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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춘추전국~한대
주요고분

春秋時期에 열국 제후들의 喪葬禮는 기본적으로 西周 왕실이 제정한 제도를 준용하였다. 戰國時期가 되
고, 더욱이 戰國 후기에 이르러 周代의 예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즉 春秋戰國時代의 사회구조는
1)

宗法과 分封制道를 거쳐 엄격한 계층구조 하에서 개방성의 계층구조로 전환되었으며 , 이는 喪葬制度에 반
영되어서 명백하게 주례에 대해 僭越을 한 것으로 표현된다. 동시에 각 지역의 경제·문화의 발전에 따라 각
지의 묘장들에서도 돌출적인 지방의 특색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밖에 열국 소재지역 및 패권을 다투는
세력의 강약 등의 원인에 따라 묘장제도에도 분명한 지역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현재까지의 고고학자료를
통해 보면, 춘추전국시대의 묘장은 적어도 中原地域, 楚地, 秦地와 吳越지역의 4개로 크게 구분이 가능하다.

1. 春秋時期 古墳의 分期와 특징

Ⅰ. 서언

第1期(春秋 初期 前半): 모두 장방형 土壙竪穴墓로 北向과 直肢葬이 주류를 이룬다. 이 시기에 부장되

는 靑銅器의 기종은 주로 鼎, 簋, 方壺, 盤, 匜 등이 있다. 明器가 유행하기 시작하며, 더욱이 爵, 觶, 樽,

卣, 方彛 등 商나라 말기부터 西周 때의 주기를 모방하여 만든 것들이 보인다. 문양은 瓦紋, 重环紋, 波紋,

春秋戰國時代와 秦漢時代는 中國의 古墳史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는 이 시기 고분에 반영되

窃曲紋, 麟紋 등 西周 후기에 유행하였던 문양들이 주를 이룬다. 토기가 부장된 묘에서는 鬲, 盆, 豆, 罐을

어 있는 시대별 사회구조의 변화가 중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춘추전국

중심으로 일상용 토기의 조합이 대부분이다. 전체적으로 각 부장기물의 조합과 형식으로 보았을 때 西周時

시대는 ‘禮崩樂壞’라 하여 기존 周나라 宗法制度의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획기이고, 이후 진한시대에

代 문화의 특징을 계승하고 있다.

이르러 소위 말하는 ‘帝制’의 사회로 전환되는 대변혁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당시 사람들

第2期(春秋 初期 後半): 葬制, 頭向, 葬式은 1기와 동일하다. 靑銅器가 부장되는 묘의 특징도 기본적으

이 死后에 매장된 고분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서 시대에 따라 민감하고 뚜렷한 특징들을 나타내게 되었

로 1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기에서 유행하였던 明器가 분명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보인다. 기물의

다. 이하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春秋戰國時代~漢代까지의 주요고분과 특징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

문양은 1기의 것과 비교해보면 뚜렷한 변화가 없다. 토기가 부장되는 묘에는 1기와 동일한 조합상이 관찰되

고자 한다.

며, 형태만 약간 변화한 것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鬲 기형의 최대동경이 위로 이동되며, 盆의 구연부는 넓어
지고, 豆盤은 圓折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여전히 각 종류의 기물에 서주 문화의 특징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으며, 한편 鄭州地域에서는 小袋形足, 無足根의 陶鬲이 유행하였는데, 기타지역에서는 드물게만 확인된다.

第3期(春秋 中期 前半): 葬制, 頭向, 葬式은 2기와 동일하다. 그러나 청동기가 부장되는 묘의 기물조합

Ⅱ. 춘추전국시대의 고분

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銅敦의 기물이 새롭게 출현하여 西周 후기 이후 유행하였던 簋, 鋪 등의 기

물을 점차 대체하였다. 酒器 중에는 銅舟가 새롭게 출현하였으며, 기본적으로 明器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다. 西周 후기에 성행하였던 문양도 자취를 감추고, S形龍紋, 三角渦紋이 유행하기 시작한다. 토기가 부장

기원전 770년 周 平王이 낙양으로 천도하는 시점부터 기원전 221년 秦 始皇帝가 六國을 통일하기 까
지를 역사상으로 東周時代 혹은 春秋戰國時代라고 부른다. 이 시대에 발견된 묘장의 숫자는 매우 방대하며,
『中國考古學·兩周券』의 통계에 의하면 이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숫자만 10,000기가 넘는다. 주로 열국의
도성과 기타 중요성시의 부근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묘장들에는 춘추전국시대 각지의 상장
제도의 특징과 그 변화가 반영되어 있으며, 당시의 정치·경제·문화의 발전과 사회구조를 연구하는 데 있
어서 풍부한 실물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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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묘에서는 토기조합상이 2기와 동일하며, 일부 묘장에서는 청동기를 모방하여 제작된 陶鼎과 蓋豆가 출
현한다. 또한 토기의 형태가 지역적인 차이를 분명하게 나타내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晋南地域의 陶鬲은
견부가 선명하게 보이지만, 洛陽지역의 陶鬲은 深腹, 矮襠, 足矮가 작은 것이 많고, 鄭州地域은 小袋形足,
無足根의 토기를 계승하는 등 차이가 있다.

第4期(春秋 中期 後半): 葬制, 頭向, 葬式이 3기와 동일하다. 청동기가 부장되는 묘의 기물 조합에 뚜
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기물의 형태는 서주 후기 이후의 유행하였던 것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附耳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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蓋銅鼎이 유행하고, 銅盤은 원래의 圈足 혹은 圈足 아래에 있는 三小足에서 盤의 저부에 직접적으로 三蹄足

이 붙는 형태로 변화된다. 銅匜는 입구를 닫는 형식이 새롭게 유행하고, 문양은 獸面紋 혹은 쌍각이 솟아오

른 것도 보인다. 圓甗, 壺, 敦, 舟의 형식이 증가하는 것도 확인된다. 특히 문양은 정교한 蟠螭紋과 蟠虺紋

이 성행을 한다. 토기 상에서는 여전히 鬲, 盆, 豆, 罐의 조합이 주를 이룬다. 청동기를 모방한 陶鼎과 蓋豆
의 수량도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盤, 匜의 지위도 분명하게 하락한다. 鼎, 敦, 壺는 당시 가장 기본적인 조합으로 보인다. 銅敦은 器身과 器
蓋가 완전하게 서로 같은 형태로 제작되는 것이 유행한다. 토기에는 盤豆, 鳥柱盤, 高柄小壺 등의 기종이 더

욱 증가하고, 조합되는 청동방제품 예기도 더욱 보편성을 갖게 된다. 하지만 기물에 청동기를 모방한 특징
이 이미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며, 특히 盤, 匜의 완성도가 비교적 조잡하다.

第3期(戰國 後期): 葬制, 頭向, 葬式에 큰 변화가 없다. 洞室墓, 塼室墓의 수량이 약간 증가하지만, 절

第5期(春秋 後期 前半): 葬制, 頭向, 葬式은 4기와 동일하다. 부장되는 청동기의 기물조합과 형태에 뚜

대다수는 여전히 장방형의 土壙竪穴墓이다. 청동예기의 종류와 수량은 이전보다 더욱 감소한다. 기본적으

이 보이고, 분리된 圓甗이 더욱 보편적으로 유행한다. 문양은 직각으로 方折되는 變形蟠螭紋이 유행하기 시

를 들어 花朵紋(꽃 무늬), 葉形紋이 있다. 토기 중 蓋豆는 점차 盒으로 대체되고, 盤, 匜는 보기 드물다. 각

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단지 鼎, 匜, 舟 등의 기물의 동체부가 보편적으로 좁은 형태로 변화되는 경향

작한다. 토기는 여전히 鬲, 盆, 豆, 罐이 주류이며, 기본적으로 1기와 동일한 조합상으로 변화하는 추세가

확인된다. 한편 陶鼎, 蓋豆의 수량은 더욱 증가하고, 陶盤, 陶匜가 새롭게 출현한다. 기형을 통해 볼 때 다

로 銅豆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鬲形鼎만 비교적 보편적으로 유행한다. 식물문이 출현하기 시작하는데, 예
종 기물의 제작수준이 분명하게 몰락하는 경향이 확인되며, 동시에 전체적으로 소형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수가 동시기의 靑銅禮器를 모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第6期(春秋 後期 後半): 葬制, 頭向, 葬式은 5기와 동일하다. 묘에 부장되는 청동기 중에 銅豆가 새롭게

출현하여 銅敦을 대체하였다. 鼎, 豆(정주지역은 여전히 敦 혹은 盞의 부장률이 높다), 壺, 舟, 盤, 匜의 조합

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鼎, 匜, 舟 등의 기형에서 동체부가 점차 좁아지고, 長頸圓壺가 유행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덮개가 있는 銅舟, 瓠壺가 출현한다. 토기 조합상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보이는데, 鼎, 蓋

1) 中原地域 春秋戰國時代 古墳의 특징
‘墓’란 시신을 안치하여 고정하기 위한 시설을 가리킨다. ‘葬’은 시신을 일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장소에
안치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묘장이 발생한 이후에 점차 묘장제도가 형성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事死如事

豆, 壺, 盤, 匜의 조합이 주를 이루고, 형태는 다수가 靑銅禮器를 모방하였다. 덮개가 없는 豆는 거의 완전하

生, 事亡如事存”을 중요시 하였는데, 그 의미는 사망을 대처하는 것을 생존을 대처하는 것과 동급으로 중요

있으며, 그중 鬲의 형태만 쇠퇴하여 三足이 매우 짧아지고, 襠部가 거의 소실되어가는 추세가 확인된다.

와 사회생활을 재현하였다. 동일하지 않은 매장방식은 동시대의 사람들의 사상관념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게 자취를 감추었고, 단지 鄭州地域에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豆, 盆, 罐이 비교적 많이 부장되고

하게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靈魂不死 관념의 영향 아래에서 死者의 묘장은 상당한 정도로 생전의 사회관계

로 인해 묘장제도는 사회생산력, 생산 관계와 상층 건축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였으며, 일정한 규
칙성을 나타내게 되었다.

2. 戰國時期 古墳의 分期와 특징

중원지역은 주로 黃河中下流地域을 가리키며, 오늘날의 河南省 대부분과 山西省, 河北省의 南部, 山東省
대부분과 安徽省 北部지역을 포함한다. 이 지역들은 당시 선후로 혹은 병존하여 晋(후에 韓, 趙, 魏로 분리
됨), 周, 衛, 鄭, 宋, 齊, 魯, 蔡 등의 諸侯國들이 존재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전통문화의 발생·발전·번영의

戰國 중기 이후 韓, 魏, 趙와 周 왕실이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지역 내에서 새로운 묘장의 형태가 출현한
다. 이를 土洞墓와 空心塼墓라고 부른다. 이 두 종류의 묘장 형태는 모두 소형묘장에 속하며, 장구는 단관으
로 하고 수장품은 토갱수혈묘와 동일하다.
第1期(戰國 初期): 葬制, 頭向, 葬式은 春秋 제6기와 동일하다. 銅豆의 지위가 보다 공고해지고, 圓壺,

圓甗의 부장이 더욱 보편화 된다. 기물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지는데, 예를 들어 鬲形鼎, 圈足 혹은 無足의
匜, 提梁壺, 炭盤 등이 새롭게 출현한다. 문양은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蟠螭紋을 제외하고도 綯紋, 變形蟬

중심지이자 춘추전국시대의 정치·경제·문화 중심이 되었다. 묘장의 습속은 비교적 많은 부분에서 서주를
계승했으나 선명한 시대적 특징도 가지고 있다. 지역별 발굴된 대표적인 古墳 유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河南
省은 洛陽 中州路 유적, 陝縣 后川 유적, 輝縣 固圍村 유적, 新鄭古墓 유적이 있다. 山西省은 侯馬 上馬와 僑
村 유적, 長治 分水岭 유적, 太原 金勝村 晋國趙卿墓 유적. 山東省은 齊古城 유적, 魯國城 유적 등이 있다.

중원지역 春秋時期 고분의 형태는 주로 土坑竪穴墓이고, 戰國時期에는 土洞墓와 塼室墓가 새롭게 출현

紋, 貝紋 등으로 구성된 紋樣이 유행하기 시작한다. 특히 人物畫像紋이 새롭게 출현한다. 토기 중에는 鼎,

한다. 河南 洛陽, 鄭州 일대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분포한다. 春秋時期에 周 왕실이 이미 諸侯國을 통제할

鬲, 盆이 적게 보이고, 罐의 수가 비교적 증가하며, 高足小壺, 盤豆, 鳥柱盤 등의 기종이 새롭게 출현한다.

형성하였다. 이러한 지역적 특징은 주로 墓坑의 면적, 墓道의 형태, 陪葬坑의 설치, 器物坑의 분포, 墓上의

蓋豆, 壺, 盤, 匜의 조합이 더욱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청동기를 모방하던 특징은 다소 약화된다.
第2期(戰國 中期): 葬制, 頭向, 葬式은 전국 1기와 동일하다. 가장 큰 특징으로 적은 수이지만 洞室墓와

空心塼室墓가 새롭게 출현한다는 점이다. 청동예기의 종류와 수량은 모두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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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품 간의 대응 관계가 여전히 존재하였다.

지역의 魏國 고분은 고분의 형태, 장구, 장식, 묘향, 수장품의 배치방식 등을 근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일반적으로 묘장의 형태, 규모와 묘장의 등급에는 직접적인 대응관계가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묘
2)

장 형태에 근거하면, 중원지역 춘추시기 묘장은 大·中·小의 3종류로 구분이 가능하다.

를 통해 크게 동예기가 수장된 묘와 도예기가 수장된 묘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기물의 형태, 조합상과 장식
품의 풍격의 차이를 근거로 보면, 고분의 형태, 장구와 장식에 차이가 있으며, 묘역도 安邑群과 新田群으로
4)

구분이 되는데, 안읍군은 魏氏들의 묘역, 신전군은 晋의 遺民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시대 楚나라
(1) 大型墓

고분의 묘지제도, 봉토, 묘도, 묘향, 묘광 형태, 관곽제도, 수장제도 순장과 차마갱, 묘상의 건축 등을 분석

大型墓는 보통 묘도가 있고, 평면형태가 ‘亞·中·甲’자형으로 나타나며, 면적은 10~100㎡까지 다양하

하면, 중원지역 고분제도와 명확한 차이가 나타난다. 물론 기본적으로 楚制는 周制의 기초 하에서 이루어진

여 같지 않다. 예를 들어 洛陽 제27 중학 春秋大墓, 輝縣 魏王墓, 洛陽 西郊 M1, 壽縣 蔡侯墓, 臨淄 商王墓

것은 분명하지만, 동일 시기 다른 국가들의 고분과 차이가 분명한 특징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M3와 M4 등이 있다. 제후대묘에는 陵園의 설치가 출현하였고, 동시에 陪葬墓의 존재도 있었던 것으로 확

정교하게 제작된 漆器와 鎭墓獸 등은 楚지역 특유의 기물들이며, 이 기물들이 고분에 수장되는 것이 楚나라

인된다. 이러한 대묘 상에는 封土가 있으며, 어떤 것은 묘 위에서 건축시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대묘에는

고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5)

왕왕 積石, 積炭 혹은 積砂를 하여 방습과 도굴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시신은 仰身
直肢로 매장되고, 多重의 棺槨이 설치되며, 수장품은 매우 풍부함과 동시에 배치에 질서가 있으며, 한 세트
를 이루는 靑銅禮器 혹은 靑銅과 陶質로 조합되는 예기가 배열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세트로 이루어진 樂器
인 編鐘과 石磬도 부장되는 경우가 있다. 그밖에 兵仗器, 工具, 車馬具, 漆器, 玉石器, 陶器 등의 수장품도
세트를 이루어 부장된다. 또한 일부 묘장에는 사람을 殉葬하는 현상도 보인다. 대묘에는 왕왕 세트를 이루
는 車馬가 수장되는데, 어떤 것은 묘도 내에 車馬室이 설치되기도 한다. 또 어떤 것은 묘장의 주위에 車馬坑
을 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묘장에 매장된 墓主인의 신분은 당연히 주나라의 天子이거나 諸侯國의 君主 혹은
상층에 있는 高級貴族으로 볼 수 있다.
(2) 中型墓

中型墓는 일반적으로 면적이 4~10㎡에 해당되며, 묘도가 없는 묘장이다. 시신은 다수가 仰身直肢葬이
며, 1棺1槨의 체제를 따르고 있다. 그중 소수는 重棺 혹은 重槨이 사용되는 현상도 보인다. 세트를 이루어
수장되는 기물의 종류로는 陶禮器, 車馬器, 兵器, 工具, 玉石器가 있으며, 靑銅禮器의 수량은 적은 편이다.
이로 보아 묘 주인의 신분은 당연히 中小貴族 혹은 예제를 僭用한 부유한 平民으로 볼 수 있다.
(3) 小型墓

小型墓는 묘갱의 면적이 4㎡ 이하의 토갱수혈묘이다. 내부에 수장품을 진열하는 벽감이 설치되어 있는
묘도 있으며, 장구는 1관 1곽 혹은 1관이다. 소량의 도예기 혹은 일상도기가 수장되고, 악기는 보이지 않으
며, 차마기도 없다. 어떠한 묘는 도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단지 일상에 사용되는 작은 기물이나 청동대구
정도만이 수장된 사례도 있다. 심지어 수장품이 전혀 출토되지 않는 묘도 존재한다. 이러한 소형묘를 사용
한 묘주는 아마도 일반적인 평민들의 묘장일 것이다.
춘추전국시대 각 제후국의 고분 양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춘추전국시대 鄭韓지역 고분의 형태
중 가장 많은 것은 수혈토광묘와 동실묘의 두 종류로 구분되며, 나아가 묘실의 축조재료가 塼, 瓦인지 요갱
3)

과 벽감의 유무 등으로 세분될 수 있다. 묘향은 대다수가 북쪽이며, 장식은 앙신직지를 주를 이룬다. 晋南
<그림 1> 上村岭 虢國墓地 虢季墓(張學鋒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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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棺槨制度

구 길이는 모두 중형묘의 관구의 최소형보다 작다. 이로 보아 중·소형묘 사이에 비록 장구의 수는 동일하
지만, 등급의 고저는 분명하게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 묘지의 예를 통하여 전국시

春秋戰國時代 중원지역의 관곽제도는 관곽의 크기, 관곽의 재질, 관곽의 수와 관식관속 등으로 설명할

기 묘장 등급의 차이와 관곽 크기에 엄격한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수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묘에서 관곽의 크기는 등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하게 정량화된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 棺槨, 棺飾, 棺束이 대다수 썩고, 훼손이 되는 문제는 관곽제도의 연구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훼손된 관곽도 관곽제도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춘추전국시대에 목곽의 결구는 일반적으로 頂, 周, 低 3부분으로 조성된다. 묘갱의 저부는 횡으로 고임
목을 배치하고 그 위에 곽의 아랫판을 깔았다. 그리고 저부의 주변으로부터 목판을 사용하여 곽실의 4벽을
쌓았다. 곽실의 내부는 격벽을 두어 頭箱, 棺室 혹은 邊箱을 설치했고, 안쪽에 棺具와 隨葬品을 넣었다. 어
떠한 묘는 두상, 관실 혹은 변상에 분판을 설치하고, 이후 곽실 위에 덮개를 덮은 것도 있다. 관곽제도는 주
로 귀족들의 사이에서 유행하였으나 도기를 대표로 하는 평민들의 묘에도 때에 따라 모방을 한 것이 보인
다. 그러나 장구의 규격이 일반적으로 하층귀족을 초과하지 않았다.
관곽의 수는 묘장의 등급이 반영되어 있는데, 상촌령 괵국묘지의 청동묘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묘역의
청동기가 수장된 묘 중에서 3중 장구의 묘는 12기가 있고, 2중의 묘는 17기, 하나의 장구도 발견되지 않은

4. 春秋戰國時代 주요古墳
1) 中山國璺王墓
춘추전국시대에 역사기록을 보면 당시 중원지역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華夏’, ‘諸夏’라고 칭하였으며, 반
대로 중원지역 주변의 족속들에 대해서는 ‘蠻·夷·戎·狄’으로 칭하여 분명하게 구분을 두었다. ‘華夏’와
‘蠻·夷·戎·狄’은 禮樂, 風俗 등의 制度, 文化 방면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었다. 狄은 춘추시대
이전에 장기간 齊, 魯, 晋, 魏, 宋, 邢 등 諸侯國 사이에서 생활하였으며, 이로 인해 제후국들과 빈번하게 접
촉하였다. 기원전 7세기에 狄은 赤狄, 白狄, 長狄의 3개 부분으로 분화되었으며, 狄族이 장기간 중원의 북
쪽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北狄’으로 통칭하기도 한다. 현재의 河北省 西部, 太行山 동쪽의 中山國이 바로

묘도 있다.
관곽의 길이도 묘장의 등급을 반영한다. 장치 분수령 묘지를 예로 들 수 있다. 분수령 묘지의 대형묘는
통상 묘구의 길이가 3~4m이고, 너비는 2~3m로 나타난다. 그리고 중·소형묘의 길이는 3m, 너비는 2m
이하로 나타난다. 대형묘의 관곽은 모두 2중 이상이다. 중·소형묘는 모두 단관을 사용하였다. 소형묘의 관

白狄이 국한 國家이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中山國의 역사는 대략 춘추 후기부터 전국 중기까지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전국
시기의 中山國은 춘추시기 鮮虞國이 연속된 것으로 기원전 530년 『春秋』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며, 기원전
506년에 中山으로 칭하기 시작하는 것이 보인다. 전국시기에 中山國 제3대 군주인 桓公이 현재의 河北省
靈壽縣 서북쪽의 靈壽故城을 도성으로 삼은 이후로 중산국은 전성기를 맞이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동북
쪽으로는 燕나라와 인접하였고, 서북쪽, 서쪽, 남쪽으로는 모두 趙나라와 인접하여 경계를 두었다,

中山國璺王墓는 영수고성 유적에서 서쪽으로 약 2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중산국 璺왕묘에서

출토된 청동기의 명문기록을 근거로 전국시기 중산국은 도합 7代의 군주가 있었으며, 文公, 武公, 桓公, 成公,
璺王, □王, 尙王의 순서로 즉위하였다. 이 묘는 그중 5代 군주이자 처음으로 王號를 사용했던 璺의 묘이다.

묘역은 王墓와 6기의 陪葬墓, 2기의 車馬坑, 1기의 葬船坑, 1기의 雜殉坑으로 조성되어 있다. 왕묘의

위에는 높은 항축 봉토가 있으며, 그 위에 다시 “享堂”을 지었다. 봉토의 평면 형태는 방형이며, 동서 너비
가 92m, 남북 길이는 110m, 높이는 약 15m이며, 아래로부터 위로 3개의 계단식 층계를 형성하고 있다.
출토된 瓦片, 柱礎, 壁柱 등의 유물로 보았을 때 봉토 위의 享堂은 回廊을 둘러싸고, 상부에는 기와를 덮었
던 3층의 건축물로 복원할 수 있다.
왕묘는 積石과 積炭을 하여 ‘中’자형으로 만든 大墓로 전장이 110m에 이르며, 남북쪽으로 墓道, 槨室,
東庫, 西庫와 동북쪽의 庫가 포함된다. 묘실 벽에는 草本을 섞은 진흙을 발랐으며, 동시에 석회를 발라 장식
하였다. 묘실 정중앙에는 거의 方形에 가까운 槨室이 있으며, 남북 길이가 14.9m, 동서 너비가 13.5m, 깊
이는 8.2m로 확인된다. 석재를 쌓아 곽실의 벽을 세웠으며, 두께는 약 2m이다. 곽실 내부는 도굴로 인하여
<그림 2> 山西 北趙 晉侯墓 M1 棺槨構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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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관곽 장식으로 판단하건데, 葬具는 4
겹의 棺으로 추정된다.
곽실의 양측으로 東庫, 東北庫와 西庫 3개
의 藏器坑을 설치하여 부장품을 넣었다. 東庫에

서는 5개의 鼎과 壺, 盤, 匜, 十五連盞燈, 四龍

四鳳方案 등의 靑銅器와 鐵器, 土器, 漆器가 출
토되었다. 西庫에는 9鼎, 4簠와 鬲, 豆, 壺 등

의 靑銅禮器, 5鼎과 豆, 壺, 盤, 匜 등의 土器,
그리고 樂器인 14점의 編鐘과 13점의 編磬이
출토되었다. 東北庫에서는 부장품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묘는 九鼎급의 大墓로 中山王이 사망했
을 때이며, 더하여 중산국이 흥성하였던 시기이

<그림 5> 兆域圖 銅板

다. 그래서 부장품도 매우 풍부하다. 비록 도굴
된 부분도 있지만, 묘실이 견고하고, 埋葬坑이
비교적 많아서 대량의 기물은 도굴을 면할 수
있었다. 그중 槨室에서 발견된 ‘兆域圖’ 銅板과
靑銅禮器는 매우 큰 역사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
<그림 4> 中山國□王墓(張學鋒 2009)

6)

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1) 兆域圖

‘兆域圖’ 銅板은 璺왕묘실 내에서 출토된 가장 중요한 유물이다. 이 그림에는 ‘兆法’이라는 글자가 새겨

져 있는데, 이로 인해 ‘兆法圖’라 부르기도 한다. ‘兆’는 묘역을 가리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兆法圖’ 혹은
‘兆域圖’란 璺왕묘의 陵園에 대한 전체적인 평면 계획도이다. 이 조역도 동판은 비록 화재로 인해 변형된 부
분이 일부 있지만, 동판 위의 圖形, 文字가 매우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다. 이것의 출토로 周代의 天子, 諸侯
들의 전문직관이 설계한 陵園의 실체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兩周時代 喪葬制度와 中國 建築史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兆域圖’ 동판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길이는 약 96cm, 너비는 48cm, 두께는 0.7~1.2cm로 동일하

지 않다. 중량은 약 32.1kg이다. 정면은 金銀片을 상감하여 ‘兆域’을 형성하였고, 璺왕의 조역 안에 있는 각

건축물의 평면 형태, 크기와 위치 등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문자를 사용하여 墳塋와 宮垣 등 조역 각 부
분을 구성하는 명칭, 위치, 길이와 거리, 중산국왕의 詔命 등을 표시하였다.

<그림 6> 兆域圖 銅板 復原圖(張學鋒 2009)

2) 楚國貴族墓
春秋時期 楚나라의 귀족묘는 그 특징을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묘장 형태
가 모두 토광수혈묘이고, 묘도는 없으며, 묘향은 남북향이 주류이며, 묘장의 분포는 일정한 규칙을 따르
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묘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다수가 장방형의 너비가 비교적 넓은 형태로 길이는 약
5m, 너비는 4m이다. 棺槨이 사용되며, 棺은 주위에 모두 靑膏(진한시기 묘장에 자주 사용되었던 흙. 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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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하고, 세밀하며, 수분이 많음)나 白膏(靑膏와 유사한 흙)를 발라 막았다. 墓壙에는 흙을 채워 넣어 다

고, 靑銅器를 모방하여 제작한 土器들과 일부 일상적

졌다. 셋째, 上層貴族墓에는 陪葬坑이 있으며, 부장품으로는 靑銅禮器, 樂器, 車馬器, 兵器와 裝飾品 등이

으로 사용되었던 토기들도 보인다. 여섯째, 부장되는

있다. 槨室 평면 형태는 ‘Ⅱ’形이고, 蓋板은 횡치이며, 底板은 세로로 깔았다. 저판의 아래에는 횡으로 고임

수량이 아주 많은 것으로 정교하게 제작된 漆器가 있

목을 두었다. 棺은 장방형으로 蓋는 상하 양층으로 구분된다. 넷째, 中下層貴族墓는 墓壙이 대다수가 장방

는데, 이는 戰國時期 楚나라 귀족묘의 가장 큰 특징이

형의 광이 좁은 형태이며, 다수가 棺이 있고, 靑膏를 발라 채워넣은 정도가 비교적 얇다. 어떤 묘에는 頭龕

며, 신분이 비교적 높은 귀족들은 거의 반드시 漆器가

이 있고, 어떤 것은 2층의 臺가 있으며, 부장품은 靑銅禮器가 주류를 이룬다. 다섯째, 春秋時期 초·중기의

부장된다. 그밖에 정교한 견직물, 玉佩 등의 부장품도

楚나라 貴族墓에 부장되는 靑銅禮器는 鼎과 簋가 주류이며, 세트화가 되지 않은 靑銅器를 모방한 陶禮器가

반출된다. 春秋 후기에는 세트화가 이루어진 陶禮器가 유행한다.

이 시기 귀족묘의 주요부장품 중 하나이다.
전국시기 초나라 귀족묘 중에서 호북 형주 천성

春秋時期 楚나라 貴族墓는 河南 淅川下寺 2호묘가 대표적이다. 이 묘는 土壙竪穴墓이며, 封土, 墓道와

관 1호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잔존하는 봉토의

臺階가 없다. 묘향은 동쪽이며, 길이가 9.2m, 너비 6.5m, 깊이가 3m이다. 매장주체부는 1槨 2棺으로 이

남북 길이가 25m, 동서 너비는 20m, 높이는 7.1m이

루어져 있다. 靑銅禮器, 樂器, 車馬器, 兵器, 生産工具, 玉器, 骨器, 料器 등 모두 6,098점의 부장품이 출토

며, 봉토 전체가 회황색 사토를 쌓아 만들었으며, 항

되었다. 출토된 15점의 靑銅鼎 중에서 묘주의 신분을 나타내는 鼎이 7점 있으며, 묘주의 이름인 ‘王子午’가

축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묘광의 평면 형태는 장방

鳥書體로 새겨져 있다. 묘주는 楚 莊王의 아들이며, 楚 共王의 동생이다. 일찍이 楚나라의 令尹(楚의 官職名

형이며, 깊이는 12.2m이다. 사방의 벽에 15개의 生

으로 宰相에 상당하는 작위이다)을 역임하였다. 이 묘의 西部에는 차마갱이 있는데, 장방형이며, 총 6대의

土 臺階를 조성한 것이 확인된다. 경사진 묘도는 묘실

車가 매장되었다. 남북쪽으로 순장된 馬 19匹이 횡열로 배치되어 있다.

의 남변에 설치되어 있다. 葬具는 1槨 3棺이다. 木槨

戰國時期 楚나라 고분의 분류는 문헌기록, 고분의

의 길이는 8.2m, 너비는 7.5m, 높이는 3.16m이며,

형태, 고분의 규격, 수장품, 죽간의 내용 등을 종합적

七室로 구분된다. 南室(前室)의 면적이 가장 크며, 정

으로 고찰하여 5개로 구분이 되고 있으며, 즉 초왕묘,

중앙의 棺室을 제외하면, 각 槨室의 위는 모두 頂板이

7)

봉군 혹은 상대부묘·부묘·사묘·민묘이다. 그중
戰國時期 楚나라 귀족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 8> 信陽 長臺關 7호 楚墓 前室 出土 副葬品

있고, 壁板과 擋板이 모두 槽榫이 세트로 결합된다. 관은 3중으로 크기가 서로 세트를 이루고 있다. 이 묘의

6개 곽실은 모두 심각하게 도굴되었으며, 단지 북실만이 도굴을 면하여 보존상태가 완전하다. 비록 청동예

묘장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모두 장방형의 토광수혈묘

기 대부분은 도굴되었지만, 토기와 청동기, 칠기, 죽기, 옥기, 죽간 등 2,400여의 유물이 남아있다. 그중 완

이며, 묘향은 다수가 동쪽 혹은 남쪽을 향해 있다. 둘

전한 죽간이 70개로 4,500자의 글자가 남아있으며, 내용은 주로 遣策과 卜筮에 관한 기록이다. 竹簡의 내용

째, 중층귀족 이상의 묘장은 묘광 위에 모두 封土가 있

으로 추정한 묘주인의 하장연대는 기원전 361년부터 기원전 340년 사이로 추정된다.

다. 봉토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묘의 크기와 묘주인의
생전의 신분에 비례한다. 봉토는 항축으로 조성하며,
棺槨 외부에는 모두 靑膏 혹은 白膏를 더하여 밀봉하
였는데, 관곽 내부의 부장품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묘광 내에서 더는 積石 혹은 積炭의 현상이 보이지 않
는다. 셋째, 대·중형묘에는 臺階와 장사형의 墓道가
설치되었다. 중상층 귀족묘는 왕왕 많은 수의 臺階를
두었는데, 臺階는 점차 아래로 좁아져 관곽까지 이어
진다. 넷째, 비교적 고층의 귀족묘는 곽실이 보통 여
러 개로 구분되고, 관도 多重이 많다. 다섯째, 부장품
<그림 7> 荊州 天星觀 楚墓(張學鋒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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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長沙 子彈庫 楚墓 人物御龍帛畵

<그림 10> 包山 2號墓 出土 漆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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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曾侯乙墓

骨, 角, 水晶, 料, 竹 재질의 용구와 麻織品 등도 출토되었다.

曾侯乙墓는 岩壙竪穴木槨墓로 묘향은 正南北向이며, 墓道는 없고, 평면 형태는 불규칙한 형태이다. 墓
壙의 중간 부분 북쪽에서 1개의 도굴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묘실의 도굴은 경미한 수준이다. 목곽
과 묘광의 벽 사이 공간의 틈에는 木炭을 가득 채워 넣었으며, 곽의 상부도 목탄을 전부 깔아서 덮었다. 그
리고 목탄의 위에는 靑膏泥를 깔았다. 靑膏泥의 위에는 황갈색토와 灰泥를 사용하여 서로 겹겹이 쌓았으며,
층층을 항축하여 다졌다. 다시 위로 전체 묘광을 石板으로 덮었고, 石板의 위에서 墓壙의 입구까지는 五花

이 묘에서 출토된 각종 靑銅器 중에서 200여 점에는 ‘曾侯乙’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절대다수가 ‘曾侯
乙作□用□’이라는 7글자이다. 특히 묘주의 관 옆에서 출토된 銅戈에는 ‘曾侯乙之寢戈’라는 명문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 편종에 새겨진 명문은 명확하게 이 기물들이 楚 惠王 56년에 주조하여 曾侯乙에게 증여하였다
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상의 명문들은 모두 묘주가 ‘曾侯乙’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출토유물에 새겨
8)

진 명문과 기물의 형태적 특징으로 분석하였을 때 이 묘의 시대는 戰國時期 初期로 보아야 한다.

土(묘광을 파내었던 흙)를 채워 넣었다.
木槨은 묘광의 바닥에 설치하고, 底板, 墻板, 蓋板에서부터 171개의 木壘을 쌓아 조성했다. 높이는 3m
이상에 이른다. 곡실의 평면 형태는 불규칙한 형태이며, 東, 北, 中, 西의 4실로 구분된다. 北室과 中室은
중축선 상에 위치하며, 西室과 中室은 병열되고 東室은 단독으로 동쪽을 향해 나아가 있다. 동실의 면적은
4室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증후을묘의 重棺은 동실의 서쪽에 위치한다. 묘주는 앙신직지로 매장되었으
며, 시신은 여러 겹의 견직물로 싸매어져 있었다. 분석을 통해 묘주는 연령이 42~45세의 남성으로 추정되
었다. 동실에는 순장된 사람들의 棺木 8구가 확인되었고, 靑銅器와 소량의 車馬器, 兵器도 발견되었다. 그
밖에 개를 매장했던 棺木도 1구가 확인되었다. 중실에서는 중요한 樂器와 禮器가 출토되었다. 가장 유명한
靑銅編鐘은 서벽의 아래와 실 안쪽의 남쪽에서 출토되었다. 編磬도 실 안쪽의 북쪽에 놓여 있었다. 九鼎八
簋 등 靑銅禮器도 중실의 남부에서 출토되었다. 북실은 병기, 차마기와 죽간이 놓여 있었으며, 서실은 순장
된 사람들의 棺 13구와 약간 분산된 몇몇 기물들이 확인되었다.

<그림 13> 曾侯乙墓 出土 編鐘

Ⅲ. 한대 고분

일반적으로 漢나라를 西漢과 東漢으로 구분하는데, 西漢과 東漢을 합하여 약 400여 년 동안 존속하였
다. 漢代의 지배계층은 厚葬(장사를 호화롭게 지내는 것)을 추구하여서 묘장에 부장품의 종류와 수량이 다
<그림 11> 曾侯乙墓 發掘調査 당시 사진

<그림 12> 曾侯乙墓 木槨 內部(張學鋒 2009)

양하여 눈에 띄기 쉬우며, 묘실은 塼과 石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쉽게 훼손이 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발굴조
9)

사된 한묘는 1980년대에 이미 10,000여 기의 한묘가 중국 전역에서 발견되었다. 前代와 비교할 때 한의
이 묘에서 출토된 부장품은 도합 15,400여 건으로 재질에 따라 靑銅器, 漆木器, 鉛錫, 皮革, 金, 玉,

묘장은 시대적인 특징이 가장 풍부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新石器時代부터 春秋戰國時代까지를 포함하

竹, 麻, 陶 등으로 구분된다. 용도에 따라 禮器, 樂器, 兵器, 車馬器, 生活用品과 竹簡으로 구분된다. 禮器

여 한 이전의 묘는 묘광이 주로 장방형의 土坑이었다. 크기와 깊이에 관계 없이 모두 지면에서 수직으로 파

는 鼎, 鬲, 簋, 豆, 壺, 缶, 鑒, 盤, 匜 등이 있다. 樂器는 編鐘, 編磬, 鼓, 瑟, 琴, 笙, 排簫, 箎 등이 있다. 兵

내었기 때문에 ‘竪穴’에 해당된다. 하지만 서한 중기에 황하유역에서는 땅 속에 횡으로 토동을 파서 묘광을

案, 架, 梳과 彩繪梅花鹿 등이 있다. 그밖에 정교하게 제작된 금기와 옥기 공예품도 적지 않으며, 陶, 石,

대 중기에 이미 출현하였다.

器로는 戈, 戟, 殳, 矛, 弓, 箭, 楯, 甲冑 등이 있다. 漆木器는 衣箱, 食具箱, 酒具箱, 盒, 豆, 杯, 勺, 俎, 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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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漢代 古墳의 구조와 특징
1) 竪穴木槨墓
漢代 土壙墓는 土壙을 굴착하고, 棺槨
등의 葬具를 설치한 후 다시 니토를 덮은 고
분의 형태이다. 이러한 류의 묘장은 漢代 고
분에서 비교적 자주 발견되고 있다. 漢代 土
壙墓는 葬具의 제작재료에 따라 다시 여러
형태로 세분화 할 수 있는데, 木棺墓, 木槨

<그림 15> 黃腸題湊式 墓槨 模式圖(조윤재 2012)

<그림 16> 北京 大葆臺 1號 漢墓의 黃腸題湊(張學鋒 2009)

<그림 17> 黃腸題湊式 構造圖

<그림 18> 北京 石家庄 趙王墓(좌), 湖北 長沙 咸湖 曹選墓(우)

墓, 石槨(棺)墓, 塼槨(棺)墓, 甕棺墓, 瓦棺墓
등이 있지만,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木
<그림 14> 楚系墓葬의 墓道: 湖北 正陽縣 蘇庄M1(左), 荊門市 包山M1(右)

槨墓이다. 木槨墓는 다시 箱式, 題湊式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양자는 성격에서 큰 차이

가 있기 때문에 題奏式은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하고자 한다.
箱式木槨墓는 목곽묘의 전형으로 묘광 안에 목판으로 목곽의 底板, 四壁과 천정부를 구축하는 방식인데,
그 형태가 木箱子와 매우 흡사하다. 어떤 목곽묘는 다시 내부에 격벽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목관을 새로 조립하여 배치하거나 수장품을 부장하는 곽이 설치된다. 이러한 竪穴式木槨墓는 일반적으로 小
型의 고분에 속하며, 길이는 3m 남짓이고, 너비는 1.5m정도에 이른다. 대다수가 1棺 1槨을 사용하지만 피
장자의 신분에 따라 규모와 관곽의 수에 차이가 있다. 또 어떤 목곽묘에는 頭箱 혹은 邊箱이 설치된다.

2) 黃腸題湊式 竪穴木槨墓

【표 1】 漢代 黃腸題湊墓 棺槨 수량 比較(조윤재 2013)

黃腸題湊式 고분 형태의 시작은 上古 때부터 시작되었지만, 대다수는 漢代 고분에서 보인다. 漢代의 禮

封號

墓主名 및 출토지

시기

관곽 수량

制에서 黃腸題湊와 玉衣·梓宮·便房·外藏槨은 帝王陵을 구성하는 주요구조에 속한다. 하지만 특별한 경

趙王

張耳, 河北石家庄漢墓

高祖五年(기원전 202)

一槨二棺

우 황제가 개별 공신귀족들에게 이와 같은 예제의 사용을 허가하기도 하였다. 현재 발굴조사된 한대 諸侯王

長沙王

吳著, 長沙象鼻嘴一號墓

文帝後七年(기원전 157)

二槨三棺

長沙王后

曹, 長沙咸湖曹選墓

서한조기

二槨三棺

江蘇 高郵天山 廣陵王墓, 定州 北庄 中山懷王 劉修墓, 定州 三盤山 中山王墓, 湖南 長沙 象鼻嘴 長沙王墓,

中山懷王

劉修, 河北定縣漢墓 M40

宣帝五鳳三年(기원전 55)

二槨五棺

北京 老山漢墓, 長沙 咸家湖 西漢曹□墓가 있다.

廣陽頃王

劉建, 北京大葆臺漢墓

元帝初元四年(기원전 45)

二槨五棺

廣陵王

?, 江陵高郵天山一號墓

서한중만기

불명

陵급의 고분 중 ‘黃腸題湊’가 출토된 고분으로는 北京 大葆臺 廣陽王墓, 河北 石家庄 趙王張耳漢初五年墓,
그중 대표적인 예로 北京 大葆臺 廣陽王墓는 중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발견된 대형의 ‘黃腸題湊’ 형식을

가진 西漢時期의 諸侯王陵이다. 여기에서 출토된 漢武帝~宣帝시기의 五銖錢, 銅鏡 그리고 漆器에 새겨진
명문의 기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묘주는 아마도 漢 元帝 初元四年(기원전 45년)에 사망한 廣陽

3) 土洞墓

王 劉建일 것이다. 그리고 옆의 2호묘의 묘주는 유건 부인의 묘로 추정하고 있다.

大葆臺 廣陽王墓의 규모는 매우 거대하여 지금까지 발견된 ‘黃腸題湊’ 중에서도 수좌로 꼽을 수 있다.

土洞墓는 먼저 지면을 竪穴式으로 일정한 깊이 만큼 굴착한 이후 다시 橫穴式으로 파내어 墓室을 구축

또한 고분의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하여 중국 고대 黃腸題湊墓의 구조와 형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

한 고분 형태이다. 이로 인해 洞室墓로 불리우기도 한다. 이러한 토동묘는 墓道의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개의

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竪井式墓道를 가진 토동묘와 斜坡式墓道의 토동묘가 있다. 사실 이러한 土洞墓는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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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戰國時代 후기에는 확실하게 출현한다고 보고 있으며, 토동묘의 등장으로 竪穴式의 下葬에서 橫穴式
으로의 변화가 갖는 의미는 중국 고분사에서 매우 중요한 획기로 볼 수 있다.

式의 구조, 墓道의 설치 등에서 후행하는 塼室墓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이러한 전실묘의 보급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박약한 계층들은 코스트가 높은 목재를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塼을 선택하여 고분을 조영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물론 강한 개연성을 가지는
추리이지만 최근까지의 고고자료 중 이를 직접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자료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漢의
10)

橫穴式墓制는 土洞墓와 상당한 親緣性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5) 空心塼墓
西漢 때는 주로 중원지역에서 아주 큰 空心塼을 사용하여 묘실을 축조하는 방식이 성행하였다. 戰國時
代 중기 이후의 공심전묘와는 다른 것으로 한대의 공심전묘는 종종 橫穴式 토동 내에 묘실로 축조되는 것이
었다. 공심전묘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았으며, 대개 당시의 중소 地主階層의 것이다. 서한 전
기에는 공심전묘의 묘실은 장방형이었으며, 형태도 목곽을 따랐는데, 서한 중·후기에 이르면 묘실의 천정
부는 종종 양쪽으로 비탈진 형상을 하게 되며, 남벽을 문 모양으로 만들었으므로 한층 가옥의 형상을 나타
내게 되었다. 벽돌의 표면에 새겨진 문양이나 그림은 묘실 내부의 장식이 되었고, 어떤 묘에는 채색벽화가

<그림 19> 陝西·河南地域의 土洞墓(조윤재 2012)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낙양에서 발견된 한 기의 공심전묘에는 日·月·靑龍·白虎·朱雀 및 伏羲·女媧의

4) 塼室墓

형상이 그려진 벽화가 있었다. 같은 곳에서 발견된 또 한 기의 묘의 벽화에는 日月星의 천상도 이외에 역사
적인 고사를 소재로 삼은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이러한 ‘천상도’, ‘사신도’, 신화·전설 및 역사적 고사에 관

塼室墓는 墓室의 주체부분과 묘벽·묘저와 천

한 그림은 이후의 동한 묘의 벽화 및 화상석에서 더욱 발전한 면모를 나타내었다.

정부에 모두 塼을 사용하여 체축하여 조성한 고분
을 가리킨다. 토광묘로 분류되기도 하는 전곽(관)
묘와 비교했을 때 전실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천정부도 塼을 사용하여 체축하여 만든다는 점에
있다. 墓室과 천정부의 형태에 따라 세분화되며,

<그림 20> 洛陽 燒溝漢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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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畫像石墓
西漢 후기 이후 또 새로운 묘제가 출현하였는데, 東漢 때에 이르러 성행을 이루었다. 묘실은 많은 정제

된 석재로 축조하고 석재 위에는 각종 화상을 조각하였으므로 ‘畫像石墓’라고 부른다. 그 분포는 山東省에

지역적인 차이도 나타나는데, 특히 東漢 때에는 거

서 江蘇省 북부, 河南省에서 湖北省 북부에 가장 많으며, 四川省 중부, 陝西省 북부와 山西省 서부 일대에도

의 당대의 주류 고분으로서 압도적인 위치를 점유

적지 않게 분포하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묘들이 모두 파괴되고, 단지 대량의 화상석만이 남아 각처에

하며, 기존의 木槨墓로 조성된 고분을 대체하였다.

분산되어 있다. 1949년 이래 고고발굴과정에서 약간의 화상석묘가 발견되었는데, 그중에 하남성 한묘, 산

전실묘는 일반적으로 斜坡式의 墓道를 가지고 있

동성 안구한묘·기남한묘 등이 보존 상태가 아주 좋고 구조가 완전하여 묘실의 배치가 바로 현실세계의 주

으며, 크기도 대·중·소형으로 세분화된다. 묘주

택을 모방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가장 뚜렷한 것은 1954년에 발굴된 기남한묘로 묘 내에 한 폭의 화상

인에 따라 墓室의 수량에도 차이가 있으며, 크게 4

이 있는데, 이는 묘주 생전에 거주하던 저택을 표현하고 있으며, 묘실이 바로 화상 중의 저택과 일치된다.

개의 형태로 구분되는데, 單室墓, 雙室墓, 三室墓,

화상의 내용은 아주 광범위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주관료계층의 생활과 행적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

多室墓 등이 있다.

남한묘의 주인은 생전에 아마도 장군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묘문 상부의 가장 두드러지는 위치

사실 이와 비슷한 構造를 가지고 있는 墓制는

에 한 폭의 정치한 전투도를 조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 무리의 우세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의 보

이전 시기부터 존재하였는데, 앞에서 설명한 土洞

병이 북방유목민족의 기병과 보병을 물리치는 모습으로, 묘주는 수레를 타고 군진 뒤에서 독전하고 있어서

墓가 바로 그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土洞墓는 橫穴

이것이 그의 생전에 가장 기념하고 선양할 만한 중요행적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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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한 때 사천성지역의 전실묘의 경우, 왕왕 묘실의 전벽에 따로 일종의 ‘畫像塼’을 끼워넣어 장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畫像塼墓’라 칭한다. 화상전에는 정방형과 장방형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 위의 화상은
모두 진흙덩어리가 마르기 전에 틀을 이용해 찍어낸 것이며, 소성 후에 채색을 가한 것도 존재한다. 화상전

의 내용은 아주 광범위하여 지주관료계층의 생활상도 있고, 사회생산활동의 모습도 있는데, 후자는 농후한

이다.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순서에 따라 漢武帝의 茂陵, 漢昭帝의 平陵, 漢 成帝의 延陵, 漢平帝의 康陵,
漢元帝의 渭陵, 漢哀帝의 義陵, 漢惠帝의 安陵, 漢高祖의 張陵과 漢景帝의 陽陵이 분포하는데, 길이만 동서
로 거의 100里에 이른다. 長安城의 동남쪽 陵墓域에는 漢文帝의 霸陵과 漢宣帝의 杜陵이 위치하고 있다.

西漢 十一陵은 이렇게 두 곳의 陵墓域으로 구분된다. 이는 아마도 고대의 昭穆制度와 관련이 있을 것이

지방색을 띠고 있다. 이러한 화상전은 대규모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 다른 지방의 묘 중에서 완전히 일

다. 昭穆制度란, 禮制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여겨지는데, 喪葬禮義는 禮制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昭穆制

치하는 전도 발견된다. 그러므로 화상의 내용이 반드시 묘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度가 秦漢時代 宗廟禮儀의 기본적인 제도가 될 때 ‘陽間’은 사회적 변모를 반영하여 ‘陰間’이 되었고, 고분도
기본적인 禮儀制度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동일하였다. 그 묘장은 宗廟인 ‘載體’의 ‘龐大’을 넘을 수 없었기
때문에 昭穆制度는 공간적으로 반영되었으며, 표현된 것도 비교적 광범위하였다. 漢代 당시의 사람들은 “父
11)

2. 漢代의 帝陵

爲昭, 子爲穆, 孫復爲昭, 古之正禮也”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西漢皇帝 중 昭에 해당되는 이는 高祖,
景帝, 昭帝, 宣帝, 成帝가 있고, 穆에 해당되는 이는 惠帝, 文帝, 武帝, 元帝, 哀帝와 平帝가 있다. 西漢 帝陵
의 분포를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항렬이 서로 같은 자는 昭穆 순서가 서로 같다는 것이고, 帝位가 연속되면,

1) 西漢帝陵

사후에 동일한 陵墓域에는 매장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惠帝와 文帝는 모두 高祖의 아들이므로 모두 穆位
秦始皇陵은 帝國時代의 帝陵으로 중국 고대 帝陵制度의 新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秦나라는 매우 짧았기
때문에 이때의 陵制는 초창기라고 할 수 있으며, 秦制를 계승한 西漢時期에 漢은 秦이 만든 帝陵의 陵制를
더욱 완벽하게 정비하였다. 이후 漢나라 때 완비된 陵制는 후대의 帝陵에게도 막대한 영향력을 주었다.

『周禮·春官·冢人』의 “冢人掌公墓之地,

에 속한다. 惠帝의 安陵은 張陵의 옆에 있기 때문에 文帝는 다른 陵墓域인 渭河의 남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
다.
항렬이 다른 경우는 항렬에 간격이 있는 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에 속하며, 昭穆 순서가 서로 동일하
고, 帝位가 연속되면, 사후에 동일한 墓域에 매장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宣帝는 昭帝의 堂孫으로 두 황제

辨其兆域而爲之圖.”라는 기록을 보면, 公墓

가 모두 昭位에 속한다. 宣帝는 昭帝를 이어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宣帝도 咸陽의 원래 陵墓域에는 陵을 건

의 땅을 관장하여 그 묘지의 경계지역을 판단

설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陵址를 長安城 동남쪽의 杜東原 상에 정하게 되었다. 특이한 예로 哀帝와 平帝는

하고 그 도록을 그린다는 冢人의 職官에 대

해 기록하고 있다. 春秋戰國時代의 中山國王

모두 元帝의 庶孫였지만, 王莽이 漢을 찬탈한 이후 그 사위인 漢平帝의 康陵을 咸陽陵墓域에 건설한 것이
있다. 이는 아마도 王莽이 일부로 西漢의 禮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王墓에서 실제로 이를 증명하는 器物이 출
토되었는데, ‘兆域銅板’이라 부른다. 비록 현
재까지 漢代에 속하는 兆域圖는 발견되지 않

3. 葬具와 葬俗

았지만, 漢代와 그 이후의 帝陵 건축에 있어
서 先秦時代의 制度가 반영되어 있음은 의심
의 여지가 없다. 중산국왕릉 ‘兆域圖’의 기능
<그림 21> 西漢帝陵 分布圖(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2010)

戰國時代와 비교해보면, 漢은 葬具 형태, 시체처리 방식과 合葬 방식 등 방면에서 모두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과 유사한 ‘圖紙’는 漢代 帝陵을 건설할 당시
에도 아마 존재하였을 것이다.

西漢時代 이전의 왕조의 帝陵 혹은 王陵은 일반적으로 都城·王城 부근에 조성되었다. 西漢 역대 皇帝

1) 棺槨

들은 모두 都城인 長安城의 부근에 매장되었다. 사실 이러한 帝陵과 埋葬制度는 줄곧 중국 古代社會의 시작

木槨墓 중의 棺槨은 周代의 “天子의 棺槨은 七重, 諸侯는 五重, 大夫는 三重, 士는 二重이다.” 예제를

과 끝을 함께 하였다. 현재 고고자료연구로 규명된 가장 이른 시기의 왕릉은 尙代王陵으로 安陽 西北崗에

답습하였다. 棺槨은 墓主의 신분에 따라 차이를 두었으며, 그 규격은 一棺一槨부터 五棺二槨까지 二重이거

위치하는 尙代 都城인 殷墟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최후의 왕조인 明淸왕조의 帝陵은 都城인 北京

나 三·五·七重까지 구별되었다. 中國 古代에 棺과 槨은 합쳐서 칭했으며, 같이 葬具에 속하였다. 그러나

의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木槨墓의 木槨은 사실 墓室 안의 구조였으며, 그래서 槨室이라 부른다. 塼室墓와 石室墓 등 橫穴式 묘 중에

西漢 각 帝陵의 地望은 문헌기록을 고고자료와 결합해보면, 일반적으로 咸陽의 渭北陵墓域의 西漢帝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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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墓室은 그 자체가 槨으로 작용했으며, 경우에 따라 塼槨과 石槨으로 칭하였다. 그리고 묘 내의 葬具는 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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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있으나 槨은 없었으며, 게다가 개별적인 예를 제외하고, 棺도 다시 二重 혹은 多重으로 만들지 않았다.

이 무릎을 꿇고 시립하며 뒤따르고 있다. 백화의 하부는 지하세계가 표현되었는데, 한 거인이 두 마리의 대

卯로 결합하는 구조였으며, 경우에 따라 ‘細腰’를 사용하여 合蓋하였다. 東漢 때는 보편적으로 鐵釘이 사용

號 등의 神物을 그렸다.

이로 인해 周代의 棺槨制度는 橫穴式 묘의 단계에서는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西漢 때 棺의 제작은 榫
되었다. 귀족 관료의 棺材는 보통 漆을 하고 彩繪를 하였는데, 매우 정교하게 나타난다.

어 위에 서 있는 모습을 그려 넣었고, 쌍수가 받치고 있는 것은 대지를 상징한다. 거인의 주위에는 靈龜, 鴟

馬王堆 3호묘의 帛畵는 길이가 23.3cm이다. 마찬가지로 상부에는 천상의 세계를 그려 넣었고, 태양,

주목할만한 것은 滿城漢墓(竇綰墓), 江蘇 徐州 楚王陵 등의 묘장에서 출토된 상옥칠관이다. 그중 滿城

달, 별자리, 扶桑樹의 중간에 蛇身神人을 형상화하고, 초승달 아래에 발가벗은 상반신의 날아오르는 남자를

漢墓 출토품이 가장 이르게 발견되었다. 滿城漢墓 출토 상옥칠관에 대한 복원과정을 통하여 관외 벽측에 玉

그려 넣었다. 출행 장면이 표현된 것은 한 명의 남자이며, 머리에는 관을 쓰고, 몸에는 홍포를 입었으며, 허

璧 26조각이 상감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전후로 대형의 玉璧 1조각이 상감되었고, 좌우측 벽과 관 덮개

리에는 패검을 하고, 팔짱을 하고 걷는 모습이며, 앞 뒤로 9명의 사람이 공손하게 맞이하고, 따르는 형상이

에는 玉璧 8조각을 상감하여 모두 두 줄로 배열되고, 각 줄에 4조각이 있다. 이러한 玉璧은 칠을 한 木棺을

다. 백화의 하부에는 지하세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한 거인이 두 마리의 대어 위에 서서 쌍수로 대지를 받치

파내어 상감한 것이다. 棺의 內壁에는 玉板을 상감하였는데, 玉板은 모두 192편으로 절대다수가 장방형이
고, 일부 玉板의 배면에는 朱書 번호가 잔존하고 있으며, 앞 편의 순서에 따라 관내 벽에 붙였다. 玉板과 玉
璧을 상감할 때 배합된 것은 모두 짙은 갈색의 회반죽이다. 이 상옥칠관은 문헌기록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상옥칠관의 출토는 漢代 귀족 葬具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였다.

고 있는 형상이다. 거인의 주위에는 靈龜, 鴟號 등의 神物을 그려 넣었다.

유사한 旌幡으로 甘肅 武威 東漢墓에서 발견된 것이 있는데, 종종 그림이 없으나 모두 묘 주인의 출생

지, 성명을 적고 있으며, 非衣의 화상을 대신하였다. 이는 간단한 ‘銘旌’이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帛畵는 주로
묘주 생전의 생활을 묘사한 것으로 벽
화와 닮았다. 예를 들어 馬王堆 3호묘
의 棺內에서 두 폭의 백화가 발견되었
는데, 棺板 양측에 분리하여 붙였다.
우측판 위의 帛畵는 장방형으로 길이
가 212, 너비가 94cm이다. 車馬 의장
의 장면을 그렸고, 백여 명의 사람과
수백 필의 말과 수십의 승차를 그렸
다. 좌측관 위의 帛畵는 우측 帛畵와
비슷하지만, 파손 정도가 심하다. 두

<그림 22> 馬王堆 1號墓 橫斷面圖(張學鋒 2009)

<그림 23> 馬王堆 1號墓의 棺槨構造

개의 잔편으로 보았을 때 내용은 주
로 가옥 건축, 차기, 분마와 부녀가 승

2) 非衣와 銘旌

선하는 장면이며, 비교적 형상이 묘주
생전의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周代 이래의 喪葬禮에 따라 漢代 출상 시에는 旌幡을 들어 入葬시에 棺 위에 덮었다. 이는 모두 명주와

재현하고 있다.

<그림 24> 馬王堆 1號墓 出土 帛畵

비단으로 제작되었고, 형태는 ‘T’자형을 이루었다. 그 위에는 채색 도화를 그려넣었기 때문에 帛畵라 부른
다. 예를 들어 長沙 馬王堆 1·3호묘와 山東 臨沂 金雀山 9호묘에서 모두 이러한 旌幡이 발견되었다. 마왕
퇴 1호묘의 죽간기록에 근거하면, 이러한 旌幡을 ‘非衣’로 부를 수 있다.
馬王堆 1호묘에서 출토된 帛畵는 길이가 20.5cm이다. 상부에는 천상의 세계가 그려져 있는데, 日(태
양), 月(달), 星斗(별자리), 扶桑樹의 중간에는 蛇身神人이 그려져 있으며, 초승달 아래에는 여자가 하늘로

3) 葬式
戰國時代에 성행하였던 屈肢葬은 西漢 전기가 되면 사라진다. 西漢부터 東漢까지는 仰信直肢의 장식이
정식으로 이루어진다.

날아오르는 그림을 그려넣었다. 이는 묘주가 선도로 올라가는 것을 형상한 것이다. 백화의 중간에는 묘주가
출행하는 장면을 그렸는데, 노부인의 구불구불한 치마와 도포, 지팡이가 그려져 있고, 양측에는 남녀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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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葬玉

가 출토되었는데, 玉片은 약 2,600개로 銀絲는 800그램이 사용되었다. 山東 曲阜 九龍山 3호 漢墓에서도 ‘銀
縷玉衣’가 출토된 바 있는데, 출토된 ‘慶忌’가 새겨진 銅印으로 추정하였을 때 아마도 漢 宣帝 감로 3년(기원

대략 시체를 영구하게 유지하기 위해 玉에 대한 미신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西漢부터 東漢까지 葬玉은

보편적인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주로 유행하였던 4종류의 葬玉은 玉衣, 九竅塞, 玉琀과 握玉이다.
(1) 玉衣

玉衣는 또 玉匣, 玉柙이라고도 부르는데, 皇帝와 고급 貴族이 사용하였다. 많은 사각의 작은 구멍들이

있는 玉片이 사용되었으며, 金絲, 銀絲 혹은 銅絲을 사용해서 짜내었다. 西漢 전기에 시작되어 兩漢시기에
국한되어 유행하였으며, 曹魏 黃初 3년(222년)에 魏 文帝 曹丕가 漢代 帝陵의 金縷玉衣가 도굴되는 것을 교
훈으로 하여 玉衣之制를 폐지하였다. 사후에 玉衣를 입고 入葬하는 것은 목적이 시체를 영구하게 보존하는

전 51)에 사망한 제3대 魯王 유경기의 묘장일 가능성이 있다. 廣州 南越王墓에서는 絲縷玉衣가 출토되었는
데, 그 구조가 金縷玉衣와 기본적으로 동일하여서 당연히 중원지역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
(2) 九竅塞

九竅塞는 死者의 두 눈, 귀, 코, 입, 항문, 생식기 등 9개의 竅孔을 메우거나 막는 데 사용한 것이다. 목

적은 체내의 ‘精氣’가 九竅를 통해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입 속에 머금고 있는 玉은 琀이

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매미 형태로 제작한다. 漢代에는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데, 아마도 매미가 가진
생활사적 순환으로 인하여 변형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것에 있었다. 출토된 실물과 문헌기록을 결합해 보았을 때 西漢시기의 皇帝와 王侯의 玉衣에는 모두 金絲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銀絲·銅絲가 사용된 것도 있었으며, 당시만 해도 玉衣의 등급제도는 엄격하게 형성되
지 않았다. 하지만 東漢시기에 이르러 일정한 등급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後漢書·禮儀志』에 기록을 보면,
황제는 ‘金縷玉柙’을, 諸侯王, 列侯, 시봉된 貴人, 公主는 ‘玉柙銀縷’를 ‘大貴人, 長公主는 銅縷’를 사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金, 銀, 銅縷玉衣 3개의 명확한 등급이 형성되었다.

玉衣의 외관과 사람의 형상은 같으며, 두부, 상의, 하의 수갑과 신발의 다섯 개 부위로 구분된다. 두부
는 얼굴과 머리 덮개로 구성되고, 상의는 전편, 후편과 좌우 합으로 구성되며, 바지, 수갑과 신발은 모두 좌
우로 분리되어 있다. 玉衣의 각 부위는 모두 玉片으로 조성되었고, 옥편의 사이에는 金絲, 銀絲, 銅絲, 견사
등을 사용하여 짜내었다. 그래서 “金(銀, 銅, 絲)縷玉衣”라고 칭하였다.
滿城漢墓에서 출토된 劉勝의 玉衣는 전장이 1.88m로 2,498개의 玉片으로 조성되었고, 金絲가 약

1,100그램 사용되었다(도면 25). 竇綰의 玉衣는 전장이 1.72m로 2,160개의 玉片으로 이루어졌고, 金絲

<그림 27> 飯含과 九竅塞(조윤재 2013)

700그램이 사용되었다. 劉勝 玉衣의 개별 玉片의 배면에 잔존하는 번호 숫자로 보았을 때 玉衣의 제작에는
인체 모형이 사용되었으며, 먼저 모형을 종횡의 행격으로 나누고, 그 다음 하나씩 번호를 따라 옥편을 제작
하고, 인체 각 부위에 따라 매우 많은 숫자의 다른 형태와 크기의 옥편을 설계하였다. 일부 옥편의 배면에는
玉璧 문양이 남아있으며, 玉衣 수갑 중에는 황형의 옥기도 옥벽을 변형시켜 제작하였다.
그밖에 江蘇 徐州 獅子山 楚王陵에서도 金縷玉衣가 출토되었다. 그러나 도굴자에 의해 金絲가 빼 내어
져, 이미 원래의 형태가 흩어져 어지럽게 쌓인 옥편만이 확인되었다. 徐州 東漢 彭城王 劉恭묘에서 銀縷玉衣

(3) 握玉

漢代에 死者가 손 안에 쥐고 있는 옥을 握玉이라고 불렀으
며, 서한 초에는 주로 璜으로 하였으며, 동한시기에는 握玉이 돼
지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그림 28> 握玉

진 영민
<그림 25> 河北 滿城漢墓 M1 劉勝墓 出土 金縷玉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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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ton), 워싱턴 프리어갤러리(Freer gallery of art, Washington), 하버드대학 포그박물관(The Fogg
art museum, Harvard University) 등에 집중적으로 소장되어 있다. 그 다음이 일본으로 20세기 30~40
년대 중국의 동북과 북부 지역에서 대량의 도굴을 행하여 요양지역 삼국시기의 고분과 집안 고구려 고분,
3)

대동일대의 북위시기 유적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탈이 이루어졌다 .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서구열강들은 중국 서북지역에 인력을 파견하여 문화재에 대한 수탈을 진
행한다. 특히 대부분의 서방국가들은 신강지역의 문화재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다. 이 지역의 三國魏晉南
北朝 유적과 유물에 대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탈을 감행한다. 이들은 탐험대를 조직하여 장기적인 수탈
을 진행했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맨 먼저 러시아과학원 소속의 Klementz가 투루판지역에 대한 도
굴을 실시하였다. 연이어 영국의 Stein, 일본의 橘瑞超 등이 新疆全域에 수차례 도굴을 행하였고, 독일의
Grünervedel, Von le coq 등과 프랑스의 Pelliot 등이 天山山脈 남단지역에서 침탈을 감행하였고 스웨덴

의 Sven Hedin은 樓蘭에서 대규모 수탈을 행하였다. 이들은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 수탈한 유물에 대한 보
고서와 도록 등의 저작물을 출판하였다.

Ⅰ. 고고자료의 발견과 연구 현황

중요문물의 유실은 중국의 금석문물 학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간독, 문서, 석
각, 공예품 등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중요 유적에 대한 기초적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 예로

이 시기 고고자료의 발견과 관련 저술은 唐代 文獻記載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 그 후

『六朝陵墓調査報告』, 『征途訪古記』, 『紹興出土古物調査記』, 『瓷器與浙江』 등의 중요한 초기연구 성과물들이

북송시기로 접어들며 정권의 공고화를 기하기 위해 소위 ‘恢復古禮抵制革命’이라는 통치전략을 취하게 된

완성될 수 있었다. 그리고 묘지·묘비의 錄文과 拓本을 행하여 집대성한 『漢魏六朝墓誌集解』 등은 이 방면

다. 이러한 통치전략은 사대부 계층으로 하여금 古器物과 制度에 대한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송원

의 자료를 종합한 최초의 연구 성과이다. 낙양지역의 묘지와 묘비에 대해서도 출토자료를 바탕으로 拾遺한

시기 각 지방의 경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에서는 都邑志를 편찬하는 작풍이 대대

자료집이 현지인에 집성되었다.

1)

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고적·고물은 方志의 필수내용이므로 각 지역의 三國魏晉南北朝의 유적과 유

이 시기 고고학연구의 본격적인 시작은 1950년 이후 중국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부터이다. 이

물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이후 청대로 오면서 민족 간의 갈등을 무마하기

를 계기로 대량의 고분자료가 용출하였는데, 예로 1948년 華北人民政府는 河北省 景縣의 封氏北朝墓群에

위해 청정부는 금석학과 고증학을 제창하게 된다. 특히 世宗 胤禎과 高宗 弘歷은 민족 간의 갈등국면을 전

대해 보호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고 1950년 南京市文物保管委員會는 六朝遺蹟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며 대대적인 성행을 이룬다.

1950에서 1951년까지 中央文物局은 북방과 서북지역의 석굴을 조사하고 南京博物院은 南京 雨花臺六朝墓

2)

4)

청말 이래의 철도건설 공정으로 남북 각지의 三國魏晉南北朝 고분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고분에서 출토
된 대량의 수장기물은 상품화되어 골동시장으로 유입되었다. 이 시기부터 개별적인 금석문 연구자와 문사
연구자들이 이러한 고물을 입수하여 소장하고 기물에 대한 정리와 기록을 하게 됨으로써 이왕의 전세되어

를 조사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고고학 조사와 연구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
1953년 이후 중국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건설과 개발을 진행한다. 이로 인해 지하에 매장되어 있던 각
종 유적들이 발견되기 시작한다. 이왕의 개별적이고 소량에 그쳤던 고분 발굴이 점점 대규모의 고분이 집중
5)

소장품의 가치밖에는 없었던 고기물들이 단순한 유물의 범주를 벗어나는 계기가 된다.
청말 국운의 쇠퇴와 서방 열강들의 침입으로 중국의 문물도 상당한 훼손을 입게 된다. 특히 폐해가 가
장 심했던 곳은 황화유역의 낙양과 장강하류의 절강지역이었다. 서양인들은 중국내 상인들과 결탁하여 중
국 전역의 문물에 대한 약탈을 진행한다. 특히 낙양 부근의 북조시기 대형고분들은 이 시기에 거의 도굴
을 당해 지금까지 온전히 남아 있는 고분은 몇 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후 점점 약탈의 지역적 범위가 확산
되어 江蘇, 山東, 河北南部 및 遼寧南部, 吉林東部의 墓葬까지 그 손길이 뻗치게 되었다. 서구 열강의 문화

되어 있는 고분군 발굴로 이어졌다 . 그 후 洛陽澗西, 南京石子崗, 幕府山, 燕子磯, 老虎山, 象山, 浙江杭州
市 郊外의 고분군, 黃巖水嶺貯水池 조사, 廣東廣州西郊地域 고분군, 湖南長沙南郊地域 고분군, 四川昭化寶
輪鎭, 陝西咸陽底張灣, 遼寧遼陽北郊地域 고분군, 桓仁渾江東岸 고분군, 吉林集安城東郊 지역, 新疆 투루판
아스타나지역 고분군 등 모두 중요한 고분자료의 집중 분포지역이다. 이외에도 河南鄧縣, 鄭州, 安陽, 濮

陽, 陝西西安, 山西大同, 太原, 壽陽, 河北磁縣, 平山, 河間, 景縣, 吳橋, 內蒙古 후허하오터, 遼寧北票, 北
京市 등 모두 주요한 고분자료가 출토되었다.

재 약탈은 미국이 그 선두를 달렸다. 북방과 중원지역의 석조물, 도용, 남방의 동경, 자기 및 다수 묘장 출
토품이 약탈되어 미국 각지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특히 보스톤예술박물관(The museum of fin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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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진·십육국·북조 고분의 유형 및 지역성

2005년 安陽縣 安豊鄕 西高血村의 한 농민이 유적의 소재를 먼저 알렸으나 고분은 이미 상당부분 도굴
되어 훼손된 상태였다. 그 다음 해인 2006년 조직적 도굴 행위가 적발되고 도굴에 참가한 인원이 무려 38
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수중에서 상당량의 유물을 압수한 후 2008년 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는

시기적으로 曹魏에서 隋의 統一 이전까지의 고분을 말하며 십육국시기의 고분도 포괄하고 있다. 조위,
십육국 및 북조고분의 주요분포지역은 장강 이북지역을 중심으로 하서지역과 동북지역까지 포괄하고 있다.

10)

마침내 정식조사를 진행하였다 . 조사결과 대형고분 2기가 병렬 배치되어 있었으며 2기의 고분 모두 훼손
이 심한 상황이었다. 이 중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2호분이 조조묘로 확인되었다.

한편 서진고분은 일부 장강 이남지역에까지 분포하고 있다. 魏晉北朝古墳은 漢代古墳과 隋唐古墳의 과도기

2호분의 평면은 甲字形을 이루고 있는데 서향의 경사식 장축 묘도를 달고 있으며 묘광은 횡장방형을 이

적 단계에 생성된 물질문화로 漢代의 핵심 고분문화를 기본적으로 전승하고 있으며 원래 邊沿에 위치했던

루고 있다. 묘도의 길이는 39.5m, 너비 9.8m에 이른다. 묘광을 굴착한 후 전축의 묘실을 축조한 전형적인

다수의 소수민족정권이 내입하면서 수반된 비중원계통의 고분문화도 함께 담아내고 있다.

동한시기의 전실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묘광의 규모는 가로 22m, 세로 19.5m에 달한다. 주요 매장공간은

1949년 이전 魏晉北朝古墳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의 결핍과 낙양 등지에 집중 분포되어 있던 대량의 북

동서 방향으로 조성된 전실과 후실로 양분할 수 있으며 전후실 모두 좌우에 耳室을 두고 있다. 전후실과 耳

조 고분이 도굴되면서 상당수의 고분 출토유물이 해외로 유실되었다. 1950년대 이후에서야 魏晉南北朝古

室 간에는 용도로 이어져 있으며 전후실과 耳室의 天頂部는 각각 ‘四面結頂式’과 ‘券頂式’의 구조를 취하고

墳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河南省, 河北省, 山西省, 甘肅省 및 遼寧省 등지에 산재해

있다. 출토유물은 약 250여 점으로 토기, 청동기, 금은기, 석제품, 칠기 및 인골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명

있던 이 시기 고분에 대한 고고학조사 진행되었다. 魏晉北朝古墳은 시기적으로 曹魏(220∼265), 西晉(265

문석패와 인골은 서고혈2효분의 묘주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였다. 圭形石牌 2점에는 각각

∼316), 十六國(317∼420), 北朝前期(386∼534), 北朝後期(534∼581) 등의 5개 단계로 나눌 수 있다.

“魏武王常所用挌虎大戟”, “魏武王常所用挌虎大刀”라고 刻器되어 있어 고분의 주인공이 조조일 가능성을 강
하게 시사하고 있다. 또 인골의 DNA 분석결과 조조의 사망연대와 성별도 부합하고 있어 묘주에 대한 논쟁

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좀 더 이른 시기에 능동적인 학술적 대처방안을 세우지 못해 유적이 훼손된 점은
담당 고고학자들을 매우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조조묘 발견 이후 중국은 일대 홍역을 치렀다. 유적의 진위

1. 曹魏·西晉時期의 帝陵

성 논란, 언론의 선정적 보도, 일선 고고학자들의 미숙한 대응자세 등으로 일반 문화재가 겪을 수 없는 혹독
曹魏 및 西晉帝陵은 ‘不封不樹’, ‘不立墓碑’ 또는 장지를 철저히 함구하는 潛葬을 시행한 관계로 고분의
구체적 위치를 밝히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 조위·서진의 제릉은 정식발굴이 시행된
예가 없다. 다만 최근 河南省 安陽 安豊縣에서 발굴된 동한 말기 대규모 전실묘가 曹操의 묘로 추정되고 있

한 통과의례를 거쳤다.
조조묘의 위치에 대한 논의는 1998년 魯潛墓誌의 발견으로 이미 그 단초를 제공하였으나

11)

당시 중국

내부의 문물관리법상의 규정으로 적극적인 조사를 한동안 유보해왔다. 즉 당시 중국 문물국은 황제 및 왕급
12)

고분의 고고학 조사를 금지하고 보존일변도의 기조를 유도하였다 . 그러나 魯潛墓誌의 발견은 학계에 불행

6)

어 그 첫 번째 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魏文帝 曹丕의 首陽陵은 河南省 洛陽市 동쪽의 首陽山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임종
시 “因山爲體, 無爲封樹, 無立寢殿, 造園邑, 通神道”라는 遺命을 내림으로써 능의 지면 건축물이 전무하여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힘들다. 曹魏時期의 帝陵은 주로 낙양지역에 집중분포하고 있으며 이 시기 고분의

스러운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묘지 발견의 공개적 보도는 호시탐탐하던 도굴꾼들에게 황제급 능묘를 도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안겨다주었다. 관련 법규에 발목이 잡힌 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는 속수무책으로
도굴의 위험성을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제도운용의 융통성과 합리성을 놓친 참혹한 결과였다.

