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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辛莊頭 30號墓에서는 韓半島系의 韓國式銅戈, 北方 草原系의 動物紋 牌飾 등이 출토되었으며 그 피장자

를 戰國 燕의 장군 秦開와 관련시키기도 한다. 신장두 30호묘의 연대는 戰國時代 後期說이 대세이지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비교 대상을 전국시대로 국한하였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없다. 필자는 戰國時代 중기부터 西漢 중기까지의 무덤들 가운데 연대가 확실하면서도 피장자의 등
급이 신장두 30호묘에 상응하는 대형묘들과 비교분석하여 그 연대를 재고해 보았다. 그 결과 신장두 30
호묘에는 戰國 燕系의 특징적인 陶明器들이 부장된 것은 틀림없지만 전국시대의 다른 대형묘와는 달리
車馬坑과 版築 二層臺를 찾아볼 수 없으며, 출토유물에서도 서한 전·중기에 유행하는 陶器 및 金屬遺
物들이 이미 등장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신장두 30호묘의 연대는 서한 초, 즉 기원전 2세기

초로 판단하였다.
燕王 盧綰이 匈奴로 도망하고 衛滿이 古朝鮮으로 망명하는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西漢 初에 이 지역은
對匈奴, 對古朝鮮 관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던 곳이다. 그러므로 韓國式銅戈와 動物紋 牌飾, 圓銎無管
三翼鏃 등 한반도계와 북방 초원계 유물들을 부장한 신장두 30호묘의 피장자는 서한 초 대흉노, 대고조

선 관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인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주제어 辛莊頭 30號墓, 燕下都, 燕, 西漢, 韓國式銅戈, 動物紋 牌飾, 陶明器, 年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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燕下都 辛莊頭 30號墓의 年代와 性格

趙鎭先*

I. 머리말
辛莊頭 30號墓는 中國 河北省 易縣의 燕下都에 위치하고 있다. 이 무덤은 중

원계 유물을 기본 부장품으로 하면서 韓半島系의 韓國式銅戈와 北方 草原系의
動物紋 牌飾 등이 출토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식동과는 한국의

청동기・초기철기시대와 일본의 야요이시대의 연대를 결정하는 데 가늠자 역할
은 물론, 당시 동북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
다. 하지만 신장두 30호묘에서는 紀年銘이나 貨幣와 같이 연대를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출토되지 않았다. 신장두 30호묘의 연대는 보고서(河北省文物硏究所
1996a)에서 戰國時代 後期로 언급한 이래 대체로 수용되고 있으며, 그 피장자는

戰國 燕1)과 古朝鮮의 관계에서 중요한 인물인 秦開와 관련시키기도 한다(近藤喬
一 2006).

그런데 신장두 30호묘의 조영연대를 전국시대 후기로 보는 구체적인 근거
는 무엇일까? 燕下都 보고서에서는 1959년에 간행된 洛陽 中州路(西工段) 유적
과 비교하여 전국시대 후기로 설정하였지만(河北省文物硏究所 1996a) 좀 더 중요

* 전남대학교 인류학과, jojs@jnu.ac.kr
1) 戰國時代의 燕을 西漢의 諸侯國인 燕과 구분하기 위해서 戰國 燕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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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묵시적인 근거는 연하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는 달리 動物紋
牌飾을 분석하여 西漢 전기로 보거나(志賀和子 1996, 2002), 무덤의 분포상태와 한

국식동과와의 관계 속에서 秦漢交替期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趙鎭先
2009). 최근 중국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전국시대 중기부터 서한 중기에 해당하

는 무덤들의 발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는 紀年資料가 공반되거나 피장
자가 확인되어 연대가 확실한 것들도 상당수여서 기년자료를 토대로 신장두 30
호묘의 연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물론 연하도에
도 이미 이런 자료들은 출토되어 있다. 虛粮塚 8호묘에서는 戰國 燕의 최말기에
유행한 명도전(匽字刀化)이 출토되었으며 半兩錢이나 五銖錢이 출토된 西漢代
의 무덤들도 다수 발굴되었다. 따라서 이 무덤들 간의 상호관계를 밝힐 수 있다
면 신장두 30호묘 조영연대의 폭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河北省 일대에
서 발굴된 전국시대 중기부터 서한 중기까지의 王이나 諸侯級 무덤 가운데 연대
가 확실한 무덤들과 비교분석을 한다면 조영연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신장두 30호묘는 한국과 일본 고고학에서 기원전 1000년기 후반을 편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물질자료로 부각되고 있다. 본고에서 필자는 신장두 30호
묘의 조영연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대가 확실한 전국시대 중기부터 서한 중기
까지의 무덤들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신장두 30호묘에
한반도계의 한국식동과와 북방 초원계의 동물문 패식이 부장되게 된 시대적 배
경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피장자의 성격에 대해서도 언급해 보고자 한다.

