 석재는 화강암 계통이며, 장방형으로 치석하여 성벽 축조시
비교적 정연한 외부 벽면을 이룬다. 성벽의 높이와 너비는 일정하지 않으며, 가장
높은 곳은 21단으로 높이는 5.2m에 달하고, 너비는 1～4m 정도이다. 서ㆍ북ㆍ동쪽
성벽의 일부에는 여장이 있으며, 여장의 일반적인 높이는 50～100cm 내외이다. 산성
의 네 城隅部에 돌출한 성외벽부에는 平臺가 구축되어 있으며, 동남쪽 성우부 평대는
550×600cm, 서남쪽 성우부 평대는 600×700cm의 크기이며, 서북쪽 성우부와 동북
쪽 성우부의 평대는 각각 하나씩의 가파른 산봉우리가 대신하고 있으며, 주위의 석재
를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平臺上에는 원래 角樓와 같은 건물이 있었을 것이다.
성문은 북문과 남문이 있다. 북문은 북벽의 중앙부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친 곳
에 위치하고, 통로부 측벽의 너비는 성내로 돌출된 橫長方臺가 서로 마주보고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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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형태로 문지는 성벽보다 4.8m 정도 더 넓어 방어력을 높였던 것으로 추
정된다. 현재 무너진 문지 양측의 성벽은 조잡하게 쌓아 올렸고, 문지 양 측벽에서
내벽으로 돌아가는 성벽 기단부에서는 각을 둥글게 처리하여 쌓은 양상이며, 양 측
벽간 거리는 3m이다. 북문 외측 정면으로 8m 거리에는 1단의 석축 기단이 남아있
고, 조잡한 석재로 보아 그 동쪽 끝단은 원래 북벽과 서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이
곳은 아마 반원형 옹성 문지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에는 북문의 왼쪽을 돌아야
성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옹성문지 이외에도 2열의 석축 담장이 확인된다. 이는
수비병이 출입하기 위해 축조된 통로로 추정되며, 측량결과 당시 통로의 너비는 1
0～15m 정도이다. 남문은 남벽 중앙부에서 서쪽으로 약간 편중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성벽은 이미 무너졌으며, 통로부는 부정형한 석재로 쌓아 올렸다. 성문
의 측벽간 너비는 9m이다.
북벽부근의 동쪽 끝단에는 18개소의 석축 기둥구멍이 있는데 여장 아래에 가까
이 위치하고 있다. 동-서간 거리가 대략 145～150cm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동쪽 끝단의 석축 기둥구멍 3개소는 거리차가 약 200cm에 이른다. 기둥구멍은 방
형으로 각 변의 길이는 27~30cm, 깊이 50cm이다. 이와 같은 기둥구멍은 동벽부
근의 남쪽 끝단에서도 발견되었다.
산성 내에는 샘이 하나 있으며, 성내 유일한 수원이다. 샘 북쪽의 비교적 평탄한
비탈지에는 여러 개의 비교적 큰 석재들이 지표상에 놓여있어 당시 방어와 관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산성의 축조수법과 산성의 위치선택, 구조 등은 고구려 환도산성
과 동일하다. 성내에서는 鐵車轄(수레바퀴 차축 끝에 박는 비녀장)ㆍ철제 장식구ㆍ
철제 쇠사슬ㆍ鐵鋌銅鏃(화살촉의 병부를 철로 만든 銅鏃)ㆍ철제 帶鉤ㆍ석제 절구와
소량의 도기편이 채집되었다.
패왕조산성은 백성들이 거주하거나 생산적인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산봉
우리에 축조되었다. 주변 1km 지역의 지리형세와 건축규모를 보면 군사적 성격을
구비한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산성구조와 출토유물에 근거하여 추정할 때 고
구려시기의 환도산성 보다 축조시기가 늦은 것을 알 수 있다. 패왕조산성은 혼강의
동안에 축조되어 높은 곳에서 아래를 굽어보고 혼강을 건너 新開河川谷을 통제하였
다. 또한 泉眼溝로 들어가는 길목을 제어하는 등 길을 돌아 남하하여 도성으로 진
격하는 要道이다. 이 산성은 당시 고구려가 축조한 南道上의 중요한 방어 성곽 중
하나이다.

2. 北道
북도는 通溝谷을 거슬러 올라가서 夾皮溝 초소로 올라가면 下雙安山城으로 들어
간다. 老嶺沿 大羅圈溝河를 넘어 大羅圈溝山城을 건너면 渾江 경계지역으로 진입한
다. 이외의 또 하나는 老嶺後沿 淸河를 넘어 關馬山城까지이며, 大川哨所를 넘어 渾
江으로 진입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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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下雙安山城
북도상의 군사적 城堡이며, 국내성에서 동북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下雙安村 서남쪽 300m 거리에 있다. 그 중심 지리좌표는 동경 126°19´
735″，북위 41°19´ 296″，해발 386m이다. 노령산맥의 남쪽 사면에는 하나의 깊은
계곡이 있다. 이 협곡은 환도산성과도 통하는데 환도산성은 이 협곡의 하부에 있으
며, 下雙安古城은 이 협곡의 상원에 위치한다. 이는 바로 老嶺 주봉의 남측 협곡과
정면으로 마주하며, 通溝河 좌안의 대지상에 河雙安古城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 대지는 크지 않으며, 북ㆍ서ㆍ남쪽 3면은 통구하가 휘둘러 감고 있다. 동쪽은
고산을 의지하고 있으며, 고성은 대지의 중앙부에서 남쪽에 치우쳐져 있다. 集安에
서 通化까지의 철로는 성의 중앙부를 관통하여 성을 두 개로 나누고 있다. 성의 남
북 양측에는 두 개의 철교가 있으며, 북측은‘頭道橋’, 남측은‘二道橋’라고 부른다. 하
쌍안산성은 평면 장방형 석성이다. 성지의 규모는 남-북 길이 100여 m, 동-서 너
비 40여 m로 크지 않다. 성벽은 석재를 사용하여 쌓아올렸으며, 현재 이미 상당부
분이 붕괴되었다. 현재 서벽과 남벽의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성벽의 잔존높
이는 200～250cm, 너비는 상단 550cm, 하단 800cm이며, 성벽 표면은 수목으로
덮여있다. 서남쪽 城隅部는 강변의 단애면으로 형성되어 있다. 동벽의 남단 성벽의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현존 성벽의 높이는 300cm 내외이며 성벽의 너비는
하단이 800cm, 상단이 400cm 정도 이다. 동벽 북단과 북벽은 보존상태가 불량한
데 아마 철로 건설시 파괴된 듯하다. 현재 겨우 높이 100cm, 기단 잔존너비
300cm 정도가 남아있다. 남벽에 가까운 동벽 남면과 북벽에 가까운 서벽 북면에는
각각 1개소의 문지가 있다. 문지의 현존 너비는 약 600cm이다. 남벽의 동면에는
석축 담장이 하나 더 있는데 석축방향이 남벽과 일치하며, 동측 산기슭에 바로 맞
닫는다. 이 성벽은 이미 파손되었으며, 잔존길이 50m, 잔존너비 15m, 잔존높이는
150cm이다. 현재 마을로 통하는 도로가 성벽의 중앙부를 관통하는데 이곳은 원래
문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이미 도로로 인해 파괴되었다. 조사당시 성
내에서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다. 이 성지는 석재로 축조한 작은 성으로 문헌에 기
재된 내용을 보면 고구려는 석축으로 작은 성을 만드는 관습이 있다고 한다. 석성
의 축조수법은 역시 고구려 성곽 축조수법의 특징에 부합된다. 이외에도 성지 서측
의 고구려 분묘 2기가 있는데 이것 역시 이 성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
인다. 양자는 모두 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조성되었다.
이 성지는 규모가 매우 작아 생활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군서적인 성질을
가진 城堡에 속한다. 또한 교통상 요충지에 위치하여 경기지역(도성 주변지역)의 군
사방어 시설의 성격을 가진다. 하쌍안산성의 서북측에는 하나의 계곡이 있는데 북
쪽으로 노령을 통과하면 바로 드넓은 평지가 펼쳐진 大羅圈溝河로 진입한다. 강변
으로 북진하면 바로 고구려시기의 北道이며 遼東과 바로 통한다. 하쌍안산성의 동
북측 通溝河 상류를 거스르면 1개소의 작은 산을 지나는데 이것이 바로 良民甸子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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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이다. 通溝河邊을 따라 내려가면 바로 환도산성이다. 하쌍안산성은 세 갈래 길의
요충지에 위치하는데, 고대에 있어 이 길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성곽의 축조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2) 大羅圈溝關隘
通化縣 公益村 동남쪽으로 약 3km 떨어진 大羅圈河 상류에 위치한다. 하나의 계
곡을 막아 축조된 關隘로 현지인들은‘高麗城子’로 부른다. 관애는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성벽의 너비는 약 500cm, 높이는 150～250cm이다. 관애 북쪽으로
약 600m 떨어진 하곡 서측에는 동-서 방향의 갈림길이 있는데 이 갈림길을 따라
가면 關馬山城에 이른다. 이 길에 축조된 관애는 大羅圈河로 거슬러 올라오는 적의
기습을 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 관애 또는 北道上에 축조된 방어시설은 고
구려 도성 외곽의 방어를 더욱 치밀하게 하였다.

3) 關馬山城
집안성에서 서북쪽으로 51km 떨어진 산의 협곡에 위치하며, 북쪽 熱鬧村과는
1.5km 떨어져 있다. 集錫道路는 성의 중앙부를 관통하며, 도로 동쪽 산 절벽 아래
에는 淸河가 남에서 북으로 흘러 大葦沙河로 모인다.
고성의 서ㆍ동남ㆍ동북 삼면은 高山에 의지하고, 석축으로 성벽을 쌓았으며, 산
절벽부에 연접하여 축조하였다. 자연산세와 인공성벽을 절묘하게 결합하여 축조된
삼각형 산성이다. 세 성벽은 북ㆍ남ㆍ동쪽의 세 방면의 ‘丫’字 곡부를 막아 축조하
였으며, 지리적 위치가 매우 험준하고 중요하다. 관마산성은 계곡을 점거하여 남북 길이 960m, 동서 너비 120~340m로 형성되었다.(자연지세 포함) 세 성벽의 잔
존부는 모두 크고 작은 礫石으로 축조되었다. 석재는 대부분 치석하여 쌓았으며, 크
기는 길이 30cm, 너비 30cm, 높이 50cm 정도이며, 상부구조는 분명하지 않다.
북벽은 ‘頭道關馬墻’이라 불리기도 하며, 방향은 南에서 西로 60°이다. 원래 길이
는 150m이며, 현재 77.6m 가량만이 잔존하고 있다. 성벽의 東部는 淸河로 막혀져
있으며, 강으로 막힌 험준한 절벽을 축조당시 성벽으로 연결하여 일체가 되도록 하
였다. 서부 잔존 성벽은 산비탈에 축조되어있고, 벼랑과 西로 연결된다. 무너진 교
량부분의 성벽 기단부 너비는 10m, 높이는 2.5m이다. 서쪽 산비탈 아래에는 하나
의 잔존석축에서 외벽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축조시 석재의 평편한 면을 바깥
으로 향하게하고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좁혀들게 쌓아 축조되어 매우 정연한 양상
을 보인다. 성벽의 바깥 100~460cm 거리에는 垓字가 있다. 해자 양단과 성벽은
매우 가까이 있으며, 성벽에서 중간으로 갈수록 점점 멀어진다. 분명한 것은 원래
성문은 돌출된 성벽에 있었으며, 해자는 반드시 성문 앞을 통해 돌아가야 되기 때
문이다.

현재 해자의 잔존 길이는 53m, 너비 3.5m, 깊이 0.8m이다. 해자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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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나의 토벽에 기대고 있으며, 잔존 길이는 40m, 기저부 너비 4.8m, 높이
1.45m이다. 크고 작은 석재로 기초를 조성하고 上面에는 해자를 파서 확보된 자갈
과 황토로 쌓아 올렸다. 북벽의 중앙부는 도로로 인해 끊어져 성벽ㆍ해자와 제방(토
벽)이 파괴되었다. 도로 양측 성벽이 절단된 곳은 성벽 기단부가 내ㆍ외벽으로 확장
되어 너비 24m에 이른다. 원래 북성 성문의 통로는 서벽의 흔적으로 생각된다.
남벽은 속칭 ‘第 2道 關馬墻’이라 불린다. 훼손이 심한데, 원래 성벽 길이는
120m, 현존 길이 60m로 잔존 성벽은 정동-정서 방향이다. 기단 너비는 750cm,
높이는 150~210cm이다. 축조수법은 북벽과 동일하며, 중앙부는 역시 도로로 인해
단절되었다. 문지 역시 파괴되어 그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성 외벽부에는 참호와 제
방이 확인되지 않는다.
동벽은 ‘第 3道 關馬墻’이라 불리며, 木掀頭子 계곡부를 횡으로 막고 있다. 서쪽
으로 淸河와 150m 거리에 있다. 동벽 북단은 木掀頭子山의 동남쪽 비탈까지 이어
서 축조되어 있으며, 남단은 木掀頭子 계곡부를 넘어 撩荒頂子山의 서북쪽 비탈까
지 축조되어 있다. 산등성이의 가파른 절벽에 연접되어 있으며, 남에서 동으로 치우
친 원래 길이는 125m이다. 현재 잔존 길이는 70m이며, 기단 너비는 7m, 높이
70~140cm이다. 北山으로부터 23m 떨어진 성벽에는 너비 400cm의 문이 있으며,
문지 양측의 성벽 기단부는 외측으로 펼쳐져 있다. 길이 900cm, 너비 300cm 크기
의 장방형 臺 2개가 마주보고 구축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의 성문지이다.
關馬山城은 높은 산의 깊은 계곡에 축조되어 있으며, 고구려 교통 요충지에 축조
되어 있다. 험준하고 중요하며, 수비가 용이하고 공격이 어려운 형세로 실제 고구려
도성 북부에 위치한 군사적 요새이다.
성 내부의 지세는 평탄하며, 수원이 풍족하며, 많은 군사들이 주둔할 수 있으나
아직 건물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3道 성벽의 건축 및 방어능력을 보면 남벽의 축조
양상이 비교적 간단하고, 고구려 도성을 등지고 있으며, 援軍, 군수품, 군량과 마초
를 성안으로 운반하는 통로이다. 북벽은 번화하고 上圍子 일대 산 사이에 펼쳐진
평원을 마주보고 있는데, 이곳은 북방으로 통하는 고구려 도성의 보호벽으로 견고
하게 성벽을 축조하였으며, 외부에는 1열의 해자와 토축 제방이 있어 방어능력이
매우 강하다. 이는 고구려인이 주요 방어역량을 북벽에 주력한 것을 반영한다. 동벽
은 木掀頭子 계곡부에 축조하였으며, 방어기능은 겨우 북벽에만 있다. 관마산성 3
道 성벽의 축조는 지형과 지세를 이용하였으며, 고구려인의 비교적 수준 높은 축조
기술과 탁월한 군사재능을 반영하는 것이다. 관마산성은 고구려 북면 교통상의 주
요한 요충지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이다. 관마산성을 통하여 淸河 연안으로
7.5km 북진하면 大川哨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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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大川哨所
淸河鎭에서 동북쪽 2km 떨어진 大川村 북쪽의 산 단애면에 위치하며, 남쪽은 淸
河 主流로부터 약 400m 떨어져 있다. 通集道路와는 약 550m 가량 떨어져 있다.
원래 도로는 淸河 북안에 서남-동으로 이어지며, 북쪽으로 펼쳐져 있으며, 초소가
위치한 산 단애면의 아래를 통과한다. 아울러 동북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동남쪽으
로 꺾여 關馬山城으로 통한다. 關馬山城으로부터 약 7.5km 떨어져 있다. 고구려시
기의 북도는 바로 이곳을 통과한다. 이곳은 蔿沙河 하류의 넓게 펼쳐진 하천을 통
하여 老嶺山脈의 협곡에 위치한 요충지이자 외부에서 고구려 국내로 진입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거쳐야하는 길이다.
초소는 20m 정도의 산 단애면상에 위치하며, 절벽은 동남쪽으로 돌출하였으며,
淸河 河谷으로 펼쳐져 있고 고구려 北道를 통제한다. 초소는 높은 곳에서 아래를
굽어보며, 석재를 이용하여 산세를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방향은 220°, 평면은 원형
에 가깝고 둘레는 153m, 성벽 너비는 400cm, 잔존 높이는 100cm 가량이다. 초소
는 관마산성의 전방초소이며, 북도방어의 중요한 군사시설이다.
만약 소규모 적인 침입하면, 산세를 의지하여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으며, 대
규모 적이 침입한다면 첫 방어선을 구축하여 방어하고 신속하게 관마산성의 수비군
에게 통보하여 침입한 적을 섬멸하고 승전할 수 있다. 고구려 통치시기 大川에서
關馬山城에 이르는 일대는 군사들이 주둔하였을 뿐 아니라 적지 않은 고구려 백성
들이 생활하고 거주하였다.

3. 水路
수로 방면은 고구려인이 압록강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하여 航道를 만들고 계곡을
횡으로 막는 것과 동일한 방법을 취하여 江防關隘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강을 거슬
러 올라와 국내성의 군대를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였다.『翰苑』卷 30에 기재된 내
용에 의하면 “압록강은 물이 크고 맑으며, 나루터를 건너는 모든 선박을 모두 모아
둘 수 있는데 이 나라는 이 자연 해자를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압록강 항
운은 국내성으로 향하는 주요 경로로 볼 수 있다. 1983년 集安文物普査隊는 凉水
鄕의 七个頂子溝와 海關村灣溝에서 두 개소의 고구려 江防關隘를 조사하였다.

1) 七个頂子溝 關隘
集安 서남쪽으로 41km 떨어진 凉水鄕 外岔溝村 서쪽에는 서북-동남 방향으로

老嶺干脈인 七个頂子山이 펼쳐져 있다. 이 산의 남쪽은 鴨綠江 北岸에서 시작하여
북쪽은 古馬嶺ㆍ挂牌嶺에 면한 60km와 老嶺主脈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七个頂子

山 사이에는 길이 약 15km의 좁고 긴 계곡이 형성되어 있으며, 양 비탈의 물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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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압록강으로 주입된다. 關隘의 경계는 협곡을 횡단으로 석축하였으며, 북쪽은 外
岔溝에서 200m 떨어져 있고, 남쪽은 谷口에서 300m 떨어져 있다. 谷口는 하나의
충적대지로 남-북 300～800m, 동-서 1500m이며, 강면에서 약 4m 가량 높이 올
라와있다.

산 계곡으로 북진하면 관애에 적합하게 좁은 지형으로 변하고 산 비

탈은 급격히 가파라져 하나의 천연 방벽을 형성하고 있다. 성벽은 조잡하게 축조되
었으며, 대부분 자연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하였는데 방향은 235°로 계곡의 깊이는
약 3m이다. 비교적 심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평면 축조상태가 불분명하다. 다만 대
량의 亂石이 양변에 산포된 외관으로 보아 하나의 완만한 원형의 돌무지와 같다.
계곡의 물은 중간에 흐르기 때문에 관애를 동ㆍ서 양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동단의 담장은 서쪽 끝 부분이 도로로 단절된 부분 이외에는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그 서쪽은 도로변,

동쪽은 산허리의 험준한 벼랑에 이르며 길이

40~43m, 기단 너비 900~1,100cm, 최대 높이 240m이다. 그 중 10여 m는 산비탈
에 의지하여 축조되었다. 현존하는 현상으로 보아 동벽의 실제 길이는 약 60m 정
도로 추정된다.
동벽 남쪽 8m 지점에는 또 다른 하나의 구조물이 있는데, 이것은 길이는 20m,
너비 350cm, 잔존 높이 100~120cm의 보조 축대이며, 아마도 참호의 기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벽의 길이는 70~75m이며, 동쪽은 강변이며, 서쪽은 산비탈에 이른다. 잔존부
의 평균 길이는 약 50m, 기단 너비는 850~1,000m, 잔존 높이는 60~220cm이다.
서벽의 동쪽 끝자락 내측에는 길이 15m, 너비 4.5m의 낮은 담장이 있으며, 그다지
규칙적이지 않다. 이것은 문지를 방어하는 甕城과 같다.

七个頂子關隘와 고구려 關馬山城의 축조수법은 상당히 닮아있다. 그 副壁, 垓字의

이용은 특히 유사한데, 이것은 문헌에 기록된 ‘築斷爲城’의 형식이다. 성벽 남쪽에서
200m 가량 떨어진 평지상에는 수기의 고구려 적석묘가 잔존하고 있는데 이는 고구
려시기의 軍事城隘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外岔溝 지역의 渾江口 左岸은 북쪽 外岔溝河를 거슬러 大老鄕을 거쳐, 挂牌嶺을
통하면 遼寧地域의 桓仁으로 통하고, 동쪽으로 가면 凉水, 곧바로 직진하면 集安城
에 이른다. 여기에서 배를 타고 남하하면 渤海ㆍ黃海에 이르며, 고대 수로교통의 주

요한 교통로이다. 이 분석에 의하면 七个頂子關隘는 고구려시기의 江防施設 중 하
나로 생각된다.