7)

구조는 동한말기의 전통을 여전히 따르고 있다 .
이 시기 고분의 구조는 傾斜式墓道, 甬道, 양측의 耳室을 달고 있는 방형의 전실과 장방형의 후실로

크게 구획된다 . 낙양지역의 일부 고분에서는 전실에 유장을 설치했던 흔적도 확인되었다. 帷帳은 고구려
8)

9)

벽화 墓主圖에서 흔히 보이는 장막시설로 이해할 수 있다 . 유장의 금속 부속구에서 正始八年(247)의 연호

가 확인되면서 기년을 갖춘 조위시기 貴族墓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부장품의 조합은 전대에 비
해 단조롭고 수량도 감소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조위서진시기에 제기되었던 박장풍속과 관련이 깊다. 이와
같이 조위정권의 상층부와 관련된 고분자료는 최근까지도 절대부족의 상태였다. 그러나 2008년 河南省 安
陽縣에서 전대미문의 미스테리로 회자되어 왔던 曹操의 무덤이 발견되면서 曹魏時期 帝陵硏究는 새로운 전
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림 1> 西高穴2號墳(曹操墓) 위치도(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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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晉 건국 후 武帝 司馬炎은 祖父인 司馬懿를 宣帝로 伯父인 司馬師를 景帝로, 父親인 司馬昭를 文帝로
각각 추존함으로써 그들의 무덤도 高陽陵, 峻平陵, 崇陽陵으로 격상하였다. 이후 武帝 司馬炎과 惠帝 司馬
衷은 峻陽陵과 太陽陵에 안치되었다. 惠帝 이후 서진의 정국이 혼란해지면서 懷帝와 愍帝는 사후 능묘를 수
건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西晉의 帝陵은 모두 5기에 불과하며 낙양 동북쪽의 偃師市 北邙山에 위치하고 있
다. 북망산은 낙양 북쪽에 동서로 뻗은 산맥으로 그 동단에 首陽山 등이 위치하고 있다. 출토 묘지명 등의
기록에 의하면 서진의 5기 제릉이 모두 이 일대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년에 출토된 서진고분의
13)

墓誌文 에 의하면 동서방향으로 崇陽陵, 峻陽陵, 太陽陵 등이 배열되어 있고 산줄기의 북쪽 사면에 高陽陵
과 峻平陵이 위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선제의 고양릉 외의 다른 제릉은 역대 문헌에서 보이지 않고
있어 결국 발굴조사를 진행해야만 구체적 위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4)

1971년 崇陽陵 추정지 부근에서 출토된 旬岳墓誌에서 “陪附晉文帝陵道之右”라는 기록이 확인됨으로써

崇陽陵의 상대적 위치가 좀 더 선명해졌다. 묘지 출토지점에 대한 시굴 조사결과 총 5기의 고분이 확인되었
15)

으며 그중 M1 고분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보아 崇陽陵으로 추정되고 있다 . 崇陽陵 주변에는 능원과 건
물지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능원의 경우 동·서·북 삼면에 垣墻을 설치했던 흔적이 확인되었다. 능원의 평
<그림 2> 西高穴2號墳 평면도(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 2011)

면 형태는 사다리꼴로서 남북 방향으로 조성되어 있다. 남북 400m, 동서 250m의 면적을 보이고 있다.

司馬炎의 峻陽陵은 崇陽陵의 서쪽 鏊子山 南麓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지인들은 속칭 ‘峻陽

兒地’라고 부르기도 한다. 1930년 西晉의 저명한 문학자인 左思의 여동생이며 晉 武帝의 貴人이었던 左棻

의 묘지가 출토되었다. 墓誌文에서 “葬峻陽陵西徼道內”이라는 문구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左棻墓와 峻陽陵
의 상대적 위치에 관한 기록으로 峻陽陵의 대략적 위치가 가늠되고 있다. 지표조사 및 부분 시굴조사 결과,

<그림 3> 西高穴2號墳 출토유물(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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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대에는 약 23기의 크고 작은 고분이 조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남북방향으로 조영되어 있다. 고분의 구
조는 장축의 경사식 묘도와 토동묘실로 구성되어 있다. M1의 경우 묘도의 길이가 36m, 너비 10.5m, 묘실

【표 2】 魏晉古墳의 구조 변천

시기

고분 평면구조

길이 5.5m, 너비 3m, 높이 2m로 가장 규모가 크며 동급 황제릉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규모면으로 본다면
진무제의 능인 峻陽陵일 가능성이 추정되고 있다. 나머지 22기의 경우 M1 묘도의 서쪽에 일정한 규칙으로
배열되어 있다. 공간적 배치로 보아 진무제의 무수한 비빈묘일 공산이 크다. 좌분묘도 이 곳에 위치하고 있
다. 준양릉은 아직까지 능원유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능묘 조영시 능원을 설치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東漢
末期

【표 1】 西晉帝陵一覽表
帝號

名諱

陵號

1

宣帝

司馬懿

高陽陵

河南省 偃師市 首陽山(邙山의 일부분)

2

景帝

司馬師

峻平陵

河南省 偃師市 首陽山 高陽陵 서쪽

3

文帝

司馬昭

崇陽陵

4

武帝

司馬炎

峻陽陵

5

惠帝

司馬衷

太陽陵

매장위치

河南省 偃師市 潘屯村과 杜樓村 북쪽의 枕頭山

河南省 偃師市 南蔡庄 북쪽 鏊子山

河南省 偃師市 鏊子山 峻陽陵 서쪽

曹魏

<그림 5> 河南省 偃師市 首陽山 一帶 西晉帝陵 分布地域

西晉

1. 洛陽 唐寺門M1(桓帝 永康元年, 167年)
2. 河北 定縣 北陵頭M4(中山穆王 및 王后墓)
3. 洛陽 王當墓(靈帝 光和二年, 179年)
4. 偃師M1606 曹魏墓
5. 洛陽 十六工區 正始八年 墓(魏 齊王 曹芳, 247年)
6. 甘肅 嘉峪關 新城M1(曹魏 高貴公 曹髦 甘露二年墓, 257年)
7. 偃師 樓枕頭山 M4
8. 洛陽 西郊 太康八年墓(267年)
9. 洛陽 西郊 永寧二年墓(302年)
<그림 6> 河南省 偃師市 首陽山 一帶 西晉帝陵 分布地域 상세도(考古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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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魏晉·十六國時期의 고분

된 것으로 보인다. 출토유물의 격식과 수량으로 보아 왕실 구성원의 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피장된 3명의 미
성년 묘주는 당시 서진 왕실과 관련이 깊은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魏晉·十六國時期 고분의 주요분포지역은 중원지역, 하서지역, 관중지역 및 동북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

洗硯池晉墓에서는 중원 및 북방진묘에서 자주 보이는 유물 조합보다는 강남지역 진묘에서 대량 출토되

있다. 중원지역의 조위시기 고분이 희소한 관계로 대다수의 고분자료는 서진시기에 집중되고 있다. 하서지

는 월요계 청자류들이 압도적인 수량을 점하고 있어 묘주의 배경 및 출자가 강남지역과 관련 깊은 특수성을

역의 魏晉時期 고분은 甘肅省 서부지역에 집중되고 있는데 주로 주천(酒泉), 가욕관(嘉峪關) 등지의 고분이

보여주는 것도 이채롭다. 1호분에서 출토된 금당은 모두 9점으로 묘주의 구체적 신분을 추정하는 데 결정적

대표적이다. 중원지역의 십육국시기 고분은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가 희소하여 관중지역의 고분을 위주로

인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 『續漢書·與服志』 및 『晉書·與服志』 등에 나타나는 당시의 복식 xx관련 기록을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살펴보면 漢晉時期 侍中, 散騎常侍 등의 고관들이 착용했던 관식은 매미(蟬) 모양을 넣은 금당과 담비(貂)의
꼬리털로 장식하였고 이를 “貂蟬”이라 칭하였다. 양진시기 시중 및 산기상시의 관직에 올랐던 인원은 서진
22)

시기에만 백여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 그러나 1호분의 묘주가 미성년자들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1) 中原地域 西晉墓

侍中 및 散騎常侍의 관직에 사여되는 금당장식이 아무 연고도 없이 부장되었을 리는 없다. 즉 이들 3명의
중원지역에서는 다양한 규모의 서진고분이 확인되고 있는데 대부분 도성인 낙양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미성년 묘주들이 황실 구성원의 일원이어야만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월요계 고급 청자의 대량부장, 칠기의

서진시기 고분은 동한 말기의 고분 구조를 크게 탈피하여 종전의 경사식묘도, 용도, 이실, 방형전실 및 장

제작 수준 및 금당장식 등을 비추어 보아 이들 묘주는 양진 교체기의 司馬氏 황실과 연관이 있는 인물일 가

방형후실 등의 동한시기 고분 전형성이 사라진다. 이 시기 고분의 구조적 특징은 단실묘 혹은 장방형단실에

능성이 크다.

偏室을 부가한 형태가 주를 이룬다. 부장품의 종류와 조합에서도 비교적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제 기
16)

물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부장조합은 대략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
1) 容器: 罐, 壺 鉢, 耳杯, 다자역, 준작, 편호, 飜口罐 등의 시기 특성을 갖춘 토기
2) 車馬模型器: 우차, 안마, 견마용, 무사용, 남녀시용 등

3) 冥器: 주방모형기, 부뚜막모형, 우물, 창고, 맷돌, 방아, 돼지, 개, 말, 소, 새, 측소(厠所) 등의 생활명기

이들 고분의 경우 청자 기물의 부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서진고분의 경우 묘주가 확인된 고분이 많지 않은 편인데 현재까지 묘주의 신분이 밝혀진 사례로는 西
17)

18)

19)

20)

21)

晉裵祗墓 , 北京華芳墓 , 洛陽徐美人墓 , 山東鄒城劉寶墓 , 臨沂洗硯池墓

등이 있다.

이 중 洗硯池晉墓의 경우 규모, 피장자 및 부장유물 면에서 주목할 만한 고분이다. 2003년 山東省 臨沂

<그림 8> 山東 洗硯池晉墓 평단면도, 출토유물 조합(山東省文物考古硏究所 2006)

市 洗硯池街에 있는 王羲之 古家를 확장 보수하는 과정에서 대형전실묘 2기 및대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1
호분은 王羲之 古家 동북부의 구릉에서 발견되었는데 조사과정에서 구릉은 봉토로 판명되었다. 1호분의 축
조는 塼石混合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묘문은 남쪽을 향하고 있으며 동서 방향으로 2개의 장방형 묘실을
배치하고 있다. 묘문은 석재로 제작하여 2장의 석비를 갖춘 석문을 부착하고 있으며 석문에는 별다른 문양
이 보이지 않고 있다. 2개의 묘실은 전돌로 구축하였으며 바닥은 가운데 부분이 융기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배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피장자는 모두 3명으로 미성년자가 안장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동실에
는 2구의 관이 확인되었는데 유해 분석결과 2세 가량의 유아와 1세 미만의 영아로 밝혀졌다. 묘실은 도굴흔
적이 없는 걸로 보아 처녀분일 가능성이 높다. 동서묘실에서는 약 273점의 각종 부장품이 검출되어 진대 전
실묘 중 이채로운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출토유물 중에는 기년을 파악할 수 있는 칠기 등이 확인되고 있는
데 “大(泰)康七年李次上牢”, “大(太)康八年王女上牢” 등의 명문으로 보아 서진의 관영 수공업공방에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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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山東 洗硯池晉墓 출토 동기·청자·칠기(山東省文物考古硏究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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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魏晉南北朝墓 壁畵 및 陶俑資料에서 보이는 馬甲·甲冑·馬具一覽表

【표 3】 中原地域 魏晉古墳 출토유물 조합

조합

魏晉南北朝 馬甲·甲冑·馬具

고분 출토유물

토용

1

생활
용기

1

2

3

4

5

2

벽화

3

거마
모형기
도용

6

4

6

5

7

8

9

갑주

7

10
8

12

9

13

14

10

16

15

모형
명기
18

19

20

23

11

1. 武士俑(洛陽 西晉墓)
2. 도용(河北 景縣 북주 封氏墓)
3. 鎧馬騎俑(陝西 咸陽 底張灣 北周墓)
4. 鎧馬騎俑(西安 草廠坡1號墓-十六國)
5. 馬甲(敦煌285窟 西魏 壁畵)
6. 鎧馬圖像(河南 鄧縣 畵像塼墓)
7. 鎧馬圖像(麥積山 麥察127號窟 北魏壁畵)
8. 甲冑(河北 鄴南城 出土)

17

22

21

24

25

26

진묘수
28

27

29

화폐
30

31

1·7·8·9·10·24·29. 洛陽谷水晉墓 2. 洛陽孟津大漢塚西晉墓 4·5·2·16·19·20·22·23·25·27. 洛陽北郊西晉墓
3·6·11·14·15·17·18·21·26·28. 洛陽春都路西晉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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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洛陽 및 부근지역 魏晉古墳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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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발굴된 酒泉 丁家閘5號墓는 十六國 北涼時期의 고분으로 이 시기 벽화묘를 대표한다. 묘실은

2) 河西地域 魏晉十六國壁畵墓
甘肅省 酒泉, 嘉峪關, 敦煌 등지에 집중 분포하는 하서지역 위진십육국 고분은 특수한 자연조건으로 인
23)

해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다 . 이들 고분은 화려한 화상전과 벽화를 통해 당시 하서지역의 생활상
을 잘 표현하고 있어 위진시기 하서지역의 고대사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酒泉와 嘉峪關 사이에는 남북 약 20km, 동서 3km의 사막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수천 기의 魏

晉十六國時期 고분이 확인되었다. 1972년에서 1993년까지 酒泉市 丁家閘, 嘉峪關市의 新城鄕 등지에서 3

세기 초에서 5세기 중엽에 상당하는 20기 이상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대형고분의 경우 그 피장자가 郡縣級

묘도, 용도, 전실 및 후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묘실 전체 벽면과 후실 서벽 상부에 대폭의 벽화를 장식하고
있다. 벽화 채색의 과정은 먼저 묘실 벽면에 진흙과 풀을 이긴 피막을 얇게 바른 후 그 위에 다시 얇은 황색
진흙 피막을 입혀 채색을 하였다. 채색은 묵선으로 스케치를 하거나 홍적색 바탕을 입힌 후 스케치를 하기
도 하였다.
벽화의 구성은 묘실공간을 효율적으로 분할하여 주제별로 배치하고 있다. 전실 서벽 상단에는 묘주의

좌정도와 시종을 표현해놓고 있으며 그 외 벽면에는 牛車, 牛耕, 牧畜, 脫穀, 選穀, 倉庫, 庖廚 등의 소재를

그려놓고 있다.

文官 및 지방호족으로 확인되었으며 공통적으로 묘실 전체에 벽화로 장식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하서지역의 魏晉十六國時期 고분들은 타 지역과는 다른 조영적 특성을 표출하고 있다. 이 지역의 고분군
은 가족 단위로 철저하게 분리 배치되는데 특히 가족묘군 주위에 塋圈(垣墻)을 수축하여 공간적 배타성을 표
시하고 있다. 영권은 내륙 호수였다가 고갈된 고비사막 지역의 자갈(礫石)을 이용하여 너비 2m 가량의 원장
을 방형으로 수축하고 있다. 원장의 단면은 사다리꼴 형태로 축조하였으며 잔존 높이는 0.6∼1.0m 가량이
24)

다. 가족 구성원들의 분묘는 내부 서열에 따라 정연하게 배치하고 있으며 측면에 출입문을 내놓고 있다 .
河西地域 고분의 조영방법도 기타 지역과의 지질환경의 차이로 인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고분조영의
공정은 먼저 모래와 역암이 섞인 토양으로 인해 경사식 묘도를 굴착한 후 묘도의 끝부분에서 전면으로 묘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동굴을 판다. 일반적으로 동혈을 그대로 묘실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부 고분의 경우
묘실에 전돌을 사용해 전실묘를 구축하기도 한다. 묘문 상부 단벽은 전돌을 사용해 복잡한 구조의 문루를
체축하여 장식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이 지역 고분의 봉토는 礫石을 사용하여 복두형의 봉분을 조성하고
있으며 다시 礫石과 모래를 이용해 묘도를 복토하면서 생긴 공극으로 개별 고분의 묘도 흔적이 지표면에서

<그림 12> 甘肅 酒泉 丁家閘 5號墓 壁畫(甘肅省文物管理委員會 1959)

확인이 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현상이기도 하다.

酒泉 및 嘉峪關 지역의 魏晉墓 중 대다수의 고분이 벽화 혹은 화상전을 이용해 묘실을 장식하고 있다.

회화의 소재는 출행, 가축, 수렵, 농경, 목축, 포주, 연회 등 서북지역 호족세력의 일상생활을 주로 표현하
고 있다. 화상전의 제작과정은 먼저 가로 36cm, 세로 17cm 크기의 전돌 표면에 채로 친 고운 황토를 한 겹
바른 후 전돌 사주에 홍적색의 안료를 사용해 사주곽선을 그리고 흑색으로 스케치를 한 후 채색을 한다.
이러한 서북지역 고분의 벽화 및 화상전의 연원은 東漢末 중원지역의 전통을 상당부분 계승하고 있으나
25)

구체적인 회화소재 및 기법은 이미 현지화 되어 새로운 스타일을 표방하고 있다 .

<그림 11> 甘肅 嘉峪關 晉墓 畵像塼(甘肅省博物館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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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甘肅 敦煌 祁家灣 西晉十六國古墳 분포도(甘肅省文物考古硏究所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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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甘肅 燉煌 佛爺廟灣 西晉墓 M37 문루 및 묘실 단면(甘肅省文物考古硏究所 1998)

<그림 14> 甘肅 敦煌 祁家灣 西晉十六國古墳 가족묘군 塋圈(甘肅省文物考古硏究所 1994)

<그림 15> 甘肅 燉煌 祁家灣 晉墓 M351 단면(甘肅省文物考古硏究所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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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甘肅 燉煌 佛爺廟灣 西晉墓M37 문루 세부(甘肅省文物考古硏究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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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酒泉지역 魏晉·十六國時期 벽화묘의 유형 및 분기
형식

제1기(257∼290년경)

제2기(290∼378년경)

제3기(378∼439년)

A1型Ⅰ式

1
A型

A1型Ⅱ式

2
A2型

3
B1型Ⅰ式

4
<그림 18> 산서 대동 북위 영고릉 묘실 구조

B1型Ⅱ式

5
B型

6

494년, 효문제의 낙양 천도가 단행된 후 낙양에 거주하던 선비귀족들의 평성으로의 귀장은 제도적으

B2型

로 금지되었다. 효문제 자신도 평성의 壽陵인 萬年堂을 포기하고 낙양의 邙山에 새로운 능원을 조성하였다.

7

망산은 황실의 적극적인 제창에 의해 선비 출신 귀족의 족장묘지로 조성되었다. 이후 낙양 천도 후의 북위
B3型

황제 4인의 능묘는 모두 邙山에 안치되었다. 이 중 孝文帝의 長陵과 宣武帝의 景陵은 능원에 대한 지면조

8

사와 발굴을 진행하여 북위 황릉의 면모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장릉은 낙양의 서
북 7km 지점의 孟津縣 朝陽鄕 管莊村에 위치하고 있다. 2004년 洛陽市文物工作隊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

B4型
1. 嘉峪關 M3
7. 嘉峪關 M1

2. 酒泉下河淸 M1
8. 民樂八卦營 M2

3. 嘉峪關 M7
4. 西溝 M7
9. 酒泉小土山墓

9
5. 民樂八卦營 M3

6. 酒泉丁家閘 M5

29)

어 능원의 대체적 윤곽과 배치를 파악하게 되었다 . 능원의 평면은 방형이고 사방에 원장을 축조하였고 사
방의 각 원장 중간지점에 문을 설치하였다. 垣墻 둘레에는 壕가 설치되어 있다. 능원 내부에는 효문제와 文
昭皇后의 능묘가 조영되어 있다. 孝文帝의 능은 中軸線을 기점으로 약간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긴 傾斜式
묘도를 갖추고 있다. 봉토의 형태는 원형을 취하고 있으며, 현존 높이는 35m 정도이고 봉분의 전체 둘레는

3. 北朝의 帝陵

190m에 이른다. 봉토 외곽에는 항축을 행한 溝가 돌려져 있다. 봉분의 남측에는 한 쌍의 石墩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는 石翁仲의 基礎石으로 추정된다. 翁仲 基礎石의 사이로 神道가 지나가기에 장릉의 神道는 翁仲
을 기점으로하여 남북 방향으로 연장되는 직선 형태를 하고 있다. 신도에 翁仲을 배열함으로서 남조의 능묘

1) 北魏帝陵

석각과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6)

기록에 의하면 북위 초기의 황릉을 ‘金陵’이라 관명하여 황실 구성원의 族葬地로 운용하였다 . 北魏 道

北魏 宣武帝 元恪의 능묘인 景陵은 북위 황제 능묘 중 유일하게 정식발굴을 행한 예이다. 1991년 중국

武帝 拓跋珪의 능묘는 초기 수도인 내몽고 呼和浩特 지역의 盛樂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그 후의 북위 황실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洛陽漢魏城工作隊는 景陵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 景陵은 洛陽市 동북쪽

구성원들의 묘도 이 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大同 平城으로 도읍을 옮긴 후에는 대동 북쪽인 西寺兒梁

7km 塚頭村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孝文帝 長陵과는 5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다. 경릉의 주위는 이미

山 남부인 方山 지역에 황족의 묘들이 조영되었다. 北魏 文成帝 拓拔睿의 처인 文明皇后 馮氏의 묘인 永固

洛陽古墓博物館이 건립되어 부근의 대량의 陪長墓들은 박물관에 이전·복원되어 있다. 景陵의 神道에는 한

27)

陵이 대표적이다. 영고릉의 북쪽에는 북위 효문제의 수릉인 萬年堂이 위치하고 있다 . 영고릉의 祠廟建築
은 선비족의 전통인 석축기법을 사용해 祖宗의 사당을 조영한 것이 특징이다. 永固陵의 봉토는 약 23m에

30)

쌍의 翁仲 石像이 남아있을 뿐 기타 石刻은 확인되지 않았다. 봉분은 夯築을 이용해 盛土하였으며 圓形을
31)

이루고 있다 .

28)

이르며 봉토의 基底面은 방형이다. 남북117m, 동서124m에 이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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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東魏, 北齊의 皇陵
북위의 분열 후 동위와 서위가 정립되며 도성인 낙양은 폐기된다. 동위정권은 지금의 하북성 자현 업남
성으로 천도한다. 동위 효정제는 업성으로 옮긴 후 업성 서쪽의 주요수계인 장하와 부하의 중간지대에 원씨
황릉구역을 조성한다. 이른바 ‘서릉’이라 지칭하는 족장구역이다. 북제에 들어와서는 서릉의 동북쪽에 황족
인 고씨의 족장구역을 조성함으로써 광활한 동위북제의 황실묘역이 형성된다. 이 일대에는 이미 123기의
분묘가 확인되었는데, 인구에 한동안 회자되었던 조조의 “七十二疑塚”로 오인되기도 하였다. 이 지역을 학
계에서는 ‘자현북조묘군’으로 칭하며 동위북제의 황릉구역으로 비정하고 있다. 이 중 이미 발굴을 진행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았던 묘로는 동위의 茹茹公主墓, 북제의 堯峻墓, 북제의 高潤墓, 만장대묘, 북제의 元良墓
등이 있다. 이들 묘들의 구조적 정형성은 매우 선명하다. 일반적으로 묘도와 용도를 달고 있으며 단실의 전
축구조이다. 묘실의 평면은 방형이며 사벽이 밖으로 배가 부른 형태의 호형을 취하고 있다. 묘실 내부에는
벽화를 그려놓고 있으며 묘지석을 수장하고 있다. 수장기물로는 다량의 도용을 묘실에 배치하고 있으며 그
외 자기와 도기, 금은기 등이 검출되고 있다.
(1) 茹茹公主墓
<그림 19> 北魏 長陵 및 부근지역 고분 배치 상황

茹茹公主墓는 河北省 磁縣 남쪽 2km 지점의 大冢營村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 묘실 내부에서 출토
32)

된 묘지에 의하면 茹茹公主는 당시 북방의 초원에서 상당한 세력을 행사했던 柔然의 수령인 阿那環의 손녀

로 ‘隣和公主’라 칭해지기도 하였다. 묘장의 구조는 묘도, 용도 및 묘실로 이루어져 있다. 묘도는 경사식으
로 묘도 양벽에 벽화를 그려놓고 있는데 벽화의 소재는 靑龍, 白虎, 儀仗行列, 鎭墓神獸, 羽人, 鳳鳥, 蓮花
文 등이 사용되었다. 甬道 내부에는 세 겹의 封門을 시설하였고 그 사이에 石門을 설치하였다. 용도 양벽과
천정부에서도 벽화가 확인되고 있는데 侍衛像 등의 인물상과 火焰文, 寶珠文 등이 채색되어 있다. 묘실 평
면은 방형이며 사벽이 밖으로 불러있는 弧形을 이루고 있다. 천정부는 궁륭상을 이루고 있으며, 전축의 관
대가 설치되어 있다. 묘실에도 벽화가 보이고 있는데 玄武, 여자인물상, 묘주상, 侍從, 백호 등이 주요소재
<그림 20> 하남 낙양 北魏 孝文帝의 長陵 陵園圖와 封墳

<그림 21> 하남 낙양 北魏 宣武帝의 景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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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었다 .

<그림 23> 하북 자현 東魏 茹茹公主墓(磁縣文化館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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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灣漳大墓

4. 世家大族의 古墳

灣漳大墓는 河北省 磁縣 滏陽河 남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高歡陵과 약 2km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 .

지면에 거대 봉토가 조성되었으나 지금은 거의 삭평되거나 훼손되었다. 묘실의 천정부가 이미 노출되어 상

魏晉南北朝 역사의 중심에 섰던 세력인 ‘世家大族’은 이 시기의 키워드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존재들이

당 부분 파괴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묘장의 구조는 경사식 묘도와 용도, 묘실로 구성되어 있다. 묘

다. 이들은 ‘高門’, ‘甲族’, ‘士族’, ‘著姓’, ‘郡望’, ‘門閥’, ‘貴族’ 등 무수한 이름으로 칭해졌다. 이들은 방대한

도의 길이는 37m로 양벽에 벽화를 그려 놓고 있다. 벽화의 주요내용은 장대한 의장행렬을 묘사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을 바탕으로 상층부의 기득권을 행사하였으며 관작의 승계, 친혼 등의 방법을 통해 대량의 토지

동벽의 경우 의장행렬의 앞쪽에 주작, 신수, 청룡 등을 묘사하고 있으며 서벽에는 백호를 그려 놓았다. 특이

와 사회적 자원을 독점했던 세력이었다. 세가대족은 ‘郡望’을 매우 중시하였다. 즉 지역적 기반을 둔 정치군

한 것은 묘도 바닥부분에도 대폭의 장식화를 그려놓고 있는데, 忍冬蓮花文, 八瓣蓮花文 등을 구획을 나누어

사적 행보만이 공고하다는 인식이 그들의 저변에 깔려 있던 시기였기에 지역적 연고는 바로 사회적 지위와

마치 대형카펫을 형상케 하고 있으며 용도와 석문에도 다양한 소재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북제 문선제의

동일시되는 경향이 강했다. 예로 화북지방의 대성만 하더라도 백여 개가 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34)

35)

제릉으로 추정하고 있다 .

淸河 崔氏, 博陵 崔氏, 范陽 盧氏, 趙郡 李氏, 河東 裴氏, 太原 王氏, 京兆 杜氏 등 이들 세가대족의 이
름 앞에는 그들이 연고를 두고 있던 지역이 冠名되고 있다. 永嘉之亂 이후, 비록 상당수의 세가대족이 族衆
들을 이끌고 남천하였지만 여전히 故里에 남아 호족정권과 공생을 도모한 사족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점
차 胡漢體制라는 독특한 구조 속에서 적응하며 다시 국가 권력의 중심에 복귀하게 된다. 이러한 道程을 겪
은 士族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견고한 혈연적 단결을 모색하게 된다. 그 일환
으로 ‘聚族而葬’이라는 공동체 묘역을 조성하여 배타적 단합을 시도한다. 즉 비록 타향에서 客死한 가족 구
성원이라도 귀장을 하여 공동의 조영에 안치하는 집단적 장제를 고수하였다.
예로 강남으로 도피한 북방인사 중 琅邪 王氏, 陳郡 謝氏 등의 사족들은 죽어서도 정식 매장을 하지 않

고 ‘假葬’ 혹은 ‘權厝’ 이라는 임시매장을 취하여 후일 귀장하여 동족의 祖塋에 안치되기를 강렬히 기원하였
36)

다. 물론 북방에 그대로 郡望을 지키며 호족정권에서 득세한 사족들은 이러한 지난한 장법을 준수할 필요가
<그림 24> 하북 자현 北齊 灣漳大墓(徐光冀 1996)

없었다. 이들은 각자의 정치적 실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조의 개별정권에서 장구한 기득권을 유지해 나
갔다. 이들 중 대표적인 인물들의 묘역이 발굴되었는데 산동 임치 최씨묘역, 청주 임구 최분묘, 하북 조주
찬황 이씨묘역, 경현 봉씨묘역, 산서 대동 사마금용묘 등이 대표적이다.

1) 臨淄 崔氏墓群
37)

최씨묘역 은 山東省 淄博市 臨淄 대무향에 위치하고 있다. 1973년에서 1983년까지 모두 19기의 묘가
조사되었는데 이들 묘에서는 7매의 묘지가 검출되어 최씨 집단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자자료를 제
공해 주고 있다.

2) 臨朐 崔芬墓

최분묘는 山東省 臨淄 臨朐縣에 위치하고 있다 . 묘도, 용도 및 묘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면은 ‘갑’자
38)

형을 이루고 있다. 경사식 묘도의 길이는 9.4m, 묘실의 길이는 3.06m에 이른다. 용도에서부터 묘실 내부

에 이르기까지 벽화가 채색되어 있다. 주목할 것은 용도의 좌우벽을 이루는 석벽 위에 이중의 벽화가 확인
<그림 25> 하북 자현 北齊 灣漳大墓 전실 구조 및 천정부 외관(徐光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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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며 이로 보아 두 차례에 걸친 하장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묘실 전체는 모두 이 지역에서 생
산되는 靑石을 정치하여 거대판석 및 소형괴석의 형태로 가공하여 砌築하였다.

묘실의 벽화는 전체적으로 회를 한층 바른 후 그 위에 그려져 있다. 출토기물로는 다량의 청자용기, 동

경, 동령, 도용 등이 확인되었다. 그 외 묘지, 관재 등도 검출되었다. 출토묘지에 의하면 최분은 503년(北魏
宣武帝 景明四年)에 출생하여 550년(北齊 天保五年)에 사망하였다. 그의 조부는 남조 유송정권에서 사족으
로 관직을 수행하다가 북위정권에 귀의하여 요직을 거쳤으며 그의 부친인 최찬은 동위정권의 중신이었다.

고 재차 厚葬 및 고분의 대형화가 이루어지는 상황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 또 비교적 많은 수량의 서역
계 유물이 검출됨으로써 이 시기 상당수의 서역 胡商들이 중원지역에 진출하여 무역활동을 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들 胡商들에 의해 이입된 서역문화는 중원지역의 본토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인다.
같은 지역인 磁縣 東陳村에서 발견된 東魏武定五年(547) 堯趙氏墓에서는 북방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
41)

의 醬釉瓷器가 출토됨으로써 기존의 封子繪墓 및 崔昻墓에서 확인된 장유자기보다 앞서고 있다 .

이로 인해 최분의 신분은 자연히 士族의 자제라는 특수성으로 重職에 올랐다. 최분은 후경의 난에 주도적으
39)

로 참여한 인물로 묘지의 “魏晉建業”이라는 기록으로 재차 확인되고 있다 .

<그림 26> 山
 東 臨朐 崔芬墓 평면 및 단면
(山東省文物考古硏究所 2002)

<그림 27> 山東 臨朐 崔芬墓 묘실 내부 벽화(山東省文物考古硏究所 2002)

3) 河北 贊皇 李希宗墓 및 東魏武定五年(547) 堯趙氏墓
<그림 28> 河北 贊皇 李希宗墓 평면 및 단면

河北 趙縣의 李氏 세력도 十六國時期 호족정권의 성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大族이다. 묘의 위치는 河
北省 贊皇縣 邢郭村에 위치하고 있으며 李希宗과 그의 부인인 崔氏와의 합장묘이다. 李希宗은 東魏 武定二
年(544)에 下葬되었으며, 부인인 최씨는 北齊가 건국된 이후에 下葬되었다. 지표에는 약 5∼6m의 봉분이
남아있으며 夯築을 이용해 성토하였다 .
40)

묘실 구조는 경사식 묘도, 甬道, 전실, 過道(後甬道), 후실로 이루어졌으며 전실묘이다. 전실의 벽체는

外張되어 弧形을 이루고 있으며 후실의 천정부는 궁륭정을 취하고 있다. 출토유물로는 병풍, 묘지, 도용, 청
동초두, 비잔틴화폐, 서역계 유물인 금반지, 자기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도굴갱에서 검출된 석제 두상은 묘
장의 신도에 배치한 石翁仲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위진시기의 박장풍속이 남북조에 이르면서 서서히 퇴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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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河北 贊皇 李希宗墓 출토 동로마 화폐 및 청동초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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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氏墓群은 경현 남쪽 약 15km 지점인 野林庄과 北屯鄕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1973년, 북위 황척인
44)

고아의 묘가 확인되어 이 지역 북조고분의 편년작업에 기년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 高雅는 518년(北魏
熙平三年)에 사망하였으나 537년(東魏 天平四年) 詔贈을 통해 改葬을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孝明帝의 嬪妃
인 高元儀가 이 묘에 함께 부장되었다는 것이다. 高元儀는 高雅의 차녀로 북위의 황실 구성원인데 불구하고
부모의 합장묘에 하장했다는 점은 대단히 이채로운 일이다.

<그림 31> 하북 景縣 封氏墓 출토 자기 및 유리기(張季 1957)

<그림 30> 河北 東陳村 東魏墓 및 출토 (醬釉瓷器 도용)

<그림 32> 하북 景縣 高氏墓 M13 평면 및 묘문 砌築(河北省文管處 1797)

4) 景縣封氏墓와 高氏墓
渤海郡 蓨縣(지금의 하북성 경현)에 관적을 둔 封氏와 高氏 세력은 비록 동시기 세가대족인 崔氏·李

氏·盧氏·鄭氏 집단과 같은 一流高門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淸河 崔氏 및 趙郡 李氏와의 通婚으로 당시

사회적인 지위는 세가의 대열에 합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들은 서로 깊은 왕래와 우호적 관계
로 경현지역에서 일단의 세력을 형성하였다. 封氏 집단의 族墓는 경현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十八亂
塚’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현존하는 封氏家族墓는 모두 16기가 확인되었으나 보존상태가 좋지 못하다. 묘장
42)

의 구조는 방형단실이며 전실로 체축하고 있다 . 특히 封子繪墓에서 출토된 靑瓷尊은 남경 영산대묘에서
출토된 것과 매우 유사하여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또 다른 무덤에서 유리제품이 출토되어 북조고분에서 빈
43)

번하게 공반되는 서역계 제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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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河北 景縣高氏墓 M13 출토 청자 및 銅製盞托(河北省文管處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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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司馬金龍墓
河內郡 溫縣에 관적을 둔 司馬氏 세력은 265년 서진정권을 수립한다. 물론 정권의 수명이 반세기도 되
지 않은 단명정권이지만 사마씨 세력은 남천하여 다시 東晋을 건립하며 世族의 지위를 이어갔다. 그러나 5
세기 초 동진의 수명도 다하자 419년 종실의 일원인 司馬楚는 북위왕조에 귀의하여 江南에서 平城으로 이
주한다. 司馬楚는 선비정권의 權臣으로 자리매김하며 鎭西大將軍의 직위까지 오른다. 司馬楚는 선비귀족인
河內公主와 통혼하며 더욱 입지를 다지는데 이들의 소생이 漢·鮮混血인 사마금용이다.
산서 대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마금용묘는 다실의 전축구조이며 약 28.1m 길이의 경사식 묘도를 달고
45)

있다 . 묘실 구조는 묘문, 전용도, 전실, 후용도, 주실 및 전실에 딸린 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 430
여 종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그중 칠기병풍은 당시 남북조 회화예술의 교류와 계보를 구명하는 데 중요한 물
적 증거로 평가되고 있다. 출토 묘지에 의하면 사마금용은 484년에 사망하였으며 합장된 그의 부인인 흠문

<그림 36> 山西 大同 司馬金龍墓 출토 陶俑 및 石製柱礎(山西省大同市博物館 1972)

희진은 474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위의 대표적 세족의 고분인 司馬金龍墓는 당시 선비문화와 한
46)

문화가 융합된 고분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

6) 固原北周李賢夫婦墓
47)

北周貴族 李賢의 묘로서 寧夏回族自治區 固原縣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 묘장의 구조는 경사식 묘
도, 천정, 용도 및 묘실로 구성되어 있다. 묘실은 흙을 파내 만든 土洞式이며 평면은 방형을 이루고 있다.
장구는 一槨一棺制를 따르고 있으며 남녀 합장이다. 묘도에서부터 묘실에 이르기까지 벽화로 장식하고 있
으며 한위진 시기 벽화의 전통을 상당 부분 계승하고 있어 동위·북제와는 또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
다. 출토유물로는 도용, 진수, 도기, 유리기, 동기 및 철기 등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자기가 한 점도 출토되
지 않는 것이 특이하다. 또 유리기, 금반지 및 鎏金銀壺 등 서역과의 교역을 통해 구득된 기물들이 검출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출토 묘지에 의하면 李賢은 北周政權의 주요인물이며 503년(北魏 景明四年)에 출생
48)

하여 569년(北周 天和四年)에 사망하였다 .

<그림 34> 山西 大同 司馬金龍墓 평면(山西省大同市博物館 1972)

<그림 35> 山西 大同 司馬金龍墓 묘문 및 천정부 砌築(山西省大同市博物館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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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寧夏 固原 李賢夫婦墓 평면도 및 단면도(寧夏回族自治區博物館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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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그드인(粟特人, Sogdian)의 古墳
중국 문헌에서 보이는 소그드인의 명칭은 昭武九姓, 九姓胡, 雜種胡 및 粟特胡 등으로 기록하고 있
49)

다 . 소그드인의 종족적인 특징은 이란계통의 중앙아시아 고민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언어적으로 인
도유럽어계의 동부 이란어족의 일파로 추정하고 있다. 고대 소그드인의 활동지역은 지금의 우즈베키스
탄, 타지크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지로 보고 있다. 이들은 광활한 중앙아시아 지역에 다수의 小國을 형성
하였는데 이 중 사마르칸트(Samarkand)를 중심으로 하는 康國은 왕왕 소그드를 대표하는 국가로 인식
되었으며 부하라(Bkhara)를 중심으로 형성된 安國도 상당한 규모를 가진 소그드계 집단이었다. 그 외 슈
트루사나(Sutrushana)의 東曹國, 카푸타나(Kaputana)의 曹國, 이쉬티칸(Ishitikan)의 西曹國, 미무르
<그림 38> 寧夏 固原 李賢夫婦墓 출토 도용, 금반지 및 유리잔(寧夏回族自治區博物館 1985)

(Maymurgh)의 米國, 쿠샤니카(Kushanika)의 하국, 카샤나(Kashana)의 史國, 카치(Chach)의 石國 등
50)

이들을 소위 ‘昭武九姓’이라 지칭하고 있다 . 그러나 소그드인들은 통일된 정치체를 이루지 못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고대국가의 형성에 실패한 소그드인들은 주변지역의 정세에 따라 빈번한 외부의 지배
를 받았는데 초기에는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왕조, 그리스의 알렉산더제국, 셀레우스왕조 등의 통치하에
놓이기도 하였다. 그 후 호르기스(康居國), 토카라(大月支國), 쿠샨제국, 에프탈 등의 통치를 격기도 하였
다. 그러나 이민족의 지배를 겪으면서도 소그드인들은 독자적인 王世系를 유지하면서 中古時期 실크로드지
역의 독특한 상업민족으로 거듭났다.
3∼8세기, 즉 중국의 한당시기에 상당하는 기간에 걸쳐 이민족의 침략을 피하고 무역을 통한 이윤을 추
구하기 위해 소그드인들은 동쪽으로 이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소그드인들이 중국 경내에 유입되
어 정착하였으며 그들의 고유 종교인 조로아스터교(祆敎, 拜火敎)의 전통을 여전히 보존하고 있었다 .
51)

십육국, 북조시기 이들 소그드인들

은 타림분지, 하서회랑, 중원의 북방, 몽
<그림 39> 영하 고원 李賢夫婦墓 출토 鎏金銀壺(山西省大同市博物館 1972)

골고원 등지에 분산되어 취락을 형성하며
활동하였다. 이들의 생계활동은 주로 대

【표 6】 北魏帝陵의 매장 위치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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帝號
太祖道武帝
太祖明元帝
世祖太武帝
高宗文成帝
顯祖獻武帝
高祖孝文帝
世宗宣武帝
肅宗孝明帝
敬宗孝庄帝
節閔帝(廢帝)
孝武帝(出帝)
東魏孝靜帝
西魏文帝
西魏廢帝
西魏恭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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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이루어 실크로드를 왕래하며 중개
名諱
拓跋珪
拓跋嗣
拓跋燾
拓跋濬
拓跋弘
元宏
元恪
元詡
元子攸
元恭
元修
元善見
元寶炬
元欽
拓跋廓

在位期間
386-409
409-423
423-452
452-465
465-471
471-499
499-515
515-528
528-530
531-532
532-534
534-550
535-551
551-554
554-556

陵號
金陵
金陵
金陵
金陵
金陵
長陵
景陵
定陵
靜陵

埋葬位置
雲中, 지금의 內蒙古 和林格爾 부근
雲中, 지금의 內蒙古 托克托縣 부근
雲中, 구체적 위치 불명
雲中, 구체적 위치 불명
雲中, 구체적 위치 불명
河南省 洛陽市 서북 7km 지점의 官庄村 동쪽
河南省 洛陽市 동북 7km 塚頭村 동쪽
河南省 洛陽市 북교 西山 嶺頭村 부근
河南省 洛陽市 邙山 上寨村 남쪽으로 추정

雲陵

陝西省 渭南縣 동남쪽 부근, 구체적 위치 불명
河北省 磁縣 漳水南岸 부근, 구체적 위치 불명
陝西省 富平縣 동남쪽, 구체적 위치 불명

永陵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윤을 모색하는 것
으로 대규모 상단의 수령 혹은 책임자를

s'rtp'w 라 칭하였다. 漢籍 자료에는 이를
52)

“薩保”, “薩甫”, “薩寶“ 등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중국 조정은 호인 거주지역
의 관리와 통제를 위해 중국의 전통적 관
직체계에 ‘薩保’를 편입시켜 胡人과 그들
의 거주지역에 대한 행정 및 종교적 사무
를 총괄하게 하였다. 중국 경내에서 이들

<그림 40> 唐代 소그드인의 활동 노선(榮新江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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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薩保’의 고분들이 발견되면서 당시 소그드인들의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 고고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53)

1) 史君墓

2003년 西安市 未央區 大明宮鄕井上村에서 확인된 史君墓에서는 석문, 석곽, 금제반지, 금화, 금제장
식 등이 출토되었다. 석곽에는 묘주에 관한 題記가 刻書되어 있어 피장자의 신분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묘주의 姓은 史氏이며 관직은 北周의 凉州薩保로서 서안지역의 또 다른 소그드 고분
인 北周安伽墓와 2.2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다.
고분의 구조는 장방형의 경사식 묘도를 갖춘 토동묘로서 묘도, 천정, 용도 및 묘실로 구성되어 있다.
묘실 내부에서는 매장주체부로 맞배지붕의 석당이 출토되었으며 석당 내부에는 시상대(石榻)가 설치되어
있다. 석당 외부 벽면, 석문 등에 소그드 전통문양이 부조양식으로 시문되어 있다. 석당 남벽 좌측에 조로아
스터교를 상징하는 火壇과 司祭의 모습이 형상화 되어 있다. 석당 출입문의 상방에는 묘주의 출자, 신분 및

<그림 43> 西
 安 北周 凉州薩保 史君墓 石堂 남벽 조로아스터교 화단 및 사제
형상(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2005)

<그림 44> 西安 北周 凉州薩保 史君墓 출토 유물
(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2005)

하장연대 등이 소그드어와 한문으로 寫書되어 있어 지금까지 확인된 소그드계 사바오(薩保) 고분 중에서 가
장 명확한 紀年墓라고 할 수 있다. 출토유물로는 금제반지, 금제이식, 동로마화폐를 모방한 방제품, 금동대
구, 도제등잔 등이 확인되었다.

54)

2) 安伽墓

2000년 5월 西安市 北郊 大明宮鄕 炕底寨村에서 발견되었으며 唐大明宮遺蹟과는 불과 300m 거리를

두고 있다. 安伽墓는 북주시기 대형고분 중 長安城 부근에서 발견된 최초의 사례이다. 묘실 구조는 장방형
의 경사식 묘도를 갖추고 있으며 용도 및 묘실로 구성되어 있다. 용도 중간부분에 석제 묘지와 시신을 안치
한 독특한 장법을 보이고 있으며 용도 내부와 묘지 및 시신 등이 모두 불에 탄 흔적을 보이고 있어 소그드식
장법으로 추정되고 있다.
묘실의 구조는 평면이 장방형의 전실구조이며 묘실 벽면에 채색의 흔적으로 보아 벽화를 그려놓았던 것
으로 판단된다. 부장유물은 고분의 규모에 비해 그 수량이 영성한 편이다. 묘지, 금동대구 및 약간의 금동박
편 등이 확인되었다. 묘지 뚜껑에는 전서체의 양각기법으로 “大周同州薩保安君之墓志記”라는 명문이 각서
되어 있어 묘주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安伽는 昭武九姓 중 安國 출신으로 北周 同州薩保와 俄除大都督
<그림 41> 西安 北周 凉州薩保 史君墓(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2005)

을 지냈으며 靜帝 大象元年(579) 병으로 사망하였다. 묘실 석문과 시상석탑에 그려진 도안으로 보아 조로아
스터교의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으며 당시 호인 귀족의 생활상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림 42> 西安 北周 凉州薩保 史君墓 출토 石堂(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2005)

064

가야고분군 Ⅵ

<그림 45> 陝西 西安 北周 安伽墓 평단면(陝西省考古硏究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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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유물로는 虞弘夫婦의 묘지, 석제 인물용, 도용, 백자완, 石燈臺, 화폐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묘지
뚜껑에는 양각의 명문인 “大隋故儀同虞公墓志”가 각서되어 있다. 묘지의 내용에는 우홍의 출신과 관직이 기
록되어 있는데 魚國 출신이며 페르시아, 吐谷渾, 파르티야, 月支國 등에 출사하였다. 후에 북제, 북주 및 수
대에 걸쳐 관직을 거쳤으며 특히 북주시기에는 “檢校薩保府”의 薩保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석곽의 벽면에는 사군묘, 안가묘 등과 마찬가지로 소그드인들의 전통적인 풍속 및 종교에 관한 장면이
표현되어 있다. 다만 다른 소그드인 고분의 도안에 비해 수렵 장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유목생계의 경
향이 강하게 표출되어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46> 陝西 西安 北周 安伽墓 및 시상석탑(陝西省考古硏究所 2000)

<그림 48> 山西 太原 虞弘墓 및 石槨(山西省考古硏究所 2001)

<그림 47> 陝西 西安 安伽墓 시상석탑 병풍 부조(陝西省考古硏究所 2000)

55)

3) 虞弘墓

1999년 7월 山西省 太原市 晉源區 王郭村에서 농로를 수리하면서 발견되었다. 출토지점에서 서남방
향으로 불과 600m 거리에 北齊 東安王 婁叡墓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고분 구조는 단실의 전축구조이며 묘
실바닥과 매장주체부인 석곽 상부에서는 당대의 화페인 開元通寶가 출토되어 이미 唐 시기에 도굴이 진행
된 것으로 보인다. 경사식 묘도를 갖추고 있으며 용도, 묘문 및 묘실로 이루어져 있다. 묘실 전체 길이는
13.6m 가량이며 묘실 평면은 동장을 이룬 방형이다. 漢白玉으로 제작된 시상석탑에는 부조 도안을 그리고
채색을 한 여러 폭의 벽화를 표현하고 있는데 주로 묘주의 일상생활과 종교적 전통을 묘사하고 있다. 당시
소그드인의 풍속과 조로아스터교의 성행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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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山西 太原 虞弘墓 출토 陶俑 및 소그드문화 부조(山西省考古硏究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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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육조 고분

4) 固原地域 粟特人 古墳

북조에서 수당시기까지 고원지역(原州)은 매우 중요한 重鎭의 기능을 수행한 곳이다. 이는 고원지역의
고고자료에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북조시기에는 서위 및 북주의 통치자들이 근거지로 삼았던 정치군
사적 요충이었으며 수당시기에는 수도 장안과의 근접성, 서역교통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동서지역 상인들

1. 六朝 帝陵

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던 곳으로 소그드인들의 발자취가 빈번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六朝時期 帝陵은 주로 남경 및 그 주변지역(江寧, 句容, 丹陽 지역 포함)에 분포하고 있다. 북방과 상통되

1982년부터 1995년까지 영하회족자치구 고원지역에서는 史射勿墓, 史道德墓, 史訶耽墓, 史鐵棒墓, 史
道洛墓 및 史索岩墓 등 隋唐時期 소그드인 고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들 고분의 묘주들은 모두 史
氏姓을 가진 정착 소그드인들이다. 고분에서 출토된 묘지 명문에 의하면 위진 이래로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는 매장제도를 상당 부분 가지고 있으나 지역적인 차이와 왕조 건립의 배경이 서로 다르기에 다소 다른 묘제
를 실현하였다. 이로 인해 그 제도와 격식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육조제릉의 매장제도의 특징으로는;

샤리샤브즈(Shahrisabz)지역에서 동천하여 原州(영하 고원지역)에 정착한 昭武九姓 중 하나인 史國人들로
① 장지 선택에 대한 풍수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파악된다.

② 族葬의 현상이 북방보다 강하다.

고분의 구조는 장방형경사식묘도를 갖춘 횡혈식토동묘 및 전실묘로서 이들 고분 중 史訶耽墓만이 전축

③ ‘背倚山峰, 面臨平原’의 장지 선택과 장법이 성문화되었다. 그러나 남향의 획일화는 보이지 않고 있

구조를 이루고 있다. 고분의 지상에는 봉분을 조성하고 있는데 봉분의 규모와 높이가 모두 당 조정이 정한

다. 상당 부분의 묘장이 남향을 택하고 있으나 북향, 동향의 묘장도 다수 보이고 있다. 이는 지형에

造塋 규정을 초과하고 있다. 史射勿墓와 史索岩墓는 묘실 내부를 벽화로 장식하고 있으며 전체 고분에서는

맞게 묘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히 페르시아 및 동로마의 화페를 포함한 西域系 유물이 출토되었다.

④육
 조묘는 모두 전실묘 구조이다. 이는 북방지역과는 대별되는 정황이다. 북방의 경우 토동묘도 상당
수 보이고 있으나 남방지역의 경우 토질과 기후 등의 제약으로 인해 전실묘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⑤ 육조제릉의 묘문은 모두 石門이다.
⑥ 육조제릉의 묘실 전방에는 상당히 긴 장축의 배수구가 모두 설치되어 있다.
⑦ 육조제릉의 묘역 지상에는 신도를 따라 石柱, 石碑, 石獸 등의 석각 구조물들이 배열되어 있다.

【표 7】 東晋帝陵의 매장 위치

<그림 50> 寧
 夏 固原 史射勿墓 평단면
(寧夏回族自治區固原博物館 1999)

<그림 51> 寧
 夏 固原 史射勿墓 출토유물 및 벽화 부분
(寧夏回族自治區固原博物館 1999)

<그림 52> 寧夏 固原 史射勿墓 출토 사산페르시아 및 동로마화폐 방제품(寧夏回族自治區固原博物館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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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帝號

名諱

在位期間

陵號

埋葬位置

1

元帝

司馬睿

317-322

建平陵

鷄籠山之陽, 南京市 鼓樓崗 西南一帶

2

明帝

司馬紹

322-325

武平陵

鷄籠山之陽, 南京市 鼓樓崗 西南一帶

3

成帝

司馬衍

325-342

興平陵

鷄籠山之陽, 南京市 鼓樓崗 西南一帶

4

康帝

司馬岳

342-344

崇平陵

鐘山之陽, 南京市 富貴山 南麓

5

穆帝

司馬聃

344-361

永平陵

幕府山之陽, 南京市 中央門 북쪽

6

哀帝

司馬丕

361-365

安平陵

鷄籠山之陽, 南京市 鼓樓崗 西南一帶

7

廢帝

司馬奕

365-371

吳陵

江蘇省 蘇州市 서쪽

8

簡文帝

司馬昱

371-372

高平陵

鐘山之陽, 南京市 富貴山 南麓

9

孝文帝

司馬曜

372-396

隆平陵

鐘山之陽, 南京市 富貴山 南麓

10

安帝

司馬德宗

396-418

休平陵

鐘山之陽, 南京市 富貴山 南麓

11

恭帝

司馬德文

418-420

冲平陵

鐘山之陽, 南京市 富貴山 南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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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南朝王侯墓의 매장 위치 및 石刻 잔존 상황

【표 8】 南朝帝陵의 매장 위치
번호

帝號

名諱

在位期間

陵號

埋葬位置

번호

爵號·名諱

卒年

1

梁桂陽簡王 蕭融墓

502년

1

宋武帝

劉裕

420-422

初寧陵

南京市 東郊 麒麟門 麒麟鎭. 石獸2 현존. 長寧陵이라는 견해도 있음

2

梁安成康王 蕭秀墓

518년

2

宋少帝

劉義符

422-424

無陵號

南京市 南郊 牛首山 부근으로 추정

3

梁始興忠王 蕭憺墓

522년

南京市 東郊 부근으로 추정, 象山 獅子冲의 陳文帝 永安陵이 長寧陵이라는 견해
도 있음

4

梁吳平忠侯 蕭景墓

523년

南京市 南郊 牛首山 부근으로 추정

3
4

宋文帝
宋孝武帝

劉義隆
劉駿

424-453
453-464

長寧陵
景寧陵

5

宋前廢帝

劉子業

464-465

無陵號

南京市 南郊 牛首山 부근으로 추정

6

宋明帝

劉彧

465-472

高寧陵

南京市 中央門外 부근으로 추정

7

宋後廢帝

劉昱

472-477

無陵號

南京市 南郊 牛首山 부근으로 추정

8

齊宣帝

蕭承之

追尊

永安陵

9

齊高帝

蕭道成

479-482

10

齊武帝

蕭賾

482-493

5
6

梁鄱陽忠烈王 蕭恢墓

526년
526년
529년

9

梁南平元襄王 蕭偉墓

532년

石柱2·전축구조물

544년

石柱1

南京市 棲霞區 棲霞鎭 董家邊

石柱1

南京市 棲霞區 燕子磯鎭 徐家村 金陵石化公司化工一廠內

石柱2

南京市 棲霞區 仙林 張庫村

10

張庫村失名墓

불명

泰安陵

江蘇省 丹陽市 胡橋鄕 獅子冲, 石獸2 현존

15

方旗廟失名墓

불명

景安陵

江蘇省 丹陽市 荊林鄕 前艾廟, 石獸2 현존

齊海陵王

蕭昭文

494

無陵號

江蘇省 丹陽市 埤城鎭 水經山村 東南 방향, 石獸2 현존

13

齊景齊

蕭道生

追尊

修安陵

江蘇省 丹陽市 胡橋鄕 仙塘灣 鶴仙坳, 石獸2 현존

14

齊明帝

蕭鸞

494-498

興安陵

江蘇省 丹陽市 建山鄕 金家村, 石獸2 현존, 東昏侯 蕭寶卷의 묘라는 의견도 있음,
발굴 완료

15

齊東昏侯

蕭寶卷

498-501

無陵號

江蘇省 丹陽市 東北郊 蕭氏 皇陵區域 부근으로 추정

16

齊和帝

蕭寶融

501-502

恭安陵

江蘇省 丹陽市 胡橋鄕 吳家村, 발굴 완료

17

梁文帝

蕭順之

追尊

建陵

江蘇省 丹陽市 荊林鄕 三城巷, 石獸1, 方形器臺石1, 神道石柱1, 龜趺石1 현존

18

梁武帝

蕭衍

502-549

修陵

梁文帝 建陵 북쪽 약 360m 지점에 위치, 石獸1 현존

19

梁簡文帝

蕭綱

549-551

莊陵

梁武帝 修陵 북쪽 약 100m 지점에 위치, 石獸1 현존

20

梁元帝

蕭繹

552-555

無陵號

湖北 江陵에서 西魏의 군대에 의해 사망, 이후 江寧으로 귀장했으나 구체적 위치
는 불명

21

梁敬帝

蕭方智

555-557

無陵號

梁文帝 建陵 남쪽 약 60m 지점에 위치, 石獸2 현존

22

陳武帝

陳覇先

557-559

萬安陵

이전까지 南京市 江寧區 上坊鎭 서북쪽의 石馬冲 부근으로 비정되어 왔으나 최근
부정적 견해가 다수 제기

23

陳武帝

陳蒨

559-556

永寧陵

南京市 東北郊 象山 獅子冲. 石獸2 현존, 그러나 최근 長寧陵으로 보는 견해와 昭
明太子 蕭統의 陵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

24

陳廢帝

진백종

567-568

無陵號

불명

25

陳宣帝

陳頊

568-582

顯寧陵

南京市 西善橋 油坊村大墓로 추정

11

梁新渝寬侯 蕭暎墓

13

12

南京市 棲霞區 甘家巷 서쪽

梁南康簡王 蕭績墓

江蘇省 丹陽市 胡橋鄕 趙家灣

江蘇省 丹陽市 建山鄕 石壟, 石獸2 현존

辟邪2

辟邪2·石柱2·石碑2

南京市 棲霞區 甘家巷 서쪽 十月村

梁建安敏侯 蕭正立墓

불명

無陵號

南京市 棲霞區 甘家巷 서쪽

辟邪2·石柱1

南京市 棲霞區 甘家巷小學校內, 발굴 완료

8

불명

493-494

辟邪4·石碑3

辟邪2·石柱2·石碑4

7

太平村失名墓

蕭昭業

南京市 棲霞區 甘家巷 南京練油廠內, 발굴 완료

526년

徐家村失名墓

齊郁林王

所在位置

辟邪2·石柱1

梁臨川靖王 蕭宏墓

12

11

石刻殘存狀態

14

獅子壩村 失名墓

불명

16

宋墅村失名墓

불명

17

耿崗村失名墓

불명

18

侯村失名墓

불명

19

後村失名墓

불명

辟邪2·石柱2
辟邪2·石柱2
辟邪1
辟邪1

辟邪2

南京市 棲霞區 仙林 張庫村
南京市 江寧區 淳化鎭 劉家邊
江蘇省 句容市 石獅鎭 石獅村
南京市 棲霞區 堯化鎭 北家邊, 발굴 완료
南京市 棲霞區 燕子磯鎭 太平村, 現在 南京博物院 所藏

南京市 棲霞區 馬群鎭 獅子壩村

南京市 江寧區 江寧鎭 建中村 方旗廟

石柱2

南京市 江寧區 淳化鎭 宋墅村

石柱1

南京市 江寧區 上坊鎭 耿崗村

辟邪2·石柱1
石碑1

南京市 江寧區 上坊鎭 侯村
南京市 江寧區 麒麟鎭 後村

1. 東晋恭帝 司馬德文 沖平陵
2. 梁吳平忠侯 蕭景墓
3. 梁始興忠武王 蕭憺墓
4. 梁鄱陽忠烈王 蕭恢墓
5. 梁安成康王 蕭秀墓
6. 梁桂陽簡王 蕭融墓
7. 梁建安郡王 蕭偉墓
8. 梁昭明太子 蕭統墓
9. 梁新渝關侯 蕭暎墓
10. 宋文帝劉義隆 長寧陵
11. 失明墓
12. 梁南康簡王 蕭績墓
13. 宋武帝劉裕 初寧陵
14. 梁建安敏侯 蕭正立墓
15. 晉武帝陳覇先 萬安陵
16∼18. 失明墓
19. 齊豫章文獻王 蕭嶷墓
20. 陳文帝 陳倩 永寧陵
22. 梁臨川靖惠王 蕭宏墓
23. 齊高帝 蕭道成 泰安陵
<그림 53> 六朝 陵墓 位置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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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世家大族 및 一般墓의 묘제 특성

자기는 盤口壺, 托盤, 鼎盤, 碗 등이 있고 도기로는 憑機, 多子盒, 大把罐 등의 용기와 창고, 우물, 부엌, 鎭
墓獸 등의 명기 등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湖南省과 湖北省의 고분 형식과 구조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특

남방지역 육조고분의 분포는 공간적으로 5개 지역으로 분획된다. 또 시간적으로는 4단계로 변용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히 묘실 내부에 전축의 기둥을 세우는 기법이 유사하다.
長江 이남의 각 지역은 중심지역을 중심으로 고분의 형식과 구조가 서로 유사성을 보이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적 차이는 시간적 축을 달리하며 다소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1) 東吳前期

그러나 전체적인 육조 고분의 변화 양상은 수혈식전실묘라는 기본 테두리 안에서 발전해 나갔다.

전체 고분 수량이 많지 않다. 분포 중심지역은 湖北省 武昌, 鄂城, 大冶 등지의 고분 형태가 비교적 유
사하다. 묘실의 구조는 二室을 두는 전·후 양실구조와 소형 장방형단실구조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출토유

3. 長江中下流 六朝墓葬의 유형과 분기

물로는 四耳罐, 四耳扁罐, 靑瓷碗, 虎子 등이 주를 이룬다. 江西 南昌, 淸江 等地의 묘실 구조는 내부에 전
축 기둥을 올리는 독특한 양식을 취하고 있다.

장강 중하류 지역은 크게 강소성·절강성·안휘성 일부를 포함하는 江·浙地域과 長江中流地域으로 兩
分할 수 있다. 이 지역 묘장의 시간적 분절은 다섯 단계로 획기할 수 있다. 묘장 편년의 표준기물로는 罐,

2) 東吳中期-東晋前期

盤口壺, 鷄首壺, 耳杯, 碗, 多子盒, 香薰, 唾壺, 虎子 등이 있다. 장강 중하류역의 묘장 유형은 중원지역에

고분 수량이 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증한다. 지역적으로는 강소성, 안휘성 지역의 장강북안, 강소

비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묘실의 규모에 따라 9m 이상, 6m 좌우, 2.5m 이상, 2.5m 이하 등 네

남부, 안휘 남부, 절강 전역, 강서 북부 등의 고분들에 해당한다. 묘실 구조는 다실, 전후양실 혹은 병렬양

가지 규격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2.5m 이상의 묘들은 모두 전실묘이나 그 이하인 2.5m 이하 묘들은 대부

실 등이 주를 이루고 ‘四隅券進式’ 穹窿狀의 묘실천정 구조가 유행하는 시기이다. 묘실 내부에 등대를 설치
한 고분이 다수 보이고 있다. 출토유물로는 청자사이관, 대구관, 반구호, 唾壺, 호자, 香薰, 獅子形水注, 蛙

분 土壙墓이다. 수장유물은 기종과 용도에 따라 네 가지 종류로 구분되며 각 기종은 하나의 조합을 이루고
이들이 다시 전체적 수장조합을 이루어 묘실에 안치된다.

形水盂 등이 있다. 도기로는 관, 魂甁, 주방명기 등이 대종을 이룬다. 호북성과 호남성 등지의 출토고분이
구조적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묘실 구조는 전후양실, 다실 등이 주를 이루며 천정구조는 ‘四面結頂式’ 궁륭
상과 권정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3) 東晋中期-劉宋中期

【표 10】 長江 中下流지역 墓葬의 유형
번호

형식

규격

구조

1

Ⅰ型

9m 이상의 대형묘

塼室墓

2

Ⅱ型

9~6m좌우의 중대형묘

塼室墓

3

Ⅲ型

6~2.5m의 중형묘

塼室墓

4

Ⅳ型

2.5m 이하의 소형묘

土壙墓

기형

기종

고분 수량이 더욱 증가한다. 강소 중부 및 남부, 안휘 남부, 절강 전역, 강서 북부의 고분 양상이 유사하
다. 묘실 구조는 단실묘가 주를 이루며 천정구조는 대부분 권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묘실 내부에 전축한

【표 11】 長江 中下流지역 묘장의 유물 조합

제대를 시설하고 벽면에 감실을 두며 靈假窓 문양으로 장식하고 있다. 출토유물로는 청자가 주를 이룬다.

번호

조합

기종은 반구호, 계수호, 훈향, 빙기, 이배 등이 주를 이룬다. 전각묘지 등도 다수 출토되고 있다. 청자의 착

1

一組

瓮, 罐, 碗, 燈

용기

2

二組

盤口壺, 耳杯, 盤, 洗, 薰, 唾壺, 爐, 鷄首壺

용기 및 생활용구

3

三組

4

기타

유 상태가 이 시기에 와서도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탈유의 현상도 자주 보인다.

竈, 井, 家畜模型器, 廚房容器

모형명기

五聯罐, 虎子, 兵器, 鏡, 錢, 金銀裝飾器, 棺釘

4) 劉宋後期-陳
고분의 수량은 여전히 증가한다. 강소 남부 및 중부, 절강 전역의 고분 형식과 구조가 유사한 양상을 보

1) 제1기(3세기 초~3세기 중엽)

인다. 단실의 권정형 천정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대형묘의 경우 말각형 장방형을 취하고 있다. 묘실 내부

武昌(무한)지역에서 발견된 東吳 黃武六年(227)의 賣地券이 기년유물로서 대표적이다. 黃武六年, 東吳

에는 龕室, 靈假窓, 棺床 등이 시설되어 있으며 인물화, 연화문 등이 화상전의 주요소재가 되고 있다. 출토

가 건국한지 六年이 채 되지 않는 시간으로 동한 말에서 동오 초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이 시기에는 Ⅰ型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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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가 보이지 않고 있다. Ⅱ型의 경우 전·후실 구조를 갖추고 있고 전실 좌우에는 이실을 두고 있다. 후실의
천정부는 券頂 혹은 平頂 형태를 채용하고 있으며 전실은 대부분 四面結頂式 궁륭상 천정부로 이루어져 있
다. 전체적인 묘장의 규모는 8m 내외이며 一組, 二組, 三組의 수장품이 확인되고 있다. 또 장강하류 지역인
57)

안휘성 마안산에서는 赤烏十二年(249) 東吳의 대장군인 주연의 묘가 확인되었다 .
이 시기 묘장의 가장 큰 특징은 묘실의 규격과 수장품 조합에서 피장자의 신분과 정치적 등급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동오가 이 시기 장강 중하류 지역에서 비교적 안정된 국가 운영체계를
확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강 중류의 동오묘제는 일정 부분 中原의 묘제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는
58)

데 특히 武昌 任家灣墓의 구조와 수장기물의 조합에서 이러한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 . 출토 토기와 동
경 등에서 나타나는 舊制의 襲用現象으로 보아 묘제 및 장제의 실현에 있어 여전히 상당 부분 현지의 在地
的 특성과 전반적인 漢制의 殘留가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 56> 安徽 馬鞍山 朱然墓 평면 및 단면

<그림 54> 湖北 武昌 任家灣東吳墓

<그림 57> 安徽 馬鞍山 朱然墓 출토 銅器 및 瓷器

<그림 55> 湖北 武昌 任家灣東吳墓 出土 漢式打捺印文陶器, ‘位至三公’銘文 銅鏡

<그림 58> 安徽 馬鞍山 朱然墓 출토 전문도기, 漆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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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기(3세기 중엽~4세기 초)

4) 제4기(5세기 초~5세기 말)

남경지역에서 출토된 동오 赤烏十四年(251) 기년명 청자호자가 대표적인 기물이다. 그 외 甘露元年

이 시기에도 상당수의 기년유물이 출토되었다. 남조 전기인 송과 제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南京 司家山

(265) 기년명 청자 등과 동오와 서진묘에서 출토된 각종 기년명전과 賣地券 등이 있다. 그리고 蘇州, 杭州,

60)

一帶 司氏墓群 , 浙江黃岩秀嶺水庫墓, 浙江瑞安老圃墓, 武漢地域 출토 묘장 등이 대표적이다.

宜興, 長沙 등지에서 확인된 전실묘 등에서도 각종 기년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기년유물 중에서 가장
늦은 연대의 유물은 南京上坊村墓에서 출토된 太寧二年(319) 기년명전으로 동진이 건국한 후 3년이 지난해
에 해당한다.

<그림 63> 江蘇 南京 司家山 M6(謝珫墓) 및 출토 유물

<그림 59> 江蘇 金壇縣 方麓 東吳墓

<그림 60> 江蘇 宜興 周墓墩 西晉墓 M1·M2

5) 제5기(6세기)
61)

상당수의 기년유물이 출토되었다. 남조 후기인 양과 진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江蘇 南京 , 湖北 武
漢, 湖南 長沙, 浙江 瑞安 등지에서 확인된 묘장자료가 있다.

3) 제3기(4세기 초~5세기 초)
이 시기는 曆年代를 구명할 수 있는 기년유물이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대표적으로 南京老虎山顔氏墓群
59)

과 象山王氏墓群 에서 출토된 기물들이 있으며 동진시기에 해당한다.

<그림 61> 江蘇 南京 象山7號墳, 南京 象山 3號墳 墓門砌築 및 排水口

<그림 62> 江蘇 南京 北郊 郭家山 5號墓

<그림 64> 江蘇 南京 梁朝 桂陽王 蕭象墓, 西善橋 油坊村 南朝大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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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六朝 塼室墓의 입지

1987년 山東省 鄒城에서 출토된 전국시기 전실묘에서 묘주의 신분에 관해 간략하게 기록한 墓志塼을
64)

가장 이른 시기의 묘지로 보고 있다 . 이후 秦代 刑徒墓, 낙양 출토 西漢墓에서 묘지전이 확인되고 있어 묘
남조시기 고분의 입지는 철저하게 풍수적 관찰에 의해 결정된다. 소위 ‘堪輿’, ‘相地’ 등의 풍수설이 고분

지 사용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동한시기로 접어들면서 묘지전이 묘지석으로 전환되면서 재료의 변화를

입지에 강하게 반영되었던 시기였다. 예로 당시 大姓인 王氏 일가의 族葬地인 象山 고분군의 입지와 개별고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묘지상의 기록내용과 문자량이 여전히 간략하고 적어 묘지 형성의 도입 단계로

분의 배열 상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족장구역 내부에 ‘品’자형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排葬形

볼 수 있을 것이다 .

式은 중국의 동진, 남조시기 世家大族의 장법에서도 자주 적용되는 장법이다. 대표적으로 남경 교외지역인
象山 東晋 王氏 家族墓, 仙鶴觀 東晋 大族 高崧 家族墓, 南朝 梁의 諸侯王墓 등의 고분 조영 분포에서 찾을

65)

사실 ‘墓志’라는 용어의 최초 사용은 동한 전기부터 확인되고 있는데 東漢 和帝 永元四年(92) 刑徒墓에

서 출토된 묘전에서 보이고 있다 . 묘전 측면에는 “永元四年九月十四日無任陳留高安髡鉗朱敬墓志”라는 명
66)

수 있다 . 출토 묘지의 기재에 의하면 왕씨 일가의 출신은 山東 琅琊이며 王彬의 族系일 가능성이 높다. 이

문이 刻書되어 있다.

역에 각기 배장하여 고분군을 조성한 예이다.

전으로 소급되는데 당시 碑의 용도는 후대에 성행하는 碑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진시기

62)

동한시기로 오면서 묘지는 墓碑의 형태로 전환되어 조위·서진시기까지 통용된다. 碑의 기원은 진대 이

들 20여 기의 묘는 피장자의 연령, 존비, 사망연대에 따라 상산의 서록, 남록의 서쪽과 중앙, 동록의 네 구

碑의 용도는 궁내에 日影을 식별하기 위해 세워진 해시계 역할을 하였거나 가축을 매어두는 용도로 사용하
67)

였다 . 또 상례 시 관곽을 하장하기 위한 보조 도구로도 사용되었다. 특히 상장의례에 사용되었던 석비를

‘窆石’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최초의 비는 목재로 제작되었으며 그 후 석재의 비도 출현하였고 漢代로 오면
서 공덕, 공훈의 내용을 담은 기념물로 발전하였다. 석비는 주로 祀廟, 陵墓 등의 신도에 세워짐으로 신도비
라 칭하기도 하였다.
동한 말기에는 이전 石碑의 碑額에 있던 천공이 소멸하여 새로운 석비의 형태가 형성되었으며 지상에
설치되었던 묘비가 묘실 내부로 전이하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고대 중국 묘지 변용 과정에서 중요한 획
기를 맞이하게 된다. 1991년 河南 偃師에서 발견된 東漢 肥致墓(169)에서 좌대를 갖춘 반원형 비액의 입식
묘비가 발견되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지상의 묘비가 지하의 묘실로 매납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
다. 동한 建安十年(205) 曹操는 지상에 묘비를 금하는 금비령을 공포하면서 묘비 설치의 작풍은 서서히 위
68)

축되기 시작하였으며 西晉 咸寧四年 晉武帝도 다시금 금비령을 내린다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당시 상
장의례에 강제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데 즉 지상의 묘비를 지하로 매납하는 變通을 생성하게 하였다. 비
록 이 시기 묘비의 형태가 후일의 墓志와는 아직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題首, 志文, 頌辭 등 전반적인 문체
의 요소는 상당 부분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5> 江蘇 南京 梁朝桂陽王蕭象墓（左）, 堯化門南朝梁墓（右） 위치도

<그림 66> 江蘇 南京 司家山 東晋·南朝 謝氏 宗族墓 位置圖

남북조시기로 접어들면서 묘지의 문체와 형태는 거의 정형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묘지의 문체,
서체는 물론 그 형태도 방형으로 고정된다. 대표적인 예로 464년 南朝 宋의 『劉懷民墓志』의 경우 지문에 “墓
志”라는 명칭을 명확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 형태도 이전의 석비 형태가 아닌 方形의 석제 묘지로 변모하였
69)

다 . 이후 방형 묘지는 남북조시기 능묘에 성행하였으며 수당 이후에도 沿用된다. 그러나 금비령에도 불구
하고 남조 능묘에는 여전히 石獸, 石碑, 石柱 등의 구조물들이 세워지고 있어 그 실제적 효과는 의문스럽다.

Ⅳ. 묘지의 출현과 의미

중국 학계에서는 묘지 출현의 시기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秦, 西漢, 東漢, 魏
63)

晉, 南朝 등 그 출현시기를 각각 달리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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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위진남북조의 능묘석각

南朝의 능묘제도 중 매우 특징적인 것은 신도의 좌우에 배열된 석각들인데 이는 위진남북조 묘제에서도
매우 독특한 현상이다. 신도의 좌우에는 石獸, 石柱, 石碑 등의 순으로 石刻物을 배열하는데 이 중 石柱와
石獸의 형태가 매우 특이한데, 이는 漢代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漢 이전 이러한 양식의
석조물들은 보이지 않고 있어 아마도 한과 로마 혹은 페르시아 지역과의 교류과정에서 유입된 문화적 요소
70)

일 가능성이 높다 . 南朝시기 陵墓의 神道 양편에 세워진 석조물은 능묘의 표식 역할을 하며 각 시대에 따
라 변화를 보인다. 석조물의 배열은 神道碑, 石柱, 石獸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南朝 능묘의 주요특징은 묘실 구조 외에도 지상에 배치된 石彫物을 들 수 있다. 특히 신도 좌우에 배치
되는 석각으로 석비, 석수, 석주 등은 다른 朝代의 능묘제도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 능묘의 지상에 석조물
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동한시기부터 확인되고 있다. 石柱의 기원문제에 대해서는 일찍이 中國 학자들에 의
해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기본적으로 석주의 원형은 서역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현
<그림 67> 河南 偃師 東漢 肥致墓 石碑 출토 상황(좌이실)

재의 이란지역인 파르시지역에서 이른 시기부터 이러한 양식의 석주 전통이 보이고 있어 주목되는 대목이다.