II. 燕下都에서 辛莊頭 30號墓의 位置
1. 연하도의 구성과 대형묘의 분포
燕下都는 동서 약 8km, 남북 약 6km의 거대한 都城으로 東城과 西城으로 구

성되어 있다. 성 안에 있는 3개의 대형묘군 가운데 虛粮塚墓區와 九女臺墓區
는 동성의 북서쪽 모서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辛莊頭墓區는 서성의 중앙을 가
로지르며 분포하고 있다. 虛粮塚墓區는 동서 500m, 남북 600m 정도에 13기
(M1~M13)의 대형묘가, 九女臺墓區는 동서 400m, 남북 300m 정도에 10기
(M14~M23)의 대형묘가 분포하고 있으며, 辛莊頭墓區는 앞의 두 묘구를 합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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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하도 동성의 기능 구분
그림 1 연하도의 구성과 무덤의 분포현황(연하도 관련 보고서들을 종합하여 필자 재작성)

것보다 훨씬 넓은 동서 2500m, 남북 500m 정도에 8기(M24~M28, M30~M32)
의 대형묘가 산재해 있다(그림 1).
연하도에서는 중・소형 무덤들도 다수 조사되었다. 전국시대 무덤들은 모두
70여 기가 보고되었으며2) 성안에서 발굴된 漢代의 무덤들도 100여 기에 이른

2) 성 밖의 周任村에서는 480여 기의 무덤이 확인되었지만 2기만 보고되어 있다(河北省文物局文物
工作隊 196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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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西漢代 무덤들은 東城의 가장 남쪽인 6호와 9호 거주지 일
너
비
(m)

대에서 주로 발굴되었지만(그림 1), 東漢代 무덤들은 동성의 전
허8
해1

역에서 확인되고 있다(河北省文物硏究所 1996a; 河北省文物硏究所

대형

2001). 이러한 무덤의 분포 상태는 연하도의 조영시기와 도성

신30
구16

으로서 기능을 상실해 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될 것이
해2
해3

중형

다.3) 연하도에서 발굴된 전국시대~서한 중기의 무덤들은 토광

전국
서한

의 평면형태가 中字形, 甲字形, 長方形으로 구분된다.4) 중자형

소형

은 묘광 길이가 10m 이상인 대형묘로 성안에 있는 虛粮塚 8호
길이(m)

그림 2 연하도의 전국~서한
대 무덤의 규모

묘, 九女臺 16호묘, 辛莊頭 30호묘와 성 밖에 있는 解村 1호묘가
있다. 갑자형은 묘광이 7m 내외인 중형묘로 성 밖의 解村 2・3

호묘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방형은 길이 5m 이하인 소형묘인데 서한대의 무덤들
은 전국시대보다 토광의 폭이 좁아들었다(그림 2).5) 현재 남아 있는 봉분으로 보
아 연하도의 대형묘들은 30~50m 이상의 봉분을 갖추고 있었으며, 허량총・구녀
대묘구의 무덤들이 신장두묘구보다 좀 더 대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하도의 東城은 궁전지를 비롯한 都城의 중심 기능이 밀집된 북부와 거주지
가 들어선 남부로 구분된다. 동성의 북부는 內城과 水路에 의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연하도의 중심부라는 것이 더욱 뚜렷하다. 북부에서도 동반부에는 궁전
과 관련된 유구들이 집중분포하며 서반부의 서쪽에는 허량총・구녀대묘구가 자
리하고 있다. 그리고 宮殿區와 墓區 사이 및 그 앞쪽에는 手工業區(作坊址)가 자
리하고 있다(그림 1의 좌측 하단 참고). 따라서 연하도는 철저하게 계획된 도성
이며, 허량총・구녀대묘구는 궁전구 및 수공업구와 함께 연하도의 중심축을 이
루고 있다. 이처럼 허량총・구녀대묘구는 연하도의 도성 기능과 결부되어 배치
된 것이 분명하지만 西城의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는 신장두묘구의 분포상태는
이해하기 어렵다(趙鎭先 2009).