2) 灣溝 老邊墻 關隘
국내성으로부터 동북쪽 43km 지점의 灣溝는 天嶺 동쪽 끝단으로 통하고 대체로
남-북으로 펼쳐진 계곡이다. 길이는 약 3km이며, 양변에는 가파른 절벽으로 형성
되어 있다. 溝 내에는 하나의 小河가 있고 서쪽 산비탈 하류에서 출발하는데, 海關
村 부근에서 북쪽에서 내려온 凉水 泉子河와 합류하여 압록강으로 흐른다. 관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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彎溝 계곡부에 약간 가공한 자연석재를 쌓아올렸으며, 방향은 230°이다. 상당부분
훼손되어 현재 겨우 낮은 석축만이 남아있다. 이 축조양상을 고려할 때 대체로 小
河 東岸에서 시작한 석축은 40m 정도이며, 산세를 의지해서도 130m의 성벽을 축
조하여, 산허리의 절벽 암반까지 총 170m의 길이이다. 河床 회전으로 인하여 서쪽
끝자락은 현재 20m 가까이 훼손되었는데, 이를 감안하면 원래의 길이는 약 200m
정도로 생각된다. 성벽의 잔존 높이는 100～200cm이며, 상부 너비는 100～
180cm, 하부 너비는 800cm로 석축 상단은 다시 니질토로 덮었다. 아마 성벽 상부
에는 통로가 있었을 것이며, 관애 석축에 이용한 재료는 대체로 동일하다. 약간 가
공하여 조잡한 山石으로 외벽을 쌓았는데, 석재의 일반적인 길이는 30cm, 두께 1
0～20cm로 벽면은 그다지 정연하지 않다. 그 내부(적심)는 주변에 산포된 山石과
礫石, 니질토를 섞어 채웠다. 층층이 쌓은 흔적은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축조수법은
약간 조잡하며, 고구려 望波嶺 關隘 및 關馬山城과 동일한 양상이다. 관애 남쪽
300m 지점에는 積石墓와 方壇積石墓 등으로 구성된 고구려 분묘군이 있으며, 현재
는 8기에 불과하다. 이 분석에 근거하면 老邊墻關隘는 고구려시기에 축조된 하나의
군사 방어시설이다. 이 관애에서 서쪽으로 13km 떨어진 外岔溝七隊 부근에는 고구

려시기의 관애 즉, 七个頂子關隘가 있다. 이 두 개소의 關隘는 고구려 江防과 관련
된 것으로 생각된다.
『舊縣志』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면 압록강은 동북쪽의 太平鄕 江口村에서 시작
하며, 양안에는 험준한 봉우리들이 높이 우뚝 솟아 있고, 물살이 세다. 강물은 협곡
사이에서 좌우로 부딪혀 남쪽으로 굽어지며, 많은 曲流를 형성한다. 따라서‘要孩子

哨’,‘媽媽哨’,‘紡車子哨’,‘老虎哨’,‘關門砬子’등의 험준하고 중요한 지형이다. 때때로 강
물은 수 십리를 돌아 흘러가는데, 배를 타고 1리를 가는 것도 그 항로가 아주 위험
하여 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뱃사공의 용기가 필요하다. 만약 길이 아닌 것으로
들어설 경우 예로부터 우환을 당하였다. 楡林河 凉水泉子河口 아래에서부터 점차
江面의 너비가 변하여 유속이 느려진다. 고로 일찍이 강을 거슬러 오르는 뱃길은
外岔河에서 凉水泉子河 일대에 정박하고, 육로로 변경하여 集安城으로 들어간다. 老
邊墻關隘와 外岔溝關隘는 이 길목을 잘 봉쇄할 수 있는 요충지로 제어된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 국내성으로 이어지는 水上 통로이다. 게다가 남ㆍ북 두 개의 통로에
조성된 요새와 초소는 고구려 도성 주변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구축된 시설
이다. 老邊墻關隘 및 外岔溝關隘의 발견은 고구려 정권의 교통ㆍ방어 등의 많은 문
제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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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고구려도성 주위의 각 방어시설 배치와 축조수법은 고구려인의 탁월한 군사능력
을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방어시설 구축은 고구려 역사상 발생한 수많은
전쟁들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전쟁에는 비록 승전이 있었더라도 패전도
있었기 때문에 방어시설 본연의 기능을 등한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고구려성의 분포와 축조 특징을 보면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많다.
동시에 고구려인은 각 군사방어의 중점을 북면에 두었으며, 이러한 시설들은 魏晋
時期를 前後하여 이미 완비하였다.
고구려는 중원과 북방정권 세력으로부터 많은 공격받아 멸망할 지경에까지 이르
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략방어의 중점을 북면에 두었다. 魏晋 이후 고구려 세력
의 범위는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였으나 방어시설의 기능은 여전히 제 기능을 유지
하였다. 다만 적의 주력을 피하고 약한 곳을 골라서 공격하는 방법을 취하여 북방
강대세력의 위협을 감소시켰다. 이외에도 고구려의 이러한 방어구조는 國內의 五部
위치와 관련되었을 것이다. 평시에 각부는 각 지역에 주둔하여 지키고 전시에는 병
력을 집중하여 통일된 군사행동을 취하였다. 고구려 정권은 건국 후 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통치지역을 확충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스스로의 방어능력을 강화
하였다. 이러한 도성 및 주변방어 시설의 구축은 고구려의 효과적인 방어체계를 형
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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髙句丽中期都城及周边的防御
集安博物馆 迟勇

Ⅰ. 前言
公元3年，高句丽第二代王琉璃明王迁都国内，从此国内城成为高句丽政治、经济、文

化的中心，直至公元427年高句丽迁都平壤，国内城作为高句丽王都长达425年。高句丽

王朝为了加强政权统治，适应向外扩张和抵抗内外侵扰，在都城和都城周围建立了一整
套的 战 略防御系 统 ， 其中有城堡 、 关 隘 、 哨卡等 。 这 些防御 设 施 ， 曾在高句 丽 王朝 对

内、对外的战争中，起到了巨大的作用。

Ⅱ. 髙句丽中期都城
高句丽在选择都城方面是经过精心设计、周密安排的，其充分注意到地理形势和自然

条件的有利因素。在建国之初的都城选址上，就开始采用了平原城与山城相结合、复合

式的防御格局，迁都平壤以后仍然保持着平原城与山城相结合的防御格局。国内城作为

都城的时间最长，同时防御设施又十分完备，以此为范例。琉璃明王迁都国内城时亲往

巡查，以“山水深险，地宜五谷，又多糜鹿鱼鳖之产”、“不唯民利之无穷，又可免兵革之
患"作为基础条件，选择鸭绿江中游一片最大的平原构筑国内城，作为都城。此次迁都，
在高句丽历史上具有重大的战略意义。

1. 国内城
据《三国志·高句丽传》载：“高句丽……都于丸都之下，方可二千里，户三万。多大

山深谷，无原泽。”可知，高句丽国内城在丸都之下，大山深谷之中。多年来的考古调查

与发掘证明，集安市区内的石砌城垣就是高句丽王都国内城的遗址。国内城所在位置不

仅同史书记载相符，城外的山坡和平原上分布着上万座高句丽时期的古墓。有著名的千

秋墓 、 太王陵 、 将军坟 等王陵 ， 有角觚墓 、 舞踊墓 、 三室墓 、 马 槽墓 、 王字墓 、 莲 花

墓、环纹墓等一批高句丽贵族的壁画墓。城东有著名的好太王碑、祭祀遗址，城北有丸

都山城。许许多多的高句丽文化遗迹证明，集安国内城绝不是一般的城市，而应当是高
句丽的都城。

国内城石砌墙垣在集安市区西部，北约1千米是禹山，南约300米为鸭绿江，西临通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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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东部为通沟平原。国内城略呈方形，方向为155°。1975～1977年，集安博物馆对

国内城进行了调查和试掘，进一步搞清了石砌墙垣的结构和历次维修的情况。当时测得

东墙长554．70米、西墙长664．60米、南墙长75 1．50米、北墙7 1 5．20米，周长
2.686千米。2003年，调查维修时实测得国内城北墙长730米、西墙长702米。东城墙因
近代以来修建房屋，大都已毁掉，南部还可见残段和墙基。南城墙西段较好，一般高3～

4米。 西城墙中部， 原西门北段， 保护较好，高 2～4米。北城墙下部完整 ，高1～2． 5
米。四面墙垣每隔一定距离修有马面，现在遗迹表明，北墙外侧有八个马面，南墙外侧

目前发现有八个马面，西、东墙外侧各有两个马面，城墙角原有角楼一类建筑。据《集
安县文物志》记载，原有六座城门，东、西各两座，南、北各一座，均有瓮门。2003年

在国内城马面遗址维修后的国内城西墙墙西角清理出一处门址。在西城墙现存的一处马

面南31．6米处外墙基部，又发现一处高句丽时期的马面残迹。同时，确认西城墙西侧

的石砌排水涵洞属于一条南北走向的石砌墙体的内部设施。根据该墙体的构筑方式及出
土 遗 物的特点可以 认 定 ， 这 道 与现 存 国内 城西城 墙 平行的 墙 基 为 高句 丽时 期的城 墙遗

迹，表明高句丽时期曾对国内城西墙进行过一次整体东移。

2000年、2001年、2003年对国内城进行的考古发掘，总计发掘面积近5000平方米，

发掘地点几乎遍布国内城的各个区域，基本上了解掌握了国内城城区内文化堆积的性质

与内涵，各个发掘地点的古代文化堆积均以高句丽时期遗存为主。在体育场地点清理揭
露了4处建筑基址，出土了一批瓦当、板瓦、筒瓦、花纹砖等建筑材料，获取了有关高句

丽时期国内城建筑设施的重要资料。

在民主石柱的西侧清理出三组大型院落式建筑基址，与其东侧的两尊石柱处于同一轴

线上，并且两者之间具有相同的层位关系，因此它们属于同一建筑群体的组成部分。出

土了菱形纹砖和开元通宝铜钱，为民主遗址的断代提供了重要的参考。

国内 城中曾出土 鎏 金 铜 佛 、 “ 太宁四年 " 、 “ 戊戌年 " 卷云 纹 文字瓦 当 和一批瓦片 、 陶

片 、 八 棱 形 础 石 。 东 北角建筑 遗 址中 还 出土多件高句 丽铁锅 、 铁辖 、 带钩 、 铁镞 、 陶

瓮、陶甑、陶罐、四耳陶壶、陶盘、陶盆等。在南城墙内还出土铁砧、铁熨斗、铁马蹬
及陶罐、陶盆、陶器盖等。同时发现建筑砖、瓦、卷云纹文字瓦当、兽面纹瓦当等。

此外，在国内城东北150米处发现大型建筑群遗址，出土大批础石、板瓦、筒瓦、莲

花纹瓦当、兽面纹瓦当和铁器、陶器等。在城北梨树园子遗址也发现大型建筑遗址，巨

大的础石排列整齐，瓦砾层很厚，还出土一批鎏金箭头和白玉耳杯等珍贵文物。这两处
应是高句丽重要的官署建筑。

国内城是一座平原城，城上设有通道可随时调动兵力。城外有护城河。整个城池构筑

坚固，结构合理，守备森严。还有丸都山城作为军事卫城，这正符合高句丽附和式王都
的特点。同时国内城周围分布着数以万计的高句丽古墓，诸多的王陵、贵族墓葬和著名

的好太王碑，这是任何人也难以否定的高句丽都城的重要考古学证据。高句丽迁都国内

城的同时，又“筑尉那岩城"，即丸都山城，作为国内城的军事守备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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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丸都山城
丸都山城是国内城的军事卫城，当时称作尉那岩城，始筑于公元3年。高句丽第十代王

山上王二年(公元198年)继续修筑此城，山上王十三年(公元209年)移都此城，名为丸都

城。今人称为山城子山城。

丸都山城位于集安市北2.5千米的高山之上，地理坐标为东经125º45´～126º30´，北

纬40º52´～41º35’。丸都山城雄踞于长白山余脉老岭山脉的峰峦之间。诸峰起伏错落，

大致围成一个环形峰岭，最高处海拔652米。山城城墙依自然态势筑于峰岭上，外临峡

谷绝壁，内拥缓坡平川。东、西、北三面地势较高，南面较低，高差约440米。整个山
城形状如簸箕，向南敞开门户，以东北——西南走向的通沟河为天然屏障。通沟河环绕

山脚，向西受高山所阻，急转直下，注入鸭绿江。河两岸是狭长的冲积阶地，阶地上高

句丽时期的墓葬清晰可辨。山城西隔深谷与小板岔岭对峙,1906年，在此修筑公路时曾

发现毋丘俭纪功碑，西南为七星山，向南2．5千米是位于集安市内的国内城。山城向东
0．5千米即为现今集安市郊的山城子村。

丸都山城北部地势较高，均为山陵、沟谷，海拔349～652米。北部分布主要的两条沟

谷呈南北走向。东部为张家沟，西部为刁家沟，二者在城南小溪处交汇。张家沟坡度略
缓，至北端分为两支，左侧称“黑瞎子沟"，右称“大潦荒沟"。黑瞎子沟通往北墙中段，

大潦荒沟通往城墙东北角，沟内均无遗迹发现。刁家沟坡面较缓，到北部亦分为两支，
左侧的卧子沟通往西墙，右侧的盘道沟通向城墙西南角。2002年5月考古调查时，为便

于了解掌握遗存的分布情况，将整个南部台地分为四大区。西大坡为一区，东大坡以自

然冲沟为界分为三区，南墙附近台地为二区，宫殿址周围为三区，嘹望台及“饮马湾"附
近为四区。一区二区内有二十多座高句丽墓葬，三区内有十多座墓葬和宫殿遗址，四区
内有戍卒居住区和晾望台。

1962 年吉林省博物 馆 考古 队对 丸都山城作了 实 地勘 测 ， 测 得城 墙 周 长 6.951 千米 。

2001年～2003年，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馆对丸都山城进行了全面的测

绘、调查和试掘。测得山城周长6.947千米。先后清理发掘了宫殿遗址、嘹望台、蓄水

池、1号门址(南瓮门)、2号门址、3号门址，获取了大量详实的科学数据和一批珍贵的文
物。

1号门址位于南墙正中，门外为平坦的通沟河谷，是通往丸都山城的重要通道，也是山

城防御体系的核心。内城墙垣石砌，通向两侧山岗，外侧城墙依据两侧山崖形成瓮门，

构成丸都山城第一道防线。

2号门址位于山城南墙的西段，2002年5月～2003年1 0月，进行了两次发掘，揭露出

门道和两侧墙体，出土各类文物951件。

3 号门址位于丸都山城西墙南端，距西南角约245米。 同时在北城墙发现 4号、5 号门

址，东城墙发现6号、7号门址。城墙的构筑，充分利用了自然地理形势，体现出高句丽

山城的建筑特点。城东南角以陡峭的岩壁为城墙(部分岩壁经人工修凿)，缺口处以石条
垒砌。其余几面城墙也有用此种方式砌筑的段落。在山脊平坦的地方，则用花岗岩石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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砌城垣。城墙的内部主要用两头呈尖状的梭形石交错摆放而成，梭形石间的空隙以碎石
填充。侧面则采用楔形石(俗称“牛尾石")插入尖状条石间，形成内外墙面。石材工整，
尖状梭形石一般长0．6米、宽0．25米、厚0．15～0．25米。楔形石一般长0．2～0．

5米、宽0．29～0．4米、厚0．1～0．27米。城墙修筑时丸都山城东墙从底部开始逐层

向上内收，使外侧面略向内倾。由于山势起伏，为求城垣绵亘一贯，山脊凹伏愈大的地

方，筑墙愈高，整个城墙以东墙南段、西墙北段和北墙西段保存较好。尤以北墙构筑坚

固、险峻，有些墙段高达5米左右。城墙外部均有高1米左右的女墙。

丸都山城内东南部缓坡台地上有宫殿遗址，依山势而建，东高西低，落差13米：四周

以 块 石 垒 砌 宫墙 ， 现仅 存基 础 。 宫 殿周 长 332 米 ， 受地 势 所限 ， 平面形 状并 不 规则 ，

东、西两墙较为平直，南北墙呈斜边状。整座宫殿址及附属设施面积8260、75平方米。

遗 址坐 东 向西 ， 由西向 东 依次分布着四 层 人工修筑的 长 方形台基 ， 台基的三面 垒 砌 护

坡。受地势影响，每处台基的宽度不尽一致，四层台基上共修筑有不同规格的建筑1l座

(组)。在1号台基与2号台基之间有一长方形广场。从现在迹象看，宫殿址有宫门2处，均
位于西 宫墙 上 。 从现 有 遗 存推 测 ， 宫 殿的正 门与 各台基的踏步 构 成整座 宫 殿址的中 轴
线。遗址内还发现人工排水和自然排水设施。

山城 内现 有 两处 山泉 ， 一 处 在城西北角 ， 另一 处 在城 东 。 两处 泉水形成小溪流向南

门，南门以北100米还筑有一处人工蓄水池，约50～60平方米的圆形洼地，俗称“饮马

湾"或“莲花池"。向西北坡地上行30米左右有一处石砌的嘹望台，俗称“点将台"。嘹望台

的主体建筑为一圆角长方形嘹望台石筑高台，长6．7米、宽4．5米、残高4．5米。外壁
选用楔形石叠砌而成，部分楔形石外侧边缘处可见人工凿刻的凸棱，用以防止上层砌石

滑落；转角处使用厚0．3米的扇形石，使外侧圆滑、美观。内部使用梭形石及石板穿插
垒砌，其中空隙以碎石填充。嘹望台的北壁修筑有石质阶梯。嘹望台北侧1

5米有一片

平缓的坡地，在长1 6米、宽9米的范围内分布着3排1 8个石块构成的础石，学者们推测

这里应该是戍卒居住的遗址。

在宫殿遗址、晾望台、1～3号门址均发现了大量的红色筒瓦、板瓦及瓦当。瓦当为高

边轮，以兽面纹为主，间有一定数量的莲花纹瓦当及少量的忍冬纹瓦当。城内还发现各

种兵器、马具和生活用具。

高句丽时期，曾两次以丸都山城为都，山上王一次(历时1 3年)，故国原王一次(历时2

年)。丸都山城原是国内城的军事守备城，平时只备兵器、粮草，战事紧急时国王才入城
固守。在丸都山城曾发生过多起战事，山城在保卫高句丽政权及抵御外来势力的侵扰中

曾起过一定的作用。后来，由于高句丽的势力逐渐向南发展，其政治、经济、文化中心

也必然向南转移。公元427年长寿王从集安的国内城迁都朝鲜半岛的平壤城以后，山城

便开始衰落。

为了进一步加强国内城、丸都山城的防御能力，又在靠近都城的地方设立了哨卡，用

以监察、钳制和报警作用。一是夹皮沟哨卡，东北距丸都山城3千米，哨卡设在夹皮沟门

峡谷两边的山崖上，山崖陡峭，峡谷中间是湍流的通沟河，这里是沿通沟河谷通往丸都
山城的必经之路。1980年，群众在山崖上凿石时，曾发现大量的铜头铁挺箭镞。二是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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岔岭哨卡，东距丸都山城约17千米。1963年，修板岔岭公路时曾发现有矛、叉、刀、箭
镞等。赦岘可能即指此地。同时，高句丽对水路也注意加强防卫，在鸭绿江边设立码头

驻兵把守。高句丽建立这些设施便完成了对国内城和丸都山城畿内地区的防御。

Ⅲ. 髙句丽中期都城的周边防御
为了扩大国内城的防卫，在通往高句丽都城的陆路和水路通道上，重重设防。控扼交

通要道。文献记载“高句丽有南北二道，其北道平阔，南道险狭”，此二道是高句丽从陆

路与外界联系的主要通道。集安博物馆曾多次对两条古道进行考古调查，发现南北古道
与今南北两条道路大体一致。

1. 南道
南道溯麻线沟谷上行，登板岔岭经过赦岘。在沿双岔河至望波岭关隘。

1) 望波岭关隘
又名王八脖子岭关隘，位于集安县城西北大约5O千米的三家子电站附近。因1976年

建筑水电站，关隘被水淹没大部。

望波岭关隘为一道横断峡谷的石筑墙垣，绵亘依筑在望波岭脊梁的东坡之上，今多坍

塌，经测全长约750米，残高1.5

至2.5米，方向350度。墙垣南端连接大小七座山峰，

在两峰之间凹处可清楚见到石砌的墙垣，墙高2.5米，砌石9层，呈梯形收分，石块均稍
加修整。墙垣北端紧逼新开河，恰对北面突出的悬崖。墙脚下沿河有石垒的河堤，现已
被水没。墙垣的南段有凹隙，宽9米，是通过关隘的门址。门址两边墙垣均因山势而下，

直至筑关门的残基，现残基上尚见用略加修琢的较大石块垒筑在两侧的门墙，门道宽l 0

米，门墙残高5米许。其关门的上部原可能建有木质的门楼或通道。门址南段不远的坡上

有集安环 行公路通过 ，开 口处关 隘被破坏 约18 米。 从断面看, 墙垣系依山脊东 坡挖一基

槽，基宽l0米，内填石块，在其上部筑墙垣。外部较平齐,上部与山脊同高，使之与山脊
共成一平坦通路,以使调运兵力。上宽约1.5至2.5米。在门址的左后方有一高出墙垣约2