<그림 68> 河南 偃師 東漢 肥致墓 출토 石碑 및 좌대

<그림 70> ‘漢故幽州書佐秦君之神道’ 석주 (元興元年 105년)
<그림 69> 江蘇 吳縣 東晋 張鎭墓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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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메네스왕조의 수도인 페르세폴리스의 건축양식에
서 대형 석주가 확인되고 있으며 페르세폴리스의 조영기간
은 약 B.C 515~330년에 이른다. 사산조 페르시아의 샤푸
르(Shapur)궁에서도 석주가 보이고 있는데, 궁의 완성은
ShapurⅠ세의 죽음(272) 이전 혹은 조금 늦은 시기에 이
루어졌다.
‘漢故幽州書佐秦君之神道’ 石柱는 中國에서 발견된 신
도석주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실물로서 이전 시기부터 석주
의 전통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漢代 이전 中
<그림 71> 晉故散騎常侍驃騎將軍南陽堵陽韓府君墓神道 石柱(元康九年 추정 299년)

國에서 이러한 형태의 石柱 전통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문
화의 외부 유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中國과 페르
시아, 북인도지역의 교류와 교역을 감안한다면 유입의 경
로가 이 지역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中國 내부
에서는 묘제의 일부분으로 변용된 것이 특이하다.
코린트(Corinth) 건축에서 강하게 표출되는 헬레니즘

<그림 74> 南朝帝陵 神道石刻 配置圖(羅宗眞 2002)

문화의 東漸은 중앙아시아의 腹地인 간다라지역에 1차 파
급되며 이후 간다라의 건축 및 조각을 대표양식으로 하는 간다라 양식의 형성이 출현하고 다시 불교미술의
번안을 통해 中國 내지로 유입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파생된 부분적 문화요소가 中國 내지의 상장문화 혹은
종교, 거주문화 등과 정합되어 다소 이질적인 域外의 色彩를 강하게 湧出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림 72> 東晋 楊陽墓 神道石柱 隆安三年(399), 梁 文帝 蕭順 建陵 神道 石柱

<그림 73> 南朝 陵墓 神道石刻 배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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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어

현상이 표출되며, 中國墓葬史에서 漢系와 非漢系의 고분문화가 변주되는 획기적인 변곡점을 형성하는 시점
이기도 하다.
한편 六朝의 고분은 장강유역의 남방계 한족 정권인 동오 및 진실의 남천으로 이루어진 중원 대족과 강

曹魏西晉時期 고분의 주요분포는 도성인 洛陽, 산서성 및 하북성 일부(幷州), 산동 및 하북성 동부(兗

남의 토착 세가들이 혼합된 동진·남조의 상장문화가 투영된 매장 전통을 보여주고 있다. 고분의 분포는 이

徐), 섬서성(關中)지역으로 북방지역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특히 낙양 및 병주지역 고분의 경우 세가대족

들 왕조의 중진인 장강 중하류에 집중분포되고 있다. 호북성 鄂城의 경우 단기간이지만 동오시기 世家大族

의 주요고분군이 확인되고 있어 정치적 중심지였던 중원지역의 禮規를 기본적으로 준수한 정황을 보여주고

의 대형 고분이 확인되고 있으며 동진·남조의 도성인 남경에는 서진의 남천으로 이루어진 중원지역 대족

있다. 운서지역의 경우 전통적인 한대 화상석묘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고수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의 새로운 가족묘군이 다수 조성되었다. 이외에도 남경과 인접한 馬鞍山, 宜興, 揚州, 丹陽, 鎭江 및 절강

중원지역과는 차별적인 석재를 여전히 활용한 고분 축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관중지역은 낙양과 함께

일부지역에서도 주요고분들이 보고된 바 있다.

조위서진정권의 腹地로서 중원지역 묘제와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十六國時期 및 北魏前期의 고분은 주로 산서성 및 하북성 북부(云代), 낙양, 鄴城, 산동(靑州, 兗州, 徐

州), 관중에 집중분포하고 있다. 운대지역은 탁발선비의 發跡地로서 선비족의 중원내입 이전 정치적 정비를
71)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帝陵과 世家大族의 家族葬 경향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며 동진 이후 단실 장방
형의 구조가 정립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王侯一級 이상의 등급이 높은 고분은 신도 입구에 지
면 조형물을 설치하고 능원의 조성을 규범화함으로써 신분의 위계와 차별성을 구현하였다. 고분의 입지

이룬 盛樂 및 平城 등의 도성이 소재한 공간이었다 . 이 지역에서 확인되는 고분은 전반적으로 선비문화

는 주로 건강성의 동·남·북 방향 구릉과 산지를 활용하여 장지를 선택하였으며 개별 왕조, 즉 南齊의 경

의 색채가 농후한 수혈토광묘계열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태화연간 이후 중원의 전실묘 체계가 급속하게 이

우 황제의 故里와 發跡地에 歸葬한 사례도 있다. 고분의 입지는 산의 여맥 구릉에 宗族의 塋地를 조성하고

입되면서 부장기물의 조합상 및 등급제도가 선명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평성 천도 이전 拓拔珪 등의 선비

500~1,000m 길이의 신도를 조성하여 능원을 조영하였으며 신도 입구에 문궐, 석각 등을 설치하였다. 이

72)

계 귀족집단이 前秦의 포로로 長安, 蜀地 등으로 강제 이주당한 사실과 연관이 깊다 . 장안지역에서의 장
기 거주로 인한 관중지역 묘제의 습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 이 시기 洛陽 및 鄴城 등지를 중심으
73)

는 북조의 동급 묘장들과 유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나 산록이나 구릉지대를 선택함으로써 자연지형을
假借한 봉분을 모색했다는 차별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로 하는 중원지역은 西晉末年 永嘉之亂으로 말미암아 고분자료의 공백현상을 보이고 있다. 위진시기를 계

승한 묘제는 강남·하서·요동지역에서 구현되고 있다. 이는 대량의 이민이 발생하여 돈황, 주천 등지의 하
서회랑에 중원계통의 고분이 분포하는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다. 관중지역의 경우 관중북부 및 서부지역에
74)

서 거주하던 변경민족이 내습하면서 소위 ‘戎狄居半’의 정황이 연출되면서

조윤재

관련 고분자료는 주로 위진계통

의 고분과 일부 土洞墓를 주류로 하는 十六國의 고분이 확인되고 있다. 낙양천도(494) 이후 시점인 북위 후

기로 접어들면서 도성과 주변지역인 冀州, 幷州, 兗徐 및 關中 등지에서 북위시기 고분이 집중분포하고 있
는데 특히 낙양 및 인접지역에서 대량의 고분자료가 집중되고 있다. 단실의 전실묘가 대종을 이루며 세가대
족의 族葬墓群이 형성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북조 말기에는 東魏, 西魏, 北齊 및 北周 등의 정권이 도

성을 정한 鄴城, 산서성(幷州), 하북성(定州, 冀州) 등에서 관련 고분자료가 밀집되고 있다. 북위묘제의 전
통을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으나 북방초원계통의 문화적 색체가 농후해지고 벽화고분이 유행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고분 구조에서는 다수의 천정구조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수당묘제의 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중·산서성·영하고원 등지에서는 서역계 인물의 고분이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하는데 이들 종족은
북조 말기 내입한 소그드계 유민일 가능성이 높다. 고분의 축조 및 장법 등이 중국 내지의 동시기 고분과는
이질적인 요소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魏晉·十六國·北朝의 고분 유형은 전통적인 횡혈식전실묘 체계를 바탕으로 북방 소
수민족세력의 개별적 문화가 충돌하면서 남방과는 매우 이질적인 묘제로 변화하였다. 고분의 지역성은 개
별 정치세력의 공간적 천이과정에서 都城과 重鎭지역을 중심으로 정형성과 등급제도의 구현이 농후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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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24∼2007년 흉노 무덤 발굴조사례(G.에렉젠 2009)

흉노·고구려·서하
고분 개설

유적
1

골모드

2

골모드Ⅱ

3

나이마 톨고이

4

설비 올
티미링
올란 호쇼

5
6

호드긴 톨고이

무덤번호
1·9·20·74·75·
79·21A~E·32·33호
1~8호 배장묘

11~21호

발굴연도
2000~
2005년
2002년
1963~
1975년
1987년

몽골-미국 공동조사단(몽골 역사학연구소 및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몽골-헝가리 공동조사단
(몽골과학아카데미 및 헝가리과학아카데미)
흉노유적조사단(몽골 역사학연구소 조사단)

1·2호

1987년

흉노유적조사단(몽골 역사학연구소 조사단)

6·7호

2001년

몽골사범대학교 사학과

87-1·87-2호

1987년

01-1~4호

2001년

흉노유적조사단(몽골 역사학연구소 조사단)
몽골-한국 공동조사단
(몽골 고고학연구소와 국립역사박물관 및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

1~9호

1~10호
7

보르한 톨고이

11~14호
42~45호
15~41, 46~95호

Ⅰ. 서론

8

옵군트

1992~
1993년
1994년
1996년
1994~
1999년

1·2호

1983년
2000년

발굴조사단
몽골-프랑스 공동조사단(몽골고고학연구소 및 프랑스 기메박물관)

에깅골조사단(몽골 역사학연구소 조사단)
몽골-미국 공동조사단(몽골 역사학연구소 및 미국 미시간대학교)
몽골-프랑스 공동조사단(몽골 역사학연구소 및 프랑스 사막연구소)
몽골-소련 역사문화공동조사단
(몽골과학아카데미 및 소련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분지)
몽골-미국 공동조사단(몽골 역사학연구소 및 미국 스미소니언연구소)

9

하난 하드

1호

10

헐터스트 녹가

12호

1999년

몽골-프랑스 공동조사단(몽골 역사학연구소 및 프랑스 사막연구소)

가야 고분군과 중국지역 고분군을 비교하기 위한 사전작업 단계로서 중국지역 고분군에 대한 이해가 우

11

1호

1999년

몽골-미국 공동조사단(몽골 역사학연구소 및 미국 스미소니언연구소)

선되어야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지역에 존재하였던 흉노·고구려·서하 고분군의 최근 연구 경향, 상장 문

12

1~5호

1986년

흉노유적조사단(몽골 역사학연구소 조사단)

화, 한반도와의 교류에 관한 자료를 집성해보았다.

13

1호

1989년

흉노유적조사단(몽골 역사학연구소 조사단)

14

훈헤링 암
히르기스트
홀로이
바가
가쯔링 촐로
타르박타이

1·2호

1989년

흉노유적조사단(몽골 역사학연구소 조사단)

71-1~3호

1971년

15

텝씨 올

7·8·16·20호

1972년

77-1~4호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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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엥게링 보쯔

103호

1991년

동몽골조사단(몽골 역사학연구소 조사단)

17

바론하이르한

5·6호

1990년

흉노유적조사단(몽골 역사학연구소 조사단)

89-1~4호

1989년

00-1호

2000년

01-1~2호
1·6·23·24·25호,
발로드 무덤,
컨드라테프 무덤
시모코프 무덤, 5호

2001년

흉노유적조사단(몽골 역사학연구소 조사단)
몽골-한국 공동조사단
(몽골 고고학연구소와 국립역사박물관 및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
투브 아이막 유적조사단(몽골국립역사박물관 조사단)

1927년

시모코브 발굴조사(몽골과학연구소 조사단)

도르지수렌 무덤

1955년

29·30·61호

1973년

도르지수렌 발굴조사(몽골과학연구소 조사단)
몽골-소련 역사문화공동조사단
(몽골과학아카데미 및 소련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분지)

18

모린 톨고이

1. 흉노 고분 연구 경향
19

노용올

1994년 이후 10여 년 동안 발굴된 약 170기의 무덤은 몽골에서 발굴조사된 흉노 무덤의 1/2를 차지,
최근 들어 흉노 무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굴조사와 함께 DNA 분석 등 새로
운 방향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많은 탄소연대 측정자료가 수집되어 무덤의 편년도 가능하게 되었다【표 1】.
1)

2)

3)

4)

5)

6)

20

찬드만

21

타힐팅 홑거르

한국에서는 G.에렉젠 , 강인욱 , 주경미 , 장은정 등의 연구자가 있고 중국의 경우, 單月英 , 杜林淵 , 安
緯·奚芷芳 , 馬利清 , 劉漢興 , 邱黎捷 , 海倫 , 幹振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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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0)

11)

12)

등의 연구자가 있다.

몽골-소련 역사문화공동조사단
(몽골과학아카데미 및 소련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분지)

1924~
1925년

64호

1989~
1990년
2006년

1·2호

몽골-티베트 조사단(소련과학아카데미 조사단)

호브드조사단(몽골 역사학연구소 조사단)

71-7·71-9호

2006~
2007년
1971년

몽골-미국 공동조사단(몽골 역사학연구소 및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몽골-소련 역사문화공동조사단
(몽골과학아카데미 및 소련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분지)
몽골-소련 역사문화공동조사단
(몽골과학아카데미 및 소련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분지)
몽골-한국 공동조사단
(몽골 고고학연구소와 국립역사박물관 및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
몽골-헝가리 공동조사단(몽골과학아카데미 및 헝가리과학아카데미)

11~15호

1988년

흉노유적조사단(몽골 역사학연구소 조사단)

22

누흐팅 암

21·22·23호

1975년

23

솔 톨고이

1호

1982년

24

도르릭 나르스

2·3·4호

25

돌르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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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흉노 고분의 경관 및 상장문화

1) 귀족계층 무덤
흉노 귀족계층 무덤은 외관상 드러나는 외부시설

유라시아의 넓고 광활한 지역에서 흉노 관련 무덤은 약 9천여 기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는데, 대체로 7천여 기 정도가 오늘의 몽골 경내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그 나머지는 러시아 부랴트공화국
의 바이칼호 남부, 중국 내몽고자치구, 오르도스 등지에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으며, 그 밖에 중국 청해성,
감숙성, 신장성과 러시아 투바공화국, 알타이산맥 경계 등지에서도 적은 수의 무덤들이 확인되고 있다.
『史記』 흉노열전에는 ‘장례식에는 관과 곽, 금과 은이나 옷과 갖옷을 쓰지만, 봉토를 하거나 나무를 심
는 일은 없으며 상복도 입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해당 기록은 지금까지의 고고조사 결과와도 유사
13)

하다.

흉노 무덤은 대체로 외관상 드러나는 외부시설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방형과 원형 두 가지의 기

본적 형태가 있다. 방형 무덤은 남쪽으로 길게 설치한 묘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형태의 무덤은
1924년 몽골의 노용 올 유적에서 처음 조사되었으며, 그 후 골 모드, 골 모드Ⅱ, 도르릭 나르스, 타힐팅 호
트고르 유적이 확인되었다〈그림 1〉. 또한 러시아 바이칼호 남부의 일민 암, 차람 유적 등이 조사됨으로써
흉노의 귀족계층, 특히 흉노제국을 통치했던 선우 일족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형 및 고리형 무덤은
묘도를 갖춘 방형 무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편인데다가 부장품의 종류와 수량이 빈약하다. 따라
서 이러한 형태의 무덤을 흉노 ‘일반무덤’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 성과에 의하면 서민들의 무
덤이라기보다는 선우 일족이 아닐 뿐 흉노제국을 구성했던 여러 유목 부족들의 왕과 혈족의 무덤일 가능성
14)

이 높아지고 있다.

을 갖추고 있다. 지표에 노출된 방형의 낮은 봉토와
그 남쪽 벽에 붙어 만들어진 묘도를 가지고 있으며,
봉토와 묘도 가장자리를 따라서 둘러싼 석조 구조가
있다. 봉토는 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높지 않으며 묘도
는 길쭉한 사다리꼴 형태의 흙으로 쌓은 더미이다. 묘
도의 넓은 면이 봉토 쪽에 있고, 그 반대편은 좁아진
15)

다. 그래서 무덤 외형 평면은 ‘凸’자형이다<그림 2>.

무덤의 호석열은 얇고 평편한 할석을 평적했기
때문에, 측면에서 볼 때 마치 성벽을 쌓은 것처럼 보
인다. 분구와 묘도 가장자리에는 3∼12단으로 쌓아
둘러싼 석단이 있으며, 이 석단의 수는 무덤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교적 소형에 속하
는 도르틱나르스 2호묘의 경우 석단이 3단인데 비해
대형 무덤인 골모드 1호묘의 경우 12단으로 쌓았다.
또한 기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외부시설의 매장주체부

<그림 2> 도르릭 나르스 2호묘(G. 에렉젠 2009)

위로 도드라지게 봉토를 쌓는다. 이러한 분구는 대개
20m 이상의 대형 무덤에 조성된다. 골 모드 1호묘의 경우 분구 높이가 3.7m로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
다. 비탈면에 축조된 무덤의 매장주체부의 봉토와 적석은 북쪽과 남쪽의 높이에 차이가 있으며, 비교적 평
지에 축조된 무덤은 대체로 균일하게 나타난다. 또 일부 무덤의 경우 봉토 한가운데가 함몰된 것도 있다. 이
를 두고 연구자들은 무덤이 오래전에 도굴되었음을 암시하는 징표이거나 무덤을 조성한 이후 토압에 의해
아래로 함몰된 것 등으로 설명한다.
흉노 귀족계층 무덤 중 대형 무덤의 외부시설은 매우 정교한 구조를 갖추어 축조되고 있다. 매장을 한
이후 지표면으로 이어지도록 묘도를 남쪽으로 길게 설치하였으며, 매장부 안쪽으로는 평편한 단이 몇 층을
형성하며 파내려가면서 안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형태를 취하고, 그 안쪽면의 빈틈을 흙으로 가득 메
웠다. 또한 골 모드 1호묘 발굴 당시 무덤의 상부에서 나무 기둥을 세운 기단으로 추정되는 것이 몇 개 확인
되었다. 중국 문헌에 흉노 사람이 죽으면 조상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제사를 지냈던 기록이 있는 것을 보
면 무덤 위에 어떤 목재 구조물-제의공간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흉노 귀족계층 무덤의 매장주체부는 묘
광을 상당히 깊게 굴착하였다. 내부시설 및 내부구조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묘광과 매장주체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묘광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아래를 향한 정방형의 피라미드처럼 점차 단이 지면서 그 크
기가 줄어들도록 계단을 굴착했다. 묘광의 크기가 아래로 갈수록 점차 줄어드는 것은 지표면의 토사 붕괴를
<그림 1> 흉노 고분 분포도(강인욱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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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깊이는 약 7∼18m에 이른다. 지금까지 발굴된 무덤 가운데 가장 깊은 것은 18.3m로서 골모드 20호묘

약간 함몰된 것과 지표면과 동일하게 평편한 것 2가지가 있다. 중심부가 함몰된 것은 주로 크기가 큰 무덤

와 노용올 20호묘이다.

에서 관찰되는데 묘도가 있는 무덤과 비교해보면 그리 깊지 않은 0.2m∼0.5m 정도에 불과하다.

흉노 귀족계층 무덤의 내부시설은 내·외 목곽, 목관 등이 포함된다. 목곽은 대부분 통나무를 이용해

고리형 무덤은 외부시설의 크기가 비교적 다양하다. 대부분의 묘지에서 발견되고 있는 원형 무덤의 지

만들고, 그 벽면을 여러 가지 문양으로 장식한 직물을 안에 넣었다. 목관은 판재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는데

름은 소형 3∼5m, 중형 6∼8m, 대형 9∼14m이다. 한편 북 타미르 강 유역 일대의 호드긴 톨고이 유적, 설

나비모양의 장식으로 결구하였다. 목관을 비단과 직물로 감싼 후 관의 頭部에는 해와 달을 상징하는 원형

비 올 유적, 타미린 올랑 허쇼 유적 등과 인접한 곳에서 발견되는 유적들은 지름이 20m에 달하는 대형 원형

과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붙이고, 양쪽 벽면에는 긴 띠를 사선으로 교차하여 격자모양을 만들고 그 접점에

무덤들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소형 무덤의 묘광은 귀족계층 무덤에 비해 깊지 않은 편이다. 가장 깊은 것은

는 꽃잎장식을 부착했다. 이러한 관장식은 주로 금판으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흉노인들은 죽은 귀족

5m에 달하지만 대체로 2∼3m이다. 묘광은 주로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규모에다 장방형으로 굴착했고, 매

들을 묻을 때 특정 종류의 유물을 규칙·관례에 따라 특정 위치에 부장하고 있다. 매장시설의 크기와 깊이

장주체부에는 작업 공정이 여러 단계로 구성된 시설을 안치했는데, 상대적으로 큰 무덤의 묘광은 방형으로

는 점차 커지고 문양과 구조는 정교해지며 출토유물의 품질도 고급스럽게 변화된다. 묵곽의 북쪽에는 제의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점차 줄어들도록 굴착한 것도 있다. 묘광의 바닥 및 매장주체부에 피장자를 안치할

용도로 말의 머리와 정강이를 두고, 곽 뚜껑 위에는 마차를 두었다. 예를 들어 골 모드 20호묘에는 말 15마

때 돌이나 나무 등을 이용하여 관을 만들고 매우 정성스레 매장하였다. 어떤 것은 표토 위에 펠트나 자작나

리를 순장하고, 목곽의 뚜껑 위에는 우산 형태의 차양막을 씌운 마차를 안치했다. 피장자 머리 부분의 내·

무 껍질로 감싼 시신을 곧바로 안치한 것도 있다. 매장주체부를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따라 몇 가지 분류가

외곽 틈 사이에는 토기, 칠기 등 제의용품을 부장하고, 왼쪽과 오른쪽 양측에는 재갈과 재갈멈치 등의 마구,

가능하다. 특히 관을 만들지 않고, 시신을 표토 위에 곧바로 안치한 무덤을 ‘흙무덤’이라고 부른다. 한편 돌

장신구, 동복, 청동 소반, 주전자, 옥기, 청동거울, 무기 등 죽은 이가 사후세계에서 사용할 물건들을 함께

을 깔아 시상을 만들고 그 둘레에 판석을 비스듬하게 세워 벽을 만든 후 안쪽에 시신을 안치한 무덤을 ‘석관

부장했다〈그림 3〉. 유물들을 의도적으로 훼기하거나 일부분을 대표로 삼아 매납한 것은 해당 유물에 영혼이

묘’라고 부른다. 또한 한 개의 목관을 안치한 무덤을 ‘목관묘’, 목관의 바깥에 석곽을 설치한 것을 ‘석곽묘’,

16)

옮겨진다는 믿음의 증거로 추정된다. 가령 무덤에서 주로 청동거울 편이 출토되는 것이 이와 관련 있다.

통나무로 만든 곽을 ‘목곽묘’로 구분한다.
이렇듯 흉노 사람들이 죽은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매장한 데에는 매장 당시의 환경 조건이나 사용 재료
의 조달 상황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매장 습속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무덤 구조는 매장된 사
람이 속한 사회에서의 지위, 신분, 재산정도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음이 귀족 무덤의 유물에서 뚜렷하게 보
이며, 소형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흙무덤, 석관묘에서는 죽은 이가 사
용했던 물건들인 골제 활 부속구, 철도자 등 적지 않은 유물들이 출토되었으며, 이들보다 복잡한 공정을 거

<그림 3> 흉노 고분 출토 동복 및 마구(G.에렉젠 2009)

2) 소형 무덤
외부시설의 형태가 원형 혹은 고리형인 무덤은 흉노시기 모든 매장유적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다. 외관상 둥근 고리모양의 형태로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무덤이 오래 전 도굴로 인한 훼손으로
본래의 형태를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 학자들마다 의견이 나뉜다. 이러한 종류에 속하는 무
덤의 주요특징은 묘도가 없고, 모든 무덤들이 외부시설의 중심부에는 돌을 적석하지 않고 평편한 상태이며,
가장자리에만 호석을 둘러 고리형의 묘역을 설정한 것이다. 돌을 적석하지 않은 중심부가 지표에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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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노·고구려·서하 고분 개설

097

쳐 완성된 목곽묘를 안치한 무덤이 원형 무덤들 가운데 가장 유물이 풍부하고, 심지어 어떤 것은 귀족계층

보두 유적, 진영현 석채산 M7 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교구는 중원지역에서는 발견된 예가 없고

무덤에서 출토되는 것과 유사한 유물도 출토되기도 한다. 흉노 사람들이 죽은 이를 매장할 때에는 땅을 파

한 대의 변방지역에서만 발견되었다.

낸 구덩이에다 펠트 혹은 자작나무 껍질을 펼쳐서 그 위에 시신을 안치하거나, 판석을 둘러 세우고 그 안쪽

말굽형 교구와 함께 북방과 깊은 관련성이 엿보이는 대표적 유물로 마구장식이 있다. 이 중 행엽으로 추

에 시신을 안치하는 방법, 별도로 준비한 목관을 안치하는 방법 등 여러 형태의 장속이 행해졌음을 고고학

정되는 석암리 219호분 출토 은제타출괴수문장식과 석암리 9호분 출토 금동괴수문장식은 나뭇잎 모양으로

조사를 통해 알아냈다. 이들 중에서 보편적인 것은 목관을 사용한 경우와 한 개의 목관에다 통나무를 엮어

자른 얇은 금속판을 단조하여 타출로 문양을 표현하고 보석을 상감하여 장식하였다〈그림 6〉. 이와 유사한 마

만든 목곽을 홑으로 또는 이중으로 설치한 목곽묘의 형태이다〈그림 4〉. 매장 주체부에서 관찰되고 있는 구

구 장식들이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에 속하는 흉노 대형 무덤에서 부장품으로 일괄 출토되었다. 몽

조의 여러 형태들은 매장된 사람의 사회적 신분 및 지위와 관련 있으며, 이를 뚜렷이 보여주는 것은 무덤에

골 초원의 골 모드 20호분, 노용 올 20호분, 노용 올 6호분, 골 모드Ⅱ 1호분을 비롯해 자바이칼 지역의 차람
7호분 출토품이 대표적이다〈그림 7〉. 이들은 석암리 219호분과 유사한 나뭇잎형인 것이 많으나 원형 또는 타

17)

사용된 목관의 형태와 장식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19)

원형인 것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전면에 일각수, 순록, 산양 등과 유사한 괴수문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골 모드 20호

3. 흉노시대 북방문화와 한반도

노용 올 6호

노용 올 20호

흉노고분에서 보이는 독자적 금공품 양식과 괴수 조
형의 전통은 낙랑에서도 크게 발달했다. 낙랑 유적 출토품
중 북방계로 거론되어 온 유물로는 금은제 교구와 마구장
식을 들 수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반도에서 발
견된 가장 이른 시기 금제품인 석암리 9호분 출토 말굽형
금제 교구이다〈그림 5〉. 이 금제교구는 얇은 금판을 타출
해서 만든 후, 각종 보석 및 금알갱이 등으로 화려하게 장
식한 마제형의 교구인데, 표현된 동물은 여러 마리의 용이
18)

다.

노용 올 20호

차람 7호

<그림 5> 석암리 9호분 출토 금제 교구(강인욱 외 2018)

중국 신강성 언기회족자치현 카라샤르 고묘, 대련시

영성자 M6 등, 중국 변방에서 이와 유사한 것들이 출토되
었다. 이처럼 얇은 금속판을 단조 및 타출하여 만든 장신
구의 표면에 누금세공과 보석 상감으로 장식한 것을 ‘다색
<그림 7> 흉
 노 무덤 출토 은제 마구장식(강인욱 외 2018)

양식장신구’라 한다. 이러한 기법으로 제작된 금속공예품
은 기원전 3세기경부터 흑해 연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고 중앙아시아와 몽골 지역에서도 확인된

이처럼 흉노 무덤 출토 은제 마구장식과 낙랑지역 출토품은 형태와 제작기법 뿐 아니라 제작시기 등 많

다. 석암리 9호분 외에도 은제 말굽형 대구가 평양 정백동

은 부분에서 강현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석암리 219호 마구장식과 유사한 동물문 모티브가 진영현 석

2·37·92호분, 석암리 219호분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굽

채산 M7, 광서성 서림현 동고묘 등 중국의 변방에서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해 중원을 제외한 변방지역에서

형 교구가 출토되었다. 비록 은제품이기는 하지만 이들 역

흉노와 관련성이 높은 금속공예품이 출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낙랑과 흉노 무덤에

시 은판을 타출하여 용, 호랑이, 곰, 괴수 등을 입체감 있

부장된 말굽형 교구와 마구장식의 제작에 주조기법을 중심으로 발달한 중국 한이 아닌 북방 지역의 기술체

게 표현한 후 주문양에 금박을 붙여 부분 도금하거나 보석
을 상감하여 장식하였다. 이와 유사한 유물들이 운남성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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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적용된 것이라는 주장은 그런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규모 공방 운영만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목판
<그림 6> 석
 암리 219호분 출토 은제타출 괴수문 장식
(강인욱 외 2018)

이나 철판을 덧대어 주조품에 비해 가벼운 제품 생산이 가능한 단조 타출 제작기법이 유목민들의 이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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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리하였기 때문에 선호된 것이라는 해석 역시 설득력이 있다. 물론 여기에는 유목민들이 금속 제품 생

한편, 경주 사시리 130호묘 목관묘, 김해 양동리 162호묘 목곽묘, 김해 양동리 318호묘 등 한반도 남

산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다. 실제 초원지대 유목민들의 수공품 생산 관련 유

부 영남지역에서 철복이 출토되는데, 이들은 파수가 없는 장동형의 동체이거나 배부른 단지 형태이다〈그림

적들이 확인되고 있어서 이러한 금속공예품들이 중국계 장인이 만든 초원 풍격의 기물이라는 선험적 해석

10〉. 유사한 형태의 동복이 일본 쓰시마에서 출토되고, 兵庫현과 和歌山현의 고분에는 철복의 부장도 확인

에서 벗어나 유목민들 스스로가 이들을 직접 제작하였을 뿐 아니라, 북방적 색채가 담긴 기물이 유목민들의

된다. 따라서 유목민의 대표적 기물인 동복이 주변 지역으로 전해지면서 본래 초원 지역에서 가지고 있던

교역망을 중심으로 초원과 그 주변 지역에서 선호되고 유통되었을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것과는 다른 사회적 의미가 부여되고 재지의 문화에 수용되면서 새로운 변용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낙랑은 중국 한 문화와 함께 재지계 전통을 수용하면서 북방의 흉노를 비롯한 주변 지역과도 꾸준히 교

다. 그에 비해 김해 대성동 29·47호분, 김해 양동리 235호 출토품 등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후반으로 편

류하였을 것이다. 한의 고조선 정벌이 흉노의 왼팔을 절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한서의 기록은 이미 고조

년되는 영남지역 목곽묘 출토 동복은 흉노 이후 선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 유목민들에게 사용되어 온 전

선대에 한반도와 초원 세력 간의 빈번한 교류가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낙랑 무덤의 북방계 유물은 기원전 1

형적 기형의 무대각식 동복이다〈그림 11〉. 따라서 이들은 외래에서 유입된 교역품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 초, 단장 목곽묘, 이혈합장 목곽묘, 초기 귀틀묘에서만 출토되고 있다. 따라서 고조

전래와 부장의 의미를 다른 맥락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이 멸망한 이후에도 이전 시기 형성되었던 북방과의 교역 루트가 유지되었고 북방문화에 대한 선호가 일
정 수준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석암리 9호분의 피장자가 중국식 곡봉형 대구가 아닌 말굽형 금제 교구
를 착장한 것은 그가 북방적 풍격을 선호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 시기 이 지역에 북방적 요소가 포함된 물질문화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수용될 수 있는 정서적 기반이
조성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장동형 동체와 나팔형 대각, 두 개의 파수로 이루어진 청동 용기인 동복은 유라시아 초원 지대를 배경
으로 유목 경제에 기반하여 이동생활을 한 유목민의 대표적 기물이다. 취사도구, 치즈나 유제품 가공용기로
서 뿐 아니라 의례용 도구로도 사용되었고 장례의식에서 부장용품으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기형의 청동 용기는 늦어도 기원전 7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대까지 유라시아 초원지대를 중심으로 광범위
한 영역에서 확인되며 다양한 형식으로 변천하였다. 기원 전후한 시기 몽골 초원을 중심으로 한 흉노 유적
에서 새로운 양식의 동복이 출현하였다. 이들은 대각이 생략된 평저 심발형의 무대각식 동복인데, ‘凹’자형
단면의 반원형 파수가 동체에 부착되고 동체 표면에 이중 돌선의 호선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20)

8〉.

특히 길림성 라오허썬 유적을 비롯해 이전까지 중국 동북지역에서 전형적 흉노계 동복이 출토되는 점

<그림 10> 한반도 남부지역 출토 철복(강인욱 외 2018)

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그림 9〉.

<그림 8> 흉
 노 고분 동복(강인욱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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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길림성 라오허썬 유적 출토 동복(강인욱 외 2018)

<그림 11> 한
 반도 남부지역 출토 동복(강인욱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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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한반도 역시 초원지대에 광범위하게 융성한 북방문화와 다양한 방식으

치적 의도가 개입됨으로써 자의적·주관적 해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로 접촉하였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북방문화의 수용은 이국적 외래 풍물에 대한 선호에서 특정 요소를 선별

중국은 21세기 국가 전략의 하나로서 중국의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등 동북 3성에 대한 소위 동북

적으로 취하는 방식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사회 운영 시스템과 밀접히 관련된 새로운 문화의 도입으로 이

공정을 진행하였다. 동북공정은 2007년 완료되었고, 이에 따른 대표적인 작업의 하나로 집안 통구 분지와

어졌을 것이다. 이는 북방과 긴밀한 문화 접촉을 가능하게 한 교역망이 이전 시기부터 존재했기 때문이다.

환인 일대의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켰다. 2000년대 들어와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특히 초원 세력을 제패하고 세력을 확장해 나간 흉노의 등장은 이러한 북방문화와 주변 지역 간의 교류와

집안 통구 분지의 초대형분에 대한 조사와 아울러 중국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각지에서 고분 조사가 행해졌

관계 영역이 확장되는 동인이 되었을 것이다. 한반도와 북방지역 간 문화 교류는 교역의 형태로 전해진 외

다. 2003년까지 마선 2378호분, 산성하 전창 36호분, 마선 626호분, 칠성산 871호분, 임강묘, 우산 2110

래물품이 유통되는 방식과 제작기술이 도입되어 재지 생산이 이루어지는 방식 모두가 존재했을 것이다. 특

호분, 칠성산 211호분, 서대묘, 우산 992호분, 마선 2100호분,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 등 14기의 왕릉급

히 유목민들이 자신들의 기물을 생산하는 기술력과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한다면 북방 지역 특정 물

고분에 대한 발굴이 실시되었다.

21)

질문화의 수입 뿐 아니라 기술력, 혹은 그와 관련된 아이디어가 함께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 밖에도 무순 시가구고분군, 마선구 안자구고분군 등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2000년대 조사
결과가 고구려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일련의 해석으로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부각되지 못했던 새로운 자료나 구조 등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동북
공정이 끝난 이후 2008년에는 우산 1041호분, 우산 901호분, 마선 1호분, 호자구 1호분 등에 대한 발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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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실시되었고, 집안 태왕진 신흥촌 적석묘에 대한 발굴조사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2012년에는 집안 마
선구에서 새로운 고구려비가 발견되어 또다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 시기 중국에서의 발굴조사는 동북공정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정비복원을 통한 관광자원화 등의 학

1. 고구려 고분 연구 경향

문 외적인 목적 하에 계획적으로 실시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 주도의 이러한 계획적인 발굴조사에는 많
은 예산이 투입되어 광범위한 발굴조사가 실시되고, 자세한 보고서가 간행되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고구려 고분에 대한 연구는 1895년 鳥居龍藏에 의해 광개토대왕비를 중심으로 將軍塚, 太王陵 등 집안

졸속발굴과 정비복원 시의 원형 훼손이라는 문제도 심각하다.
22)

경내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학술적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1910년 關野貞 등에 의해
만주와 한반도 전역에 걸친 고적조사가 대대적으로 시행되면서 본격화되어 일본인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조

王天姿·吳博은 중국 내 2004~2013년 사이 고구려 고분 발굴보고와 그에 관한 저서를 정리했다.

金

石柱·肖龍은 ArcGIS 지리정보시스템 플랫폼을 사용해 길림성 동부지구 고구려, 발해유적의 위치, 유형분
23)

사연구가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 시기 일제의 주도하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고구려 고분조사가 이루어지
면서, 고분조사는 王都였던 집안 통구분지와 평양 일원의 초대형분이나 벽화분에 치중되어 연구가 이루어
졌다. 해방 이후, 고구려 고분조사는 중국과 북한의 주도하에 시작되었으며, 남한에서 고구려 고분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1992년 한·중 수교와 보고서 등의 발간으로 남한에서도 연구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남한과 중국이 고구려 고분연구를 주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최근
연구 경향을 중국과 남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포 및 유적 소재지의 고도, 경사도, 경사방향, 하류 분포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魏存成은 고분의 유형별 구조와 유물의 특징에 근거하여 저술했다.

24)

특히 출토된 명전과 刻銘銅鈴를 통해

태왕릉이 호태왕의 능묘임을 입증했고 그 결과 장군총이 장수왕의 능묘로 추정되기도 했다. 또한 앞서 언급
된 2012년 새로 발견된 집안 마선 고구려비의 비문 중 “國罡上太王”을 호태왕의 시호라 판단해 건립시기를
호태왕 이후로 보았다.

최근 중국은 고구려 연구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병목 현상과 주요사료가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점
을 지적하고 있다. 기초적인 지식체계는 이미 어느 정도 정립된 상태라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방향에

1) 중국
중국의 경우, 집안 통구 분지에 대한 본격적인 고고학조사는 1961년에 이루어졌다. 1970년대는 중국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시도하고 있다.

2) 남한

의 문화 대혁명 등 정치적인 혼란을 겪으며 조사 및 연구가 잠시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1980년대 이르러 다
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면서 고구려 고분의 형식과 변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고구려 고분 연구
는 李展福에 의해 집안 일대 고구려 고분이 적석총과 봉토분으로 처음 분류되었으며, 方起東에 의해 처음
천추묘, 태왕릉, 장군총을 중심으로 고구려 왕릉비정연구가 시도되었다. 1990년대는 고구려 고분조사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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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학문 내외의 환경 변화로 인해 이 시기의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25)

26)

27)

남한에서는 최종택 , 전호태 , 강현숙

등의 연구자들이 중국과 북한의 고분자료를 정리하는 작업과

찰된다. 적석총 단일묘제로 이루어진 고분군은 주로 혼강과 압록강 본·지류역에 분포하며 서북한 일대에
서는 석실봉토분 단일묘제로 이루어진 고분군이 주로 분포한다.

연구성과들이 꾸준히 지속되는 한편 남한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

적석총은 넓은 분포 범위를 갖고 있다. 그 가운데 적석총 단일묘제로만 이루어진 고분군은 압록강 중·

이전 남한에서 간행된 단행본은 중국이나 북한의 연구성과를 집성하는 것이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남한

하류 양안과 신개하와 혼강 유역의 환인현에 집중되어 있다. 군집의 크기는 크지 않아서 수 기에서 십수 기

에서도 분야별로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개설서가 여러 권 간행되기도 하였다.

정도이다. 따라서 적석총의 형식을 통해서 조영시기를 유추할 수 있다. 무기단적석총만으로 이루어진 군집

강현숙은 고분과 관련해서 적석총의 기원과 분포, 구조형식, 편년 및 봉토분의 기원과 변천 등 전통적
인 주제 외에도 고분을 통해 본 고구려사의 전개과정과 사회구조 및 왕릉급 고분의 구조와 주인공 문제 등
28)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9)

최종택은 남한의 고구려 고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기단적석총이나 계단적석총으로 조성된 고분군보다 먼저 조성되었고, 여기에 기단·계단적석총이 더해
진 고분군은 조영기간이 길었을 것이다.
적석총으로 이루어진 상당수의 고분군은 무기단·기단·계단적석총이 함께하며, 그중에는 봉토분과 함

고구려 고고학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새로운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특히 많은 수의 신진연구자들이

께 군을 이루고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고분이 조영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 그러한 고분군을 대

배출되었다. 오진석, 정호섭은 집안 통구고분군 내 고구려 고분의 공간 분포를 분석하여 조영 양상 과정을

표하는 것이 집안 통구분지의 고분군이다. 반면, 압록강 하류역의 관전과 평안북도 벽동에서는 석실구조를

30)

살펴보고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고구려사 전개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한 적석총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어서 4세기 이후 고구려의 영역 확대에 따라 조성된 고분군으로 보인다.

2004년 중국에서 왕릉보고서가 발간되면서 고구려 왕릉은 2000년대 남한 학계에서 주요연구로 자리

적석총과 봉토분이 함께 군을 이루는 장기간에 걸쳐 조성된 고분군들은 수십 기에서 100여 기가 넘을

잡게 되었다. 그러나 평양성기 왕릉연구는 적게 연구된 것은 아니지만, 국내성기에 비해 많은 연구자들의

정도로 군집을 이루는 고분의 수가 많다. 특히 환인 고역묘자 고분군이나 집안 통구 고분군에는 무기단적석

관심이 집중되지 못했다. 평양성기 왕릉연구는 봉토석실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벽화분에 치중되었다.

총부터 기단적석총, 계단적석총, 석실봉토분이 혼재되어 있어서 고구려 초기부터 연속적으로 조성된 고분

최근에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김태영, 정다이가 평양지역의 무벽화 단실묘와 석실봉토분의 고분 구조를

군임을 보여준다.

31)

정원영은 국내성기, 평양성기의 고분 중 동시기대 우월성과 희소성이 확인

봉토분 단일묘제로 이루어진 고분군은 적석총보다 더욱 넓은 범위에서 확인된다. 花臺를 포함하여 함경

되는 고구려 최상위급 고분을 선별하여 선별된 고분의 분포를 통해, 고구려 고분의 시기별 조영 양상과 고

남도와 북도에도 수백 기의 고구려 봉토석실분이 분포한다고 하나, 그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다. 특히 적석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32)

구려 도성 경관 및 고구려사 전개를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총 없이 석실봉토분으로 이루어진 고분군

기존의 고구려 고분에 대한 연구는 형식 분류와 편년, 피장자 문제에 관한 분석이 주를 이루면서 주로

의 공간 범위는 고구려 영역으로 새로 편

왕릉급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적석총과 벽화분에 치중되었다. 최근에 와서 고구려 고분에 대한 폭넓은 연구

입된 확대된 고구려 영역을 시사한다. 그

가 진행되면서 적석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형 적석총에 대한 연구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러나 집안 통구분지와 평양을 포함한 서북

33)

또한 최태정은 고분에

한 일대를 제외한 그 외 지역의 고분군은

대한 연구 이외에 문헌사료와 고고자료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고분에서 행해진 고구려 상장례의 구체적인

군집을 이루는 고분이 한두 기 또는 십수

같은 연구의 일환으로 호몽로, 홍정우는 고구려 연접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34)

절차와 과정을 복원하는 연구를 하였다.

기 정도로 규모가 작다.
이러한 고구려 고분의 분포 양상은 고
구려가 압록강과 혼강을 중심으로 출발하

2. 경관 및 특징적 요소

여, 고분의 최대 밀집지인 집안 통구와 평
양 일대를 중심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1) 분포 양상
고구려 고분은 한반도 중부지방부터 중국 동북지방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한다. 집안 통

35)

을 잘 보여준다<그림 12>.

<그림 12> 고구려 고분 분포(강현숙 2013)

2) 고분 입지 유형

구 고분군을 제외하고는 한 두기 또는 수기로 이루어진 소규모 군집도 있지만, 100여 기가 군집을 이루기도
한다. 군집을 이루는 고분은 적석총 또는 석실봉토분의 단일묘제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적석총에서 석

고구려 고분은 지역과 시간에 따라 입지 변화가 관찰된다. 고구려 적석총의 경우 대부분은 강변 대지나

실봉토분에 이르는 여러 묘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대개 대규모 군집무덤에서 관

평탄화된 대지에 군집을 이룬다. 혼강, 압록강 중하류역과 지류 양안에 분포하는 적석총들이 대개 강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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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자리한 경우이다. 그렇지만 적석총이 모두 평지에 자리한 것은 아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어가면서 봉토분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우산하 992호분, 마선구 2011호분, 천추총, 태왕

환인 망강루 적석총은 구릉의 정산부에서 산기슭으로 내려오면서 축조되었고, 환인 고력묘자 고분군이나

릉, 장군총 등 우산하고분군과 마선구고분군의 초대형분은 평탄화된 완사면에 입지한다.

집안 통구분지의 우산하 고분군에서 무기단적석총은 산중턱에, 기단이나 계단적석총은 산 사면에 자리하
고, 평탄화된 대지에는 일부 초대형 적석총과 봉토분이 자리할 뿐이다. 4·5세기의 적석총은 구릉의 완사면

(3) 복합입지형

이나 평지성 대지에 주로 자리한다.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산지에서 평지로 입지의 변화를 보여준다. 압

복합입지형은 고분군 전체를 고려할 때 산지형과 평지형이 함께하는 경우이다. 산지에서 평지로 내려

록강 지류인 독로강 유역의 적석총은 강변 대지에 강의 흐름에 따라 열상으로 자리하며, 내륙으로 들어가면

오면서 또는 평지에서 산지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축조된 경우로, 주로 군집의 규모가 큰 고분군이 이에 해

서 봉토분의 비중이 커져서 강변에서 산기슭으로 변화를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집안 통구 만보정 고분군에

당된다. 집안 통구의 우산하·산성하·마선구·만보정고분군이 이에 해당된다. 우산하고분군의 경우 산 중

서도 통구하변의 강변 대지에는 적석총이 주로 자리하며 봉토분은 적석총과 함께 칠성산 동쪽 산록에 자리

턱에서부터 적석총이 축조되기 시작하여 사면을 따라 내려오면서 적석총과 봉토분이 함께 하다가 평탄화된

한다. 한편, 평양을 포함한 서북한 일대의 무덤은 대부분 산 사면에 자리한다.

대지나 평지에는 초대형의 계단석실적석총 일부가 자리하며, 적석총보다 대형 봉토분의 비중이 커진다. 산

유사한 지형 조건이거나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고분들이라고 하여도 서로 다른 지형에 자리하기도 하고

성하고분군은 통구하를 따라 계곡으로 들어가면서 산지입지에서 평지입지로 변화한다. 통구하 우안 환도산

시간에 따라 평지에서 산지로 또는 산지에서 평지로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여서 입지조건이 시간과 지역

성 쪽으로 들어가면서 산성하 전창, 동대파, 대천 등 몇 개의 소구역으로 나뉘는데, 전창이나 동대파의 고분

에 따라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입지 조건을 기준으로 고구려 고분군은 산지형과

은 산지입지형인 반면 환도산성 아래의 대천의 적석총은 평지형에 해당된다. 마선구고분군은 마선구 2378

대지성 평지형 그리고 고분군 내에 양자가 함께 하는 복합입지형으로 범주화시킬 수 있다.

호분과 그 주변의 고분 일부는 산지형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단이나 계단 적석총은 기슭의 완만한 경

(1) 산지형

사면이나 구릉 말단면, 평지화된 평탄면에 입지한다. 만보정고분군의 경우 칠성산 동쪽 산록과 통구하 좌안
의 대지에 입지한다.

산지형은 고분이 산 정산부나 기슭 중턱과 사면에 입지하는 경우이다. 산 정상부와 사면에 자리한 환인

이와 달리 6세기대의 고분들은 대개 산지형이 다수를 점한다. 통구분지의 오회분이나 사회분, 사신총,

망강루고분군과 집안 통구의 우산하·칠성산고분군이 이에 해당된다. 일부 소규모 군집을 제외한 산지형

강서의 대·중·소묘 등은 평지에 입지하지만 다수의 고분이 산지에 자리하는 것은 가용공간의 확대라는

고분은 대개 산 정상부나 기슭에 무기단적석총이 축조되기 시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슭을 내려오면

경제적 측면도 있지만, 매장관념의 변화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서 기단, 계단적석총이 연속적으로 조성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초대형분이거나 대형분의 경우 단독으로 또

이처럼 일부 사신도 벽화분을 제외한 6세기대 들어서면서 산지형으로 고분 입지 선정에서의 변화는 적

는 2~3기가 모여 있는 상태로 산지에 자리하는데, 마선구 2378호분, 임강총, 장천 5호분 등은 독립된 구릉

석총에서 봉토분으로 변화, 생활풍속도 벽화에서 사신도 벽화로의 변화, 번소와 훼기 등 장속에서의 변화와

의 정상부에 입지한 예이고, 마선구 626호분과 칠성산 871호분은 산 사면에, 서대총과 칠성산 211호분은

대응되어서 고구려 사회에서 고분이 가지는 전반적인 성격의 변질과 관련을 가질 것이다.

36)

구릉 말단의 완사면에 단독으로 자리한다. 이외에도 군집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집안 오도령구문 적석무덤
은 산지형이며, 평양 대성산성 내에서 발견된 적석총들도 산지형이다.
(2) 대지성 평지형

대지성 평지형은 강변 대지의 평탄면이나 완만해진 경사지의 평탄면에 조성된 경우이다. 혼강 유역의
환인과 통화 일대의 적석총, 그리고 집안 일대의 중·소형 군집을 이룬 적석총, 압록강 남안의 초산, 만포,
위원 등지의 적석총, 장백 간구자적석분 등은 강안 대지의 평지입지형이며, 통구 산성하고분군의 환도산성
아래 고분들도 평지 입지형이다. 평지입지형 고분군 중에는 적석총 단일묘제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봉
토분과 함께 군집을 이루기도 한다. 압록강 이북의 집안 상·하 활용촌고분군이나 유수임하 유역의 대·소
력묘자 고분군은 평지에 적석총과 봉토분으로 이루어진 고분군으로, 적석총과 봉토분 사이에 묘역의 분리
나 분포에서의 정형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적석총은 열상 분포한다. 이와는 달리 압록강 이남의 고분군들에
서는 적석총에서 봉토분으로의 변화를 보이는데, 적석총은 강안 대지에 열상 분포하고, 그보다 내륙으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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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상배치
고분이 무리지어 분포하는 것은 고대사회에서 생활공간과 묘역이 분리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
이지만, 고구려 고분의 경우 무리지어 분포하는 고분 사이에는 일정한 정형성을 갖고 있다. 즉, 산기슭을 따
라 내려오면서 줄지어 분포하거나, 분구의 한 변을 서로 잇대어 있기도 하며, 하나의 분구 내에 여러 기의
매장부를 갖기도 해 집단묘의 모습을 보여준다.
줄지어 분포하는 열상배치는 고분이 입지한 지형에 종속된 현상은 아니다. 가령, 적석총의 경우 강변
대지에서는 강변을 따라 물 흐르는 방향을 장축으로 줄지어 분포하고, 산지에서는 능선과 평행한 방향을 장
축으로 열상배치 되어 있다. 열상배치된 적석총 중에는 수기가 분구의 한 변을 서로 연접하거나 하나의 분
구 안에 여러 기의 매장부를 갖기도 하여서 가족장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집안 통구고분군에서 열상배치된 고분의 상당수는 적석총이다. 열은 단선적이기도 하지만 분지되어 나
가거나 또는 분지되었다가 다시 한 줄로 모아지기도 한다. 가령, 1,440여 기의 고분이 군집해 있는 禹山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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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군에서 60%에 달하는 적석총이 연접되어 있는데, 열상배치의 최장길이는 400m, 최단거리는 60m 정

부나 기슭에 단독으로 입지하거나 주위에 몇 기의 대형분과 함께 무리를 이룬다. 단독으로 자리하는 무덤

도이다. 우산하 3635호분에서 우산하 3557호분에 이르는 11기의 무덤은 한 줄로 연접되어 있으며, 전체

은 해발고도 100~200m 사이의 비교적 완만한 경사면에 자리한다. 조망이 좋은 단독의 구릉 정상부에 위

길이는 약 200m에 이른다.

치한 임강총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완만해지기 시작하는 경사면(마선구 626호분), 완사면 말단부(서대총, 칠

열상배치를 잘 보여주는 예로 칠성산고분군의 목이장구의 고분들을 들 수 있다<그림 13>. 칠성산고분

성산 211호분), 평지화된 구릉이나 대지(마선구 2100호분,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에 위치한다. 초대형분

군은 지형조건에 따라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구역은 북쪽의 해발고도 280-190m 정도의

몇 기가 모여 있는 무덤으로는 마선구 2378호분과 산성하 전창 36호분을 들 수 있다. 마선구 2378호분이

구릉이고, 두 번째 구역은 서쪽의 칠성산고분군 중 가장 높은 해발고도 420~280m에 해당되면, 세 번째 구

자리한 산 정상 급경사면에 마선구 2379호분과 2380호분 두 기가 연접된 상태로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역은 동남쪽의 목이장구 양쪽 능선으로 해발고도 270~190m정도이다. 이 가운데 열상배치를 잘 보여주는

7~8m 정도의 중·소형분인 점으로 보아 배총으로 볼 수도 있다.

것은 목이장구의 해발고도 220~200m 사이의 능선이다. 칠성산 999호분에서 칠성산 1003·1007·1015

봉토분에서는 통구분지의 우산하고분군의 대형분을 제외하고는 열상배치가 두드러지지 않는다<그림

호분이 열상분포의 한 단위가 되고, 칠성산 1015호분에서 1016호분과 1013호분으로 분지되고, 1016호분

14>. 집안 통구분지의 오회분이나 사회분, 사신총 등의 석실봉토분은 평지에 횡으로 열상배치하지만, 대부

은 1019호분과 열상배치된다. 칠성산 1013호분은 1020·1021호분으로 연결되다가 다시 세 가닥으로 분

분의 중·소형 봉토분은 구릉 사면의 열상배치된 적석총 사이에 자리한다. 평양 일대의 대형 봉토분도 열상

지되어 가고, 각각은 다시 또 열지어 분포한다.

배치라기보다는 구릉 상에 몇 기씩 군집을 이루고 있다. 평양 삼석구역의 봉토분은 구릉 사면에 대형분끼리
군집을 이루고 일부 봉토분은 삼각상으로 배치되기도 한다. 진파리 일대에서는 전 동명왕릉 배후에 3기의
고분이 횡으로 열상배치되어 있지만, 그 뒤쪽으로는 진파리 1·2·3호분과 7·8·9호분은 사신도 벽화분
1기와 두기의 석실봉토분이 삼각상의 배치를 보여준다. 강서대묘·중묘·소묘는 대형분끼리 삼각상으로 배
치된 군집의 형태를 이룬다<그림 15>. 한편, 평양 일대 사신도 석실벽화봉토분은 평양 대성산성의 동쪽으
로 호남리·토포리 일대에 분산 분포하면서 벽화분을 중심으로 중·소형분들이 군집을 이룬다.

<그림 14> 집안 통구 우산하고분군의 열상배치(강현숙 2013)

<그림 13> 집안 칠성산 목이장구고분의 열상배치와 연접묘(강현숙 2013)

나뭇가지 상으로 분지되어 가면서 열상배치하는 적석총 간에 시간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열상배치의
정점에 자리한 적석총이나 분지된 가지의 정점에 해당되는 적석총들이 열상배치된 다른 적석총에 비해 규
모가 월등하지 않으며 무덤 형식의 차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열상배치는 누대에 걸쳐 서서
히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일정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석총의 열상배치로부터 가
족장의 모습을 상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대형이나 초대형 적석총에서의 열상배치는 보이지 않는다. 초대형분은 조망권을 가진 산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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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강서삼묘의 삼각상 배치(강현숙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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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구려 고분에서 열상배치는 일부 대형 봉토분을 제외하고는 적석총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적석

이혈 무덤이지만, 현실의 폭이 54~90㎝ 내외여서 실질적으로 합장이 가능한 크기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

총과 봉토분이 병존하는 4·5세기에는 추가 합장이 가능한 횡혈식 구조를 채용했음에도 적석총은 연접묘나

합장이 가능한 횡혈식 구조를 가졌지만, 합장을 할 만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장방형 현실로 이루어진 동

동분이혈 형태로 집단묘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수혈식묘제기에서 보였던 가족장이 일부 유지되었던 적으로

분이혈의 다실묘는 중·소형분에서 종종 관찰된다. 이처럼, 동분 내 횡혈식 매장부가 여럿인 경우는 2인 또

보인다. 그러나 6세기대에는 열상배치보다는 몇 기씩 군집을 이루는 형태로 고분의 존재 양태가 변화했다. 따

는 그 이상의 다인 합장이 행해졌을 것이다.

라서 수혈식 장법에서 횡혈식 장법으로 변하면서, 가족장적인 성격의 집단묘에서 동실합장이 가능한 석실이
정착하게 되고, 횡혈식석실의 봉토분이 유행하는 6세기대 이후가 되면서 가족장제는 사라졌을 것이다.

동분동혈은 석실적석총과 석실봉토분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며, 하나의 묘실에 2인이 합장된 경우, 대
개 부부가 합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동불동혈무덤 중에서도 다인합장이 관찰된다. 가령 통구 오
회분 4호분과 5호분은 묘실에 관대가 3개 놓여 있어서 최소한 3인이 동실합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4) 다인합장의 여러 형태

연도를 가졌지만 묘실이 여러 개인 예외적인 구조도 있다. 삼실총은 세 개의 묘실이 통로로 연결된 하나의
연도를 가진 무덤으로 동분동혈이지만, 묘실이 3개라는 점에서 최소한 6인이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다

고구려 고분에서 관찰되는 특징의 하나는 여러 형태의 다인합장이다. 적석총의 경우 가시적으로 드러난
모습은 단일분이지만, 동일 분구 내 여러 개의 매장부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경우 매장부는 수혈식 장

인합장무덤이다. 우산하 2174호분도 하나의 연도를 가진 두 개의 묘실이 통로로 연결되어서 최소한 4인이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의 구조를 가진 것도 있고, 추가 합장이 가능한 횡혈식 장법의 구조를 가진 것도 있다. 봉토분은 동일 분구
내에 2인 합장이 가능한 횡혈식 매장부가 보편적이지만, 적석총과 마찬가지로 동일 분구 내에 여러 개의 매

【표 2】 단일분에서의 여러 합장방식(강현숙 2013)

장부를 가지기도 하며, 그중에는 매장부 크기가 작아서 동실합장이 가능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한편, 하나
의 연도를 통해 두 기 이상의 묘실이 연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들은 모두 다인합장을 의도한 것이다.
수혈식 장법에서 횡혈식 장법으로 매장방식이 변화하고, 횡혈식 장법이 보편화되면서 1인 단인장에서
부부합장으로 변화하는 것이 삼국시대 매장방식 변화의 큰 흐름임을 감안해 볼 때, 여러 형태의 합장은 가
족장적 매장방식에서 부부합장으로 변화의 과도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묘제와 매장방식에
따른 장제의 변화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 있음을 볼 수 있다.
(1) 단일분에서의 합장

하나의 분구를 가진 단일분에서의 다인합장은 다광식, 동분이혈, 동분동혈 세 가지 방식이 있다【표 2】.
다광식은 하나의 분구에 수혈식 장법의 매장부가 두 기 이상이 있는 경우이다. 주로 적석총에서 확인되
며 외형상 단일분구라는 점에서 연접분과 구별된다. 현재 보고된 다광식은 하나의 분구에 2기나 3기 정도의
매장부를 갖고 있다. 우산하 1340호분과 마선구 401호분은 계단적석총이며, 산성하 동대파 356호분은 두
기가 연접된 무덤으로, 그중 먼저 축조된 무덤이 다광식 단일분이다.
동분이혈은 하나의 분구에 횡혈식 장법의 동실합장이 가능한 매장부가 두 기 이상 있는 경우로, 계단적
석총과 봉토분에서 관찰된다. 적석총의 경우 매장부는 광실과 석실이 있으며 묘실의 수에 따라 2실과 3실이
있다. 2실 무덤으로는 우산하 249호분이 있으며, 3실 무덤인 우산하 2891호분은 계단적석총으로 동쪽 매
장부는 파괴가 심해 알 수 없지만 나머지 광실 두 기는 중간에 묘도가 있으며 묘도 좌우에 측실이 있어서 전
체 평면은 유사두칸구조와 유사하다. 칠성산 96호분은 3개 석실로 된 동분이혈의 계단적석총으로, 가장 서
쪽의 매장부에서 천정석으로 보이는 석재가 확인되어서 석실로 추정되며, 서쪽 석실의 동벽이 중간 석실의
서벽에 해당되어서 격벽을 가진 석실로 추정된다. 파괴되었지만 중간 석실에서는 묘도가 확인되었고, 동쪽
의 매장부는 파괴가 심해 석실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집안 대고력묘자 21호분은 3개의 묘실이 있는 동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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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접묘

연접된 적석총의 매장부는 수혈식 장법의 매장부가 하나 있는 단광식, 둘 이상 있는 다광식 그리고 횡혈

연접묘는 단일분 두 기 이상이 분구의 한 변을 서로 잇대어 있는 무덤으로, 중국에서는 串墓라고 부른
다【표 3】. 매장부의 장축 방향과 평행하도록 분구의 한 변을 잇대는데, 연접되어 가는 방향은 정형성을 갖고
있다. 산지입지형은 구릉 사면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일렬로 연접되었고, 평지입지형은 횡으로
연접된다.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연접된다는 점에서 신라 적석목곽분의 집단무덤과 구별된다. 연접무덤은
봉토분보다 주로 적석총에서 관찰되며, 무용총과 각저총은 분구가 서로 인접해 연접된 쌍분으로 보기도 하
지만, 적석총에서 통상 관찰되는 연접분과는 차이가 있다.
적석총에서 연접된 무덤은 두 기에서 십여 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하지만, 십여 기가 보고된 예는
아직 확실하지 않고 대개는 3~4기가 연접되어 있다. 연접된 적석총은 주로 기단이나 계단적석총에서 확인

식 장법의 매장부가 둘 이상 있는 동분이혈과 하나 있는 동분동혈의 광실과 석실 등이 있다. 단광은 주로 단
광이나 다광과 연접하며, 다광은 동분이혈과 동분동혈의 광실과, 동분이혈 광실은 동분이혈 광실이나 동분동
혈 광실과 연접되지만, 동분동혈 석실에서 연접묘의 비중은 낮고, 동분이혈 석실의 연접묘는 보고 예가 없다.
2기가 연접된 적석총의 매장부로는 석광, 광실, 석실이 있다. 석광을 매장부로 한 무덤으로는 환인 고
력묘자 15·19호분, 집안 양민 74호분, 산성하 동대파 356호분이 보고되었으며, 환인 고력묘자와 산성하
전창이나 동대파의 연접묘는 산기슭에 입지하지만 양민 적석총은 강변 대지에 위치한다. 이외에도 우산하
3241호분은 격벽으로 구획되어 중앙에는 두 개의 광실이, 북측으로는 한 기의 광실이 있는 동분이혈의 광
실 무덤에 남측으로는 한 기가 더 연접된, 2기가 연접된 무덤으로 보고되었지만, 중앙의 다곽식무덤을 중심
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연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무덤으로, 최소한 4인 이상이 합장된 연접묘이다.

되며, 무기단적석총에서는 드물다. 또한 같은 형식끼리의 연접된 예가 다수이며, 서로 다른 형식의 적석총

3기가 연접된 적석총은 우산하 3105·3296·3305호분 등이 알려졌다. 모두 계단적석총으로 구릉의

이 연접된 예는 드물다. 적석총과 봉토분의 연접은 매우 예외적이다. 연접된 적석총의 형식 간 변이가 그리

완사면에 위치한다. 우산하 3105호분은 동혈합장이 가능한 묘도가 있는 광실 두 기가 매장된 무덤에 남쪽

두드러지지 않아서 연접된 무덤은 누대에 걸쳐 장기간 조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으로 가면서 동혈합장 무덤이 순차적으로 연접된 무덤으로, 동혈합장이 이루어졌다면 8인이 매장되었을 것

【표 3】 연접적석총(강현숙 2013)

이다. 우산하 3305호분은 동분이혈의 다인합장 무덤 남측으로 두 기의 무덤이 더 연접된 후 묘설을 부가한
무덤이다. 각각의 매장부에 합장이 이루어졌다면 최소한 10인 정도가 합장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3기가 연
접되었지만 보고된 무덤자료에서는 실제 8~10인 정도가 합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4기가 연접된 적석총으로는 우산하 3232호분과 만보정 242호분을 꼽을 수 있고, 칠성산 397·398·
399호분으로 편호된 무덤은 실제로 4기가 연접된 무덤이다. 만보정 242호분은 4기가 연접된 적석총으로,
가장 남쪽에 있는 매장부는 파괴되어 알 수 없지만 먼저 석광이 축조되고 이어서 횡혈식 매장부 그리고 쌍
곽을 매장부로 하는 무덤이 서로 연접되어서 최소한 5인 이상의 매장과 수혈식에서 횡혈식으로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우산하 3232호분은 두 개의 매장부를 가진 다광묘에 3기의 광실 매장부가 연접된 무덤으로 이
무덤에서도 최소한 8인 이상이 매납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연접묘의 매장부는 단광도 있지만, 보고된 다수는 다광이나 동실 내 추가합장이 가능한 구조의
다인합장의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몇 기의 무덤을 연접함으로써 집단묘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4·5세기의 최상위 무덤이나 상위 무덤에 해당되는 석실계단적석총이나 석실벽화분에서 집단
묘 형태는 보이지 않으며 동분동혈의 다인합장도 관찰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연접묘나 다인합장 무덤이 모
두 위계가 낮은 것은 아니다. 금동제관식이 출토된 집안 우산하 3105호분에 비추어볼 때 같은 시기에 병존
하는 동분동혈 2인 합장의 단일분과 다인합장묘 또는 연접묘를 위계 차이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분이혈 석실과 함께 집단묘가 차츰 줄어들고 있어서 다인합장이나 연접묘는 수혈식 장법에
서 실질적으로 추가 합장이 가능한 동분동혈 석실로 옮겨가는 과도기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이
는 열상배치가 줄어드는 현상과도 대응된다.
결국 횡혈식 장법이 수용되고 횡혈식 무덤이 정착·확산됨에 따라 동분동혈 합장이 가능한 무덤이 축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세기 중엽 이후부터 5세기의 적석총과 일부 봉토분은 동분이혈이나 연접묘의 형태로
다인합장을 유지한다. 그러나 여러 방식의 다인합장은 묘제의 제일화가 완성된 6세기에 거의 사라지고, 실
37)

질적 동실 내에 부부합장을 하는 동시에 몇 기씩 군집을 이루어 가족장제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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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구려 고분을 통해 본 신앙과 제의

2) 벽화고분 단계의 신앙과 제의 양상
장의미술이 장의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장식 행위를 통해 실현된다고 할 때 고분벽화는 장의미술로 이

1) 대형 적석총 단계의 제의 양상

해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까지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에서 내세관과 관련 시켜 생활풍속계 고분벽화를

고구려 제의에 대한 연구는 잘 알려진 고구려의 동맹이나 시조묘 제사, 사직, 영성 등 국가 제의를 중심
으로 이루어졌다. 고구려에서 직접적인 죽음과 관련한 상장의례의 풍속에 대해서는 『三國志』, 『三國史記』 등
의 문헌기록에서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헌기록에는 고구려의 묘제로 적석총과 석굴묘가 확인되고,

계세적 내세관으로, 장식무늬계 고분벽화를 전생적 내세관으로, 사신계 고분벽화를 선불 혼합적 내세관으
로 이해하였다.
안악3호분의 묘주는 동수로 추정하고 있으나 벽화 내용에는 생전의 실제생활과 다른 모습이 일부 반영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대행렬도이다. 안악 3호분의 대행렬도는 행렬의 규모나 의장 수준, 특히 聖上

장제는 草葬, 순장이 확인되며 후장풍속도 확인된다.
고구려 적석총에서는 묘상에서 기와가 보편적으로 발견되며, 이는 묘상건축물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幡이 새겨진 깃발 등을 통해 보면 고구려 왕의 버금가는 규모 내지는 왕의 행렬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이 때

나타내준다. 묘상건축물의 기능은 寢으로 추정되며, 중국 전국시대부터 전한시기에 발전한 형태이다. 침은

문에 안악 3호분을 왕릉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안악 3호분의 주인공이 동수라고 할 때 대행렬도는 동수의

묘의 곁이나 묘상에 세우는 것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능묘의 묘실 안에 머물러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위상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성상번이 새겨진 깃발은 동수의 직급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대형렬

근처에 침을 설치하였는데, 죽은 사람의 영혼이 먹고 마시거나 하는 일상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는 생전의 생활이 내세에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데에서 나아가 내세의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바

것이라고 한다. 한 대의 능침제도를 살펴보더라도 능원을 둘러싼 담 안에 설치되었던 것은 침이다. 때문에

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구려에서도 묘상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침을 두었을 개연성은 있다. 특히 후한 대에는 선조 한 사

39)

고구려 사람들은 장송의례 시에 가무가 행하여졌다는 것을 문헌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사람이 죽

람마다 묘를 세우는 제도를 폐지하고 역대 선조의 신주를 한곳의 朝廟에 모아 받들었다. 이른바 종묘와 같

었을 때 장례를 치르 면서 북을 치고 춤을 추며 음악을 연주하면서 죽은 자를 보낸다는 기록은 특히 고구려

은 제도가 시행된 것인데, 이는 고구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고구려에서 발견되는 묘상건축물은 적

인들의 장례풍속의 단면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일종의 축제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가무가 장송의례

어도 廟는 아니었을 것이며, 중국의 전한시대 이래의 유풍과 후한시대의 제도가 전해진 寢으로 사용되었을

의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구려 사람들이 죽음을 처리하는 의식의 과정에서 춤과 노래 등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고구려에서는 중국과 같이 침에서 제의를 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묘상에

으로 현실세계와 사후세계를 이어주고자 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고구려 벽화 가운데 이를 가장 잘 보여주

올라가서 제의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고구려의 寢은 실제적인 제의공간이라기보다는 영혼이 기거하는

는 것이 무용총의 가무도이다. 가무 장면은 고구려 장송의례의 재현이라고 볼 수 있고 음식 공양 장면도 일

寢으로서의 상징적인 공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은 고구려에서도 죽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어서 살

상의 한 모습이자 장의의 한 과정이라 볼 수 있다<그림 16>.

40)

아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거한다고 믿었던 점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묘상건축은 죽은 자의 영
혼이 기거하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이러한 묘상건축이 가능한 적석총은 대체로 초대형의 적석
총으로 묘상건축 즉, 침의 공간을 둔 무덤의 주인공은 왕이나 왕족 내지는 유력귀족급에 해당될 것이다.
출토된 부장품 가운데에서는 의도적인 훼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동안 신라나 백제, 가야에서 이러한 부
장품의 훼기가 확인되는데, 주로 토기에서 관찰된다. 일반적으로 삼국시대에 나타나는 부장품의 훼기는 주
로 토기의 구연을 깨뜨리거나 저부에 구멍을 내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고구려의 고분 가운데에서는 우산
하 992호분이나 우산하 1041호분 등에서도 부장품의 훼기가 관찰되는데, 주로 4세기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다. 특히 우산하 1041호분에서는 철모를 구부린 사례가 확인되는데, 이 역시 철제 무구의 훼기 사례에 해당
된다. 최근 홍련봉 보루에서 출토된 연화문 와당의 사례와 호로고루성 출토 와당과 동물뼈 등의 사례를 통해
부장품의 훼기가 지적된 바 있는데, 부장품의 의도적 훼기 행위는 어떠한 제의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마찬가

<그림 16> 무
 용총 접객도 및 무용도(정호섭 2009)

38)

지로 고구려 고분에서 부장품의 훼기는 이와 같은 상장의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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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하 고분 개설

1970년대 초기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발견된 왕
릉 구역의 고분은 9기의 왕릉과 207기의 배장묘가 존
재한다. 9기의 서하왕릉의 평면 구조는 기본적으로 비
슷한데, 공통점이 3가지 존재한다. 첫 번째는 각 왕릉

1. 서하왕릉 연구 경향

에는 면적이 10만 평방미터의 능원이 존재하고, 대부
41)

중국의 경우, 潘靜·劉臨安은 서하왕릉과 북송황릉 공간 구조 비교 , 陳育寧·湯曉芳(2006)은 서하 官
42)

43)

式 건축의 특징 , 楊浣·王軍輝은 서하왕릉 형태 , 黃震雲은 서하왕릉 출토 金銅牛石馬와 요흥평공주 고
44)

45)

분 , 溫濤·高臨鵬은 서하왕릉 출토 도자 건축 기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볼 때, 서하

왕조의 고분 형태, 건축 특징과 출토유물을 통한 종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분은 내벽, 외벽으로 된 이중 성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능원은 외성과 내성으로 나눌 수 있다. 능원은
기본적으로 남향이고, 전체 형태는 남북이 길고 동서
가 짧은 장방형이다. 두 번째는 내성의 각 모서리에는
角闕이 지어져 있는데, 성벽의 정중앙에는 문궐이 있
다. 내성의 남쪽에는 동서가 길고 남북이 짧은 장방형

2. 서하왕릉 경관 및 상장 문화
서하왕릉은 현재의 영하회족자치구 은천시에서 서쪽으로 35km 떨어진 하란산의 동쪽 기슭에 있다. 지
세는 평탄하고 개활하며, 서고동저의 형태이고 해발고도는 1,130~1,200m 사이이다. 왕릉구역은 하란산
기슭에 있는 큰 계곡으로 인하여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졌다. 1구역은 1·2호묘, 34기의 배장묘가 존재한
다〈그림 17〉. 2구역은 3·4호묘, 52기의 배장묘로 나뉘고, 3구역은 5·6호묘, 101기의 배장묘로 나뉜다.
4구역은 7·8·9호묘와 19기의 배장묘로 나뉘다. 각 구역은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으며, 구역 내의 능
묘는 비교적 집중되어 있다.

의 소성이 존재하는데, 月城이라고 칭한다. 월성의 존
재로 인하여, 내성은 ‘凸’자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월
성의 남쪽에는 문궐이 있는데, 문궐의 바깥 동·서 방
면에 각각 碑亭이 1기씩 세워져 있다. 碑亭은 총 3기

<그림 18> 西夏王陵 1호묘 평면 구조도(張學鋒 2009)

가 발견되었는데, 2기는 크고 1기는 작다. 2기는 능원
의 중축선을 기준으로 하여 동서 대칭으로 세워져 있고, 2기 간의 거리는 70m이다. 큰 비정의 기단의 한 변
의 길이는 10m, 높이 2.3m이고, 작은 비정의 기단은 길이 7.4m, 길이 1.6m이다. 비정의 남쪽에는 鵲台가
존재한다. 세 번째는 능묘가 있는 陵台는 내성의 서북부에 위치하는데, 평면 형태가 팔각형이고, 이는 외관
상 서하왕릉의 주요특징이다. 능태는 한 변의 길이가 13m, 높이 23m이며, 기단의 주위에 규칙적으로 주공
이 분포되어 있고, 주위에 각종 건축 유물이 매우 집중되어 발견되는데, 일반적인 전와를 제외하고, 다양한

짐승 머리, 鴟吻 등의 녹색 유리 제품과 白瓷瓦도 출토된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았을 때 陵台에는 전와로 된
46)

高大式 건축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8〉.

외성은 남북 길이 340m, 동서 길이 224m이며, 외성의 남쪽 정중앙에는 문지가 존재하며, 문도의 폭은
35m이다. 외성은 이미 전부 훼손되어 잔존되어 있는 성벽의 기단은 너비 1.8m, 높이 0.3m~0.4m이다.
내성은 남북 길이 180m, 동서 길이 176m이고, 정방형에 가깝다. 내성의 각 변의 정중앙에는 성문이 존재
하는데, 성문의 좌우에 門闕이 있다. 문궐과 각궐 주위에는 전와 유물이 떨어져 있는데, 주로 암키와, 수키
와, 와당 등이다. 남문에서는 특히 유물이 집중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이는 전와 외에, 상당한 수량의
유리로 된 건축 자재〈그림 19〉가 출토되어 내성의 정문인 남문이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공간이었을 것으로
47)

추정한다.

