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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묘와 위진의 상장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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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조에 관하여
◦ A.D. 155~220
◦ 패국 초현(지금의 안휘성 박주)사람이다. 동한말년의 뛰어난 정치가, 군사가,
문학가로 삼국시대 위나라의 통치자이다.
◦ 200년에 관도의 대전에서 원소를 격파하여 북방지역에서의 통치지위를 다졌
고 후에 북방을 통일하였다. 213년에 위왕에 봉해졌고, 업성에 위왕궁을 건립하
라는 천자의 명을 받았다.
◦ 220년 3월 15일, 조조는 향년 66세로 낙양에서 사망했으며 시호는 “무왕”이
고, 고릉에 장사지냈다. 후에 “무황제”로 추존되었으며 역사는 위무제라 칭한
다.
◦ 역사문헌 중 조조묘의 소재 위치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되어있다. :
-《삼국지·위지·무제기》:
건안23년 유언 : “예부터 죽은 사람은 반드시 척박한 땅에 장사지냈다.
그 관례에 따라 서문표 사당의 서쪽 언덕에 릉을 만들고,
높은 곳에 터를 잡고, 봉분은 세우지말고 나무도 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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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안25년 유언 : “내가 죽은 후에 업의 서쪽 언덕위에 서문표 사당과 가까운 곳에
릉을 만들고 금,옥,구슬, 보물을 부장하지 말라.”,
“너희들은 항상

台에 올라, 나의 서릉묘를 바라보아라.”

◦ 조조는 중국역사상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된 인물로, 누구나 다 아는 인물이며,
조조묘의 소재위치에 관해서도 역대 많은 추측이 있었는데 업성서쪽의 “72의
총” 가운데 있다, 장하의 하상아래에 있다, 고향인 안휘성 박주에 있다, 출관시
업성의 4개의 문으로 진짜와 가짜 관을 함께 들고나와 어디로 향했는지 알 수
없도록 하였다는 등과 같은 많은 추측이 있다.

Ⅱ. 조조묘의 발견과 조조묘의 인정
◦ 2009년 12월 7일, 하남성문물국에서는 안양현 안풍향 서고혈촌에서 조조의
고릉이 발견되었다고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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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묘의 평면은 동향으로, 하나의 경사진 묘도로 이루어진 쌍실 전축묘로 규
모는 거대하고 묘도로부터 전후실과 4개의 측실로 구성되어 있다. 경사진 묘도
의 길이는 39.5m, 폭 9.8m, 가장 깊은 곳은 지표면에서 약 15m 아래에 위치한
다. ; 묘광의 평면은 대략 사다리꼴의 형태로, 동편 폭 22m, 서편 폭 19.5m, 동
서 길이 18m이다. ; 면적은 약 740.78㎡이다.

조조묘의 묘도

조조묘의 전실

◦ 이 고분은 동한시기의 대묘로 여러차례 도굴의 피해를 당했으나 다행히 중요
한 부장품 일부는 잔존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50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금, 은, 동, 철, 옥, 석, 고(?), 칠, 토기, 운모 등 다양한 재질이다.
◦ 그 중 중요한 유물은 동제 대구, 철갑, 철검, 철촉, 옥구슬, 수정, 마노, 석규,
석벽, 석침, 이름이 새겨진 석패, 도용 등이다.
◦ 명문이 새겨진 석패는 모두 59점으로 장방형, 규형 등이 있으며, 명문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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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명칭과 수량을 기록한 것이다. 그 중 8점은 가장 진귀한 것으로 “위무왕상
용격호대극”, “위무왕상용격호단모” 등의 명문이 새겨져있다.

조조묘 출토유물

조조묘 출토 석패(견책)

조조묘 출토 석패(견책)
조조묘 출토 화상석(관대일부)

조조묘 출토 석패

조조묘 출토 두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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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묘”의 질의에 대하여
1. 중국에는 “72개의 의총(가묘)”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 묘가 조조묘라는
것이 불확실하다.
2. 이 묘는 규모가 거대하여 조조묘의 박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3. 이 묘는 묘비와 금누옥의가 없으므로 조조묘가 아니다.
4. 이 묘는 여러차례 도굴을 당했으므로 자료를 믿을 수 없다.
조조묘로 인정하는 이유
1.고분의 연대와 동한말기 대형고분(3세기 초기)과 일치한다. 다실묘이고, 대
형전축묘이며 낙양에서 발견된 조위 정시8년의 대묘, 낙양 북망산상의 동한대
묘의 묘전과 동일하고 도기, 동한 오수전, 화상석 등이 출토되었다.