米的山岗；岗顶平坦，长20、宽约8米。据当地群众反映这里曾发现过石筑房址，现已

不存，疑原是指挥台。山岗的下部地势平坦可以屯兵。望波岭南山坡上，尚残存有高句
丽积石墓近十座，今已没入水中。在历次调查中采集到的遗物有：铁锁、铁马蹬、陶片

及炭屑等，当地群众在关隘墙垣附近时常发现铁马蹬和成堆的铁镞。

望波岭关隘处于集安即国内城通往霸王朝山城而低浑江的要衢，由此向南经板岔岭可

直达集安城，故史称南道。关隘据险修筑，控扼着通往丸都山城和国内城的通路，是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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句丽当年设在南道上的一处重要的军事设施。过望波岭关隘进入新开河谷，沿河谷到霸
王朝山城。

2) 霸王朝山城
位于财源镇霸王朝村东北的高山上，与集安城相距90千米。浑江从山城的西、北两边

流过，在霸王朝村前汇融从东南山岭中流来的新开河向南流。西南渡浑江去3O千米便是
辽宁省桓仁县“五女山城”。

自霸王朝村朔溪谷向东北行,两旁山脉起伏,逐渐上升.及至3千米的地方,山势陟峭，两

相合抱，山脉最高处，海拔862.8米。山城围绕在这座峰峦之巅，环抱着一片倾斜的坡

地。山城北面是泉眼沟山谷，山谷较开阔，顺山谷而下约3.5千米,可抵浑江边沿的泉眼

沟村。出谷口西折，沿浑江流下约4.5千米是北屯村。由北向南奔流的富尔江，在北屯村

前注入浑江。浑江左岸一带多为陡峭崖壁，而泉眼沟和北屯两地却颇平敞，山城居高临
下不但将这一带浑江水面一览无余，而且,可以控扼这里的谷口要道。

霸王朝山城系凭依山脊天然形势构筑，充分利用了山脉的悬崖峭壁，只有山势凹伏的

地方，以及南面谷口平缓处，垒石筑墙。地势愈低处垒墙越高，以求城垣的锦亘一贯。

其中西墙南段和北墙东段垒筑较高，保存状况亦好。整个山城北高南低，状若簸箕。山
城西北角因山脊走向外伸 ，南墙 呈漫弧形向内凹入, 俯视平面略呈梯形。实测东 壁长29
8、西壁长420、南壁长247、北壁长，259米，总计山城周长1.260千米。

砌筑城墙所用石材系花岗岩，经过修琢成长方体，筑墙时较平齐的一面于外侧。城垣

的高矮宽窄颇不一致，最高处垒石2 1层，高达5.2米，宽度在1至4米之间。西、北、东
三面有些地段筑有女墙，一般女墙高0.5宽l米左右。山城四角修有突出墙外的平台，东

南角平台计5.5×6米，，西南角平台长约6米,宽7．5米、西北角和东北角平台恰正各占
一座峭峰顶，四周略施石块垒筑。平台上原来可能有角楼一类的建筑。

城门有两处，一南一北。北门位于北墙中部略偏东，门道左右城墙的宽度向内延展，

构成两相对的横长方台，并使门道加深至4.8米，可能为便于防御。今门道被俩旁墙垣坍

入的乱石堆塞，但尚可见到城墙内壁与门道两壁折转处城基，垒做圆角，间宽3米，正对

北门外面约8米处，还有一段用石条垒砌的墙脚,从凌乱的石块中尚可判明，其东端原跟
北墙相接，这里可能原为半圈瓮门，当时出北门须左拐才能出城。瓮门外仍见两道石砌
的垣。应是便于戍卒出入修筑的盘山通道，测知当时道宽10至15米不等。南门在南墙中

部略偏西。今墙垣已颓圮，门道堆塞乱石不可测，仅阙口处间宽9米。

在北墙近东端有石砌柱洞18个，紧靠女墙下，排列大致成东西直线，相距1.45至1.5

米，惟东端三个间距较大，约2米。柱洞作方形，每边长O.27至O.3、深O.5米。同样柱

洞在东墙近南端也曾发现。

山城内有一口泉眼，是城内唯一的水源。在泉眼的北部较平坦的坡地上，有数块较大

的石块伏于地表，可能与当时驻守有关。就山城的构筑方法以至布局选址.形制等均与高

句丽丸都山城一致。在城内采集遗物有：铁车辖、铁饰件、铁链、铁铤铜镞．铁带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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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臼和少量陶片。

霸王朝山城修筑在不宜居住或生产的山巅。 方圆只 1千米 许，就地理形 势和建筑规模

看，显然具有军事性质。根据山城形制和出土遗物推断，属高句丽时期，其年代应晚于

丸都山城。霸王朝山城耸立浑江东岸，居高临下，既扼住了东渡浑江通往新开河川谷的
咽喉又控制了入泉眼沟，绕道南下进攻都城的关口。是当年高句丽设在南道上重要的防
守城堡之一。

2. 北道
北道溯通沟谷上行过夹皮沟哨卡，进入下双安山城，越过老岭沿大罗圈沟河过大罗圈

沟山城进入浑江地界。另一条线是过老岭后沿清河至关马山城、过大川哨卡进入浑江。

1) 下双安山城
是北道上的军事城堡，位于国内城东北约30千米,下双安村西南300米处。其中心地理

坐标为东径126°19´735″，北纬41°19´296″，海拔为386米。在老岭山脉的南坡有一条

幽深的狹谷。这个狹谷与丸都山城沟通，丸都山城位于狭谷的下缘，而下双安古城居于

狭谷的上源。就在正对着老岭主峰的南侧狭谷中，通沟河左岸的台地上，座落着下双安

古城。这片台地不大，北、西、南三面被通沟河环绕，东面靠近高山，古城就在台地的

中部偏南，集安至通化的铁路从城的中间穿过，将城分作两半。城的南北两侧有两座铁
路桥，北侧叫头道桥，南侧叫二道桥。

下双安山城是一座平面呈长方形的石城。城址规摸不大，南北长100余米，东西宽40

余米 。 城 墙 是用石 块垒 砌 ， 现 多已坍塌 ， 现 存西 墙 和南 墙 保存 较 好 ， 墙 垣 残 高 2 — 2.5

米，墙基上宽5.5、下宽8米不等，城墙表面长满树木。西南角临河边是陡崖。东墙的南

段墙垣保存较好，现存墙残高3米左右，墙基下宽约8、上宽4米不等。东墙北段和北墙
保存不好，可能为修铁路时破坏，现仅残存墙高1、墙基残宽3米左右。在东墙的南面靠
近南墙和西墙的北面靠近北墙处，各开设一个门道，门道现存残宽约6米。在南城墙的东

面亦筑有一道石墙，石墙方向与南墙一致，直抵东侧山根。这道墙现已坍塌，现存长50
米，现存宽约15米，残高1.5米。现有一条通往村里的公路，从石墙的中间穿过，这里
原亦应留有门道，现已被公路毁掉。调查时在城內没发现遗物。

该城址是1座石筑的小城，从文献记载的情况看，高句丽有用石筑小城的习惯。石城的

结构筑法亦符合高句丽筑城的特征。另从城址西侧的两座高句丽墓葬看，也可印证与该

城址有着密切的联系，两者应属于同一时期，均在公元3世纪前后。

这座城址规摸甚小，不适宜生活，应当属于軍事性质的城堡，又建在交通要道之上，

与京畿地区的軍事防御有关。在下双安山城的西北侧有一条山谷，向北通往老岭，过老
岭便进入一马平川的大罗圈沟河，沿河北行即也为高句丽时期的北道，一直通向辽东。
下双安山城的东北侧逆通沟河上源，过1座小山即为良民甸子古城。沿通沟河下行就是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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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山城 。 下 双 安山城正 处 在三叉路口之要冲 ， 故此地十分重要 ， 因而 设 城是十分必要
的。

2) 大罗圈沟关隘
位于通化县公益村东南约3千米的大罗圈河上游，设有一道横断沟谷的关隘，当地人称

高丽城子。关隘用石块砌筑，墙垣宽约5米，高1.5至2

.5米不等，全长约250米，墙垣

北面筑有马面和一道沿墙走向的壕堑，深1.5、宽2米。在关隘北约600米的河谷西侧，

有一条东西方向的沟岔，可顺沟岔通往关马山城。此道关隘的作用是阻截溯大罗圈河而
上的偷袭军队。这些亦为北道之上的防御设施，使高句丽都城外围的防御更加严密。
另一条线为

3) 关马山城
在集安城西北51千米的深山峡谷中，北距热闹村1.5千米。集锡公路从城中穿过，公

路东侧山崖下清河由南向北流去，汇入大苇沙河。

古城凭借着西．东南、东北三面高山，石垒三道城墙，连接山崖而成。利用自然山势

与人工修筑城墙巧妙结合，形成了一座三角形的山城。三道城墙分别扼住北、南、东三
方面 “ 丫” 字谷口 ，地理位置十分 险 要。 关马 山城占据 沟壑南北 长960 米， 东 西 宽l20 一

340米。三道城墙的残存部分，皆用大小不等的砾石垒筑，石块大多经过修琢，大小在
长0.3.宽0.3高0.5米左右，上部结构不清。

北墙，俗称头道关马墙，方向南偏西60。原长应为15O米，今残长77.6米，墙东部绝

于清河，隔河为陡峭的悬崖，当年城墙应与峭壁相连而成为一体。西部残墙一直筑上山
坡，与陡壁相连。颓圯部分墙基宽1O米，高2.5米。西山坡下有一段残墙可清楚看到外

壁 ， 垒 砌 时将 石 块 平整面朝外 ， 自下而上逐 层 收分 ， 颇为 整 齐 。 墙 外 1 — 4.6 米 处 有壕

堑，．壕堑两端与城墙接近，愈往中间离城墙愈远，很显然是由于原来城门突出墙垣，

壕堑必须绕经门前所致.今壕堑残长53．宽3.5、深0.8米。壕堑北边紧靠一道土垣，残长

40 、 基 宽 4.8 、 高 1.45 米 。 以大小不等的石 块 奠基 ， 上面利用 挖 壕 堑 的砂 砾 和 黄 土 垒
筑 。 北 墙 中部 为 公路截 断 ， 城 墙 、 壕 堑 和 垅 堤 ( 土垣 ) 均遭破坏 。 公路 两侧 城 墙 被截 断

处，墙基向内外延展加宽至2 4米，当是原来北城门门道西壁的残迹。

南墙，俗称第二道关马墙。破坏最甚。原墙长12O米，今残长6O米，残墙为正东西方

向，基宽7．5 、高1.5 一2.1 米。垒筑方法与北墙相同，中部亦为公路截断，城门址巳
被破坏，不见痕迹。墙外不见壕堑和垅堤。

东墙，亦有称三道关马墙者，横亘于木掀头子沟门，西距清河l50米。墙北段-直垒筑

到木掀头子山的东南坡，南段逾木掀头子沟河,由撩荒顶子山的西北坡垒筑，与山脊陡峭

的崖壁连接，方向南偏东5O原长l25米。今残长70．基宽7、高0.7一1.4米：距北山23
米处城墙有一阙口,宽4米，阙口两侧墙基向外伸出，构成两个长9，宽3米的相对的长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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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是为原来的城门址。

关马山城修筑在高山深谷之中，卡在高句丽交通要道上：形势险要，易守难攻，实为

高句丽都城北部一军事要塞。

城中地势平坦，水源充足，可驻守大批军队，尚未发现建筑遗址。从三道城墙的建筑

及防御能力看，南墙构筑较简单，背向高句丽的都城，是援军和辎重、粮草运入城中的
通道。北墙面对热闹、上围子一带山间平原，是北方通向高句丽都城的屏障，城墙构筑

坚固，外有一道壕堑，一道垅堤(土垣)，防御能力很强。也反映出高句丽人把主要防御
力量放置在北墙上。东墙建筑在木楸头子沟门，防御作用仅次于北墙。从关马山城三道

城墙的构筑，以及对当地地形的利用上，反映出高句丽人较高的建筑技术和卓越的军事
才能。关马山城是高句丽北面交通道上的要塞，战略地位十分重要。过关马山城沿清河
北行7.5千米是大川哨卡。

4) 大川哨卡
位于清河镇东北2千米大川村北的山崖上，南距清河主流约400米，距通集公路约550

米。原公路在清河北岸由西南向东、北延伸，从哨卡所在的山崖下通过，并在东北不远
处折向东南，通往关马山城。距关马山城约7.5千米。高句丽时期的北道就从这里通过。

这里是苇沙河下游平展川谷通往老岭深山峡谷的咽喉，也是外部进入高句丽国内的必经

之路。

哨卡座落在比高20米左右的山崖上，山崖向东南方问突出，伸进清河河谷，控扼着高

句丽北道。哨卡居高临下，用石材依山势围筑，方向220度，平面略呈圆形，剧长153、

墙摹宽4、残高约1米。哨卡作为关马山城的前哨，是北道防御系统的重要组成部分。如
遇小股 敌 人 进 犯 ， 可以凭借山 势进 行成功地阻 击 。 如有大批 敌 人 进 犯 ， 既 可以阻 挡 一

阵，又可以迅速向关马山城守军通报，为歼灭入侵之敌赢得时间。在高句丽统治时期，

大川至关马山城一带不但有重兵驻守，而且有不少高句丽百姓生活、居住。

3. 水路
在水路方面，高句丽人为加强鸭绿江的江防，挖扼航道，同样采取横断沟谷方法设立

江防关隘，用以防止溯江而上攻击国内城的军队。据《翰苑》卷30记载：“ 鸭绿水……

此水最大，波澜清澈，所经津济皆贮大船，其国恃此以为天堑。”可见鸭绿江航运是通向

国内城的重要途径。1983年，集安文物普查队曾在凉水乡的七个顶子沟和海关村湾沟发
现了两处高句丽的江防关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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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七个顶子”沟关隘
距集安西南41千米的凉水乡外岔沟村西，有一条西北——东南向延伸的老岭干脉,称七

个顶子山。该山南自鸭绿江北岸始，北接古马岭、挂牌岭绵延60千米与老岭主脉相连。
七个顶子山间有一条狭长的溪谷，长约15千米，汇两坡之水注入鸭绿江。关隘系一条

横断峡谷的石垣，北距外岔沟七组200米，南距谷口300米。谷口是一片冲积台地；南北
300--800米，东西1.5千米，高出江面约4米。沿山间溪谷北进，恰在关隘处变窄，山

坡骤陡，形成一道天然屏障。石垣修筑草率，多用自然山石垒砌，方向235º，高出溪水
约3米。因颓圮较甚，砌垒平面不清，只见大量乱石散布两旁，外观似一条缓圆的石堆。
因溪水从中间流过，关隘可分为东、西两段。

东段墙垣除西端被道路所断以外，保存较好。其西迄路边，东至山腰陡崖，全长40—

43米，基宽9一ll米，最高处2.4米，其中水平长度仅1
存迹象看东墙实际长度约6O米左右。

O米余，其余均依坡而筑。从现

在东墙南8米处，还筑有一道长20米，宽3.5米，残高l一1.2米的副墙，可能起着壕堑

的作用。

西墙长70一75米，其东起河边，西至山坡上，水平长度约50米。基宽8.5--10米，残

高0.6—2.2米不等。在西墙东端内侧，有一道长l5米，宽4.5米的矮垣，不甚规则，似为

守卫门道的瓮门。

七个顶子关隘的修筑方式与高句丽关马山城很相近。其副墙，壕堑的使用尤为雷同，

应是史籍所载高句丽“筑断为城’’的形式。城垣南不到200米的平地上，残存有数座高句

丽积石墓，可以证明这是高句丽时期的一座军事城隘。

外岔 沟 地 处浑 江口左岸 ， 北溯外岔 沟 河 经 大路 乡过 挂牌岭可通 辽 宁桓仁 、 东 行 经 凉

水、太平可直达集安城。由此乘船南下则入渤海、黄海，是古代水路交通的要道。据此
分析七个顶子关隘应是高句丽时期的一处江防设施。

2) 湾沟“老边墙”关隘
东北距国内城43千米，弯沟是通天岭东端，一个大致南北延伸的山谷，长约3千米，

两旁多陡峭的山崖。沟内有一条小河，沿西山坡下流出，在海关村附近汇入北来的凉水

泉子河南入鸭绿江。关隘用略加修整的自然山石垒砌与弯沟谷口，方向23Oº。因破坏较
大，今只余一道低矮的石垣。考其修筑方式大体自小河东岸始，水平砌筑40米左右，又

依山势修筑了130米，到山腰上一处陡直的岩体为止，全长l70余米。因河床滚动，西端

今被冲毁了近20米，估计原长在2OO米左右。墙垣残高1—2米不等，上宽1一1.8米，下

宽8米，水平砌筑部分上覆有泥土。可能墙上原有通道, 关隘石垣选材比较统一，均用加
工粗糙的山石砌成外壁，石块一般长0.3米，厚0.l—0.2米，壁面不甚整齐。其内以散乱

山石和 砾 石充 填并 混 杂 泥土 ， 不 见层层叠 砌的痕迹 。 这种 修筑方式 与 高句 丽 望波岭 关

隘，关马山城相似，只不过草率一些。在关隘南3O0米许,原有一处高句丽墓群，今只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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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座，有积石墓与方坛积石墓。据此分析，“老边墙"关隘应是高句丽时期的一处军事防御

设施。在此关隘西13千米许的外岔沟七队附近还有一座高句丽时期的关隘即“七个顶子"

关隘。这两处关隘应与高句丽江防相关。

据旧县志记载，鸭绿江从东北而来自太平乡江口村始，两岸险峰耸拔，水急浪大。江

水在峡谷间左冲右撞，曲折南下，形成许多旋流，急弯和暗礁，故有“耍孩子哨"，“妈妈

哨”，“纺车子哨"，“老虎哨"，“关门砬子"等险要之地，往往江水绕行数十里，不过流出

一里许，虽有舟楫之利，畏其航程多险、纵有纤夫之勇，苦其无路可行，历来为航运所

患。从榆林河凉水泉子河口以下，江面才逐渐变宽，水流趋于平稳。故早年逆江而上的
船旅多在外岔河至凉水泉子河一带停泊，改陆路往集安城。“老边墙”关隘与外岔沟关隘

恰好封锁了由此登路的要衢，控制了鸭绿江逆流而上进攻国内城的水上通路，加之南北

二道上的城隘关卡，构成了高句丽都城外围有效的防御设施,“老边墙”关隘及外岔沟关隘

的发现对探讨高旬丽政权的交通、设防等许多问题提供了有益的资料。

Ⅳ. 结语
高句丽都城周围整个防御设施的部置和建筑技术，反映了高句丽人卓越的军事才能。

同时在高句丽历史上，发生过的多次战争中，这些防御设施起到了重大作用。尽管战争
的结局有成功，也有失败，防御设施本身的作用，是不容忽略的。

从高句丽城的布局、建筑特点看，多出于军事需要。同时，可看到高句丽人把整个军

事防御的重点放在北面，这些设施在魏晋前后已经完善。由于多次使高句丽受到摧毁而

濒临灭亡的打击的，均来自中原或北方政权的势力，使得高句丽不得不把战略防御的重
点放在北面。魏晋以后，高句丽将其势力范围逐渐南移，防御设施的作用仍然不减，只
不 过 采取避 实 就 虚 的措施 ， 减 少 来 自北部强大 势 力的威 胁 。 另外 ， 高句 丽这种 防御布

局 ， 可能 与 其 国内 的五部位置有 关 。 平 时 各部 驻 守各自地域 ， 战时 再集中兵力 统 一行

动。高句丽政权从建立之日起，战争不断，为了扩充统治地域，向外进兵，不得不加强

自己的防御能力。这些构筑成了高句丽建立一整套有效的防御系统的原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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洞溝古墳群의 조사연구
집안박물관 손인걸

Ⅰ. 머리말
지금까지 집안지역에서 발견된 고구려시대 고분군은 85개소 이며, 고분은 총
14,979기 이다. 그 중 보존 상태가 양호한 고분은 10,691기 이며, 다른 고분은 이
미 발굴되었거나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
洞溝古墳群은 개채수가 많고 유형이 풍부하며,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내재된 재용이 풍부하다. 이는 700여년의 긴 역사활동이 집약된 축소판이라 할수
있다.
최근의 고고학 발굴을 통하여 우리는 고구려 고분의 유형 변천과 분포에 대해 새