9기의 서하왕릉 중, 정식으로 발굴된 것은 6호릉만 발굴이 진행되었다. 1972년부터 1975년까지, 묘실
이 이미 도굴되어 출토유물이 극소하다. 6호릉의 능대 앞에는 원형의 토동이 있으며, 그 밑에 묘실이 존재한
다. 6호릉은 묘실이 3개인 토동묘이며, 묘도, 용도, 묘실, 측실 2기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0〉. 묘도는 49m
<그림 17> 서하왕릉 1·2호묘 遠景(張學鋒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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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용도의 봉문석으로 추측한다. 용도 양 벽 앞에 무사
상이 그려져 있다. 무사상은 전포와 갑옷을 입고 있으며, 검

택하였기에 서하의 특색 있는 제왕능원제도가 창조되었으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을 차고 있다. 무사상 벽화 상면에 얇은 백회가 칠해져 있

첫 번째, 규모가 비교적 작다. 당나라 제왕이 죽고 나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지역에 하나의 능원을 설치

는 것으로 보아 2차적으로 修復한 흔적이 보인다. 묘실은 중

하였기 때문에 규모가 매우 웅장하였다. 송나라 제왕의 경우, 하나의 지역에 다수의 능원을 설치하기 시작

실과 동쪽 측실, 서쪽 측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실은 너비

하며 규모도 축소되었다. 서하는 중국의 서북쪽에 편중되어 있고 정치 지위가 비교적 낮으며 경제도 비교적

6.8∼7.8m 길이 5.6m이다. 천장이 붕괴되어 묘실 내에는

발달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서하왕릉 중 가장 규모가 큰 3호릉이 북송황제의 제릉의 2/3밖에 되지 않는다.

모래와 바위, 지면에 있던 건축 석조가 가득 차 있다. 동쪽

두 번째,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다. 송나라 제릉은 능성 이외에도 ‘下宮’ 등의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측실과 중실 사이에는 짧은 과도가 있으며, 길이와 너비 각

다수의 서하왕릉에는 어떠한 ‘下宮’ 등의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3호릉의 경우, 3호릉의 서북

각 1.8m이다. 동쪽 측실과 서쪽 측실은 형태가 같으며, 길

방에 1기의 고분이 발견되었는데, 後陵인지 확실치 않다. 서하왕릉은 월성·능성이 상당히 붙어있고, 방어

이 3m, 너비 2m의 장방형이다. 3기의 묘실에서 葬具는 발

를 하기 위한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것이 서하왕릉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견되지 않았으며 인골과 닭, 양 등 동물뼈가 발견되었다.

세 번째, 서하인들은 독특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서하왕릉에는 다수의 원형 및 塔式 건축물이 존재

3기의 묘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수당시기 이래로 제
왕 등급에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는 서하 왕릉도 예외는
<그림 19> 서하왕릉 출토 유리 鴟吻(張學鋒 2009)

서하인들은 당·송 제왕의 상장제도를 무차별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민족과 지역 특징을 토대로 취사선

한다. 이러한 塔式 건축물은 서하인들이 불교를 숭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당송의 능원 건축물들은
형태가 완벽한 대칭의 정방형이기에 ‘正中無邪’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아니다. 그러나 중원 제릉 혹은 요대 제릉에서는 세로 방향의

네 번째, 당송의 건축물과 다르다는 점이다. 서하왕릉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角台과 碑亭이 설치되어

3실을 사용하지만 서하왕릉은 가로 방향의 3실을 건축하였

있는데, 당송의 능원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서하능원에는 2개 혹은 3개의 碑亭이 존재하며 궐의 뒤쪽, 월성

다. 6호릉 이외에도 177·182호 배장묘를 발굴하였다. 배장

의 앞쪽에 설치되어 있다. 이는 제왕의 공과 덕을 칭송하는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묘에서 墓城, 월성, 문궐, 비정 등의 건축물이 보이기는 것으

다섯 번째, 장례의식이 당송과 다르다. 비록 당송의 장례의식에 영향을 받았으나 서하 민족 본연의 장

로 볼 때, 피장자가 고급 귀족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기 모

례의식도 남아있었다. 서하는 토동묘, 중원은 전실묘를 건축하였는데, 이는 서하인들의 생활 습관이 반영된

두 단실이기 때문에 3실인 왕릉과 비교하여 볼 때, 귀족과 왕

결과이다. 또한 서하는 양, 개, 銅牛, 石馬 등의 대량의 가축뼈와 모제품을 부장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서

의 고분 제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77호 배장묘에

하는 중원 왕조의 영향도 받았으나 북방민족 본연의 문화 특징을 유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 출토된 유물들은 鎏金銅牛와 石馬가 있는데, 용도에서 출

49)

토되었다. 鎏金銅牛는 길이 1.2m, 높이 0.45m, 용도 동쪽

벽에서 출토되었으며, 石馬는 길이 1.3m, 높이 0.7m, 용도
서쪽 벽에서 출토되었다. 입 부분에 채색이 되어있는 것으로
<그림 20> 서하왕릉 6호릉 평·측면도(張學鋒 2009)

48)

Ⅴ. 결론

보아 원래 채색이 되어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도면 21〉.

흉노·고구려·서하 고분군들의 상장문화를 고찰해본 결과, 인접 국가의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으나 민
족 고유의 색채가 강하게 묻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야도 이와 마찬가지로 가야 민족 고유의 상
장문화가 있기에 인접 국가 고분과 가야 고분을 비교함과 동시에 가야만의 독특한 상장문화를 강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 석
<그림 21> 서하왕릉구 177호 배장묘 출토 鎏金銅牛, 石馬(張學鋒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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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중국 위진십육국 북조묘장
Vol. 7

Ⅰ. 위진시기

Ⅱ. 십육국시기

Ⅲ. 북조시기

Ⅳ. 소결

中国的魏晋十六国北朝墓葬

墓 （图一）、东阿曹植墓、西安景元元年墓等，尚有一般认为属于曹魏时期的出土正始八年铭帐构墓、洛阳十六工区墓。
1)

安阳西高穴墓 （图二）是否为曹操墓葬有不同意见，但作为曹魏时期墓葬看待没有什么疑问。西晋时期墓葬在洛阳发现
2)

很多，著名者如晋惠帝乳母徐美人墓 、春都路墓、安文明墓 、西晋帝陵陪葬墓等，在其他地区发现的重要墓葬有山东邹
3)

4)

城刘宝墓、临沂洗砚池晋墓，西安田王村元康四年墓 （图三），北京石景山八角村墓等。
5)

这些墓葬较东汉时期规模明显变小，即便被认为是曹操墓的安阳西高穴大墓也不过前后两进，像东汉时期那种三进

甚至四进的大墓至今没有发现。东汉时期常见的壁画墓也没有发现。看来，曹操、曹丕父子以及王祥等人所提倡的薄葬思

想确实发挥了作用。洛阳地区的西晋墓葬比曹魏时期显示出更加划一的特点：阶梯状的多级墓道、单墓室、牛车、镇墓俑
和一套日用陶明器，促使有关学者提出“晋制”这个概念。尽管这个概念要加以严格限定，在时间上只能限于西晋、东晋两

朝，空间上限于洛阳、建康两地，而且对其他地区和时代都没有产生影响，因而与通常理解的“制度”应具有跨时空的影响
不同，但这个概念突出了晋墓与其他墓葬的不同，因而可斟酌使用。

魏晋薄葬不是对汉代的革命，而是既有继承汉代的地方，也有不同之处。就继承之处而言，值得注意的有以下几点：1，

随葬品的数量是减少了，但基本种类与东汉时期并无实质性不同，如作为汉代厚葬标志的仓厨井碓等模型明器在魏晋墓
古代中国是东亚世界的主体部分。中国的地理状况和文化特点促使大一统成为古代中国史的基本方向，但古代中国范

围内不同的产业方式——北部以牧业为主、中原南方地区以农业为主的群体之间的差异又容易导致冲突，并引起古代中
国的分裂。统一——分裂——再统一成为古代中国的一个显著特点，但并不是简单重复，中国古代社会在这个过程中走向

更深的融合和更快的发展。秦汉是中国历史上第一次的大一统，是中国历史从新石器时代以来自然演进的结果，是中国

社会进步的一次重大成果。但秦汉之后，中国陷入魏晋南北朝近四百年的分裂状态，又在隋唐时期建立了不同于秦汉的大
一统国家。隋唐的一统有很多不同于秦汉之处，北方民族的文化大量融入到华夏传统文化之中是一个很重要的差异。融
入过程不是一蹴而就，所造成的影响也体现在社会生活的各个方面，墓葬是反映融入过程和体现各种影响的重要材料。
因此，对中国魏晋十六国北朝墓葬的描述和研究深有必要。

魏晋十六国北朝墓葬大致可分为三个阶段：魏晋为第一阶段，在中原地区是东汉墓葬的延续和调适阶段，在东北和西

北地区是中原墓葬文化产生重要影响的阶段；十六国是第二阶段，少数民族入主中原，将他们的文化带入到中原地区，与
中原地区保留的汉晋文明分庭抗礼，开始了漫长融合过程的第一步；北朝社会的长期安定，使拓跋鲜卑为主体的北方民族
与汉晋文化有了深入接触、相互涵化的条件，北朝墓葬不仅提供了物质层面，更提供了文化制度层面彼此融合的证据。需

要说明的是，中国社会分裂的产生在东汉后期已经埋下导火索，隋唐大一统的再度实现在北朝晚期已经出现端倪，因此，
为了保持描述和研究的完整性，在必要之处，我们也会少量涉及汉末和隋唐早期的墓葬材料。

中仍有，不过只是一两件而已，可见薄葬不能改变人们的基本的丧葬观念；2，汉代的礼制在魏晋墓中仍然有所维持，如安
阳西高穴大墓中出土了多件陶鼎，洛阳曹休墓中出土了铜权，安葬于湖南安乡但可能使用了洛阳礼制的西晋刘弘墓出土了

铜剑。陶鼎在东汉普通墓葬中早已被淘汰，只在王一级的墓葬中作为等级的象征物而使用，沿袭的是古老礼制；铜权作为
度量衡器，象征着封侯裂土，也具有古老的内涵。刘弘墓出土物可能与西晋推行的五等爵制有关，而五等爵制在很多内容
上吸收了前代成分。

魏晋墓葬的变革集中体现在两点：1，由于流行单室墓，引起了墓室内部空间如何安排的问题，其中主要是棺位问题。

双室或多室墓中，堂、寝的位置很明确，随葬品也可以按类而从。两耳室分别放置车马明器和仓厨明器、前室放置起居物
品、后室放置私人物品是汉墓随葬品的基本摆放方式，但在魏晋单室墓中只能在墓内划出不同的区块，区块的划分方式

则与棺位关系莫大。棺位有放置在墓室正壁和右侧壁两种方式（以墓葬朝向为准，如朝南，正壁即后壁为北壁，右壁为西
壁。），不同的方式必然会引起随葬品位置的变化，这个问题在北朝时期仍然存在。2，不树不封是薄葬的内容之一，由此
引起墓葬的地面标识被纳入到地下，最显著的是由墓碑演化而来的墓志。北京西晋华芳墓志长131、宽57、厚7厘米，简直

就是一方小型墓碑 （图四）。邹城西晋刘宝墓志虽然呈圆首碑形，但碑高44、宽22、厚5.5，碑座高17厘米 （图五），是
6)

7)

一方墓碑的缩小版。洛阳西晋徐美人墓志规模也较可观，高93、宽52厘米（图六）。洛阳西晋太康八年也为圭首形残志，
上部有圆穿。这些墓志实质上就是搬进墓葬的小墓碑，内容也与墓碑有不少相似的地方，而不像后来成熟的墓志充满谀

美之词和家族谱系。镇墓兽和镇墓武士可能也是从地面搬进地下的。中原地区的两汉曹魏墓葬中几乎没有见到镇墓兽，但

在西晋时期的洛阳地区突然开始流行起来，不知是否是将原来东汉墓葬前的有翼神兽与墓碑一起搬到了地下。未闻东汉
墓前有石人，镇墓武士似乎是配合镇墓兽而在西晋发明并被一起埋入地下的。

Ⅰ. 魏晋时期
秦汉国家的统一带来全中国的普遍发展，特别是南方地区的经济和土著豪族力量上升到前所未有的水平，为东吴和

中原地区魏晋墓葬中还有一个值得提出的现象是西域来华人士的墓葬与汉人几乎没有区别。偃师西晋支伯姬墓为单

室土洞墓，所出陶俑、镇墓武士的陶盾牌、陶家禽、仓碓模型等一如汉人墓葬（图七）。支伯姬为安文明之妻，二人并是昭

武九姓。如果不是出土砖志，根本无从得知其为异域人士。东汉后期以来包括僧人在内的不少大月氏人流寓中国，但迄今
能够确定的墓葬仅支伯姬墓，而没有像北朝时期的安伽、史君等墓葬那样保留有鲜明的异域文化，或许东汉后期来华人
物的华化进程与北朝时期有一定差异。

与中原地区魏晋墓朝简省方向发展不同，中国东北和西北地区魏晋墓葬反而复杂起来，这与中原人口流移到那里有直

蜀汉建立独立政权准备了经济条件。东汉后期开始，秦汉一统国家的思想与体制的内在问题全面暴露，使社会凝聚力严重

接关系。汉末三国战乱，不仅将大量人口推到边地，而且带去了财富和中原地区的先进技术。流到西北地区的主要是关中

整，但并不是本质上的变化，这决定了三国时期的墓葬面貌也只能是在东汉墓葬基础上的调整，这与后来以牧业为主的

关中或华北之时。在河西的武威、张掖、高台、敦煌、嘉峪关、敦煌都发现了两进式的墓葬，三进式的也不少见 （图八），

下降，进而出现了三国鼎立局面，但这种分裂是汉帝国和汉文化本身的分裂。三国和西晋的社会状况与东汉相比，虽有调
少数民族政权或佛教对中国社会发生深刻影响后的墓葬状况有所不同，这是考察魏晋墓葬必须明确的前提。

时代完全可以肯定的曹魏墓葬不多，西晋墓葬则有很多发现。中原地区比较重要且时代明确的曹魏墓葬有洛阳曹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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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士，流到东北的主要是华北人士，但这些人士到达新地点后，与土著大族一起建立的墓葬规模和内涵都超过了他们在
8)

很多大墓用画像砖砌成，少数墓葬如酒泉丁家闸5号墓绘制了通壁的壁画 （图九），壁画中的墓主生活、劳作、升仙等场
9)

景与中原东汉墓壁画无异，当然也有坞堡、采桑、放牧、驿使、军营、少数民族人物以及高鼻深目的异族人物等反映西北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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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社会生活的场景和形象。口沿断面呈三角形的陶器是西北魏晋墓中最常见器物，但更引人注目的是高度不过数厘米的

胡人在汉化，汉人也在胡化。还可以注意的是，体现胡族文化的因素除甲骑行列外几无他物，汉人虽是被征服民族，但墓

罐子在河西地区不仅变小，而且强调北斗主宰生死的性质 （图十）。个体变小了，但数量增多，经常在墓主的头、脚部位

接受了大量汉人文化有关。这与进入东北和华北地区的慕容鲜卑不一样，也与后来的拓跋鲜卑不一样。

“斗瓶”——一种镇墓瓶，在中原地区通常为高不足20厘米，但肩宽超过20厘米的大平底罐，表面书写镇墓文字——这种
各放置一个乃至更多。

10)

葬文化的主体部分仍是汉式的，这种情况与入主中原的北方民族多从汉末以来就居留在中原，与汉人长期接触，并且已经

十六国时期，慕容鲜卑在东北崛起，建立了前燕政权，并扩张到华北地区。与前述入主中原的氐、羌、匈奴不同，慕容

东北地区主要是以辽阳为中心的地区从汉末开始，大型墓葬开始流行回廊式石板墓（图十一）。这是一种黄肠题凑式

鲜卑长期居于塞外，只是在进入辽西后才开始大量吸收汉文化，所以前燕时期的墓葬一部分呈现出慕容鲜卑与汉文化共

关。公孙氏称帝不成，但这种墓葬形制却流传了下去，辽阳的棒台子、上王家等墓葬的时代甚至晚到西晋末或东晋初，可见

特点的墓葬。安阳长期以来是汉晋文化最发达的地点之一，但在安阳孝民屯发现的五座前燕墓具有独特的面貌，如：皆为

的墓葬，在汉代本作为王侯乃至皇帝的专用墓葬形式，这种墓葬形式汉末在辽阳地区开始流行，大概与公孙氏暗中称帝有
这种墓葬形制的制度因素丧失后，还有相当大的合理性，否则也会迅速被淘汰。这种墓葬即使没有外回廊，也会在头端左

右辟出一大一小的两个耳室，其中一个用来绘制墓主夫妇端坐图，另一个往往绘制庖厨图或放置车马明器。不能不说，这
种墓葬形制比中原魏晋墓将所有的东西堆到一个墓室之内要相对合理，可以说是在汉代传统基础上的合理调整。

存的现象，如朝阳袁台子壁画墓，一部分呈现出强烈的慕容鲜卑特色，如朝阳、北票以及安阳等地发现的以殉葬马具为

带头龛的梯形竖穴土坑墓，有木棺，葬式为仰身直肢；小龛内有陶壶、兽骨等；墓坑中的随葬品有小型铜饰件、兽骨等。
M154骨架之下有一副完整的鎏金铜马具 。类似的墓葬在辽西发现不少，也多有马具随葬。马具中的马鞍最富特色，为前
13)

后高鞍桥式。一般为铜质鎏金，也有铁质者，鞍具的木质包芯多已腐朽不存，仅留有金属鞍桥包片，前桥包片略小于后桥包

片。鞍桥包片多以龟背纹镂空出各种精制的图案，一般以动物形象为主，鸟类形象最为常见，此外也有骑射人物等，工艺
水平相当之高（图十三）。后燕、北燕墓葬发现不多，但也很有特色，汉人的胡化是一个突出现象，如朝阳崔遹墓为梯形石
圹墓，这不是汉式墓葬样式，而是典型的慕容鲜卑墓葬形制，但墓志上有“燕建兴十年昌黎太守清河东武城崔遹”字样

Ⅱ. 十六国时期

14)

（图十四），可知崔遹本是河北大族。再如著名的后燕冯素弗墓也是石圹墓，木棺为梯形，棺外有彩画，似乎是与升仙相关

的内容（图十五）； 随葬品中既有汉胡特点兼具的陶器，也有游牧民族钟爱的马镫等马具，还有汉晋文化特有的金珰，一

个金珰上还装饰了佛像——是不见于其他金珰的图像，表明了佛教在后燕的巨大影响 。结合文献记载可知，冯氏本来也
15)

十六国墓葬发现数量有限，而且空间上不够连续，但在总体印象上，墓葬面貌仍然维持中原、西北、东北三大区的格

是汉人大姓，但他们在后燕时期的胡化程度是非常之高的。在冯素弗墓中还发现了鸭形玻璃器，这显然是西方物品。玻璃

中原地区虽然政权易主，但汉晋文化并没有消失，而是以有所改变的形式继续保留。以北方部族为主的少数民族入主

现如此多的西方物品或文化因素，表明草原丝绸之路在十六国时期相当兴盛。辽西地区不仅是接纳西方物品来华的重要

局，但面貌发生较大变化。

中原，带来和引发很多新的文化因素，与汉晋文化的留存和变化部分发生交融。在西安、咸阳、彭阳、安阳等地集中发现一
批十六国墓葬。安阳既有面貌单纯的慕容鲜卑墓葬，这将在下文涉及；安阳也有汉胡文化交融的墓葬，但材料至今未正式

器与前燕马具上龟背纹的源头都在西方。金步摇饰是三燕墓葬中更有名的考古发现。同时期中原地区不像三燕墓葬中发
区域，而且也是三燕马具、武器等向朝鲜半岛、日本传播的源地之一，这里在中外文化交流史上具有中重要地位。

西北地区十六国墓葬呈现出不平衡性。河西地区衰退迹象显著，几乎都是单室墓，壁画墓葬几乎消失，随葬品冥器化。

公布。西安、咸阳、彭阳等地墓葬面貌相似，可以用“关中十六国墓葬”加以概括，其基本面貌有关学者概括为：1，均为带

以敦煌地区为例，墓葬形制的种类减少，修筑也不规整，耳室小龛退化，但带天井过洞的墓葬增多；随葬品的种类没有明

主室平面均四方形，攒尖顶或穹隆顶。后室、侧室平面多呈长方形或梯形，平顶或弧顶。封门分砖质和土坯两种。2，流行

衰退的结果，而可能与前凉政权的建立有关。前凉政权是河西十六国诸政权中历时较长也有所作为的政权，大族势力在

长斜坡墓道的土洞墓，墓道壁流行设置生土台阶，大型墓往往带一长方形天井。墓室以单室墓和主室带侧室墓占主流，
多人合葬墓，尤以2-3人的夫妻合葬墓最为常见。3，随葬器物流行以牛车、鞍马、侍俑为主的组合形式，其中的女侍俑、鞍
马和牛车极具时代特征。甲骑具装、武士俑等军事色彩较浓厚的器物比较常见

11)

。

平陵1号墓 （图十二）是典型墓例：带一个天井的斜坡墓道土洞墓，这是当地汉晋常见的墓葬形态；单人木棺不是华
12)

夏民族常见的长方形，而是北方民族经常使用的梯形，但被放置在墓室正壁之下，是对魏晋以来汉人棺位形式的继承；墓

葬左半部主要是甲骑具装武士、骑马鼓吹与彩绘具装马行列，为以往所未见，是十六国时期特殊军事氛围和军事技术的产

物。骑马鼓吹俑也是新事物，在音乐史上具有一定的意义，可辨的乐器有角、排箫、小鼓等，构成相对固定的军乐组合，其
中角具有显著的地位。这种仪仗行列与中原地区东汉魏晋以来的汉族仪仗行列后来混合成新的卤簿样式。墓葬右半部是
以牛车为中心的出行行列，这是魏晋遗风，但只见牛车不见魏晋时的男女侍从，而代之以一组伎乐女俑。女俑皆十字髻，

有高、低两种。女伎乐俑群由四人构成，分执弹、拨、吹、击四种乐器。女伎乐俑身着红色交领衣裳，与侍从女立俑，特别是

显减少，但器形变小，制作粗糙，还出现一部分泥器；仓、灶之类的模型明器出现。河西地区的这种状况可能不全是经济

前凉时期受到抑制，墓葬可能是前凉整饬的内容之一，否则不会突然出现如此简省而划一的墓葬面貌。今新疆境内的十六

国墓葬有比较重要的发现。吐鲁番地区十六国墓葬与魏晋时期差别不大，虽然不是大型墓，但内容很丰富，有的墓葬有
壁画或纸画，陶器也不像河西地区那样明器化。最重要的发现是库车友谊路的十六国墓群，墓葬形制与河西地区异常相

似，墓门上原有照墙，上有砖雕建筑构件和神兽。部分砖室墓还留有壁画痕迹。葬式为多人多次葬。随葬品有陶器、铜器、
铁器、木器、骨器等多种，其中陶器有形态上接近汉式的扁罐和盆，也有非汉式陶器如单耳或多耳罐

16)

。墓葬所反映的丧

葬文化受汉晋时期中原汉文化传统的直接影响，同时还有一些显著的地域特点，墓主可能为河西豪族移民，墓葬年代可能
为前凉，或可表明前凉曾向新疆的腹地投入巨大的力量，甚至可能有直接统治新疆腹地的打算。在吐鲁番、库车发现的这
些墓葬是中原动乱所引发的连锁反应在地下世界的表现。

彩画牛车一道，表现出很高的文化品位。平陵墓女伎乐群位于墓室的西部，簇拥在牛车周围，与墓室东部胡人面目的铠马

仪仗乐队相对应。牛车和女伎乐俑群之外，还有陶壶、罐、灯、井、灶、虎子、陶动物以及铜釜、吊灯等物，多数器物形态虽
有所变化，但还保留着明确的汉晋特点。

平陵1号墓具有很强的象征性，将十六国时期胡汉从政治到文化上的并存对峙情况形象地表现了出来。咸阳文林小区

为朱氏家族墓地，朱姓似未闻有胡人改汉姓者，而且文林小区墓地有9座墓，排列有序，似非短期内所形成，增加了墓主
为汉人的可能性。如此推断不误，那么汉人采用这种胡汉对峙并存的随葬品陈列方式是颇可玩味的。至少由此可以得知，

128

가야고분군 Ⅵ

중국 위진십육국 북조묘장

129

Ⅲ. 北朝时期

葬的控制力在进一步加强。西魏北周对墓葬的控制更形严格，陪葬品比北魏明显简朴，从皇帝开始就厉行薄葬。

北魏平城时代皇帝和皇后及皇室重臣多归葬盛乐金陵，迄今金陵位置不明。洛阳时代北魏孝文帝亲自规划了陵区：洛

阳瀍河两岸是陵区的核心部分，孝文帝长陵是这个陵区的中心，其子恪（宣武）景陵位于它的右前方，恪子诩（孝明）定陵

农业文明与游牧文明的冲突是中国古代史的主题之一，进入中原地区的北方民族很多，在中原地区建立政权的北方民

族也不在少数，对中国历史发展产生的影响则有深浅之不同，拓跋鲜卑建立的北魏政权可算是对中国历史影响最大最深
远的民族，这是由于北魏赖以立国的体制是国人武装——军功贵族——皇帝，这有效地抵消了皇帝——郡县制体制的内
在缺陷，使中国的政治体制走向了以皇帝为首的贵族合议制阶段，贵族在中央和地方的权责都基本明确，隋唐盛世正是

建立在此基础之上。北魏墓葬对此历史状况当然不可能完全反映，但也并非没有迹象可寻，下面分北魏平城时代和北魏洛

阳时代及以后两个阶段略作梳理。东魏北齐和西魏北周墓葬虽然与北魏洛阳时代有一定差异，但本质上都是洛阳时代的
延续，墓葬制度和墓葬礼仪的基本精神没有大的变化，所以可以合并在一起讨论。

北魏平城时代墓葬的最大特点是鲜卑平民墓葬依然保留族坟墓色彩，大同南郊北魏墓群（图十六）、大同七里村墓群

都是这样的例证。以大同南郊北魏墓群为例，这个墓地由东、中、西三个区域构成，中区原来是一空白地带，看来是预留
的。这三个小区的墓葬都应该属于一个大的血缘组织。三个小区的墓葬有时代差异，都是在各自小区最早墓葬的周围发
展扩散出来的，体现了血缘的延续性。这个墓地只有很少的打破关系，是在墓地的晚期发生的，是北魏社会管理松弛、血
缘关系淡化的表现。晚期少数墓葬的方向也不同于早期，且有形制特别的墓葬进入这个墓地，还有少数单独存在的墓葬，
这是都是北魏社会在平城时代的晚期发生剧烈变化的反映 。
17)

与鲜卑族坟墓制度缓慢松弛相比，北魏平城时代高等级墓葬体现出更多更迅速的变化，这可从两个方面加以观察，一

是对汉文化因素的吸收，一是墓葬制度的建设。对汉文化的吸收之早和力度之大超出想象之外，以大同沙岭7号墓为例，
年代被推断为435年，早于北魏完全统一黄河流域之前数年，但如果不是因为出土了有关乙弗鲜卑破多罗氏太夫人的题

记，很难相信这是鲜卑人墓葬。该墓葬用砖砌成，几乎满绘壁画，墓道中的镇墓武士、镇墓兽，甬道中的伏羲女娲格外引
人注目（图十七），墓室中的宴饮、仪仗出行、奇禽异兽等图像也都有明确的汉晋文化渊源

18)

。镇墓武士、镇墓兽形象很可

能是依据《周礼·夏官·方相氏》等华夏经典绘出，如《周礼·夏官·方相氏》载：“大丧，先柩，及墓，入圹，以戈击四隅，驱方
良”，
《续汉书·礼仪志（中）》载：“先腊一日，大傩，谓之逐疫。其仪：选中黄门子弟年十岁以上，十二以下，百二十人为侲子。

皆赤帻皂制，执大鼗。方相氏黄金四目，蒙熊皮，玄衣朱裳，执戈扬盾。十二兽有衣毛角。中黄门行之，冗从仆射将之，以
逐恶鬼于禁中。…… 因作方相与十二兽儛。”

19)

沙岭7号墓武士和镇墓兽形象颇可与这些记载对应，而且开启了中国中古

时期镇墓组合的新模式。大同还发现数座壁画墓，如文瀛路墓、仝家湾7号墓、张僧朗墓，其中有方相氏、羽人等形象，虽

在距长陵较远的左前方。距长陵较近左前方的高地埋葬了自拓跋宏七世祖拓跋珪（道武）子孙以迄拓跋宏自己的一支子
孙。其布局是以拓跋珪（道武）子孙的墓地为中心，宏六世祖嗣（明元）、四世祖晃（景穆）、二世祖弘（献文）的子孙的墓

葬位于右侧；宏五世祖焘（太武）、三世祖濬（文成）子孙和宏子怀一支的墓地位于左侧。这块高地的前沿和坡下一带，除
埋葬妃嫔之外，还有傅姆、大监、内司等内职。拓跋珪以上的什翼犍（昭成）、鬱律（平文）后裔的墓地，则远离这块墓地，

甚至分散到这个大墓区的北部边缘。墓葬的排列方式系不同辈分按前后布置，同辈按长幼一线布置。这个大墓区集中的
对象有：不久以前还是一个氏族（皇室元氏）、一个大氏族（九姓帝族）的死者；同属于一个联盟而又类乎兄弟氏族（勋旧

八姓）的死者；同一个联盟的其他部落的死者（其他内入的余部诸姓）；其他鲜卑诸部的降臣（如慕容诸燕和北燕冯氏）；
（图十八）
投魏的中原和南方的降臣（如弘农杨氏、琅邪王氏） 。
24)

东魏北齐的帝陵基本延续了北魏的思路，但与勋贵墓地的结合似乎更紧密。这些墓葬集中分布在邺城遗址的西北，彰

河以北、滏阳河两侧的范围内。东魏和北齐墓葬分处于这个区域的西南部和东、北两面。东魏墓葬以孝静帝元善见的西
陵及其父元亶墓为中心，元氏皇室墓葬分布在其南，异姓勋贵墓分布在其东。北齐高氏墓葬原来是东魏帝陵的陪葬墓，

后来成为北齐的皇陵区，其布局以高欢的义平陵为中心，异姓勋贵的墓葬散布于东魏、北齐两大帝陵区之间。墓葬的排列
秩序一般长辈在南、幼辈在北，同一辈人一般自东向西一线排列

25)

。

北朝时期还有两个墓葬现象也很值得重视。一是从北魏洛阳时代开始，在山东临淄的北朝崔氏墓群开始以圆形墓为

主，前所未有地陪葬了十二生肖俑（图十九）。这种墓葬形式在隋唐时期扩展到环渤海地区，宋辽金元时期成为中国北方

地区的主要墓葬形制。这种墓葬形制和随葬品的内涵中国学者众说纷纭，道教说、佛教说、游牧民族穹庐说令人眼花缭
乱，但实际上形制可能仍然是对天地的模仿，十二生肖俑则是将比附在天上的十二辰用陶俑形式塑造出来，又因为无法挂
到墓室上部，而只能置于墓室四周的地面之上，从而给解释带来了很大困惑而已。另一个现象是，发现若干北朝晚期入华
粟特人墓，如西安北周安伽墓、史君墓

26)

、康业墓、太原隋虞弘墓等（图二十），这些墓葬中多有以祆教色彩浓厚的图案装

饰的石质围屏床榻。以往的研究中，对祆教部分的内容关注很多，这当然是这些墓葬以及北朝后期文化状况不同于汉末

魏晋时期的地方，但这些墓葬也是体现异域人华化的重要材料，如围屏床榻本身就是在中国矮床榻的基础上结合火炕而
成，并在佛教和异域文化多重影响的时代氛围下而流行的。客观、全面地通过墓葬把握北朝文化融合状况需要继续的思
考和努力。

然吸收了一些外来文化，如方相氏作古印度教的神祇形式，但其性质是中国的，是文化融合过程中的正常现象。
墓葬制度的建设以司马金龙墓和宋绍祖墓为代表

20)

。宋绍祖墓前部是镇墓兽和镇墓武士，然后是以墓主牛车为中心

的各种陶俑，其中人物俑包括甲骑具装俑、鸡冠帽武士俑、风帽仪仗男俑、披铠步兵俑、男侍俑、女侍俑、胡人伎乐俑等七

种，是目前所知年代最早的北魏墓葬出土大型俑群。司马金龙墓共出土陶俑367件，除少数几件镇墓俑外，都是人物俑，大
约同宋绍祖墓。宋绍祖和司马金龙墓之外的墓葬中都没有武士俑和仪仗俑，可见这两类俑具有身份与等级象征意义

21)

。

武士俑和仪仗俑是地下的“武装力量”，普通的生活类、侍从类陶俑不同，是公共身份的象征，是皇权对墓主身份的认可，因
此，这种陶俑的制作和使用都会受到国家的监管

22)

。在五世纪后期突然出现大型陶俑群，而且面貌基本相似，说明墓葬

开始被北魏政府用来作为体现等级制的手段了，这是平城北魏墓葬发展到一个新阶段的标志

23)

。

北魏洛阳时代已经建立起比较明确的墓葬等级制度，大同南郊那样的墓群不再发现，砖室墓成为绝对主流，近方形墓

室数量最多，按照规模大约可划分为三个等级，第一等级墓室边长7米左右，是随葬陶俑1000件以上的帝王墓；第二等级
墓室边长5米左右，是随葬陶俑100至数百件的皇室亲贵和高级官僚墓；第三等级墓室边长3—4米上下，是随葬陶俑100件

以下的中下级官员墓直至庶人墓。虽然墓葬等级不同、陶俑的精粗也有别，但陶俑的基本形态很相似，体现了北魏政权用
随葬品来控制社会的意旨。东魏北齐时代，徐州等地区墓葬出土陶俑都与邺城和晋阳比较接近，可知中央对地方官员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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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小结
魏晋十六国北朝时期不仅是政治上、军事上发生剧烈冲突的时代，也是文化上剧烈冲突的时代，代表华夏农业文明传

统的汉晋文化与北方游牧文化、佛教文化以及西方文化在中国大地上冲突、激荡、融合。中国北方地区的自然条件既适宜

农业也适宜放牧，但几千年的农业文化塑造了中国北方地区的产业形态，也塑造了重巫敬祖的文化内核，从而在秦汉时
期使皇帝为首的郡县制与鼓吹忠、孝的儒家思想成为中国古代无可替代的制度文化。即使君主专制可以削弱、中央集权

可以打折、地方可以割据甚或称王称帝，但这种制度文化却不会消亡。游牧民族可以入主中原乃至建立政权，但想长治久

安，就得以郡县制和儒家思想作为立国基础，华夏民族敬重先人的墓葬形式也就会被继承，这是十六国北朝时期少数民
族自身的墓葬形式被迅速淘汰，转而采用汉人墓葬形式进而有所发明（如将陶俑作为身份标志，将棺位确定在墓室右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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壁下）的深层原因。佛教在南北朝时期将儒家思想逼进了墙角，但治国还得靠儒术，墓葬还得在寄托生者哀思的同时，也

得尽到在今人看来是虚幻的但也难以证伪的保佑后嗣子孙之责，这决定了佛教不仅不能将巫术为核心的华夏丧葬思想驱

1) 洛阳市第二文物工作队：《洛阳孟津大汉冢曹魏贵族墓》，《文物》 2011年第9期。

逐出墓葬，反而转过身来依附于华夏丧葬思想以获得更大的现实活动空间。唯有如此思考，才能对南北朝墓葬中出现的

2) 河南省文物考古研究院：《曹操高陵》，中国社会科学出版社，2016年。

期不与中国的制度与文化发生紧密联系。至于那些西方或带有西方特点的物品，它们是作为随葬品而被放入墓葬的现实

4) 洛阳市第一文物工作队、 偃师商城博物馆：《河南偃师西晋支伯姬墓发掘简报》，《文物》 2009年第3期。

佛教因素有更准确的理解。西方文化对西来人士产生的影响会在墓葬中有所表现，但必为时不久，因为西来人士无法长
用品，本身不构成墓葬文化的基本要素，因而对研究魏晋十六国北朝乃至隋唐墓葬文化不具备太高的价值。倒是借助于
这些物品，可以研究西方与中国、西方与朝鲜半岛和日本，中国与朝鲜半岛和日本的文化交流。

3) 河南省文化局文物工作队第二队：《洛阳晋墓的发掘》，《考古学报》 1957年第1期。

5) 陕西考古研究所配合基建考古队：《西安东郊田王村晋墓清理简报》，《考古与文物》 1990年第5期。

6) 北京市文物工作队：《北京西郊王浚妻华芳墓清理简报》，《文物》 1965年第12期。

7) 山东邹城市文物局：《山东邹城西晋刘宝墓》，《文物》 2005年第1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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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甘肃省文物考古研究所：《酒泉十六国墓壁画》，文物出版社，1989年。

10) 甘肃省文物考古研究所：《敦煌祁家湾——西晋十六国墓葬发掘报告》，文物出版社，1994年。

11) 岳起、 刘卫鹏 《关中地区十六国墓的初步认定》 中介绍了部分咸阳文林小区的墓葬材料，见 《文物》 2004年第8期。

12) 咸阳市文物考古研究所：《咸阳十六国墓》，文物出版社，2006年。

13)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安阳工作队：《安阳孝民屯晋墓发掘报告》，《考古》 1983年第6期。
14) 陈大为、 李宇峰：《辽宁朝阳后燕崔遹墓的发现》，《考古》 1982年第3期。

15) 辽宁省博物馆编：《北燕冯素弗墓》，文物出版社，2015年。

16) 于志勇、 吴勇、 傅方明：《新疆库车县晋十六国时期砖室墓发掘》，见国家文物局主编：《2007中国重要考古发现》，文物出版社，2008年；田小
红、 吴勇：《新疆库车友谊路晋十六国砖室墓考古发掘新收获》，《中国文物报》 2010年9月7日1版。

17) 参见韦正：《大同南郊北魏墓群研究》，《考古》 2011年6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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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参见韦正：《五世 纪中后期的平城——以墓葬 资 料为中心的 观 察》，载 Shing Mü ller, Thomas O. Höllmann, Sonja Filip：《Early

Medieval North China: Archaeological and Textual Evidence （由考古與史料看中古早期的北中國）》，Harrassowitz；Mainz，2019.

24) 节略自宿白：《北魏洛阳城和北邙陵墓——鲜卑遗迹辑录之三》，《文物》1978年第8期；马忠礼《磁县北朝墓群——东魏北齐陵墓兆域考》，《文物》
1994年第11期。

25) 参见韦正：《魏晋南北朝考古》第99、 100页，北京大学出版社，2013年。
26) 西安市文物保护研究院：《北周史君墓》，文物出版社，201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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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위진시기

진한국가의 통일은 전 중국의 보편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남방지역의 경제와 토착호족의 역량이
전무후무하게 상승하였으며, 동오와 촉한지역에 독립정권이 건립될 수 있는 경제적 요건이 갖추어졌다. 동
한 후기부터 진한 통일국가시기에는 사상과 체제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폭로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사회의
응집력을 극도로 하강시켜, 삼국정립의 국면을 출현시켰다. 다만 이러한 분열은 한제국과 한문화 본연의 분
열을 의미했다. 삼국과 서진의 사회 상황은 동한과 비교할 때, 비록 국부적인 변화는 있었어도 본질적인 변
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삼국시기 묘장 역시 동한묘장의 기초 위에 변화를 준 것으로, 이후 묘장에서 나타나
는 목축업 위주의 소수민족 정권 혹은 불교가 중국 사회에 유발한 심도 깊은 영향과는 다르다. 이는 위진묘
장을 고찰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전제이다.
고대 중국은 동아시아의 주요부분이었다. 중국의 지리, 문화적인 특징은 大一统하여 고대 중국사의 기

본 방향이 되었다. 다만 고대 중국의 범위에는 서로 다른 생업방식이 존재했다. 목축업 위주의 북부와 농업
위주의 중원남방지역 복합체는 서로 간의 차이에 의하여 종종 충돌을 유발하여 고대 중국의 분열을 일으켰

다. 통일—분열—재통일은 고대 중국의 현저한 특징이다. 단순 반복만은 아니며, 중국 고대사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융합·발전하였다. 秦汉은 중국 역사상의 첫 번째 대통일이었다. 신석기시대 이래 진화·발

전한 결과이며 중국 사회 진보에 있어 하나의 큰 성과였다. 진한 이후 중국은 魏晋南北朝라는 400여 년에
가까운 분열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隋唐시기에 진한과는 다른 대통일 국가를 건립하였다. 수당의 통일은
진한과는 여러 면에서 달랐는데, 특히 북방민족문화가 화하전통문화에 대량으로 유입된 것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명확한 조위묘장은 많지 않은 데 반해, 서진묘장은 많이 발견되었다. 중원지역에서 비교적 중요

하면서 시대도 명확한 조위묘장으로는 洛阳 曹休墓 <그림 1>, 东阿 曹植墓, 西安 景元 元年墓 등이 있으며,
1)

일반적으로 조위시기에 포함된다고 생각되는 正始 八年铭 帐构墓, 洛阳 十六工区墓가 있다. 安阳 西高穴
2)

墓 <그림 2>는 아직 조조묘인지 아닌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지만, 조위시기로 보기에는 무리가 없
3)

다. 서진시기 묘장은 낙양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유명한 것으로는 晋 惠帝 乳母 徐美人墓 , 春都路墓, 安文

明墓 , 西晋 帝陵 陪葬墓 등이 있다. 그 외 기타지역에서 발견된 중요한 묘장으로는 山东 邹城 刘宝墓, 临
4)

沂 洗砚池 晋墓, 西安 田王村 元康 四年墓 <그림 3>, 北京 石景山 八角村墓 등이 있다.
5)

이 묘장들은 동한시기에 비해 규모가 현저하게 작아졌다. 조조묘로 알려진 安阳 西高穴大墓 역시 전후

차이점이다. 이러한 유입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사회의 각 방면에 영향을 끼쳤다. 墓葬

2실구조이다. 동한시기와 같은 3·4실의 대묘는 발견되지 않는다. 동한시기에 자주 발견되는 벽화묘 역시

은 유입과정과 각종 영향을 반영하는 중요기재이다. 따라서 중국 위진십육국 북조묘장을 연구하는 것은 매

발견되지 않는다. 조조, 조비 부자 및 왕상 등이 제창한 박장사상이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낙양지역

우 필요한 일이다.

의 서진묘장은 조위시기와 비교해서 한 가지 특징이 더 나타난다. 계단상의 다층묘도, 단묘실, 우차, 진묘

위진십육국 북조묘장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제1단계는 위진으로 중원지역 동한묘장이 연속되면서

용, 일용토기명기세트는 학자들로 하여금 ‘진제’의 개념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 개념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순응하는 단계이다. 동북과 서북지역이 중원 묘장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제2단계는 십육국으로 소

나타나는데, 시간상으로는 서진·동진의 두 시기뿐이며, 공간상으로는 낙양, 건강의 두 지역뿐이다. 그 외

수민족이 자신들의 문화를 중원지역으로 가져와 중원을 점거하여, 중원지역에 있던 한진문화와 대립하며

기타지역과 시대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제도’는 시공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을

기나긴 융합과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북조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은 탁발선비를 위주로 하는 북방민족들로

미치는데, 진묘와 다른 묘장을 구분하는 이런 돌출된 개념은 숙고할 필요가 있다.

하여금 한진문화에 대해 더욱 깊이 접촉하고, 서로 융화되는 조건을 형성할 수 있게 하였다. 북조묘장에는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제도적인 측면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이 서로 융합한 증거가 나타난다. 중
국 사회의 분열은 동한 후기에 이미 그 도화선이 묻힌 상태였으며, 수당의 대통일은 북조 후기에 단서가 출
현한다. 따라서, 본문 연구의 완전성을 위해 한말과 수당조기의 고분자료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먼저
밝힌다.

위진 박장은 혁명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한대의 지방을 계승한 것이다. 계승한 것에 대해 말하자
면, 다음과 같다.

1. 수장품의 수량이 감소하였으나, 기본 기종은 동한시기와 같다. 예를 들어 한대 후장의 표지인 仓厨

井碓 등은 모형명기로 위진묘에서 여전히 확인되지만, 1~2점에 불과하다. 박장이 사람들의 상장관념을 변

화시키지는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2. 한대 예제는 위진묘에도 계속 유지되는데, 安阳 西高穴大墓에서 출토된 다수의 陶鼎, 洛阳 曹休墓에

서 출토된 铜权, 湖南 安乡에 안장되었지만 낙양의 예제를 따른 것으로 보이는 西晋 刘弘墓에서 출토된 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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剑의 예가 있다. 陶鼎은 동한의 일반 묘장에서는 일찍이 도태되었으며, 왕급의 묘장에서만 등급의 상징물로

후 토착세력과 같이 건립한 묘장의 규모와 내포는 모두 그들이 관중과 화북에 있을 때를 초과한다. 河西의

된 것이다. 유홍묘 출토품은 서진에서 행해졌던 호등작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오등작제의 내용은 전대의 많

견된다 <그림 8>. 많은 대묘는 画像砖을 사용하여 구축하였다. 소수 묘장의 예를 들면, 酒泉 丁家闸5号墓

사용되었는데, 이는 아주 오래된 예제를 따른 것이다. 铜权은 도량형기로 제후분토를 상징하는데 역시 오래
은 부분을 흡수하여 만든 것이다.
위진묘장의 변화에는 두 가지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 단실묘가 유행하는데, 묘실 내부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중 중요

한 것이 관의 위치 문제이다. 쌍실 혹은 다실묘에는 堂, 寝의 위치가 명확하며, 수장품 역시 종류에 따라 배

치할 수 있다. 두 이실에는 차마명기와 仓厨明器, 전실에는 주거물품, 후실에는 개인물품을 놓았는데, 이는

武威, 张掖, 高台, 敦煌, 嘉峪关, 敦煌에서는 모두 两进式의 墓葬이 발견되었다. 三进式 역시 적지 않게 발
8)

에서는 通壁의 壁画를 그렸다 <그림 9>. 벽화내용은 墓主生活, 劳作, 升仙 등의 장면이 나타나 중원 동한
9)

묘의 벽화와 다를 바 없다. 역시 坞堡, 采桑, 放牧, 驿使, 军营, 少数民族人物 및 高鼻深目의 异族人物 등
은 서북지역 사회상을 반영한다. 구연부 단면이 삼각형인 토기는 서북지역 위진묘에서 자주 보이는 기물이

지만, 더욱 주목을 끄는 것은 높이가 몇 cm 되지 않는 ‘斗瓶’이다. 이 기물은 일종의 진묘병으로 중원지역의

것은 일반적으로 높이가 20cm를 넘지 않는다. 다만 견부 너비가 20cm를 초과하는 大平底罐의 경우 표면

한묘 수장품의 기본적인 배치방식이다. 다만 위진 단실묘 중에서는 묘내에 구역을 설정하여 놓았는데, 구역

에 진묘문자가 쓰여있다. 이런 관자는 하서지역에서는 소형으로 변화하면서 北斗主宰生死의 성질을 강조한

의 구분방식은 관의 위치와 크게 관련되어 있다. 관의 위치는 묘실 정벽과 우측벽의 두 방식이 있다(묘장의

다 <그림 10>. 또한 크기는 소형으로 변화하지만, 수량은 증가하였으며, 위치는 묘주의 머리, 다리 부분에

방향에 따르는데, 남향인 경우는 정벽 즉 후벽이 북벽이고, 우벽은 서벽이다. 서로 다른 방식은 필연적으로

안치하는 경우가 많다.

수장품 위치의 변화를 수반하며, 이러한 문제는 북조시기에도 계속 존재했다.

2. 不树不封은 박장 중 하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묘장의 지면표식이 지하로 들어갔으며, 가장 현저한

10)

동북지역은 한말부터 주로 요양을 중심으로 대형 묘장에서 回廊式石板墓가 유행하기 시작했다<그림

11>. 일종의 黄肠题凑式 묘장으로 한대 왕후와 황제가 전용으로 사용하던 묘장 형식이다. 이러한 묘장 형

변화가 바로 묘비가 묘지로 바뀐 것이다. 北京 西晋 华芳墓志는 길이 131cm, 너비 57cm, 두께 7cm로, 소

식이 한말 요양지역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는 것은 공손씨가 암중으로 칭제한 것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공

碑座 높이17cm <그림 5>로 묘비의 축소형이다. 洛阳 西晋 徐美人墓志는 규모가 상당한데, 높이 93cm, 너

시대가 심지어 서진 말에서 동진 초까지 간다. 이는 묘장형제 제도의 요소가 상실된 후에도 상당한 합리성

형 묘비이다 <그림 4>. 邹城 西晋 刘宝墓志는 비록 圆首碑形이지만 높이 44cm, 너비 22cm, 두께 5.5cm,
6)

7)

비 52cm이다<그림 6>. 洛阳 西晋 太康 八年은 圭首形의 残志인데, 상부에 원형의 구멍이 뚫려있다. 이들

손씨의 칭제는 실패하였으나, 이런 묘장형제는 계속 유행하였다. 辽阳의 棒台子, 上王家 등의 경우 묘장의

을 보였기 때문에 유지되었을 것이며, 그렇지 않았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도태되었을 것이다. 이런 묘장에

묘지는 사실상 묘장 내부로 들어온 묘비라 할 수 있다. 내용 역시 묘비와 비슷한 점이 많으며, 이후의 성숙

는 外回廊이 없다. 头端左右에 크고 작은 2개의 이실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그중 하나에 묘주인 부부의 端

로 보인다. 중원지역의 양한 조위묘장에서는 거의 진묘수가 보이지 않는데, 서진시기 낙양지역에서 갑자기

묘처럼 모든 물건을 하나의 묘실에 넣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는

한 묘지의 충만한 谀美之词와 가계를 다루진 않았다. 진묘수와 진묘무사 역시 지상에서 지하로 옮겨진 것으
유행하기 시작한다. 원래 동한묘장 앞에 설치되는 翼神兽와 墓碑가 지하로 이동한 것일 수 있다. 동한묘 앞

坐图를 그렸다. 다른 하나에는 庖厨图를 그리거나 车马明器를 안치하였다. 즉 묘장형제에 있어 중원 위진
한대 전통 기초 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에 석인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진묘무사는 진묘수와 배합하여 서진에서 발명하고 같이 지하로
이동했을 것이다.

중원지역 위진묘장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서역에서 온 华人士의 묘장과 한인묘장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偃师 西晋 支伯姬墓는 单室土洞墓로 陶俑, 镇墓武士의 陶盾牌, 陶家禽, 仓碓模型 등

이 汉人墓葬과 같다<그림 7>. 支伯姬는 安文明의 처로 두 사람 모두 昭武九姓이다. 砖志가 출토되지 않았다

Ⅱ. 십육국시기

면, 이들이 이역인사였는지 알 수도 없었다. 동한 후기 이래 승인을 포함한 적지 않은 수의 大月氏人이 중국

으로 흘러들어왔다. 하지만 현재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묘장은 支伯姬墓뿐이다. 북조시기 安伽, 史君 등의
묘장처럼 선명하게 이역문화를 보존하는 경우가 없는데, 이는 혹시 동한 후기에 화인들의 화화 정도가 북조
시기와 달랐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중원지역 위진묘장의 간단한 발전과는 달리, 중국 동북과 서북지역 위진묘장은 복잡한데, 이는 중원인
의 어디로 이동했는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한말에는 삼국전란으로 대량의 인구가 변방으로 이동하였으
며, 이들은 이동할 때 재화와 중원지역의 선진기술을 가지고 갔다. 서북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주로 관

십육국묘장은 발견 수량이 많지 않으며, 공간적으로 연속되지도 않는다. 다만 전체적인 인상으로는 묘
장의 면모가 여전히 중원, 서북, 동북 3대지역의 골격을 유지하지만, 변화가 비교적 큰 편이다.
중원지역은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한진문화는 소실되지 않았으며 일부 형식이 변화하여 계속되었다. 북
방의 소수민족 부족이 중원을 점거함으로써 많은 신문화 요소가 생겨났는데, 이들은 한진문화에 부분적으

로 융합되었다. 십육국묘장은 西安, 咸阳, 彭阳, 安阳 등의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 안양에서는

모용선비 묘장만 단일하게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에 다루도록 하겠다. 안양 역시 한호문화가 융

중인사이며, 동북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주로 화북 인사인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해당지역에 도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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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된 묘장이 있지만, 자료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西安, 咸阳, 彭阳 등지 묘장은 양상이 서로 비슷하

십육국시기 모용선비는 동북에서 궐기하여 전연정권을 건립하고 화북지역까지 확장하였다. 전술한 저,

기 때문에 ‘关中十六国墓葬’으로 불러도 될 듯하다. 관련 학자가 기본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강, 흉노와는 달리 모용선비는 장기간 걸쳐 새외에 거주하였는데, 요서로 들어온 이후에야 한문화를 대량으

는 종종 장방형의 天井이 나타난다. 묘실은 단실묘와 주실에 측실이 달린 묘가 주류이다. 주실 평면은 방형

타난다. 예를 들면, 朝阳 袁台子壁画墓와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강렬한 모용선비의 색채가 나타나며, 朝

1. 모두 长斜坡墓道가 있는 土洞墓이다. 墓道壁에는 生土台阶를 설치하는 것이 유행했다. 대형묘에서

이며, 攒尖顶 혹은 穹隆顶이다. 후실, 측실 평면은 장방형이나 제형이 많으며, 平顶 혹은 弧顶이다. 封门은
砖质과 土坯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2. 다인합장묘가 유행한다. 특히 2~3인의 부부합장묘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수장품은 牛车, 鞍马, 侍

俑이 주를 이룬 조합이 유행한다. 그중에서 女侍俑, 鞍马, 牛车极具는 시대적인 특징이다. 甲骑具装, 武士
11)

俑 등 군사색채가 농후한 기물이 비교적 자주 나타난다.

전형적인 묘장으로 平陵1号墓 <그림 12>가 있다. 天井이 1개 있는 斜坡墓道土洞墓로 이 지역 한진시
12)

기에 자주 보이는 묘장 형태이다. 单人木棺은 华夏民族에서 나타나는 장방형이 아니며, 北方民族이 사용하

는 제형이다. 다만 관을 묘실 정벽 아래에 설치하는 것은 위진 이래 한인관의 위치를 계승하는 것이다. 묘장
좌반부에는 주로 甲骑具装武士, 骑马鼓吹, 彩绘具装马行列이 보이는데, 이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다. 십

육국시기에만 특수하게 나타나는 군사적인 분위기와 군사기술의 산물이다. 骑马鼓吹俑 역시 신기종으로 음

악사상에 의의를 지닌다. 구분 가능한 악기로는 角, 排箫, 小鼓 등이 있으며, 군악조합을 구성하는데, 그중
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의장행렬은 중원지역 동한 위진 이래 한족 의장 행렬과 혼합되어 새로운 卤簿样

式이 되었다. 묘장의 우반부는 牛车를 중심으로 한 出行行列이다. 이는 위진시기의 遗风인데, 우차만 있으

로 흡수하기 시작하였다. 때문에 전연시기의 묘장 중 일부는 모용선비문화와 한문화가 공존하는 현상이 나

阳, 北票, 安阳 등지에서 발견된 마구 순장을 특징으로 하는 묘지들도 있다. 安阳은 오랜 시간 동안 한진문

화가 최고로 발달했던 지역 중 하나였지만, 安阳 孝民屯에서 발견된 5기 전연묘의 경우 독특한 면모를 보여

준다. 이 묘장들은 두감이 설치된 제형토광묘로, 목관이 있으며 장식은 앙신직지다. 소감 내에는 도호, 수골
등이 있다. 묘갱 내 수장품에는 소형의 동장식, 수골 등이 있다. M154 인골 아래에는 완정한 유금마구도 있
13)

었다.

이와 비슷한 묘장들이 요서에서 적지 않게 발견되었는데, 역시 다수는 마구를 수장하였다. 마구 중

에서는 前后高鞍桥式 마안이 특색이다. 마안은 일반적으로 铜质鎏金이며, 铁质도 있다. 안구의 木质包芯

은 대부분 부식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金属鞍桥包片만 남아있다. 前桥包片은 后桥包片보다 약간 작다. 鞍
桥包片은 다수에서 龟背纹 누공으로 각종 정교한 도안을 작성하였다. 일반적으로 동물 형상 위주인데, 조류

형상이 가장 많으며 그 외 骑射人物 등이 있다. 공예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그림 13>. 후연, 북연묘장
은 발견 수량이 많지 않은데, 역시 특색이 있다. 한인의 호화는 돌출된 현상인데, 예를 들면 朝阳 崔遹墓는

梯形石圹墓로 이는 한식묘장양식이 아니다. 전형적인 모용선비묘장형식으로 묘지상에 “燕建兴十年昌黎太
守清河东武城崔遹”이라 적혀 있어, <그림 14> 최휼이 본래 하북의 대귀족임을 알 수 있다. 또 저명한 后燕
14)

冯素弗墓 역시 石圹墓로 목관은 제형, 관 외곽에 채색이 있다. 升仙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인다<그림 15>.

며 남녀 시종은 보이지 않고 대신에 伎乐女俑으로 대치하였다. 女俑은 모두 十字髻를 하였으며 대형과 소형

수장품 중 한호 특징을 겸한 토기가 있으며, 유목민족이 사랑하는 마등 등 마구도 있다. 또한 한진문화 특색

乐俑은 홍색 交领衣裳을 입고 여시종의 시위를 받고 있으며, 특별히 채색한 우차가 하나 있는데, 매우 높은

교가 후연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묘실 동부 호인면상의 铠马仪仗乐队와 서로 마주보고 있다. 우차와 女伎乐俑群 이외에도 陶壶, 罐, 灯, 井,

물품이다. 유리기와 전연마구상 나타나는 龟背纹의 원류는 서방이다. 금보요식은 삼연묘장 중 더욱 유명한

의 두 종류가 있다. 女伎乐俑群은 4인으로 구성되는데, 각기 弹, 拨, 吹, 击의 4종 악기를 잡고 있다. 女伎
문화품격이 표현되어 있다. 平陵墓 女伎乐群은 묘실의 서부에 위치한다. 빽빽하게 우차 주위를 둘러싸는데,

의 金珰도 있는데, 금당 하나에서는 불상이 장식된 것도 있다. 다른 금당 도안이 보이지 않는 걸로 보아 불
15)

문헌자료와 비교해보면 풍씨는 원래 한인 대성이었지만 후

연시기 호화가 매우 높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풍소불묘 중 鸭形玻璃器도 출토되었는데, 명확히 서방

灶, 虎子, 陶动物, 铜釜, 吊灯 등의 기물이 있으며, 다수 기물은 형태상 일부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한진의

고고발견이다. 동시기 중원지역은 삼연묘장 중 발견된 다양한 서방 물품 혹은 문화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

平陵1号墓는 매우 강한 상징성을 갖추고 있다. 십육국시기 호한이 정치에서 문화에 이르기까지 대치했

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삼연마구, 무기 등 한반도, 일본으로 전파되는 기원지이기도 하다. 여기는 중외문화

특징을 명확하게 유지하고 있다.7

던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咸阳文林小区는 朱氏家族墓地로 주씨 성은 호인이 한성으로 바꾼 것 중에는 없으
며, 또한 文林小区墓地에는 9기의 묘가 있는데, 배치가 정연하여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라 한인 묘주였을 가

이는 초원의 길이 십육국시기에 상당히 흥성했음을 의미한다. 요서지역은 서방물품을 받아들인 중요한 지

교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곳이다.
서북지역 십육국묘장에서는 불평형성이 나타난다. 하서지역의 쇠퇴도 현저하여 대부분 단실묘이고, 벽

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틀리지 않는다면, 한인이 이런 호한 대치가 병존하는 수장품 진열방식을 채택했

화묘는 거의 소실되었으며 수장품도 명기화 하였다. 돈황지역을 예로 들면, 묘장형제의 종류가 감소하고 축

던 것은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적어도 이를 통해서 호인은 한화 하였으며, 한인 역시 호화하였음을

조 역시 정연하지 못하다. 이실과 소감이 퇴화되고, 천정과 과동이 있는 묘장이 증가한다. 수장품의 종류는

것이 없으며, 한인은 비록 정복당한 민족이었지만, 묘장문화의 주체부분은 여전히 한식이었다는 점이다. 이

모형 명기가 출현한다. 하서지역의 이런 상황은 경제의 쇠퇴 때문만은 아니며 前凉政权의 건립과 관련 있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주의할 점으로는 호족문화를 보여주는 요소로는 甲骑行列를 제외하면 거의 나타나는
러한 상황은 중원에 들어온 북방민족들이 대부분 한말부터 중원에 거주하였고, 장기간 동안 한인과 접촉하
며 이미 대량의 한인문화를 받아들인 것과 관련된다. 이는 동북과 화북지역으로 진입한 모용선비와는 다르
며, 이후의 탁발선비와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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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 십육국묘장과 위진시기는 차이가 크지 않다. 비록 대형묘는 아니지만 내용이 풍부하며 일부 묘장에는 벽

가 나타난다. 이는 두 가지 방면에서 관찰 가능하다. 하나는 한문화 요소의 흡수이며, 다른 하나는 묘장제도

十六国墓群이다. 묘장형제는 하서지역과 비슷하며, 묘문 위에 砖雕建筑构件과 神兽가 있다. 일부 전실묘에

북위가 황하유역을 완전히 통일하기 전으로 乙弗鲜卑 破多罗氏 太夫人의 전기가 출토되지 않았다면 이것이

화 혹은 지화가 있다. 토기 역시 하서지역과는 달리 명기화 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库车友谊路의

는 벽화의 흔적이 남아있다. 장식은 多人多次葬이다. 수장품은 陶器, 铜器, 铁器, 木器, 骨器 등 여러 종류

의 건설이다. 한문화의 흡수는 생각보다 크다. 大同 沙岭7号墓를 예로 들면, 연대는 435년으로 추정되며,
선비인의 묘라고 믿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묘장은 전으로 쌓았으며, 거의 전면에 벽화를 그렸다. 묘도에는

가 있는데, 그중 토기는 형태상 한식의 扁罐과 盆에 근접하며, 单耳 혹은 多耳罐과 같이 비한식 토기도 있

镇墓武士, 镇墓兽가 있으며, 용도에는 伏羲, 女娲가 주목된다<그림 17>. 묘실에는 宴饮, 仪仗出行, 奇禽异

색도 현저하게 나타난다. 묘주는 河西 豪族 移民이었을 것이다. 묘장 연대는 전량이거나 혹은 전량이 신강

하 경전을 따랐을 가능성이 크다. 《周礼·夏官·方相氏》에는 “大丧, 先柩, 及墓, 入圹, 以戈击四隅, 驱方

16)

다.

묘장에 반영된 장상문화는 한진시기 중원 한문화 전통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동시에 지역적 특

에 다량의 역량을 투입하였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신강지역을 직접 통치하려 했을 수도 있다. 吐鲁番, 库车
에서 발견돼 이들 묘장은 중원의 어지러움이 야기한 연쇄반응이 지하세계에 나타남을 보여준다.

兽 등의 도상이 있으며 한진문화 기원이 분명하다.

18)

镇墓武士, 镇墓兽 형상은 《周礼·夏官·方相氏》 등 화

良”라고 되어 있으며, 《续汉书·礼仪志（中）》에는 “先腊一日, 大傩, 谓之逐疫。 其仪：选中黄门子弟年十岁以
上, 十二以下, 百二十人为侲子。 皆赤帻皂制, 执大鼗。 方相氏黄金四目, 蒙熊皮, 玄衣朱裳, 执戈扬盾。 十二兽

有衣毛角。 中黄门行之, 冗从仆射将之, 以逐恶鬼于禁中。 …… 因作方相与十二兽儛。” 라고 되어 있다. 沙岭
19)

7号墓 무사와 진묘수 형상은 이들 기록과 대응되는데, 이때부터 중국 중고시기 진묘조합은 새로운 모식이

시작되었다. 대동에서는 文瀛路墓, 仝家湾7号墓, 张僧朗墓와 같이 여러 기의 벽화묘도 발견되었다. 그중에
方相氏, 羽人 등의 형상이 있다. 방상씨가 고인도교의 신이 되는 형식 등 비록 일부 외래문화를 흡수하였지

Ⅲ. 북조시기

만, 그 성질은 중국적이며 문화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이다.
묘장제도의 건설은 司马金龙墓와 宋绍祖墓를 대표로 한다.

20)

농업문명과 유목문명의 충돌은 중국 고대사의 주제 중 하나이다. 중원지역으로 들어온 북방민족은 매
우 많으며 그들이 건립한 정권 역시 적지 않다. 중국 역사 발전에 깊고 얕은 영향을 미쳤다. 탁발선비가 건
립한 북위정권은 중원역사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크고 깊은 민족이다. 이는 북위 입국체제가 국인무장—군공
귀족—황제로 이루어져, 황제—군현제의 결함을 상쇄한 것으로, 중국 정치체제가 황제를 수령으로 하는 귀
족합의제 단계로 나아가게 했다. 귀족은 중앙과 지방의 정책을 모두 명확히 하였으며, 수당성세는 바로 이
러한 기초 위에 건립되었다. 북위묘장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과 당연히 떨어질 수 없다. 다만 역시 그 기원을
찾을 수는 있으며, 아래에서는 북위 평성시기와 북위 낙양시기 및 이후의 두 단계로 나누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东魏北齐와 西魏北周墓葬은 비록 북위 낙양시대와 분명한 차이가 있으나, 본질상에서는 모두 낙양

시대의 연속이다. 묘장제도와 묘장예의의 기본정신 역시 변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같이 놓고 논할 수 있다.

북위 평성시기 묘장의 최대 특징은 선비 평민묘장이 여전히 족분묘색채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大同 南
郊 北魏墓群<그림 16>, 大同 七里村 墓群은 모두 이를 증명하는 예이다. 大同南郊北魏墓群을 예로 들면, 이
묘지는 동, 중, 서 3지역으로 구성된다. 중구는 공백지대인데 예비로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 3개 소구의

宋绍祖墓 전부에는 진묘수와 진묘무사가

있다. 그리고 묘주 우차를 중심으로 각종 도용이 있는데, 그중 인물용으로는 甲骑具装俑, 鸡冠帽武士俑, 风

帽仪仗男俑, 披铠步兵俑, 男侍俑, 女侍俑, 胡人伎乐俑 등의 7종이 있다. 현재까지 연대가 알려진 가장 이른

시기의 북위묘장에서 출토된 대형용군이다. 司马金龙墓에서는 총 367점의 도용이 출토되었다. 소수의 진묘
용 외에 모두 인물용이다. 대략 宋绍祖墓와 같다. 宋绍祖와 司马金龙墓 외의 묘장 중에서는 무사용과 의장
21)

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두 종류의 용구는 신분과 등급을 상징함을 알 수 있다.

무사용과 의장용은 지하

의 ‘武装力量’으로 보통 生活类, 侍从类 도용이 서로 다르다. 공공신분의 상징으로 황권이 인정하는 묘주인
22)

의 신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도용의 제작과 사용은 모두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5세기 후기에 갑자기

출현하는 대형 도용군은 기본적으로 모두 같은데, 묘장에서 북위 정부가 등급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
23)

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평성 북위묘장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표지이다.

북위 낙양시대는 이미 묘장 등급제도가 비교적 명료히 건립된 시기였다. 대동 남교에서는 상기 묘군이
다시 나타나지 않으며, 전실묘가 절대 주류가 된다. 방형에 가까운 묘실 수량이 가장 많으며, 규모에 따라
크게 3개 등급으로 구분 가능하다. 제1등급 묘실은 한 변의 길이가 7m 정도로 수장 도용이 1,000점 이상
의 제왕묘이다. 제2등급 묘실은 한 변의 길이가 5m 정도로 수장도용이 백 점에서 수백 점 정도인 황실 친척

묘장은 모두 하나의 큰 혈연조직에 속한다. 3개 소구의 묘장은 시대 차이가 있다. 모두 각자 소구 가장 이

과 고급관료묘이다. 제3등급 묘실은 한 변의 길이가 3~4m 정도로 수장도용이 100점 이하인 중하급관원묘

른 묘장의 주위에 확산하는 모습이 보여, 혈연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이 묘지에서는 중복관계가 거의 없다.

와 서인묘이다. 비록 묘장 등급, 도용의 정밀도에서 차이가 나지만 도용의 기본 형태는 매우 비슷하다. 북위

모두 묘지 만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북위 사회의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혈연관계가 담화가 나타난다. 만기의

정권이 수장품으로 사회를 제어하였음을 보여준다. 동위북제시기 서주 등지 묘장 출토 도용은 모두 업성과

소수 묘장의 방향 역시 조기와 다르다. 특별한 형제의 묘장이 이 묘지에 들어오는데, 소수의 단독 묘장이 그

진양과 가까운 곳에 있다. 이는 중앙의 지방관원 상장에 대한 제어력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서위

17)

것이다. 이들은 모두 북위 평성시대 만기의 극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선비족분묘제도가 완만하게 느슨해지는 것에 비해, 북위 평성시대 고등급묘장에서는 더욱 신속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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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주의 묘장에 대한 제어는 더욱 엄격해졌으며, 부장품은 북위에 비해 현저히 简朴해졌다. 황제부터 박장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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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위 평성시대 황제와 황후 및 황실 중신은 금릉에 귀장하는 것이 성행하였다. 지금까지 금릉의 위치

당연히 이들 묘장 및 북조 후기문화 상황이 한말 위진시기의 지방과 달랐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묘장이 이

로 효문제 장릉이 이 능구의 중심에 위치한다. 아들 恪（宣武） 景陵은 그의 우전방에 위치하며, 恪의 아들 诩

하여 완성한 것으로 불교와 이역문화가 다중영향을 끼친 시대 분위기 하에서 유행한 것이다. 객관적이고 전

는 알려지지 않았다. 낙양시대 북위 효문제는 친히 능구를 계획하였다. 洛阳瀍河 양안은 능구의 핵심지역으

（孝明） 定陵은 장릉에서 비교적 먼 좌전방에 위치한다. 장릉과 비교적 가까운 좌전방의 고지에는 拓跋宏 七

역인의 화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임은 분명하며, 围屏床榻은 본래 중국 矮床榻의 기초 위에 구들을 결합
면적으로 묘장을 파악하여 북조문화의 융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고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世祖 拓跋珪（道武） 아들과 손자부터 拓跋宏 자신의 자손들을 매장하였다. 그 배치는 拓跋珪（道武） 자손의 묘

지를 중심으로 宏 六世祖 嗣（明元）, 四世祖 晃（景穆）, 二世祖 弘（献文）의 자손의 묘장이 우측에 위치한다. 宏

五世祖 焘（太武）, 三世祖 濬（文成） 자손과 宏 아들 怀의 자손 묘지가 좌측에 위치한다. 이 고지의 앞 사면 일

대에는 妃嫔, 傅姆, 大监, 内司 등 内职을 매장하였다. 拓跋珪 이전의 什翼犍（昭成）, 鬱律（平文） 후예의 묘

Ⅳ. 소결

지는 이 묘지에서 멀리 배치하였는데, 심지어는 이 대묘구의 북부 외곽에 분산되어 있다. 묘장의 배열방식
은 배분이 다를 경우 앞뒤로 배치하고, 배분이 같은 경우는 장유에 따라 배치하였다. 이 대묘구에 집중된 대
상은 다음과 같다.

위진십육국북조시기는 정치·군사상 극렬한 충돌이 발생한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상으로도 극렬
한 충돌의 시대였다. 화하 농업문명 전통을 대표하는 한진문화와 북방유목문화, 불교문화 및 서방문화는 중

하나의 씨족(皇室元氏), 하나의 대씨족(九姓帝族)의 死者

국 대륙에서 충돌, 격동, 융합하였다. 중국 북방지역의 자연조건은 농업과 방목에 모두 유리하였다. 다만 몇

동일한 연맹에 속한 형제씨족(勋旧八姓)의 사자

천 년에 걸친 농업문화가 중국 북방지역의 산업 형태를 형성하였으며, 重巫敬祖의 문화 내핵을 조성하였다.

동일 연맹의 기타 부락의 사자(그 외 内入한 나머지 诸姓)
기타 선비 诸部의 降臣(慕容 诸燕과 北燕 冯氏와 같은)

진한시기 황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군현제와 충·효를 고취한 유가사상은 중국 고대 대체 불가능한 제도문

魏에 투항한 중원과 남방의 降臣(弘农 杨氏, 琅邪 王氏와 같은) <그림 18>
24)

东魏北齐의 제릉은 기본적으로 북위의 사상에서 연속된다. 勋贵묘지의 결합이 더욱 긴밀해졌다. 이들

묘장은 업성유적의 서북, 彰河 이북, 滏阳河 양측의 범위 안에 집중 분포한다. 东魏와 北齐묘장은 이 구역

의 서남부와 동, 북 양면에 나누어 분포한다. 동위묘장은 孝静帝 元善见의 西陵 및 그 부친 元亶墓를 중심
으로 한다. 원씨 황실묘장은 그 남쪽에 분포한다. 이성 勋贵墓는 그 동쪽에 분포한다. 北齐高氏墓葬은 원래
东魏帝陵의 陪葬墓였다가 후에 북제의 황제구가 되었다. 그 배치는 高欢의 义平陵을 중심으로 한다. 이성

훈귀의 묘장은 동위, 북제의 양대 제릉구 사이에 흩어져 분포한다. 묘장 배열 질서는 일반적으로 장배가 남
25)

쪽, 유배가 북쪽이며, 같은 배분인 경우 동에서 서로 선상으로 배열한다.