3) 燕下都의 조영 연대는 燕桓侯說, 燕文公說, 燕昭王說 등이 있는데, 燕昭王說이 보편적이다(裵眞永
2003).
4) 중원지역 대형묘는 구조가 복잡하며 용어도 제각각이다. 그래서 필자는 목곽이나 석곽이 직접 조
영될 부분은 槨壙, 곽광을 포함해서 매장주체부가 조영되는 부분을 墓壙, 묘광으로 연결된 길을
墓道, 묘광과 묘도를 포함하여 매장주체부를 조영하기 위해 땅을 판 모든 부분을 土壙으로 지칭

하였다. 본고에서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많은데, 적절한 한글 용어
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본고를 이해하는 데도 오히려 수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5) 연하도 관련 보고서들에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전국시대 토광묘(목관묘, 목곽묘) 40기와 서한
전・중기의 토광묘(목관묘, 목곽묘) 35기를 대상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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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ᅩ고학보84_본문.indb 66

12. 9. 24. 오전 11:33

2. 대형묘의 구성과 구조
성안에서 발굴된 3기의 대형묘, 즉 虛粮塚 8호묘, 九女臺 16호묘, 辛莊頭 30
호묘는 지하시설의 구성과 매장주체부의 구조가 약간씩 다르다.
먼저, 지하시설의 구성을 보자. 허량촌 8호묘는 토광이 가장 크며, 북묘도의
동쪽에 車馬坑이, 북묘도 안에 雜殉坑이 설치되어 있다. 구녀대 16호묘 역시 북
묘도 동북쪽에서 차마갱이 조사되었다. 하지만 신장두 30호묘는 중자형토광만
확인되었다(도면 1). 물론 木槨의 북쪽에 頭箱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 위치와 형
태는 오히려 연하도 6호 거주지에서 조사된 서한 전기의 M14호나 M15호(河北省
文物硏究所 2001)에 있는 두상과 유사하다. 따라서 차마갱을 비롯한 부대시설의

여부에 따라 신장두 30호묘는 다른 2기의 대형묘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매장주체부가 조영된 토광을 비교해 보자. 3기의 대형묘는 규모

구녀대 16호묘
차마갱
허량총 8호묘
차마갱

1 2 3
층층층
계계계
단단단

두상

3 2 1
층층층
계계계
단단단

관
곽

1. 허량총 8호묘

2. 구녀대 16호묘

3. 신장두 30호묘

도면 1 연하도 대형묘의 구성과 구조(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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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당하게 차이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墓壙보다는 墓道
의 규모와 더 크게 관련된다. 허량총 8호묘는 길이 33m, 너비 12m의 墓壙 안에
10.4×9.8m의 槨壙이 있으며 그 양 옆에 너비 1~2m의 版築 二層臺가 설치되
어 있다. 벽면에는 정연한 柱孔(穿棍孔)열이 있으며, 外槨은 6.3×4.7m로 槨壙
과 비교했을 때 작은 편이다(도면 1-1). 구녀대 16호묘는 길이 10.4m, 너비 7.7m
의 묘광 안에 6.6×5.25m의 곽광이 있다. 葬具의 구조와 크기는 알 수 없지만 곽
광과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묘광에는 역시 판축 이층대가 설치되
었으며 벽면에는 정연한 주공(板孔)열이 있다(도면 1-2). 신장두 30호묘는 길이
12.0m, 너비 9.5m의 묘광에 6.0×5.0m의 곽광이 있으며, 목곽은 곽광 벽에 바
짝 붙어 축조되었다(도면 1-3).
따라서 3기의 대형묘는 묘광의 규모는 다르지만 木槨(外槨)은 모두 6×5m 정
도로 서로 비슷하다. 그러나 신장두 30호묘는 다른 2기의 대형묘와는 달리 版築
二層臺와 柱孔列이 확인되지 않는다. 묘광의 양 장벽에는 三段 階段部가 형성되

어 있지만 판축 이층대와는 전혀 다른 구조이다. 따라서 3기의 대형묘는 모두 중
자형토광에 비슷한 규모의 목곽이 축조되어 있지만 신장두 30호묘에만 車馬坑과
版築 二層臺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녀대 16호묘의 규모와 구

조가 신장두 30호묘와 좀 더 유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허량총 8호묘–
구녀대 16호묘–신장두 30호묘 순으로 변화된다고 볼 수 있다.