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高句丽는 厚葬을 선호하였는데 고분에서 출토된 수 천점의
유물을 통하여 당시의 생산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이는 고구려 고고학에 있
어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실물자료이다.
洞溝 평원은 압록강 중류의 협소하고 긴 충적평원으로서 동쪽은 靑石鎭 長川村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麻線鄕 安子溝에 이르며, 북쪽은 群山, 남쪽은 압록강에 근접해
있다. 동-서의 길이는 약 40km이고 남-북의 너비는 24km로 고분군의 면적은
13,346,800㎡이다.
1958년 集安에 전문 문물보호기구가 설립되었다, 1962년에는 고분군에 대한 전
반적인 기초 지표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1965년과 1966년에는 전면적인 조사가 이
루에 졌고, 측량과 도면작업을 거쳐서 洞溝古墓群의 고분을 1/2,000의 도면상에 제
작하여 비교적 전반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확보하였다. 1997년에는 洞溝古墳群에
대한 재조사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05년에 다시 洞溝古墳群에 대해 재조사, 측
량, 도면, 촬영, 기록과 1/1,000의 도면을 제작되었다.
최근 들어서 생산, 건설, 정리 등 종합적인 협력을 통한 발굴로 대량의 귀중한 유
물들을 수습하였다. 풍부하게 축적된 과학적 자료를 통하여 洞溝古墳群의 분포, 유
형, 내재된 의미의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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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洞溝古墳群의 현황
1996년 길림성 문물관리위원회의 초청으로 云峰 저수지 측량대가 통구고분군을
실측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처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였으며, 길림성 문물관리국

직원이 동시에 기록하였다.『1966年实测洞沟古墓群图纸索引』에서 통구고묘군의
총수는 11,257기로 집계되었으며, 모두 6개의 고분구역으로 구분하였다.
고분구명

수량

下解放墓區

51기

禹山下墓區

3,883기

山城下墓區

1,583기

萬寶汀墓區

1,516기

七星山墓區

1,708기

麻線溝墓區

2,516기

1997년 4~6월 길림성 고고연구소는 집안시 박물관에서 조직한 전문 연구원들과
공동으로 洞溝古墳群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조사와 측량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재조
사 결과와 성과를 편집하여『洞溝古墳群-1997年调查测绘报告』를 출판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통구고분군의 비교적 상세한 분류와 누락된 부분의 고분을 보충하였
다. 새로운 통계를 보면 통구고분군의 수는 10,782기이며, 그 중 잔존하는 고분은
6,854기, 소실된 것이 3,928기이다. 그밖에 지금까지 이미 정리되거나 발표된 것과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은 총 1,834기에 이른다. 6대 고분군의 통계는 아래와 같다.
고분구명

수량

下解放墓區

50기

禹山下墓區

3,471기

山城下墓區

1,843기

萬寶汀墓區

1,474기

七星山墓區

1,570기

麻線溝墓區

2,374기

이 조사 성과는 많은 문물 관련 연구자들의 응집된 노력에 의한 것이며 이 자료
를 검토해보면 몇 가지 부족한 곳이 존재함을 알수 있다. ① 고분유형의 주장과 통
계의 오차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봉토묘를 적석묘로 구분하고 있다. ② 도면과 기록
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개별고분의 크기가 틀리다. ③ 여전히 누락된 고분이
있다.
2005년 5월 집안시 문물국에서 조직한 전국업무 인원 측량대는 통구고분군의 재
측량을 실시하고 촬영과 기록을 정리하여 통구고분군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새로
고분의 치수를 측량하였고, 長川古墳群, 石廟子古墳群을 보충하였다. 1977년 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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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오차를 수정하였으며, 七星山古墳群의 맞은편 通溝村 뒷산 고분에 새로 번호
를 부여하고 누락된 고분 등을 보충하였다. 이 조사를 통한 고분군의 총수는
11,494기 이다. 7대 고분군은 아래와 같다.
고분구명

수량

長川墓區

120기

下解放墓區

52기

禹山下墓區

3,680기

山城下墓區

1,881기

萬寶汀墓區

1,547기

七星山墓區

1,638기

麻線溝墓區

2,576기

이 조사를 통해 현존하는 고분은 총 7,608기，소실된 고분은 574기이며 새롭게
확인된 고분은 542기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볼 때 통구고분군의 원형에 근접했고
이는 통구고분군의 가장 최근의 성과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는 부족한 부분이 있
는데, 고분측량 치수가 정확하지 않고, 고분유형에 대한 견해가 부족하며, 잔존하는
고분의 누락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이는 이후로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Ⅲ. 洞沟古墓群의 구분
洞溝古墳群은 수 십리에 걸쳐 있고 수량이 많은데, 이는 보호ㆍ관리의 편리성 때
문이다. 통구고분군은 장천고분군ㆍ하해방고분군ㆍ우산고분군ㆍ산성하고분군ㆍ만보
정고분군ㆍ칠성산고분군ㆍ마선고분군 등 총 7개의 고분구역으로 구분된다.

1. 長川墓區
장천고분군은 縣城에서 동북쪽으로 25km 떨어진 지점에 黃柏鄕 長川村의 1급과
2급 대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촌의 동쪽은 두 갈래의 季節河順山 중의 협곡이고,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흐른다. 墓群의 북쪽은 高山에 접해있고 남쪽으로는 약
70m 떨어진 거리에 靑石道路가 있다.

2001년 장천고분은 洞溝古墳群 长川墓區로 구분하였다. 총 명적은 311,200㎡이

다. 1983년 5월 문물 전면 조사시에 존재하는 고분은 105기이며, 2005년 재측량
에서 조사된 고분은 120여 기이다. 이 고분들 중에는 有壇積石石壙墓, 方壇積石石
壙墓를 비롯하여 소수의 封土石室壁畵墓가 있다. .이 고분은 대부분 강줄기 양쪽 산
언덕 아래와 長川村 북부의 하천 평지상에 자리잡고 있다. 동-서 강변 양쪽의 산언
덕 상부에 위치한 고분은 비교적 적다. 그러나 이곳에 위치한 고분규모는 비교적
높고 크다. 외관상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 유명한 長川 1ㆍ2ㆍ4호 봉토벽화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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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분군에 위치하고 있다. 1972년과 1974년 길림성박물관 문물공작대는 長川 1
號墓ㆍ長川 2號墓을 분리하여 정리 하였다. 이 고분들의 배열이 순서가 있고 대부
분 하천변 골짜기에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고분구역의 고분은 다양한 유형이 있고 통구지역의 다른 고분군과 대체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石墳과 土墳ㆍ石室壁畵墓가 있고 사용한 시간이 길어 중요
한 고분군 중 하나이다.

2. 下解放墓區
통구 고분지역의 제일 동단에 위치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압록강과 북한의 滿浦
市와 서로 마주하고 있다. 龍山南麓의 언덕부와 압록강 우측 언덕의 대지위에 위치
하며, 총면적은 403,200㎡이다. 52기의 분묘가 분포되어 있는데, 대부분 산언덕에
분포되어 있고 평지에도 2기가 분포되어 있다. 알려진 고분은 冉牟墓(JXM001)ㆍ環
墳墓(JXM033)ㆍ31號壁畵墓(JXM031) 등이 있다.

3. 禹山墓區
북쪽으로는 禹山에 기대어 있고 남쪽으로는 압록강에 인접해 있으며 동쪽은 龍山

으로부터 시작되며, 서쪽으로는 通溝河에 닿아 있다. 洞沟古墓群중에서 제일 큰 묘
역이다. 고분은 3,680기가 있으며 총 점유 면적은 5,090,500㎡이다. 이 지역 고분
의 분포는 禹山 남쪽 언덕에 접해있고, 북에서 남쪽으로 향해 배열되어 있다. 북면
에 근접한 곳으로는 대부분 石墳이 점유하고 있으며 남면에 완만한 비탈에는 대부
분 봉토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간에는 石墳과 봉토분이 뒤섞여 있다. 禹山 묘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서단에는 石墳의 수량이 많고 동단에는 봉토분의 점유량이 우세하
다. 石墳은 순서대로 배열되어 구분되어 있다. 봉토묘는 단독으로 조영되어 있으며,
어떤 것은 石墳의 빈 공간에 매장되었고, 배열이 불분명하다. 각 우산묘구는 고구려
분묘 분포 현황을 볼 때 서단은 많은 부분이 石墳區이고 동쪽으로 갈수록 石墳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봉토분의 개체수가 증가한다. 禹山 북부에 산허리 지역에는 石
墳이 많고 남쪽으로 갈수록 완만한 지역에는 石墳이 줄어들고 봉토묘가 증가한다.
이를 통해 볼 때 禹山墓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발전하였고 북부 산허리에서부터
남부 완만한 언덕을 향해 매장하였다. 禹山南麓의 평원일대에는 많은 대형 고분이
분포되어 있고 고분 배열의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이는 고분 주인이 높은
신분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禹山墓區 중에 알려진 고분은 將軍墳
(JYM0001)ㆍ好太王陵(JYM0541)ㆍJYM0992號墓、JYM0043號墓、JYM0540號墓ㆍ
JYM2110號墓

등이

있다.

벽화묘는

角抵(JYM0547)ㆍ舞踊(JYM4580)ㆍ三室墓

(JYM2231)ㆍ洞溝十二號墓(JYM1894）ㆍ五盔墳
JYM3319號墓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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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山城下墓區
禹山南麓의 丸都山城 아래의 洞溝 하천 兩岸에 고분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881기가 있고 면적은 1,947,000㎡이다. 山城下墓區는 모두 5개 구역의 묘지로 구

분할 수 있으며, 禹山墓地ㆍ山城下墓地ㆍ南大灣子墓地ㆍ東大坡墓地ㆍ磚厂後墓地 등

이 있다. 이 중 磚厂後墓地의 연대가 비교적 이르고, 남에서 북으로 분포되어 있다.

山城下墓地의 고분 연대가 늦고 각지역의 묘지 중 고분 배열은 일반적으로 산상부
의 고분이 산하부 보다 이른 시기이고, 강상류의 고분이 강하류 보다 이르다. 山城
下古墳은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하였다. 山城下墓區의 알려진 고분은 JS磚M0001
號墓ㆍJS磚M0036號墓ㆍJS磚M0145號墓ㆍ折天井墓(JSM1298)ㆍ兄墓(JSM0635)ㆍ
弟墓(JSM0636)ㆍ龜甲墓(JSM1304)ㆍ蓮花墓(JSM0983)ㆍ王字墓(JSM0332) 등이 있
다.

5. 萬寶汀墓區
丸都山城 서남쪽 七星山 東麓의 洞溝河谷 지역에 위치해 있고 고분은 1,638기이
며, 면적은 99,170,000㎡ 이다. 이곳의 고분은 세 구역으로 구분되어 분포되어 있
다. 西大坡墓地ㆍ洞溝10組墓地 및 11組墓地ㆍ西大坡墓葬의 연대가 약간 이르고 산

허리에서 산아래 언덕을 향해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洞溝11組组墓葬의 보존이

비교적 양호하고, 洞溝河谷을 끼고 흐름에 따라 배열되어 있으며, 강 상류에 위치한
고분의 연대가 하류에 비해 빠르다. 洞溝10組墓地는 하류에 위치하고 비교적 연대
가 늦다. 주민거주지에 분포되어 있어 보존상태가 불량하다. 萬寶汀墓區 중에 알려
진 고분은 JWM1368號墓ㆍJWM0709號墓ㆍJWM0645號墓 등이 있다.

6. 七星山墓區
集安市 성구역내 서쪽 七星山 南岸의 협곡을 통해 압록강으로 유입되는 입구의
우측 연안에 위치하고 고분은 1,638기가 유존하고 있으며, 총면적은 991,700㎡이
다. 크게 네 개의 묘역으로 나뉘어 지는데 木耳厂墓地ㆍ養鷄厂墓地ㆍ元寶山墓地ㆍ

老于大坡墓地로 구분한다. 이 지역의 많은 고분은 順山坡에 上下로 배열되어 있는
데, 아래에 먼저 배열하고 다시 더 높은 산에 배치하였으며, 대표적인 예로 大坡墓
地를 들 수 있다. 七星山墓區중에 알려진 고분은 JQM0211號墓、JQM0871號墓、
JQM0001號墓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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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麻线墓區
동부와 七星山에 인접하고 있으며, 서쪽은 麻線溝河 兩岸에 위치하고，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다. 고분은 2,576기이며, 총면적은 3,540,000㎡이다. 이 곳은 紅星墓地,
麻線墓地, 建江墓地, 石廟子墓地로 구분한다. 이곳은 고분의 대다수가 麻線溝河 양
기슭에 위치하고 물의 흐름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紅星墓地의 後山 대부분은 소형
봉토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대가 비교적 늦다. 麻線墓區의 대표적인 고분은 千秋墓
(JMM1000)ㆍ西大墓(JMM0500)ㆍJMM0626號墓ㆍJMM2100號墓ㆍJMM2378號墓ㆍ
JMM2381號墓ㆍJMM0682號墓ㆍ麻線一號墓(JMM0001) 등이 있다.

Ⅳ. 洞溝古墳群 硏究
1. 고분의 유형
洞溝古墳群에 유존하는 고분은 7,608기 이다. 고분 축조의 재료와 방법의 차이에
따라 분류하면 封石墓와 封土墓로 크게 양분할 수 있다. 봉석묘는 積石石壙墓ㆍ有
壇積石石壙墓ㆍ階墻積石石壙墓ㆍ有壇積石壙室墓ㆍ階壇積石壙室墓ㆍ階壇石室墓ㆍ封
石槨室墓 등과 같은 유형을 포함한다. 봉토묘는 封土石室墓ㆍ土石混封石室墓ㆍ階壇
封土石室墓ㆍ封土槨室墓가 있는데, 각 고분들은 조영시기와 묘주의 신분차이 등의
특징을 대표한다.
積石石壙墓는 洞溝古墳群의 고분 유형 중 하나이다. 그 수량은 많지 않으며, 고구
려시기의 비교적 이른 고분 유형이다. 그 축조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河卵石ㆍ礫石
등으로 石壇을 쌓고 그 위에 壙室을 조잡하게 쌓았다. 가장자리는 불분명하고 윗면
에 積石하여 보호하였다. 규모는 비교적 작고 낮게 이루어져 있고 부장품 역시 많
지 않다. 지금 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유형의 고분은 고구려 건국 이전에 이
미 존재하였다. 고분 내에서는 전국시대 청동기가와 전국ㆍ진한시기의 화폐 등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유물과 고분유형으로 볼 때 이 유형은 비교적 연대가 이르고
사용한 시기가 길며, 후기에는 고구려의 하급 계층이 사용했을 것이다. 고구려의 국
가 세력이 발전하고 사회가 진보함에 따라 積石墓도 점점 변화하였다. 이미 많은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였고 하층주민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형식이 되었으며, 고구
려가 멸망할 때까지 면면히 사용되었다.
有壇積石石壙墓는 비교적 특징적인 유형의 고분으로 많은 수가 남아있다. 일반적
으로 積石石壙墓가 원형이다. 이 유형의 고분과 積石石壙墓의 차이점은 적석 주위

를 축조할 때 基坛石 墓基를 조성하고, 그 내부에는 다시 積石으로 채운 것이다. 石

壙은 대부분 고분 上中部에 위치하며, 지표면에 축조한 것도 확인된다. 이전까지 알

- 34 -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학술세미나 第27回

려진 바로는 이 유형의 고분이 나타난 것은 대략 고구려 건국을 전후한 시기로 1세

기 초엽이다. 이 유형의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은 漢代環首鐵刀ㆍ鐵鎌ㆍ鐵鐼ㆍ靑銅
容器 등의 유물이다. 이는 고분의 연대를 알 수 있는 증거이다. 고분의 규모와 유물
을 통해 볼 때 이 유형의 고분은 고구려인에게 매우 보편적인 것으로, 왕릉과 일반
고분에서도 발견된다.
階墻積石石壙墓 유형은 대부분 규모가 크고 높으며, 수량도 많다. 축조방법은 먼
저 석재로 작은 무더기를 쌓고 다시 가공한 석재를 내부로부터 외부로 층층히 둘러
階墻을 수축하였다. 階墻 내부에는 석재를 채워넣고 石壙은 고분 정상의 중앙부에
위치하는데 비교적 조잡하다. 이 유형의 고분은 대부분 級階墻式을 사용하였다. 외
관은 비교적 높고 크며 有壇積石石壙墓 보다 더 진보된 것이다. 연대는 역시 비교
적 늦고 대략 건국 이후에 유행하였다. 이 유형의 고분은 고분군 중의 분포를 통해
판단할 때 사용자의 신분은 비교적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有壇積石壙室墓와 階壇積石壙室墓는 그 내부의 壙室 구조가 기본적으로 일치한
다. 階壇積石壙室墓의 축조방법은 가공한 석재를 이용하여 먼저 지표 주위에 첫 단
을 쌓고, 階壇내에 碎石을 채워 평평하게 한 후 다시 그 위에 두 번째 단을 구축한
다. 그리고 다시 돌을 채워 평평하게 하고 그 위에 세 번째 단과 네 번째 단을 축
조한다. 壙室의 石壙은 비교적 크고 넓으며, 고분 정상의 중앙부에 축조하였다. 어
떤 것은 壙室에는 墓道가 있고 耳室과 石箱시설이 있다. 마지막으로 碎石을 메워
봉분을 보호한다.
階壇石室墓는 洞溝古墳群 중 가장 높고 웅대한 고분이며, 石墓의 발전 단계 중
가장 마지막 형식이다. 외관은 截尖方錘形으로 흔히 石塚 파괴되어 있다. 이 유형은
階壙室墓과 축조수법이 대체로 비슷하지만 阶坛石의 가공이 더 정교하며, 墓室의

축조가 우수하다. 변의 길이가 대부분 20m 이상이며, 최대 60m에 이른다. 각 고분

은 묘역이 있거나 培坟이 있다. 보존상태가 가장 완전한 것은 將軍墳(JYM0001)이
다.

이 종류의 고분 축조방법은 평평하게 가공된 대석을 쌓아 階壇을 만들고 내측으
로 점점 좁혀 쌓아 ‘凸’字形으로 축조하였다. 내부에는 河卵石으로 채웠다. 礫石의
중량으로 형성된 外張力을 극복하기 위하여，계단석 주변에 많은 거석을 덧대어 놓
았으며, 각 변에는 적은 것은 3매, 많은 것은 5매의 거석을 덧대었다. 묘실은 평평
한 석재를 쌓아올렸으며, 墓道ㆍ通道와 墓室로 조성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耳室을
축조하기도 하였다. 이 들 고분위에는 많은 瓦片ㆍ瓦當ㆍ文字磚이 발견되었고 어떤
것은 고분 정상부의 돌 위에 기둥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아마 고분 위에
건물이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將軍墳 위의 기둥구멍ㆍ瓦當ㆍ鐵鏈, 太王陵 위의
“愿台王陵安如山固如岳(台王陵이 굳건한 산과 같이 높은 것처럼 굳건하기를 염원한
다)”는 명문이 적인 벽돌 등이 있다. 이 유형의 고분은 그 수가 매우 적고 규모가
매우 큰 고구려 왕릉이다. 이 유형은 太王陵이 대표적이며, 사용한 시간이 길지 않
고 후대에는 정교하게 축조된 封土石室墓가 대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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階壇石室墓에는 또 하나의 작은 유형이 존재하는데 상술한 고분의 축조방법과 유
사하다. 다른점은 외장력을 극복하기 위한 거석이 없고, 건축부재가 없으며, 각 고
분은 많은 碎石을 사용하여 봉토를 싸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山城下古墳區의
折天井墓(JSM1298)이며, JYM1041墓에서는 채색벽화가 발견되어 중시되었다. 이
유형의 고분은 응당 등급과 관계있다.
封石墓 유형중에 수량이 비교적 적은 한 유형이 있는데 封石椁室墓이다. 이 유형
의 무덤의 곽실은 대부분 석재를 이용하여 쌓아 올렸으며, 축조수법이 그다지 정연
하지 않고, 墓道가 있다. 묘 정상부는 대부분 간단한 말각으로 비교적 조잡하게 포
게어 쌓았으며, 대석으로 봉분 상부를 덮었다. 이후 다시 積石하여 그 상부를 덮어
분구를 조성하였다. 통구고분군 고분구조의 변화정황으로 보아 이 종류의 무덤은
대체로 태왕릉 석곽 구조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형의 곽실은 석실보다 규
모가 작지만 석관이 크고, 구조는 간단하다. 이 유형의 고분을 洞室墓라고 칭한다.
洞室墓는 중원지역의 특징적인 유형과 비교할 때 분명히 다르다.
고구려 민족의 고유한 葬法인 積石墓는 사회 발전과 진보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
생ㆍ변화 하였다. 고분구조는 복잡한 양상을 나타낸다. 4세기말 이후에는 고분구조
가 돌연 변화된다. 封石墓가 封土墓를 대신하며 고구려 후기의 매장 영역을 점유하
여 이 시기의 주류를 이룬다.
封土石室墓는 洞溝古墳群에서 일정한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고분은 석재
로 구축하고 낮은 지표에 墓室, 墓道, 勇道 혹은 耳室을 구축하였다. 묘실내에는 많
은 棺床이 있고, 묘 정상부에는 말각 혹은 평행하게 중첩하여 쌓았으며, 묘실내에는
흔히 백회를 바르고 封土로 분구를 형성하였다. 고분 중 출토된 유물과 형식을 분
석해보면 대략 4세기 말에서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이 유형의 고분이 조영되었음
을 알 수 있다.
封土와 封石石室墓 중에는 벽화가 있는 고분이 있다. 지금끼지 集安 洞溝古墳群
에서는 36기가 발견되었다. JYM3319ㆍ角抵墓ㆍ舞踊墓ㆍ三室墓ㆍ馬槽墓ㆍ環紋墓ㆍ
冉牟墓ㆍ蓮花墓ㆍ四神墓ㆍ五盔墳四號墓ㆍ五號墓ㆍ下解放JXM31號墓ㆍ麻線一號墓ㆍ
王字墓ㆍ萬寶汀M1368 및 散蓮花墓ㆍ龜甲墓ㆍ美人墓ㆍ長川1ㆍ2ㆍ4號墓등 이다. 대
부분 墓室 白灰面 위에 그림이나 문자를 제작하였다. 또한 가공한 墓壁石과 藻井石
위에 직접 그리기도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고구려 벽화고분은 전ㆍ중ㆍ후기로 나눌 수 있
다. 전기 벽화는 出行ㆍ宴飮ㆍ歌舞ㆍ角抵ㆍ狩獵ㆍ戰斗 등의 인물ㆍ풍속 위주이다.
또한 屋宇ㆍ神仙ㆍ星象ㆍ雲氣ㆍ蓮花 등의 내용도 있다. 6세기 이후에는 四神을 위
주로 輔以蟠龍ㆍ伎樂仙人ㆍ蓮花ㆍ怪獸 및 繁縟의 火焰紋 등의 소재를 그렸다. 벽화
의 소재는 풍부하고 다채로워 졌으며, 기술이 뛰어나고 예술성이 높다. 하늘로부터
인간, 도안에서 장식까지 고구려 민족의 창작력과 심미 관념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는 생동성 있는 고구려 정신문화와 물질문화의 반영이다. 동북아 역사와 고
고학 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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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벽화의 생성과 발전은 본래 사회발전의 원인 이외에도 강렬한 외래적 요
인의 영향이 끼친 흔적이 남아있다. 벽화 중에 광범위하게 출현하는 宴飮ㆍ出行ㆍ