북조시기는 그 밖에도 2개의 묘장 현상이 중시된다. 하나는 북위 낙양시대에 시작한 것으로 山东 临淄

의 北朝 崔氏墓群에서 시작된 圆形墓 위주로 이전까지는 없었던 十二生肖俑을 배장하였다<그림 19>. 이런
묘장 형식은 수당시기 발해지역으로 확산 발전하였으며, 宋辽金元时期 중국 북방지역의 주요묘장형제가 되

었다. 이런 묘장형제와 수장품의 내포는 道教说, 佛教说, 游牧民族 穹庐说 등 중국학자들 사이에서 이론이

화를 형성하였다. 군주전제는 쇠약해질 수 있고, 중앙집권은 끊어질 수 있으며, 지방에서 할거하고 칭왕칭
제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문화는 쇠망할 수 없다. 유목민족은 중원에 들어와 정권을 건립할 수 있으나
长治久安 하려면 군현제와 유가사상을 입국의 기초로 삼아야 했다. 화하민족의 敬重先人한 묘장 형식 역시

계승되었다. 이는 십육국북조시기 소수민족 자신의 묘장 형식이 빠르게 도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인
묘장 형식을 채용하고 일부 발명하여(도용을 신분의 표지로 삼는 것, 관의 위치를 묘실 우측 벽의 아래에 두
는 것 등) 묘장이 변화하게 된 원인이다. 불교는 남북조시기 유가사상을 변방으로 내몰았지만, 치국에 있어
서는 여전히 儒术에 의지해야 했다. 묘장은 생자의 애절한 마음을 위탁함과 동시에, 지금으로서는 허황되어

보이지만 거짓을 입증하기 어려운, 후세 자손을 보우하는 도리를 다하였다. 이는 불교가 巫术을 핵심으로
하는 화하상장사상을 묘장에서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에 의지하여 화하상장사상에서 더욱
큰 현실활동공간을 부여하게 하였다. 이렇게 생각해야만 남북조묘장에 출현하는 불교 요소를 더욱 정확하
게 이해할 수 있다. 서방문화는 서쪽에서 온 인사에 의해 묘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그 시간이 그
리 길지 않았다. 이는 서쪽에서 온 인사들이 장기간 중국의 제도와 문화에 대해 긴밀히 연계할 수밖에 없었
기 때문이다. 서방 혹은 서방 특징을 지닌 물품들은 수장품이면서, 묘장의 현실용품이었다. 다만 이들 스스
로는 묘장문화의 기본요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위진십육국북조에서 수당묘장문화를 연구함에 있어 그리

분분하다. 하지만 사실상의 형제는 여전히 천지를 모방한 것이며, 十二生肖俑은 천상의 12진을 도용형식으

높은 가치를 지니지는 못한다. 오히려 이런 물품들은 서방과 중국, 서방과 한반도와 일본, 중국과 한반도와

로 소조하여 표현한 것이다. 또한 묘실 상부에 걸 방법이 없어 묘실 네 주위의 지면에 배치한 것이며 이로

일본의 문화교류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해 해석상에 큰 혼란이 야기되었을 뿐이다. 다른 한 현상은 약간 발견된 북조 만기에 들어온 粟特人墓로
西安 北周 安伽墓, 史君墓 , 康业墓, 太原 隋 虞弘墓 등이다<그림 20>. 이들 묘장에는 배화교 색채가 농후
26)

한 도안 장식의 석질 围屏床榻이 있다. 이전의 연구에서 배화교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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墓葬平剖面图

<그림 1> 洛阳曹魏曹休墓平面图和出土器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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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安阳西高穴曹魏墓平面图和出土物

<그림 3> 西安田王村西晋元康四年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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墓志正面
墓志正面

墓志背面和左、右侧面

墓志背面

<그림 6> 洛阳西晋徐美人墓志

<그림 4> 北京西晋华芳墓志

平面图

陶碓

陶俑

铭文砖

<그림 7> 偃师西晋支伯姬墓

墓志形态

<그림 5> 邹城西晋刘宝墓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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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酒泉丁家闸5号墓剖视图

平面图
平剖面图

<그림 15> 北燕冯素弗墓

棒台子二号墓

三道壕1号墓

<그림 11> 辽阳魏晋墓

平剖面图

平面图细部

彩绘木棺

斗瓶及文字摹本
<그림 10> 敦煌佛爷庙湾2000DFIIM118平面图和出土斗瓶

墓葬平面图

鞍桥片

垂饰

马镳

<그림 13> 安阳孝民屯前燕墓

骑马吹角俑

女伎乐俑

陶灯

墓葬平面图

<그림 14> 朝阳后燕崔遹墓
具装釉陶马

<그림 12> 咸阳平陵一号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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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大同南郊北魏墓群平面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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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号墓出土蛇形俑

甬道右壁镇墓武士与镇墓兽
<그림 17> 大同沙岭七号墓镇墓武士、镇墓兽与伏羲女娲

甬道顶部伏羲女娲

3号墓平剖面图

12号墓出土双首连体俑

<그림 19> 临淄北朝崔氏墓

史君墓石椁出土情况
<그림 20> 北周史君墓

<그림 18> 洛阳北邙陵区示意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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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남경 및 그 주변지역
육조묘장 개관
Vol.7

Ⅰ. 묘지건축

Ⅱ. 지하공간

Ⅲ. 묘제시설

南京及周边地区六朝墓葬概观

陵、安帝休平陵、恭帝冲平陵葬钟山之阳。刘宋丹徒雩山的京陵以及建康钟山、岩山、幕府山等几个陵区也各有多座陵
墓。梁文帝萧顺之建陵、武帝萧衍修陵、简文帝萧纲庄陵则集中分布于镇江丹阳三城巷一带。今南京尧化门、甘家巷及麒

麟门地区则是萧梁宗室王侯陵区，至少分布着9座王侯陵墓，其中有5座已经过考古发掘。除了帝陵及宗室墓外，作为陪葬
的功臣贵族墓，同样是各陵区不可分割的组成部分。

另一方面，各个陵园又相对独立。各陵园内，除了一个身份地位较高的主墓，其周围还有若干处于从属地位的家族墓。

如甘家巷推定为梁安成王萧秀的陵墓旁有两座其家族墓，白龙山推定为梁临川王萧宏的陵墓一侧约20米亦有一同时期

墓葬。梁昭明太子萧统与其生母丁贵嫔同在狮子冲的陵园，丁贵嫔是这一陵园的主墓。甘家巷西梁始兴王萧憺石刻与其
东侧约60米的一对南朝石兽同在梁始兴王国陵园，其墓主有可能是萧憺世子始兴嗣王萧亮，萧憺是这一陵园的主墓 。
1)

陵地的选定，除聚族而葬及风水因素外，还要考虑墓主之间血缘关系的亲疏远近。一般来说，同一陵区或同一陵园

内，血缘关系相近者大多相距较近。如东晋鸡笼山陵区晋四陵中的明、成、哀三帝是元帝嫡直系，即所谓“中兴正统”，故
形成一个相对独立的陵区。而钟山之阳的晋五陵中除康帝外，其余4帝一系相承，以旁支继位，故另辟新的陵区以示血统

上的区别。所以说血缘关系的亲疏尊卑是东晋鸡笼山和钟山两个陵区形成的根本原因 。刘宋几个陵区形成的原因大约
2)

3至6世纪的魏晋南北朝时期，除了西晋短暂的统一外，中国大陆南北方分治，墓葬文化面貌呈现南北有别的特征。其

时北方政权之都城数有迁徙，而南方政权虽经历孙吴、东晋及南朝宋、齐、梁、陈诸朝代的更迭，但都城则差不多一直在
建康（孙吴称建业），也就是今天的南京。作为京畿之地，南京及周边地区考古发现的六朝墓葬不仅数量众多，类型多样，

且自成体系，演变轨迹清晰，对同时期南方其他地区的墓葬，乃至遥远的韩国公州宋山里百济王陵，都曾产生一定的影
响。关于南京及周边地区的六朝墓葬，可探讨的内容甚多，因篇幅限制，本文主要在笔者以往相关研究的基础上，结合近

年六朝墓葬考古的新发现，就墓地建筑、地下空间、葬祭设施等问题作一鸟瞰式解读，以与在座的韩国墓葬考古学界的师
友交流切磋。

也是这样。幕府山陵区内所葬的明帝和沈太后是母子关系。岩山陵区内所葬的孝武帝和路太后是母子关系，殷贵妃和始
平王刘子鸾也是母子关系。狮子冲陵园所葬的梁昭明太子萧统与丁贵嫔，同样也是母子关系。同在甘家巷西梁始兴王国
陵园的萧憺与其世子萧亮，则是有袭爵关系的父子。

陵区内各陵之间，以及各陵园中主、从墓之间，并非杂乱无章布列，而是按生前尊卑有规律分布，一般以长者尊者居右

为主。如东晋元、明、成、哀4帝系帝室正统，葬在都城右上首的鸡笼山之阳，而康、简文、孝武、安、恭5帝在东晋帝系上属
旁支，葬在都城左下首的钟山之阳。又如丹阳三城巷推测为梁武帝祖父萧道赐陵墓、梁文帝建陵、武帝修陵、简文帝庄陵

的这四组石刻，从南至北按规律排列，萧道赐陵墓在建陵之右，建陵在修陵之右，修陵又在庄陵之右，毫不紊乱，其陵位
正与他们世系辈序完全吻合 。狮子冲陵园中东西并列的两座墓葬，东侧的M1墓主为昭明太子萧统，西侧的M2墓主为
3)

萧统生母丁贵嫔，这一陵位安排亦符合长者尊者居右的规律 。
4)

以上是就帝王陵墓而言，聚族而葬的世家大族墓地亦颇为相似。同一家族墓地之内埋葬的无疑是血缘关系十分亲近

Ⅰ. 墓地建筑
因后世人为的破坏扰乱及自然损毁，南京及周边地区六朝墓葬的各类地面建筑多不易保存，在考古工作中一般也很难

发现，故早年我们的认识仅局限于南朝陵墓的神道石刻。近十多年来，为配合六朝帝王陵寝课题研究及南朝陵墓石刻保

护规划等工作的开展，我们先后对辖域内地貌保存较好的部分南朝陵墓神道石刻所涉陵园区域进行过重点勘探与试掘，

取得了不少有价值的成果，在其他一些重要六朝墓葬的发掘过程中也有一些意外发现，这都为相关墓地建筑的研究提供了
必要的资料。

1. 陵区、陵园与家族墓地
聚族而葬是六朝墓葬的最基本特征之一。就帝王陵墓而言，往往由两个以上的陵墓依照一定规律构成一个庞大的陵

区。如吴都建业钟山之阳的蒋陵至少有大帝孙权和太子孙登两陵。东晋建康鸡笼山陵区、钟山陵区则分别葬有4座和5座
帝陵。其中元帝建平陵、明帝武平陵、成帝兴平陵、哀帝安平陵葬鸡笼山之阳，康帝崇平陵、简文帝高平陵、孝武帝隆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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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支系，其排列有三种方式：一行排列式，典型者有仙鹤观孙吴家族墓地、吕家山东晋李氏家族墓地等；前后排列式，典

型者有仙鹤观东晋高崧家族墓地、司家山谢攸家族墓地等；综合排列式，典型者如象山东晋王氏家族墓地，自西向东划为

几个不同墓区，南麓西段和中段两个墓区发现的8座墓葬又可划分为前后几排。家族墓地内各墓之排葬次序，虽存在长者
尊者居右、居左、居前、居后等多种情况，但以居右多见。所谓居右，是相对于墓葬方向而言。若墓地南向，则以西为尊，

反之，则以东为尊。如象山王氏墓地南麓西段和中段两个墓区中分列前后几排的墓葬，一方面明显前排时代早、辈份高，
但是另一方面4个墓区自西向东又按时代先后分布，实际上仍以右为尊。西麓的七号墓时代最早，为东晋早期墓，墓主可能
是王彬兄王廙。南麓西段的王兴之、王丹虎、王闽之，再加上已毁的王彬墓，时代稍晚，葬于咸康、升平年间。南麓中段的

王仚之、王建之等墓时代又晚，葬于泰和年间。而夏金虎非王彬正室，又卒于更晚的太元十七年（392年），故葬于更远的

东麓。仙鹤观东晋高崧家族墓就前后两排而言系尊者居后，但实际上后排的六号墓居西，前排的二号墓、三号墓在其前方
的东侧，仍以右为尊，并且前排的这两座墓葬，西侧的二号墓主是东晋中期的高崧夫妇，东侧的三号墓主被推测是卒葬于
东晋晚期的高崧子高耆，亦以右为尊。

2. 陵墙、陵门、陵寝等建筑遗迹
六朝时期陵园的园墙、陵门及陵寝等建筑，文献记载有一些线索，相关的遗迹在田野考古工作中也时有发现。

陵墙在狮子冲梁昭明太子陵园、十月村梁吴平侯萧景石刻墓园就有发现。狮子冲的陵墙，系依凭地势夯土堆筑，位于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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内两座墓葬的四周。复原后的陵墙近方形，南北长约180米，东西宽约160米，周长约680米，其北墙局部用石块垒砌 。萧

之处，后者外表雕饰20至28道隐陷直刳棱纹（束竹纹）及绳辫纹等显然就是仿自竹木制“凶门柏历”的造型和装饰。

洞内尚存半腐的木柱。这种木构园墙的功能，应近东汉帝陵所设的“行马”，是当时墓域的界标，亦可阻挡人马的侵扰，因

可能是当时葬制使然。一般来说，神道石刻与其尽头的陵墓基本在一条中轴线上。已发掘的南京及丹阳两地的齐梁帝王

少有两重陵墙。内重陵墙近方形，在主墓四周，为土筑；外重陵墙呈长方形，在主墓前方的神道两侧，为篱墙。

350米，是目前所知南朝陵墓神道之最短墓例。其两兽之间的神道南北向，土筑，宽16.93米，两侧有以丁砖锁边的路牙。

5)

景墓园的园墙系以木竹编制的篱墙，我们在其神道西侧的一条探沟中发现有成组分布的柱洞，与神道方向一致，部分柱

竹木易朽，故难以发现。类似的篱墙遗迹亦见于萧憺石刻东侧的其嗣子萧亮之墓园。根据目前的发现，南朝帝王陵园至
陵门一类遗迹，见于尧化门外北家边南朝陵墓神道石刻埋藏区发现的大型砖构建筑遗存。这处建筑遗存位于陵园南

端，距陵墓封土约800米。遗迹平面略呈长方形，由东西两座单体建筑基址构成，总长约29.3米，神道从其中部穿过，其前

南朝陵墓神道石刻已成为陵园中不可或缺的重要组成部分。南朝陵墓多依山麓、山腰筑就，神道均在陵前平地上，这

陵墓，与其前神道石刻多相距500至1000米。南京狮子冲新发现的梁昭明太子萧统墓与其前方的一对大型石兽相距仅约
类似的神道遗迹近年在梁建安侯萧正立墓地也有发现，其神道宽约3.8米，两侧有路沟 。
10)

南朝陵墓神道石刻，从宋至陈，皆有发现，而以萧梁一代保存最多，品类最全。多数陵墓神道对称分布三对石刻，依

便是一对神道石柱。东西两座建筑基址之间为宽5.67米的门道，门道两侧墙体中部各发现一个大型柱洞，应是门柱所在。

次为石兽、石柱（或称华表、表等）和石碑。梁文帝建陵、安成王萧秀墓、始兴王萧憺神道石刻有四对八件，分别多出石础

能是此陵园的陵门遗存，其两侧原来是否连接有不易辨认的竹木篱墙则未可知。

角，王侯等级的石兽无角。除了以上常见的几类石刻外，据文献记载及早年的考古发现，最近我们又确认南朝陵墓神道石

发掘者判断此遗迹应为墓阙 。笔者曾据其形制、结构，特别是门柱的存在以及神道从门柱间穿过等情况，认为它更有可
6)

7)

陵园内有寝殿等类建筑，称为寝庙、陵庙、坟庙、明堂等，当时上陵时所行的拜祭辞告之礼便在其中举行。这类与墓地

祭祀有关的建筑遗迹近年亦有发现，如2013年在狮子冲石兽前后及陵墙外东南侧发现的多处夯土基址，2005年上坊孙吴
大墓东南约30米的建筑基址还出土有大量碎砖瓦以及26枚人面纹瓦当， 等等。
8)

一般贵族墓地也发现有园墙、园门及祭祀类建筑遗迹。如2008年发掘的江宁梅家山东晋毛氏墓，其墓南50米处有一

段石块砌筑的墙体，残存约15米，残高0.8米，应该是该墓地的园墙遗存。在其墓道前方的地面上还有一处砖石混砌的建

筑遗迹，主体为砖砌基础，长约13米，宽2米，残高0.3米，中部有以青砖铺垫的石柱础，可能属于该墓地园门一类遗存。
1998年在仙鹤观高崧家族墓地西北角勘探发现的一处长方形建筑遗迹，则当与墓地祭祀有关。

和石碑一对，应视为特例。石兽可分为独角的麒麟、双角的天禄和无角的辟邪三类，其间有等级差异，帝陵等级的石兽有
刻至少还有石人、石虎、石羊三类。

4. 封土
从吴末帝孙皓为左夫人张氏“大作冢”的记载看 ，孙吴陵墓应该有高大的封土。2005年发掘的江宁上坊孙吴大墓，虽
11)

经多次盗扰，但墓上仍存厚0.96米的封土，其土质坚硬，似经夯筑。考古发现可以证实，包括象山王氏家族墓在内的东晋

时期世家大族墓葬，墓上多有高低不等的封土。但东晋诸陵则多承袭洛阳西晋帝陵“不封不树”的传统，
《建康实录》即记

东晋各陵皆“阴葬不起坟”，
《晋书·刑法志》亦称其时“山陵不封，园邑不饰，墓而不坟，同乎山壤”。只有葬在幕府山陵区的

3. 神道及神道石刻

穆帝永平陵明确记载起坟，坟“周四十步，高一丈六尺”。

至南朝，帝王及一般贵族墓葬仍以起坟为常。
《建康实录》记载了宋、陈四陵封土的情况：宋武帝初宁陵“周围三十五

墓前开设神道，神道两侧列置象征吉祥、驱灾避祸的石刻群，这一制度始自东汉。孙吴的高陵（孙坚陵）就有神道碑。

步，高一丈四尺”，宋文帝长宁陵“周围三十五步，高一丈八尺”，陈武帝万安陵“周六十步，高二丈”，陈文帝永宁陵“周四十五

《晋书·五行志下》有近乎相同的记载，唯曰“拔高陵树二千株”。晋武帝明令禁止石兽碑表，西晋帝陵没有发现此类神道石

大封土。如丹阳胡桥吴家村大墓封土南北长28、东西长30、高达8米，南京西善桥油坊村大墓封土周长141、高约10米，都

《宋书·五行志五》载：“吴孙权太元元年（251年）八月朔，大风，江海涌溢，平地水深八尺，拔高陵树二株，石碑蹉动。”
刻。关于东晋帝陵神道石刻，不仅史料未见明确记载，而且东晋陵前迄今亦未见任何神道石刻遗物出土。这大约是因为东
晋陵寝延续西晋节葬传统的缘故。

但东晋时期人臣墓葬神道立碑却屡禁不止，碑文且以名家撰制为荣。
《晋书·孙绰传》云：“(孙）绰少以文才垂称，于时

文士，绰为其冠。温、王、郗、庾诸公之薨，必须绰为碑文，然后刊石焉。”《艺文类聚》卷四十五、四十六、四十七就辑录
有孙绰所撰王导、郗鉴、庾亮、庾冰等人碑文。又，
《景定建康志》《六朝事迹编类》等方志记载，至宋代建康周围尚见纪
瞻、竺瑶、吕游等东晋神道碑存世。

东晋帝陵神道虽无石刻，但不排除有其他质地标志性建筑的可能。
《宋书·五行志四》及《晋书·五行志下》都记有晋惠帝

永康元年（300年）震崇阳陵标破为七十片一事。两晋陵寝制度前后沿袭，东晋帝陵神道当然也可能有“标”这种建筑物。
“标”既然从木，就有可能系用木制。直到刘宋前期，帝陵神道前仍对称设置“标”。
《宋书·五行志四》记：“元嘉十四年（437
年）震初宁陵口标，四破至地。”《宋书·五行志五》又记：“孝武帝大明七年（463年)，风吹初宁陵隧口左标折。”

步，高一丈九尺”。其封土高耸，以体现皇权之威严。上述记载已为考古发掘所证实，南朝帝王陵墓多有圆形或椭圆形的高
超过了文献记载的南朝陵墓封土的高度。白龙山北麓的梁临川王萧宏墓，历史上虽曾遭大规模破坏，但发掘前封土仍存
高约3米。比较考究的封土外围还有砖砌护墙。如2010年发掘的安德门外南京警犬研究所南朝墓，发现的护墙砌筑规整、
保存基本完好，呈弧形包砌于椭圆形的封土前部及两侧，砌砖共20层，高0.95米，东西相距3.6米。

12)

Ⅱ. 地下空间
地下空间是墓葬的核心本体，是田野考古工作的重点内容。根据构筑材料的不同，南京及周边地区的六朝墓可以分为

此外，东晋陵前可能还设有“凶门柏历”，或称“凶门柏装”，自天子至于庶人都可使用，且耗费惊人。这种建筑即树于神道

土坑墓、土洞墓（洞室墓）、砖室墓、瓮棺墓几类。其中土洞墓、瓮棺墓目前仅见于镇江花山湾、丁卯小窑湾等地，在南京

给材木百数、竹薄千计，凶门两表，衣以细竹及材。”它的形状和制法，根据何汉南先生的研究，是用许多大的圆木聚成圆柱

门、南航旧实习机库工地发掘的土坑墓的资料看，其规模都不大，长2-3米，部分墓底铺砖，亦见设砖砌祭台的现象。毫无

之上，因主要是以木材和竹子制成，故易朽腐。
《晋书·元四元传》说：“今天台所居，王公百僚聚在都辇，凡有丧事，皆当供
形，下部用刳成两半的竹片背面反贴于柱表，上部留出圆木原形，并以大绳束缚，下端再插入基座内，使其不会散乱倾倒 。
9)

“凶门柏历”与前述帝陵神道上的“标”似有某种联系，后者可能是“凶门柏历”的简化形式。它与南朝陵墓神道石柱亦有相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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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区还没有发现。土坑墓在当时虽数量很多，但不易发现，或即使经过发掘，其成果也难以报道。就笔者掌握的南京草场

疑问，土坑墓对全面研究六朝丧葬礼俗有着一定的学术价值，但因受材料限制，其面貌一时还不太可能搞清。因此之故，
本文将以砖室墓为例介绍其地下空间的基本情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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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墓坑、墓道与排水沟
南京及周边地区六朝砖室墓的地下空间一般由墓坑、斜坡墓道、排水沟和砖室等部分组成。墓坑在封土之下，一般依地

势和砖室形状开挖。坑壁多内收，梅家山东晋毛氏墓墓坑内发现有四层内收台阶，则极为罕见。坑内填土多夯筑，上坊孙
吴大墓墓坑的填土上部还设有3层碎石层，用于防盗的。

大中型墓前多设斜坡墓道，近封门墙的一段墓道底部或为平底，并以单砖铺地。马鞍山当涂天子坟孙吴大墓及吕家山

东晋李氏家族墓地1号墓的墓道底部均发现有因墓主先后入葬而形成的上下两层斜坡坡面之现象。墓道内填土多为夯筑，

梅家山东晋毛氏墓斜坡墓道中填筑有25层碎石用于防盗。该墓及仙鹤观东晋高崧家族墓地的6号墓在斜坡墓道两侧还发
现有内收台阶。众所周知，在墓坑及斜坡墓道侧壁设置内收台阶是洛阳地区大型魏晋墓的普遍现象，在南京地区并不多
见，推测乃受洛阳地区的影响。

排水沟分墓内、墓外两部分。墓内部分在甬道或墓室前部、后部砌出方形窨井，井口放置陶、铜制漏水板。墓内积水

通过漏水板及铺地砖下砖砌孔槽泄出墓外排水沟中。墓外部分一般开挖于墓前斜坡墓道底部中央，或偏于一侧。当涂天

子坟孙吴大墓排水沟开挖于砖室一侧，则比较特殊。排水沟底部多砖砌，中间留有泄水孔。也有瓦管状排水沟，多见于孙
吴、西晋墓葬，东晋时期已少见。排水沟长短不一。上坊孙吴大墓总长达326米，为明沟和暗沟相间开挖，墓前27米为明

沟，之后每隔2.5米至8.7米的一段明沟后，就有一段长1.5米至2米的暗沟，暗沟从明沟的底部两端向中央掏挖，以减少劳

动量。这种明沟与暗沟相间挖掘的现象亦见于梅家山东晋毛氏墓，其明沟内一侧还设有便于上下的台阶。家族墓地的排水
沟，有各墓单独设置的，也有互相联通的。如仙鹤观孙吴家族墓地勘探发现的6座砖室墓很整齐地由西向东分布，墓前均
有斜坡墓道和排水沟，并通过一条东西向的排水总渠把各墓之排水沟连接在一起。通过对其中4座墓葬排水沟及排水总

渠的解剖表明，墓前排水沟一般偏于斜坡墓道东侧，底部有砖砌排水孔道，而排水总渠底部则埋设相套接的筒状瓦管，愈
向东总渠愈深，形成一定的高低落差，以利排水。这一完整的墓地排水系统，揭示出这处家族墓地曾经过统一的规划和
设计。

2. 砖构墓室
根据墓室数量的不同，六朝砖室墓可以分为多室墓、双室墓和单室墓三种类型。砖室前有封门墙，墓壁多以三顺一丁

数量多，规模不一。孙吴、西晋时期其甬道较短，墓室、甬道一侧或两侧常附耳室或侧室。东晋以降，“凸”字形单室墓已成

为南京地区砖室墓的主流，其甬道普遍较此前要长且高，墓壁外弧及墓室中后部铺设砖砌棺床者有逐渐增多的趋势。南大

北园东晋早期墓是个例外，它的近方形主室一侧还附设一凸字形侧室。南朝时期，“凸”字形单室墓绝大部分有砖砌棺床，
其侧壁和后壁外弧的现象越来越多。被推定为陈宣帝显宁陵的南京西善桥罐子山大墓墓室侧壁和后壁外弧严重，使整个
墓室近似油瓶状。至南朝晚期，还出现一种在甬道两侧附设小耳室的新墓型，如东善桥南朝墓、西善桥陈黄法氍墓即是。

“凸”字形单室墓中比较特殊的是砖柱墓。砖柱墓仅有个别墓例，所知如江宁滨江开发区15号路的两座东晋墓，在墓室

四角砌有4个砖柱

13)

。麒麟门外灵山和西善桥油坊村的两座南朝晚期墓，在墓室侧壁及后壁砌有多垛砖柱

14)

。这种砖柱

墓不属于南京地区固有传统，有着明显的长江中游地区六朝墓葬色彩。此外，江宁街道胡村南朝墓后壁的形制也不太寻
常，其中部砌有两座凸出的并列塔形结构 。相似的双塔形后壁结构，还见于西善桥第二砖瓦厂南朝墓，只是保存不太完
15)

整 。这是佛教信仰深度影响南朝墓葬建筑的重要墓例。
16)

其墓顶有叠涩顶、券顶、穹窿顶三种，叠涩顶仅见各时期的小型墓葬。券顶是最为多见的结顶方法，甬道、过道、耳室、

侧室等非主要空间均为券顶。穹窿顶有两种：一种为“四面结顶式”，或称“四边券进式”，从四边向中间平行券进，使四角
向中心形成接缝，顶中部为一平面，四边则为带弧度的斜面，从剖面看，整个顶部呈梯形；一种为“四隅券进式”，具体砌
法又有多种，常见的一种乃以三顺一丁组砖2组或3组砌成一段基墙，基墙之上由中部用砖侧立斜砌，接缝的地方呈倒人字
形，前部则由甬道（过道）里口顶部用砖侧立向上斜砌，整个墓顶为4组侧立斜砌倒人字形砖合为一体。其中前者不多，主

要流行于孙吴、西晋时期，属于东汉以来南方砖室墓穹窿顶之传统。后者数量多，较为常见，在南京地区流行于孙吴中期
到东晋前期，但在周边的镇江、马鞍山地区直到东晋晚期仍可见这种墓顶，其最晚墓例则是近年浙江杭州小横山发掘的

多座南朝晚期墓。 值得一提的是，上坊孙吴大墓及当涂天子坟孙吴大墓的前室顶部还发现了大型覆顶石，前者内面的
17)

中央方框内雕有神兽纹（或称为羽人）。同类遗物不见于其他墓葬，应为孙吴时期高等级墓葬所特有。

颇具时代及地域特点的墓葬设施，还有石门（木门）、灯台、灯龛、直棱假窗等。石门在孙吴、两晋及南朝墓葬中都有发

现，是标明身份的高等级墓葬设施。孙吴、西晋时期的石门仅见于上坊孙吴大墓、马鞍山朱然家族墓、马鞍山宋山墓、宜
兴周墓墩M1、M4等大型贵族墓。上坊孙吴大墓与朱然家族墓石门设于封门墙内的甬道前部。宋山墓设有两道石门，分
别位于甬道与前室、前室与过道的交接处。周墓墩M1的石门则位于甬道的中段。东晋墓葬的石门仅见铁心桥马家店及马

鞍山林里两例，皆设于甬道中部。南朝高等级的帝王、宗室王侯及一些重要异姓功臣墓甬道中部设有一道或两道石门，其
门额多浮雕仿木结构的人字拱。近年发现的灵山北麓大浦塘村南朝墓及狮子冲两座南朝墓的石门门柱、门扇、门额上均
有极为精美的线刻图案。木门仅见于东晋、南朝墓，皆设于甬道中部，东晋墓比较多见，一些大中型墓葬见设一道或两道

木门。木门虽易朽毁，但可见装设木门之孔槽。江宁下坊村东晋墓甬道内曾发现两扇保存完好的木门，可为证明 。南朝木
18)

或四顺一丁组砖砌筑，中型以上墓葬墓壁外侧还砌有挡土墙。墓底铺砖，多前低后高，中央高两侧低，以利排水。多室墓、

门见于刘宋早期墓及将军山等个别南朝晚期墓例。需要说明的是，东晋、南朝墓葬木门或石门的多少可以反映墓主的身

甬道、前室、后室及侧室等部分构成。纵列式仅见江宁上峰张府仓村两座吴晋墓，由甬道、前室、中室、后室及连接各室的

二道石门，而一般宗室王侯或高等级贵族墓甬道中多仅设一道木门或石门。

双室墓多见于孙吴、西晋时期。多室墓数量不多，但规模较大，多为横列式，由甬道、前室、并列双后室等部分构成，或由
过道构成，其中一座在后室一侧还有一个小耳室。多室墓因属多人合葬性质，故与双室墓比较既不反映时代早晚，也与等

份等级。考古发现已经证实，疑为帝陵的3座东晋大墓甬道中皆设二道木门，推测为帝陵等级的6座南朝大墓甬道中皆设

灯台与灯龛是墓内的照明设施，灯台见于孙吴至东晋早期墓葬，一般在墓室拐角处的墓壁中部伸出半砖，称为羊角砖

级制度无关。

灯台，其上可供放置瓷质灯盏。其后至南朝晚期一直流行在墓室的侧壁和后壁中部设置“凸”字形、长方形灯龛，以前者常

室附耳室，甚至甬道两侧亦附耳室。还有一类数量较少，虽仅一个主室，但一侧有较大侧室，如南京郭家山永安四年墓等。

州小横山南朝晚期墓、韩国公州百济武宁王陵及宋山里6号坟，可见其影响之大。在考古发掘过程中，不少灯龛内都发现

双室墓数量较多，最常见的是平面呈“吕”字形的前后室墓。部分双室墓前室、后室一侧或两侧带有短小耳室，或不仅前

板桥杨家山西晋墓由两个并列的“凸”字形单室构成，中部以过道相连通。双室墓墓主既有二千石的太守一类高官，也有无
职的大男黄甫，说明其类型和墓主职官的高低没有必然的联系。需要说明的是，多室墓、双室墓的甬道、墓室一侧或两侧

附加的小型耳室似乎与墓主的身份等级关系不大，但近年江宁上坊、当涂天子坟发掘的两座孙吴时期大型双室墓墓室两
侧所附的大型耳室应该与墓主的身份等级相呼应，前者前、后室的两侧共附4个对称的大耳室，其墓主推测是吴末帝孙皓
晚期的一位宗室之王，后者前室两侧有两个对称的大耳室，其墓主推测是吴景帝时期的一位宗室之侯。

单室墓分为甬道居中的“凸”字形、甬道偏于一侧的刀形和不设甬道的长方形三类，后两类规模都不大。“凸”字形单室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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见。南朝中晚期的部分大型墓葬还设置一种火焰形灯龛，种种线索看，其墓主不少与宗室相关。这些火焰形灯龛还见于杭
有燃烧痕迹的瓷质灯盏，可以确证其功能。除了这种简易的灯台、灯龛外，2005年发掘的江宁上坊孙吴大墓，在其前、后

室四角的墓壁中部各嵌置一件大型牛首形石刻，同类设施再次出现于2015年发掘的当涂天子坟孙吴大墓的前室四角。这
种墓葬设施颇疑源自东汉，南阳第二化工厂21号画像石墓的墓室四角承托券顶的横梁上就嵌置有4个朝向墓室的石刻兽

头。发掘者认为它起“引导穹隆券顶的向心作用”，实际上从上坊孙吴大墓一件牛首形石刻上端壁面的烟熏痕迹看，也可能
是搁放灯具的灯台。因为这类设施目前仅见于江宁上坊及当涂天子坟两座孙吴大墓，颇疑为孙吴高等级宗室墓所专用。

直棱假窗是模仿地面住宅窗棱结构的一类设施，最早出现于板桥杨家山等西晋晚期墓，流行于东晋、南朝时期不同类

남경 및 그 주변지역 육조묘장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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型与等级的墓葬，一般在墓室的侧壁与后壁中部砌设3个或5个，直棱的数量则有多少之别，其上往往配置“凸”字形或火焰
形灯龛。由于直棱假窗与其上灯龛的组合极少见于同时期的其他地区，笔者曾经将它列为典型“建康模式”六朝砖室墓葬
的核心元素。这一模式在建康以外的湖北武昌何家大湾南齐永明三年（485年）刘觊墓

里6号坟等墓葬的应用，可以视为南朝都城墓葬文化对外的强势传播与输出。

19)

、韩国公州百济武宁王陵、宋山

3. 墓内装饰

1. 葬具
已经发现的六朝葬具有木棺与棺座。南京地区土壤酸性极重，地下水位高，木棺多朽腐无存，仅遗部分铜铁质棺钉。所

南京及周边地区六朝时期流行在墓砖上刻印各类图案以装饰墓葬。其中在单一砖面刻印几何、植物纹饰者称为花纹

砖，在单一砖面刻印人物、动物图像者称为画像砖，由两块以上砖面拼砌成人物、动物、植物等图案者称为砖拼壁画。

其中花纹砖分打印、刻划和模印三类，以模印数量最多，题材最为丰富，时代特征最明显，主要为阳线刻。孙吴、西晋

墓葬流行的纹样，主要有网纹、菱形纹、对角线纹、钱纹直线组合纹、蕉叶纹等。东晋及南朝刘宋时期，各类花纹砖明显减
少。南朝中晚期几何纹样有钱纹、菱形纹、折线三角纹、网纹钱纹组合等，莲花、忍冬纹数量大增，尤其是莲花种类多样，
莲花纹与其他纹饰的组合更是变化多端。此外，还有与佛教题材相关的供花、供果等图案。

画像砖中偶见打印或刻划的人面纹、鱼纹等图像，余均为模印，有阳线刻、浅浮雕、高浮雕三种。孙吴、西晋以阳线刻

为主，动物图像有虎纹、鸟纹、鱼纹以及朱雀、玄武、龙、凤等神怪动物，人物图像有人面纹。东晋及南朝刘宋时期仍以阳

线刻为主，但浅浮雕以及浅浮雕与阳线刻相结合的形式增多。阳线刻主要有兽面纹、龙纹等，浅浮雕可以镇江隆安二年墓
出土的54幅10种画像砖为代表，有四神、兽首鸟身、人首鸟身、兽首人身、兽首噬蛇、虎首戴蛇等。南朝中晚期模印画像砖
数量大增，三种表现形式都达到了艺术顶峰，特别是高浮雕被广泛使用。动物图像皆为祥禽瑞兽，有四神、人首鸟身、兽首
鸟身、狮子、麒麟、凤凰、神兽等，人物图像有男女侍从、文官武将等，有反映佛教内容的佛像、男女供养人、
飞天等。

根据规模不同，砖拼壁画可分为小幅和大幅两种。所谓小幅是指用几块画像砖拼砌成小幅壁画，最早见于南京迈皋桥

东晋永和四年（348年）墓。墓内出有一幅“虎啸山丘”砖拼壁画，模印于3块砖的端面。又见一幅砖画模印在2块砖的侧面，
为修长之龙形，并榜题“龙”字

Ⅲ. 葬祭设施

20)

。由于拼砖数量的增多自然扩大了画幅的面积，从而可以表现更为复杂的内容。这种小幅

砖拼壁画一经产生便具有强大的生命力，一直沿用到南朝晚期，并发展为浮雕形式。例如常州田舍村、戚家村南朝墓出土
的车马出行、凤凰、龙、虎、狮、飞仙等砖画

，多由3至7块画像砖拼砌而成。大幅砖拼壁画指用数十块以至上百块画像

21)

块拼砌成大幅阳线刻壁画，装饰于整个砖室内壁，气魄宏伟。目前所知南京、丹阳两地有9座南朝中晚期大型墓葬使用这

种大幅砖拼壁画，其题材有“日月”“竹林七贤和荣启期”“羽人戏龙”“羽人戏虎”“狮子”“骑马车队”“仪仗出行”“飞天”等。其
中大幅砖画拼砌完整的墓葬皆被推测为帝陵等级，而近年在石子岗、铁心桥小村发现的两座南朝墓中虽有“竹林七贤和荣

幸大光路孙吴薛秋墓
山西晋墓

23)

22)

、江宁上峰张府仓东晋墓、江宁下坊村东晋墓出土的木棺保存完好，江宁上坊孙吴大墓、江宁官家

、仙鹤观东晋墓出土的木棺虽不完整，但基本可以复原。如上坊孙吴大墓发现的构件经过拼对为3具木棺，其

中两具稍小，侧板、底板和棺盖均为整木挖制，另一具较大，非整木挖制，各构件之间用榫卯连接。薛秋墓、下坊村东晋墓
出土的木棺棺盖、左右侧板、头足档板及底板亦皆用整木做成。前者除棺盖用铁钉固定外，余用榫卯连接，外饰黑漆，内

涂朱砂，棺底置长方形七星板，上有14个菱形孔。后者内外髹红漆，使用铜棺钉连接各部分，棺内以一块木板把木棺分隔
成头箱和棺室两部分，大部分随葬品集中放置头箱内。这种随葬品成组出自棺内头侧的现象，还见于官家山西晋墓及老
虎山、象山东晋墓等，可见棺内设置头箱在当时很流行。棺内骨殖保存情况同样不好，大多仅见遗痕。据下坊村东晋墓等

极少数保存较好的墓主遗骸分析，墓主入葬系仰身直肢，头向墓门。合葬于一室的夫妇，男性居右，女性居左，与家族墓
地内各墓的排葬规律一致垫棺的葬具为棺座。孙吴、两晋时期的棺座并不普遍，木棺多直接放置墓底或棺床之上，仅个

别墓葬在墓底前后各铺置一道长条形的砖搁以承棺。高等级的墓葬则发现有石棺座，迄今发现有两个墓例。其一是上坊
孙吴大墓，该墓后室后部发现三组六件石棺座，分前后两排整齐排列。其中前排的三件石棺座保存完好，均凿制规整，长

1.46、宽24-26.5、高26厘米，两端雕凿有虎首和虎的前蹄，出土时两端虎首相对。后排的三件石棺座遭不同程度破坏，中
间的一件亦雕虎首。其二是上坊沙石岗孙吴天册元年（275年）墓，该墓后室后部两排对称分布的四根“凹”形条石，即为
搁置棺木的石棺座 。此类石棺座仅见于这两座孙吴大墓，可知是具有较高身份的孙吴贵族所能拥有的特殊墓葬设施。
24)

大约从刘宋中期开始，一些大中型墓葬的墓室砖砌棺床上始见有石棺座。石棺座一般以两块厚大的长方形石板前后相拼
而成，部分石棺座的表面及侧面尚存成排分布的乳丁痕迹。根据石板的数量，可以了解是合葬墓还是单人葬。

2. 墓祭设施
墓祭是古代丧葬活动的重要环节之一。考古工作证实，南京及周边地区六朝墓祭现象比较普遍，在墓地建筑及地下空

启期”等类画像砖，但并没有拼砌完整，其墓主可能是当时有特殊背景的宗室中级别较高的人物。

间都有发现。地下空间的墓祭又分砖室内及封门墙外的墓道中两种情况。

桥、建山两座被疑为南齐帝陵的大型南朝墓甬道口外均发现有彩绘壁画，以青绿色为底，用红、白、蓝三色彩绘四神或龙

上。其中孙吴、西晋墓葬多设砖砌祭台，双室墓大多设于前室，所见仅尹西村西晋墓等祭台设于后室近门处

鼻、舌涂红色，两颊涂白色。建山金家村墓墓室内嵌砌的“竹林七贤与荣启期”砖拼壁画局部亦尚遗存彩绘，如树木和乐器

个祭台的，也有分设祭台的，如马鞍山孙吴朱然墓及朱然家族墓均在前室左右两侧各用两层砖砌出祭台。

除以各类花纹砖、画像砖、砖拼壁画装饰墓壁外，南京及周边地区个别大型南朝墓还见有彩绘壁画的痕迹。如丹阳胡

凤一类图案。不过由于潮湿暴露，彩绘多已剥落或褪色。甬道内左右两壁嵌砌的“狮子”砖拼壁画表面亦涂彩色，耳、眼、

都用红彩涂绘，乃至两墓一些花纹砖上亦曾涂彩。此外，南京西善桥发现的陈义阳郡公黄法氍墓室内壁先涂一层厚约5厘

砖室内的墓祭可明确多以祭台为相关设施，祭台在各时期不同类型的墓葬中占比较高，用于祭祀的物品就置于祭台之
25)

。单室墓则

设于墓室前部。祭台以多层墓砖砌筑，平面呈长方形或近方形。合葬的砖室墓，既有像大光路孙吴薛秋墓这样夫妇共用一

砖砌祭台在中小型东晋、南朝墓葬中仍有发现，不过一些大型东晋墓似乎以特制的陶案作为祭台使用。如象山M7是

米的石灰层，其上亦见有断断续续的以红、黄、绿等色彩绘的壁画，惜因漫漶内容不得而知。同样现象据说还见于灵山大

一座大型穹窿顶单室墓，尽管墓内没有出土能够明确墓主身份的墓志，但此墓保存完好，墓内积土仅8-15厘米，随葬遗物

象山、老虎山等部分东晋砖室墓内壁曾见有涂施石灰的现象，我们甚至怀疑其上原来可能也有彩绘。

报据此推断墓室内东西纵陈三具木棺。中央见有铜刀、玉带钩、铜弩机等代表男性身份的遗物，当置男棺。左右两侧均见

墓和西善桥油坊村大墓。由此可知一些大型南朝墓曾流行彩绘壁画，甚至一些模印画像砖和花纹砖亦曾着色装饰。南京

大多保留了入葬时的原始位置，因而可以通过随葬品分布、类别来探讨墓主数量、性别、棺位及部分遗物的用途。发掘简

金银钗、簪，金铃，玛瑙、琥珀、水晶珠及釉陶小壶等代表女性身份的遗物，当置女棺。墓室前部居中稍偏有一件大陶案，
出土时上置陶凭几、陶盘、陶耳杯、陶砚、瓷香熏、瓷唾壶各一件，毫无疑问其功能就是祭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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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型。根据能够体现性别特征的铁刀、剑、金饰片、棺钉等随葬品位置，发掘简报推断主室后半部偏东置男性棺木，主室
后半部偏西置一女性棺木，侧室所葬可能是另外一个女性。该墓内总计发现6件陶案，大、中、小型各两件。其中甬道中发

现一件中型陶案，侧室甬道口发现一件中型陶案，主室前半部发现两个小型陶案，主室西南角和东北角各发现一件大型
陶案。这些陶案出土时其上及周围放置有多种陶瓷器物，如凭几、盘、耳杯、果盘、砚、熏、唾壶、盆等，可证作为祭台使
用 。因为这是一座合葬墓，这6件陶案当与多人先后入葬的多次墓祭相关。
27)

至南朝，大中型墓内则以设近方形石祭台为常，亦置墓室前部的砖砌棺床之前。合葬墓中的两个墓主或共用一个祭台，

或各设祭台。这种石祭台以往发现较多，但因受条件限制，其完整结构并不清楚。近年，江宁谷里杨村M4、西善桥岱山保
障房项目M3、灵山北麓大浦塘村M1等南朝墓出土的石祭台及相关设施保存完好，为我们复原其形态提供了可能。这些祭
台皆石灰岩质，台面呈横长方形，其左右及后侧多设5个凹槽，规模大一点的台面上有6个凹槽，凹槽内可按插带榫卯的小

1) 其
 墓主一般推定是梁鄱阳王萧恢，但据笔者所考是萧亮。参见王志高：《南京甘家巷“梁鄱阳王萧恢墓神道石刻”墓主身份辨正》，《中国国家博物馆
馆刊》 2015年第12期。

2) 王志高等：《关于东晋帝陵的两个问题》，《东南文化》 2001年第1期。

3) 南
 京市考古研究所：《南京栖霞狮子冲南朝大墓发掘简报》，《东南文化》 2015年第4期；王志高：《再论南京狮子冲南朝陵墓石兽的墓主身份及相
关问题》，收录 《六朝建康城发掘与研究》，第285-295页，江苏人民出版社，2015年。

4) 王志高：《丹阳三城巷（1）南朝陵墓石兽墓主身份及相关问题考订》，《东南文化》 2011年第6期。

5) 马涛、祁海宁：《南京市栖霞区狮子冲南朝陵园考古工作简报》，辑于 《南朝真迹》，第86—95页，江苏凤凰美术出版社，2016年。

6) 南京市文物研究所等：《南京梁南平王萧伟墓阙发掘简报》，《文物》 2002年第7期；朱光亚、贺云翱等：《南京梁萧伟墓墓阙原状研究》，《文物》
2003年第5期。

型石屏风，其前方凿有长条形凹面。祭台下设四蹄形足。祭台外四角还各配置1个半圆形石帐座，可知祭台上原来还张挂有

7) 王志高：《六朝帝王陵寝述论》，《南京晓庄学院学报》 2004年第3期。

该就是相关南朝文献记载的“石屏风”，是专用的一类墓祭设施。

9) 何汉南：《南朝陵墓石柱的来历》，《文博》1992年第1期。

帷帐，但帷帐及木构帐杆等均已不存。这种三面围护小屏风的石祭台，与同一时期北朝墓葬出土的围屏石榻形制相似，应
斜坡墓道中的祭祀乃封闭墓室后在封门墙外举行，墓祭的设施虽然目前没有发现，但有一些相关的现象。如南京仙鹤

观四号墓、镇江金家湾东晋墓

28)

等封门墙外斜坡墓道底部曾发现有青瓷盘口壶、唾壶等遗物。梅家山东晋毛氏墓在墓道

填土中出土一件青瓷盖罐，罐内发现青灰色、红色的晶状物。象山9号墓王建之夫人刘媚子的一件砖刻墓志亦出土于墓道

填土中 。这些现象一般认为可能与墓祭有关。由于过去六朝砖室墓封门墙前墓道部分大多未予正式清理，因此，这种现
29)

象在当时是否具有一定的普遍性，现在不得而知。

地面上的墓祭在陵（墓）园内的享祭建筑中及墓前举行。如前所述，享祭类墓地建筑遗迹已有发现，因多未正式发掘，

或因保存不佳，具体的墓祭情况还不太清晰，但墓前的祭台近年在安德门外南京警犬研究所南朝墓则有揭露。该墓在封
土护墙之前的斜坡墓道之上设砖砌祭台，由近方形的台面和台阶两部分构成。台面东西长2、南北宽2.7米，中部平铺一层

人字形砖，四周以立砖锁口。台面前方有三层砖砌台阶，台阶宽0.7米。这一考究砖砌祭台，显然是为一般的岁时常祭而设
置，与前文介绍的墓内祭祀及墓门前的墓道祭祀颇不相同。值得注意的还有，该墓封土、祭台所呈现的前方后圆的平面形
态，与日本古坟时代常见的前方后圆类古坟有某种相似之处，其间的联系有待进一步分析。

8) 南京市博物馆等：《南京江宁上坊孙吴墓发掘简报》，《文物》 2008年第12期。
10) 六朝建康城遗址考古队资料。

11) 《 三国志 》卷五十 《吴书·妃嫔传》 注引 《江表传》 载：吴末帝孙皓左夫人张氏死，“皓哀愍思念，葬于苑中，大作冢，使工匠刻柏作木人，内冢中
以兵卫，以金银珍玩之物送葬，不可称计。已葬之后，皓治丧于内，半年不出。国人见葬太奢丽，皆谓皓已死，所葬者是也”。

12) 南京市博物馆等：《南京市雨花台区警犬研究所六朝墓发掘简报》，《东南文化》 2011年第2期。

13) 南京市江宁区博物馆：《南京滨江开发区15号路六朝墓清理简报》，《东南文化》 2009年第3期。

14) 南京市博物馆：《南京油坊桥发现一座南朝画像砖墓》，《考古》 1990年第10期。
15) 南京市博物馆：《南京市江宁区胡村南朝墓》，《考古》 2008年第6期。
16) 南京博物院：《南京西善桥南朝墓》，《东南文化》 1997年第1期。

17) 杭州市文物考古研究所等编著：《余杭小横山东晋南朝墓》，文物出版社，2013年。

18) 南京市博物馆等：《江苏江宁县下坊村东晋墓的清理》，《考古》 1998年第8期。
19) 湖北省博物馆：《武汉地区四座南朝纪年墓》，《考古》 1965年第4期。

20) 南京市文物保管委员会：《南京六朝墓清理简报》，《考古》 1959年第5期。

王志高

21) 常州市博物馆：《江苏常州南郊画像、花纹砖墓》，《考古》 1994年第12期；常州市博物馆：《常州南郊戚家村画像砖墓》，《文物》 1979年第3期。

22) 南京市博物馆：《南京大光路孙吴薛秋墓发掘简报》，《文物》 2008年第3期。
23) 南京市博物馆：《江苏江宁官家山六朝早期墓》，《文物》 1986年第12期。

24) 南京市江宁区博物馆：《南京江宁孙吴“天册元年”墓发掘简报》，《东南文化》 2009年第3期。
25) 南京市博物馆：《南京市尹西村西晋墓》，《华夏考古》 1998年第2期。

26) 南京市博物馆：《南京象山5号、6号、7号墓清理简报》，《文物》 1972年第11期。

27) 南京大学历史系考古组：《南京大学北园东晋墓》，《文物》 1973年第4期。
28) 林留根：《江苏镇江东晋纪年墓清理简报》，《东南文化》 1989年第2期。

29) 南京市博物馆：《南京象山8号、9号、10号墓发掘简报》，《文物》 2000年第7期。发掘简报称墓志出土于“墓坑填土”，实系墓道填土中出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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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 및 그 주변지역
육조묘장 개관

1. 능구·능원과 가족묘지
종족장을 하는 것은 육조묘장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왕릉의 경우 두 개 이상의 능이 일정
한 법칙에 따라 거대한 능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오나라 도성 건업 종산지양의 장릉에는 적어도 대제 손권
과 태자손 등의 양릉이 있다. 동진 건강 계롱산릉구, 중산 능구에는 각각 4기, 5기의 제릉이 위치한다. 그 중
원제 건평릉, 명제 무평릉, 성제 흥평릉, 애제 안평릉은 계롱산지양에 장사지냈다. 강제 숭평릉, 간문제 고
평릉, 효무제 융평릉, 안제 휴평릉, 공제 충평릉은 중산지양에 장사지냈다. 유송 단도 우산의 경릉 및 건강
중산, 암산, 막부산 등 몇몇 능구에도 여러 기의 능묘가 확인된다. 양문제 소순지건릉, 무제 소연수릉, 간문
제 소강장릉은 진강 단양 삼성항 일대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지금의 남경 요화문, 감가항 및 기린문지구는
소량종실 왕후의 능구로 최소 9개의 왕후능묘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 중 5기가 고고발굴되었다. 제릉 및 종
실묘 외에도 배장한 것으로 보이는 공신 귀족묘는 각 능구에 있서 나누어질 수 없는 구성의 일부분이다.

3∼6세기인 위진남북조시기는 서진의 짧은 통일을 제외하면 중국 대륙은 계속 남북으로 나뉜 상태였

다른 한편, 각 능원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다. 각 능원 안에는 신분이 높은 주묘 외에 그 주변에 종속적

다. 묘장문화의 양상에도 남북의 서로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 그 당시 북방정권의 도성은 여러 차례 이전되

인 지위에 있는 약간의 가족묘가 있다. 감가항의 경우 양 안성왕 소수의 능묘 옆에 두 기의 가족묘가 위치한

었으며, 남방정권은 손오, 동진 및 남조 송·제·양·진 등 여러 대의 교체를 거쳤지만, 도성은 거의 계속

다. 백룡산의 경우 양 임천왕 소굉의 능으로 추정되는데, 측면 약 20m에도 같은 시기의 묘장이 입지한다.

건강(손오시기 건업으로 불린)에 위치하였다. 바로 오늘날 남경이다. 경기로서 남경 및 주변지역은 발굴조

양 소명태자 소통과 그의 생모 정귀빈이 사자충 능원에 함께 위치하는데, 정귀빈은 이 능의 주묘이다. 감가

사를 통해 발견된 육조묘장의 수량도 많고 유형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체계를 세우는 등 변천 궤적

항 서량 시흥왕 소담석각은 그 동쪽 약 60m의 남조석수 한쌍과 함께 양 시흥왕 국릉원에 위치한다. 묘주는

도 뚜렷하여 동시기 남방의 다른 지역 묘장, 나아가 멀리 위치한 한국의 공주 송산리 백제 왕릉에까지 그 영

소담세자 시흥사왕 소량일 가능성이 있으며, 소담은 이 능원의 주묘이다.

1)

향을 미쳤다. 남경 및 주변지역의 육조묘장에 대한 논의는 내용이 많은데, 분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본 글

능지의 선정은 종족장 및 풍수적인 요소 이외에도 묘주들 사이 혈연관계의 친소원근도 고려해야 한다. 일

에서는 필자의 기존 연구와 더불어 근년에 신발견된 육조묘를 대상으로 묘지건축, 지하공간, 장제에 대해

반적으로 동일 능구 또는 동일 능원 내에서 혈연관계가 가까운 사람들은 대부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 동

다루도록 하겠다.

진 계롱산능구 진사릉에 위치한 명·성·애 삼제는 원제 적의 직계로, 소위 말하는 ‘中兴正统’인데 상대적으
로 독립된 능구를 형성하였다. 종산지양의 진오릉 중 강제를 제외한 나머지 4제는 일계로 계승되었다. 또한

방계가 계승할 때에는 새로운 능을 만들어 혈통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것이 친소존비가 나타나는 혈연관계
2)

의 동진 계롱산과 종산 두 능구가 형성된 근본 원인이다. 유송의 몇몇 능구가 형성된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Ⅰ. 묘지건축

막부산 능구 내에 묻힌 명제와 심태후는 서로 모자 관계이다. 암산릉구 내에 매장된 효무제와 노태후는 모자
관계이고, 은귀비와 시평왕 유자란 역시 모자 관계이다. 사자충릉원에 장사된 양 소명태자 소통과 정귀빈도
마찬가지로 모자 관계이다. 감가항 서량 시흥왕 국릉원에 함께 있는 소담과 세자 소량은 습작 관계의 부자다.

후대의 파괴, 교란 및 자연적인 훼손으로 인해 남경 및 주변 지역의 육조묘장 지상 건축물은 보존이 쉽
지 않고 발굴조사 시에도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는 남조 능묘의 신도석각만 인식할 수 있었다. 최근
10여 년 동안, 육조제왕의 능침 연구 및 남조능묘 석각 보호 계획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관할구역 내
의 지형 보존이 비교적 잘 된 일부 남조능묘의 신도석각 지역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능구 내 각 능 사이, 그리고 각 능원 가운데 주묘와 배묘 사이는 순서없이 나열된 것이 아니라, 생전
의 존비에 따라 규칙적으로 분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장자존자를 우측에 배치하였다. 동진의 원·명·
성·애 4제는 정통으로 도성의 오른쪽 위에 있는 계롱산지양에 입장하였으며, 강·간문·효무·안·공의 5
제는 동진의 방계로 도성 좌측 아래의 종산지양에 입장하였다. 또 단양 삼성항의 양 무제 조부 소도사릉묘,
양 문제 건릉, 무제 수릉, 간문제 장릉에 쌓은 4조의 석각은 남에서 북쪽 방향으로 규칙적인 배열이 나타난
다. 소도사릉묘는 건릉의 오른쪽에 위치하는데, 건릉은 수릉의 우측에 위치하며, 수릉은 다시 장릉의 우측
3)

에 있다. 매우 규칙적인데, 능의 위치는 그들 자신의 세대 배분과 완전히 일치한다. 사자충릉원에는 동서
병렬로 2기의 묘장이 위치하는데, 동측 M1 묘주는 소명태자 소통이며, 서측 M2 묘주는 소통의 생모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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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빈이다. 이러한 능의 위치는 장자존자가 우측에 배치되는 규율에 따른다.

우며, 주묘 주위는 토축하였고, 외중릉장은 장방형으로, 주묘 전방의 신도 양측에 울타리를 둘렀다.

이상은 제왕의 능묘이며, 종족장의 세가대족묘도 역시 이와 비슷하다. 동일한 가족묘지에 매장되는 의

능문유적은 요화문 밖 북가변의 남조 능묘 신도석각 매장구에서 발견된 대형 벽돌 구조물이 남아있다.

심할 여지 없는 혈연관계가 밀접한 지계는, 그 배열이 세종류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1행배열식에는 선학관

이 건축유적은 능원 남단에 위치하며, 능묘 봉토에서 약 800m 떨어져 있다. 유적의 평면은 장방형이며 동

손오가족묘지, 여가산 동진 이씨가족묘지 등이 있다. 전후배열식에는 선학관 동진 고숭가족묘지, 사가산 사

서 2기의 단독 건물지로 구성된다. 전체 길이는 약 29.3m이며, 신도가 그 사이로 지나갔는데 그 앞에 한 쌍

유가족묘지 등이 있다. 종합배열식에는 상산 동진 왕씨가족묘지가 있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구획된 몇몇

의 신도석주가 있다. 동서 2기 건물지 사이에는 폭 5.67m의 문도가 있고, 문도 양측 담장 중부에는 대형 주

묘구가 남쪽사면 서쪽과 중단의 두 묘구에서 발견된 8기의 묘장은 다시 전후 몇 열로 구획된다.

동이 각각 하나씩 있는데, 문주 위치이다. 발굴자는 이 유적을 묘궐이라고 보았다. 필자는 형제와 구조, 특

가족묘지 내 각 묘의 배장순서는 비록 장자존자가 오른쪽, 왼쪽, 앞자리, 뒷자리 등 다양한 배치가 나타
나긴 하지만, 오른쪽에서 비교적 많이 보인다.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은 묘장 방향에 맞추어 보았을 때이다.

6)

히 문주의 존재 및 신도가 문주 사이를 지나는 등의 정황을 살펴 이 능원의 능문유적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7)

보았으며, 그 양측 대나무울타리가 연결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묘지가 남향이면, 서쪽이 높은 것이며, 반대라면 동쪽이 높은 것이 된다. 상산 왕씨묘지의 남록서단과 중단

능원 내에는 침전과 같은 건물들이 있는데, 침묘, 능묘, 분묘, 명당 등으로 불리며, 당시 능에 오를 때

두 묘구는 앞뒤로 배열된 묘장인데, 한편으로 앞줄에 위치한 묘장이 명확하게 이르며, 배분이 높다. 하지만

행했던 제사 등의 예가 그 안에서 행해졌다. 이러한 묘지 제사와 관련된 건축유적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발견

다른 한편으로는 4개의 묘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분포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오른쪽

되었는데, 2013년 사자충 석수 전후 및 능장 외 동남쪽에서 발견된 판축대지와 2005년 상방 손오대묘 동남

에 위치한 묘장을 높인 것을 볼 수 있다. 시대가 가장 이른 서록의 7호분은 동진 초기 묘지로 묘주는 왕빈의

쪽 약 30m의 건축지에서는 대량의 기와편 및 26매의 인면문 와당 등이 출토되었다.

8)

형 왕이로 보인다. 남록서단의 왕흥지, 왕단호, 왕민지, 거기에 이미 훼손된 왕빈묘까지는 시대가 조금 늦어

일반 귀족묘지에서도 원장, 원문 및 제사류 건축유적이 발견되었다. 2008년에 발굴된 강녕 매가산 동

함강·승평년간에 매장되었다. 남록 중단의 왕헌지, 왕건지 등의 묘는 시대가 더욱 늦어 태화연간에 묻혔

진 모씨묘의 경우 남쪽으로 50m 떨어진 곳에는 돌로 쌓은 벽체가 약 15m, 높이 0.8m 남아있는데, 이 묘

다. 하금호는 왕빈의 정실이 아니었으며, 사망시기 역시 더욱 늦은 태원 17년(392) 이었기 때문에 더욱 먼

지의 담장유적임이 분명하다. 그 묘도의 전방 바닥에는 전석과 할석으로 혼축한 건물지가 있는데, 몸체는

동록에 묻혔다. 선학관 동진 고숭가족묘는 전후 두 줄로 배열되었는데, 존자가 뒤쪽에 위치하나, 실제로 뒤

벽돌을 기초로 하였으며 길이 13m, 폭 2m, 잔고 0.3m이다. 중부에는 청전을 깔아 놓은 석주추가 있다.

쪽에 있는 6호분이 서쪽에 위치하며, 앞줄에 있는 2호분과 3호분은 그 전방의 동측에 위치한다. 즉 여전히

1998년 선학관 고숭가족묘지 서북 모서리 트렌치에서는 장방형의 건물지가 발견되었는데, 당시의 묘지 제

존귀한 자가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이며, 서측의 2호 묘주는 동진 중기의 고숭부부이고, 동측의 3호 묘주는

사와 관련 있다.

동진 말기에 죽은 고숭의 아들 고기로 추정되는데, 이 역시 오른쪽을 높이는 것이다.

3. 신도 및 신도석각
2. 능장, 능문, 능침 등 건축유적
묘전에 설치하는 신도는 상서로움과 재난을 피하는 의미의 석각군을 신도 양측에 배열하는데, 이는 동

육조시기 능원의 능장, 능문 및 능침 등 건축은 문헌기록에서 일부 단서를 찾을 수 있으며, 관련 유적들
이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능장은 사자충 양 소명태자 능원, 십월촌 양 오평후 소경 석각묘원에서 발견되었다. 사자충의 능장은
지세에 의지하고 판축하여 쌓은 것으로, 원내 2기의 묘장을 둘러싸고 있다. 복원 후의 능장은 방형에 가까
우며 남북으로 약 180m, 동서로 약 160m, 둘레 약 680m이다. 북벽에는 국부적으로 할석을 이용해 쌓았
5)

다. 소경묘원의 원장은 대나무로 엮은 울타리로, 신도 서측의 트렌치에서 조를 이루어 분포하는 주동이 발
견되었다. 신도의 방향과 일치하고, 일부 주동 내에는 반부패한 목주가 남아있다. 이러한 목조구조 원장의

한시기부터 시작되었다. 《宋书·五行志五》에는 “吴孙权太元元年（251）八月朔, 大风, 江海涌溢, 平地水深八

尺, 拔高陵树二株, 石碑蹉动。”라고 되어 있으며, 이는 《晋书·五行志下》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데, “拔高陵树二千株。”라고 되어 있다. 진무제 시기에는 석수비표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서진제릉에서는 이
런 신도석각이 발견되지 않는다. 동진제릉 신도석각에 대해서는 사료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진릉 이전까지 어떠한 신도석각과 관련된 유물도 출토되지 않았다. 동진능침이 서진절장의 전통을 이어가
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진시기 관료묘장은 신도입비가 누차 금지되었음에도, 오히려 명가가 저술한 비문은 영광으로

기능은 동한제릉에 설치된 ‘行马’에 가까운 것으로, 당시 묘역의 경계이자 인마의 침입을 막았다. 다만 대나

여겨졌다. 《晋书·孙绰传》에는 “（孙）绰少以文才垂称, 于时文士, 绰为其冠。 温、 王、 郗、 庾诸公之薨，必须

볼 수 있다. 현재까지의 발견에 따르면 남조 제왕능원은 최소 2중 능장을 지닌다. 내중릉장은 방형에 가까

등의 비문이 집록되어 있다. 또 《景定建康志》, 《六朝事迹编类》 등 방지에는 송대 건강 주변에 기첨, 축요,

무가 썩기 쉬워 발견하기 어렵다. 비슷한 울타리 능장유적은 소담석각 동측의 그 후손 소량의 묘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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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봉토

여유 등의 동진신도비가 남아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진제릉 신도에는 석각이 없지만 다른 표지가 있는 건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宋

书·五行志四》 및 《晋书·五行志下》에는 동일하게 진혜제 영강원년(300)의 진숭양릉표가 70편으로 부서진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양진의 능침제는 전후로 답습되고 있으며 동진제릉의 신도에도 ‘标’라는 건물이 있을
수 있다. ‘标’는 나무목 변이 있는 등 목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유송 전기까지는 제릉신도 앞에 대칭

으로 ‘标’를 설치하였다. 《宋书·五行志四》에는 “元嘉十四年（437）震初宁陵口标, 四破至地。”, 《宋书·五行志
五》에는 또 “孝武帝大明七年（463）, 风吹初宁陵隧口左标折。”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외, 동진 릉 앞에는 ‘凶门柏历’ 혹은 ‘凶门柏装’이 설치되어 있었을 수 있는데, 천자부터 서인까지 모

두 사용할 수 있는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런 종류의 건물은 신도 위에 있는데, 주로 목재와 대나무

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부식된다. 《晋书·元四元传》에는 “今天台所居, 王公百僚聚在都辇, 凡有丧事,

皆当供给材木百数, 竹薄千计, 凶门两表, 衣以细竹及材。”라고 했다.

오나라 말기 황제 손호의 좌부인 장씨 “大作冢”이라는 기록에 따르면,

11)

손오릉 묘는 커다란 봉토가 있

었을 것으로 보인다. 2005년 발굴된 강녕상방 손오대묘는 비록 여러 차례 도굴을 당했지만, 여전히 두께
0.96m의 봉토가 남아있다. 봉토는 토질이 단단하여 판축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고학적인 방법
으로 증명되었는데, 상산 왕씨가족묘를 비롯한 동진시기 세가대족묘장들은 묘상에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은

봉토를 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동진제릉은 낙양 서진제릉의 ‘不封不树‘ 전통을 많이 계승하였으며, 《建康
实录》에는 동진의 각 능을 “阴葬不起坟”이라 기록하였다. 《晋书·刑法志》에 역시 당시를 “山陵不封, 园邑

不饰, 墓而不坟, 同乎山壤”라고 했다. 막부산 능구에 묻힌 목제 영평릉에서만 봉분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분은 “周四十步, 高一丈六尺”이었다.

남조시기까지 제왕과 일반귀족의 묘장에서는 봉분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建康实录》에는 송·진 사

하한남 선생의 연구에 따르면, 그것의 형상과 제법은 다수의 圆木을 모아 圆柱形을 만들고, 하부는 반으

릉의 봉토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송무제 초령 영릉은 “周围三十五步, 高一丈四尺”이며, 송문제 장

좌에 다시 삽입하여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였다. 상술한 제릉신도상의 ‘标’와 모종의 연관이 있는 듯하며, 후

四十五步, 高一丈九尺”이다. 봉토의 높이를 통해 황권의 위엄을 표현한 것이다. 남조 제왕의 능묘에 원형이

로 꼰 죽편의 뒷면을 주표에 거꾸로 붙였으며, 상부는 원목의 원형으로 만들어 큰 밧줄로 묶었다. 하단은 기
9)

자는 ‘凶门柏历’의 간소화 형식일 것이다. 이는 남조능묘 신도석주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 후자의 겉모양을
조각한 20~28도 은함직고능문(속죽문)과 승변문 등이 바로 죽목제를 모방한 ‘凶门柏历’의 조형과 장식이다.

녕릉은 “周围三十五步, 高一丈八尺”이고, 진무제 만안릉은 “周六十步，高二丈”이며, 진문제 영저릉은 “周

나 타원형의 높은 봉토가 많다는 상술한 기록은 이미 고고발굴을 통해 입증되었다. 단양 호교 오가촌대묘의
봉토는 남북길이 28m, 동서길이 30m, 높이 8m이고, 남경 서선교 유방촌대묘의 봉토는 둘레 141m, 높이

남조능묘에 있어 신도석각은 이미 능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부분이 되었다. 남조능묘는 산록과 산

약 10m로 모두 문헌에 기재된 남조능묘 봉토의 높이를 초과하였다. 백룡산 북록의 양 임천왕 소홍묘는 비

요에 많이 건축되는데, 신도는 모두 능 앞에 평지상에 위치한다. 이는 아마도 당시의 장제 때문이었을 것이

록 이전에 대규모 파괴를 겪었지만, 발굴 전의 봉토는 높이가 약 3m 정도였다. 봉토 외곽에는 벽돌로 호장

다. 일반적으로 신도석각과 그 끝에 위치한 능묘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중축선상에 있다. 이미 발굴된 남경

을 돌린 경우도 있다. 2010년에 발굴된 안덕문 밖 남경경견연구소 남조묘에서 발견된 호장은 건축이 정교

과 단양 두 곳의 제량제왕릉묘에서는 신도석각 사이의 거리가 500~1,000m 정도이다. 남경 사자충에서 새

하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었다. 호장은 타원형의 봉토 전부 및 양측면에 호형으로 쌓았으며, 총 20층으

로 발견된 양 소명태자 소통묘는 전방의 대형 석수 한 쌍과 불과 350m 떨어져 있다.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로 높이는 0.95m, 동서거리는 3.6m였다.

12)

남조 능묘 신도 중 가장 거리가 짧은 묘의 예이다. 두 석수 사이의 신도는 남북 방향으로 토축하였으며, 폭은
16.93m이다. 양측면은 정전으로 턱을 만들어 가장자리를 마무리하였다. 이와 비슷한 신도유적이 근년에 양
10)

건안 후소정립묘지에서도 발견되었는데, 그 신도는 폭이 약 3.8m이고 양측면으로는 도랑이 파여있다.

남조능묘의 신도석각은 송대부터 진대까지 모두 발견되는데, 소량시기의 것이 가장 많이 보존되어 있으
며, 전체가 잘 남아있다. 다수의 능묘 신도들은 석각 세 쌍이 서로 대칭하여 분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Ⅱ. 지하공간

석수, 석주(화표, 표 등으로 불림)와 비석의 뒤를 잇는다. 특이한 예로 양문제 건릉, 안성왕 소수묘, 시흥왕
소담 신도석각에는 네 쌍 8점이 새겨져 있는데 각각 석추와 비석이 한 쌍을 이룬다. 석수는 독각기린, 쌍각
천록과 무각피사 등 3종으로 나눌 수 있다. 등급에 의한 차이로 제릉 등급의 석수에는 뿔이 있고, 왕후등급
의 석수는 뿔이 없다. 문헌기록 및 이른 시기 고고 발견을 근거로 한다면, 위에서 열거한 석각 외에도 남조
능묘 신도석각에는 최소한 석인, 석호, 석양의 세 종류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하공간은 묘장의 핵심 본체이며 고고학 작업에 있어서도 중점이라 할 수 있다. 난징 및 주변지역의
육조묘는 구성재료에 따라 토광묘, 토동묘(동실묘), 전실묘, 옹관묘 등으로 나뉜다. 이 중 토동묘, 옹관묘는
현재 진강 화산만, 정묘 소요만 등에서만 볼 수 있으며 남경지역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토광묘는 수
량이 많으나 발견이 쉽지 않거나, 발굴을 하더라도 보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필자가 입수한 남경 초장문,
남항 구실습기고 공사장에서 발굴된 토광묘 자료로 보면, 토광묘는 규모가 크지 않아 길이 2~3m 정도이
며, 일부는 바닥면에 벽돌을 까는 경우가 있고, 제대를 설치하는 경우도 보인다. 토광묘가 육조시기 상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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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을 연구하는 데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그 면모를

2. 전구묘실

당장에 명확히 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전실묘를 예로 들어 지하공간에 대한 소개를 하겠다.
육조전실묘는 묘실의 수에 따라 다실묘, 쌍실묘, 단실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실 전면에
는 봉문장이 있고, 묘벽의 전은 대개 삼순일정 또는 사순일정으로 구축하였으며, 중형 이상 묘장의 묘벽 외

1. 묘갱, 묘도, 배수구

측에는 당토장을 쌓았다. 무덤 바닥에 전을 깔았는데, 보통 앞쪽이 낮고 뒤쪽이 높으며, 중앙이 높고 양 측
면이 낮아 배수에 유리하다. 다실묘, 쌍실묘는 손오·서진 시기에 많이 보인다. 다실묘의 수는 많지 않지만

남경 및 주변지역 육조시기 전실묘의 지하공간은 일반적으로 묘광, 사파묘도, 배수구, 전실 등으로 구
성된다. 묘광은 봉토 아래에 위치하며 보통 지세와 전실의 형태에 맞춰 굴착한다. 묘벽은 대개 아래로 내렴

규모가 큰 횡렬식은 용도, 전실, 병렬쌍후실 등으로 구성되거나 용도, 전실, 후실 및 측실 등으로 구성된다.
종열식은 江宁 上峰 张府仓村에 있는 2기의 吴晋墓에서만 나타난다. 용도, 전실, 중실, 후실 및 각 실을 잇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가산 동진 모씨묘에서 발견된 4층 계단의 묘광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광 내부는

는 과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기는 후실 한측에 작은 이실이 설치되어 있다. 다실묘는 다인합장묘 성격

판축하는 경우가 많다. 상방 손오대묘 묘광의 매립토 상부에서는 3층으로 이루어진 쇄석층이 설치되어 있는

이기 때문에 쌍실묘와는 전후관계를 비교할 수 없으며, 등급제도와도 무관하다.

데, 도굴 방지를 위한 것이다.

쌍실묘는 수량이 비교적 많다. 가장 자주 나타나는 것이 평면 ‘吕’ 자형의 전후실묘이다. 일부 쌍실묘는

대중형묘 앞에는 사파묘도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봉문한 묘문에 가까운 일부 구간의 묘도는 바닥을

전실, 후실의 한 측면 혹은 양 측면에 짧고 작은 이실을 구축하거나, 전실 측면뿐만아니라 용도 양측면에도

평평하게 하였으며 전돌로 바닥을 깔았다. 마안산 당도천자분 손오대묘와 여가산 동진 이씨가족묘지 1호묘

이실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南京 郭家山 永安四年墓와 같이 비록 발견 수량은 적은 편이지만 주실이 하나뿐

의 묘도 바닥부분에서는 묘 주인의 순차적 입장으로 인해 형성된 상하 2층의 사파면이 형성된 사례가 관찰
되었다. 묘도 내 매립토는 대부분 판축하였다. 매가산 동진 모씨묘의 사파묘도에는 쇄석을 25층으로 깔아
도굴을 방지하였다. 이 묘 및 선학관 동진 고숭가족묘지 6호분은 사파묘도 양측에서 내렴하는 계단이 발견
되었다. 묘광 및 사파묘도의 묘도측벽에 내수계단을 설치하는 것은 낙양지역의 대형 위진묘에서 보편적으
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남경지역에서는 흔치 않다. 낙양지역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배수구는 무덤 내외의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묘내부분은 용도 혹은 묘실전부·후부에 방형의 음정을

이며, 측면에 비교적 큰 측실이 있는 경우가 있다. 板桥 杨家山 西晋墓는 ‘凸’자형 단실 2개가 병렬로 배치
되어 있는데, 중부는 과도와 서로 연결된다. 쌍실묘 묘주는 이천석의 태수와 같은 고관들이지만, 무관의 大

男黄甫도 있는데, 이는 이 유형과 묘주 관직의 고하가 필연적이지만은 않음을 뜻한다. 다실묘, 쌍실묘의 용

도, 묘실 한측 혹은 양측에 부가된 소형 이실은 묘주의 신분과 관계가 크지 않지만, 근년에 江宁 上坊, 当涂

天子坟에서 발굴한 2기의 손오시기 대형 쌍실묘 묘실 양측에 부가된 대형의 이실은 분명 묘주의 신분등급
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전자의 전·후실 양측에 총 4개의 대칭하는 대형 이실이 있는데, 묘 주인은 오나

구축하였는데, 음정에는 토·동제 누수판을 설치하였다. 묘내에 고인 물은 누수판 및 바닥석 아래 벽돌로

라 말기 황제 손호의 종실로 보인다. 후자는 전실 양측에 2개의 대칭하는 대형 이실이 있으며, 묘주는 오나

조성한 공조를 통해 묘외 배수구로 빠져나간다. 묘외부분은 보통 묘 앞 사파묘도 밑면 중앙이나 한쪽에 치

라 경제시기의 종실 후손으로 추측된다.

우쳐 설치한다. 당도 천자분 손오대묘 배수구는 전실 측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비교적 특수한 경우이다. 배

단실묘는 용도가 중간에 위치한 ‘凸’자형과 용도가 한측으로 치우친 도형, 용도가 없는 장방형의 세 유

수구 밑면은 전을 많이 쓰며, 중간에는 설수공을 남긴다. 와관상 배수구도 있는데, 손오·서진묘장에서 많

형으로 구분된다. 뒤의 두 유형은 규모가 작은 편이다. ‘凸’자형 단실묘는 이미 남경지역 전실묘의 주류로 볼

이 보이며 동진시기에는 이미 적게 보인다. 배수구의 길이는 일정하지 않다. 상방 손오대묘는 명구와 암구

수 있으며, 보편적으로 용도가 길고 높은 편이다. 묘벽은 호형이며, 묘실 중후부에는 전으로 구축한 관상이

를 합쳐 총 길이가 326m에 달하는데, 묘전 27m는 명구로, 그 후 2.5m에서 8.7m 정도 간격의 명구, 1.5m
에서 2m 정도의 암구가 교차된다. 암구는 명구의 양끝단에서 중앙방향으로 파 노동력을 감소하였다. 이렇
게 명구와 암구를 만드는 현상은 매가산 동진 모씨묘에서도 볼 수 있으며, 명구 내측에는 오르내리기 쉬운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가족묘지의 배수구는 각각 단독으로 설치된 경우도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도 있다. 선학관 손오가족묘지에 설치한 트렌치에서 발견된 6기의 전실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매우 정연하
게 분포되어 있다. 묘전에는 사파묘도와 배수구가 있으며, 동서로 흐르는 배수로를 통해 각 묘의 배수구가
연결되어 있다. 이 중 4기의 묘장 배수구 및 배수총거의 단면에서, 묘전 배수구는 일반적으로 사파묘도 동
측에 편중되며, 바닥에는 전으로 배수공도를 쌓고 배수총거 저부에는 서로 연결된 통상와관을 매설하였다.
완전한 묘지 배수 시스템은 이 가족묘지가 통일된 계획과 설계를 통해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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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발견된다. 南大北园 东晋早期墓는 예외로 볼 수 있는데, 방형에 가까운 주실 한측에 철자형 측실을 부

가하였다. 남조시기 ‘凸’자형 단실묘는 대부분이 전으로 관상을 구축하였는데, 측벽과 후벽이 호형으로 돌아

가는 현상이 갈수록 많이 나타난다. 陈宣帝 显宁陵으로 추정되는 南京 西善桥罐子山大墓 묘실 측벽과 후벽
외호가 심해 전 묘실이 油瓶 모양에 가깝다. 남조 말기에는 东善桥南朝墓, 西善桥陈黄法氍墓와 같은 용도

양측에 소형 이실을 부설하는 새로운 형태의 묘형이 출현하였다.