3. 유물의 구성과 도명기의 비교
1) 유물의 구성
대형묘 3기는 모두 도굴되었지만 구녀대 16호묘와 신장두 30호묘의 유물들
은 비교적 잘 남아 있다. 허량총 8호묘에서는 가장 늦은 형식의 명도전(匽字刀
化)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그 연대는 전국시대 후기로 확정할 수 있으며(河北省文
物硏究所 1996a), 신장두 30호묘의 연대는 허량총 8호묘와의 관계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대형묘 3기에는 모두 소형 明器가 부장되어 있는데 재질이 약간씩 차이를 보
인다. 허량총 8호묘는 대부분 銅器 車馬具와 武器類이며 鉛器는 용도불명기 몇
점뿐이지만 구녀대 16호묘는 방울 등 차마구 일부도 鉛器이고, 신장두 30호묘는
다양한 종류의 차마구는 물론 劍, 戈, 矛와 같은 무기류까지도 모두 鉛器로 제작
되었다. 따라서 鉛器의 종류와 비중이 허량총 8호묘–구녀대 16호묘–신장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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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묘 순으로 높아지고 있다.
遺物의 質的 차이는 編磬과 編鐘에서도 확인된다. 편경은 대형묘 3기에서 모

두 출토되었다. 허량총 8호묘와 구녀대 16호묘는 石製이지만 신장두 30호묘는
陶製이다. 편종은 구녀대 16호묘와 신장두 30호묘에서만 확인되는데 모두 陶編
鐘이다. 구녀대 16호묘 출토품은 크고 화려하지만 신장두 30호묘 출토품은 작고

간략화되었다(도면 2).
이상과 같이 鉛器의 비중과 編磬의 재질에서 3기의 대형묘는 허량총 8호묘–
구녀대 16호묘–신장두 30호묘의 순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 도명기의 구성과 형식
燕下都의 대형묘들은 戰國 燕의 왕이나 최고 귀족의 무덤으로 추정되지만(喬梁
2004) 陶明器만 출토되었을 뿐 靑銅禮器는 확인되지 않았다. 허량총 8호묘는 도명

기 잔편만 수습되어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다. 구녀대 16호묘와 신장두 30호묘의
도명기는 鼎, 豆, 匜, 圓壺, 盤, 鑒의 기형이 매우 닮은 것은 물론, 다른 무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簋나 方壺가 모두 출토되고 있어 아주 유사하다. 그러나 차이도
있다. 첫째, 구녀대 16호묘의 도명기가 신장두 30호묘보다 2배 이상 더 크다. 둘
째, 기종 구성이 약간 다르다. 구녀대 16호묘에는 다른 대형묘에서 찾아보기 어려
운 尊, 盨, 香, 罐 등이 있지만 신장두 30호묘에서는 이러한 기종들이 확인되지 않
는 대신 三足壺와 倉이 있으며, 有蓋豆와 小口壺도 보이지 않는다(도면 2).
〈도면 3〉은 연하도에서 보고된 70여 기의 전국시대 무덤 가운데 도명기가 비
교적 잘 남아 있는 무덤들을 정리한 것이다. 〈도면 3〉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촌 2호묘와 나머지 4기의 차이이다. 해촌 2호묘의 도명기는 구녀대 16호묘와
비슷하지만 나머지는 약간 다르다. 하지만 중원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유행한 도
명기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좀 더 보편적인 도명기 세트를 A군으로,
구녀대 16호묘로 대표되는 약간 색다른 도명기 세트를 B군으로 명명하였다. A
군과 B군 도명기는 형식학적인 차이도 있지만 기종의 유무와 문양 구성 방식의
차이가 오히려 크다. 즉, A군은 暗紋이나 壓劃紋, 刻劃紋과 같은 새김문이 중심
을 이루고 있지만6) B군은 刻劃紋이 일부 남아 있으면서 彩繪紋7)이 새로 등장하
였다. 그리고 簋, 方壺, 罐, 三足壺, 倉 등이 추가되고 있다. 물론 東斗城村 29호
6) 暗紋은 보는 각도에 따라 문양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게 파진 문양이며, 壓劃紋은 끝
이 뭉퉁한 도구로 파진 것이고, 刻劃紋은 끝이 뾰쪽한 도구로 파진 문양이다.
7) 붉은색 위주의 朱繪紋과 다양한 색상의 彩繪紋으로 구분되지만 본고에서는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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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
기종