禮輦ㆍ神仙ㆍ奇獸 등의 소재와 四神ㆍ蓮花ㆍ火焰紋 등 道教, 佛教와 관련된 내용이
벽화에 주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집약된 내용과 신앙이 표현된 고구려 벽화는 고구
려 민족과 상층 귀족이 끊임없이 선진문화를 받아들였음을 표명하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고구려 사회의 진화과정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동시에 벽화 중에 고구려
본 민족의 특징과 풍속을 표현하였다. 예를 들면 生活ㆍ生産ㆍ居所ㆍ歌舞ㆍ服飾 등
이 있으며, 이는 진귀한 현실 생활을 조명한 것이다.
土石混封石室墓와 階壇封土石室墓는 階壇石室墓이 변화ㆍ발전 과정을 거쳐 나온
고분 형식이며, 동시에 石墓의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封土墓 중에 주의해야할 것은 비교적 후기에 출현한 유형인 封土槨室墓이다. 이
유형의 고분규모는 비교적 작고, 일반적으로 봉분의 직경이 5m 가량이다. 이를 현
지 주민들은 ‘一脚踢’라고 부른다. 墓室의 축조가 조잡하고 낮으며, 지상이나 반지하
에 축조되었다. 墓室의 천정은 간단하게 말각으로 포개어 둘러쌓았거나 대석으로
봉분을 덮었다. 평면은 대부분 刀形이나 鏟形이고，甬道ㆍ耳室ㆍ棺床이 없으며, 가
끔 바닥에 깔았던 棺石을 볼 수 있고, 겨우 墓道 하나가 開口되어 있다. 매장은 일
정한 규칙이 없다. 이러한 유형의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은 고구려 후기의 특징을
나타낸다. 아마 大型 封土石室墓과 병행한 평민 고분이다. 최근에는 이 유형의 고분
에서 발해시기의 도기가 발견되었다. 이는 이 유형 고분의 하한이 고구려 후기에서
발해시기까지 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오래 동안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 보면 고구려 고분의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다.
積石石壙墓의 연대가 가장 이른데, 아마 오래 동안 거주한 토착민의 고유한 장례
습속이었을 것이며, 후에 고구려 고분의 주류가 되었을 것이다. 가장 이른 단계는
산에 의지한 간단한 구조의 積石墓이고 나중에 봉토를 높이고, 보호담장을 만들어
壇을 만들었다. 이를 有壇積石石壙墓라고 한다. 고분 축조를 중시함에 따라 봉분은
점차 크고 높아졌다. 礫石 중량으로 형성된 장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단을 형
성하였다. 이는 외장력을 분산시키고 상쇄하는 작용을 하였다. 4세기 초 이후 고분
내부에 壙室이 출현했다. 壙室은 石室의 모체이다. 고분 階壇의 외형 역시 변하기
시작하였다. 石室墓은 好太王陵이 대표적이며, 고구려가 石室 단계에 진입하는 단계
이다. 封土石室墓의 墓室이 점차 지하로 이동하였다. 고구려가 완성한 매장 제도상
의 첫 번째 혁명이다. 封土槨室墓의 대량 출현은 변화의 상징이다.

2. 고구려 묘지의 구분 현황
洞沟古墓群은 이전까지 구분한 고분구는 행정구역에 따른 구분이다. 이 구분 방
법은 유물 보호ㆍ관리에 편리하나 고분의 역사 배경과 자연환경, 고구려인의 매장
관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한 묘구 중 적어도 몇 개의 부족묘지가 존재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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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한부족 묘지 또한 두개의 墓区로 분리 되었을 수 있다. 우리는 고찰 중 이
러한 현상에 주의하여 전체적인 禹山墓區 高句麗 古墳의 분포현황을 보면

西端에

는 積石墓가 많고 동으로 갈수록 점점 적어진다. 土墓의 수가 증가하고 禹山 북부
의 半山腰處에도 적석묘가 많다. 남쪽 위 평평한 언덕으로 갈수록 적석묘가 점점
적어지며 封土墓가 많아 진다. 이로 미루어 볼때, 禹山墓區는 서쪽에서 동쪽을 항해
서 발전하였고 북부 半山腰處에서 남부 평평한 언덕 방향으로 매장하였다. 禹山墓
區 중부는 陳家溝의 경계이다. 溝 동측에 새로 시작된 곳과 서면의 분포는 유사한
墓區이다. 萬寶汀墓區는 西大坡의 半山腰로부터 산 아래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서에서 동으로 발전되었으며, 洞溝河 右岸의 고분과는 연관이 없다. 통구하 우안의

고분은 河流에 따라 북에서 남으로 배열되어 있다. 山城下墓區의 磚厂片은 하나의

독립 묘지이다. 七星山墓區의 鷄厂片은 가장 이른 시기의 고분으로 1호묘이다. 大

坡片의 연대는 더 늦으며, 鷄厂片은 하나의 단독 묘지이다. 麻線墓區는 麻線溝河의
兩岸에서 물의 흐름과 같이 북-남으로 배열되어 있다. 紅星後山片은 하나의 독립
묘지이다. 기타 묘구의 분포배열 현황은 상술한 내용과 동일하다. 각 분포지역은 밀
집된 묘지변에 약간의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묘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3. 고구려 장례습속과 장례구 연구현황
고구려 적석묘의 葬具에 관한 고문헌의 기록을 살펴보면『南史』「東夷傳」高句
麗條 “고구려는 장례풍속에 곽이 있고, 관이 없다”고 한다. 기타 사서의 기술 역시
간략하다. 고구려의 적석묘 葬具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대개 고고학 자료에 의존한
다.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조사에 의해 우리는 적석묘 葬具 발전ㆍ변화 과정에 대해
일부분 이해하게 되었다.

발굴 중에 積石石壙墓ㆍ積石壙石室墓ㆍ積石石室墓 안에서 鐵扒鋦ㆍ鐵帳句ㆍ鐵棺

釘ㆍ鐵棺环ㆍ鐵拉手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철 부재와 적석묘의 葬具와는 관련이 있
다. 우리는 다른 유형의 적석묘에서 출토된 철 부재의 종류는 차이가 있을 뿐 아니
라 모든 적석묘에서 이런 유형의 철 부재가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고고자
료는 크게 4개의 단계로 나눌수 있다.
제 1단계는 積石石壙墓로서 연대는 대략 고구려 건국 전이다. 積石石壙墓는 대부
분 碎石으로 쌓아서 축조하였고 일반적으로 비교적 낮으며, 외부 주위에 基壇을 설
치한 것도 있다. 洞溝古墳群의 山城下墓區의 黑瞎子溝墓地와 七星山墓區의 老于大
坡後墓地에서 이런 유형을 흔히 볼 수 있다. 아직 고분의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부의 구조는 확실하지 않지만 여러 번에 걸친 조사에서 발견된 墓顶의 중앙
부에 ‘凹’字形의 구덩이가 있고, 그 내부에는 불에 탄 돌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凹’字形 구덩이는 石壙으로 추정된다. 이 단계 고분의 石壙 가장자리는 대부분
불분명하다. 壙壁의 석축이 보이는 것이 있으나 매우 불규칙하다. 葬具는 철 부재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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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단계 積石石壙墓의 연대는 약 건국 이후부터 3세기까지이며, 이 단계 고분
발굴이 비교적 많이 진행되었는데, 山城下墓區 M356ㆍ水塔墓地 28號 積石墓ㆍ七星
山墓區 M879ㆍ萬寶汀 西大坡墓地ㆍ禹山墓區 道路建設區 1型式과 2型式 등이 있다.
이 시기의 고분은 일반적으로 碎山石이나 河卵石을 쌓아서 축조하엿다. 일부 고
분은 사방에 基壇과 階壇을 축조하였으며, 고분 내부에 階墻을 축조하였다. 고분의
외형은 이전보다 높고 커졌을 뿐 아니라 산비탈에 상하로 이어지며 엮여있다. 고분
의 상부 중간에 장방형의 石壙을 설치하였으며, 石壙은 비교적 명확하나 규격화되
어 있진 않다. 壙의 네 벽은 긴 형태의 돌로 벽돌처럼 쌓았으며, 1~3개 층으로 이

루어졌다. 石壙 내부에서는 철제 생산공구ㆍ도기ㆍ소량의 장식품과 鐵扒鋦ㆍ鐵帳句

등의 葬具가 출토되었다. 鐵扒鋦는 균일하게 두드려 제작한 것으로서 鋦身의 최대

길이는 13cm, 최소 길이는 6cm이며, 釘身의 최대 길이는 6cm, 최단 길이 2cm이
다. 鐵帳句 역시 鍛造이며 한쪽은 釘, 다른 한쪽은 弓形으로 최대 13cm, 최소 5cm
이다.
제 3단계는 積石壙室墓로서 연대는 약 4~5세기 전후이다. 이 유형의 고분은 七
星山墓區 JQM1196ㆍ山城下墓區 JSM12ㆍ禹山墓區 道路發掘一型Ⅱ式ㆍⅢ式ㆍ二型
Ⅱ式ㆍⅢ式이 있다. 고분은 약간의 가공을 거친 돌을 지표면 주위에 둘러서 基壇
또는 階壇을 축조하였다. 壇 내부에 碎石을 채워넣었으며, 고분 상부에는 小河卵石
을 깔았다. 일반적으로 고분의 壙室 서벽 외측에 墓道를 배치하였는데, 墓道는 대부
분 높지 않고, 개석을 덮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墓道 내부에는 대부분
쇄석으로 채워 넣었다. 墓道의 西端에는 장방형의 石箱과 耳室를 배치하였으며, 내
부에 도기를 부장하였다. 壙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兵器와 장식성 明器가 있다.

葬具와 관련된 출토품으로서는 鐵扒鋦ㆍ鐵帳句ㆍ鐵棺釘ㆍ鐵棺环 등이 있다. 철 부

재는 보통 단조 제품이며, 鐵扒鋦의 경우 최대 鋦身 16cm, 최대 鋦身 7cm이다. 鐵

帳句의 弓形 句身은 대부분 直角 형태이다. 鐵棺釘은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이 중
하나는 圓帽釘으로 최대길이 14cm, 최소길이 6cm이며, 나머지 하나는 折帽釘으로

최대길이 15cm, 최소길이 6cm이다. 鐵棺环은 직경 9cm의 鐵环를 사용하였으며,
하나의 釘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釘 위를 장식으로 덮은 것도 있다.
제 4단계는 積石石室墓로서 山城下墓區 河東墓地 JSM1419ㆍJSM1409ㆍ禹山墓
區 JSM1041ㆍ將軍墳ㆍ太王陵ㆍ折天井墓 등이 있다. 이 유형의 고분은 석재를 방형
으로 가공하여 基壇 또는 階壇을 축조하였으며, 그 내부에는 자갈을 채워 넣었다.
그리고 石室을 만들고 巨石板으로 석실을 덮었다. 내부에는 棺床을 둔 것이 많다.
어떤 것은 석실내 벽면에 벽화를 제작하였고, 또 어떤 것은 石室 내부에 石槨을 만
들었다. 그밖에 적석묘의 墓室이 매우 작은 것도 있는데 겨우 관이 들어 갈만한 것
도 있다. 그 예로는 楡林M21ㆍ恒仁M1ㆍ山城下墓區 大南溝門墓地의 JSM0427ㆍ

JSM0428 등이 있다. 석실묘의 대부분이 도굴을 당하여 부장품의 규모를 가늠하기
는 어렵다. 출토된 유물 역시 도굴 후 남겨진 것이다. 葬具과 관련있는 유물은 棺釘

ㆍ棺环ㆍ鐵拉手 등이 있는데 제 3단계의 유물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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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술한 제 1단계인 積石石壙墓중에는 葬具와 관련된 철 부재가 보이지 않는

다. 제 2단계 積石石壙墓 중 출토된 것으로서는 鐵扒鋦ㆍ鐵帳句가 있다. 제 3단계

인 積石壙室墓에서 출토된 유물은 鐵扒鋦ㆍ鐵帳句ㆍ鐵棺釘ㆍ鐵棺环ㆍ鐵拉手가 있
다. 제 4단계의 積石石室墓에서는 단지 鐵帳句ㆍ鐵棺釘ㆍ鐵棺环ㆍ鐵拉手가 출토되

고, 鐵扒鋦가 보이지 않는다. 鐵扒鋦가 출토된 적석묘의 葬具는 木槨일 것이다. 鐵

棺釘이 출토된 적석묘의 葬具는 木棺일 것이다. 제 3단계의 고분에서는 鐵扒鋦와
鐵棺釘이 동시에 출토되었다. 이것은 이 시기에 木椁과 木棺이 동시에 사용되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 1단계의 적석묘에서는 비록 鐵扒鋦가 발견되지 않지만 역
시 木槨으로 葬具를 사용했다. 아마 당시에 木槨의 구조가 단순해서 목재를 축적하
거나 끼워 맞추어 조합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는 문헌에 기재된 “고구려
는 곽이있고 관이 없다.”와도 부합한다. 그리고 제 3단계인 積石壙室墓은 木槨이
木棺보다 크다. 이 단계 棺의 사용방법은 木棺에 다시 木槨를 씌운 것이다.
고구려 적석묘의 葬具는 積石石壙墓가 이미 木槨을 사용하였고, 이 종류의 木槨
은 작은 방을 연상 시키며, 양면은 경사진 천정 구조이다. 木槨 내부에는 장막을 치
고 木槨 주위에는 석재를 이용하여 壙을 만들었으며, 木槨 위는 碎石으로 덮었다.
대부분의 목곽은 불태워졌는데, 목곽 상부면의 봉석이 불에 타서 응결되었다. 墓頂
이 함몰된 갱내에는 석재 거푸집이 발견되었으며, 木槨 頂部를 덮은 기와도 확인되
었다. 積石壙室墓 단계에서 木棺이 출현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 木槨과 木棺은 동시
에 사용되었으며 棺을 槨 내부에 배치하였다. 火燒儀式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는
데 瓦苫護木槨 사용이 증가 하였다. 중ㆍ소형 고분은 아마 草苫護를 사용하였을 것
이다. 積石石室墓 단계에 이르러 木槨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石槨이 채용되
었다. 이 시기에는 木棺이 주로 葬具로 이용되었으며, 木棺을 직접 石室에 배치하였
다.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고구려 적석묘 葬具의 발전과 변천 과정에 대해 언
급하였는데 이러한 중대한 개혁은 고구려 사회가 보다 발전된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구려인은 긴 시간동안 민족의 장례습속의 특징을 잘 보존해 왔
다. 고분의 발전과 변천을 거치는 과정에서 山城下 折天井墓의 천정구조와 이 종류
의 양면이 비스듬한 折尺狀의 무늬로 장식한 천정, 태왕릉 석곽의 무늬로 장식한
천정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석곽과 석실이 결합된 결과물로 보인다. 洞溝
古墓群에는 소형묘실을 갖춘 적석묘가 많이 있다. 과거에 일부는 封石洞室墓라고
하였다. 이 종류 고분의 실내는 木棺을 배치하였을 뿐 아니라 石槨의 변천에서 볼
때 고구려 본 민족의 葬制를 답습하고 있다.

4. 고구려 串墓와 排列 연구
조사 중에 발견된 고구려 고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산 비탈에 조영된 고분은 언덕
상하로 배열되어 있다. 가장 긴 것은 400여 m에 달하기도 하고, 가장 짧은 것은
60여 m에 이른다. 河流 兩岸에 위치한 고분은 물의 흐름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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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긴 것은 1,000m에 달하는데, 이 종류의 고분 배열은 고구려 고분의 새로운 특
징을 형성한다. 우리는 고분의 배열조합을 볼 때 어떤 부분은 고분과 고분간의 밀
접한 상호 연계성을 볼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일정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른 유형의 고분 즉, 중대형고분과 중소형고분은 배열 조합은 일정하다. 이 현상은
우리가 고구려 사회구조와 고분 변천순서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고구려 고분의 배열 조합방식은 아래의 4가지로 귀납된다.
첫 번째 종류는 單串連式이다. 이것은 여러 기의 串墓와 독립된 墓이다. 산언덕에

상하 일직선으로 배열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禹山墓區 電線厂北墓地 최상단의
JYM3635과 최말단의 JYM3557는 모두 12기의 적석묘 배열을 이루는데 길이가
200여 m이다. 각 고분은 밀접하고 있어 빈공간이 없다. 이 고분의 행렬조합을 볼
때 변의 길이가 30미터에 이르는 중대형 고분이다. 또한 10여 m에 이르는 소형고
분도 있다. 고분의 외부 구조는 적석묘이고 有壇과 階壇積石墓가 함께 배열되어 있
다.
두 번째 종류는 分支串連式이다. 수십 기의 다른 유형 고분조합이 행을 이룬다.
고분과 고분간의 연결이 밀접한데 일반적으로 5미터를 넘지 않는다. 배열의 행열
중 分支現象이 나타나고 시작되는 곳은 하나의 종행으로 .하부는 두 개로 나뉘어
지며, 다시 그 하부에 몇 개의 행렬이 분화된다. 동시에 合支現象도 나타나는데 분
화된 몇 개의 행열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종류는 混合串連式이다. 적석묘와 봉토묘가 혼합배렬ㆍ조합하는 것을 말
한다. 적석묘는 대부분 산언덕의 상단에 위치한다. 봉토묘는 대부분 배열상 하단에
위치한다. 상단의 積石墓連接墓와 고분 간격이 비교적 밀접하고, 하단으로 갈수록
비교적 분산되어 있다. 간극은 10m를 초과하지 않는다. 역시 배열 중에 分支 또는
合支現象이 나타난다.
네 번째 종류는 沿山脊方向橫排式이다. 이 배열방식은 많지 않다. 일반 봉토묘에
국한되어 나타나며, 五盔墳，四盔墳이 있다. 배열된 고분이 비교적 적고, 고분과 고
분간의 거리가 비교적 멀다. 횡으로 이열 배열되어 있으며, 이러한 배열의 고분은
연대 역시 비교적 후기이다.
고분 배열 중에 串墓 구조와 특징은 2기 이상의 고분이 연결되어, 串을 이룬다.
외면상으로 완전한 고분을 이루는데 구조, 배열, 조합 등에 반드시 일정한 규칙이
적용된다. 이 종류의 串墓는 洞溝古墳群에서 중요한 점유 비율을 차지한다. 禹山墓
區를 예로 들면 墓區에 3,000여 기의 고분이 있다. 그 중 적석묘는 약 1,500여 기,
적석묘 중에 串墓 구조에 속하는 고분은 60%에 달한다. 그밖에 40%는 독립된 적
석묘이고 그 중에 JYM2110ㆍJYM992ㆍJYM3319ㆍJYM0540ㆍ太王陵ㆍ將軍墳ㆍ臨
江墓 등의 대형고분은 王陵級에 속하고 주위에 분산된 고분이 없는 것 외에도 독립
적인