‘凸’자형 단실묘 중 비교적 특수한 것으로 전주묘가 있다. 전주묘는 예외적인 묘의 일종으로 江宁滨江

开发区 15号路의 2기 东晋墓의 예가 있다. 묘실의 네 모서리에 전주 4개를 쌓은 것이다.

13)

西善桥油坊村에 있는 2기의 남조만기묘는 묘실 측벽 및 후벽에서 전주들이 확인된다.

14)

麒麟门外灵山과

전주묘는 남경지역

의 고유전통에 속하지 않으며, 장강 중류지역의 육조묘장 색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 江宁 街道胡村南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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墓 후벽 중부에 두 개의 돌출된 병렬탑형 구조가 설치되어 있는 보편적이지 않은 형태가 확인되었다.

슷한 쌍탑형 후벽 구조는 西善桥 第二砖瓦厂南朝墓에서도 볼 수 있는데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16)

15)

비

모퉁이에 있는 묘벽 중앙에 전 반개 만큼 내미는 것을 양각전등대라고 한다. 그 위에 자기질 등잔을 올려 놓

이것

는다. 그후부터 남조 말기까지는 묘실의 측벽과 후벽 중부에 ‘凸’자형, 장방형 등감을 설치하는 것이 유행하

은 불교신앙이 남조 묘장건축에 영향을 준 중요한 묘례이다.

였으며, 전자보다 흔하게 나타난다. 남조 중만기의 일부 대형묘장에는 화염형 등감도 설치되어 있는데, 여

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결정방법으로, 용도, 과도, 이실, 측실 등 비주요 공간은 모두 권정으로 되어 있다.

晚期墓, 韩国 公州 百济 武宁王陵 및 宋山里6号坟에서도 발견되니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발굴조사 과

묘정은 叠涩顶, 券顶, 穹窿 등 세 종류가 있는데, 첩삽정은 각 시기의 소형 묘장에서만 나타난다. 권정

러 가지 단서를 보면 그 묘주들의 다수는 종실과 연관되어 있다. 이와 같은 화염형 등감은 杭州 小横山 南朝

궁륭정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四面结顶式’인데 ‘四边券进式’으로 칭하기도 한다. 네 변에서 중간방향

정 중 많은 등감 안에서 연소 흔적이 있는 도자기 등잔이 발견되어 그 기능을 입증했다. 이러한 간이 등대,

으로 이루어지며, 단면을 보면 전체 정부의 형태는 제형으로 나타난다. 다른 한 종류는 ‘四隅券进式’이다.

석각 확인되었다. 비슷한 시설은 2015년 발굴된 当涂天子坟孙吴大墓 전실 네 모서리에서도 나타났다. 이

으로 평행하게 권진하며 네 모서리를 중심으로 접봉을 만들고, 정 중부는 평면형이다. 네 변은 호형의 사면

등감 외에 2005년에 발굴된 江宁 上坊 孙吴大墓에서는 전·후실의 네 모서리 묘벽 중앙에 대형의 소수형

구체적인 구축방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3순1정을 한 조로, 2조 혹은 3조를 한 기장으로,

러한 묘장시설의 기원은 동한시기로 의심되는데, 南阳第二化工厂21号画像石墓의 묘실 네 모서리 承托券顶

기장 위에는 중부부터 전 측면을 사선으로 쌓아 올려 접봉하는 곳이 역팔자형이 되게 한다. 전부 즉 용도(과
도)의 정부는 전의 측면을 세워 사선으로 쌓아 전체 묘정이 4조의 사선으로 쌓은 것이 보여 역팔자형으로
합쳐진다. 이 중 전자는 많지 않아 손오·서진시기에 주로 유행한 것으로, 동한 이래 남방전실묘 궁륭정의
전통에 속한다. 후자는 수량이 많아 비교적 흔한 편으로, 남경지방에서는 손오 중기에서 동진 전기까지 유
17)

행하였지만, 주변의 진강·마안산 지방에서는 동진만기까지 이러한 묘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上坊 孙

의 횡량에 4개의 묘실을 바라보는 석각수두가 설치되어 있다. 발굴자들은 “궁륭권정의 향심을 이끄는 작용”
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는 上坊孙吴大墓의 우두석각 상단 벽면의 연기 흔적으로 보아 등기구를
놓았던 등대일 수도 있다. 현재까지 이런 시설이 江宁上坊과 当涂天子坟 2기 孙吴大墓에서만 발견되고 있

어 손오시기 고등급의 종실묘소 전용으로 의심된다.

묘장은 모두 제릉등급으로 추정되는데, 근년에 石子岗、 铁心桥小村에서 발견된 2기의 남조묘에는 직릉

吴大墓 및 当涂 天子坟 孙吴大墓의 전실 정부에서는 대형 복정석이 발견되었는데, 전자의 내면에 있는 中

가창은 주택의 창릉 구조를 모방한 시설로 板桥杨家山 등 서진만기의 묘에 처음 등장하여 동진·남조 때의

시기 고등급 묘장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

데, 직릉의 설치 수량은 각기 다르며, 그 위에 종종 ‘凸’자형 혹은 화염형 등감이 설치된다. 직모가식창과 그

央方框 내에 신수문(혹은 우인)이 새겨져 있었다. 동종의 유물은 다른 묘장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니, 손오

그 밖에 시대적 및 지역적 특성을 살린 묘장시설로 석문(목문), 등대, 등감, 직릉가창 등이 있다. 석문은

유형과 등급이 다른 묘장에서 유행하였다. 일반적으로 묘실 측벽과 후벽 중부에 3개 혹은 5개를 설치하는

위에 설치된 등감의 조합은 동시대의 다른 지역에서 보기 드물기 때문에 필자는 전형적인 ‘建康模式’ 육조전

손오, 양진 및 남조묘장에서 모두 발견되었으며 신분이 표시된 고등급 묘장시설이다. 손오·서진 때 석문은

실묘장의 핵심원소로 꼽은 적이 있다. 건강 이외의 湖北 武昌 何家大湾南齐永明三年（485）刘觊墓 , 韩国

상방손오대묘와 주연가족묘 석문은 봉문장 안쪽의 용도 전부에 설치되어 있다. 송산묘에는 두 개의 석문이

로 전파, 수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上坊孙吴大墓, 马鞍山朱然家族墓, 马鞍山宋山墓, 宜兴周墓墩 M1·M4 등 대형 귀족묘에서만 볼 수 있다.

19)

公州 百济 武宁王陵, 宋山里6号坟 등 묘장에서 이와 같은 모식을 응용하였으며, 남조 도성묘장문화가 외부

설치되어 있는데, 각각 용도와 전실, 전실과 과도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 주묘돈 M1의 석문은 용도의

중단에 위치한다. 동진묘장 석문은 铁心桥马家店 및 马鞍山林里의 두 가지 사례만 볼 수 있는데, 모두 용도

중부에 설치되었다. 남조 고등급의 제왕, 종실왕후 및 일부 중요한 이성공신묘 용도 중부에는 하나 또는 두

3. 묘내장식

개의 석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문에는 목조 구조물을 모방한 인자공이 부조되는 경우가 많다. 근년에 발

견된 灵山 北麓 大浦塘村 南朝墓 및 狮子冲 2기 南朝墓의 석문문주, 문산, 문액에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선
각무늬가 새겨져 있다. 목문은 동진·남조묘에서만 나타나며, 모두 용도 중부에 설치된다. 동진묘에는 비교
적 많이 볼 수 있는데, 일부 중대형묘에는 한두 개의 목문을 설치하였다. 목문은 부식되기 쉽지만, 목문을
장식했던 구멍의 홈이 남아 확인할 수 있었다. 江宁 下坊村 东晋墓 용도 내에서 잘 보존된 목문 두 개가 발
18)

견되어 증명되었다.

남조목문은 유송 조기묘지와 장군산 등 몇몇 남조 말기묘의 예가 있다. 동진·남조묘

장 목문 또는 석문은 다소 묘주의 신분등급을 반영한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발굴조사를 통해 이미
제릉으로 추정되는 동진대묘 3기의 용도에 2개의 목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제릉등급으로 추정되는 6기의
남조대묘 용도에는 한 개의 석문이 설치된 것이 확인되었다.
등대와 등감은 묘내 조명시설로, 등대는 손오시기에서 동진시기 조기묘장에서 볼 수 있으며, 보통 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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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 및 주변지역 육조시기에는 묘전에 여러 가지 도안을 새겨서 무덤을 장식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이
하나의 전에 기하·직물문을 새긴 것을 화문전이라 하며, 하나의 전에 인물·동물도상을 새긴 것을 화상전
이라 하며, 두 개 이상의 전을 붙여 인물, 동물, 식물 등 도안을 새긴 것을 砖拼壁画라고 한다.

이 중 화문전은 打印, 刻划, 模의 세 종류로 구분된다. 모인의 수량이 제일 많은데, 제재가 가장 풍부하

고 시대적 특징이 뚜렷하며 주로 양선각이다. 손오·서진묘장에서 유행하는 문양으로는 网纹, 菱形纹, 对
角线纹, 钱纹直线组合纹, 蕉叶纹 등이 있다. 동진 및 남조 유송시기에는 각종 화문전이 눈에 띄게 감소하

였다. 남조 중말기에는 기하학적 무늬인 钱纹, 菱形纹, 折线三角纹, 网纹钱纹组合 등이 있으며, 莲花, 忍

冬纹의 수량이 증가하였다. 특히 연화의 종류가 다양하여 연화문과 다른 무늬의 조화가 변화무쌍했다.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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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와 관련된 공화, 공과 등의 도안도 있다.

화상전에는 타인 또는 각획된 人面纹, 鱼纹 등의 도상이 간간히 나타나며, 나머지는 모두 모인으로 阳

Ⅲ. 묘제시설

线刻, 浅浮雕, 高浮雕의 세 종류가 있다. 손오·서진은 양선각을 주로 하였는데 동물도상으로는 虎纹, 鸟
纹, 鱼纹 및 朱雀, 玄武, 龙, 凤 등 신괴동물이 있으며 인물도상은 인면문이 있다. 동진과 남조 유송 때는

1. 장구

여전히 양선각을 위주로 했지만, 천부조와 천부조를 양선각과 결합하는 형식이 많아졌다. 양선각에는 수면
문, 용문 등이 주로 있는데, 천부조는 镇江 隆安 二年墓에서 출토된 54폭 10종의 도상전을 대표로 한다. 四
神, 兽首鸟身, 人首鸟身, 兽首人身, 兽首噬蛇, 虎首戴蛇 등의 문양이 있다. 남조 중말기에는 모인 화상전이

발견된 육조시기 장구로는 목관과 관좌가 있다. 남경지역은 토양의 산성도가 매우 높고, 지하수의 수

크게 증가하였으며 3종 표현 형식이 모두 예술적 정점에 달했는데, 특히 高浮雕가 널리 사용되었다. 동물도

위도 높아, 목관은 대부분 부식되며, 동철질의 관정만 남겨진다. 다행히 大光路孙吴薛秋墓 , 江宁上峰张

종, 문관무장 등이 있으며 불교 내 불상, 남여공양인, 비천 등이 반영되었다.

墓 , 仙鹤观东晋墓에서 발견된 목관은 완전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복원이 가능했다. 上坊孙吴大墓에서

안은 모두 상금서수이며, 四神, 人首鸟身, 兽首鸟身, 狮子, 麒麟, 凤凰, 神兽 등이 있다. 인물도상은 남녀시

전병벽화는 규모에 따라 소폭과 대폭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소폭이란 화상전 몇 개를 모아 소폭의 벽화

22)

府仓东晋墓, 江宁下坊村东晋墓에서 출토된 목관이 잘 보존되었으며, 江宁上坊孙吴大墓, 江宁官家山西晋
23)

발견된 것은 3개체의 목관을 복원하였는데, 그중 2기는 약간 작아서 측판과 저판, 덮개가 모두 하나의 목재

를 구성한 것으로, 南京 迈皋桥东晋永和四年（348）墓에서 처음 발견됐다. 묘내에서는 모인한 3장의 전을 합

를 파서 만들었으며, 다른 한 개는 비교적 대형이어서 목재를 파서 만든 것이 아니라 끼워맞춰 연결하여 완

용모양을 형상하며, ‘龙’자를 표방하고 있다.

를 이용해 만들었다. 전자는 관 뚜껑을 쇠못으로 고정하는 것 외에 끼워맞춰 연결도 하였으며, 외면에는 흑

쳐 완성한 ‘虎啸山丘’ 전병벽화가 출토되었다. 또 전화 모인인 2개의 전 측면에서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긴
20)

병전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화폭의 면적이 넓

어져 더욱 복잡한 내용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종류의 소폭전병벽화는 생명력이 강해 남조 말기까지
이어졌고 부조 형태로 발전했다. 常州田舍村, 戚家村南朝墓에서 车马出行, 凤凰, 龙, 虎, 狮, 飞仙 등 전화
21)

가 출토되었다.

3~7개의 화상전을 합쳐 완성하였다. 대폭 전병벽화는 수십 개 이상 백여 개에 달하는 화

상전을 결합해 대폭의 양선각벽화를 구성하는 것이다. 전실 내벽 전체를 장식하며, 그 기백이 장대하다.

성하였다. 薛秋墓·下坊村东晋墓에서 출토된 목관 관뚜껑, 좌우측판, 두족당판 및 바닥판 역시 하나의 목재

칠, 내면에는 주사를 칠하였다. 관 저부에는 장방형의 칠성판을 배치하고 그 위에 마름모꼴 구멍 14개를 뚫
었다. 후자는 내외로 휴홍칠을 하였으며, 동관정을 사용하여 각 부분을 연결하였다. 관 안은 목판 하나로 내
부를 구분해 두상과 관실의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대부분의 수장품은 두상 안에 집중하여 안치하였다. 이
렇게 수장품을 관내 머리 쪽에서 두는 것은 官家山西晋墓 및 老虎山·象山东晋墓 등에서도 볼 수 있으며,

현재 남경, 단양 두 곳에 9기의 남조 중만기 대형 묘장이 확인되었으며, 소재는 ‘日月’, ‘竹林七贤和荣启

관 내부에 두상을 설치하는 것이 당시에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관 내 유골 보존 상황은 모두 불량하며,

비록 ‘竹林七贤和荣启期’ 등의 화상전이 확인되나, 완전한 구성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묘 주인은 아마도 특

앙신직지하였으며, 두향은 묘문을 향한다. 한방에 합장한 부부는 남성이 오른쪽, 여성이 왼쪽이어서 가족묘

期’, ‘羽人戏龙’, ‘羽人戏虎’, ‘狮子’, ‘骑马车队’, ‘仪仗出行’, ‘飞天’ 등이다. 이 중 대폭의 전화를 합쳐 완성한

수한 배경을 지는 종실 중의 비교적 높은 등급의 인물이었을 것이다.

여러 종류의 화문전, 화상전, 전병벽화장식묘벽 외에도 남경 및 주변지역의 몇몇 대형 남조묘에서 채색

대부분 흔적만 남아있다. 下坊村 东晋墓 등 보존이 잘 된 극소수의 묘주유골 분석에 따르면, 묘주는 입장 시
지 내 각 묘의 배장규칙과 일치한다.
관을 받치는 장구로 관좌가 있다. 손오·양진시기에는 관좌가 보편적이지 않았는데, 목관은 대부분 직

벽화의 흔적이 나타난다. 남제제릉으로 의심되는 丹阳胡桥, 建山의 2기 대형 남조묘 용도 입구에 모두 채색

접 무덤의 바닥이나 관상 위에 놓았으며, 몇몇 묘지의 경우 무덤의 밑면 전후에 각각 긴 벽돌을 깔아서 관

가 차서 채색이 많이 벗겨지거나 퇴색되었다. 용도 내 좌우 양벽에 새겨진 ‘狮子’ 전병벽화 역시 채색하였는

다. 이 묘의 후실 뒷부분에서 3개조 6점의 석관좌가 발견되었는데, 앞뒤 두 줄로 정렬되었다. 이 중 앞줄 석

启期’ 전병벽화도 부분적으로 채색이 남아있다. 나무나 악기를 붉은 색으로 칠하였으며, 일부 화문전상에도

어 있었으며 출토 당시 양쪽 호랑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뒷줄 석관좌 3점은 훼손된 상태였는데, 가

벽화가 발견되었는데, 청록색 바탕에 홍, 백, 남 삼색으로 사신 혹은 용봉 등의 도안을 그렸다. 하지만 습기

데, 귀, 눈, 코, 혀를 붉은색으로 칠하고 양 볼은 흰색으로 칠하였다. 建山金家村墓 묘실 내 ‘竹林七贤与荣
채색이 되어있다. 또 南京西善桥에서 발견된 陈义阳郡公黄法氍墓의 묘실내벽에서는 5cm 정도 두께의 석

회층을 먼저 칠하고, 그 위를 홍·황·녹 등으로 채색한 벽화가 확인되었지만, 아쉽게도 내용은 알 수 없다.
같은 현상은 灵山大墓와 西善桥油坊村大墓에서도 나타난다. 대형 남조묘는 채색벽화가 유행했고, 심지어

일부 모인 화상전과 화문전도 착색장식을 한 것이다. 南京 象山, 老虎山 등 일부 동진전실묘의 내벽에서는
석회를 칠하는 현상까지 확인되었으며, 그 위에 채색을 했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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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쳤다. 고등급 묘장의 경우 석관좌가 발견되는데, 지금까지 2기의 예가 있다. 하나는 上坊孙吴大墓이
관좌 3점은 길이 1.46, 폭 24~26.5, 높이 26cm로 잘 보존되어 있으며, 양쪽 끝에는 虎首와 발굽이 조각되
운데 1점은 역시 호수를 조각했다. 둘째는 上坊 沙石岗 孙吴天册元年（275）墓이다. 이 묘는 후실 뒤쪽 두 줄
24)

에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네 개의 ‘凹’형 조석이 배치되어 있는데, 관을 두기 위한 석관좌였다.

이 석관좌는

2기의 손오대묘에서만 출토되었는데, 이를 통해 석관좌가 비교적 높은 신분의 손오귀족만이 소유할 수 있는
특수묘장 시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략 유송 중기부터는 중대형 묘장의 관상 위에서 석관좌가 확인된다.
석관좌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두꺼운 직사각형의 석판이 앞뒤로 맞물려 구성되며, 일부 석관좌 표면 및 측
면에는 乳丁의 흔적이 남아있다. 석판의 수에 따라 합장묘인지 단인장인지 알 수 있다.

남경 및 그 주변지역 육조묘장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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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묘제시설

각 1개씩 배치한 것으로 보아, 제대 위에 휘장이 걸려 있었으나 휘장은 목재였기 때문에 이미 없어졌을 것
이다. 이렇듯 삼면에 소병풍을 두른 석제대는 비슷한 시기 북조묘장에서 출토된 围屏石榻과 비슷한 것으로,

묘제는 고대 상장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다. 발굴조사를 통해서 남경 및 주변지역 육조묘제 현상이 비교
적 보편적이었으며, 묘지건축 및 지하공간에서 모두 발견된 것을 확인하였다. 지하공간의 묘제는 전실 내

전실 내의 묘제는 제대를 관련 시설로 하는 것이 명확하다. 제대는 각 시기의 다른 유형의 묘장 중 비교
적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사를 지내기 위한 물품은 제대 위에 놓았다. 이 중 손오·서진묘장에는
전축제대가 많이 설치되었고, 쌍실묘는 대부분 전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尹西村西晋墓 등 일부 제대만 후실
25)

사파묘도 중의 제사는 묘실을 폐쇄한 뒤 봉문장 밖에서 치러지며, 묘제시설은 현재 발견되지 않았지만

일부 관련된 현상이 있다. 南京仙鹤观四号墓, 镇江金家湾东晋墓

28)

및 봉문장외의 묘도 중의 2종 상황이 나타난다.

문 가까이에 설치되어 있다.

남조문헌에 기재된 ‘석병풍’일 것이며, 전용으로 사용된 묘제시설이다.

단실묘는 묘실 앞쪽에 설치되어 있다. 제대는 묘전으로 쌓았고, 평면은 장방

형 혹은 방형이다. 합장한 전실묘는 大光路孙吴薛秋墓와 같이 부부가 함께 쓰는 제대도 있고, 马鞍山孙吴
朱然墓 및 朱然家族墓에서처럼 전신 좌우 양측에 각각 따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전축제대는 중소형 동진·남조 묘장에서도 발견되지만 일부 대형 동진묘는 특제 陶案을 제대로 사용하
였다. 象山 M7은 대형 궁륭정 단실묘로 묘주 신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묘지는 출토되지 않았지만, 보존상
태가 양호하다. 묘 안에서는 퇴적토가 8~15cm에 불과하였으며, 유물이 대부분 원위치에 잘 보존되어 있었
다. 수장품의 분포, 유형을 통해 묘주의 수량, 성별, 관의 위치 및 일부 유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발

등 봉문장 밖 사파묘도 바닥에서 青瓷盘

口壶, 唾壶 등의 유물이 발견된 바 있다. 梅家山东晋毛氏墓에서는 묘도매립토에서 青瓷盖罐 한 점이 출토

되었는데, 관 안에서 청회색, 붉은색의 결정물이 발견되었다. 象山9号墓 王建의 부인 刘媚子의 전각묘지도
29)

역시 묘도매립토에서 출토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묘제와 관련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육조전실

묘 봉문장 앞 묘도 부분을 대부분 제대로 발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당시에 어느 정도 보편성
을 지녔는지는 알 수 없다.
지면상의 묘제는 능(묘)원 안에 있는 향제 건물 및 무덤 앞에서 행해진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향제류
묘지의 건물 유적은 이미 발견된 바 있으나, 다수는 아직 정식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혹은 보존이 양

호하지 못해 구체적인 묘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묘 앞의 제대는 최근 몇 년 동안 安德门 외 南京
警犬研究所 南朝墓에서 발견되었다. 이 묘는 봉토호장 앞 사파묘도 위에 전으로 된 제대를 설치하였는데 방

형의 대면과 계단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서로 길이 2m, 남북으로 폭 2.7m, 중부에는 인자형 전

굴간보에서는 묘실 내 목관 3구가 동서로 배치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중앙에서 铜刀, 玉带钩, 铜弩机 등 남

을 평평하게 깔고 사방에 전을 쌓아 봉했다. 대면 앞쪽에는 3층의 전축 계단이 있으며, 계단의 폭은 0.7m이

铃, 玛瑙, 琥珀, 水晶珠, 釉陶小壶 등 여성의 신분을 대표하는 유물이 눈에 띄어 이 관을 여관으로 설정하였

앞의 묘도 제사와는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특히, 이 묘의 봉토·제대에서 보이는 전방후원의 편면형태는

성의 신분을 나타내는 유물이 발견되어, 이 관은 남성관으로 설정하였다. 좌우 양측에서는 金银钗, 簪, 金

다. 이 전축제대의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상제를 위해 설치된 것이 분명하며, 앞서 소개한 묘내 제사와 묘문

다. 묘실 앞부분에 大陶案이 하나 있는데, 출토 당시에 陶盘, 陶耳杯, 陶砚, 瓷香熏, 瓷唾壶이 하나씩 놓여

일본 고분시대에 흔히 나타나는 전방후원류 고분과 비슷한 점이 있으며, 그 사이의 관계는 좀 더 분석해 볼

26)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제대임이 틀림없다.

南大北园东晋墓가 더욱 전형적이다. 발굴간보에서는 성별의 특

필요가 있다.

징을 나타낼 수 있는 铁刀, 剑, 金饰片, 棺钉 등 부장품의 위치에 따라, 주실 후반부에는 동편이 남성관, 주

실 후반부 서측관이 여성관, 측실은 여성으로 추정하였다. 이 묘에서는 대·중·소 각 2점씩 총 6점의 도안

王志高

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중형도안 1점, 측실도면구 1점, 주실 전반부 소형 도안 2점, 주실 남서각과 동북
각에 대형 도안 1점이 각각 발견되었다. 이들 도안의 출토 시 위치 및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자기 기물이 놓
여 있었는데, 盘, 耳杯, 果盘, 砚, 熏, 唾壶, 盆 등 제대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7)

합장묘이기 때문에

이 6점의 도안은 여러 사람이 차례로 입장한 여러 차례의 묘제와 관련이 있다.

남조시기까지 대중형묘 안에는 방형 석제대를 설치하는 것을 상례로 하였다. 제대는 묘실 전부에 전으
로 관을 쌓기 전에 설치하였다. 합장묘 중 두 묘주는 한 개의 제대를 함께 사용하거나 각각 제대를 설치하였
다. 이런 석제대는 예전에는 발견이 많았으나 여건상 제대로 된 구조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들어 江宁

谷里杨村 M4, 西善桥岱山保障房项目 M3, 灵山北麓大浦塘村 M1 등 남조묘에서 출토된 석제대 및 관련 시

설들이 잘 보존되어 그 형태를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대들은 모두 석회암질로, 대면은 횡장방형, 그

좌우 및 후측에 5개의 홈을 만들었다. 규모가 좀 더 큰 대면에는 홈이 6개 있고, 홈에는 끼워맞출 수 있는
소형의 石屏风이 있다. 제대 아래에 발굽형의 네 발을 부착하였다. 제대 바깥 사각에 반원형 석장좌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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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狮子冲南朝陵园勘探遗迹分布示意图

<그림 5> 萧景墓园发现的以木竹编制的篱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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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上峰张府仓村M4、M5全景

<그림 11> 胡村南朝墓后壁的双塔形结构

<그림 6> 北家边南朝陵园发现的陵门遗迹复原示意图

<그림 12> 狮子冲M1第二重石门门柱上的线刻图案 <그림 13> 江宁上坊孙吴大墓(左)、当涂天子坟吴大墓(右) 前室四角的牛首形石刻

<그림 7> 南朝陵墓神道石刻位置示意图

<그림 8> 梅家山东晋毛氏墓墓坑内的内收台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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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梅家山东晋毛氏墓明沟与暗沟相间挖掘的排水沟

<그림 14> 西善桥宫山南朝墓“竹林七贤和荣启期”大型砖拼壁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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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下坊村东晋墓出土的木棺

<그림 17> 象山M7平剖面图

<그림 20> 南京警犬研究所南朝墓平剖面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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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上坊孙吴大墓后室的石棺座

<그림 18> 灵山大浦塘村M1出土的石祭台台面 <그림 19> 西善桥岱山保障房项目M3出土的石祭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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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中国唐代帝王陵墓及其遗产价值

来为人所熟知，而昭陵六骏历来尤多文人题咏。但唐陵蕃臣石像来源与意义，相关的讨论并不多。我认为，唐陵蕃臣石像
之设置与唐王朝和突厥的文化交往有密切的关系。

汉代以后中国的帝陵通常在神道布置有翁仲和各种神兽，但帝陵设置蕃臣像却是唐太宗昭陵引入的新制度。昭陵园中

置十四蕃君长石像和北司马门置“六骏”开创了唐陵陵园的石象生中置“蕃酋”石像和北神门外设置仗马的先例。

以前大多认为只有昭、乾二陵立有蕃臣石人像。根据对唐陵的调查发现，实际上唐代帝陵大多都立有蕃臣石像。
庙号
1

3

Ⅰ. 序论
2014年，第38届世界遗产大会同意中国与吉尔吉斯斯坦、哈萨克斯坦联合提交的“丝绸之路：长安-天山廊道路网”文化

遗产申请项目入选《世界遗产名录》。至此，中国的世界遗产数量增至47处。丝绸之路是跨国系列文化遗产，属文化线路
类型。它经过的路线长度大约8700公里，包括各类共33处遗迹。其中，中国境内有22处考古遗址、古建筑等遗迹，包括河
南省4处、陕西省7处、甘肃省5处、新疆维吾尔自治区6处。

长途贸易推动大型城镇和城市发展、水利管理系统支撑交通贸易等方面是一个出色的范例；它与张骞出使西域等重大历

17

公元前2世纪至公元16世纪期间，亚欧大陆经济、文化、社会发展之间的交流，尤其是游牧与农耕文明之间的交流；它在

16

史事件直接相关，深刻反映出佛教、摩尼教、拜火教、祆教等宗教和城市规划思想等在古代中国和中亚等地区的传播。

18

想像的墓葬，特别是帝王一类高等级的墓葬，包含了大量的文化信息。深入地阐释这些墓葬的价值，无疑有利于人们更好
地认识丝绸之路世界遗产的价值。

Ⅱ. 本论
唐代是丝绸之路最兴盛的黄金时代。做为帝国的统治者，唐代的君主对于丝绸之路的推动和维护发挥了不可替代的作

用。与唐王朝大致同时代的突厥汗国，曾经是欧亚草原上最强有力的统治者。我愿意选择唐代君主和突厥可汗的陵墓来
观察和释读其中蕴含的理解丝绸之路的重要价值。

唐代二十个皇帝中有十八位葬于陕西，一位葬于河南（昭宗），一位葬于山东（哀帝）。陕西的十八座唐帝陵分布于关中

渭河北乾县、礼泉、泾阳、三原、富平和蒲城六县境内，称“关中十八陵”。唐十八陵中太宗昭陵、高宗乾陵立有蕃臣石像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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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陵

？

丰陵

？

光陵

？

✓

？

庄陵

文宗

14
15

我们注意到，只有个别的墓葬被纳入丝绸之路世界遗产之中。这无疑是很令人遗憾的。作为承载着人们对另一个世界

敬宗

13

✓

景陵

穆宗

12

✓

崇陵

宪宗

11

✓

建陵

顺宗

10

✓

泰陵

德宗

9

✓

桥陵

代宗

8

×

定陵

肃宗

7

丝绸之路是东西方之间融合、交流和对话之路，近两千年以来为人类的共同繁荣做出了重要的贡献。丝绸之路见证了

乾陵

玄宗

6

✓

高宗、武后
睿宗

5

昭陵

献陵

中宗

4

蕃臣像

高祖

太宗

2

陵

武宗

✓

章陵

？

贞陵

？

端陵

宣宗

懿宗

？

简陵

僖宗

✓

靖陵

？

是唐陵蕃酋石像一般在神道石刻最北部。虽然后来的唐陵承袭了昭陵立蕃臣像的制度，但位置却有所变化。即将蕃臣

像从北司马门外改移至朱雀门外神道北侧，变成传统翁仲、神兽序列中的一部分。虽然中宗定陵、睿宗桥陵、肃宗建陵、
德宗崇陵、敬宗庄陵等处蕃臣石像的朝向不明，但它们既象翁仲一样列于神道北端，朝向也是东西向。
位置

朝向

61

朱雀门阙北，神道两侧

东、西

睿宗桥陵

？

？

？

玄宗泰陵

1

南神门外西列

8

南、东南、神道石刻北侧

太宗昭陵
高宗乾陵
中宗定陵
肃宗建陵

现存数目
14
2

？

德宗崇陵

？

懿宗简陵

2

敬宗庄陵

北司马门

乳台二阙遗址以北
？

朱雀门外

神道北侧

？
？
？
东
？

？
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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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种流传较久的看法认为乾陵石人是来助唐高宗葬礼的蕃臣。我们认为，唐陵设蕃臣像既然始自太宗昭陵，而为后代

所沿用，因此要正确解释乾陵石人的意义，还应该从源头昭陵入手。昭陵设蕃臣像的初衷《唐会要》说得非常清楚。
《唐会
要》卷二○《陵议》 “上（案指唐高宗）欲阐扬先帝徽烈。乃令匠人琢石。写诸蕃君长。贞观中擒伏归化者形状。而刻其官
名。” 乾陵石人的含义也当同此。至于后来诸帝陵立蕃臣像，很大程度上可能只是形制上的沿袭，而丧失了原本的意义。
1)

立擒服归化者石像于墓前正是突厥的习俗。这种习俗虽然可以上溯至米努辛斯克盆地金石并用时代的奥库涅夫文化，

但六至八世纪间北方草原唯有突厥流行这种作法，唐陵开始立蕃臣像则要晚得多。因此，从无论从历史背景、时间先后，
还是从立意上，都可以比较肯定地认为唐陵立蕃臣石像是师法于突厥的杀人石传统。

在死者墓前立杀人石（balbal）以表示其生前战功，这是突厥墓葬习俗显著的特点。突厥墓前石人从性质而言有两

类，一类为代表死者本身偶像，这一类往往雕琢相对细致；另一类为代表死者擒杀的对象，通常只是简单立石。后者正是
唐陵所要仿效的。

Ⅲ. 结论
根据我的观察，唐代君主的帝陵和突厥可汗的汗陵之间，存在极为有趣的相互学习借鉴关系。这一方面深刻影响了唐

以后中国历代王朝陵墓的格局，另一方面也改变了突厥汗陵的理念和布局，并持续到了蒙元时代。不仅如此，我同样注意
到吐蕃、高句丽的王陵同样参与到这一互动过程之中。

这是不同族群、不同文化、不同生业模式之间文化交流中极为重要的内容，对理解农耕和游牧文明之间文化观念的交

流和融合是非常有价值的，也彰显了丝绸之路是文化对话之路的真正内涵。这种互动过程，让我们看到丝绸之路遗产价
值中隐性而又深刻的一面。

第二突厥汗国陵园受唐陵布局的影响，列置石人于神道两侧。这可以视为突厥陵园汉化的一个方面。除此之外，还可

以从很多地方看到突厥陵园汉化的因素。事实上，突厥陵园的汉化过程早在第一汗国时期就已经开始了。

陈凌

在布古特碑、泥利可汗石人、毗伽可汗碑、阙特勤碑、暾欲谷碑等几处碑铭之前都发现有板瓦、筒瓦残片，以及立柱痕

迹。这些迹象表明，这几处都设有碑亭一类建筑以遮护碑铭（石人）。这种作法显然源于中原。

第一突厥汗国陵园目前尚未发现中部有献殿的现象。从文献记载来看，第一汗国时期应该也有献殿。从佗钵可汗陵采

用汉式的龟趺石碑来看，建献殿是有可能的。在佗钵可汗陵园中部石围墓周围曾经发现过零星瓦片，也许与献殿有关。第

1) 《唐会要》，中华书局，1990年，上册，395页。

二突厥汗国时期大型陵墓中立献殿是普遍现象，普通墓葬中则没有这类建筑。

不论是中国的文献，还是突厥的碑铭，都明确说明中原的工匠参与了突厥第二汗国陵园的规划和建设。
《阙特勤碑》北

13行：“汉人可汗的皇姨弟张将军，则来建造陵墓，处理雕刻、绘画事宜，以及置备铭文石碑。” 东北面“阙特勤于羊年的
十七日去世。我们在九月二十七日举行他的葬礼。其陵墓、雕刻、绘画和碑铭峻工于猴年七月二十七日。”《毗伽可汗碑》

北14行“此后，我遣人从汉人可汗那里召来许多画师和雕匠。汉人可汗并未拒绝我的要求，派来了宫廷画师。我令他们建造
了一座非凡的陵墓，在（陵墓的）内外都装饰了精妙的绘画。”《阙利啜碑》东12行“(并让人为他）画了像，立了碑。” 以上

这些都可以和《隋书》的记载相补充印证。毗伽可汗陵发现的狩猎纹瓦、阙特勤献殿内夫妇坐像、暾欲谷献殿遗址中出土
的泥塑等等，也从一定程度上证实了文献和碑铭的记载。

早期突厥墓葬石刻只有石人和杀人石两种，自第一汗国佗钵可汗陵园开始引入汉式的石碑和龟趺。突厥大型贵族陵园

石碑都驼以龟趺。除布古特碑碑额为狼哺男童图像外，其余均为汉式盘螭纹。到第二汗国，突厥大型贵族墓又进一步引
入中原的翁仲、石羊等石象生。

突厥大型陵墓模仿中原建献殿以后，代表墓主的石人的位置也就相应地移入献殿中。阙特勤墓献殿中出土阙特勤及

其妻子的头像证实了这种变化。

第二汗国大陵贵族陵墓另外一个重要的改变是，在陵墓入至献殿之间的神道南北两侧列立石人。这些石人显然不是

墓主，而是翁仲。石翁仲的样式，除了胸前持容器（杯、罐、钵、瓶等）这种传统的突厥式的石人外，还新增了持杖或拄刀

的样式。在阙特勤陵园发现过一件石人，手持短杖于胸前。 持长杖的突厥人形象还见于片治肯特壁画中。石人有立式、
坐式两种，错杂排列，且看不出明确的规则，呈现出一种混杂的状态，还远没有达到象唐陵那么规整和成系统。突厥、汉

式两种石人相错杂，反映了其统治者整合突厥与汉两种不同文化因素的努力；而序列的不规整，又表明这一整合过程尚处
在不成熟的初步阶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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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 시대의 제릉과
그 유산 가치

아 초원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통치자’였다. 필자는 당의 군주와 돌궐 칸(khan)의 능묘(陵墓)를 선택
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실크로드의 중요한 가치를 고찰하고 고증 해석하려 한다.
당(唐) 황제 20명 중 18명은 섬서성에 묻혀 있고, 1명(소종, 昭宗)은 하남성에 다른 1명(애제, 哀帝)은
산동성에 묻혀 있다. 섬서성의 ‘18좌 당 제릉(唐帝陵)’은 섬서성 관중(關中)지역 웨이허 강(渭河) 북건현(北
乾縣), 예천(禮泉), 경양(涇陽), 삼원(三原), 부평(富平), 포성(蒲城)의 6개 현에 분포하고 있어 이를 ‘관중
18릉’이라 부른다.
1)

당 18릉 중 태종 소릉(太宗昭陵)과 고종 건릉(高宗乾陵)에는 왕실을 호위하는 신하인 번신(藩臣) 의 석
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는 많은 사람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다. 이에 예로부터 많은 문인이 소릉의 여섯 마
리 준마를 뜻하는 ‘소릉 육마(昭陵六駿)’를 시로 지어 노래하기도 했다.
반면 당 왕릉 번신(藩臣) 석상의 출처와 의의에 관한 토론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필자는 당 왕릉 번신(藩
臣) 석상의 설치가 당 왕조와 돌궐 사이의 문화 교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Ⅰ. 서론

한나라 이후 중국 황제릉은 대체로 신도(神道) 위에 능묘를 지키는 무인석 옹중(翁仲)과 각종 신수(神
獸)들을 배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사실 제릉에 설치하는 변방 제후국의 신하를 뜻하는 번신상(藩臣
像)은 이미 당 태종 소릉에 도입한 제도이다.

2014년, 제38회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중국과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이 공동으로 제출한 ‘실크

소릉원(昭陵園) 안에 놓여있는 14번 군장 석상(十四蕃君长石像)과 북사마문(北司馬門)에 설치된 육마
2)

로드: 장안-톈산 회랑 도로망’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4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六駿)가 당 능원(陵園)에 쌍으로 열 지어 세우는 번추(蕃酋) 석상과 북신문(北神門) 밖에 설치하는 장마(仗

되었다. 실크로드는 초국가연속유산으로 경로유산에 속한다. 그 길이는 약 8700km에 이르며, 총 33곳의

馬) 의 선례를 열었다.

다양한 유적이 포함되어 있다. 그중 중국에 22곳의 고고학, 고건축 등의 유적이 위치해 있는데, 하남성(河
南省) 4곳, 섬서성(陝西省) 7곳, 감숙성(甘肅省) 5곳, 신장 위구르 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에 6곳이 있다.
실크로드는 동서양이 융합하고 교류하는 소통의 길로, 약 2000년 동안 인류의 번영을 위하여 지대한

3)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릉과 건릉에만 번신 석인상(石人像)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당릉(唐陵)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대부분의 당 황제릉에 번신 석상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헌을 해왔다. 기원전 2세기부터 16세기에 있었던 유라시아 경제·문화·사회 발전의 교류 그 중에서도
묘호(廟號, 임금의 시호)

능(陵)

번신상(蕃臣像)

고조 (高祖)

헌릉 (獻陵)

×

2

태종 (太宗)

소릉 (昭陵)

3

고종, 측천무후(高宗, 則天武后)

건릉 (乾陵)

4

중종 (中宗)

정릉 (定陵)

필자는 일부 고분만이 실크로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5

예종 (睿宗)

교릉 (橋陵)

아닐 수 없다. 사후에 대한 인간의 상상이 담겨 있는 고분, 특히 제왕과 같은 높은 신분의 사람이 묻혀있는

6

현종 (玄宗)

태릉 (泰陵)

고분 안에는 다량의 문화적 정보가 담겨 있다. 이러한 고분들의 가치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는 일은 일반인

7

숙종 (肅宗)

건릉 (建陵)

8

대종 (代宗)

원릉 (元陵)

9

덕종 (德宗)

숭릉 (崇陵)

10

순종 (順宗)

풍릉 (豊陵)

？

11

헌종 (憲宗)

경릉 (景陵)

？

12

목종 (穆宗)

광릉 (光陵)

？

13

경종 (敬宗)

장릉 (莊陵)

14

문종 (文宗)

장릉 (章陵)

？

15

무종 (武宗)

단릉 (端陵)

？

16

선종 (宣宗)

정릉 (貞陵)

？

실크로드가 가장 번성했던 황금기는 바로 당대(唐代)이다. 제국의 통치자로서 당의 군주는 실크로드를

17

의종 (懿宗)

간릉 (簡陵)

추진하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당 왕조와 거의 동시대에 있었던 돌궐 칸국은 일찍이 유라시

18

희종 (僖宗)

정릉 (靖陵)

특히 유목문명과 농경문명 간의 교류가 이를 잘 증명해준다. 장거리 무역으로 발전한 소도시와 도시, 수리
관리 시스템이 뒷받침한 운송 무역 등도 좋은 예다. 실크로드는 장건(張騫)의 서역 원정 등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다. 불교, 마니교, 배화교, 조로아스터교와 같은 종교와 도시계획 구상 등이 고대 중
국과 중앙아시아 등지에 전파된 사실 또한 이를 반영한다.

들이 실크로드 세계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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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릉(唐陵) 소수민족 우두머리 석상(蕃酋)은 일반적으로 신도(神道) 석각(石刻)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다. 후대 당릉은 소릉에 번신상(蕃臣像)을 세우는 제도를 이어가지만 위치는 조금 달라진다. 즉 번신상은 북
사마문 밖에서 주작문(硃雀門) 밖에 있는 신도(神道) 북측으로 이동하고, 옹중(翁仲)과 신수(神獸) 계열의

일부가 된다. 비록 중종 정릉, 예종 교릉, 숙종 건릉, 덕종 숭릉, 경종 장릉 등지의 번신 석상 방향이 명확하

나는 죽은 자가 생전에 죽인 대상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통 간단하게 돌만 세운다. 후자가 바로 당릉에서 모
방한 형태이다.

돌궐 제2 칸국 능원(陵園)은 당릉(唐陵) 구조의 영향을 받아, 석인(石人)이 신도(神道) 양측에 배치되어
있다. 이는 돌궐 능원이 한족(漢)에 동화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 외 여러 부분에서도 돌궐 능원의 한족

지는 않지만, 번신상은 옹중과 마찬가지로 신도(神道) 북단에 동서향 방향으로 나열된다.

동화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사실, 돌궐 능원의 동화 과정은 돌궐 제1 칸국시기부터 시작되었다.
부그트 비(碑), 닐리 카간 석인(石人), 빌개 카간 비(碑), 퀼테긴 비(碑), 톤유쿠크 비(碑) 등 여러 비문

현존 수량

위 치

방 향

태종 소릉(太宗 昭陵)

14

북사마문(北司馬門)

？

고종 건릉(高宗 乾陵)

61

주작문(硃雀門) 궐 북, 신도(神道) 양측

동, 서

중종 정릉(中宗 定陵)

2

유대(乳台, 제왕의 선릉 의장물) 이 궐 유적의 북쪽

？

예종 교릉(睿宗 橋陵)

？

？

？

숙종 건릉(肅宗 建陵)

？

？

？

현종 태릉(玄宗 泰陵)

1

남신문(南神門) 밖 서쪽 열

동

덕종 숭릉(德宗 崇陵)

？

주작문(硃雀門) 밖

？

경종 장릉(敬宗 莊陵)

8

남, 동남, 신도(神道) 석각 북측

？

이 역시 신전과 관련 있을 것이다. 돌궐 제2 칸국시기에는 대형 능묘(陵墓) 중앙에 신전을 세우는 것이 보편

의종 간릉(懿宗 簡陵)

2

신도(神道) 북측

서

적인 현상인데, 일반 고분에는 이러한 신전 건축물이 없다.

앞에서 평기와, 와당(瓦當) 조각, 기둥 흔적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흔적들은 비문을 보호하는 비각(碑閣)과
같은 건축물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러한 방식은 중국 중원(中原)지역에서 비롯된다.
돌궐 제1 칸국능원은 현재까지도 중앙에 위치한 신전(獻殿, 제사를 지내는 건축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문헌기록으로 볼 때, 제1칸국 시기에 신전은 응당 있어야 한다. 타스파르 카간 능(陵)에는 한나라(漢) 방식
을 사용해 만든 거북 모양의 받침돌(龜趺石碑)이 있는데, 이로 살펴보아도 당시 신전을 짓는 건 가능했다.
또 타스파르 카간능원(陵園) 중앙에 세워져 있는 돌로 둘러싼 무덤 주변에서 소량의 기와 조각이 발견됐다.

중국의 문헌기록과 돌궐의 비문(碑銘)은 모두 중국 중원의 장인들이 돌궐 제2 칸국능원(陵園)의 설계와
5)

건릉 석인(乾陵石人)을 당 고종의 장례를 돕는 번신(蕃臣)으로 바라보는 것이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

건설 작업에 참여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퀼테긴 비(碑) 북쪽 면 13행 에는 “한(漢) 황제의 외삼촌인 장장

는 견해다. 필자는 당릉에 번신상(蕃臣象)을 설치하는 것이 태종 소릉에서 시작되기는 했지만, 후대에도 계

군(張將軍)이 능묘를 건축한다. 돌에 글을 새기고 그림을 그려 비석의 비문을 갖춘다.”라는 내용이 있고 동

속 그 방법을 사용해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건릉 석인의 의의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 우리는 그 원형인

북쪽 면 에는 “퀼테긴이 양의 해 17일에 서거하였다. 우리는 9월 27일에 그의 장례를 치렀다. 능묘, 조각,

소릉부터 살펴봐야 한다.

회화와 비문은 원숭이 해 7월 27일에 완공되었다.”라는 내용이 있다.
4)

소릉에 번신 석상을 설치한 취지는 『당회요(唐會要)』 에 상세히 풀이되어 있다. 『당회요』 권 20 『능의(陵

6)

7)

빌개 카간 비(碑) 북쪽 면 14행 에는 “그 후, 내가 사람을 보내 한 황제에게 많은 화공과 조각가를 보내

议) 』편에 “당 고종(唐高宗)은 선대 황제의 훌륭한 공덕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장인에게 돌을 다듬게 하고,

달라고 하였다. 한 황제는 내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궁중 화공을 보내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훌륭한 능묘

여러 소수민족 군장에 대해 적게 하였다. 정관(貞觀) 중기에 투항하여 귀화한 자들의 형상과 그 관직명을 새

(陵墓)를 만들어 능묘 안팎에 정교한 그림으로 장식하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다. 퀼리초르 비(碑) 동쪽

긴다.”라고 적혀 있다. 건릉 석인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도 바로 이와 같다. 후대 여러 제릉(帝陵)에 계속 번

면 12행 에 “사람을 시켜 그에게 바치는 초상화도 그리고 비석도 만들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다.

신상(蕃臣象)이 세워지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형식적인 제도적 관습에 그쳤을 뿐, 본래 갖고 있던 취지는 사
라졌을 것이다.
투항한 귀화자의 석상을 무덤 앞에 세우는 것은 돌궐의 풍습이다. 이 풍습은 미누신스크 분지 금석병용

8)

위와 같은 내용들은 『수서(隋書)』의 기록에서도 실증된다. 빌개 카간 능에서 발견한 수렵문(狩獵紋) 기
와, 퀼테긴 신전(獻殿) 내 부부 좌상, 톤유쿠크 신전 유적에서 출토된 점토인형 등등. 이것들은 모두 문헌과
비문의 기록을 부분적으로 실증하고 있다.

시대의 오쿠네보 문화(Okunevo culture, 남시베리아 청동기문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6~8세기

초기 돌궐 고분의 석각(石刻)은 석인(石人)과 줄돌(殺人石) 두 종류뿐이다. 돌궐 제1 칸국 타스파르 카

사이에 북방 초원에서 유일하게 돌궐에서만 이 방법이 유행했다. 당릉에 번신 석상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간 능원부터 한(漢) 방식의 비석과 거북 받침돌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돌궐 귀족 대형 능원의 비석은 모두

이보다 훨씬 늦다. 그러므로 역사적 배경과 시간의 전후 그리고 구상의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당릉에 세운

등이 휘어있는 거북 받침돌이다. 부그트 비(碑) 머리 부분(碑額, 비액)에는 늑대가 어린 남자아이를 젖먹이

번신 석상은 돌궐의 줄돌(殺人石, balbal) 전통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는 그림이 있는데, 그 외의 것은 모두 한나라 방식의 뿔 없는 용 무늬이다.

죽은 자의 무덤 앞에 생전에 죽인 적장의 수만큼 돌을 줄지어 세우는 줄돌(balbal)로써 무덤 주인의 공

제2 칸국에 들어서자 돌궐 대형 귀족묘는 한발 더 나아가 중원지역의 옹중(翁仲)과 석양(石羊) 등 석상

적을 표시하였는데, 이는 돌궐 고분문화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돌궐 무덤 앞에 있는 석인은 두

생(石像生)을 도입한다. 돌궐 대형 능묘들이 중원에서 건축하는 신전을 모방한 후부터 무덤의 주인을 상징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죽은 자를 대표하는 우상(偶像)의 형태로 상당히 정교하게 조각하는 것이다. 다른 하

하는 석인(石人)의 위치도 신전 가운데로 옮겨진다. 퀼테긴 묘 신전에서 출토된 퀼테긴과 그 아내의 두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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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를 증명해주었다.
제2 칸국 대형 귀족능묘에서 두 번째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바로 능묘와 신전 사이의 신도(神道)
남북 양측에 석인(石人)을 줄지어 세우는 것이다. 이 석인은 무덤 주인을 본뜬 것이 아닌 무덤을 지키는 옹
중(翁仲)으로 되어있다. 옹중석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가슴에 잔, 단지, 사발, 병 등 용기(用器)를 들고 있
는 전통 돌궐식 석인(石人) 양식과, 지팡이나 칼을 짚고 있는 추가된 양식이 있다. 퀼테긴 능묘에서 발견된
석인은 짧은 지팡이를 가슴팍에 들고 있었다. 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돌궐인 형상도 판지켄트 벽화에서 볼
수 있다.
석인은 입식과 좌식 두 종류가 있는데 순서 없이 배열되며 명확한 규칙이 없어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또한 당릉(唐陵)처럼 아주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인 것과도 거리가 멀다. 돌궐식, 한나라 방식 두 종류의 석인

1) 역자주, 번신(藩臣): 봉지를 하사 받은 제후국의 왕친 혹은 군왕
2) 역자주, 번추(蕃酋): 소수민족의 우두머리를 뜻함
3) 역자주, 장마(仗馬): 국가의 행사나 의식에 쓰기 위하여 만든 말 모양의 물건
4) 『당회요』，중화(中華)서고，1990년，상(上)권，395쪽.

5) 퀼테긴 비(碑) 북쪽면 13행 “漢人可汗的皇姨弟張將軍，則來建造陵墓，處理彫刻、繪畫事宜，以及置備銘文石碑。”

6) 퀼테긴 비(碑) 동북쪽 면, “闕特勤於羊年的十七日去世。 我們在九月二十七日舉行他的葬禮。其陵墓、彫刻、繪畫和碑銘峻工於猴年七月二十七日。”

7) 빌개카간 비(碑) 북쪽 면 14행, “此後，我遣人從漢人可汗那浬召來許多畫師和彫匠。 漢人可汗並未拒絕我的要求，派來了宮廷畫師。我令他們建
造了一座非凡的陵墓，在（陵墓的）內外都裝飾了精妙的繪畫。”

8) 퀼리초르 비(碑) 동쪽 면 12행，“（並讓人為他）畫了像，立了碑。”

이 한데 섞여있는 것은 통치자가 돌궐과 한(漢)의 상이한 문화적 요소를 통합하려 했던 노력을 반영하는 것
이다. 질서정연하지 않은 배열은 또한 이러한 통합 과정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Ⅲ. 결론

필자가 고찰한 바에 따르면, 당 군주의 제릉과 돌궐 카간의 능(陵) 사이에는 ‘상대를 거울로 삼아 서로
배우는’ 매우 흥미로운 관계가 존재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당 이후의 중국 고대 왕조 능묘 방식에 깊은 영향
을 주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돌궐 칸릉의 관념과 구도를 바꾸어 그 영향력이 몽고족이 통치한 원나라 시
대까지 지속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필자는 토번(吐蕃)과 고구려 왕릉도 이러한 상호작용의 과정 안에 있
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계는 상이한 민족, 문화, 생산방식을 보이는 문화 교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농경
문명과 유목문명의 문화를 이해하며 교류하고 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실크로드가
문화 소통의 길이라는 진정한 의미도 잘 드러낸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실크로드에 내재
되어 있는 유산적 가치와 심도있는 의미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陈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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倭と加耶の古墳文化

第1段階）では、墳丘墓の規模に大きな格差はなかったが、第2段階になると、他よりは一際大きなもの（墳長20メートル

以上）が出現しはじめた。言いかえれば、農耕を営む均質的な集団（共同体）のなかに特定の有力者（首長）が出現してき

たのである。そして、それとともに墳丘墓の階層差や地域差が目立ちはじめ、第3段階には、その傾向が一層顕著になって
いった。

首長の墓として、台状墓が発達していた日本海側の、山陰では四隅突出型方形台状墓（図1－1、方形台状墓の四隅が

突出した墳丘墓）が、近畿北部では方形台状墓（図1－2）が、北陸では四隅突出型方形 · 方形 · 円形の台状墓や周溝墓
(各要素が複合する）が造られた。一方、周溝墓が発達していた太平洋側の、畿内から近江 · 東海では方形周溝墓の系譜を

引く前方後方形の周溝墓（一部台状墓）が、畿内では円形周溝墓の系譜を引く前方後円形の周溝墓（一部台状墓）が造ら
れ、ともに東西に広がっていった。少数ではあるが、瀬戸内中央部では円丘の左右に突出部がつく双方中円形の台状墓も
造られた（図1－3）。

言いかえれば、西日本の各地域に出現してきた首長たちは、地域ごとに政治的なまとまりを形成しはじめ、それに応じ

て、他地域とは異なる自らの墳丘墓様式を作りだし、共有す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

1)

今から千数百年ほど前、日本列島には「倭」、朝鮮半島南部には「伽耶」と呼ばれる社会があった。ともに水稲農耕

を基本とする社会で、地域では最初の国家的まとまりを形成しはじめた段階にあった。
「古墳」と呼ばれる、墳丘をもつ

墓（墳丘墓）は、そうした社会状況のなかで数多く築かれ、時代を代表する遺跡となった。この時代を日本では「古墳時
代」、韓国では「三国時代」と呼んでいる。

ここでは、倭の古墳文化の展開を概観しつつ、おもに古墳時代中期（4世紀後葉～5世紀前葉）を中心に、の加耶の古墳

文化と比較し、その関係について検討する。

Ⅰ. 倭における古墳時代の始まり
1. 弥生墳丘墓の展開
倭における墳丘墓の出現は、古墳時代に先立つ、列島最初の水稲農耕社会である弥生時代に遡る。日本考古学では、

それらを「弥生墳丘墓」と総称し、古墳時代の墳丘墓である「古墳」と区別している。弥生墳丘墓の源流は朝鮮半島にある
と推測されているが、故地はいまだ十分明らかでない。

弥生墳丘墓は形態や発達する時期や地域などによって差がある。そこで、後の古墳文化の中心となった近畿地方（中央

部を「畿内」と呼ぶ）を中心とした地域を取りあげると、中央部の平地では、まわりに溝を掘って区画した「周溝墓」が、北
部の丘陵上では、まわりを削って区画した「台状墓」が発達した。いずれも平面形には方形と円形のものがあったが、方形
のものが大半を占めた。

この弥生墳丘墓の発達過程を、墳丘規模の大型化や墳形の変化を指標に検討すると、以下のように整理できる。
第1段階

弥生前期～中期中葉（前5、6世紀～前2世紀頃）

第3段階

弥生後期後半～終末期（2世紀～3世紀前葉）

第2段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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弥生中期後葉～後期前半（前1世紀～後1世紀）

가야고분군 Ⅵ

そのなかで、特定の地域を越えて広がったのが前方後方形と前方後円形の墳丘墓であった。図2は方形周溝墓や円形

周溝墓から前方後方形周溝墓や前方後円形周溝墓への型式的変化の模式図であるが、近年の発掘調査で畿内でもこの

変遷過程を支持する遺構が発見された。両者ともに、周溝墓の溝を渡る通路としての陸橋部が、埋葬にともなう儀礼の場と
して発達し、長大化して前方部となったことを示すものと考えられる[都出1979]。前方後円形の墳丘も、前方後方形の墳丘
も、列島における弥生墳丘墓の伝統の上に生みだされた日本独特の形なのである。

２. 前方後円墳の創出と古墳の秩序の形成
以上のような前史を踏まえ誕生したのが奈良県箸墓古墳である（図7左側最上の墳丘）。この古墳には前方後円形の墳

丘、周濠、葺石、埴輪の祖型となった特殊な墳墓儀礼用土器（壺や器台）など、弥生時代の各地の墳丘墓に備わっていた

諸要素が採用されていることから、この古墳では、それらを統合し止揚するかたちで新たな古墳様式が創出されたと考えら
れる。そして、その様式は変化しながらも前方後円墳の終焉（古墳時代の終わり）まで継承されていった。

また、この古墳は墳丘が280ｍ余りと巨大であることも大きな特徴で（弥生墳丘墓は大きくても40～100ｍ余り）、各時

期最大の古墳を当時の最高権力者、すなわち大王の古墳と位置づければ、箸墓古墳以降、約350年間にわたり、一時的な
衰退期（中期と後期の過渡期）を除けば、大王墳は一貫して200ｍ以上の巨大な前方後円墳であることが定式化した。

その後、各地では首長墳としての古墳が数多く築かれたが、大王墳はその規範となったもので、各地の前方後円墳、前

方後方墳、円墳、方墳（古墳の基本4形態）は、共通の様式のもとに、墳丘の形と規模をおもな基準に、一定の階層的秩序

をもって築かれることになった。この古墳の秩序を成りたたせていた政治勢力が、日本考古学でいう「ヤマト王権」であり、
古墳の形と規模は王権内における被葬者の政治的身分を表していたと考えている。

したがって、箸墓古墳は大王の出現と、大王を頂点とした首長層の政治的連合体制（首長連合体制）をとるヤマト王権

の出現を端的に示すものにほかならず、ここに前方後円墳の時代[近藤1983]である「古墳時代」が始まった。古墳も墳丘
墓の一種であるが、弥生墳丘墓と呼びわけているのはそのためである。

古墳時代の存続期間は3世紀中葉から6世紀後葉（ないしは7世紀初頭）で、広がりは九州地方南部の鹿児島県から東

北地方南部の岩手県に及んだ（図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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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古墳の変遷
１. 副葬品の変遷
では、倭の古墳文化はどのように変遷していったのであろうか。

まず、副葬品であるが、そのおもな内容と変遷の過程は図4のようである。ここでは、古墳の埋葬施設それぞれの副葬品

を一括遺物と捉え、副葬品の組合せを基本に、各遺物の型式的変遷を加味しつつ、図を作成した。その結果、現状では全
体を11期に区分し、後述のような理由から、全体を前期・中期・後期の3時期として捉えるのが適切と判断した。

大きくは、前期的様式のものが、若干の変質をとげつつ、6期まで存続したが、7 · 8期には各要素が大きく変化し中期

的様式を形作るようになり、そのなかから定着し在地化（倭風化）したものが中心となって後期的様式を形成したと捉える
ことができる。

前期的様式のものとしては、銅鏡、玉類（ヒスイ製勾玉・碧玉製管玉など）、碧玉 · 緑色凝灰岩製腕輪形石製品（鍬形

石 · 車輪石 · 石釧）、素環頭鉄刀、銅鏃、筒形銅器、巴形銅器などがある。中期に固有の遺物は極めて少ないが、4期に出

現し中期に盛行する滑石製模造品や、6、7期に出現し9期まで存続する三角板や横矧板の短甲、眉庇付冑、木芯鉄板張輪
鐙、帯金具、古式須恵器など（一部5期に遡るものあり）は中期的なものと言える。そして後期的なものとしては、倭風化し量
産された馬具、甲冑、装飾大刀、須恵器などをあげることができる。

２. 墳丘と埋葬施設の変化
① 墳丘 － こうした副葬品の変化に対応して、大型前方後円墳の墳形は、ごく初期のバチ形のものを除き、前期には後

円部に比して低くて幅狭かった前方部が、徐々に大きくなり、中期末以降には幅も高さも後円部をしのぐ大きさのものに変

化した（図4左端墳形参照）。特に中期前葉の5 · 6期には墳丘とその付属施設などが整備され、3段築成の墳丘、
くびれ部
の造出、盾形周濠（2、3重あり）、墳丘表面の完備した葺石と埴輪という古墳様式の一つの完成形（中期的様式）を生みだ
した（図5）。

② 埋葬施設 － 埋葬施設では、前 · 中期の1～8期には、竪穴式石槨や粘土槨といった「槨」
（棺を保護する施設）が

発達し、内部に刳抜式の割竹形や舟形の木棺 · 石棺、組合式の箱形木棺・石棺、長持形石棺などが納められた（図6）。

その後、
「室」
（独自の空間である玄室とそこにいたる通路である羨道をもつ施設）である横穴式石室が、九州では中期

初頭の5期に最初のものが造りだされたが、例外的なものを除き、中期の間は、分布は九州の範囲に留まった。一方、畿内で
は別系統の石室が、九州に遅れて、中期後葉～後期前葉の8 · 9期になって造りだされた。そして、後期中 · 後葉の10・11
期になると、は両者の系統の石室や、その融合・変質した石室が全国で盛んに造られるようになった。

地域差が大きいが、大づかみに言えば、九州的石室は平面が正方形に近く、ドーム天井で、密封型の棺を用いず（遺体を置

く床である屍床などが発達）、門構造があって板石閉塞するのが特徴で、畿内的石室は平面が長方形で、平天井、密封型の棺
（家形石棺や釘付式木棺など）を用い、門構造がなく、羨道部に石や土を積んで閉塞するのが特徴である（図6参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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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古墳の築造動向の５段階と６画期
以上の編年観に基づいて、各地で古墳がいつ（時期）、どこで（墓域）、どのような形と規模でもって造られたかといった古

墳の築造の動向を検討すると、表１のように５段階 · ６画期（出現と消滅を画期に加えている）として把握することができる。

まず前期前半の第１段階には、西日本各地で前方後円墳や前方後方墳などが造りだされたが、その数は多くなかった。

しかし、前期後半の第２段階になると、前方後円墳、前方後方墳、円墳、方墳が急増し、分布も九州地方南部から東北地
方南部にまで広がった。

ところが、それらの古墳群で、前期と中期の境である第3の画期を経て、順調に古墳を造りつづけた古墳群は少なく、多

くの古墳群は消滅したり、墓域を移動させたりした。しかも中期では前方後円墳を造る古墳は限られ、前方後円墳を造っ

たのは大王をはじめとする畿内の有力首長と、それにつながる各地の有力首長にほとんど限られた。他の多くの中小首長は

帆立貝形墳や円墳、方墳を造ったのである。また、弥生時代からの伝統を引く前方後方形の墳丘は前期のみで基本的に造
られなくなった。

中期の古墳の組合せ（体制）はしばらく続いたが、中期から後期への過渡期である第4の画期には組合せはさらに大き

く変化した。中期の大型古墳群やそれと連なっていた多くの中小古墳群はほとんどが衰退・消滅した。一方、別の墓域では

新たに中小前方後円墳の築造が始まり、それとともに、前 · 中期には方形周溝墓や方形台状墓を造ってきた階層（有力家
長層と推定）の墓が一斉に円墳化し、小型円墳群である群集墳を造りはじめた。

なお、この段階の群集墳の埋葬施設は木棺直葬などが中心で（古式群集墳）、後の横穴式石室をもつ群集墳（新式群

集墳）と区別される。

ただ、後述のように後期前葉（9期）の政治体制は不安定だったようで、新たな組合せで古墳の秩序が安定してくるのは

後期中葉（10期）になってからのことである。この時期から後期後葉（11期）にかけて、定型化した横穴式石室をもつ新式
群集墳が盛んに造られ、一方では段階的に首長墳としての前方後円墳は消滅し円墳になっていく。そして、後期末でもって
前方後円墳はほぼ完全に造られなくなった。

４. 古墳の築造動向と大王墳の墓域の移動
こうした古墳の築造動向は大王墳の墓域の移動と密接に関係していた（図7 · 8）。

大王墳の墓域は、前期前半の第1段階には、箸墓古墳を含めて、奈良盆地南東部のオオヤマト古墳群にあったが、前期

後半の第2段階には奈良盆地北部の佐紀古墳群へと移り、中期の第3段階には大阪平野南部の百舌鳥 · 古市古墳群へと
移動する。

その後、しばらく大王墳は両古墳群の間を行き来していたが、百舌鳥古墳群は中期後葉でもって巨大前方後円墳の築

造を停止する。また古市古墳群も後期初頭で巨大前方後円墳の築造を終え、その後しばらくは大王墳として全長120ｍほど

の縮小化した前方後円墳を造りつづけた。大王墳が再び巨大前方後円墳として復活してくるのは後期中葉後半のことで、

場所も大阪府北部の淀川北岸でのことであった。しかも、大王墳は巨大ではあったものの単独のものとなり、つぎの代には
奈良盆地南部や大阪平野南東部を移動して、後期後葉には前方後円墳としての大王墳は姿を消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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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首長連合体制の展開と変質
古墳は形と規模をおもな基準に序列的で階層的な秩序を維持しつつ造られるのが原則であった。先に指摘した段階と

画期は、その秩序が乱れ新たな秩序が形成されていく過程を端的に示している。そこで、その変化に王権の変遷を読みとる
と、以下のように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

古墳時代前期前半の第1段階は、列島各地で在地支配を行っていた首長たちが、大王を中心に政治的につながって、ヤ

Ⅳ. 百舌鳥 · 古市古墳群と伽耶の古墳文化
１. 伽耶は富や価値の源泉
倭の古墳文化は、時期により強弱はあっても、一貫して中国や朝鮮半島の文化の影響を受けつづけてきた。

古墳の副葬品をみると、前期では、中国からもたらされた銅鏡などが目立つが、半島製か倭製かの認定は容易ではな

マト王権を成立させた最初の段階である。王権は、奈良盆地の水を集め大阪湾の河内潟へと流れこんでいた大和川流域を

いもの、刀剣類や鉄斧など鉄製品を中心に半島製のものも多く含まれている可能性が高い。なぜなら、当時の倭の社会で

が、オオヤマト古墳群はその王宮の東側の丘陵斜面に展開していた。

たからである。倭の古墳時代前期後葉～中期前葉にみられる緑色凝灰岩製鏃形石製品、銅鏃、筒形銅器、巴形銅器、土

最初の勢力基盤とし、政治 · 宗教の中心となる王宮を大和川中流に、経済や生産の中心となる外港を大和川河口に置いた
つぎの前期後半の第2段階には、王権の勢力は順調に拡大し王権下に参入してくる首長の数が急速に増加した。それと

ともに王権の勢力範囲も九州地方南部から東北地方南部まで、言いかえれば、後の律令国家（8世紀）の版図に匹敵する

ほどにまで広がった。この時期の王権は国内政治の拡充に重点を置いていたと推測される。その場合、奈良盆地北部の地
は、盆地に王宮を置く王権にとっては全国支配のための最善の交通の要衝であった。なぜなら、低い丘陵を越えた北側を
流れる木津川 · 淀川水系は全国に通じていたからである。

しかし、中期の第3段階に入ると、王権は、前段階に急増した数多くの首長たちへの支配を強化するために、首長たちの

再編 · 序列化にのりだした。その結果、限られた数の大王をはじめとする畿内の有力首長とそれに連なる地方の有力首長

が、全国の数多くの中小首長を支配する体制が成立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この体制は比較的安定したもので百年余り存続
したものと推測されが、王権は、この体制を背景に中国や朝鮮半島諸国などと活発な交流に乗りだした。そのことが、大王
墳の墓域が、瀬戸内－九州－半島へと連なる、大阪湾・河内潟周辺へと移動してきた最大の理由であろう。

この間、王権の王宮は基本的に奈良盆地南東部にあったものと考えているが、大王墳の墓域はそれとは別に、人 · もの

· 情報が集積しやすく、見せるべき対象にとってもっとも目立つ場所である交通の要衝近くに定められたものと思われる。

首長連合体制は以上のような経緯を経て発展した。それは、弥生時代終末期に萌芽した首長連合体制の生成（前期前

半) · 発展（前期後半) · 成熟（中期）の歴史であった。

しかし、中期から後期への第3の画期において中期的体制は大きく変化した。端的に言えば、高度に成熟していた首長

連合体制が崩壊し、新たに、王権の直接的な支配のもとに官僚制や公民制が整いはじめる、より中央集権的な国家が誕生
してきたのである。

古墳の築造動向はきわめて政治的なものだが、それから判断すると、この時、王権は、渡来人を含む新興勢力と手を結

び（新たな墓域での中小古墳群の成立)、より強力で中央集権的な政治体制を形成するために、各地に盤踞している中期

の大首長による在地支配を解体し（中期の大型古墳群の消滅)、そのもとにあって首長の私民化しつつあった有力家長層を
直接的に支配し公民化しようとしたもの（群集墳）と考えている。

しかし、王権によるこの改革への抵抗は激しく、政治社会的混乱は大王家をも巻きこみ、一時的には王権そのものも弱

体化したと推測される（大王墳の縮小化）。

その後、王権が本格的に復興してくるのは後期中葉（10期）のことで、以降は首長の官人化や有力家長層の公民化が急

速に進行し、中央集権的な体制が整えられていった。そして、後期後葉には前方後円墳は造られなくなり、新しく法による
統治を目指す飛鳥時代が到来した。

は、鉄器は普及していたが、鉄生産そのものは行われておらず、鉄素材は伽耶を中心とした半島南部にすべて委ねられてい
師器などが金海 · 大成洞古墳群などから出土するのはこうした交流の背景があってのことであった

ところで、倭の社会と半島の社会、特に伽耶の社会がさらに交流を深めたのは古墳時代中期のことである。中期前葉に

も一部半島製の陶質土器や馬具が伝わってきてはいたが、それらはきわめて少数であった。しかし、中期中葉以降には実
に多くの人・もの・情報が伝来し、倭の社会に定着していった。

中期と言えば、倭の古墳文化のなかではもっとも繁栄した時期で、ヤマト王権の前半期（前 · 中期）の政治体制である首長

連合体制の成熟期でもあった。百舌鳥 · 古市古墳群はその最盛時における最高権力者である歴代大王の墓域であった。

百舌鳥古墳群は全長200ｍを超える巨大前方後円墳3基を中心に、古市古墳群は6基を中心に、それぞれ100基前後の

古墳によって構成されていた（図3参照）。最大の古墳は百舌鳥古墳群では大山古墳（仁徳天皇陵古墳）で墳頂525ｍ余
り、古市古墳群では誉田御廟山古墳（応神天皇陵古墳）で425ｍ余りを測る。

先述の通り、この時期、王権は安定した体制を背景に中国や朝鮮半島諸国などと活発な交流（友好的交流、敵対的交

流、移民などを含む）を行った。

そこで、この時期に倭に伝来し定着していったおもな要素を掲げると以下のようである（図4参照）。

① 鉄器では新しい技術が伝わり鍛鉄技術が革新されるとともに、非鉄金属器を含め、それまでにはなかった鍍金 · 彫

金 · 象嵌などの新しい金属加工技術が定着した。後述のように高熱を扱うことのできる窯の伝来を考慮すれば、鉄の生産
もほどなく開始された可能性が高い。炭窯の存在も推測できる。

② 馬の飼育と乗馬の習慣が伝来し、戦闘や武装の形態が歩兵用から騎馬用へと変わるとともに、後期には牛馬の農耕

への利用が始まった。

③ 農耕 · 土木用具にも鉄製の曲刃鎌やU字形鍬 · 鋤先などといった新型式のものが出現した。また、農作物の品種改

良も行われた可能性がある。

④ 高熱処理のできる窯を用いた須恵器の製作技術が伝わり、食器生産を革新するとともに、その技術は埴輪類の生産

にも活かされた。

⑤ その他に、衣食住の各方面で改革 · 改良が起こり、多くが定着した。竈を使うようになったのも、米を蒸して食べるよ

うになったのもこの時からである。

⑥ また、この時期には文字の使用も始まり、新しい知識や制度も伝わってきたものと推察される。

この時期の考古資料で変化を受けなかったものはほとんどないと言っていいほどである（滑石製模造品を除く）。

私は、この時期の列島社会には、人知が開け世の中が進歩するという意味での「文明開化的状況」が現出していたもの

と評価している。そして、この交流によって発展した社会は、政治体制を首長連合体制から新たなより中央集権的な国家的
体制へと向かわせる原動力となったのである。

個々の文物（遺物）や諸技術等については、それぞれ半島のどの社会と関係が深いかと言った研究が急速に進展してい

るが、この交流の半島側の中心が伽耶であったことに間違いはない。少なくない人々の移住も考え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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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それぞれ独自の古墳様式

終わりに

ところで、こうした文物やその製作技術の密接な交流と比べると、古墳そのものの形態や造り方については倭および伽耶

それぞれの独自性が強い。いくつかの視点から比較してみよう。
まず、倭の古墳には以下のような特徴がある。

① 墳形には多様な形があり、前方後円墳、前方後方墳、円墳、方墳が基本となる４形式で、前方後円墳の仲間には前

方部が短い帆立貝形墳（帆立貝式古墳）もある。

朝鮮半島南部の洛東江流域を中心とする伽耶には、半島の他とは異なる独自の社会や文化が存在した。日本列島の同

時代の社会である倭では、この伽耶を通じて多くの新しい富や価値を受けとり、社会発展の重要な原動力としてきた。

両地域の社会が生みだした古墳文化には、副葬品のように共通性の多いものがある一方で、墳形をはじめとする古墳造

りには差異が目立った。それは両地域の政治社会のあり方や死生観、あるいはその表現の仕方に違いがあったのであろう。

しかし、いずれにしても両者は関係性が非常に強い古墳文化であることには間違いない。今、一方の倭の百舌鳥 · 古市

古墳群が世界文化遺産に登録される可能性が高まっている。同じく伽耶古墳群も登録され、日韓友好の証として、その歴

② 墳丘の大小の格差が大きい。

③ 墳丘は階段状に築かれ（段築という）、完成期の大型古墳では基本は3段である。

④ 前 · 中期尾の古墳を中心に頂上部には広い平坦面がある。これは墳丘を造った後に、墳丘の頂上から大きな墓坑を

史的意義を世界的に顕彰できる日が来ることを強く望んでいる。

掘って竪穴系の埋葬施設を営むためである。後期になって、墳丘が横穴式石室の構築と並行して行われるようになると平
坦面は徐々になくなる。

和田晴吾

⑤ 埋葬終了後、墳丘の表面に石を葺き（葺石という）、土で造った埴輪を立て並べる。時には、木で作ったものもある。

墳丘の表面に葺石や埴輪で何らかの世界を表現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
⑥ 墳丘をめぐる周濠がある。

今回、世界遺産登録の申請を予定されている伽耶古墳群を構成する金海大成洞古墳群、高霊池山洞古墳群、或安未

伊山古墳群、固城松鶴洞古墳群、陜川玉田古墳群、昌寧校洞 · 松峴洞古墳群、南原酉谷里 · 斗洛里古墳群の⑦古墳群

では、墳丘の定かでない金海大成洞古墳群を除けば、墳丘は段築のない円墳で、墳頂部に平坦面のない土饅頭形を呈し、
竪穴系の埋葬施設では埋葬後に墳丘を築くのが原則である。

周辺の古墳も含めて、多くはないが、墳丘頂部の平坦面や、葺石、周濠（幅が狭いときは周溝という）などがある場合

は、倭の古墳の造り方が影響している可能性が高い。

参考文献
近藤義郎, 1983, 『前方後円墳の時代』 岩波書店.