낙양에서 발견된 조위 정시8년 묘

2. 지면의 정황이 비석도 없고 나무와 봉토도 없어 “
말고 나무도 심지말라)는 조조의 《

”(봉분을 세우지

》(유언)과 부합한다.

3. 역사문헌에는 조조묘의 위치가 “서문표 사당의 서측”이라고 기록되어 있
다. 서문표 사당은 업성 유적의 서쪽 장하의 남안에 위치하며, 현재 그 유적지는
여전히 잔존하는데 현재는 하나의 높은 대지로 동한에서 남북조시기에 이르는
유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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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98년 그 지역 농민이 “건무11년(345년) 대부경 부마도위(황제의 사위)노잠”의 묘비를 발견하였는데 묘비에는 조조묘의 상대거리가 기재되어 있었다.
묘비 주인의 사망시기와 조조의 사망시기는 125년 가까이 차이가 있으므로 자
료가 상대적으로 믿을만 하다.
5. 칭호가 부합한다.
건안18년, 조위의 황제로부터 위왕으로 책봉되었고, 그 아들인 조비가 스스로
황제가 된 후, 조조는 무황제로 추존하였다. 따라서 석패상의 “위무왕”의 호칭
과 부합한다.
6. 59개의 석패가 출토되었는데 전실에서 출토된 8매에는 “위무왕”이라는 명
문이 새겨져있었고 후실의 측실내에서 출토된 석패 아래에는 목칠의 흔적이 있
었는데 아마도 “견책”성질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견책은 부장품의 목록이다.)
7. 출토유물은 “박장”의 상장유형에 부합하는데, 출토된 도기는, 모두 기형이
작고 조잡하여 소박하므로,

이 말하는 “명기는 장식이 없고 소박한 것이 아

름답다”고 기재한 것과 부합한다. ; 기타 금기는 모두 생전 의류에 사용하던 것
들로 금옥기를 특별히 제작하여 부장하지는 않았다.
8. 유골: 묘 내에서는 모두 3개체의 두개골이 발견되었다. 그 중 2기는 여성의
두개골로 후실에 위치하고, 남성의 두개골은 전실에 위치한다.
감정결과, 남성은 60세 전후이고, 여성은 50세전후와 20세전후로 구별되었다.
조조는 66세에 사망하였으므로 고분내의 남성유골의 연령과 부합한다.

Ⅲ.조조묘를 통해 본 위진시기 매장유형의 전환
1. 진한의 후장에서 위진의 박장에 이르기까지
-조위와 서진의 매장유형은 “박장”으로 즉, 사치스럽고 화려한 한대“후장”풍습
에서 간단하게 변화하였다. 위진매장규격은 한대에 비해 매우 간략해졌고 이미
조위와 서진의 높은 신분의 고분의 매장규모가 매우 간소화된 것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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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의 후장유형(B.C.3세기 말기~A.D.2세기)
지면부분

지하부분

표시시설

수목, 봉토, 비각, 闕등

제사시설

침전, 사당 등

주거시설

묘도, 용도, 전당후실, 이실, 측실

제사시설

휘장, 제단 및 제기(음식을 담는 용기)

부장품

명기
용기(일상생활용품, 무기 및 장식품)
표 6. 진한 후장의 주요배치

금누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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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한전기

사당

동한 화상석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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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위, 서진의 박장유형(A.D.3세기)

지하부분

주거시설

묘도, 용도, 전당후실(혹은 단실)

제사시설

휘장, 제단 및 제기(음식을 담는 용기)

부장품

용기(일용품, 무기 및 장식품)
표 11. 조위 박장의 주요배치

2. 조위 박장의 원인
(1) 상장관념의 전환: 한대 유가사상에 따라 후장이 효제를 표현하는 것으로 생
각하였으나 ; 조위시기에는 유가사상이 쇠락하고, 점차 현학(노장사상에 기초한
사상)이 유행함에 따라 박장이 유행하였다.
(2) 조조시기의 사회는 어지럽고 경제가 어려웠다.
(3) 도굴방지에 대한 고려에서 비롯되었다.
3. 조위박장유형의 영향
조위시기의 고분은 서진으로 계승되어, 16국시기에도 역시 박장하였고 중국의
3~6세기에는 기본적으로 박장위주였으며, 수당시기에 이르러 새로운 후장이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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