적석묘 대다수가 串墓와 배열을 같이하고 있다. 山半腰에서 山下坡로 상하배

열 되어 있다. 이런 현상은 전체적인 洞溝古墳群의 고구려 고분에서는 보편적이다.
이전의 연구성과에서는 山腰部(上坡) 적석묘의 연대가 비교적 이르다. 산 아래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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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갈수록 적석묘의 연대가 점점 늦어진다. 고구려 적석묘는 위에서 아래로 발전
하였다. 이 관점에서 볼 때 串墓의 구조와 배열 조합이 분명해진다. 고구려 고분 유
형의 발전ㆍ변천ㆍ답습ㆍ,사회형태 등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串墓 구조는 두기 이상의 고분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며 많게는 10기 이상의 고
분이 연계되어 장방형으로 이루어진 전체가 하나로 엮인 것을 볼 수 있다. 墓頂의
封石 역시 상호 연결되어 있다. 串墓중에는 無壇積石墓ㆍ階墻積石墓ㆍ有壇積石墓ㆍ

階壇積石墓 등이 혼합되어 연결되어 있으며, 积石墓와 封土墓가 이어져 있기도 하

다. 편의를 위해서 본고의 적석묘는 모든 적석묘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土石混串墓
는 積石墓와 封土墓를 포함한다.。洞溝古墳群에는 고구려 串墓의 구조와 조합상의
특징에 따른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 1유형인 有壇積石石壙串墓는 산비탈을 따라 배열된 적석묘의 상반부에 많다.
외면상으로 불규칙한 장방형을 보이고 여러 기의 적석묘가 연결되어 있는 조합이
다. 이 유형의 串墓는 이미 보고된 遼寧省 桓仁 M19ㆍM15，集安 洞溝古墳群 山城
下墓區 東大坡墓地 JSM0356，磚山子墓地 JS磚M0191ㆍJS磚M0162이다. 그 축조
방법은 우선 산비탈에 첫 번째 묘를 축조하고，碎山石으로 지표에 높은 방형석축을
축조하여 연결하였다. 방형석축은 가장 높은 곳이 200cm 정도이고, 가장 낮은 곳
은 80cm 이상으로 동일하지 않다. 방형석축은 중심에서 바깥으로 단면 계단식 형
태를 가지며, 산비탈의 묘는 산비탈 아래로 갈수록 계단이 많다. 이 용도는 석재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석단의 높이가 다르며, 안에서 밖
을 향해서 점차 줄어든다. 외부 형태는 계단상으로 나타난다. 어떤 묘는 외부에 하
나의 階墻이 둘러져 있으며, 마치 基壇과 같고, 또 어떤 묘는 階墻을 구축하지 않았

다. 고분 상부 중간에 石圹을 축조하는데 石圹은 일반적으로 길이가 2~2.5m이고,
너비는 약 1~1.3m이다. 깊이는 분명하지 않고 石壙 네 벽의 석축은 1~2층만이 관
찰되며, 아주 조잡하고 불규칙하다. 이 묘는 우선 木槨을 배치하고 木槨 주위를 석
축으로 쌓아 막는 방법으로 축조하였다. 제 1묘를 축조한 후 같은 방법으로 제 2묘
를 축조하였다. 두 고분은 상부 제 1묘의 하단 階墻에 제 2묘가 연결된다. 게다가
하나의 빈 공간으로 떨어져 있으며, 두 벽 공간의 가장 넓은 너비는 1m를 넘지 않
고, 다시 석재로 평평하게 메워 위아래 묘의 양측 階墻은 서로 연접되어 하나를 이
루고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제 3, 4 고분을 연결한다. 이 유형의 串墓 石壙에서는
일반적으로 유물이 많이 출토되지 않고, 부장품 배치에 있어서도 명확한 규칙은 없
다. 陶器는 대부분 수날법으로 제작한 모래가 포함된 홍갈색 도기로 소성온도가 높
지 않고 기형이 일정하지 않으며, 작은 기형 위주로 單把杯ㆍ溜耳杯ㆍ垂腹罐ㆍ長頸
壺 등이 있다. 이러한 도기는 고구려초기 도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鐵器는 철괭
이ㆍ환두대도ㆍ철제요대 등으로 漢代의 유물과 일치한다. 그리고 木槨을 제작하는
데 사용한 鐵扒鋦도 있다. 고분의 연대는 약 1~3세기 전후이다. 그밖에 미세한 차
이를 가지는 고분이 발견된다. 비교적 많이 낮고 청동기가 부장되어 있다. 아직 발
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조는 불분명하다. 연대는 더 이른 시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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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유형인 有壇積石石壙串墓는 대부분 산비탈을 따라 배열된 고분 중 中下部에
위치한다. 여러 기의 고분이 산비탈에 연결되어 있다. 외관은 일반적으로 불규칙한
장방형을 보이며,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고분은 洞溝古墳群 禹山墓區 JYM3232ㆍ
JYM3241ㆍJYM3305, 麻線下活龍麻 Ｍ19ㆍＭ18ㆍM23 등이 있다. 제 1유형 串墓
와 다른 점은 구축방법에서 먼저 지표면에 基壇 또는 階壇을 축조하는데 기단은 비
교적 큰 돌을 이용하며, 내부에는 碎石을 이용하여 메운다. 평면의 상부 내면이 내
향하도록 階壇을 구축한다. 이후 고분 상부의 중간에 石壙을 구축한다. 石壙은 장방
형으로 길이는 2~2.8m, 너비는 1~1.5m 가량이다. 축조는 제 1유형 串墓와 동일하
다. 고분과 고분의 연결방법은 최상부에 위치한 고분 사면을 둘러 基壇 또는 階壇
을 축조하고, 산비탈 아래의 고분 양쪽면과 아랫면에 ‘凹’자형 삼면의 基壇 또는 階
壇을 연결한다. 비탈지 상부 묘의 하면에 기단을 구축하고, 그 내부를 碎石으로 평
평하게 메웠으며, 다시 상부 중앙에 석광을 구축하여, 각 묘를 연결시키며, 같은 방
법으로 아래의 묘를 연결시킨다.
이 유형의 부장품은 대부분 石壙에서 출토된다. 도기는 모래가 섞인 갈색도기와
소량의 니질회도가 나타난다. 물레 성형을 하였고 소성온도가 높다. 기형은 折沿口
腹罐ㆍ大口罐、直口罐등이 있다. 대부분 魏晋時代의 유형이다. 고분 내에서는 마구

ㆍ병기ㆍ생산공구 및 소량의 銅質鎏金裝飾品이 출토되었으며, 葬禮具와 관련된 鐵
扒鋦ㆍ鐵帳句도 출토되었다. 고분 연대는 3~4세기 전후이다.

제 3유형인 有壇積石壙室串墓는 串墓 배열의 말단에 대다수가 위치한다. 여러 기
가 연결 조합된 장방형 고분 형태이다.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고분은 集安 洞溝古墳
群 禹山墓區 JYM3105ㆍJYM2891, 萬寶汀墓區 JWM0242, 七星山墓區 JQM1196
등이다. 그 축조 방법은 사방의 주위에 基壇 또는 階壇을 축조하고 내부에 돌로 평
평하게 메운다. 상부의 고분과 하부의 고분이 접하는 곳은 基壇이나 階壇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아마도 양 묘를 연접할 때 중간의 基壇 혹은 階壇을 없애고
이렇게 일체가 되도록 하였다. 고분의 중앙에 많은 壙室을 배치한다. 壙室은 석재로
구축하였는데 방형과 장방형이 나타난다. 길이는 2.5~3.5m이고, 너비는 1.5~2.5미
터 가량이다. 壙室의 바닥은 小河 卵石을 깔았다. 壙室의 서벽에는 墓道를 여러 개
배치하는데 이 시기의 墓道는 일반적으로 실제 기능을 수행하였다. 광실의 방향으
로는 두 개의 묘도는 낮은 石墻으로 구축되었다. 어떤 묘도는 천정석을 덮었으며,
어떤 것은 천정석이 없으며, 묘도 내부는 碎石으로 채웠다. 묘도 서단의 일부에는
방형 및 장방형 石箱을 많이 구축하였으며, 석상은 석재로 축조하였다. 상부를 덮은
石板의 길이ㆍ너비ㆍ깊이는 일반적으로 1m 내외이다. 또한 어떤 묘는 묘도의 양측
에 아주 정연한 耳室을 축조하였다.
이 유형 串墓의 부장품은 매우 풍부하다. 배치에도 뚜렷한 규칙이 있다. 도기는
대다수가 石箱이나 耳室내부에 있고 일반적인 조합은 三罐三ㆍ三罐一 釜ㆍ三壺一釜
一甑이다. 도기의 기형은 비교적 높고 크며, 수량과 종류 역시 증가하였다. 또한 유
약 도기가 다량 출현하였고, 니질회도도 많이 발견되었다. 罐ㆍ壺ㆍ釜ㆍ甑ㆍ竈ㆍ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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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출토되었다. 도기의 어깨부분에 帳紋ㆍ弦紋 등을 시문한 것이 많다. 이 시기
고분에서는 생산공구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兵器와 장식성 明器가 대량으로

증가하였다. 銅質의 鎏金冠飾ㆍㆍ鎏金釘鞋ㆍ鎏金帶飾ㆍ鎏金馬具를 비롯한 기타 장
식품들도 출토 되었다. 冠飾이 출토된 곳은 壙室의 동측이고, 釘鞋가 춭토된 곳은
壙室의 서쪽 묘식은 머리가 동쪽이고 발치가 서쪽으로 둔 直肢葬이다. 壙室에서 출
토된 葬具는 鐵扒鋦铁ㆍ鐵帳句ㆍ鐵棺釘ㆍ鐵棺环가 있다. 鐵扒鋦은 木槨을 연결하고,

鐵棺釘은 木棺을 고정 시킨다. 이 시기는 목곽과 목관이 동시에 사용되었는데 목곽
내에 목관을 배치하였다. 積石串墓에 墓道ㆍ石箱ㆍ耳室구조와 木棺을 사용한 것은
封土石室墓가 전래된 후에 생성된 이지역의 특징이다. 도기장식, 기형특징, 유금장
식기와 중원의 동일한 유형과 비교해 보면 이 유형 串墓의 연대는 대략 4세기
말~5세기 초반이다.
제 4유형은 土石混合串墓로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발굴과 보고서가 발표되
지 않아 우리가 실제 조사한 정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 유형의
고분은 일반적으로 하류 양안의 대지에 분포하며, 河水의 방향을 따라 배열되어 있
고 상류 고분의 연대가 비교적 이르다. 가장 대표적인 고분은 山城下墓區 南大彎子
墓地 JSM1069ㆍJSM1075ㆍJSM1070이다. 1966년 측량하여 이 土石混合串墓를
각각 3개로 나누어 번호를 부여하였다. 2기의 封土石室墓와 3기의 積石壙室墓는 동
-서로 연결된 것으로 洞溝河 串墓와 같이 조성되었다. 동서 길이는 46m이고 남북
너비는 12~14m이며 높이는 1~3m이다. 그 구성 방법은 먼저 상류 동단의 積石墓
에 卵石으로 쌓아올린 방형석단을 붙였으며, 변의 길이는 12m, 높이 1.5m이다. 묘
의 네 변에는 기단이 보이지 않는데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부에는 ‘凹’자형 함
몰갱이 보이지 않아 묘실은 자세하지 않다. 積石墓의 서쪽에 封土石室墓를 연결하
였다. 고분은 방형이고，길이는 12m, 높이는 3m이다. 封土石室墓의 천정부 개석을
보면 墓室은 약간 가공한 석재를 이용하여 ‘刀形’으로 쌓아올렸다. 墓道는 墓室의
북벽 서측에 위치한다. 석실의 길이는 약 3m이고 너비는 2.8m이며 높이는 부정확

하다. 顶部의 네 모퉁이에는 약간 말각처리되어 있다. 四壁에는 백회가 칠해져 있고
많이 떨어져 있다. 石室의 동벽 동측에서 積石墓의 서변까지는 겨우 1m이다. 封土
와 적석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石室은 封土의 동측에 치우쳐 있다. 아마 서측에
하나의 石室이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소위 同墳
異穴의 雙室封土墳이다. 封土墓의 서측에는 階壇積石壙室墓가 연결되어 있다. 고분
의 동서 길이는 22m이고 남북의 너비는 14m 높이는 3m이며, 2기의 積石墓가 함
께 연결되어 있고 주위에는 정연한 階壇이 있다. 첫 번째 階壇의 석축은 3단이며,
높이 1.5m로 모든 石材가 균일하게 가공되어 있다. 두 번째 階壇의 석축은 2단, 세
번째 階壇의 석축은 1단으로 2ㆍ3階壇은 이미 훼손되었다. 고분의 천정부 중간에는
동-서로 배열된 두 개의 ‘凹’자형 함몰갱이 있다. 남-북 너비는 5미터, 동-서 길이
는 6m이며, 깊이는 0.8m이다. 이는 고분의 壙室로 추정된다. 이 유형의 串墓에서는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고분의 구조를 통해 보면 연대는 대략 5세기 전후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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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위에서 서술한 네 가지 유형의 串墓는 洞溝古墳群 중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것
이다. 그러나 洞溝古墳群이 모두 이 네 가지 유형에 속하지는 않는다. 10,000기 이
상의 고구려 고분 중 串墓 구조가 고고학적 조사에 의해 보충되기를 기대한다. 洞
溝古墳群에서 串墓와 독립 고분，積石墓와 封土墓가 배열 조합상 일정한 규칙이 있
음이 명확하다.
洞溝古墳群을 고찰하면서 고구려의 積石墓 단계는 積石串墓 위주였다. 제 1유형
串墓와 제 2유형 串墓가 총수량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제 3유형 관묘는
18% 가량이며, 제 4유형인 土石混合串墓는 수량이 매우 적다. 고분의 배열조합 방
식상 첫 번째 종류인 單串連式 배열조합에서 제 1유형과 제 2유형 관묘가 많다.
두 번째 종류인 分支串連式 배열조합에서는 제 1유형과 제 2유형 관묘가 비교적
적고, 제 3유형 串墓의 수량이 제일 많다. 세 번째 종류인 混合串連式混 배열조합
에서는 제 1유형 串墓가 보이지 않고, 제 2유형 串墓 역시 수량이 적으며, 제 3유
형과 제 4유형 관묘를 비롯한 봉토분이 많다. 통계를 통해 볼 때 시기는 고구려 積
石墓의 후기 단계인 5세기경으로 추정된다. 串墓는 주요 유형의 적석묘에서 시작되
어 소멸되었으며, 독립적인 積石墓와 封土墓가 주요 위치를 차지하였다. 同墳異穴墓
도 유행하기 시작하였으며, 串墓의 소멸에 따라 산비탈을 따라 상하로 배열되는 조
합방식 역시 분산되다가 사라졌다.
고구려 묘지구성과 매장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통구고분군의 각 墓區에서 상대
적으로 독립된 묘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각 墓地 중에 몇 개의 배열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행이 있고,

각 행 중에 많은 串墓의 조합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魏存成 선생은『高句丽遗迹』에서 “원시 씨족의 族葬에 해당한다”고 하였으

며, 엥겔스는『가족ㆍ사유제와 국가기원』에서 “씨족은 공동의 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묘지상 각 씨족이 독립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LewisㆍHenryㆍMorgan은『고대사회』에서 “……보통은 동일씨족 死者의 모든 장
례는 같은 행으로 배치된 墓地안에 1행으로 배치된 것은 비버(beaver, 비버)씨 死
者의 묘이며, 2행으로 배열된 것은 熊(곰)氏 死者의 묘, 또 다른 1행은 狼(늑대)氏
사자의 묘, 또 하나의 행은 大龜(큰거북)氏 死者의 묘이다. 이 분류에 속하는 씨족
은 모두 8개 死者의 묘지이다”라고 하였다. 한 개의 묘지는 하나의 부족일 것이고
다른 성씨의 사자 묘지는 각기 다른 구역이다. 문헌기록에 근거하면 고구려는 卽涓
奴部ㆍ絶奴部ㆍ順奴部ㆍ灌奴部ㆍ桂婁部의 5부족으로 이루어졌다. 부락 내부에 다시
약간의 씨족을 나누었는데, 한 개의 성은 한 개의 씨족이다. 혈연ㆍ친척 관계는 씨
족 관계를 유지 시켜주는 매개체이다. 혈친관계의 성원만이 사자가 되었을 때 한
행의 묘지에 매장될 수 있었다. 행렬 중 각 串墓는 아마 한 가족 단위의 고분일 것
이다. 몇 개의 串墓를 배열한 것도 한 가족의 생명 연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씨족
종법관계의 파괴와 개체 가정관계의 강화에 따라 독립된 串墓와 墓葬이 발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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洞溝古墳群 고분의 매장풍속, 규칙, 흔적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葬制를 정리해 볼
수 있다.
火葬 습관은 積石石壙墓에서 많이 발견된다. 有壇積石壙墓ㆍ階壇積石石壙墓에서
도 발견된다. 발굴조사에서 소결된 돌이나 뼈가 흔히 발견되며, 때로는 동이나 금속
도 함께 발견된다. 반드시 고온으로 소성하였는데 이 시기의 보편적인 것이다. 壙室
墓 시기에 이르러서는 화장이 줄어들며, 石室墓 단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族葬은 다른 刑制의 무덤에서 규칙적인 열을 이룬 것이며, 산비탈의 상부에서 하
부로 배열되어 있다. 각 무덤의 前壁은 다른 무덤의 後壁이다. 하류 양안의 무덤은
물의 흐름과 동일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시기가 다르고, 또한
그들 사이에 모종의 친연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串墓 매
장방법은 각 大墓區에서 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며, 당시 族葬制度와 家族
墓地가 이미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陪葬은 왕릉과 같은 대형 고분에서 많이 보인다. 이러한 대형고분의 동ㆍ북쪽에
는 4~5기의 소형 배장묘가 흔히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장군분 북쪽의 배장묘는
刑制가 각각 다르고 일반적으로 石墓이다. 5회분의 매장방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五盔墳 1호묘의 북측에 4기의 봉토석실묘가 열을 이루고 있으며, 四盔墳이라 칭한
다. 무덤의 위치를 분석하면 ‘四盔墳’은 五盔墳의 배장묘이다. 이렇게 중요한 묘지는
고구려 매장제도 연구에 유익한 도움을 제공한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고구려는 厚葬을 좋아하고 死者를 장례할 때 가까운 사이의
사람이 사자의 수장하였던 물품을 같이 묻어주고, 또 자기가 쓰던 장식품을 매장하
였다. 이러한 부장품은 흔히 ‘墓側’에 배치한다. 고고학적 발굴과 개발과정에서 발견
된 묘실의 바깥의 積石과 밭에서 흔히 유물이 출토되어 상기한 문헌기록을 증명하
고 있다.