都出比呂志, 1979, 「前方後円墳出現期の社会」 『考古学研究』 第26巻第3号.
和田晴吾, 2014, 『古墳時代の葬制と他界観』 吉川弘文館.

和田晴吾, 2018, 『古墳時代の王権と集団関係』 吉川弘文館.

埋葬施設は、古墳群によって若干の時期差があるが、王墓を中心に基本的に大型木槨（3～5世紀前半頃）－竪穴式石

槨（5世紀後半～6世紀前半頃）－横穴式石室（6世紀中葉頃）と変遷する。洛東江左岸の昌寧校洞 · 松峴洞古墳群では竪
穴系横口式石室（～5世紀後半）や横口式石室（6世紀前半）が見られるのも興味深い。

同様な槨から室への動きは倭の古墳群でも認められるが、横穴式石室を除くと埋葬施設の地域間関係、系譜関係は十

分明らかではない。

1) 九州でも少数の墳丘墓が見つかっているが、弥生中期に甕棺は発達するなど別の経緯
2) 伽耶古墳群については事務局から多くのご教示を得た。

３. 古墳群の存続期間
最後に、問題にしたいのは、古墳群の継続期間である。なぜなら、倭の古墳群では、大王墳を除けば、他の古墳群（首

長墳と呼ぶ場合が多い）の継続期間は多くが2、3基50年ほどで、5、6基100年前後も継続する古墳群は極めて少ないから
である（古市古墳群は大王墳が150年ほど続く）。

それに対し、伽耶古墳群の王墓の継続期間は、金海大盛堂古墳群で3世紀後葉～5世紀前葉、高霊池山洞古墳群で5

世紀前半～6世紀第3四半期、或安未伊山古墳群で5世紀前半～6世紀第3四半期、固城松鶴洞古墳群は5世紀第4四半期
から6世紀第3四半期、陜川玉田古墳群で4世紀後半～6世紀第3四半期、昌寧校洞 · 松峴洞古墳群で5世紀後半～6世紀

後半、南原酉谷里 · 斗洛里古墳群で5世紀後半～6世紀後半といずれも長く、100年、あるはそれを超す継続期間がある。

2)

その差が何に由来するのか関心が持たれるところであるが、その差は、大王のもとに従属する各地域首長の場合と、連

合しているとは言っても比較的自立性の高い小国の王墓との差にあるのかもしれない。倭と伽耶の政治社会の比較研究の
一つの課題であ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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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 야요이 전기∼중기 중엽 (기원전 5 · 6세기∼기원전 2세기 경)
제2단계 야요이 중기 후엽∼후기 전반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
제3단계 야요이 후기 후반∼종말기 (기원후 2세기∼3세기 전엽)

제1단계에서는 분구묘의 규모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제2단계가 되면 다른 것보다 한층 더 큰 것(고분
길이 20m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농경을 영위한 균등적인 집단(공동체) 속에 특정 유력자
(수장)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분구묘의 계층차와 지역차가 눈에 띄기 시작했고, 제3단
계는 그 경향이 더욱 현저하게 되었다.
수장의 묘로서 대상묘가 발달했던 일본해 측의 산인(山陰)에서는 사우돌출형(四隅突出型) 방형 대상묘
<그림 1-1>, 방형 대상묘의 네 모서리가 돌출된 분구묘)가 긴키(近畿) 북부에서는 방형 대상묘<그림 1-2>가
호쿠리쿠(北陸)에서는 사우돌출형 방형·방형·원형의 대상묘와 주구묘(각 요소가 복합됨)가 축조되었다. 한
지금으로부터 천수백 년 전에 일본열도에는 ‘왜’, 한반도 남부에는 ‘가야’라는 사회가 있었다. 모두 수도
농경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로, 지역에서는 최초의 국가적 통합을 형성하기 시작한 단계에 있었다. ‘고분’이
라는 분구를 가진 무덤(분구묘)은 이러한 사회 상황 속에서 많이 만들어져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이 되었다.
이 시대를 일본에서는 ‘고분시대’,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에서는 왜의 고분문화의 전개를 개관하면서 주로 고분시대 중기(4세기 후엽∼5세기 전엽)를 중심
으로 가야의 고분문화와 비교하여 그 관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편, 주구묘가 발달했던 태평양 측의 기나이(畿内)에서 오미(近江)·도카이(東海)에서는 방형 주구묘의 계보를

잇는 전방후방형(前方後円形)의 주구묘(일부 대상묘)가, 기나이에서는 원형 주구묘의 계보를 잇는 전방후원
형의 주구묘(일부 대상묘)가 축조되고, 모두 동서로 퍼져 나갔다. 소수이긴 하지만, 세토우치(瀬戸内) 중앙부
에서는 원형 분구 좌우에 돌출부가 붙는 쌍방중원형(双方中円形) 대상묘도 축조되었다<그림 1-3>.

다시 말해, 서일본의 각 지역에 출현한 수장들은 지역마다 정치적 통합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
1)

라 다른 지역과는 다른 그들 나름의 분구묘 양식을 만들어 공유하게 된 것이다 .
그중에서 특정 지역을 넘어 확산된 것이 전방후방형과 전방후원형의 분구묘였다. <그림 2>는 방형 주
구묘와 원형 주구묘에서 전방후방형 주구묘와 전방후원형 주구묘로의 형식적인 변화의 모식도인데, 최근의
발굴조사에서 기나이에서도 이러한 변천 과정을 지지하는 유구가 발견되었다. 양자 모두 주구묘의 구를 건

Ⅰ. 왜에서 고분시대의 시작

너는 통로로서 육교부가, 매장에 따른 의례의 장소로서 발달되었고, 장대화되어 전방부가 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都出 1979). 전방후원형과 전방후방형의 분구도 열도에서 야요이 분구묘의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일본 특유의 형태인 것이다.

1. 야요이 분구묘의 전개
왜에서 분구묘의 출현은 고분시대에 앞서 열도 최초의 수도농경사회인 야요이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고고학에서는 그것을 ‘야요이 분구묘’라고 총칭하고, 고분시대의 분구묘인 ‘고분’과 구별하고 있다. 야요
이 분구묘의 원류는 한반도에 있다고 추측되지만, 고지(故地)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2. 전방후원분의 창출과 고분 질서의 형성
이상과 같은 전사(前史)를 근거로 탄생된 것이 나라현(奈良県) 하시하카(箸墓)고분이다(<그림 7> 왼쪽

야요이 분구묘는 형태와 발달된 시기와 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래서 나중의 고분문화의 중심이

제일 위의 분구). 이 고분은 전방후원형의 분구, 주호(周濠), 즙석(葺石), 하니와(埴輪)의 조형이 된 특수한

되었던 긴키(近畿)지방(중앙부를 ‘기나이’라고 부름)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들자면, 중앙부의 평지에서는 주

분묘 의례용 토기(호와 기대) 등이, 야요이시대 각지의 분구묘에 갖추어져 있던 제요소가 채용되고 있는 것

위에 구(溝)를 파고 구획한 ‘주구묘(周溝墓)’가, 북부의 구릉 상에서는 주위를 깎아 구획한 ‘대상묘(台状墓)’
가 발달했다. 모두 평면형태는 방형과 원형의 것이 있었는데 방형의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야요이 분구묘의 발달 과정을 분구 규모의 대형화와 분형의 변화를 지표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이 정

에서, 이 고분은 그들을 통합해서 지양하는 형태로 새로운 고분 양식이 창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
양식은 변화하면서도 전방후원분의 종언(고분시대의 끝)까지 계승되어 갔다.
또한 이 고분은 분구가 280m 남짓으로 거대한 것도 큰 특징으로(야요이 분구묘는 커도 40∼100m 남

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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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 각 시기 최대의 고분을 당시의 최고 권력자, 즉 대왕의 고분으로 규정하면, 하시하카고분 이래, 약 350

키 등(일부 5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있음)은 중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후기적인 것으로는 왜풍화

년 동안 일시적 쇠퇴기(중기와 후기의 과도기)을 제외하면, 대왕분은 지속적으로 200m 이상의 거대한 전방

되어 양산된 마구, 갑주, 장식대도, 스에키 등을 들 수 있다.

후원분인 것이 공식화되었다.
이후, 각지에서 수장분으로서의 고분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대왕분은 그 규범이 된 것으로, 각지의 전방
후원분, 전방후방분, 원분, 방분(고분의 기본적인 4가지 형태)은 공통의 양식을 바탕으로 분구의 형태와 규

2. 분구와 매장시설의 변화

모를 주요기준으로 일정한 계층적인 질서가 마련되었다. 이 고분의 질서를 성립시킨 정치세력이 일본 고고

학에서 말하는 ‘야마토왕권(ヤマト王権)’이며, 고분의 형태와 규모는 왕권 내에서 피장자의 정치적 신분을

나타내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① 분구 - 이러한 부장품의 변화에 대응하여 대형 전방후원분의 분형은 드물게 초기 바치형(역주 : 비
파 현악기 중 三味線의 형태로 미단이 장방형)의 것을 제외하고 전기에는 후원부에 비해 낮고 폭이 좁았던

따라서 하시하카고분은 대왕의 출현과 대왕을 정점으로 한 수장층의 정치적 연합체제(수장연합체제)를

전방부가 점차 커지고, 중기 말 이후에는 폭과 높이도 후원부를 능가한 크기의 것으로 변화했다(<그림 4>

취하는 야마토왕권의 출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틀림없는 여기에 전방후원분의 시대(近藤 1983)인 ‘고

왼쪽 끝 분형 참조). 특히 중기 전엽의 5·6기에는 분구와 그 부속시설 등이 정비되어 3단 축성의 분구, 구

분시대’가 시작되었다. 고분도 분구묘의 일종이지만 야요이 분구묘와 구분하여 부르는 것은 그 때문이다.

비레부[잘록한 부분]의 조출(造出), 방패형 주호(2·3중 있음), 분구 표면에 갖춘 즙석과 하니와는 고분 양

고분시대의 존속 기간은 3세기 중엽부터 6세기 후엽(내지는 7세기 초두)로, 확대는 규슈지방 남부의 가

고시마현(鹿児島県)에서 도호쿠(東北)지방 남부의 이와테현(岩手県)에 이르렀다<그림 3>.

식의 하나의 완성형(중기적 양식)을 낳았다<그림 5>.
② 매장시설 - 매장시설로는 전·중기의 1∼8기에 수혈식석곽과 점토곽 같은 ‘곽’(관을 보호하는 시설)
이 발달하고, 내부를 깎아내는 할죽형(割竹形)에 비해 주형(舟形)의 목관·석관, 조합식의 상자형 목관·석
관, 장지형석관(長持形石棺)이 안치되어 있었다<그림 6>.
그 후, ‘실’(독자의 공간인 玄室과 거기에 이르는 통로인 羨道를 가진 시설)인 횡혈식석실이 규슈에서는

Ⅱ. 고분의 변천

중기 초두의 5기에 최초의 것이 만들어졌는데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 중기 중에는 분포가 규슈의 범위에
머물렀다. 한편, 기나이에서는 다른 계통의 석실이 규슈보다 늦게, 중기 후엽∼후기 전엽의 8·9기가 되어
만들어졌다. 그리고 후기 중·후엽의 10·11기가 되면, 양자의 계통의 석실과 그 융합·변질된 석실이 전

1. 부장품의 변천

국에서 활발하게 만들어지게 되었다.
지역차가 크지만 대강 말하면, 규슈적 석실은 평면이 정방형에 가깝고, 돔 천장으로 밀봉형의 관을 이

그럼 왜의 고분문화는 어떻게 변천되어 간 것일까?

용하지 않고(유체를 놓는 바닥인 시상 등이 발달), 문 구조가 있고 판석으로 폐쇄하는 것이 특징으로, 기나

먼저 부장품으로, 그 주요내용과 변천 과정은 <그림 4>와 같다. 여기에서는 고분의 매장시설 각각의 부

이적 석실은 평면이 장방형으로 평천장, 밀봉형의 관(家形石棺과 釘付式木棺 등)을 이용하여 문 구조가 없

장품을 일괄 유물로 파악하고, 부장품의 조합을 기본으로 각 유물의 형식적 변천을 가미하면서 도면을 작성

고, 연도부에 돌과 흙을 쌓아 폐쇄하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6> 참조).

했다. 그 결과, 현재는 전체 11기로 구분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전체 전기·중기·후기의 3시기
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크게는 전기적인 양식의 것이 약간의 변질을 이루고, 6기까지 존속했지만, 7·8기에는 각 요소가 크게

3. 고분의 축조 동향의 5단계와 6획기

변화되어 중기적인 양식을 형성하게 되고, 그 속에서 정착되어 재지화(왜풍화倭風化)된 것이 중심이 되어
후기적인 양식을 형성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기적인 양식의 것으로는 동경, 옥류(비취제 곡옥·벽옥제 관옥 등), 벽옥·녹색응회암으로 만들어진

완륜형석제품(鍬形石・車輪石・石釧), 소환두철도, 동촉, 통형동기, 파형동기(巴形銅器) 등이 있다. 중기에
고유의 유물은 매우 적지만, 4기에 출현하여 중기에 성행하는 활석제 모조품과, 6·7기에 출현하여 9기까
지 존속하는 삼각판이나 횡신판(横矧板)의 단갑, 미부부주(眉庇付冑), 목심철판장윤등, 대금구, 고식 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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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고분군에서 전기와 중기의 경계인 제3의 획기를 거쳐 순조롭게 고분을 축조해갔던 고분군은 적

Ⅲ. 수장연합체제의 전개와 변질

고, 대부분의 고분군은 소멸하거나 묘역을 이동하였다. 게다가 중기에는 전방후원분을 만든 고분은 한정되
어 전방후원분을 만든 것은 대왕을 비롯한 기나이 유력 수장과 그에 연결되는 각지의 유력 수장에 거의 한
정되었다. 다른 많은 중소 수장은 가리비형(帆立貝形) 고분과 원분, 방분을 만들었다. 또한 야요이시대의 전
통을 잇는 전방후방형의 분구는 전기만으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게 되었다.
중기 고분의 조합(체제)은 잠시 동안 지속되다가 중기에서 후기로의 과도기인 제 4의 획기에 조합은 더

고분은 형태와 규모를 주요기준으로 서열적이고 계층적인 질서를 유지하면서 축조되는 것이 원칙이었
다. 앞서 지적한 단계와 획기는 그 질서가 흐트러지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주
고 있다. 그래서 그 변화에 왕권의 변천을 읽으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크게 변화했다. 중기의 대형 고분군과 그것과 연결된 많은 중소 고분군은 대부분이 쇠퇴·소멸했다. 한편,

고분시대 전기 전반의 제1단계는 열도 각지에서 재지 지배를 하고 있던 수장들이 대왕을 중심으로 정

다른 묘역에서는 새로운 중소 전방후원분의 축조가 시작되고 그것과 함께 전·중기에는 방형 주구묘와 방

치적으로 이어져 야마토왕권을 성립시킨 최초의 단계이다. 왕권은 나라분지의 물이 모여 오사카만의 가와

형 대상묘를 만들어 왔던 계층(유력 가장층으로 추정)의 무덤이 일제히 원분화되어 소형 원분군인 군집분을
만들기 시작했다.
또한, 이 단계의 군집분의 매장시설은 木棺直葬 등이 중심(고식 군집분)으로, 후에 횡혈식석실을 가진
군집분(신식 군집분)과 구별된다.

치(河内) 석호로 흘러들어 간 야마토가와(大和川)유역을 최초의 세력 기반으로서 정치·종교의 중심이 되는
왕궁을 야마토가와 중류에, 경제와 생산의 중심이 되는 외항을 야마토가와 하구에 두었는데 오오야마토고
분군은 그 왕궁의 동쪽 구릉 경사면에 전개되고 있었다.
다음의 전기 후반의 제 2단계는 왕권의 세력은 순조롭게 확대되어 왕권 하에 참가해 오는 수장의 수가

단, 후술하는 바와 같이 후기 전엽(9기)의 정치 체제는 불안정했던 것 같고, 새로운 조합으로 고분의 질

급속히 증가했다. 그것과 함께 왕권의 세력 범위도 규슈지방 남부에서 도호쿠지방 남부까지, 다시 말해 율

서가 안정되는 것은 후기 중엽(10기)이 되고 나서의 일이다. 이 시기부터 후기 후엽(11기)에 걸쳐 정형화된

령국가(8세기)의 판도에 버금갈 정도로 퍼져 나갔다. 이 시기의 왕권은 국내 정치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

횡혈식석실을 가진 신식 군집분이 활발하게 축조되고, 한편으로는 단계적으로 수장분으로서의 전방후원분

었다고 추측된다. 이 경우, 나라분지 북부의 땅은 분지에 왕궁을 두는 왕권에게는 전국 지배를 위한 최선의

은 소멸되어 원분으로 되었다. 그리고 후기 말에 전방후원분은 거의 완전하게 만들지 못하게 되었다.

교통의 요충지였다. 왜냐하면 낮은 구릉을 넘어 북쪽을 흐르는 키즈가와(木津川)·요도가와 수계는 전국으
로 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기의 제3단계에 들어가면, 왕권은 이전 단계에 급증했던 수많은 수장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

4. 고분의 축조 동향과 대왕분 묘역의 이동

기 위해 수장들의 재편·서열화에 나섰다. 그 결과, 제한된 수의 대왕을 비롯한 기나이 유력 수장과 그에 연
결된 지방의 유력 수장이 전국의 수많은 중소 수장을 지배하는 체제가 성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체제는

이러한 고분의 축조 동향은 대왕분 묘역의 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그림 7·8>.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백년 남짓 존속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왕권은 이 체제를 배경으로 중국과 한반도 여러

대왕분의 묘역은 전기 전반의 제1단계는 하시하카고분을 포함한 나라분지 남동부의 오오야마토고분군

국가 등과 활발한 교류에 나섰다. 그것이 대왕분의 묘역이 세토우치-규슈-반도로 이어지는 오사카만·카

에 있었지만, 전기 후반의 제2단계는 나라분지 북부 사키(佐紀)고분군으로 옮겨지고, 중기의 제3단계는 오
사카 평야 남부의 모즈·후루이치고분군으로 이동한다.
이후, 잠시 동안 대왕분은 두 고분군 사이를 오가며 있었지만, 모즈고분군은 중기 후엽에 거대한 전방
후원분의 축조를 중단한다. 또한 후루이치고분군도 후기 초반에 거대한 전방후원분의 축조를 마친 후 잠시
동안은 대왕분으로 길이 120m 정도로 축소된 전방후원분을 계속해서 만들었다. 대왕분이 다시 거대한 전
방후원분으로 부활하게 된 것은 후기 중엽 후반의 것으로, 장소도 오사카부 북부의 요도가와(淀川) 북쪽의
일대였다. 게다가 대왕분은 거대하기는 하지만 단독인 셈이며, 다음의 대에는 나라분지 남부와 오사카 평야
남동부로 이동하여 후기 후엽에는 전방후원분으로 대왕분은 자취를 감췄다.

와치 석호 주변으로 이동해 온 최대의 이유일 것이다.
그동안, 왕권의 왕궁은 기본적으로 나라분지 남동부에 있었다고 생각되며, 대왕분의 묘역은 그것과는
별도로, 사람·물건·정보가 집적되기 쉽고, 보여줘야 할 대상에 가장 눈에 띄는 장소인 교통의 요충지 근
처에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수장연합체제는 이상과 같은 경위를 거쳐 발전했다. 그것은 야요이시대 말기에 싹튼 수장연합체제의 생
성(전기 전반)·발전(전기 말)·성숙(중기)의 역사였다.
그러나 중기에서 후기로의 제3의 획기에서 중기적인 체제는 크게 변화했다. 단적으로 말하면, 고도로
성숙했던 수장연합체제가 붕괴되고 새롭게 왕권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 관료제와 공민제가 갖추어지기 시작
하는, 보다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분의 축조 동향은 매우 정치적인 것인데 그것에서 판단하면, 이 당시 왕권은 도래인을 포함한 신흥세력
과 손을 잡고(새로운 묘역에서 중소 고분군의 성립), 보다 강력하고 중앙집권적인 정치 체제를 형성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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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각지에 반거하고 있는 중기의 대수장에 의한 재지 지배를 해체하고(중기의 대형 고분군의 소멸), 그 아
래에서 수장의 사민화되어 있던 유력 가장층을 직접적으로 지배해 공민화하려고 한 것(군집분)이라고 생각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시기 왕권은 안정된 체제를 배경으로 중국과 한반도 여러 국가 등과 활발한 교류
(우호적 교류, 적대적 교류, 이민 등을 포함)를 실시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왜에 전래되어 정착된 주요 요소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4> 참조).

그러나 왕권에 의한 이 개혁에 대한 저항은 격렬했고, 정치 사회적 혼란은 대왕가를 끌여 들여 일시적
으로는 왕권 그 자체도 약화했다고 추측된다(대왕분의 축소화).
이후, 왕권이 본격적으로 부흥하게 된 것은 후기 중엽(10기)의 것으로, 이후는 수장의 관인화와 유력 가
장층의 공민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중앙집권적 체제가 갖추어져 갔다. 그리고 후기 후엽에는 전방후원분은
축조되지 않으며, 새롭게 법에 의한 통치를 목표로 하는 아스카시대가 도래했다.

① 철기는 새로운 기술이 전해져 단철(鍛鉄)기술이 혁신됨과 동시에 비철 금속기를 포함한 이전에는 없

었던 도금·조금(彫金)·상감 등의 새로운 금속 가공기술이 정착되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고열을 취급할
수 있는 가마의 전래를 고려하면, 철의 생산도 머지않아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숯가마의 존재도 짐작
할 수 있다.
② 말의 사육과 승마의 풍습이 전래되어 전투와 무장의 형태가 보병에서 기마용으로 변화하고, 후기에
는 우마의 농경으로의 이용이 시작되었다.
③ 농경·토목 공구에도 철제의 곡인겸(曲刃鎌)과 U자형 괭이·가래 날(鋤先) 등 새로운 형식의 것이
출현했다. 또한 농작물의 품종 개량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Ⅳ. 모즈·후루이치고분군과 가야의 고분문화

④ 고열 처리를 할 수 있는 가마를 이용한 스에키의 제작기술이 전해져 식기 생산을 혁신함과 동시에
그 기술은 하니와류의 생산에도 활용되었다.
⑤ 기타 의식주의 각 방면에서 개혁·개선이 일어나서 많이 정착되었다. 부뚜막을 사용하게 된 것도 쌀

1. 가야는 부와 가치의 원천

을 쪄서 먹게 된 것도 이때부터이다.
⑥ 또한 이 시기에는 문자의 사용도 시작되고, 새로운 지식과 제도도 전해져 온 것으로 추측된다.

왜의 고분문화는 시기에 따라 강약은 있어도 꾸준히 중국이나 한반도 문화의 영향을 받아 왔다.

이 시기의 고고자료에서 변화를 받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이다(활석제 모조품을 제외).

고분의 부장품을 보면, 전기는 중국에서 가져온 동경 등이 눈에 띄지만, 한반도제인가 왜제인가의 인정

필자는 이 시기의 열도 사회는 인지가 열리면서 세상이 진보한다는 뜻의 ‘문명 개화적 상황’이 나타난

은 용이하지 않은 것, 도검류와 철부 등 철제품을 중심으로 한반도제의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이 교류를 통해 발전된 사회는 정치 체제를 수장연합체제에서 새롭고 보다 중앙집

높다. 왜냐하면, 당시 왜의 사회에서 철기는 보급되어 있었으나 철 생산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철 소

권적 국가적 체제로 몰고 가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재는 가야를 중심으로 한반도 남부에 모두 맡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왜의 고분시대 전기 후엽∼중기 전엽에

개별 문물(유물)과 여러 기술 등에 대해서는 각각 한반도의 어느 사회와 관계가 깊은가 하는 연구가 급

보이는 녹색 응회암제 촉형석제품, 동촉, 통형동기, 파형동기, 하지키 등이 김해 대성동고분군 등에서 출토

속히 진전되고 있는데 이 교류의 한반도 측의 중심이 가야였음이 틀림이 없다.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이주도

된 것은 이러한 교류의 배경이 있어서였다.

생각된다.

그런데 왜의 사회와 한반도의 사회, 특히 가야의 사회가 더욱 교류가 깊은 것은 고분시대 중기의 일이
다. 중기 전엽에도 일부 한반도제의 도질토기와 마구가 전해져 오고 있었지만, 그것들은 매우 소수였다. 그
러나 중기 중엽 이후에는 실로 많은 사람·물건·정보가 전래되어 왜의 사회에 정착해 갔다.

2. 각기 다른 고분 양식

중기라고 하면, 왜의 고분문화 속에서 가장 번성한 시기로, 야마토왕권의 전반기(전·중기)의 정치 체
제인 수장연합체제의 성숙기이기도 했다.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은 전성기 때의 최고 권력자인 역대 대왕의
묘역이었다.
모즈고분군은 길이 200m 이상의 거대한 전방후원분 3기를 중심으로 후루이치고분군은 6기를 중심으
로 각각 100기 전후의 고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 참조). 최대의 고분은 모즈고분군에서는 다이센고
분(닌토쿠천황릉고분)으로 분정 525m 남짓, 후루이치고분군에서는 곤다고뵤야마고분(오진천황릉고분)에
서 425m 정도로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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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문물과 그 제작기술의 밀접한 교류와 비교하면, 고분 자체의 형태와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서는 왜와 가야 각각의 독자성이 강하다. 몇 가지 관점에서 비교해 보자.
첫째, 왜의 고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고분 형태는 다양한 형태가 있어 전방후원분, 전방후방분, 원분, 방분이 기본이 되는 4형식으로, 전
방후원분 중에는 전방부가 짧은 가리비형 고분(가리비식 고분)도 있다.
② 분구의 크고 작은 격차가 크다.

왜와 가야의 고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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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분구는 계단식으로 구축하여(단축), 완성기의 대형 고분에서는 기본은 3단이다.

역 수장의 경우와, 연합되어 있다고는 해도 비교적 자립성이 높은 소국의 왕묘와의 차이에 있을지도 모른

④ 전·중기의 고분을 중심으로 정상부에는 넓은 평탄면이 있다. 이 고분을 만든 후에 분구의 정상에

다. 왜와 가야의 정치사회의 비교연구의 하나의 과제일 것이다.

큰 묘광을 파고 수혈계의 매장시설을 영위하기 위해서였다. 후기가 되어 분구가 횡혈식석실의 구축과 병행
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평탄면은 서서히 사라진다.
⑤ 매장 종료 후, 분구의 표면에 돌을 붙이며(즙석), 흙으로 만든 하니와를 늘어놓다. 때로는 나무로 만
든 것도 있다. 분구의 표면에 즙석과 하니와로, 어떤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무리하며

한반도 남부의 낙동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가야는 한반도의 제 세력과 다른 독자적인 사회와 문화가 존
재했다. 일본열도 동시대의 사회인 왜에서는 이 가야를 통해서 많은 새로운 부와 가치를 받아 사회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삼아 왔다.

⑥ 분구를 두루는 주호가 있다.
이번 세계유산 등록 신청이 예정되어 있는 가야고분군을 구성하는 김해 대성동고분군, 고령 지산동고분

양 지역의 사회가 낳은 고분문화는 부장품과 같이 공통점이 많은 것이 있는 한편으로 분형을 비롯한 고

군, 함안 말이산고분군, 고성 송학동고분군, 합천 옥전고분군, 창녕 교동·송현동고분군, 남원 유곡리·두

분 축조에서는 차이가 두드러졌다. 그것은 양 지역의 정치사회의 모습과 사생관, 혹은 그 표현 방법에 차이

락리고분군의 7곳의 고분군에서는 분구가 확실하지 않은 김해 대성동고분군을 제외하면 분구는 단축이 없

가 있었던 것이다.

는 원분으로, 분정부에 평탄면이 없는 만두[土饅頭: 역주-흙을 만두 모양처럼 둥글게 쌓아 올린 묘지] 모양
을 나타내고 수혈계의 매장시설에서는 매장 후에 분구를 구축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변의 고분을 포함해서 많지는 않지만 분구 정상부의 평탄면과 즙석, 주호(폭이 좁은 경우 주구라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양자는 관계성이 매우 강한 고분문화인 것은 틀림없다. 이제 왜의 모즈·후루이
치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가야고분군도 등록되어 한일 우
호의 증거로서 그 역사적 의의를 세계적으로 표창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함) 등이 있는 경우는 왜 고분의 축조 방법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매장시설은 고분군에 따라 약간의 시간차가 있는데 왕묘를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대형 목곽(3∼5세기

和田晴吾

전반 무렵)-수혈식석곽(5세기 후반∼6세기 전반 무렵)-횡혈식석실(6세기 중엽경)으로 변천한다. 낙동강
좌안의 창녕 교동·송현동고분군에서는 수혈계 횡구식석실(∼5세기 후반)과 횡구식석실(6세기 전반)이 보
이는 것도 흥미롭다.
이와 같은 곽에서 실로의 움직임은 왜의 고분군에서도 확인되는데 횡혈식석실을 제외하면 매장시설의
지역간 관계, 계보관계는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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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분군의 존속 기간
마지막으로 문제로 하고 싶은 것은 고분군의 지속 기간이다. 왜냐하면 왜의 고분군에서는 대왕분을 제
외하면 다른 고분군(수장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음)의 지속 기간은 대부분이 2·3기 50년 정도, 5·6기

1) 규슈에서도 소수의 분구묘가 발견되고 있지만, 야요이 중기에 옹관이 발달하는 것은 다른 경위.
2) 가야고분군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많은 교시를 받았다.

100년 전후로 지속되는 고분군은 극히 적기 때문이다(후루이치고분군은 대왕분이 150년 정도 지속).
그것에 반해 가야고분군의 왕묘의 지속 시간은 김해 대성동고분군에서 3세기 후엽∼5세기 전엽, 고령
지산동고분군에서 5세기 전반∼6세기 3/4분기, 함안 말이산고분군에서 5세기 전반∼6세기 3/4분기, 고성
송학동고분군은 5세기 4/4분기에서 6세기 3/4분기, 합천 옥전고분군에서 4세기 후반∼6세기 3/4분기, 창
녕 교동·송현동고분군에서 5세기 후반∼6세기 후반, 남원 유곡리·두락리고분군에서 5세기 후반∼6세기
2)

후반으로 모두 길고, 100년 혹은 그것을 넘는 지속 기간이 확인된다 .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차이는 대왕 아래 종속된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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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야
 요이 분구묘의 변천 개념도

<그림 1> 대
 형 야요이 분구묘
1. 시마네현島根県 니시타니西谷 3호묘(야요이 후기 후엽)
2. 교토부京都府 아카사카이마이赤坂今井 분구묘 (야요이 후기 말)
3. 오카야마현岡山県 타테츠키楯築 분구묘 (야요이 후기 중~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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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
 방후원분·전방후방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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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고
 분시대 편년표

<그림 5> 전
 방후원분 부분 명칭
(오사카부大阪府 하카야마墓山고분·중기 전엽,
단 이 육교는 후대의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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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관
 ·곽·실의 종류와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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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기
 나이 주요 고분 편년도
【표 1】 고분시대의 5단계와 6획기

<그림 7> 기
 나이 대형 고분군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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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즈·후루이치고분군으로 본
왜와 가야의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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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모즈·후루이치고분군과 가야 고분군

百舌鳥·古市古墳群からみた
倭と加耶の交流

44基、古市古墳群に45基の古墳が遺存している。ふたつの古墳群はほぼ東西に約10km離れて位置しているが、各時期最

大規模の前方後円墳が交互に築造されていることからみて、密接な関係にある古墳群と理解され、世界文化遺産への登録
申請においても一体のものとして評価が行われている。

古墳群の構成 － ふたつの古墳群はそれぞれ大形の前方後円墳を主体に、中小の前方後円墳や円墳、方墳と様々な古

墳で構成されている。百舌古墳群では墳丘長486mの大山古墳（仁徳天皇陵古墳）を筆頭に、300m代の前方後円墳が
２基、200m代の前方後円墳が１基、100m代の前方後円墳が７基ある。古市古墳群には墳丘長425mの誉田御廟山古墳
（応神天皇陵古墳）を筆頭に200m代の前方後円墳が７基、100m代の前方後円墳が８基含まれる。墳丘長400mを超え

る日本列島における最大規模の前方後円墳は、百舌鳥 · 古市古墳群にのみ認められ、古墳群の規模だけではなく、営まれ

た古墳の規模においても列島最大の古墳群と評価できる。また、大形の前方後円墳だけではなく中小の古墳とともに、古

墳と呼ぶことが躊躇される墳丘をほとんど有しないものも確認されており、古墳群はまさに多様な古墳の混在という構成を
みせている。

想定される被葬者像 － 百舌鳥 · 古市古墳群には墳丘長が200ｍを超える前方後円墳が11基あり、日本列島全体で

Ⅰ. はじめに
平成31年度のユネスコ世界文化遺産登録を目指す百舌鳥 · 古市古墳群は、日本列島に営まれた十数万基に及ぶ古墳

· 古墳群の中で、最も大規模な前方後円墳が集中的に営まれた古墳群として知られている。日本列島の古代以前の時代区
分では、本格的な農耕社会の始まりである弥生時代に続く時代を「古墳時代」としており、およそ３世紀の半ば過ぎから７

世紀末頃までの約450年間にわたる。この時代は文字通り日本列島各地に数多くの古墳が営まれ、本来は墳墓資料である

古墳を通じて、政治や社会構造についても研究が進められている時代でもある。百舌鳥 · 古市古墳群は、単に大形の古墳
が多数築かれた古墳群というだけではなく、これまでの古墳時代研究の成果と照らし合わせることで、東アジア世界の中で
もいささか特殊ともいえる日本列島の古代国家形成過程の一端を知ることのできる重要な考古資料であり、文化遺産でも

ある。今回は百舌鳥・古市古墳群からうかがうことのできる日本列島の古代国家形成史の一端をご紹介するとともに、加耶
地域との交流についても考えてみたい。

Ⅱ．百舌鳥 · 古市古墳群の普遍的価値
世界文化遺産申請における普遍的価値 － 百舌鳥 · 古市古墳群の多岐にわたる重要性は世界文化遺産への登録申請

においても繰り返し謳われているところである。代表的なものを極めて簡略にまとめるとすると、両古墳群に営まれた巨大

古墳は日本列島に独特の古墳文化が存在したことを示していること、大形古墳は列島各地の古墳のモデルとなり、日本の
古墳文化の中心といえること、また東アジア世界との交流を示す副葬品を有していること、などが示されている。ここではこ
れらの重要性について具体的に確認していきたい。

古墳群の規模 － 日本列島のほぼ中央にあたる大阪府に位置する百舌鳥古墳群 · 古市古墳群は、それぞれ東西４km、

南北４kmの範囲に約120基の古墳が集中的に営まれた、５世紀代を中心とする大型古墳群である。現在は百舌古墳群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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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基程度を数えるうちの四分の一を占める。古墳の規模が被葬者の政治的な権力を象徴しているという前提に立つと、両
古墳群における各段階の最大規模の前方後円墳は５世紀から６世紀前半段階における、日本列島の政治勢力の中核であ

るヤマト王権の大王墓と考えられ、それらが累代的に営まれた古墳群と認められる。研究者により異論はあるものの、百舌

鳥古墳群に３基、古市古墳群に７基の大王墓の存在が推測される。なお、古市古墳群は百舌鳥古墳群より造営時期が長
く、５世紀末から６世紀中頃までの大王墓は百舌鳥古墳群には認められない。古市古墳群が大王家の墳墓造営地としてよ
り本貫地的であったことを示している。

大王墓に次ぐ規模の前方後円墳については大王に匹敵するような政治的立場を有する被葬者像が想起され、中小の前

方後円墳や方墳、円墳などは王権を支える初源的ともいえる官僚的な立場の人物や、生産者階層のリーダーたちの墳墓も
と考えられ、古墳群全体ではきわめて複雑な被葬者構成が考えられる。

複雑な構造が示すもの － このような被葬者像が推測される古墳群の構造は、単に政治権力を持つ大王とそれに従属

する位置にある被葬者の古墳といった関係だけではなく、大王墓に匹敵する規模の前方後円墳も同時期に営まれているこ

とからみて、複雑な政治的関係性を有する被葬者集団の構成を推測させる。具体的には、大王が周囲から隔絶した立場と
して君臨するのではなく、それに匹敵するような立場の人物もまた王権内に存在し、さらに下位の様々な階層の集団も含め

て王権を構成しているものと理解できる。百舌鳥 · 古市古墳群の段階には血縁関係に基づく世襲制が成立している可能性
は低く、一つの古墳群を形成する集団の内部においても複数の政治勢力が存在すること、すなわち複数の政治勢力によっ

て王権が構成され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このような理解は、百舌鳥 · 古市古墳群だけではなく、３世紀からの日本列島
における古墳を通した政治史的展開と併せて考えるとより重要な意味を持つ。

Ⅲ．日本の古墳文化の特質
古墳時代のはじまりと前方後円墳 － 日本列島における古墳時代の始まりにはいくつかの考え方があるが、一般的には

日本列島のほぼ中央にあたる奈良県に営まれた墳長280ｍの箸墓古墳の出現を画期とする意見が多い。近年の年代研究
の進展により、その時期はおよそ３世紀後半のことと考えられる。円形と方形を組み合わせた独特の平面形を持つ「前方後
円墳」の出現でもあり、それまでの弥生時代墳墓と比べ、隔絶した規模を有していることから、社会に大きな変化があった
ことが推測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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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墳時代以前の弥生時代において、列島各地に存在した地域勢力はそれぞれが政治的なまとまりを形成し、独自の経

古代中央集権国家への道程における百舌鳥 · 古市古墳群 － ３世紀後半、墳墓形式による有力者の社会的立場の表示

済活動や対外交流を行っていたと考えられる。おおむね朝鮮半島との地理的な関係から北部九州が対外交渉の窓口となっ

というシステムの共有と、外来系文物や威信財の需給といった経済的関係性により形成が開始された日本列島における古

はじまりとともに、大形前方後円墳の分布は近畿地方中央部を核とする形に変化し、弥生時代には決して多くはなかった近

市古墳群の段階において、前方後円墳の墳丘規模は最大となる。単純に考えるとこの段階に大王墓の政治的権力が最大と

ていたことは明白であり、中国大陸や朝鮮半島からもたらされた文物の分布はそれをよく示している。ところが古墳時代の
畿地方の鉄器も、古墳副葬品として豊富に出土するようになる。弥生時代には列島をひとつにまとめるような政治的関係性

はいまだ成立していないと考えられるが、初期の前方後円墳は、北は東北地方南部、南は九州南部にも分布しており、日本

列島の広範囲が前方後円墳という独特の墳墓形式を共有する関係に移行したことを物語っている。すなわち前方後円墳の
出現が広域の政治的まとまりの形成を示しているのであって、各地の前方後円墳の被葬者と目される弥生時代以来の地域
の首長層の連合により、初期の政権が形成されたと考えられる。この段階では最大規模の前方後円墳は常に奈良盆地東

南部にあることから、奈良盆地が古墳時代開始期の政治的中心地であること、また墳墓の形と規模が、列島内での政治的
関係性を示すものであった可能性が高い。

古墳が表示する集団関係 · 社会秩序 － 前方後円墳の出現から終焉まで、およそ350年間にわたって営まれた古墳の

墳丘形態には、前方後円墳のほか、前方後方墳や円墳、方墳などさまざまな形がみられる。そのなかでも常に最大規模の

古墳は前方後円墳であることから、この墳形が最も地位の高い古墳の形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一方で規模の小さな前方
後円墳や規模の大きな円墳もあって、古墳被葬者の社会的立場は古墳の形とその規模という、二種類の基準で示されてい

たと考えられる。それぞれの基準の関係性は不明なところも多いが、家柄と経済力といったような異なる価値観による基準
の可能性が高い。いずれにしても墳丘の形と規模によって被葬者の社会的立場が示されるシステムは、各政治勢力内部で

の集団関係のみならず、政治勢力間の力関係を理解するうえでも有効である。古墳時代社会の様々な集団関係が墳墓によ
って表示されるのであって、これは日本列島周辺諸地域においても特殊な様相であるといえる。日本列島独特の「古墳文
化」とされる所以である。なお、古墳の墳丘形態と規模だけではなく、埋葬施設の構造、棺の種類、副葬品についても列島

全体で共通する様相と、被葬者の社会的立場を反映したある程度の格差を示す様相とが認められる。とりわけ銅鏡や腕輪
形石製品、鉄製武器や武具などは、被葬者集団が独自に入手、もしくは生産したものではなく、王権中枢が集中的に入手、
もしくは生産したものが、列島各地の首長層に供給されて物が多いと考えられる。さらに古墳で執り行われた喪葬儀礼につ
いても、それぞれの集団が本来有していた基層信仰的なもののほかに、王権由来の儀礼が列島各地へ伝播した様相も認め
られる。

集団間の争いをともなわない社会統合 － 最初の大型前方後円墳である箸墓古墳にみられる諸特徴が、前代の弥生

時代における西日本を中心とした列島各地の墳墓要素が組み合わされたものとする理解がある。この理解に立つと、初期

ヤマト政権の核となるヤマト王権は列島内のひとつの地域の政治勢力の成長によるものではなく、様々な地域の合議や連合
によって誕生した可能性が高い。このことは奈良盆地内部においても大型前方後円墳を擁する古墳群が複数営まれるよう
になることや、一つの古墳群の中においても最大規模の古墳以外にも大型古墳が複数造営されていることとも調和的であ

る。王権の核として大王を輩出するような政治勢力が存在したとは思われるものの、それが固定的に他の勢力を圧倒した存

在であった様子は窺えず、大王権すらも政治勢力間で固定しないような状況も存在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このように複数

の政治勢力が列島規模においても、地域内部においても併存するような関係からは、それぞれの勢力間の対立や抗争も想
定されるところではある。しかし、古墳時代の始まりの段階において、列島各地の勢力がモザイク状ではあるものの、前方
後円墳という墳墓形式を共有することで政治的な連合を形成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ことは、この段階の社会統合が軍事力

や戦争行為を通じてのみ進められたものではないことを示している。墳墓形式の異なる勢力間においては政治的対立がみ

られた可能性は高いものの、それが支配と被支配という関係に帰結したとは考えがたい。政治勢力の間の緊張関係は存在
するとしても、他の勢力を滅ぼす、あるいは服属させるような関係で展開していくのではなく、逆に墳墓形式の共有というシ
ステムや、副葬品にみられる外来系文物や手工業生産の成果物、すなわち威信材の需給といった経済的な関係性を保ちな
がら、社会統合が進められていったものと考え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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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国家形成過程は、７世紀後半の中央集権体制の確立をもって一旦完成をみる。そのほぼ中間段階に位置する百舌鳥 · 古
なったとも評価できるところであるが、近畿以外の地域においても、前方後円墳の規模が最大となる地域も存在することか
ら、むしろ古墳の築造にかかる経済的活動が最盛期を迎えたとみることも可能である。百舌鳥 · 古市の両古墳群において

も依然、大王墓以外と想定される大形前方後円墳も築造されおり、大王権の確立という状況は未達成と考えられる。古墳

時代の始まり以来の集団合議制的な政治体制のピークとも評価できる段階なのであり、むしろこれ以後の前方後円墳の規
模縮小段階において、大王墓だけが相対的に突出した規模を維持することから、百舌鳥 · 古市古墳群の形成後半期にい

たって政治権力の集中が急速に進んでいくものと考えられる。集団合議制的な政治体制から中央集権的体制への転換点
が、まさに百舌鳥 · 古市古墳群の構成と推移に示されているのである。そしてこの段階の経済活動においては、古墳時代
の始まりの段階以上に朝鮮半島南部地域、とりわけ加耶地域との関係が活発となっている点も注目される。

Ⅳ．古墳を通してみる倭と加耶の交流
古墳副葬品にみる手工業生産の果実 － 百舌鳥 · 古市古墳群において、埋葬施設が調査された大形前方後円墳はご

く限られており、大王墓における副葬品についての情報も断片的である。しかし比較的調査事例の多い大形前方後円墳の
陪塚と呼ばれる衛星的な小規模墳などの調査成果からは、この段階の副葬品には鉄製武器、武具、農工具の比率が高い
ことが指摘される。３世紀から４世紀にかけては古墳副葬品に銅鏡や腕輪形石製品の比率が多いことと比較して、被葬者

が呪術的な性格を持つ首長から軍事的な性格を持つ首長へと変化したと説明されることも多い。ここでは首長の性格につ
いての議論には深く立ち入らず、そのような副葬品の生産技術の系譜について注目したい。

古墳に副葬される銅鏡は中国王朝との交渉によって列島にもたらされたもので、その後、倭鏡として列島内でも生産され

るようになる。青銅器の生産技術自体は古墳時代以前の列島内にもみられるものであって新しい手工業生産とはいえない
ものの、面径の大きな銅鏡の生産は弥生時代にはみられない。日本列島と加耶地域の両地域に分布し、生産地については
半島産と列島産で意見が分かれているが、４世紀代に特徴的な副葬品の一つである筒形銅器に列島内生産の可能性を認
めるとすると、これも加耶地方の鋳造技術を取り入れたという理解も可能になる。また、鉄製の甲冑については有機質製の

短甲が祖型となる可能性が高いが、初期の短甲にみられる縦長の鉄板を綴じ合わせるという構造は、大形の鉄板の加工技
術とともに加耶からもたらされた可能性が高い。弥生時代からの鉄器生産技術に新しい鍛冶技術が重ねられることで、鉄
製甲冑の生産が本格化するものと考えられる。このように古墳副葬品の中でも中央から地域首長に配布されたと目される

威信財ともされる品々は、各時期における外来の新技術の導入により生産が本格化するものが多く、これは５世紀以降の

馬具にもあてはまる。さらに副葬品とは限定できないものの、葬送儀礼に多く用いられた須恵器の生産も、その初期の生産
は加耶地域からの陶質土器工人によるものであることから、古墳に係わる様々な手工業生産品の多くが対外交渉の成果と
して、倭国にもたらされた生産技術によるものとみなすことができる。

鉄製武器 · 武具と加耶の鉄 － 百舌鳥 · 古市古墳群出現前後にあたる４世紀中葉から５世紀段階のヤマト王権の中枢

にとって、鉄製武器 · 武具を核とする鉄製品の生産と各地への供給は、古墳を通じた社会秩序を維持するうえで、墳丘や
埋葬施設にみる共有や序列とは異なる位相で不可欠なものであった。当然の事ながら、その原料となる鉄素材と武器や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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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の生産技術はヤマト王権中枢によって独占されなければならず、実際の鉄製甲冑類の製作技術や出土状況はそれを物語

割について、一層の究明が求められていると考える。倭と加耶の国家形成過程は地理的にも対外関係的にも、また国家の

をダイレクトに結んでおり、鉄資源の独占的な入手を示唆している。おそらくは百舌鳥 · 古市古墳群の形成期前半において

古市古墳群は文献史研究だけでは追及が難しい、古代国家形成過程を具体的に示す資料として重要であるとともに、加

っている。また鉄素材についても、仮に鉄鋌をその候補とするならば、その分布は朝鮮半島東南部地域とヤマト王権の中枢

は、このような経済的価値の独占もまた、王権のリーダシップを支えていたものと考えられる。しかし、百舌鳥・古市古墳群
の形成期後半においては、馬具や須恵器生産、またやはり外来の生産技術である馬生産は畿内中枢だけではなく列島各

地へ拡散する。これは古墳の墳丘規模において大王墓が隔絶するようになる段階に呼応するもので、加耶地域との経済的

形態からみても異なることが推測されることから、相互の比較もまた、重要な作業となるであろう。いずれにしても百舌鳥 ·
耶古墳群との関係から示されるように、加耶を起点とした東アジア世界との交流を示す点においても極めて重要な文化遺
産であるといえる。

な関係の変化とも対応する可能性が高い。鉄原料の列島内生産もほどなく開始される。

軍事的交流と経済的交流 － このようにみてくると百舌鳥 · 古市古墳群出現前夜、４世紀中頃からの加耶地域との交流

森本徹

は、百舌鳥 · 古市古墳群段階の倭国において古墳を通じた社会秩序の形成、維持において極めて重要なものであったと
みることができる。この段階の朝鮮半島と倭との関係については、文献や金石文といった文字資料に記載されるような軍
事的な同盟関係や対立関係がイメージされることが多いが、考古学的にはいまだその痕跡は希薄といわざるを得ない。む

しろ、朝鮮半島各地域との交渉によって倭国が得たものは考古資料では数々の手工業生産にかかわるものが圧倒的であっ
て、それらが軍事的な用途につながる可能性を否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ものの、経済的活動を目的とする交流関係をまった
く否定することは適当ではない。

Ⅴ．百舌鳥 · 古市古墳群と加耶古墳群
倭の対外交渉史からみた倭と加耶の交流 － 弥生時代の北部九州諸地域における王墓の様相からみても、日本列島に

おける社会統合の過程において、対外交渉の成果の与えた影響が大きいことは明らかである。さらに広域の政治体の形成

に伴う古墳時代の始まりにおいても、主に中国王朝との関係が重視され、王権の代表がその冊封体制に組み入れられるこ
とで列島内の政治的、社会的秩序が形成、維持された。同時にその交渉は新たな経済的価値の創出をともなうものでもあ

り、墳墓形式の共有のみならず、副葬品を基軸とした威信財の需給関係もまた、社会秩序の維持に不可欠なものとなってい
った。このような関係は５世紀代の中国南朝との交渉を経て、７世紀代には隋との冊封をともなわない朝貢へと至る。

一方、倭と朝鮮半島は政治的な関係以前より海を越えた交流が行われていたことが考古資料からも明らかではあるが、

それぞれの地域が国家形成期を迎えるにあたっては、より政治的な関係がその重みを増していったと考えられる。そのよう

な中で倭と加耶との交流は必需材である鉄の需給関係を基軸とし、倭にとっては各種産業の導入、また対外交渉の基点と

してとりわけ重要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朝鮮半島情勢の推移により常に安定した関係が維持できたわけではなかったも
のの、倭国が常に加耶地域を意識した対外交渉を行っていったことは、考古資料のみならず、文献史料にも数多く記される
ところである。

古墳群にあらわれた国家形成史 － 倭国の国家形成史において古墳時代は中央集権的古代国家形成の前段階にあた

り、まさに社会統合が急速に進められた時期であったが、それは古墳を媒介とする、列島社会に即した効率的な方法を用
いたものであって、ある意味でそれは後進的でもあり地域性の強いものでもあった。そのような方法をとりながらも、対外交

渉を通じた知識や制度の取得により、最終的には古代国家の形成を達成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百舌鳥 · 古市古墳群の被
葬者集団はそのような列島独特の国家形成過程を強力に推し進めたヤマト王権の中枢を占める集団であり、加耶地域のい

くつかの古墳群の被葬者集団と直接的な交流を持ち、対外交渉を推し進めた。倭と加耶の密接な関係はこれまでの両地

域の考古学的な調査 · 研究を通じて明らかにされており、今後、両地域の古代国家形成過程における古墳群が果たした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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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 대형 고분은 열도 각지에 존재하는 고분의 모델이 되어 일본의 고분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동아시아 세계와의 교류를 나타내는 부장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중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고분군의 규모 - 일본열도의 거의 중앙 오사카부에 위치하는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은 각각 동서로

4km, 남북으로 4km의 범위에 약 120기의 고분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고, 5세기대를 중심으로 하는 대형
고분군이다. 현재는 모즈고분군에 44기, 후루이치고분군에 45기의 고분이 남아있다. 두 고분군은 동서 방

향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각 시기 최대규모의 전방후원분이 번갈아 축조된 것으로 미루
어보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고분군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시에도 하나의 고분군으
로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분군의 구성 - 두 고분군은 각각 대형 전방후원분을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전방후원분이나 원분, 방분

등 다양한 고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즈고분군에서는 분구 길이 486m의 다이센(닌토쿠천황릉) 고분을 필

Ⅰ. 서론

두로 300m대의 전방후원분이 2기, 200m대의 전방후원분이 1기, 100m대의 전방후원분이 7기 존재한다.
후루이치고분군에는 분구 길이 425m의 곤다고뵤야마(오진천황릉) 고분을 필두로 200m대의 전방후원분이
7기, 100m대의 전방후원분이 8기 포함된다. 분구 길이 400m를 넘는 일본열도 최대규모의 전방후원분은

2019년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는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은 일본열도에 존재하는

모즈·후루이치고분군에서만 인정되어, 고분군의 규모뿐만 아니라 포함된 고분의 규모면에서도 열도 최대

십수만 기의 고분 및 고분군 가운데 최대규모의 전방후원분이 집중적으로 축조되어 있는 고분군으로 알려

규모의 고분군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형 전방후원분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고분과 함께 고분이라고 부르

져 있다. 일본열도의 고대 이전 시대 구분에서는, 본격적인 농경사회의 시작이었던 야요이시대의 다음 시대

기 애매한, 분구가 거의 없는 고분도 확인되어 그야말로 다양한 고분이 혼재하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를 ‘고훈시대’라고 칭하고 있으며 약 3세기 중반부터 7세기 말 경까지의 약 450년간을 말한다. 고훈시대에

상정되는 피장자상 - 모즈·후루이치고분군에는 분구 길이가 200m가 넘는 전방후원분이 11기 존재하

는 문자 그대로 일본열도 각지에 수많은 고분이 축조되었으며 본래 분묘자료인 고분을 통해 정치 및 사회구

며 일본열도 전체에 존재하는 40기 중 1/4을 차지한다. 고분의 규모가 피장자의 정치적인 권력을 상징한다

조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진 시대이기도 하다.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은 단순히 대형 고분이 다수 축조

는 전제에서 봤을 때,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의 각 단계 최대규모 전방후원분은 5세기에서 6세기 전반 단계

된 고분군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고훈시대 연구성과를 함께 비추어 봄으로써 동아시아 세계 가

에 일본열도 정치세력의 중심이었던 야마토왕권의 대왕묘라고 여겨지며, 그 대를 이어 축조된 고분군으로

운데에서도 조금 특수한 일본열도 고대국가 형성과정의 편린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료이자 문화유산

인정된다. 연구자에 따라 이론은 존재하지만 모즈고분군에 3기, 후루이치고분군에 7기의 대왕묘가 존재할

이다. 본고에서는 모즈·후루이치고분군에서 엿볼 수 있는 일본열도의 고대국가형성사 일부분을 소개함과

것이라고 추측된다. 또한 후루이치고분군은 모즈고분군보다 조영시기가 길어서 5세기 말부터 6세기 중반

동시에 가야지역과의 교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경까지의 대왕묘는 모즈고분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후루이치고분군이 대왕가의 분묘 조영지로서는 보
다 본관지에 가깝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대왕묘를 잇는 규모의 전방후원분은 대왕에 필적할 만한 정치적 지위를 가진 피장자가 상정되어 중소규
모의 전방후원분, 원분 등은 왕권을 지탱하는, 즉 초원(初源)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관료적 인물이나 생산자

Ⅱ.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의 보편적 가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의 보편적 가치 -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이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다양한데, 이

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에 있어서도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대표적인 중요성을 매우 간단
히 요약하자면, 두 고분군에 존재하는 거대 고분은 일본열도에 독특한 고분문화가 존재했다는 것을 시사한

계층의 지도자들의 분묘라고도 여겨진다. 때문에 고분군 전체적으로는 피장자 구성이 매우 복잡할 것이라
생각된다.

복잡한 구조가 나타내는 것 - 이러한 피장자상으로 추측되는 고분군의 구조는, 단순히 정치권력을 가진

대왕과 그에 종속하는 위치에 있는 피장자의 고분이라는 관계뿐만 아니라 대왕묘에 필적하는 규모의 전방
후원분도 동시기에 축조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복잡한 정치적 관계성을 가지는 피장자 집단으로 구

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구체적으로는, 대왕이 주위보다 확연히 높은 입장으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
니라 그에 필적할만한 지위의 인물도 왕권 내에 존재하고, 나아가 다양한 하위계층 집단도 포함하여 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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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모즈·후루이치고분군 단계에서는 혈연관계에 기반한 세습제도가 성립

문, 경제력과 같은 다른 가치관에 따른 기준일 가능성이 높다. 어느 쪽이든 분구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피장

되었을 가능성은 낮고, 하나의 고분군을 형성하는 집단 내부에서도 복잡한 정치세력이 존재하는 것, 즉 복

자의 사회적 지위가 나타나는 구조는 각 정치세력 내부에서의 집단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세력 간의 힘의 관

잡한 정치세력에 의해 왕권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이해는 모즈·후루이치고분군뿐만

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유효하다. 고훈시대 사회의 다양한 집단 관계가 분묘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아니라 3세기부터 나타나는 일본열도의 고분을 통한 정치사적 전개와 함께 생각해 보면 보다 중요한 의미를

이는 일본열도 주변의 여러 지역에 있어서도 특수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열도의 독특한 ‘고분문화’

가진다.

라고 여겨지는 까닭이다. 또한, 고분의 분구 형태와 규모뿐만 아니라 매장 시설의 구조, 관의 종류, 부장품
또한 열도 전체의 공통적인 양상과 피장자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한, 어느 정도의 격차를 나타내는 양상이
인정된다. 특히, 동경이나 팔찌형 석제품, 철제무기 및 무구 등은 피장자 집단이 독자적으로 입수했거나 생
산한 것이 아니라 왕권 중추가 집중적으로 입수 혹은 생산한 것을 열도 각지의 수장 층에게 제공한 것이 대

Ⅲ. 일본 고분문화의 특질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나아가 고분에서 거행된 상장의례도 각각의 집단이 본래 소유하고 있던 기층신앙적
인 것 이외에 왕권 유래의 의례가 열도 각지로 전수된 양상도 인정된다.

집단 간 분쟁을 동반하지 않는 사회 통합 - 최초의 대형 전방후원분인 하시하카고분에서 보이는 몇 가지

고훈시대의 시작과 전방후원분 - 일본열도에서 고훈시대가 시작된 시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

특징이 전대인 야요이시대의 서일본을 중심으로 한 열도 각지의 분묘 요소가 합쳐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는데, 일반적으로는 일본열도 거의 중앙에 있는 나라현에 축조된 분구 길이 280m의 하시하카고분의 출현

이 견해에서 보면, 초기 야마토정권의 중심이 되는 야마토왕권은, 열도 내 하나의 지역의 정치세력이 성장

을 시작점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최근에 연대 연구가 진전함에 따라 그 시기는 약 3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

함에 따라 생긴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합의 및 연합에 의해 탄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나라분지 내

다. 원형과 방형을 합친 독특한 평면형을 보이는 ‘전방후원분’의 출현이기도 하며, 그 전 야요이시대의 분묘

부에서도 대형 전방후원분을 보유하는 고분군이 복수 축조된 것, 그리고 하나의 고분군 안에서도 최대규모

와 비교하여 확연히 다른 규모인 것으로 보아 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고 추측되고 있다.

의 고분 이외에도 대형 고분이 복수 축조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왕권의 중심으로서 대왕을 배출할 만한 정

고훈시대 이전의 야요이시대에 열도 각지에 존재한 지역 세력은 각각이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하여 독자

치세력이 존재했다고는 여겨지지만 그 세력이 고정적으로 다른 세력을 압도하는 존재였다는 것은 알 수 없

적인 경제활동 및 대외교류를 행했다고 여겨진다. 대략적인 한반도와의 지리적 관계로 보아 규슈 북부가 대

으며 대왕의 권력조차도 정치세력 간에서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 존재했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복수의 정

외교섭의 창구 역할을 했다는 점은 명백하며 중국 대륙이나 한반도에서 전해진 문물의 분포는 그 사실을 잘

치세력이 열도 전체나 지역 내부에서도 병존하는 관계를 봤을 때, 각각의 세력 간 대립이나 항쟁도 있었다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고훈시대의 시작과 함께, 대형 전방후원분의 분포는 긴키지방 중앙부를 중심으로 하

고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고훈시대의 시작 단계에서 열도 각지의 세력이 모자이크 상태이기는 했지만 전방

는 형태로 변화하여, 야요이시대에는 결코 많지 않았던 긴키지방의 철기도 고분 부장품으로서 풍부하게 출

후원분이라는 분묘 형식을 공유함으로써 정치적인 연합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여겨지는 것은 이 단계의 사회

토된다. 야요이시대에는 열도를 하나로 통합할 만한 정치적 관계성은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고 여겨지지만

통합이 군사력이나 전쟁 행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분묘 형식이 다른 세력 간

초기의 전방후원분의 경우, 북쪽으로는 도호쿠지방 남부, 남쪽으로는 규슈 남부에도 분포되어 있어 일본열

에는 정치적 대립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이 지배와 피지배라는 관계로 귀결되었다고 생각하기는 어

도 광역에서 전방후원분이라는 독특한 분묘 형식을 공유하는 관계로 이행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즉, 전방후

렵다. 정치세력 간의 긴장관계는 존재했다고 해도 다른 세력을 멸망시키거나 복종시키는 관계로 나아가는

원분의 출현은 광역의 정치적 통합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각지의 전방후원분의 피장자라고 상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분묘 형식을 공유하는 구조나 부장품에서 보이는 외래 문물 및 수공업 생산의 성과물,

정되는 야요이시대 이후 지역 수장층의 연합에 의해 초기 정권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단계에

즉 위세품의 수급이라는 경제적인 관계성을 유지하며 사회 통합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 최대규모의 전방후원분은 항상 나라분지 동남부에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라분지가 고훈시대 초기

고대 중앙집권국가로의 여정에서 본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의 의미 - 3세기 후반, 분묘 형식에 의한 유력

의 정치적 중심지였다는 것, 그리고 분묘의 형태와 규모가 열도 내에서의 정치적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이었

자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다는 구조의 공유, 외래문물 및 위세품 수급이라는 경제적 관계성에 의해 형성되

을 가능성이 높다.

기 시작한 일본열도의 고대국가 형성과정은 7세기 후반의 중앙집권체제 확립으로 일단 완성된다. 그중 거

고분이 나타내는 집단관계 · 사회질서 - 전방후원분의 출현에서 종말까지 약 350년간에 걸쳐 축조된 고

의 중간 단계에 위치하는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의 단계에서 전방후원분의 분구는 최대규모이다. 단순히 생

분의 분구 형태는 전방후원분 이외에도 전방후방분이나 원분, 방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중에서도

각해보면 이 단계에 대왕묘의 정치적 권력이 가장 컸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긴키 이외의 지역에서도 전방

최대규모의 고분은 항상 전방후원분이었다는 점에서, 이 분형이 가장 지위가 높은 고분의 형태였다고 여겨

후원분의 규모가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지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오히려 고분의 축조에 필요한 경제적

진다. 한편으로 소규모 전방후원분이나 대규모 원분도 있어서 고분 피장자의 사회적 지위 고분의 형태와 그

활동이 가장 번성한 시기를 맞이했다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 모즈·후루이치고분군에도 대왕묘가 아니라고

규모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각각의 기준의 관계성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많지만 가

상정되는 대형 전방후원분도 축조되어 있어, 대왕권 확립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여겨진다. 고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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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시작 이래, 집단합의제적인 정치체제의 정점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단계이며 오히려 이 이후의 전방

철제무기·무구와 가야의 철 - 모즈·후루이치고분군 출현 전후에 해당하는 4세기 중엽부터 5세기 단계

후원분의 규모 축소 단계에서 대왕묘만이 상대적으로 돌출된 규모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모즈·후루이치고

의 야마토왕권 중추 입장에서 철제무기·무구를 중심으로 하는 철제품의 생산 및 각 지역으로의 공급은, 고

분군의 형성 후반기에 이르러 정치권력의 집중이 급속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집단합의제적인 정치체

분을 통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분구 및 매장시설에서 알 수 있는 공유 및 서열과는 다른 위상에서

제에서 중앙집권체제로의 전환점이 그야말로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의 구성과 추이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필수불가결한 존재였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 원료가 되는 철 소재와 무기 및 무구의 생산기술은 야마토왕권

그리고 이 단계의 경제활동은 고훈시대의 시작 단계 이상으로 한반도 남부지역, 특히 가야지역과 활발한 관

중추가 독점해야만 했고, 실제로 철제 갑옷과 투구 제작기술 및 출토 현황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 또 철 소

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재도, 가령 철정을 예로 들자면, 철정의 분포는 한반도 동남부 지역과 야마토왕권의 중추를 다이렉트로 연
결하고 있어, 철 자원의 독점적인 입수를 시사한다. 아마도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의 형성기 전반에는 이러
한 경제적 가치의 독점도 정권의 리더십을 지탱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의 형성

Ⅳ. 고분을 통해 보는 왜와 가야의 교류

기 후반에는 마구 및 스에키 생산, 혹은 외래 생산기술인 말 생산은 기나이(畿内)지역 중추뿐만 아니라 열도

각지로 확산된다. 이는 고분의 분구 규모 면에서 대왕묘가 확연히 구분되는 단계와도 호응하며, 가야지역과
의 경제적 관계의 변화와도 대응될 가능성이 높다. 철 원료의 열도 내 생산도 머지않아 시작된다.

군사적 교류와 경제적 교류 - 이렇게 보면 모즈·후루이치고분군 출현 전야인 4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고분 부장품에서 보이는 수공업 생산의 과실 - 모즈·후루이치고분군에서 매장시설이 조사된 대형 전방

가야지역과의 교류는 모즈·후루이치고분군 단계의 왜국에게 고분을 통한 사회질서의 형성 및 유지에 매

후원분은 매우 한정적이며 대왕묘의 부장품에 대한 정보도 단편적이다. 하지만 조사사례가 비교적 많은, 대

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단계의 한반도와 왜의 관계에 대해서는 문헌 및 금석문과 같

형 전방후원분의 배총이라고 불리는 위성적인 소규모 고분 등의 조사성과를 살펴보면 이 단계의 부장품에

은 문자자료에 기록된 바와 같이 군사적인 동맹관계나 대립관계가 떠오르기 쉽지만, 고고학적으로는 아직

는 철제 무기, 무구, 농공구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지적된다. 3세기에서 4세기에 걸쳐 나타나는 고분 부장

그 흔적이 희박하다. 오히려 한반도 각 지역과의 교섭으로 왜국이 얻은 것에 대한 고고학 자료에서는 수많

품에 동경이나 팔찌형 석제품의 비율이 높은 것과 비교해 보면 피장자가 주술적 성격의 수장에서 군사적 성

은 수공업 생산과 관련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들이 군사적인 용도로 연결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격의 수장으로 바뀌었다는 설명도 많다. 본고에서는 수장의 성격에 대한 논의보다는 부장품 생산기술의 계

는 없지만 경제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교류관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보에 주목하고자 한다.
고분에 부장된 동경은 중국 왕조와의 교섭에 의해 열도에 전해진 것으로, 그 후 왜경의 형태로 열도 내
에서도 생산하게 된다. 청동기의 생산기술 자체는 고훈시대 이전의 열도 내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새로운
수공업 생산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면의 지름이 큰 동경의 생산의 경우 야요이시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Ⅴ. 모즈·후루이치고분군과 가야 고분군

일본열도와 가야 두 지역에 분포하며, 생산지는 한반도산과 열도산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지만 4세기대 특징
적인 부장품 중 하나인 통형동기의 열도 내 생산의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하면 이 또한 가야지방의 주조기술
을 도입한 것이라는 이해도 가능해진다. 또한 철제 갑옷과 투구는 유기질로 만든 단갑이 조형이 될 가능성

왜의 대외 교섭사로 본 가야와의 교류 - 야요이시대의 규슈 북부 및 제반지역의 왕묘 양상으로 보아도

이 높지만 초기의 단갑에서 보이는, 옆으로 긴 철판을 엮어 만드는 구조는 대형 철판의 가공기술과 함께 가

일본열도의 사회 통합과정에서 대외교섭의 성과가 미친 영향이 큰 것은 분명하다. 나아가 광역의 정치체 형

야에서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야요이시대부터 전해진 철기 생산기술에 새로운 단야기술이 더해짐으로써

성에 동반된 고훈시대의 시작에서도 주로 중국 왕조와의 관계가 중시되어, 왕권의 대표가 그 책봉 체재에

철제 갑옷과 투구의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고분 부장품 중에서도 중앙

편입됨으로써 열도 내의 정치적·사회적 질서가 형성 및 유지되었다. 그와 동시에 그 교섭은 새로운 경제적

에서 지역의 수장에게 배포되었다고 보이는 위세품 물품들은 각 시기의 외래 신기술 도입에 의해 생산이 본

가치 창출을 동반했으며 분묘 형성의 공유뿐만 아니라 부장품을 축으로 한 위세품의 수급관계 또한 사회질

격화된 것이 많으며, 이는 5세기 이후의 마구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나아가 부장품이라고 한정할 수는 없

서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5세기대의 중국 남조와의 교섭을 거쳐 7

지만 장송의례에 많이 사용되는 스에키(녹로로 빚어 고온에서 구운, 비교적 경질인 토기)의 생산도 초기 생

세기에는 수나라와의 책봉을 수반하지 않는 조공에 이르게 된다.

산은 가야지역에서 온 도질토기 공인들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고분과 관련된 다양한 수공업 생산품의 대부
분이 대외교섭의 성과로 왜국에 전해진 생산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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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가운데 왜와 가야의 교류는 필수재인 철의 수급관계를

수

581

557

북주 서위

587

후양

589

진

나타내는 자료로서 중요함과 동시에 가야 고분군과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 가야를 기점으로 한 동아시아

신라
386

북위

535

555

557

진한

가야

550 534

북제 동위

마한

502

양

304

오호십육국

479

제

420

서진

317

송

변한

265

동진

위
촉

220

후한

중국대륙

이든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은 문헌사 연구만으로는 깊이 파고들기 어려운 고대국가 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당

577

한반도

루어 보아서도 다르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때문에 상호간 비교 또한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어느 쪽

618

왜 노국왕 후한에 견사

백제
562

57

왜 여왕 히미코 위 견사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왜와 가야의 국가 형성과정은 지리적으로도 대외관계적으로도, 또 국가의 형태로 미

백제 칠지도 보냄

구를 통해 밝혀졌으며, 이후 두 지역의 고대국가 형성과정에서 고분군의 역할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규명이

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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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663

713

야요이시대

(전기)

모즈·후루이치 고분군
一須賀古墳群

강력하게 추진한 야마토왕권의 중추를 차지한 집단이며 가야지역의 몇몇 고분군의 피장자 집단과 직접적
인 교류를 하며 대외교섭을 추진했다. 왜와 가야의 밀접한 관계는 지금까지 두 지역의 고고학적 조사 및 연

370경

왜왕찬 송 견사

신라

왜왕진 송 견사

성을 달성했다고 보여진다.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의 피장자 집단은 그러한 열도 독자적인 국가 형성과정을

668

443 438 421
왜왕제 송 견사

다. 그러한 방법을 취하면서도 대외교섭을 통한 지식 및 제도의 취득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고대국가의 형

478 462
왜왕무 송 견사

회에 입각한 효율적인 방법을 취한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후진적이기도 하고 지역성이 강한 것이기도 했

(중기)
왜왕흥 송 견사

에 해당하며 그야말로 사회 통합이 급속하게 이루어진 시기였다. 하지만 이는 고분을 매개로 하는, 열도사

1

고훈시대

(후기)

아스카데라 창건

1

600 588
제 회 견수사

630

제 회 견당사

고분군에 나타난 국가형성사 - 왜국의 국가형성사에서 고훈시대는 중앙집권적 고대국가형성의 전 단계

690

후지와라쿄 천도

대외교섭을 행했다는 것은 고고학자료뿐만 아니라 문헌사료에도 다수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다.

710

헤이죠쿄 천도

다. 한반도 정세의 추이에 따라 항상 안정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었지만 왜국이 항상 가야지역을 의식한

나라 아스카시대
시대 (종말기)

일본열도

기축으로 하여 왜국 입장에서는 각종 산업의 도입, 그리고 대외교섭의 기점으로서 특히 중요했다고 여겨진

오

세계와의 교류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森本徹

유연

물길

북위(북조)
장안

고구려

평성
낙양
장

평양

하
강

황

건강

백제
한성

고령

가야

신라
경주

왜

송(남조)

5세기 후반경
<그림 1> 고
 분시대의 시기 구분과 동아시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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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서기

후루이치고분군

대왕묘로 보이는 전방후원분

모즈고분군

그에 준하는 규모의 고분 대왕묘로 보이는 전방후원분 그에 준하는 규모의 고분

후루이치고분군

대왕묘로 보이는 전방후원분

모즈고분군

그에 준하는 규모의 고분 대왕묘로 보이는 전방후원분 그에 준하는 규모의 고분

나카쓰야마고분

400년

나카쓰야마고분

400년

오토리즈카고분

하자미야마고분
하카야마고분

곤다고뵤야마고분

450년
450년

500년
500년

<그림 2> 기
 나 대형 고분군의 분포

고무로야마고분

모즈오즈카야마고분

가미이시즈미산자이고분

모즈오즈카야마고분

가미이시즈미산자이고분

모즈뵤야마고분
모즈뵤야마고분

하자미야마고분

곤다고뵤야마고분
이치노야마고분
이치노야마고분

마에노야마고분

오카미산자이고분

오오야마고분

이타스케고분

오오야마고분

이타스케고분

하제니산자이고분

마에노야마고분

나가야마고분

지노오카고분

쓰도시로야마고분

니쓰즈카고분
고무로야마고분
노나카미야야마
고분
니쓰즈카고분
오토리즈카고분
노나카미야야마
하카야마고분 고분

나가야마고분

지노오카고분

쓰도시로야마고분

하제니산자이고분

다데이야마고분
다데이야마고분

나가즈카고분
나가즈카고분

오카미산자이고분
노나카보케야마고분 미네가즈카고분
시라가야마고분노나카보케야마고분 미네가즈카고분
고시라가야마고분
시라가야마고분타카야쓰키야마고분

시로후도자카고분

고시라가야마고분
시로후도자카고분

타카야쓰키야마고분
<그림 4> 모
 즈·후루이치고분군의
대형 전방후원분의 편년

기나이수장연합

기나이수장연합

대왕분

지역수장연합

대왕분

지역수장연합

지역수장연합

지역수장연합

생략

A형
A형
<그림 3> 모
 즈고분군(좌)·후루이치고분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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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종A형
종A형

B형
B형

C형
C형

<그림 5> 중
 기 고분의 계층구조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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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후원분
전방후원분

№５

№４
전방후방분

전방후방분

원분

원분

№４

방분

방분

고분의 크기

전기
상자형석관묘

상자형석관묘
목관묘

토갱묘

목관묘

토갱묘

출처: 쓰데 히로시

<그림 6> 고
 분의 분구 계층성(출처: 쓰데 히로시)

야시키야마

狐井城山

곤다고뵤야마

이치노야마

토리야미산자이

마에노야마

시라가야마

다카야쓰키야마

타이시니시야마

<그림 7> 긴
 키지방 중앙부 대형 고분의 변천(출처: 시라이시 다이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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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베

이게노야마

우에노야마
구루마즈카
시부타니무카이야마

시마노야마
우와나베

히가시도노즈카

하타고즈카
토로야마

바쇼즈카

니시
야마 호라이산
토다이지
야마

이치니와

니시노리쿠라

벳쇼오즈카

우지후타고즈카

0

야시키야마

우와나리

石上大塚

코나베

우와나베

히가시노리쿠라

오바카 와키가미칸스즈카

미사사기
야마 고가네즈카2

500m

狐井城山

토리야미산자이

우메야마 고죠노마루야마

니시야마즈카

이쓰카하라

테라도오즈카

이시즈카야마 고가네즈카1

마스야마
무로미야야마

가와이오오즈카야마

히라오죠야마

고분의 크기

모토이나리

쓰바이오즈카야마

고사시

히시아게

니키야마

니시야마즈카

안돈야마

이시즈카야마 고가네즈카1

니시도노즈카

구루마즈카

중기

묘켄산

이게노야마

바쇼즈카

히시아게

니시노리쿠라

고분의 크기

: 시라이시 다이치로
출처히가시노리쿠라
오바카

이소노카미고분군

오카미산자이
우메야마 고죠노마루야마
보케야마

가와치오즈카
편년의 근거가 약한 것

시온지야마

시우로우즈카 묘켄산

미사사기
야마 고가네즈카2

쓰키야마고사시

스야마

테라도오즈카

나카야마오즈카

쿠쓰카와고분군

와키가미칸스즈카
미야마
하카야마

야나기모토
오오즈카

메스리야마
구시야마

이치니와
구라즈카

구로즈카

오토쿠니고분군

고무로야마

가와이오오즈카야마

마키노쿠루
마즈카
나카쓰야마

이쓰카하라

사키고분군

이마시
로즈카

타이시니시야마

쓰도시로야마
마스야마
무로미야야마

니키야마

다카라즈카

히라오죠야마

모토이나리

야마시로

소마노우치고분군

다데이야마

단노와
가와치오즈카
니산자이

다카야쓰키야마

하제
니산자이

시노부
가오카

신야마

쓰바이오즈카야마

야마토고분군

시라가야마

다마테야마1
시마노야마마쓰오카야마
스야마

토다이지
야마

야마토

쿠쓰카와고분군

이타스케 다이센료

구라즈카

토로야마

니시
야마 호라이산

오토쿠니고분군

기

오카미산자이
보케야마

가미이시즈
미산자이

긴야쿠루

우에노야마
마즈카
시부타니무카이야마

다마테야마7

챠우스야마

모리1 하타고즈카

안돈야마

하시하카

야나기모토고분군

후

고뵤야마

쓰키야마
다마테야마3

히가시도노즈카

이소노카미고분군

오오다차
우스야마

500

곤다고뵤야마

메스리야마
구시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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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키고분군

사이료

편년의 근거가 약한 것

시온지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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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에노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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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야마

다카라즈카

구로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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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야마오즈카

소마노우치고분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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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카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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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산자이

다데이야마

쓰도시로야마

챠우스야마

후루이치고분군

니산자이

이타스케 다이센료

긴야쿠루
마즈카

마쓰오카야마 시노부
가오카

가와치

하시하카

야마시로

우마미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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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노와

가미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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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자이

고뵤야마

모리1

야마토

야마토고분군

고무로야마

후루이치고분군

기

지노오카

시킨산

사이료

이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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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테야마1

쇼군산
오오즈카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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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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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텐야마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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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다마테야마3

벤텐야마A1

모즈고분군

미시마고분군

기마유야마

이즈미

다마테야마고분군

전 300

가와치

셋쓰

벤텐야마B1
시킨산

기

후

A.D.