九女臺 16호묘

辛莊頭 30호묘

7

7

彩3

4

彩3

鼎
彩3

彩

彩4
7

2

彩

豆

彩

彩

彩

小口壺
彩

彩10

14

彩4

彩8

彩2

彩2

彩

彩4

彩

彩

壺

2
彩

彩4

彩

彩6

彩

彩

彩

盤
彩

鑒

彩
2

彩

2

彩

罐
彩

彩2

彩

2 彩

彩

彩

기타

彩
彩2

倉

彩
彩

악

彩

彩

彩

編
鐘
16

10

9

彩19

彩

彩

彩2

彩3

彩11

4彩

彩

기
編
磬

石編磬 15

陶編磬 彩42

도면 2 구녀대 16호묘와 신장두 30호묘의 도명기 및 악기(축척 1/30, 채–채회문, 숫자–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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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

鼎

西貫城村
9-M18

東沈村
6-M5

東斗城村 29호묘

解村 2호묘

기종

西貫城村
9 -M13

2

6

2

2

2

4
3

2

3

豆
小口
壺
2

4

壺

6

彩5

2

彩

3

2

2

2

2

2

彩
2
2

盤

彩2

2

2

彩

罐
彩2

彩

3

기타
彩4

문양

각획문+채회문

각획문 위주

고분
구조

토광:
묘광:
묘도:
장구:

토광: 장방형
묘광: 4.54×3.02m
장구: 1관 1곽?

甲자형
7×5.5m, 이층대
8.6×2.96m
1관 1곽
(곽: 4.1×2.7m)

두 : 암문
원호: 각획문

두 : 암문
원호: 승문

정 : 승문
두 : 암문
원호: 각획문

토광: 장방형
토광: 장방형
토광: 장방형
묘광: 3.4×2.2m 묘광: 약3.2×2.2m 묘광: 2.3×1.15m
장구: 1관 1곽
이층대
장구: 1관 1곽
장구: 2관 1곽
(곽: 2.32×1.5m)

도면 3 연하도 중형묘와 소형묘 출토 도명기(축척 1/30, 채–채회문, 숫자–수량)