Ⅴ. 맺음말
오랜 기간동안 洞溝古墳群을 발굴하고 정리 한 유물이 수천 점에 이른다. 그 중
우수한 유물이 적지 않았는데, 이는 고구려 민족의 각 시기와 각 분야의 공예수준
및 생산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구려 고고연구에서 중요한 실물 자료이다. 洞溝
古墳群은 高句麗時期의 중요 유적 중 하나이고, 동북아 역사와 고고학 영역에서 중
요한 재산이며,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진다. 고구려 고고학상 많은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명백하다. 우리는 이후 많은 사람들의
공동보호로 洞溝古墳群이 더 잘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문명발전에 따라
반드시 洞溝古墳群은 반드시 새로운 면모를 갖출 것이고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 받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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对洞沟古墓群的调查研究
集安博物馆 孙 仁 杰

Ⅰ. 前言
目前在集安境内共发现高句丽时代墓群85处，有古墓总数14.979座。保存较好的古墓

10.691座。其余古墓除已经发掘的外，多遭不同程度的人为或自然破坏。

洞 沟 古墓群 数 目 众 多 、 类 型丰富 、 地域最 为 广大 ， 内 涵丰富 ， 包容了高句 丽国 家在

700多年的历史长河中活动的缩影。通过近年来的考古调查和发掘工作，使我们对高句

丽墓葬的类型、演变及分布，有了一些新的认识。高句丽喜厚葬，墓中出土的数千件文

物，代表了当时的生产力水平，成为高句丽考古研究中必不可少的实物资料。

洞沟平原是鸭绿江中游一处狭长的冲积平原，东迄青石镇的长川村，西至麻线乡安子

沟，北依群山，南临鸭绿江。东西长40公里左右，南北宽2——4公里。墓群总占地面积
1334.68公顷。

1958年，集安成立了专门的文物保护机构；1962年，初步勘查了整个墓群；1965年

和1966年，进行了全面的调查，测绘和著录工作，将洞沟古墓群的墓葬反映在二千分之

一的图纸上，形成了一套较完整的科学档案。1997年对洞沟古墓群进行了复查并发表了

报告。2005年又重新对洞沟古墓群进行了调查、测绘、拍摄、著录并将墓葬反映在一千

分之一的图纸上。近年来，为配合生产建设清理发掘了一批古墓，出土了一批珍贵的文

物。通过工作积累了丰富的科学资料，同时对洞沟古墓群的分布、类型、内涵等问题增
加了一些新的认识。

Ⅱ. 洞沟古墓群现状
1996年吉林省文物管理委员会，邀请云峰水库测量队，对洞沟古墓群进行了实测，绘

图和首次编号，吉林省文物工作者同时进行著录等工作。在《1966年实测洞沟古墓群图
纸索引》中，统计洞沟古墓群总数为；11.257座。分为6个墓区其中：
下解放墓区 51座

禹山下墓区 3883座

山城下墓区 1583座
万宝汀墓区 1516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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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星山墓区 1708座
麻线沟墓区 2516座

1997年4—6月由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会同集安市博物馆组织专业人员对洞沟古墓群

进行了全面的复查测绘，并将复查的主要成果编写了《洞沟古墓群-------1997年调

查测绘报告》已出版。此次调查对洞沟古墓群作了较详细的分类,补充了被漏测的部分墓

葬。从新统计的洞沟古墓群数为：10782座，其中现存墓6854座，注销墓3928座。另
外还有历年来已经被清理的墓葬，有的已发表，有的未见报导的共计1834座。6大墓区
墓葬统计为

下解放墓区 50座

禹山下墓区 3471座
山城下墓区 1843座
万宝汀墓区 1474座

七星山墓区 1570座
麻线沟墓区 2374座

此次调查成果显著亦凝聚了众多文物工作者的辛勤劳动，在带着这个资料实地工作时

发现，尚存在一些不足之处：①在墓葬类型的认定和统计有误差,有的将封土墓划作积石
墓。②图与注录有不相符之处，个别墓葬尺寸不对。③尚有被漏测的古墓。

2005 年 5 月集安市文物局 组织 全局 业务 人 员组织测绘队 ， 对 洞 沟 古墓群 进 行了重新 测

绘，著录和拍摄，形成一套洞沟古墓群分布图，重新测量古墓尺寸，新增补了长川古墓

群、石庙子墓群，纠正了1977年复查时的误差，并对七星山墓区通沟村9组后山片古墓

重新排号并增补了被漏测的古墓等。此次调查统计洞沟古墓群总数为:11494座。7大墓

区其中

长川古墓区 120座
下解放墓区 52座

禹山下墓区 3680座
山城下墓区 1881座
万宝汀墓区 1547座

七星山墓区 1638座
麻线沟墓区 2576座

此次调查现存墓葬总数为：7608座，被注销墓：574座，新增墓葬数为：542座。从

此次调查情况看，稍接近洞沟古墓群的原貌，这已是洞沟古墓群最新的成果，但依然存

在着一些不足之处，如对墓葬测量的尺寸尚不十分准确，对墓葬类型认识还有偏差，有
些残存的古墓尚被漏测等，这些存在的问题，将在今后的工作中不段的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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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洞沟古墓群分区
洞 沟 古墓群 绵 延几十里 ， 数 目 众 多 ， 为 了便于保 护 管理 ， 共 划 分 为 七 个 墓 区 ： 长 川墓

区、下解放墓区、禹山墓区、山城下墓区、万宝汀墓区、七星山墓区、麻线墓区。

1. 长川墓区
长川墓区位于县城东北25公里许的黄柏乡长川村北一级和二极台地上。村东有两条季

节 河 顺 山中的 峡 谷由西北向 东 南流去 。 墓群北依高山 ， 南距集安至 青 石公路 约 70 米左
右。

2001年长川古墓群被划归洞沟古墓群长川墓区。总占地面积31.12公顷。1983年5月

文物普查时尚存墓葬105座。2005年重新测绘时有古墓120座。这些墓葬中有：有坛积
石石圹墓，方坛积石石圹墓，还有少数的封土石室壁画墓。这些墓葬多分布在河道的两

侧山坡下和长川村北部的河谷平地上。东西河边两侧的山坡上部墓葬较少，但这里的墓
葬 规 模均 较 高大 ， 外貌保 护 也 较 好 。 著名的 长 川 1 、 2 、 4 号 封土壁 画 墓就位于此墓群

中。1972年、1974年吉林省博物馆文物工作队分别对长川1号墓、长川2号墓进行了清
理。

这批墓葬排列有序，大部分是沿河谷南北成行。此墓区墓葬类型齐全，就其类别和洞

沟墓群中的其它墓区大体相同，既有石坟也有土坟和石室壁画墓，其延用时间长，是一
处重要的墓区。

2. 下解放墓区
下解放墓区
位于洞沟古墓群的最东端，南隔鸭绿江与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的满浦市相望。在

龙山南麓坡地及鸭绿江右岸的一级台地上，总占地面积40.32公顷。分布墓葬52余座，
大多 分布 在山 坡上 ， 平地 中 仅 有 两 座 。 著 名墓葬 有冉 牟墓 （ J XM 0 01 ） 、 环 纹 墓

（JXM033）、31号壁画墓（JXM031）等。

3. 禹山墓区
禹山墓区
北靠禹山，南濒鸭绿江，东起龙山，西至通沟河。是洞沟古墓群中第一大墓区，有古

墓3680座，总占地面积509.05公顷。这里墓葬的分布是沿着禹山南坡由北向南纵向排

列。靠北面以石坟占绝大多数，靠南面缓坡地带主要为封土墓，中间则是石坟和封土墓
交错混杂。从整个禹山墓区看，西端以石坟的数量为多，东端以封土墓的数量占绝对优

势。石坟是分区的，有排列顺序的埋葬；封土墓有的成片，有的插在石坟的空隙埋葬，
看不 清 排列 。 从 整 个 禹山墓 区 高句 丽 墓葬分布情 况 看 ， 西端多 为 石 坟区 ， 向 东 石 坟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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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封土墓数量增多，在靠禹山北部山腰处石坟多，越向南的缓坡地带石坟越少，封土

墓越多，由此可见，禹山墓区是自西向东发展，由北部山腰向南部缓坡埋葬的。禹山南

麓的平原地带分布着许多大型的墓葬，不受排列墓葬限制，这充分体现出墓主人高贵的

意 识 。 在禹山墓 区 中著名墓葬有 ： 将军坟 （ JYM0001 ）、 好太王陵 （ JYM0541 ）、
JYM0992 号 墓 、 JYM0043 号 墓 、 JYM0540号 墓 、 JYM2110 号 墓等 。 壁 画 墓有角抵

（ JYM0547 ）、 舞踊 （ JYM4580）、 三室墓 （ JYM2231） 洞 沟 十二 号 墓 （ JYM189
4）、五盔坟四、五号墓（JYM2104—2105）、JYM3319号墓等。

4. 山城下墓区
山城下墓区
位于禹山南麓 ， 丸都山城下的洞 沟 河谷 两 岸 ， 古墓 鳞 次 栉 比 ， 1881 座 。 占地面 积

194.70公顷。山城下墓区可分为五片墓地：禹山后片墓地、山城下片墓地、南大湾子片

墓地、东大坡片墓地和砖厂后片墓地。砖厂后片墓地的墓葬年代较早，墓地应是由南向
北分布。山城下片墓地的墓葬年代晚，在各片的墓地中墓葬排列一般位于山上部的墓葬

要早于山下的墓葬，河上游的墓葬要早于和下游的墓葬。山城下片的古墓被列入世界遗

产 名 录 。 在山城下墓 区 里著名墓葬有 ： JS 砖 M0001 号 墓 、 JS 砖 M0036 号 墓 、 JS 砖

M0145号墓、折天井墓（JSM1298）、兄墓（JSM0635）、弟墓（JSM0636）、以及

龟甲墓（JSM1304）、莲花墓（JSM0983）、王字墓（JSM0332）等。

5. 万宝汀墓区
位于丸都山城西南 ， 七星山 东 麓 ， 洞 沟 河谷地 ， 有古墓 1638 座 ， 占地面 积 9917 公

顷 。这 里的古墓主要分布有三 个片慕地： 西大坡片墓地 、 通沟 10组 片墓地和 11 组 片墓

地。西大坡片墓葬年代稍早，且自山腰向山下坡排列有序。通沟11组片墓葬保存较好，

沿通沟河谷顺水流向排列，河上游年代早于下游。通沟10组片位于下游年代稍晚，多分

布 于 居 民 区 当 中 ， 保 存不 好 。 在 万 宝 汀 墓 区 中 著 名的 墓 葬 有 ： J W M 1 36 8 号 墓 、
JWM0709号墓、JWM0645号墓等。

6. 七星山墓区
七星山墓区
位于集安市城区西七星山南坡，通沟河入鸭绿江口的右岸，有古墓1638座。占地面积

99.17公顷。主要分为四片墓地：木耳厂片墓地、养鸡厂片墓地、元宝山片墓地和老于
大坡片墓地。这里的墓葬多是顺山坡自上而下排列成行，在排到底后又反回更高的山上

排列， 如老于大坡片墓地就是 这种 情况 。在七星山墓 区中著名的墓葬有 ：JQM0211号
墓、JQM0871号墓、JQM0001号墓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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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麻线墓区
东部与七星山毗邻，西至麻线沟河两岸，星罗棋布的古墓2576座。总占地面积354.00

公顷。这里分作红星片墓地、麻线片墓地、建江片墓地和石庙子片墓地。这里的墓葬多
是沿着麻 线沟 河 两 岸 顺 水流方向排列 。 红 星片墓地的后山多 为 小型封土墓其年代 应 稍

晚 。 在麻 线 墓 区 中著名的墓葬有 ： 千秋墓 （ JMM1000 ）、 西大墓 （ JMM0500 ）、
JMM0626号墓、JMM2100号墓、JMM2378号墓、JMM2381号墓、JMM0682号墓、
麻线一号墓（JMM0001）等。

Ⅳ. 洞沟古墓群研究
1. 墓葬类型
洞沟古墓群现存墓葬7608座。按照墓葬修筑用料及修筑方法的差异，可分为封石墓、

封土墓两大类。封石墓中又包括：积石石圹墓、有坛积石石圹墓、阶墙积石石圹墓，有
坛积石圹室墓、阶坛积石圹室墓，阶坛石室墓，封石椁室墓等数种；封土墓中有：封土
石室墓、土石混封石室墓、阶坛封土石室墓、以及封土椁室墓。它们分别代表了高句丽
不同时期，不同身份的墓葬特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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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后

期可能被高句丽身份低下的阶层所用。随着高句丽国家势力的发展，社会的进步，积石

墓逐渐变化，曾派生出许多新的类型。但其本身作为下层居民普遍使用的墓葬形式，却
一直沿用到高句丽国家灭亡。

有坛积石石圹墓。是一种较有特点的墓葬类型，现有数量较多。一般认为其源于积石

石圹墓。这种墓葬与积石石圹墓不同的是，在积石周围筑有一周基坛石为墓基，其内再

填充积石。石圹多在墓上中部，也发现有筑于地表的。目前所知这类墓葬大约出现与高

句丽建国前后，约当世纪初。这类墓中曾出土过汉代环首铁刀、铁镰、铁锛、青铜容器

等遗物，为这种墓葬的断代提供了实物依据。从墓葬规模和遗物分析，使用这种墓葬的
高句丽人非常普遍，即有王陵亦有一般身份人的墓葬。

阶墙积石石圹墓，这种类型的墓葬多规模稍高大，数量亦较多。其修筑方法是，先用

石块堆积小堆，再用经过加工的石块自内而外层层围筑阶墙，阶墙内填以石块，石圹位
于墓顶的中部，仍较草率。这种墓葬由于采用了多级阶墙式，外观较高大，比之有坛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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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石圹墓前进了一步，时代亦略晚，大约流行于建国以后。从这类墓葬在墓群中的分布
情况看，可能使用者的身份较高。

有坛积石圹室墓和阶坛积石圹室墓，其内部圹室构造基本相同。阶坛积石圹室墓筑法

是，用经过修整的石块先于地表围筑第一级阶坛，阶坛内填以碎石，填平后再于其上面

四边内收筑第二级阶坛，再用石填平，再于其上面筑第三、四级阶坛。圹室较石圹宽大

亦筑于墓顶的中部，有的圹室筑有墓道、耳室及石箱的设施。最后以碎石封护。

阶坛石室墓。是洞沟古墓群中最为高大雄伟的墓葬，也是石墓发展的最后形式。外观

为截尖方锥形，因多经破坏，往往坍塌为巨大的石丘。其修筑方法与阶圹室墓相仿，唯

阶坛石加工更精，墓室修砌尤工。边长多在20米以上，最大的可达60余米，每座墓葬各

有墓域，或有陪坟。保存最为完整者，首推将军坟（JYM0001）。

这种墓葬的修筑方法是，逐级以加工平整的大石条叠砌阶坛，层间渐内收并凿有防止

上层石条外移的凸缘；内以河卵石填充。为克服砾石重量形成的外张力，阶坛石周边多

加依护的巨石，每边少则三块，多达五块。墓室均由平整的石条（块）垒起，由墓道、

甬道和墓室组成，个别的还建有耳室。这些墓上多有残瓦，瓦当和文字砖，有的墓顶石

条上凿有柱洞，原来可能有墓上建筑。如将军坟上的柱洞、瓦当、铁链；太王陵上的“愿

台王陵安如山固如岳 ”铭 文砖 等。 这类 墓葬 数目 极少 ，而且规 模宏大， 非一般人力之所
及，是高句丽的王陵。这类墓葬出现的年代以太王陵为主要代表，沿用时间不长，后为
修筑精巧的封土石室墓取代。

阶坛石室墓中还存在一种稍小的类型，与上述墓葬的筑法相似，所不同的是无倚护的

巨石，无建筑构件，整个墓葬多用碎石包封。最能代表其特征的是山城下墓区的折天井

墓（JSM1298），在JYM1041墓中还发现有彩色壁画，应予以重视。这类墓葬应与等

级有关。

封石墓中还有一种数量较少的类型，即封石椁室墓。这类墓的椁室多用石块垒成，修

筑不甚整齐，有墓道。墓顶多建有简单的一重抹角叠涩后加大石封盖。然后再积石其上

成丘。从洞沟古墓群墓葬形制的演变情况看，这种墓大概是仿造太王陵石椁建造的。此

类椁室比石室规模小，但又大于石棺，构造简单，以往将这类墓称作洞室墓，洞室墓在

中原地区有特定的类型，与此相比截然不同。

作为高句丽民族固有葬法的积石墓，随着社会的发展和进步，逐渐发生变化，墓葬形

制呈现了复杂的现象，到了4世纪末以后，则产生了一个突变：封石墓逐渐为封土墓所替

代，而后者终于占有了高句丽晚期的埋葬领域，成为这一时期的主流。

封土石室墓。在洞沟古墓群中占有一定的比例。这类墓均以石材砌筑略低于地表的墓

室，有墓道、甬道或有耳室。墓室内多有棺床，墓顶多取抹角叠涩或平行叠涩。往往在
墓室内遍抹白灰，然后，封土为丘。据墓中出土文物和墓葬形制分析，这类墓葬大约产

生于四世纪末直至高句丽灭亡。

封土和封石石室墓中有的绘有壁画，目前集安洞沟古墓群中发现36座，即：JYM331

9、角抵墓、舞踊墓、三室墓、马槽墓、环纹墓、冉牟墓、莲花墓、四神墓、五盔坟四号

墓、 五号墓 、下解放JXM31 号墓、 麻线一 号墓、 王字墓 、万宝 汀M1368，以及散莲 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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墓、龟甲墓、美人墓、长川1、2、4号墓等。多在墓室中白灰面上作画或题字，也有在

加工平整的墓壁石和藻井石上直接作画的。

根据目前的 研 究成果 ， 高句 丽 壁 画 墓葬可分前 、 中 、 后期 。 前期壁 画 以人物 风 俗 为

主，如出行、宴饮、歌舞、角抵、狩猎、战斗等画面；还有屋宇、神仙、星象、云气、
莲花等内容。到了6世纪以后，则变为以四神为主要题材、辅以蟠龙、伎乐仙人、莲花、

怪兽及繁缛的火焰纹等。壁画的题材丰富多彩，技艺高超，从天上到人间，从构图到装

饰，无不体现了高句丽民族的创造力和审美观点，是高句丽精神文化和物质文化生动的

反映。在东北亚历史和考古研究中占有重要的地位。

高句丽壁画墓葬的产生和发展，除其本身社会进步的原因以外，还存在着强烈的外来

因素影响的痕迹。壁画中广泛出现的宴饮、出行、礼辇、神仙、奇兽等题材。四神、莲

花、火焰纹等道教、佛教表现在壁画上的主要形式。这种集诸多内容、信仰于一处的高
句 丽 壁 画 ， 说 明高句 丽 民族 ， 尤其是上 层贵 族逐 渐 接受了 这 些先 进 的 习 俗 ， 高雅的信

仰，从一个侧面反映了高句丽社会的进化过程。同时，壁画中还表现了高句丽本民族的
特点和习俗，如：生活、生产、居所、歌舞、服饰等等，是珍贵的现实生活写照。

至于土石混封石室墓、阶坛封土石室墓，不过是在阶坛石室墓演变出来的一些墓葬形

式，同时又带着石墓的某些特点。

在封土墓中，值得注意的是一种较晚的类型——封土椁室墓。这类墓葬规模甚小，一

般封堆直径5米左右，当地群众习称“一脚踢”。墓室修砌粗率、低矮，多建于地上或半地

下，墓室藻井取简单的抹角叠涩或加大石封盖。平面多呈刀形或铲形，无甬道、耳室、

棺床，偶见垫棺石，仅有一墓道开口。多掺插在石墓之间，埋葬无规律。这类墓葬中的

出土文物，表现了高句丽晚期的特征，可能是与大型封土石室墓并行的平民墓葬。近年
来在这一类墓葬中发现有渤海时期的陶器，说明其下限可以晚到渤海时期。

综合多年的研究成果，高句丽墓葬的演变过程大体如下：积石石圹墓年代最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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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先是依山修造简单

的积石墓，后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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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高句丽墓地的划分情况
洞沟古墓群目前划分的墓区，是以行政区划地划分的，这一划分方法方便于文物的保
护管理，但并不符合墓葬的历史背景，自然环境及当时高句丽人的埋葬观念。在一个墓
区中可能存在着几个部族墓地。同时，一个部族墓地亦可能被两个墓区分开。我们在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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察中注意到的现象为例，从整个禹山墓区高句丽墓葬分布情况看，西端多为积石墓，向
东积石墓渐少，土墓数量增多，在靠禹山北部的半山腰处积石墓多，越向南的缓坡地带
积石墓越少，封土墓越多。由此推断，禹山墓区是由西向东发展，由北部山半腰向南部
缓坡埋葬的，在禹山墓区的中部以陈家沟为界，沟东侧又新起一处与西面分布相同的墓
区。在万宝汀墓区是从西大坡的半山腰向山下排列，自西向东发展，不与通沟河右岸的
墓葬连接。而通沟河右岸的墓葬是顺河流向自北向南分段排列。山城下墓区的砖厂片应
属于一个单独的墓地。七星山墓区的鸡厂片，要早于七星山墓区1号墓片，老于大坡片年
代更 晚 ， 鸡厂 片可能 为 一 处单独 的墓地 。 麻 线 墓 区 以麻 线沟 河 两 岸 顺 河流由北向南排
列 。 而 红 星后山片是一 处独 立的墓地 。 其 它 墓 区 的分布排列情 况 亦多 与 上述的情 况 相
同，在每个分布极为密集的墓地边缘总有一些空闲地带，以示区分墓地的界限。

3. 高句丽葬俗葬具研究情况
关 于高句 丽积石墓的葬具，《 南史•东 夷传•高句丽》 仅记载 ：高句 丽“ 其死葬 ,有椁无

棺”。其它史书记述亦过于简略。研究高句丽积石墓葬具变化,主要依靠地下的考古资料,

近年来的考古工作使我们对积石墓葬具的发展演变有了一些认识。

考古 发 掘中 , 在 积 石石 圹 墓 、 积 石 圹 石室墓和 积 石石室墓里出土了一些 铁 扒 锔 、 铁帐

勾、铁棺钉、铁棺环和铁拉手。这些铁制构件与积石墓的葬具设施有关。我们发现,不同

类型的积石墓中,出土的铁制构 件的种类 有差别, 而且并非所有的积 石墓里都出这类铁构
件。这些考古资料经研究,可划分为四个阶段。

第一阶段为积石石圹墓,年代约当高句丽建国前。积石石圹墓多是碎石堆筑,一般都比较

低矮,有的外部周围筑基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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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见此类墓葬。因墓未经发掘,对内部结构尚不十分清楚,经多次实地调

查发现,墓顶的中部有凹陷坑,在凹陷坑内有经过火烧的石块。据此推知这个凹陷坑应是石

圹的所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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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见葬具上使用的铁制构件。

第二阶段积石石圹墓,年代约在建国以后至3世纪。此阶段的墓葬发掘的比较多,如山城

下墓区M356、水塔片墓地28座积石墓、七星山墓区M879、万宝汀西大坡片墓地、禹山
墓区公路线段发掘的一型Ⅰ式和二型Ⅰ式墓葬。这时的墓一般是以碎山石或河卵石垒筑,

有的墓四周筑有基坛或阶坛,墓的内部筑有阶墙，墓的外形比前阶段高大,而且顺山坡纵向
连接成串,串与串排列成行。在墓的上部中间,筑有长方形石圹,石圹比较清楚但不甚规整,