벤텐야마A1

쇼군산

중

연대

모즈고분군

기

이즈미

우마미고분군

전 300

셋쓰

다마테야마고분군

A.D.

야나기모토고분군

연대

출처: 쓰데 히로시

벳쇼오즈카

우지후타고즈카

0

우와나리

石上大塚

500m

출처: 시라이시 다이치로

후기
<그림 8> 고
 분시대 각 시기의 최대 고분

출처: 시라이시 다이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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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매 이상 출토지

유적명

한반도 남부
◦철제화
◦철제1기법
◦종할원리

황남대총남분(1,332매)

금관총(400매 이상)

복천동 1호분(약 100매)
복천동 11호분(76매)

기사베미나미 유적

복천동38호분
종장판혁철판갑

다카미야 유적

기도하라 유적

가메가와 유적

노나카고분(130매 이상)

교자즈카고분(40매)

한반도 남부

◦철제화
◦철제1기법
◦종할원리

출처: 아즈마 우시오 원작에 가필

소노베가이치고분

◦독립형부각판·수상판창출

I군

유기질제갑
(판철갑·혁제갑)

방형판혁철단갑

◦지역분권?

• 종장장방형의 지판으로 구성
• 지판의 종선이 일직선상으로 모이는 경향이 강함

◦단내결합정착

II군

장방판혁철단갑

오마루야마고분

시킨산고분

방형판혁철단갑

◦연접형부각판창출
◦쇠테·거판창출

◦인합구조결락

• 인합판을 가짐
• 지판은 12~13매

소노베가이치고분

I군

유기질제갑
(판철갑·혁제갑)

이나도15호분 ◦연접형수상판 창출(우에도노고분 <기타코구치> 출토 예)

◦지역분권?

고훈시대 전기

종장판정결판갑

시킨산고분

• 후동 상단 중앙을 역사다리꼴,
그 양측을 평행사변형 지판으로 구성
• 지판의 종선이 일직선상에 모이지 않음

종신판혁철단갑

오쿠노마에1호분

오마루야마고분

고코오게이치1호분

쇠테식 갑주의 성립

고훈시대 중기

복천동38호분
종장판혁철판갑

• 인합판을 가짐
• 지판은 12~13매

일본열도

유기질제갑
(고발갑)
◦프로포션
◦종할원리?

◦인합구조결락

◦독립형부각판·수상판창출

1 유적

40매 이상 출토지

종신판혁철단갑

오쿠노마에1호분

5 유적

유적명

<그림 9> 철
 정의 분포(출처: 아즈마 우시오 원작에 가필)

유기질제갑
(고발갑)
◦프로포션
◦종할원리?

고훈시대 전기

종장판정결판갑

야마토 6호분(872매)

일본열도

<그림 10> 왜
 의 단갑과 가야의 영향(출처: 사카구치 히데키)

• 종장장방형의 지판으로 구성
• 지판의 종선이 일직선상으로 모이는 경향이 강함

◦단내결합정착

II군

• 후동 상단 중앙을 역사다리꼴,
그 양측을 평행사변형 지판으로 구성
• 지판의 종선이 일직선상에 모이지 않음

이나도15호분 ◦연접형수상판 창출(우에도노고분 <기타코구치> 출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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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코오게이치1호분

쇠테식 갑주의 성립

고훈시대 중기

◦연접형부각판창출
◦쇠테·거판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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窯からみた東アジアにおける
技術交流

が含まれているため、百済や馬韓からも一部影響を受けたという可能性が指摘されている（酒井1994 · 2004）。また、𤭯は

日本列島で成立したという見解もある（中久保2017）。他方、窯の起源地について窯自体からの研究は希薄である。植野浩
三は、韓半島の土器を集成し、平面形を重視して出合窯やTG232型式期の窯と百済 · 馬韓地域の窯との類似性を説く（植
野2017）が、初期須恵器の故地が主に伽耶地域に求められるため、須恵器と窯の故地が一致していない。

韓半島では、原三国時代に丸底や叩き成形という新しい器形と技術が導入されるが、外的な影響によるものと考えら

れ、当初は楽浪土器にその系譜が求められた。すなわち、東南地域の瓦質土器は1世紀頃に楽浪土器の影響を受け（申敬

澈1982、崔鍾圭1982）、中部から西南地域の打捺文土器も楽浪土器の影響を受け2世紀に成立すると考えられた（朴淳發
1989）。さらに、瓦質土器よりも陶質土器が高温焼成であることから、瓦質土器の窯は平窯であり（楊泓1984）、陶質土器
の窯は登窯（武末1985、申敬澈1986）であるという理解が示された。

一方、原三国時代に始まる鎮川三龍里 · 山水里窯群の発掘調査（崔秉鉱 · 韓淑姫1986、崔秉鉱1988）などにより、原

三国時代の窯の床面が傾斜をもつことから平窯ではないと判断された（崔秉鉱1990 · 1992）。縄席文が格子文よりも多用
される点から、原三国時代の土器は戦国時代以前の土器製作技術の影響を受けたとの考えも示された （李盛周1991）。
1)

Ⅰ．はじめに
中国の周辺部にあたる地域では、窯による高温焼成は新しく高度な技術であり、日本列島へも中国から韓半島を経て導

入されたものである。それまで、野焼き土器を使っていた地域では、窯の導入によって、食器や貯蔵具が堅緻化し、多量生

産が可能となった。一方で中国の窯は多様かつ系統的にも多岐わたっており、窯の拡散に関しては、その多様性を考慮して
論じる必要がある。そこで本稿では、中国の窯を系統的に把握したのち、窯構造を中心に、中国から韓半島、日本列島への
窯の拡散過程について検討してみたい。

Ⅱ．窯の研究略史と問題の所在
日本列島に窯が導入されるのは4世紀末～5世紀前葉であり、長期継続する大規模な窯群である陶邑窯もこの時期から

さらに李盛周は、平面形態を重視した龍窯、円窯、饅頭窯、方窯といった分類を示しつつ、劉振群（1982）の昇焔式、平焔

式、半倒焔式、倒焔式という中国の立体的な窯分類を考慮し、原三国時代の土器窯が中国の半焔 · 半倒焔式の円窯に類

似するとした。それが発達して三国時代の窯になると結論付けている。加えて、彼は日本列島の陶邑TK73の窯にも言及し、
鎮川三龍里 · 山水里窯群の構造を継承したとした。こうした李盛周の研究により、韓半島の窯は、半焔 · 半倒焔式の窯が

導入され、その後発達したものが日本列島へ伝わるという見解、すなわち中国から韓半島、日本列島へと、一系統の窯が発
達しながら伝播するという見解が一般化したのである。なお、中国の研究者（顧幼静2009）も技術に関しては同様の見解を
示してるが、契機は楽浪郡設置に求めている。

発掘調査事例が増加すると、百済 · 馬韓（朴琇鉱2001、李志映2008、鄭一2008、崔卿煥2010）、新羅、伽倻（金光玉

2004 · 釮喆2007）など地域ごとの窯の考察も進められた。百済領域の京畿地域では5基前後の窯群が3～4世紀頃からみ
られるが、湖南地域では群集する窯群が5世紀末から増加する（李志映2008）。また、羅州五良洞窯のように土器棺焼成

用の窯群が営まれるなど（崔盛洛他2004、연용他2011、鄭聖睦2012）、湖南地域の自立的かつ独特な窯展開が示された。
新羅領域では、慶州蓀谷洞、慶州花山里窯、大邱旭水洞、慶山玉山洞窯などの窯群が、4世紀後半に出現し、5世紀半ば
以降に盛行期を迎えることが明らかにされた。大規模かつ継続的な40基以上の窯群が新羅の王都周辺経営されることか

ら、政体に管理された土器生産体制が想定されている（藤原2010、Yamamoto 2018）。これに対し、伽倻領域ではこれ
ほど大規模な窯群は今のところ見つかっていないものの、咸安于巨里などの窯群も見つかっている。

以上の研究を整理すると、いくつかの課題がみえてくる。まず、中国の窯の分類を踏まえた議論により、原三国時代＝平

窯、三国時代＝登窯説が否定されたが、平窯や登窯が中国で示された窯分類のどれにあたるか、半焔 · 半倒焔式とどう違

形成される。須恵器研究もこの陶邑窯の検討が中核となり、大きく進展していった。

うのかが明確に示されていない。また、窯の発掘調査の増加により、韓半島の窯の様相にも地域的な多様性がみえてきた。

られた（田辺1971 · 1981）。しかし、瀬戸内地域から大阪湾沿岸部にかけて、古い時期の窯が複数存在することが確認さ

較がなされない場合が多い。また、日本列島の窯は、鎮川三龍里 · 山水里窯群の構造を継承したとされ、植野浩三もこれ

研究当初は、陶邑窯で生産された土器が地方窯で生産された土器へ影響を与え、窯技術が陶邑窯から拡散すると考え

れ、初期段階には、各地で窯が導入・経営されたという理解が示されるようになった（橋口1982、斎藤1983、藤原1992、武

末1993）。その後、TG232号窯の発見により（岡戸編1995 · 1996）、陶邑窯群にも古い初期窯のあることが確実となり、規
模や継続性において陶邑窯群は他を凌駕していることや、須恵器組成の中心となる杯身の定着が陶邑窯出土土器に特徴

しかし、窯の起源と発展について韓半島全体で論じる際には、地域差が考慮されず、各地域で論じる際には他地域との比

を追認して日本列島の窯の起源が百済 · 馬韓にあるとしたが、一方で初期須恵器の多くは伽耶地域由来であることが明ら
かであり、窯と土器の故地が異なるという矛盾が残されている。

劉振群（1982）の研究から37年が経過し発掘調査事例も増加したが、近年、深澤芳樹は中国の窯を再度集成し、立体

的なこと（山田2007）から、窯の展開における陶邑窯の重要性が再び強調されるに至っている（植野2002、田中2002、菱

構造を重視しつつ、劉とはやや異なる分類を示した（深澤2011）。また、筆者は土器焼成温度に注目して共同研究者らと

須恵器窯の起源地が韓半島であることに疑問の余地はなく、初期須恵器と韓半島の陶質土器を比較すると、その影響

を向けて、韓半島と日本列島の窯の系譜について考察したい 。なお、本論では恒常的な施設を有する焼成施設を「窯」と

田2007、仲辻2013）。

の発端は伽倻を中心とした地域に限定されつつある。ただし、初期須恵器には広口壺や𤭯など、伽倻にない種類の須恵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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焼成温度の分析をすすめてきた。そこで、本稿では、窯構造と焼成温度の相関性を重視しつつ、韓半島の窯の地域差に目
し、焼成の度に施設が廃棄される方法を野焼きとする 。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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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中国の窯の系統と焼成温度
まずは、前章にてふれた深澤芳樹による中国の窯の検討内容を紹介しつつ（深澤2011）、窯構造と各窯の時期や分布

をみてみたい。

1. 窯の構造
深澤は、箄に着目して分類した（深澤2011）。箄とは、焼成部の底に設けられた小孔で、燃焼部から焼成部の土器へ火

熱を送り込む役割を果たす。有箄（図1－1、顧幼静2009の横穴昇焔型）と無箄（顧幼静2009の竪穴昇焔型）に大別し、さ

らに、有箄は、火道のあるものと非火道のものにわけられた。また、無箄の窯は焼成部の幅と長さの比が等倍に近い広短

式 （図1－3、顧幼静2009の半倒焔型の一部）と、2～16倍以上ある狭長式に分けた。広短式窯は焼成部の一部を掘り下
4)

げて燃焼部とするため、段のあるのが特徴である。狭長式窯は、焼成部の平面形が円形に近い円形式（図1－2）と、焼成
部の長さが幅の5倍以上ある長胴式（図1－4）に分けられており、有段と無段の両方がある。

有箄窯では、熱気は土器を通過し上へ昇るのに対し、無箄窯は焼成部と燃焼部が横に並び、平面的に2室が明確に分

離される。有箄の場合、火道のあるものは熱の通り道が小さく、熱が土器に伝わりにくいが、箄の構造が堅牢である。一方、

火道がないものは熱の通る部分が広く、熱が土器に伝わりやすいが、箄の構造が貧弱になる。土器を多く焼成しようとする

は中国では南部地域といえ、深澤は日本列島の須恵器窯が中国南部の狭長式窯に由来するという見通しをたてている。

出現期の窯は数自体が少なく、上部構造が欠損し床面も一部のみ残存するなど、遺存状態が悪い窯が多いため、窯構造

の把握には困難を伴う。一方、窯で焼成された土器の焼成温度を検討すると、800度程度から1300度近いものまで幅があ
り、窯の構造と焼成温度には一定の相関性がある （長友2017）。焼成温度は土器から分析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ため、窯
5)

の不在な地域や時期を補いながら、窯の系統を整理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そこで、次項にてこの検討を行ってみたい。

3. 焼成温度と窯構造の相関
広短式窯による焼成温度については、以下のような成果がだされている。紀元前3世紀の広短式窯で焼成されたと想定

される燕系土器7点（図2）を分析したところ、偏光顕微鏡でガラス化が観察され、粘土鉱物の非晶質化は起こるが、1000
度を超える温度で生成されるムライト等の鉱物は見いだせなかったことから、900～1000度前後で焼成されたと理解され
た（表1、鐘ヶ江他2017）。加えて韓半島出土の楽浪土器、日本列島出土の楽浪土器の焼成温度においても同様の結果が

提示されている（Cho2006、鐘ヶ江 · 福田2006）。極東ロシアにおいても、広短式窯の土器焼成温度が分析されており興
味深い（ジェシチコフスカヤ他2017）。7世紀末から10世紀前葉に存続した渤海期におけるクラスキノ遺跡では12基の窯

が検出されており、偏光顕微鏡観察により800～900度、もしくはもう少し高い程度の温度で還元焼成土器が生産されてい

た。これらの窯は規模にバラつきがあり、幅が1.0～1.7m程度、燃焼部、焼成部、煙道を含む全長が3.3～5.1m（平均約
4.2m）ある。燃焼部と焼成部の間に段があり、焼成部は水平に整えられ、平面形態は方形を呈する。やや焼成部が長いも
のの広短式窯の系統と理解される。

一方、中国南部の長江下流域では灰釉陶器が狭長式窯で焼成されており、硬質で灰が溶けて釉となるほどの高温で焼

と、有箄窯には一定の限界があることがわかる。一方、無箄窯は、昇温された熱を煙孔から逃すことによって空気の流れを

成されている。土器の胎土分析の結果をみると、後漢で1160～1310度、三国時代で1240度、西晋代で1180～1300度、東

も、広短式窯は焼成部が広く狭い形状と焼成部よりも一段低い燃焼部をつくる構造において、有箄窯に近い。構造は広短

紀元前6～5世紀の中国河南省梅花墩窯（図1下）の灰釉陶器は、再加熱膨張率測定で1270度であり（広東省文物考古研

作り、燃料と煙孔の間にある土器を焼成する。そのため、無箄窯の方が炎の引きが強い構造になっている。無箄窯の中で
式であるが箄の残るものが広短式（半箄）にみられるのもそのためである。

広短式の特徴は、焼成部が短いため、焚口と煙道部の間の温度差が極めて小さい点にある。つまり、窯内の土器を均

質な温度で焼成することができるのが特徴である。研究史で「平窯」とされたものは広短式に、
「登窯」とされたものは長

晋で1130～1270度、南朝で1190度前後と、1200度代を中心とするかなりの高温焼成に成功していたことがわかる（表2）。
究所 · 博羅県博物館1998）、戦国時代が成立するまでに1000度を大きく超える焼成温度を狭長式窯が獲得していたこと
がわかる。

以上のように、窯分類をふまえて焼成温度の分析成果を比較すると、狭長式窯の方が広短式窯よりも焼成温度が高い

胴の狭長式に相当する。広短式の平面形は円形と方形があり、李盛周の半倒焔式の円窯とするものも、これにあたる。つま

ことがわかる。広短式窯は燃焼部から通煙孔までの距離が短く、燃焼部と通煙孔付近の温度の差は大きくない。これに対

者は同じ型式に属すことになる。燃焼部と煙道出口の高低差により火の引きの強弱が決まるので、焼成部が短ければ、傾

焼成温度が高くなりやすいと想定される。次章からは、焼成温度の結果も踏まえて、韓半島と日本列島の窯の拡散する様

り、燃焼部と焼成部が水平方向に分離され、窯の幅に対して焼成部が短いという形態と構造を重視した分類において、両
斜がある場合と平らな場合の2者で、同程度の火の引きを実現することができる。広短式の場合、焼成部傾斜は土器の設置
しやすさに関連するが、焼成自体には大きく影響しないといえる。

2. 時期と分布
有箄窯は仰韶文化から西周～戦国時代、無箄窯の広短式窯は秦漢代から六朝まであり、有箄窯の衰退する時期に広短

式窯が出現する。狭長式窯はより早く出現する。円形式は裴李崗文化、仰韶文化、青銅器時代早期、長胴式は、二里頭文
化以降、後漢代、晋代以降に続くという（深澤2011）。

分布をみると、基本的に有箄窯は黄河中上流域に分布する。広短窯は長江中流域にも分布するが、黄河中流域に多く分

布する。狭長式の円形窯は黄河中流域に分布し、長胴窯は長江下流域に分布する。焼成部の長い狭長式窯が発達する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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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狭長式窯は焼成部が長いため、広短式窯よりもこの差が大きい。その結果、炎の引きが強くなり、焼成部付近では最高
相を整理してみたい。

Ⅳ．韓半島南部の窯
1. 出現期の窯
窯とされる遺構は青銅器時代より報告はされている（姜敬淑2005）。平面が円形あるいは長い溝状を呈し、底面が焼け

ていたり、土器片がまとまって検出されている場合が多い。しかし、上部構造や壁面が残存せず、土器も硬質でない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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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定的な根拠に欠け窯と断定するのは難しい。やはり、確実に窯と判断できるのは原三国時代になってからである。韓半島

新羅 · 伽倻 － 伽倻地域の威安苗沙里遺跡、威安于巨里遺跡、昌寧余草里遺跡では4世紀の窯が確認されている。焼

西南部の窯窯が群集して検出されるのは、鎮川三龍里 · 山水里窯である（쥐병형他2006）。

成部と燃焼部の間に段のない長胴の狭長式窯である。余草里A地区窯では、水平に近い焼成部から急傾斜の燃焼部へと

る。これらの窯も焼成部と燃焼部の間に段があり、燃焼部の深いのが特徴である（図3－1）。焼成部は斜面を呈している

一貫して焼成部と燃焼部の間には段がなく（Yamamoto2018）、焼成部最大幅が2m以下であり、幅広の窯はみられない。

西南部地域の窯 － 3～4世紀に継続的に営まれた窯群と理解されており、原三国時代から三国時代の過渡期にあた

が短い。出土土器は短頸壺が多く、深鉢形土器や甑も出土している。報告書では5段階の時期に分けられ、5段階になる

連なる形態を呈する（図4－2）。その後、胴部がやや膨らむ平面形態や、奥壁が垂直に立ち上がる形態の窯が出現するが、
土器の変化 － 百済、新羅、伽倻ともに食器の占める割合が急激に高くなる。百済土器においては、新たに盤など浅い

と盤も出土するようになる。ただし、風納土城でみられるような凹線が鋭く入るようなものはなく、三足器も出土していな

鉢あるいは皿状の食器が出現する。盤には低い三足が付けられる場合もあり、中国的である。さらに、直口短頸壺や直口広

ような土器様相は呈していない。窯も原三国時代の形態を保持している可能性が高い。送風菅を製作しているのも特徴

や大伫が南朝から搬入されている。黒色に仕上げられた土器の出現も釉薬陶器との関連を想起させる。原三国時代から漢

い。窯群の終末期頃に百済土器の影響を受けた可能性はあるが、百済の中央部である風納土城や夢村土城出土土器の

的である。同一河川の別支流には鎮川石帳里遺跡という製鉄遺跡があり、そこへ送風菅を供給していたとみられる（長友
2008）。

東南部地域の窯 － 韓半島東南部の窯製鉄遺跡として知られる慶州隍城洞遺跡でも窯が検出されている（図3－2）。

窯の焼成部の多くは残っていないが、燃焼部と焼成部との間に段があり、広短式窯と報告されている（이백규他2000）。武
末純一は、これを鋳造鉄佁の中子を焼成した窯とする（武末2002）が、中子は検出されていない。

窯焼成の土器 － 原三国時代になると、東南部地域では淡褐色の色調を呈した瓦質土器が製作されるようになる

6)

（韓国考古学会編2013）。組合式牛角把手付壺や無頸壺、打捺文短頸壺などの器種があり、瓦質土器後期になると小型
炉形器台や有台壺など台付の器種が増加する。これらはいずれも丸底である点に特徴がある。一方、中部地域の土器は、
硬質無文土器と酸化 · 還元焔焼成打捺文土器、灰黒色無文様土器で構成される（朴淳發2003）。原三国時代を3期に分

けた2期から、楽浪土器の影響を受けて灰黒色無文様土器が出現するとされ、同時期に打捺文土器も出現する。硬質無文
土器には、深鉢、蓋、椀があり、外反口縁で胴部下端にナデ調整をおこなう平底の形態を特徴とする。打捺文土器には、深
鉢形土器、長卵形土器、甑、壺、直口壺などがあり、丸底または胴部下端にナデ調整を施さない平底である。初期鉄器時代
以来の粘土帯土器の系譜を引く硬質無文土器に対し、打捺文土器は外部からの影響により成立したと理解されている 。
7)

このように、原三国時代の土器は地域差が大きいものの、丸底化した打捺文土器とされる叩き技法で仕上げられる土

器が共通して認められる点が重要である。丸い底部に叩き目の観察されることから、筒状に成形した後、叩き技法で胴部を
膨らませ、底部を丸底に変形させたことがわかる。叩き技法により、器壁を締めると同時に一気に変形させるのである。そ

のため、土器1個にかかる製作時間は、形を整えながら粘土紐を積み上げ隙間なくナデ調整で仕上げていた硬質無文土器
よりも短くなったと想定され、土器の製作技法上の変化は大きい（長友2010）。土器胎土の質が硬質化することから窯焼成
が想定されており、窯技術導入とともに新たな技法で製作される器種が伝わったと理解される。

肩壺の頸部文様も原三国時代の土器には見られなかった要素である。百済は中国南朝と交流し、釉薬の施された鶏首壺
城期百済への急激な土器の組成変化は、中国陶器からの影響と無関係であるとは考えられない。

一方、新羅土器も大きく組成が変化する。高杯が増加し、食器の占める割合が高くなる。地域色豊かな櫛状工具による

施文が施され、大型の器台も作られる。新羅や伽倻では高杯など食器を中心に陶質土器を大量に副葬する習俗が始まり、

墓で土器が多く消費されるようになる。対照的に百済では墓における土器使用量が少ない。土器の需要量の違いが、大量
生産に関わる窯の改良や大型化に影響することも考慮すべきだろう。

3. 焼成温度の変化
趙大衍により韓半島中部および西南部における土器の焼成温度が分析されており（Cho2006）、その研究成果をグラフ

にあらわしたのが図5である。青銅器時代の寛倉里遺跡では、1000度前後の土器片1点と700度以下の土器片2点が計測さ

れているが、750度から800度程度の最高温度の個体が多い。同じく眞竹里遺跡や竹田遺跡でも焼成温度が800度以下と
なっている。

一方、3～4世紀の三龍里窯出土土器になると、1080度以上で高温焼成された土器片が多くなる。ただし、800～1000

度の温度で焼成された土器片も増加しており、700～800度で焼成された土器片も一定量ある点は注意される。焼成温度

は低温から1080度以上まで緩やかな分布を示している。漢城百済の中心地である風納土城の土器は、1080度以上に高温
焼成された土器片があるが、700～900度程度で焼成された土器片の占める割合も高い。先の三龍里窯出土土器よりも低

温焼成土器の割合が高いのは、土城が消費地であるため、野焼きされた調理具と窯焼成された土器がそれぞれ一定量含

まれることもその要因と考えられる。同時期の地域集落である渼沙里遺跡や、周辺地域である湖西地域の神衿土城では、
700～800度程度の温度で焼成された土器片がある。分析片が少ないため全体の傾向をつかむことはできないが、低温焼
成の土器を一定量使用する状況だったことが推測できる。

2. 三国時代の窯

以上から、野焼きであった青銅器時代には基本的に800度以下の温度で土器が焼成されており、原三国時代～三国時

百済 · 馬韓 － 百済 · 馬韓の窯は焼成部と燃焼部の間に段を持っている事例が多い。焼成部最大幅に対し、焼成部長

は2倍前後の窯が多く、焼成部は比較的短い。焼成部最大幅が3m以上の幅広い窯もある。漢城百済併行期の湖南地域の

代になると、1080度を超える温度で焼成される土器が出現する。ただし、窯で焼成されてはいても、700度～1000度程度の
土器片が過半数を占めており、高温焼成可能な窯が直ちに導入されたとは考えにくい。

韓半島東南部において、李盛周は、3世紀中葉になると瓦質後期土器が継続するとともに古質陶質土器の製作が始まる

海南郡谷里遺跡では、天井部分の一部が残った状態の窯が検出されている （図4－1、木浦大学博物館1989）。平面形

とみる（李2005）。瓦質土器は、前述の通り狭長式窯による焼成が想定されている。瓦質土器は、1000度まで上昇すること

焼成部長が最大幅の2～3倍程度の長さで有段の場合が多い。

度は1200度とされる。東南部においても、窯による低温焼成から高温焼成へ移行するという過程をたどることがわかる。

8)

は楕円形で短い。燃焼部と焼成部の間にわずかな段があり、焼成部は緩やかな斜面である。そのほかの湖南地域の窯も、
6世紀になると、瓦窯として焼成部が平らに近く、燃焼部から焼成部へ大きな段のある広短式窯が新たに出現する。扶

もあるものの（李1988）多くは800度以下の低温で焼成され、最終段階に還元焔焼成されたのに対し、陶質土器の焼成温

余の亭岩里遺跡の窯をみると、横方向から燃料を差し入れるようになっており、通煙孔は3個あるなど、狭長式窯とは系統
の異なる新しい形態の広短式窯が再び導入されたことがわか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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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韓半島における窯の受容と展開
内陸部の鎮川三龍里 · 山水里遺跡や慶州隍城洞遺跡の窯では、短頸壺を含む土器が焼成されており、それまでよりも

焼成により土器が硬質化した。窯技術とともに新たな土器も模倣あるいは創出されているので、渡来した工人かは明らかで
はないが、窯の出現期には少なくとも新たな技術をもつ人々が関わり、窯が形成された可能性が想定される。慶州隍城洞遺

跡では鉄器生産に関連する炉が多く検出され、鎮州三龍里 · 山水里遺跡でも同河川の製鉄遺跡である鎮川石帳里遺跡
へ送風菅を供給していたとみられる。鎮川三龍里窯では、最初に形成される88－1号窯などから送風菅が出土しているので

（図3－1）、窯焼成により堅く焼しめられた送風菅が製鉄に必要とされたことがわかる。鉄器生産は土器窯発達の一つの
契機になった可能性が高いといえる。

原三国時代において、嶺南地域の慶州隍城洞遺跡では焼成部が不明であるが段を持つ窯、湖西地域の鎮州三龍里 ·

山水里窯では深い燃焼部と短い焼成部をもつ窯であり、地域を越えて原三国時代の窯は段をもつ、あるいは深い燃焼部を
もつ傾向がある。これらは、段を持つ広短式窯、あるいは広短式窯を基盤として改良された窯と考えられ、焼成温度での
推測と一致する。

京畿地域や湖西地域といった百済とその周辺部においては、燃焼部と焼成部との間に段をもつ特徴が4世紀以降も維持

されるものの、焼成部はやや長くなり、焼成部の傾斜も加わって長胴の狭長式窯の影響が顕著となっていく。この時期には
中国陶磁器が積極的に入手されているのに加え、中国陶器の影響がみられる三足器を含む大幅な土器組成の変化を考慮
すると、窯の長胴化は内的な変化だけでは理解しがたい。中国南部の狭長式窯からの影響を考慮するのが妥当であろう。

一方、4世紀以降の伽耶窯では燃焼部と焼成部の間に段はなく、水平に近い燃焼部から傾斜をもつ焼成部へと、弓なり

に床面を成形する（植野2015）ことにより火熱の流れを良くする工夫がなされた。10m以上の全長をもつ窯も出現し、長胴

の狭長式窯の特徴を備える。導入期は慶州隍城洞遺跡のような広短式窯から始まったが、百済地域と異なって、完全に改
良され、長胴の狭長式窯が定着したと理解される。紀元前1世紀の昌原茶戸里遺跡では漆器や中国鏡、文具などをはじめ
多くの中国系遺物が出土したことで知られる。3世紀前葉以降の慶州隍城洞遺跡では、鍛冶炉のほかに溶解炉20基も出現

しており、精錬鍛冶炉の存在が指摘されている（村上2007）。鉄器の普及とともに鉄資源の豊富な韓半島東南部の存在感

Ⅴ．日本列島の窯
1. 最古の窯
日本列島に最初に導入された窯は狭長式窯である。窯築造の年代については議論があるものの、日本列島の最古の窯

は神戸市の出合窯とされる。燃焼部が深く焼成部は損失しているものの、それらの間に段のあることが推察され、焼成部
は短い（図6－1）。窯形態から韓半島西南部との共通性が指摘できる（亀田1989 · 2008）。窯内から出土した土器の胎土
は瓦質土器に似た様相で、焼成温度は高くないものと推測される。

窯からは、短頸壺、盤、甑などが出土した。食器と貯蔵具の両方が出土しており、貯蔵具の生産が主ではない点にも陶

邑窯との違いがある。土器の検討から、湖西 · 湖南地域の土器に類するとの指摘（亀田2008）があり、さらに寺井誠は短
頸壺の口縁部形態から湖西地域に地域を絞り込んだ（寺井2017）。甑は破片で1個体に復元できるかは不明であるが、外

反せず直口で平底に円形の穿孔がなされている（亀田1989）。形態的特徴から甑の故地は嶺南地域の泗川以西から湖西、
湖南地域までの範囲でとらえられる。しかし、嶺南地域に特徴的な高杯は含まれていないことから嶺南地域を除くことがで
き、盤のあることから湖西、湖南地域に地域が絞られる。ただし、一段階とされる鎮川三龍里88-1号窯出土甑は底部が丸
底（図3）であり、出合窯出土の甑とは同じではない。三龍里窯出土甑の底部の孔が小さいことからも、出合窯よりも三龍
里88-1号窯の方が古いと考えられる。

2. 出現期の窯
一定数の窯が確認できるようになるのは、陶邑窯TG232に併行する時期からである。この時期の窯は、福岡県朝倉窯跡

が急激に増したのである。

群、同県居屋敷窯跡、香川県三谷三郎池西岸窯跡、岡山県奥ヶ谷窯跡、大阪府陶邑窯跡群、同府吹田32号窯跡、同府一

玉の流通が中国南部と韓半島東南部で多く見られることから、海のシルクロードを通じた中国南部を中継地とする交易の

ている。窯の分布をみると、北部九州から瀬戸内海を経て大阪湾へ至る海の回廊に沿って窯が伝播したことがわかる。

それ以前に、慶州隍城洞遺跡で鍛冶炉が発達し始める頃、1世紀後葉から2世紀代に、カリガラスを主体とするガラス小

消費地が楽浪郡から韓半島南部に移った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中村2015）。交易網の発達は多様な情報や人の動きを伴

須賀2号窯跡とされ、初期須恵器の様相から和歌山県（仲辻2013）や三重県（藤原2010）にも窯のある可能性が予想され

植野浩三は、日本の出現期の窯が小型で直線的な平面形態である点を重視し、燃焼部と焼成部の間の段の有無には差

っていたと推測され、早ければこの変化に伴って2世紀頃に窯の長胴の狭長式窯の影響を受けた可能性もある。しかし、現

異があると述べつつも、湖南地域を故地の候補としている（植野2010 · 2017）。藤原学は、韓半島南部の4世紀後半から5

た可能性が高い。韓半島にもたらされた陶磁器が西晋に遡るかは論争が続いているが、中国南部を通じてきたガラスの流

倻の窯に、鎮川三龍里 · 山水里窯群の形態や大きさを考慮して、韓半島南部の窯は、窯体長は4～15m、窯体幅が1.3～

時点で確かな長胴の狭長式窯の出現は3世紀後半～4世紀頃であるので、百済成立時の南朝との交流によってもたらされ

入は継続している。そして、長胴の狭長式窯が、百済では焼成部と燃焼部に段をもつ形態を維持しつつ導入され、新羅・伽
倻領域では焼成部から燃焼部へ弓なりの曲線を描く独特な形態を生み出し定着したと理解される。段をもつ狭長式窯も中
国南部にはみれられるものの、百済と新羅 · 伽倻に異なる窯が伝わったと考えるよりは、前段階の広短式窯からの影響を

みておいてほうが理解しやす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従って、韓半島南部では、楽浪郡の影響で窯が出現した後、さらに中

国南部の影響を新たに受けるというように、起源地の異なる複数系統の中国の窯の影響の波を受けて変化し、低温焼成か
ら徐々に高温焼成へ発展したと考えられる。

世紀初頭の窯をまとめ、日本列島の窯と比較した（藤原2010）。傾斜が緩やかで焼成部が長く、幅が狭い特徴を有する伽
3.0m、焼成部の床傾斜が10～30度、地下式、半地下式、地上式があると整理している。そして、韓半島で巨大な狭長式窯が
完成した時期に、日本列島へ窯が伝播したという。こうした見解を踏まえつつ、本稿のこれまでの検討から日韓の出現期の
窯を検討してみよう。

韓半島の窯の地域差は、中国からの影響の差異に起因するもので、床面形態、特に燃焼部と焼成部間の段の有無にあら

われている。居屋敷窯においては焼成部と燃焼部の間に段のある可能性が指摘されているが（藤原2010）、これを除き日本
列島の初期窯には基本的に焼成部と燃焼部の間に段がない。焼成部がやや長く、焼成部の上端まで残存する吹田32号窯

や一須賀2号窯では円形の煙孔が穿たれており、長胴の狭長式窯である（図6―2～5）。つまり、段を有さないTG232併行期
の窯は、京畿、湖西、湖南地域といった馬韓 · 百済の窯の系統は引いておらず、韓半島東南部の伽耶窯の系統といえる。初

期須恵器が威安を中心として昌原、金海などの土器と類似性が指摘されている点とも矛盾がない。初期須恵器は還元雰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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気で高温焼成された胎土の質と色調を呈することから、導入された時点で高温焼成可能な完成した長胴の狭長式窯である
と理解できる。なお、5世紀から甑や深鉢などの調理具を含む韓半島系の軟質土器の出土が、長原遺跡や蔀屋北遺跡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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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도 오래된 초기 가마가 있음이 확실해지고, 규모와 지속성 측면에서도 스에무라 가마군은 다른 것을 능
가하는 점, 스에키 조성의 중심이 되는 배신의 정착이 스에무라 가마 출토토기에 특징적으로 확인되는 점
(山田 2007)을 통해 가마의 전개 양상에서 스에무라 가마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기에 이른다(植野 2002,
田中 2002, 菱田 2007, 仲辻 2013).

스에키 가마의 기원지가 한반도인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초기 스에키와 한반도 도질토기를 비교해

보면, 영향을 받았던 곳은 가야를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한정되어 왔다. 다만 초기 스에키에 광구호와 ‘瓦+
泉’ 등 가야에 없는 종류의 스에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백제나 마한으로부터의 영향도 일부 받았을 가
능성이 지적된 바 있다(酒井 1994・2004). 또한 ‘瓦+泉’가 일본열도에서 성립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中久保 2017).

한편, 한반도에서 가마연구는 백제・마한(朴琇鉱 2001, 李志映 2008, 鄭一 2008, 崔卿煥 2010), 신라

・가야(金光玉 2004, 釮喆 2007) 등 지역마다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백제영역인 경기지역에서는 5기 전

Ⅰ. 머리말

후의 가마군이 3~4세기경에 나타나지만, 호남지역에서는 군을 이루는 가마군이 5세기 말부터 증가한다(李
志映 2008). 또한 나주 오량동 가마처럼 옹관 소성용 가마군이 호남지역에 조영된다(崔盛洛 외 2004, 연웅
외 2011, 鄭聖睦 2012). 신라지역에서는 경주시 손곡동・화산리 가마와 대구시 욱수동・경산시 옥산동 가

가마 도입은 식기와 저장구의 견고함 및 치밀함과 결부되기 때문에 야외소성 토기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가마를 도입함으로써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동아시아에서 가마를 이용한 고온소성은 그때까지 없던 기술
로, 중국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열도로 전해졌다. 다만 중국의 가마는 다양하고 계통이 여러 가지이다. 따
라서 가마의 확산과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다양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중국 가마를 계통
적으로 확인한 후, 가마 구조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한반도와 일본열도로 어떻게 가마가 확산되었는지 검토
하고자 한다.

마 등 4세기 후반에 출현하여 5세기 중엽 이후에 성행기를 맞이하는데, 대규모이고 장기 운영된 40기 이상
의 가마군이 신라 왕도 주변에 분포하고 있음이 알려져 있어(植野 2015), 토기 생산체제가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었다고 보기도 한다(藤原 2010, Yamamoto 2018). 이에 비해 가야지역에서는 그렇게 큰 대규모의
가마군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한반도 남부에서 가마 자체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토기 양상으로 볼 때, 원삼국시대 초 서기전 2
세기 말~서기전 1세기경에 가마가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낙랑군을 통해 가마기술이 전해진 것으로 추정
되나, 토기 형태와 기종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정인성은 가마기술과 함께 출현하는 단경호가 전국
시대 연(燕)의 토기와 유사하다고 보고, 낙랑군 설치 이전에 중국 동북부로부터 유입되었다고 주장한다(鄭
仁盛 2013). 그러나 다카쿠 켄지(高久健二)는 분묘 출토품의 병행 관계를 검토하여 낙랑군 설치 이전으로
소급시키는 견해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高久 2018). 그리고 원삼국시대 초기의 가마는 평요(平窯)

Ⅱ. 계보연구 약사와 문제의 소재

로 추정되나(中村 2017, Nagatomo and Nakamura 2018), 검토 자체가 매우 적다.
이상과 같이, 가마와 가마 출토토기를 통해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가마기술 출현과 전개 양상에 대한 검
토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가마의 전개에 관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그중에서

일본열도에 가마가 도입되는 것은 고훈(古墳)시대 전기 말에서 중기 초두로,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대규

모 가마군인 스에무라(陶邑) 가마도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스에키(須恵器) 연구도 이 스에무라 가마를 중
심으로 검토되었고 큰 진전도 있었다. 연구 당초에는 스에무라 가마에서 생산된 토기가 지방 가마에서 생

산된 토기에 영향을 미치고, 가마기술이 스에무라 가마에서 확산되었다고 여겨졌다(田辺 1971・1981). 그

러나 세토우치(瀬戸内)지역에서 오사카(大阪)만 연안부에 걸쳐 더 오랜 시기의 가마가 여럿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초기단계는 각지로 가마가 도입되어 경영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橋口 1982, 斎藤

1983, 藤原 1992, 武末 1993). 그러나 TG232호 가마가 발견되면서(岡戸編 1995・1996) 스에무라 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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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최대의 과제는 삼국시대에 일반화되는 굴가마(窖窯)가 한반도 안에서 성립하였는지 외부로부터의 영향

으로 성립되었는지 하는 점이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가마의 기원지인 중국의 가마를 검토하고

비교하는 일이 불가결하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후카사와 요시키(深澤芳樹)가 중국 가마를 망라하여 집성
및 분류하여(深澤 2011), 어느 정도 비교검토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한반도와 일본열도 가마의 비교연구
가 시도되고 있지만(藤原 2010, 植野 2017), 신라와 가야, 백제 가마에도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이 부분도
한반도의 가마가 일본열도로 확산되는 과정을 생각하는 데에 중요하므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
는 가마 구조에 관하여 소성온도라는 시점을 새로 추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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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 가마의 계통과 소성온도

한편, 앞 장에서 언급한 대로 낙랑토기는 중국 동북부의 토착토기의 전통을 잇고 있는데, 전국시대 연
에서는 평요에서 토기가 생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낙랑군에 있었을 가마 형태도 이와 유사한 평요라고 보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中村 2017, Nagatomo and Nakamura 2018).

우선 후카사와 요시키가 검토한 중국 가마의 내용을 소개하고(深澤 2011), 가마 구조와 각 가마의 시기
및 분포를 살펴보겠다.

그런데 낙랑군 설치 이전의 중국 동북부와 낙랑군의 가마가 평요라고 한다면, 이 지역들에서 영향을 받
은 한반도 남부의 원삼국시대 초기 가마도 평요일 가능성이 높다(中村 2017, Nagatomoand Nakamura
2018). 그러나 이곳은 삼국시대에 굴가마가 발달하는 지역이고, 일본열도 스에키 가마의 기원지이기도 한
다. 후카사와도 한반도로 가마가 확산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았는데(深澤 2011), 평요

1. 가마의 구조

에서 굴가마로의 변화 또는 자체 발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출현기의 가마는 수량 자체가 적고, 상부구조가 결실되고 바닥면도 일부만 잔존하는 등 상태가 좋지 못

후카사와는 중국 가마를 집성할 때, 패(箄)에 착목하여 분류하였다. 패(箄)란 소성부 바닥에 설치된 작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마 구조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한편, 가마에서 소성된 토기의 소성온도를 검토해

패(無箄)로 대별되고, 무패(無箄)의 가마는 소성부의 폭과 길이의 비가 등배에 가까운 광단식(広短式)(<그림

2017). 소성온도는 토기를 통해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마가 부재하는 지역과 시기를 보완하면서 가마 계

은 구멍으로, 연소부에서 소성부에 있는 토기로 화열을 보내는 역할을 한다. 유패(有箄)(<그림 1－1>)와 무

보면, 800℃ 정도에서 1,300℃ 가까이로 폭이 넓은데 가마 구조는 소성온도와 일정한 상관성이 있다(長友

1－3>, 이하 평요라고 부른다)과 2~16배 이상의 협장식(狭長式, 이하 굴가마(窖窯)라고 부른다)으로 나누

통을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대에서는 다음 절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었다. 평요는 소성부의 일부를 파고 연소부를 만들기 때문에 단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굴가마는 소성부의
평면형이 원형에 가까운 원형식(<그림 1－2>)과 소성부의 길이가 폭의 5배 이상인 장동식(長胴式)(<그림 1
－4>)으로 나누어지며, 유단(有段)과 무단(無段)의 두 종류가 있다.

3. 소성온도와 가마 구조의 상관성

로 배치되어 평면적으로 방이 2개로 명확하게 분리된다. 온도가 올라간 열이 연기구멍(煙孔)으로 빠지게 함

【표 1】 요녕성 보란점시(普蘭店市) 비자와(貔子窩) 출토

유패(有箄)가마는 열기가 토기를 통과하여 위로 상승하지만, 무패(無箄)가마는 소성부와 연소부가 옆으

으로써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 연료와 연기구멍(煙孔) 사이에 있는 토기가 소성된다. 따라서 무패(無箄)가마

쪽이 불꽃을 끌어당기는 것이 강한 구조가 된다. 무패(無箄)가마 중에서도 평요는 소성부가 넓고 짧은 형태
이고, 연소부보다도 한 단 낮은 소성부가 마련된 구조라는 점에서 유패(有箄)가마에 가깝다.

2. 시기와 분포
유패(有箄)가마는 앙소(仰韶)문화에서 서주(西周)~전국(戦国)시대에, 무패(無箄)가마인 평요는 진한(秦

漢)대부터 육조(六朝)까지 조영되고 유패(有箄)가마가 쇠퇴하는 시기에 평요가 출현한다. 굴가마(窖窯)는

더 빨리 출현한다. 원형식은 배리강(裴李崗)문화, 앙소문화, 청동기시대 조기에, 장동식은 이리두(二里頭)문
화 이후부터 후한(後漢)대, 진(晋)대 이후까지 계속 조영된다고 한다(深澤 2011).

분포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유패(有箄)가마는 황하 중상류역에 분포한다. 평요는 장강 중류역에도 분

포하지만, 황하 중류역에 많이 분포한다. 원형식 굴가마는 황하 중류역에 분포하고, 장동식은 장강 하류역
에 분포한다. 소성부가 긴 굴가마가 발달하는 곳은 중국 남부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후카사와는 일본
열도 스에키 가마가 중국 남부의 굴가마에서 유래하였다고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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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기종

소성온도

1

고려채(高麗寨) 하층계

언(甗)

900~1,000℃

2

고려채 하층계

언(甗)

900~1,000℃

3

고려채 하층계

언(甗)

900~1,000℃

4

고려채 상층계

부(釜)

900~1,000℃

5

고려채 상층계

부(釜)

6

고려채 상층계

언(甗)

900~1,000℃

7

고려채 상층계

단경호

900~1,000℃

8

고려채 상층계

단경호

900~1,000℃

평요의 소성온도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구성과가 발표되었다. 서기전 3세기의 평요에서 구워졌다고 추
정되는 연(燕)계토기 7점(<그림 2>)을 분석한 결과, 편광현미경에서 유리화가 관찰되고, 점토광물의 비
결정화가 일어나지만, 1,000℃를 넘는 온도에서 생성되는 멀라이트 등의 광물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900~1,000℃를 전후하여 소성된 것으로 추정된다(【표 1】, 鐘ヶ江他 2017). 아울러 한반도 출토 낙랑토기,
일본열도 출토 낙랑토기의 소성온도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었다(Cho 2006, 鐘ヶ江・福田 2006).
극동아시아에서도 평요의 토기 소성온도가 분석된 바 있는데, 그 결과가 흥미롭다(ジェシチコフスカヤ
외 2017). 7세기 말에서 10세기 전엽까지 지속된 발해시대에 해당하는 크라스키노(Краскино)유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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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의 가마가 확인되었고, 편광현미경 관찰을 통해 800~900℃, 혹은 이보다 조금 높은 온도에서 환원소

Ⅳ. 한반도 남부의 가마

성된 토기가 생산되었다. 가마의 규모는 다양하여 폭이 1.0~1.7m 정도, 연소부, 소성부, 연도를 포함하여
전체 길이가 3.3~5.1m(평균 약 4.2m)이다. 연소부와 소성부 사이에 단이 있고 소성부는 수평을 이루고 평
면형태는 방형이다. 약간 소성부가 길지만 평요 계통으로 이해된다.

한편, 중국남부의 장강 하류역에서는 회유도기가 굴가마(窖窯)에서 소성되는데, 경질로 재가 녹아 유

1. 출현기의 가마

약이 될 정도로 고온에서 소성되었다. 토기의 태토분석 결과를 보면, 후한은 1,160~1,310℃, 삼국시

가마 구조는 청동기시대부터 보고되고 있다(姜敬淑 2005). 평면 원형 또는 긴 도랑모양을 띠고, 바닥

대는 1,240℃, 서진(西晋)대는 1,180~1,300℃, 동진(東晋)은 1,130~1,270℃, 남조는 1,190℃ 전후

면이 소결되었거나 토기편이 많이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부구조와 벽면이 남아 있지 않고 토기도

로, 1,200℃대를 중심으로 하는 꽤 고온소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표 2】). 서

경질이 아니어서 결정적 근거가 부족하여 가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확실하게 가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기전 6~5세기의 중국 하남성 매화돈가마(梅花墩窯)(<그림 1> 아래)의 회유도기는 재가열 팽창율 측정에

은 원삼국시대가 되어야 나타난다.

서 1,270℃가 나와(広東省文物考古研究所・博羅県博物館 1998) 전국시대가 성립될 때까지 굴가마에서
1,000℃를 크게 넘는 온도로 소성하는 기술을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 서남부의 가마 - 가마가 군집하여 나타나는 것은 진천 삼룡리・산수리 가마이다(최병현 외 2006).

3~4세기에 지속적으로 경영된 가마군으로 여겨지는데, 원삼국시대부터 삼국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당
한다. 이 가마들도 소성부와 연소부 사이에 단이 있고, 연소부가 깊은 것이 특징이다(<그림 3－1>). 소성부는

【표 2】 절강성(浙江省)의 도자기 소성온도

사면을 이루지만 짧다. 출토토기는 단경호가 많고, 심발형토기와 시루도 출토되었다. 보고서에서는 5단계로

유적

기종

시기

소성온도

비고

上虞小仙抎窯

印紋罍青瓷

東漢

1160 ± 20

上虞小仙抎窯

印紋罍青瓷

東漢

1310 ± 20

새겨진 것은 없고, 삼족기도 출토되지 않는다. 가마군의 종말기 경에 백제 토기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

上虞小仙抎窯

青瓷盆

東漢

1270 ± 20

으나, 백제 중앙부인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출토토기와 같은 토기 양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마도 원삼국시

上虞小仙抎窯

青瓷罐

東漢

1260 ± 20

上虞帳子山窯

黒瓷

東漢

1220 ± 20

上虞帳子山窯

黒瓷

東漢

1200 ± 20

上虞帳子山窯

黒瓷

東漢

1240 ± 20

上虞帳子山窯

青瓷椀

三国

1240 ± 20

上虞龍泉塘西晋墓

青瓷

西晋

1300 ± 20

越窯産

上虞帳子山窯

青瓷

西晋

1180 ± 20

越窯産

上虞青瓷

青瓷

西晋

1220 ± 20

紹興東晋墓

青瓷四系罐

東晋

1270 ± 20

德清窯

黒瓷

東晋

1150 ± 20

余杭窯

黒瓷

東晋

1130 ± 20

고학회 편 2013). 조합식우각형파수부옹과 무경호, 타날문단경호 등의 기종이 있고, 와질토기 후기가 되

金華婺州窯

青瓷

東晋

1180 ± 20

면, 소형 노형기대와 대부호 등의 대각이 달린 기종이 증가한다. 이들은 모두 환저인 점이 특징이다. 한편,

上虞帳子山窯

青瓷椀

南朝

1190 ± 20

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송풍관을 제작한 것도 특징적이다. 동일한 하천의 다른 지류에
진천 석장리유적이라는 제철유적이 있는데 그곳으로 송풍관을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다(長友 2008).

한반도 동남부의 가마 - 제철유적으로 알려진 경주 황성동유적에서도 가마가 확인된다(<그림 3－2>).

가마의 소성부 대부분은 남아있지 않지만, 연소부와 소성부와의 사이에 단이 있고 평요로 보고되었다(이

백규 외 2000). 다케스에 쥰이치(武末純一)는 이곳을 주조철부의 내범을 소성한 가마라고 보고 있다(武末
2002).

越窯産

이상과 같이 가마 분류를 통해 소성온도 분석결과를 비교하면, 굴가마 쪽이 평요보다 소성온도가 높음
을 알 수 있다. 평요는 연소부에서 통연기구멍(通煙孔)까지의 거리가 짧고, 연소부와 통연기구멍(通煙孔) 부
근의 온도차가 크지 않다. 이에 비해, 굴가마는 소성부가 길기 때문에 평요보다도 그 차가 크다. 그 결과,
화염을 끌어 당기는 힘이 강해져 소성부 부근에서는 소성온도가 가장 높아지기 쉽다. 다음 장에서는 소성온
도의 결과를 포함하여 한반도와 일본열도 가마 확산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누었고, 5단계가 되면 반(盤)도 출현한다. 그러나 풍남토성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요선(凹線)이 예리하게

가마 소성의 토기 - 원삼국시대가 되면, 서남부지역에서는 담갈색을 띠는 와질토기가 제작된다(한국고
1)

중부지역의 토기는 경질무문토기와 산화염・환원염 소성 타날문토기, 회흑색 무문양토기로 구성된다(朴淳
發 2003). 원삼국시대를 3기로 나눈 2기부터 낙랑토기의 영향을 받아 회흑색 무문양토기가 출토되는데, 동
시기에 타날문토기가 출현한다. 경질무문토기에는 심발·개·완이 있고, 외반구연으로 동부 하단에 물손질
정면한 평저가 특징이다. 타날문토기에는 심발형토기, 장란형토기, 시루(甑), 호, 직구호 등이 있고, 환저
또는 동부하단을 물손질하지 않은 평저이다. 초기 철기시대 이후의 점토대토기 계보를 잇는 경질무문토기
2)

에 비해, 타날문토기는 외부로부터의 영향으로 성립되었다고 이해된다.

이처럼 원삼국시대 토기는 지역차가 크긴 하지만, 환저의 타날문토기라고 하는 타날기법이 베풀어지는
토기가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점이 중요하다. 둥근 저부에 타날문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통모양으로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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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뒤, 타날기법으로 동체부를 부풀리고 저부를 둥글게 변형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타날기법으로 기벽을

3. 소성온도 변화

줄임과 동시에 한 번에 변형시키기 때문에 토기 1개를 제작하는 데에 걸치는 시간은 형태를 만들면서 점토
띠를 쌓아올려 빈틈없이 물손질 정면으로 완성하는 경질토기보다 짧아졌다고 판단되므로, 토기 제작기법상

조대연은 한반도 중부 및 서남부의 토기 소성온도를 분석한 바 있고(Cho 2006), 그 연구성과를 그래프

의 변화가 크다(長友 2010). 토기태토의 질이 경질화되었기 때문에 가마 소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고, 가

로 나타낸 것이 <그림 5>이다. 청동기시대 관창리유적에서는 1,000℃ 전후의 토기편 1점과 700℃ 이하의

마기술 도입과 더불어 새로운 기법으로 제작되는 기종이 전해졌다고 판단된다.

토기편 2점이 확인되지만, 750℃에서 800℃ 정도의 개체가 많다. 마찬가지로 진죽리유적과 죽전유적에서
도 소성온도가 800℃ 이하이다.
한편, 3~4세기 삼룡리 가마 출토토기가 되면, 1,080℃ 이상의 고온에서 소성된 토기편이 많아진다. 다

2. 삼국시대 가마

만, 800~1,000℃에서 구워진 토기편도 증가하고, 700~800℃에서 소성된 토기편도 일정량을 점하는 점이

백제 · 마한 - 백제・마한의 가마는 소성부와 연소부 사이에 단이 있는 사례가 많다. 소성부 최대 폭 대

비 소성부 길이가 2배 전후의 가마가 많아, 소성부는 비교적 짧다. 소성부 최대 폭이 3m 이상으로 넓은 가
마도 있다. 한성백제 병행기의 호남지역 해남 군곡리유적에서는 천정부분 일부가 남아있는 상태의 가마가

확인되었다(<그림 4－1>, 木浦大学博物館 1989). 평면 형태는 타원형으로 짧다. 연소부와 소성부 사이에
3)

얕은 단이 있고, 소성부는 완만한 사면을 이룬다. 그 외 호남지역 가마도 소성부 길이가 최대 폭의 2~3배
정도의 길이로 단이 있는 것이 많다.
6세기가 되면, 기와가마 가운데, 소성부가 편평한 것에 가깝고 연소부에서 소성부로 큰 단이 있는 평요
가 새롭게 출현한다. 부여 정암리유적의 가마를 보면, 횡방향에서 연료를 투입하게 되어 있고, 통연기구멍

주목된다. 소성온도는 저온에서 1,080℃ 이상까지 완만한 분포를 보인다. 한성백제의 중심지인 풍납토성의
토기는 1,080℃ 이상의 고온에서 소성된 토기편이 많지만, 700~900℃ 정도에서 소성된 토기편이 점하는
비율도 높다. 삼룡리 가마 출토 토기보다도 저온 소성의 토기 비율이 높은 것은 풍납토성이 소비지이기 때
문으로, 야외소성된 조리구와 가마 소성된 토기가 각각 일정량 포함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동
시기의 지역취락인 미사리유적과 주변지역인 호서지역 신금토성에서는 700~800℃ 정도의 온도에서 소성
된 토기편이 있다. 분석 편이 적어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저온소성의 토기를 일정량 사용하
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상으로 야외소성의 청동기시대에는 기본적으로 800℃ 이하의 온도에서 토기가 구워지고, 원삼국시

(通煙孔)이 3개인 등 굴가마(窖窯)와는 계통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평요가 다시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에서 삼국시대가 되면 1,080℃를 넘는 온도에서 소성되는 토기가 출현한다. 다만, 가마에서 소성되어도

인된다. 소성부와 연소부 사이에 단이 없는 장동식 굴가마(窖窯)이다. 여초리 A지구 가마에서는 수평에 가

보긴 어렵다. 이성주는 한반도 동남부에서 3세기 중엽이 되면, 후기 와질토기가 계속 제작되면서 고분에 넣

신라 · 가야 - 가야지역의 함안 묘사리유적, 함안 우거리유적, 창녕 여초리유적에서는 4세기 가마가 확

까운 소성부에서 급경사의 연소부로 연결되는 형태를 이룬다(<그림 4－2>). 그 후, 동부가 약간 부푼 평면
형태와 안쪽 벽이 수직으로 서는 형태의 가마가 출현하는데, 일관되게 소성부와 연소부 사이에 단이 없고
(Yamamoto 2018), 소성부 최대 폭이 2m 이하로, 폭넓은 가마는 확인되지 않는다.

토기의 변화 - 백제, 신라, 가야 모두 식기가 점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많아진다. 백제 토기에는 새로운

700~1,000℃ 정도로 구워지는 토기편이 과반수를 점하므로, 고온소성 가능한 가마가 바로 도입되었다고
는 도질토기가 제작되기 시작한다고 보았다(李 2005). 와질토기는 전술한 대로 굴가마(窖窯)에서 소성되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와질토기는 1,00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李 1988), 대부분은 800℃ 이하의
저온에서 소성되고, 최종단계에 환원염으로 소성되는 데 비해, 도질토기의 소성온도는 1,200℃에 이른다.
동남부지역 가마도 저온소성에서 고온소성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盤) 등의 얕은 발 혹은 접시모양의 식기가 출현한다. 반에는 낮은 삼족이 붙는 경우도 있는데 중국적 요
소이다. 게다가 직구단경호와 직구광견호의 경부문양도 원삼국시대 토기에는 보이지 않던 요소이다. 백제
는 중국 남조와 교류하면서 유약을 입힌 계수호(鶏首壺)와 대옹을 남조로부터 들여온다. 흑색으로 완성된

4. 한반도에서 가마의 수용과 전개

토기가 유약도기와의 관련성 속에서 출현하다고도 볼 수 있다. 원삼국시대에서 한성기 백제로의 급격한 토
기 조성 변화는 중국 도기로부터의 영향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신라 토기도 조성이 변한다. 고배가 증가하고 식기가 점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지역색이 짙은 절

상(櫛状)공구를 이용하여 시문하고 대형 기대도 제작한다. 신라와 가야에서는 고배 등 식기를 중심으로 도

내륙부의 진천 삼룡리·산수리유적, 경주 황성동유적의 가마에서는 단경호를 포함하는 토기가 소성되
고, 이전보다 토기가 경질화된다. 가마기술과 더불어 새로운 토기가 모방 혹은 창출되므로, 도래한 공인인
지는 분명하지 많지만 가마 출현기에 적어도 새로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관여하여 가마가 조성되었을 가

질토기를 대량으로 부장하는 풍습이 시작되어 무덤 축조에 많은 토기가 소비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백제에

능성이 있다. 경주 황성동유적에서는 철기 생산과 관련되는 노가 많이 확인되고, 진천 삼룡리·산수리유적

서는 무덤 안에 토기를 넣는 양이 적다. 토기 수요량의 차이가 대량생산과 관련되는 가마의 개량과 대형화

에서도 같은 하천의 제철유적인 진천 석장리유적으로 송풍관을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천 삼룡리 가마

에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 가장 먼저 조성된 88-1호 가마 등에서 송풍관이 출토되는 점(<그림 3-1>)으로 보아, 제철에 가마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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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단단하게 구운 송풍관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철기 생산이 토기가마 발달의 한 계기가 되었을 가

Ⅴ. 일본열도의 가마

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영남지역의 경주 황성동유적에서는 소성부가 불분명하지만 단을 가진 가마가 확인되고, 호서지역의 진
천 삼룡리·산수리 가마에서는 깊은 연소부와 짧은 소성부를 가진 가마가 있는데, 지역을 넘어 원삼국시대

1. 가장 오랜된 가마

가마는 단이 있거나 혹은 깊은 연소부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단을 가지는 평요 혹은 평요를 기반으
로 하여 개량된 굴가마(窖窯)라고 생각되며, 소성온도를 통한 추측과도 일치한다.

경기지역 및 호서지역과 같은 백제와 그 주변부에서는 연소부와 소성부와의 사이에 단을 조성하는 특징

이 4세기 이후로도 유지되지만, 소성부는 약간 길어지고 소성부의 경사도가 커져 장동식 굴가마(窖窯)화가

현저해진다. 이 시기에는 중국 도자기가 적극적으로 입수되던 시기로, 중국 도기의 영향으로 보이는 삼족기
를 포함하여 대폭적인 토기조성 변화를 감안할 때, 가마의 장동화가 내적 변화라고만 이해하기 어렵다. 중
국 남부 굴가마(窖窯)로부터의 영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한반도 동남부지역의 가마는 연소부와 소성부 사이에 단이 없고 수평에 가까운 연소부에서 경사

를 가진 소성부로 호상으로 둥글게 바닥면을 형성(植野 2015)함으로써 화열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한 구조
로 고안되었다. 10m 이상 길이의 가마도 출현하는 등 장동식 굴가마의 특징을 갖춘다. 도입기에는 경주 황
성동유적과 같은 평요에서 시작되지만, 백제지역과는 달리 완전하게 개량되어 장동식 굴가마로 정착되었다
고 판단된다. 서기전 1세기의 창원 다호리유적에서 칠기와 중국경, 문구 등 많은 중국계 유물이 출토되었

일본열도에 최초로 도입된 가마는 굴가마(窖窯)이다. 가마 축조연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일본

열도에서 가장 오래된 가마는 고베시(神戸市)의 데아이(出合)가마이다. 연소부가 깊고 소성부는 유실되었
지만, 그 사이에 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소성부는 짧다(<그림 6-1>). 가마 형태로 보아 한반도 서남부

와의 공통성이 엿보인다(亀田 1989・2008). 가마 안에서 출토된 토기의 태토는 와질토기와 비슷한 양상으
로, 소성온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마에서는 단경호, 반, 시루 등이 출토되었다. 식기와 저장구가 모두 출토되고 저장구 생산이 중심
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스에무라 가마와 차이가 있다. 토기를 검토해 보면, 호서・호남지역 토기와 유사하

다고 지적(亀田 2008)된 바 있고, 나아가 데라이 마코토(寺井誠)는 단경호의 구연부 형태를 통해 호서지역
으로 관련지역을 좁혔다(寺井 2017). 시루는 파편으로 1개체로 복원 가능할지 불분명하지만, 외반하지 않

고 직구로 평저에 원형 천공이 있다(亀田 1989). 형태적 특징으로 보아 시루는 영남지역 사천 이서에서 호
서·호남지역까지의 지역과 관련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영남지역의 특징적인 고배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다. 3세기 전엽 이후의 경주 황성동유적에서는 단야로 외에 용해로 20기도 출현하므로 정련단야로가 존재

때문에 영남지역을 제외할 수 있고, 반이 있다는 점에서 호서·호남지역으로 관련 지역을 좁힐 수 있다. 다

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村上 2007). 철기 보급과 더불어 철자원이 풍부한 한반도 동남부의 존재감이 급격하

만, 한 단계로 여겨지는 진천 삼룡리 88-1호 가마 출토시루는 저부가 환저(<그림 3>)이고, 데아이가마 출

게 증가한 것이다. 그 이전에 경주 황성동유적에서 단야로가 발달하기 시작한 때인 1세기 후엽부터 2세기대

토시루와는 형태가 다르다. 삼룡리가마 출토시루의 저부 구멍이 작은 점으로 볼 때, 데아이가마보다 삼룡리

에 칼륨유리를 주체로 하는 유리 소옥의 유통 양상이 중국남부와 한반도 동남부에서 많이 확인되는 점을 통

88-1호 가마가 더 오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해, 해상 실크로드를 통한 중국 남부를 중계지로 하는 교역의 소비지가 낙랑군에서 한반도 남부로 이동하였
다고 보기도 한다(中村 2015). 교역망의 발달은 다양한 정보와 사람의 움직임을 동반하였다고 추측되고, 빠
를 경우 그 변화와 더불어 2세기 경에 장동식 굴가마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2. 출현기의 가마

그러나 현시점에서 확실한 장동식 굴가마는 3세기 후반~4세기경에 출현하기 때문에 백제 성립 시의 남
조와의 교류를 통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에 들어온 도자기가 서진(西晋)까지 소급될지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중국 남부를 통한 유리의 유입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장동식 굴가마가 백제에서는 소성부와 연소부에 단을 가진 형태가 유지되면서 도입되고, 신라와
가야영역에서는 소성부에서 연소부로 활처럼 곡선을 그리며 독특한 형태로 형성되어 정착한 것으로 판단된
다. 단을 가지는 굴가마도 중국 남부에서 확인되지만, 백제와 신라, 가야로 다른 가마가 전해졌다고 보기보
다는 이전 단계의 평요의 영향이라고 보는 편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따라서 한반도 남부에서는 낙랑군
의 영향으로 가마가 출현한 후, 나아가 중국 남부의 영향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기원지와 다른 복수
계통의 중국 가마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면서 저온소성에서 서서히 고온소성으로 발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정수의 가마가 확인되는 시점은 스에무라(陶邑) 가마 TG232에 병행하는 시기부터이다. 이 시기의 가

마는 후쿠오카현(福岡県) 아사쿠라(朝倉) 가마터, 이야시키(居屋敷) 가마터, 가가와현(香川県) 미타니사부

로이케세이간(三谷三郎池西岸) 가마터, 오카야마현(岡山県) 오쿠가다니(奥ヶ谷) 가마터, 오사카부(大阪府)
스에무라가마군, 스이타(吹田) 32호 가마터, 이치스가(一須賀) 2호 가마터가 있고, 초기 스에키(須恵器)의
양상으로 보아 와카야마현(仲辻 2013)과 미에현(藤原 2010)에도 가마가 있을 가능성이 예측된다. 가마 분

포양상을 보면, 북부규슈(九州)에서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를 거쳐 오사카만에 이르는 바다를 따라 가마가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에노 코소(植野浩三)는 일본 출현기의 가마가 소형이고 직선적인 평면 형태라는 점을 중시하여 연소
부와 소성부 사이의 단 유무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도 호남지역을 기원지의 후보로 파악하고 있다(植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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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7). 후지와라 마나비(藤原学)는 한반도 남부의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두의 가마를 집성하여

고온소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냉량한 기후에서 800℃ 이상의 온도로 균질하게 토기를 소성하기

일본열도 가마와 비교하였다(藤原 2010). 경사가 완만하고 소성부가 길며, 폭이 좁은 특징을 가진 가야의

위해 가마가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습윤하고 온난한 화남에서는 안정적으로 800~900℃를 유지하

가마는 진천 삼룡리·산수리가마군의 형태와 규모를 고려하여 한반도 남부의 가마는 가마 길이 4~15m, 폭

는 야외소성이 가능하였지만, 더욱 견고한 토기를 만들기 위해 고온소성을 위한 가마를 이용하게 되면서 회

1.3~3.0m, 소성부 바닥 경사도 10~30도, 지하식, 반지하식, 지상식이 있다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도나 청자 등이 생산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에서 거대한 굴가마(窖窯)가 완성된 시기에 일본열도로 가마가 전파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참조하
고 본고의 지금까지의 검토를 참고하여 한일 출현기의 가마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반도에 가마기술이 도입되기 직전의 진한대에는 황하 중류역과 장강 중류역에서 평요가, 장강 하류역
에서 장동식 굴가마가 조성되고 있었다. 중국 동북부의 토기 계통을 잇는 낙랑토기의 소성온도가 낮아, 낙

한반도 가마의 지역차는 중국으로부터의 영향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바닥면 형태, 특히 연소부와 소

랑군에서는 화북에서 일반적이었던 평요가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남부 가마는 낙랑토기 등의

성부 사이의 단 유무에 있다. 이야시키가마에 소성부와 연소부 사이에 단이 있을 가능성이 지적된 바 있지

영향으로 환저의 타날문토기가 제작되는 원삼국시대에 회갈색을 띤 토기도 있지만 백색과 적갈색 등 색조

만(藤原 2010), 이를 제외하고 일본열도 가마는 기본적으로 소성부와 연소부 사이에 단이 없다. 소성부가

가 다양하고 약간 연질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고온에서 소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800~1,000℃

약간 길고, 소성부의 상단까지 잔존하는 스이타 32호 가마와 이치스가 2호 가마에서는 원형의 연기구멍(煙

정도로 소성되는 평요가 도입되었다고 추측된다.

孔)이 뚫려 있는 장동식 굴가마이다(<그림 6-2〜5>). 즉 단이 없는 TG232 병행기의 가마는 경기·호서·

한편으로 장동식 굴가마의 기술과 구조가 전해지자, 바로 가마를 축조하였던 사람들은 사면에 소성부

호남지역과 같은 한반도 서남부 가마의 계통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동남부 가마의 계통이라고 할

가 긴 형태의 가마를 축조함으로써, 화염을 강하게 끌어 당기는 구조의 가마로 만들고 토기를 고온에서 소

수 있다. 초기 스에키가 함안을 중심으로 하여 창원, 김해 등의 토기와 유사하는 사실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성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가마의 최고온도는 상승하여 토기는 서서히 경질이 되어 간다. 다만, 그 가마의 구

초기 스에키는 환원 분위기에서 고온 소성된 태토의 질과 색조를 띠기 때문에 도입된 시점에 이미 고온소성

조는 한반도에서 획일적이지 않고, 한반도 서남부는 연소부와 소성부 사이에 단이 있는 평요 형태를 유지하

가능한 완성된 장동식 굴가마에서 소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5세기부터 시루와 심발 등의 조리구를

고, 동남부는 단이 없는 가마로 발전한다. 제철이 성행하게 되면, 제철로에 삽입하기 위한 단단하게 구운 송

포함한 한반도계 연질토기가 출토되는데, 나가하라(長原)유적과 시토미야키타(蔀屋北)유적 등 가마가 축조

풍관과 거푸집 내범이 필요해진다. 철 생산에 사용하는 이 토제품들을 생산할 필요가 생기는 것도 가마 개

되지 않은 취락에서도 증가한다. 시루의 형태적 특징으로 보아 종래의 지적대로 영남지역 서부와 경기·호

량의 한 요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옹관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는 아궁이 폭이 넓은 가마가 구축되

서, 호남지역과의 관계를 상정할 수 있고(寺井 2016), 토기 이외의 각종 생산에 종하는 기술자가 백제・마

는 등 토기 종류와 크기에 의해 유연하게 형태를 변화시켰다.

한에서도 도래하였던 것 같다.

일본열도로 전해진 최초의 가마인 고베시 데아이(出合)유적의 가마는 한반도 서남부로부터의 영향을 받
아 축조되지만, 그 후에는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 북부 규슈, 세토나이카이, 오사카만으로 바닷길을 따라 다
시 가마기술이 전해진 스에무라 TG232 가마 병행기에는 한반도 동남부의 영향을 받아 장동식 굴가마가 각
지로 도입된다고 생각된다.

Ⅵ. 동아시아 가마의 계보

일본열도 가마의 직접적 기원지인 한반도에서는 가마 구조와 상관성이 있는 소성온도를 실마리로 하여
낙랑계통의 평요와 중국 남부의 굴가마라는 두 계통의 가마로부터 지시를 달리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제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활발한 교류, 교역망의 변화, 그리고 백제, 신라의 성립과 고

지금까지 동아시아 가마의 계통을 정리하였다(<그림 7>). 중국의 가마 분포는 크게 보면 황하유적의 화

북과 장강유역의 하남으로 나누어지고, 일찍부터 출현하는 곳은 화북이다. 무패(無箄)가마의 원형식 굴가마

(窖窯)는 서기전 5000년에 화남의 황하 중류역에서 출현하고 이리두문화 경에는 쇠퇴한다. 유패(有箄)가마
는 서기전 5000년~3000년의 신석기시대에 황하 중류역에서 형성되어 전국시대 말기에 쇠퇴한다. 이렇게

볼 때, 무패(無箄)가마의 평요가 유패(有箄)가마와 교체하듯이 출현하고 진한대부터 육조시대까지 조성된

구려의 압박 등 사회정세와도 결부되어 가마 도입과 전개도 복합하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長友朋子

다. 원형식 굴가마가 쇠퇴하는 이리두문화 경에 화남의 장강하류역에서 장동식 굴가마(窖窯)가 출현하여 진
한대를 거쳐 오랫동안 지속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화북에서 가마가 일찍 출현하지만, 토기의 소성 상태도 안정적이라 1,000℃를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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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질토기는 「약하게 환원염소성(寺井 2017)」된 토기로, 연질토기와 경질토기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亀田 2008, 寺井 2017, 中久保
2017). 그러나 한국 고고학에서는 원삼국시대의 영남지역 토기로 한정하여 부르는 경우가 일반적(韓国考古学会編 2013)이므로, 본고에서는
여기에 따른다.

2) 타날문토기의 출현 배경에 대해서는 전국계로 보는 견해(崔秉鉉 1992, 鄭仁盛 2013)와 낙랑토기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朴 2003 등)가 있
고, 출현시기에 대해서는 다카쿠 켄지(高久健二)가 토기 이외의 것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高久 2018).
3) 군 곡리유적의 가마시기에 대해서는 1~2세기(朴琇鉉 2001), 3세기 전반~4세기 중엽(李志映 2008, 鄭一・李知泳 2010), 6세기(植野 2013)
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필자는 출토토기로 보아 4세기경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림 1> 중
 국의 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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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요
 녕성 보란점시 비자와 출토 분석 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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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
 반도 토기소성온도 분석결과

<그림 6> 일
 본열도 도입기의 가마

<그림 7> 가
 마의 계통별 전파 상정도

<그림 4> 한
 반도 삼국시대 가마(1. 해남 군곡리가마와 출토토기 2. 창녕 여초리 토기가마와 출토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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