圹的四壁多选用长条形石块垒砌,可见到一至三层。石圹内出土铁制的生产工具,陶器和少

量装饰品,与葬具有关的出土器物有铁扒锔、铁帐勾等。铁扒锔均锻制,两端折曲呈拱形作

钉,锔身最长13厘米,最短6厘米,钉身最长6厘米,最短2厘米。铁帐勾亦为锻制,一端作钉,

另一端弯作弓形,最大13厘米,最小5厘米。

第三阶段为积石圹室墓,年代约公元4至5世纪前后。这类墓葬有七星山墓区JQM1196,

山城下墓区JSM12,禹山墓区公路线段发掘的一型Ⅱ式、Ⅲ式、二型Ⅱ式、Ⅲ式。墓的构

法是用稍经加工的石块,于地表围筑基坛或阶坛,再于坛内填满碎石,是墓上部铺有小河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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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一般墓的圹室西壁外侧,开有墓道,墓道多不高,有的墓道有盖顶石,有的无顶盖石,墓道

内部多用碎石填满。在墓道的西端筑长方形的石箱,亦有的筑有耳室。石箱或耳室内陈放

随葬陶器。圹室内出土遗物有兵器和装饰性明器,与葬具有关的出有铁扒锔、铁帐勾、铁

棺钉和铁棺环。铁构件均为煅制,铁扒锔最长锔身16厘米,最短7厘米。铁帐勾弓形勾身多

呈直角。铁棺 钉分两种 ,一种为圆帽钉, 最长14 厘米,最短6厘米 ,二种为 折帽钉, 最长15 厘

米,最短6厘米。铁棺环是用一直径9厘米的铁环,套接一分钉组成,有的分钉上饰有挡片。

第四 阶 段 为积 石石室墓 , 有山城下墓 区 河 东 片墓地 JSM1419 、 JSM1409 、 禹山墓 区

JSM1041、将军坟、太王陵、折天井墓等。这类墓是用经过加工较方整的石材砌筑基坛

或阶坛,其内填以碎石,然后构筑石室,石室以上以巨石板覆盖,内多设棺床。有的石室内壁

面绘有壁画,还有的石室内再置石椁。另外还有一些积石墓的墓室甚小,仅能容棺。如榆林

M21、恒仁M1、山城下墓区大南沟门墓地的JSM0427、JSM0428等。石室墓多经盗掘,
随葬品多少不清楚,出土的遗物亦多为盗掘遗漏。与葬具有关的有棺钉、棺环、铁拉手等,

其形制与第三阶段同类器基本一致。

前述第一阶段积石石圹墓中不见与葬具有关的铁制构件。第二阶段积石石圹墓中出土

铁扒锔和铁帐勾。第三阶段积石圹室墓中出土有铁扒锔、铁帐勾、铁棺钉、铁棺环和铁

拉手 。第四阶 段的积石石室墓中 ,只见有 铁帐勾、 铁棺钉、 铁棺环和 铁拉手, 而不见铁 扒
锔。出土铁扒锔的积石墓,其葬具应是木椁。出土铁棺钉的积石墓,其葬具应是木棺。在第
三阶段的墓中铁扒锔与铁棺钉同时出土,说明这时期木椁和木棺是同时使用的。在第一阶

段的积石墓中虽然没有发现铁扒锔,但亦应是使用木椁做葬具,可能当时的木椁结构简单,

是采用木材累积或榫卯集合的方法。这与文献记载:高句丽“有椁无棺”相吻合。而第三阶
段积石圹室墓的木椁大于木棺,这阶段棺的使用方法,应是在木棺外再套木椁。

高句丽积石墓的葬具,从积石石圹墓已使用木椁,这种木椁象小房子,有两面坡盖顶的结

构。木椁内垂挂帐幔,木椁四周围砌石块作圹,再于木椁上封以碎石,有多数木椁用火烧过,

木椁上面的封石被火烧流凝结,在墓顶塌陷坑内出现了熔石,还有的木椁顶部用瓦苫护。在
积石圹室墓阶段开始出现木棺,这时期木椁和木棺同时使用,棺放置在椁内。火烧的仪式有
所改变,用瓦苫护木椁的数量增加，中、小型墓葬可能用草苫护。到了积石石室墓阶段,木
椁基本不见,出现了一例石椁,这时期木棺是主要葬具,木棺直接放置于石室中。以上叙述,

大致构画了高句丽积石墓葬具发展演进的过程。这些重大的改革,显示出高句丽社会进程

的一 个重要阶 段。当然 ,高句丽 人在很长 的一段时间里,依然保留着本民族的一些葬俗特

点。在墓葬的发展演进中,还有象山城下折天井墓的藻井结构,这种折尺状两面坡的藻井,

与太王陵石椁的藻井结构基本一致,应是石椁与石室结合的产物。在洞沟古墓群里,还有大

量有小型墓室的积石墓,过去有人称作封石洞室墓。这类墓葬的室内,仅能容下木棺,亦应
是由石椁演进而来,是高句丽本民族葬制的沿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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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高句丽串墓与排列研究
在调查中发现高句丽墓葬一般是，分布于山坡上的墓葬是顺山坡纵向排列成行，最长

达 400 余米 ， 最短亦在 60 米以上 ； 分布在河流 两 岸的墓葬 ， 则 是 顺 着河水流向排列成

行，最长可达到千米，这种墓葬的排列组合，又形成了高句丽墓葬一个新的特点。我们

发现 在墓葬的排列 组 合上 ， 有的墓 与 墓之 间 相互 连 接 紧 密 ； 有的墓相互 间 有一定的距

离；还有不同类型的墓如大中型墓与中小型墓，均排列组合在一个行列里，这一现象为

我们研究高句丽社会结构及墓葬演变序列，提供了重要的依据。归纳高句丽墓葬的排列
组合方式有以下四种。

第一种为单串连式。是由数拾座串墓和独立的墓，自上而下顺山坡纵向排列呈一条直

线。例如禹山墓区电线厂北片墓地，最上端的JYM3635，直至最末端的JYM3557，共
12座积石墓排列成一个纵行，长200余米。墓与墓之间连接紧密不留空隙，相互搭连。

从这个行列的墓葬组合看，有边长近30米的大中型墓，亦有边长不足10米的小型墓。从
墓葬的外部结构看，即有积石墓，亦有有坛和阶坛积石墓，均排列在一起。

第二种为分支串连式。亦是由数十座不同类型的墓葬组合排列成行，墓与墓之间连接

不十分紧密， 间距一般不超过5 米。在排列的行列中出现分支现象， 即在开端是一个纵

行，下边连接的墓分出两个并排的纵行，再向下边连接分出并排的几个纵行。同时还出

现有合支现象，即几个纵行的墓在下端又合作一个纵行。

第三种为混合串连式。是由积石墓和封土墓混合纵向排列组合而成。积石墓多位于山

坡的上端，封土墓多位于排列的末端，上端的积石墓连接墓与墓之间较为紧密，越向下

端连接亦较为松散，间距一般不超过10米。在排列中亦有分支与合支的现象。

第四 种为 沿山脊方向 横 排式 。 这种 排列方式不多 ， 一般只 见 封土墓如五盔 坟 ， 四盔

坟。排列的墓较少，墓与墓之间的距离亦较远，横向成一排，而且这种排列的墓葬年代
亦比较晚。

墓葬排列中的串墓结构与特征。所谓串墓是指由两座以上的墓连接成串，外表成一个

整体的墓。从形制、排列、组合等方面都有一定的规律。这种串墓在洞沟古墓群中，占
有很重要的比例，以禹山墓区为例，该墓区有古墓3千余座，其中积石墓约1500余座，
积石墓中属于串墓结构约占积石墓总数的60%，另外，40%是独立的积石墓，这里独立
积石墓除个别大型墓如：JYM2110、JYM992、JYM3319，JYM0540、太王陵、将军

坟、临江墓等属于王陵级，地位显赫，周围没有零散的墓葬外，其余的独立积石墓大多
数亦都与串墓排列在一起，自山半腰至山下坡纵向排列成行。这种现象在整个洞沟古墓
群的高句 丽 墓葬中非常普遍 。 以往的 研 究成果 认为 ， 在山腰部即上坡的 积 石墓年代 较

早，越向山下坡的平缓地带积石墓年代越晚，高句丽积石墓是自上而下发展的。从这一

观点讲，搞清串墓的结构及排列组合，对研究高句丽墓葬类型的发展演进、葬俗变化及

社会形态等方面，具有十分重要的意义。

串墓结构，串墓是由两座以上的墓，最多可见10座墓葬连接成一个长方形的整体，墓

顶封石亦相互搭连。串墓中无坛积石墓、阶墙积石墓、有坛积石墓和阶坛积石墓混杂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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连，亦有的积石墓与封土墓串连在一起。为方便叙述，本文中的积石墓包括所有的积石

墓，土石混串墓包括积石墓和封土墓。依照洞沟古墓群中高句丽串墓的结构和组合上的
特点，大体上分四种类型。

第一种类型为有坛积石石圹串墓，多分布在顺山坡排列的积石墓的上半部，外表呈不

规则的长方形，是由多座积石墓串连在一起组成。属于这种类型的串墓已发表的有辽宁
省桓仁的M19、M15，集安洞沟古墓群山城下的墓区东大坡墓地JSM0356，转山子墓地

JS砖M0191、JS砖M0162。其构筑方法是首先筑上坡的第一墓，系以碎山石于地表筑

起高出地面的方形石堆，方堆高度不一，最高见有2米左右，最低亦在0.8米以上。在方
形石堆的四周围，由内向外砌筑多道阶墙，处于山坡的墓一般下山坡阶墙多，其用意是
阻挡石块向下滑动，阶墙砌石高度不一，由内向外递减，这样使外表呈现出阶坛状，有

的墓在外部只围筑一道阶墙如同基坛，亦有的墓不筑阶墙。墓上部中间筑有石圹，石圹

一般长2至2.5米、宽1至1.3米左右、深度不详，砌石圹四壁的石块只可见到一至二层，
且十分草率不规整，可能是先置木椁，后在木椁周围封堵砌筑的方法。第一墓筑好后再
以同样方法筑第二墓。两墓的串接是上坡第一墓的下坡阶墙，与下坡第二墓的上坡阶墙

相横对，并离开一空间，两墙空间最宽不超过1米，再用石块将空间填平，上下墓的两侧

阶墙相连接，成为一个整体。用同样的方法再下接第三墓、第四墓。这类串墓的石圹中

出土遗物一般不多，随葬品陈放无明显规律，陶器多为手制的夹砂红褐陶，火候不高，

器形不规整，体多小形。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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并出有制木

椁用的铁扒锔。墓葬年代大约在公元1至3世纪前后。另外还发现与此类有一些小小差别

的墓葬。多比较低矮，随葬青铜器,因墓未经发掘,结构不甚清楚，推测其年代可许还要早
一些。

第二种类型为有坛积石石圹串墓，多分布于顺山坡纵向排列墓葬的中下部。亦是由多

座墓顺山坡串连在一起，外表一般呈不规则的长方形。经发掘的墓葬有洞沟古墓群禹山

墓区JYM3232、JYM3241、JYM3305，麻线下活龙Ｍ19、Ｍ18、M23等。与第一种类

型串墓的不同之处在于：其构筑方法是首先于地表围筑基坛或阶坛、基坛是用较大的石
块垒砌，其内部用碎石填平，有的在平面的上部四边内收，构筑阶坛，然后于墓上部的

中间构筑石圹。石圹为长方形，长2至2.8米，宽1至1.5米左右，筑法与第一类型串墓相
同。墓与墓的串接方法是，位于最上山坡的墓，四面围筑基坛或阶坛，下山坡的墓只筑
两侧面和下面呈凹字形三面基坛或阶坛，上坡一面是借用和依附于上坡墓的下面基坛，

基坛筑好后，其内用碎石填平，再于上部中间构筑石圹，这样连接成串，用同样方法依

次向下连接。

此 类 串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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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高。器形有折沿鼓腹罐、大口罐、直口罐等，多接近于魏晋时期陶器风格。墓内还出土
马 具 、 兵器 、 生 产 工具和少量 铜质鎏 金装 饰 品 ， 并 出土了 与 葬具有 关 的 铁 扒 锔 、 铁帐
勾。墓葬年代约在公元3至4世纪前后。

第三种类型为有坛积石圹室串墓，多分布于串墓排列的末端，亦是由多座墓串连组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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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长方形墓，经发掘的墓葬有集安洞沟古墓群禹山墓区JYM3105、JYM2891、万宝汀
墓区JWM0242、七星山墓区JQM1196等。其筑法是四周围筑基坛或阶坛，内部用石块

填平，上墓与下墓连接处，看不到有基坛或阶坛的痕迹，可能是在两墓连接时将中间的

基坛或阶坛拆除，这样成为一个整体。在墓的上部中间排列着多个圹室。圹室用石块砌
筑呈方形和长方形两种，长2.5至3.5米、宽1.5至2.5米左右、圹室底铺小河卵石块。在

圹室的西壁多开设墓道，这时的墓道，一般无实际作用，是依圹室的方向垒砌两道低矮

的石墙，底铺碎石。有的墓道有盖顶石，有的无盖顶石，墓道内用碎石填满。在墓道的

西端一侧，多筑有方形或长方形石箱，石箱是用石块砌筑，上覆盖石板长、宽、深均有1

米左右。亦有的墓在墓道的两侧垒筑十分规整的耳室。

此种类型的串墓随葬遗物非常丰富，陈放亦有明显规律。陶器多陈放于石箱或耳室内，

一般组合为三罐、三罐一釜、三壶一釜一甑。陶器的器形多比较高大，数量和种类亦有
所增加，还出现大量的釉陶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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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这时期墓中不见生产工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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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冠饰出土于圹室的东侧，钉鞋出土于圹室的西侧，其葬式为头东脚西直肢葬。圹室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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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这时期木椁和木棺是同时使用的，应为木椁内再置木棺。积石串

墓中出现墓道、石箱、耳室结构以及木棺的使用可能是封土石室墓传入这一地区后的产

物。从陶器纹饰，器形特征和鎏金装饰器与中原同类器比较看，该类串墓的年代大约在
公元4世纪末到5世纪初左右。

第四种类型为土石混合串墓，发现不多，且均未经发掘亦没有发表过，我们把实地考

察的情况，较为详细的作以介绍。此类墓一般分布于河流两岸的台地，顺着河水的流向

排列，上游的墓年代相对较早。最具代表的串墓如山城下墓区南大弯子墓地JSM1069、

JSM1075、JSM1070，1966年测绘编号时，将此座土石混合串分别编为3个墓号。是由

两座封土石室墓和三座积石圹室墓东西沿墓通沟河串连在一起组成。东西长46米，南北

宽12至14米，高1至3米不等。其结构方法是先筑河水上流即东端的积石墓，积石墓系用
河卵石堆积呈方形，边长12、高1.5米，墓的四边不见基坛，因墓曾遭破坏，中部不见

凹陷坑，墓室不详。在积石墓的西边串接封土石室墓，墓呈方形，边长12、高3米。从
封土石室墓顶部被掀落的盖顶石看，墓室用经修整的大石块砌筑，呈刀形。墓道开在墓

室北壁的西侧，石室长约3米，宽2.8米，高不详。顶部四隅有小抹角，四壁抹有白灰，
多剥落，石室的东壁距东侧积石墓的西边仅1米，封土与积石连接在一起。石室偏于封土

的东侧，估计西侧应还有一石室没有暴露，属同坟异穴的双室封土墓。封土墓西侧串接
阶坛积石圹室墓，墓东西长22、南北宽14、高3米。是由两座积石墓串接在一起，四周

筑有整齐的阶坛。第一级阶坛砌石三层，高1.5米，所用石材均经加工。二级阶坛砌石两

层 ， 三 级阶坛 砌石一 层 ， 二 、 三 级阶坛 均已破坏 。 在墓 顶 部中 间 ， 东 西排列 两个 凹陷
坑，均南北宽5、东西长6、深0.8米，应为该墓的圹室。此类串墓没有发现遗物，根据
墓葬结构推测，其年代大约在公元5世纪前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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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述四种类型的串墓，在洞沟古墓群中，是较为常见的，但还不能说包括了整个洞沟

古墓群，上万座高句丽墓葬中串墓的结构，还有待于今后的考古新发现加以补充。在洞
沟古墓群中串墓与串墓，串墓与独立的墓，积石墓与封土墓在排列组合上，也有着明显
的规律。

考察洞沟古墓群中整个高句丽积石墓阶段，是以积石串墓为主的。第一种类型串墓和

第二种类型串墓约占串墓总数量的80%以上，第三种类型串墓约占18%左右。第四种类

型的土石混合串墓比较少见。从墓葬的排列组合方式上，第一种单串连式排列组合里，

多为第一类型和第二类型串墓。第二种分支串连式排列组合里，第一类型和第二类型的

串墓较少，而第三类型的串墓所占数量最多。第三种混合串连式排列组合里，不见第一
类型串墓，第二类型串亦较少见，多为第三类型和第四类型串墓以及单独的封土墓。从
考察统计情况表明，到了高句丽积石墓的晚期阶段，大约在公元5世纪左右，以串墓为主

要类型的积石墓开始走向消亡，取而代之以独立的积石墓和封土墓占主要地位，同坟异

穴墓开始流行起来。同时随着串墓的消亡，那种顺山坡纵向排列的组合方式，亦开始松
散直至不见。

高句丽墓地布局与埋葬制度的探讨。在洞沟古墓群的各墓区中，可划分若干个相对独

立的墓地，每个墓地中由数个排列有序的行，每行中是由多个串墓组合起来。这一现象

如魏存成先生在《高句丽遗迹》一书中指出：“应属原始氏族族葬的遗俗”， 。恩格斯在
《家庭、私有制和国家起源》中指出：“氏族有着共同的墓地……。但在墓地上每个氏族
独立成排”。[美]路易斯•亨利•摩尔根在《古代社会》中说：“……凡是同一氏族的死者

都葬在同一行墓地里，有一行是海狸氏死者之墓，有两行是熊氏死者之墓，有一行是苍
狼氏死者之墓，有一行是大龟氏死者之墓，如此分属各代氏族共有八个死者之墓地”。一

个墓地应是一个部族，姓氏不同的死者分别葬在这个墓地的不同区域。据文献记载，高
句丽原有五部，即涓奴部、绝奴部、顺奴部、灌奴部、桂娄部这五个大部族组成。部族
的 内 部又可分出若干氏族 ， 一 个 姓氏相 当 于一 个 氏族 ， 血 缘亲 族 关 系是 维 系氏族的 纽

带，只有血亲的成员死后才可能葬于一个墓地的行列中。在行列中的每一座串墓就可能
是以个体家庭为单位的墓葬，若干个串墓纵向排列起来，亦正表明了一个家族的生命延
续 。 随 着氏族宗法 关 系的破坏和 个 体家庭 关 系的强化 ， 独 立的串墓和 独 立墓葬 发 展起
来。

根据洞沟古墓群墓葬的埋葬习俗，规律和遗迹现象，大致可总结出如下的葬制：

火葬，这种习俗多发生在积石石圹墓。有坛积石圹墓、阶墙积石石圹墓中。调查和发

掘时经常发现烧熔的石块、烧骨等，有的熔石还与铜、铁等金属凝固在一起，势必经过
高温熔烧。这一习俗普遍存在这一时期。到圹室墓时火葬习俗减弱。石室墓阶段很少见

到。

族葬，其表现方法为不同形制的墓葬有规律的排成一列，往往自山坡上排到山脚下，

每座墓葬的前壁又是前一墓葬的后壁。河流两岸的墓葬自河的上游向下游排列成行，这

种迹象既表现了早晚的不同，又说明它们之间存在着某种亲缘关系。这种成串的的埋葬

方法在各大墓区均有分布，似在当时已有了族葬制度和家族墓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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陪葬，这种葬法多表现在大型墓葬，如王陵上。在这些大型墓葬东、北，往往有4——

5座稍小的陪 坟。如将军坟北有陪坟，形制各异， 均为石墓 。五盔坟 的埋葬方式尤有特
点：五盔坟1号墓的北侧并排分列着4座封土石室墓，又称为“四盔坟”。从墓葬的位置分

析，“四盔坟”似为五盔坟这组墓葬的陪坟。这处重要墓地为研究高句丽的埋葬制度将会

提供有益的帮助。

文献记载，高句丽喜厚葬，死者入葬时，送葬亲友纷取死者随葬物品，再将自己饰物

送予埋藏，这些随葬品往往散乱地置于“墓侧”。考古发掘和生产建设中发现墓室之外的

积石中、耕土内常常出土文物，证明此段记载是可信的。

Ⅴ. 结语
多年来，洞沟古墓群中发掘、征集、采集的文物达数千件，其中不乏精美器物，代表

了高句丽民族各时期、各行业的工艺水平和生产力水平，成为高句丽考古研究中必不可

少的实物资料。

洞沟古墓群作为高句丽时期的重要遗迹之一，在东北亚历史、考古学领域里的重要财

富 ， 具有不容忽 视 的地位 。 在高句 丽 考古上有 许 多空白的情 况 下尤 显 得重要 。 我 们 相

信，在今后的工作中和更多人的共同保护下，洞沟古墓群将会得到更好的保护。随着我

国的文明发展，必将赋予洞沟古墓群以新的面貌、新的姿态和新的生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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