묘처럼 A군에 속하지만 小口壺와 匜의 기형은 구녀대 16호묘와 가까운 것도 있
고 반대로 해촌 2호묘처럼 B군에 속하지만 小口壺와 匜의 기형은 A군에 가까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자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연하도에서 A군 도명기는 주로 소형 무덤들에서 출토되었고 B군 도명기는
중형과 대형에서 출토되기 때문에 A군과 B군은 피장자의 등급 차이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B군 도명기가 출토된 北京 昌平區 松園村(蘇天鈞 1959),
赤城縣 半壁店(李樹濤 2001), 承德市 灤河鎭(承德裏宮博物館 1961) 등의 유적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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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구가 확인된 松園村의 무덤 2기는 모두 길이 5m 정도인 소형이어서 속단하
기 어렵다. 연하도에서는 구녀대 16호묘에서 96점, 신장두 30호묘에서 47점, 해
촌 2호묘에서 40점의 B군 도명기가 출토되었다. 그러나 도명기의 크기는 구녀대
16호묘–해촌 2호묘–신장두 30호묘 순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구녀대 16호묘와
해촌 2호묘가 유사하고 신장두 30호묘는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차이점으로는 첫째, 구녀대 16호묘와 해촌 2호묘에는 有蓋豆와 小口壺, 罐이
있지만 신장두 30호묘에는 없다.
둘째, 해촌 2호묘는 9종의 도명기 중 5종이 채회문이고, 구녀대 16호묘는 10
종 중 7종이 채회문이며, 신장두 30호묘는 8종 모두가 채회문이다. 도명기의 문
양은 A군에서 보편적인 기종일수록 각획문의 비중이 높고 B군에만 있는 기종은
채회문의 비중이 높다. 그래서 B군에만 있는 簋, 方壺, 罐은 3기 모두 채회문이
다. 하지만 A군에서 자주 확인되는 鼎과 有蓋豆, 小口壺, 圓壺는 서로 차이를 보
인다. 해촌 2호묘는 4종 모두 각획문이지만 구녀대 16호묘의 정과 소구호는 각
획문이고 유개두와 원호는 채회문이며, 신장두 30호묘는 4종 모두 채회문이다.
따라서 채회문의 비중이 해촌 2호묘–구녀대 16호묘–신장두 30호묘 순으로 높
아지고 있다.
셋째, 簋를 살펴보면, 그릇 받침이 해촌 2호묘는 제형이지만 구녀대 16호묘와
신장두 30호묘는 방형이다. 기고와 최대경의 비율을 보면, 해촌 2호묘는 1:0.71,
구녀대 16호묘는 1:0.81, 신장두 30호묘는 1:1.19여서 해촌 2호묘–구녀대 16호
묘–신장두 30호묘 순으로 납작해지는데, 특히 신장두 30호묘가 심하게 납작해
졌다. 그릇이 납작해지는 현상은 方壺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방호는 외형상
서로 유사하지만 신장두 30호묘 출토품은 동물장식과 뚜껑받침이 간략화되었으
며 몸통이 납작하고 몸통과 목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해촌 2호묘 출토품
은 몸통이 약간 세장해지며 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몸통과 목의 구분이 애매하
다. 구녀대 16호묘 출토품은 양자 사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簋와 方壺의 형식도
해촌 2호묘–구녀대 16호묘–신장두 30호묘의 순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중・대형묘 3기의 도명기는 해촌 2호묘–구녀대 16호묘–신장두
30호묘 순으로 변화되고 있다. 해촌 2호묘와 구녀대 16호묘의 도명기는 서로 유
사하지만 신장두 30호묘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
에 두면서 다음 장에서는 신장두 30호묘를 연대가 확실한 무덤들과 비교해 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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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辛莊頭 30號墓의 造營年代
1. 비교대상 무덤의 선정
연하도에서 발굴된 대형묘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비교해 본 결과 상대적인 순
서는 허량총 8호묘–구녀대 16호묘–신장두 30호묘로 확인된다. 허량총 8호묘
에서 가장 늦은 형식의 명도전이 출토되었으므로 대형묘 3기는 모두 전국시대
후기 이후에 조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구녀대 16호묘는 발굴 당시에는 전
국시대 전기(河北省文化局文物工作隊 1965c), 燕下都 보고서에는 전국시대 전기
말 혹은 중기 초로 편년하였지만(河北省文物硏究所 1996a) 신장두 30호묘와 마찬
가지로 개략적인 비교일 뿐 기년자료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戰國 燕의
陶明器를 형식분류한 賀勇(1989)과 石川岳彦(2001)은 燕昭王 이후의 전국시대 중

기 후반이나 후기 전반, 즉 기원전 4세기 말~기원전 3세기 전반으로 보고 있으
므로 필자가 제시한 허량총 8호묘–구녀대 16호묘–신장두 30호묘의 상대적인
순서를 지지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신장두 30호묘의 상대적인 순서를 나
타낼 뿐 구체적인 연대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신장두 30호묘의 조영연대는 전국시대 후기부터 서한 전기까지로 보고 있으
므로(趙鎭先 2009; 河北省文物硏究所 1996a; 喬梁 2004; 志賀和子 1996, 2002; 宮本一
夫 2000; 石川岳彦 2001; 岡內三眞 2003; 近藤喬一 2006; 後藤直 2007 외 다수) 신장

두 30호묘의 연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국시대부터 서한대까지의
무덤들과 폭넓게 비교분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필자는 비교 대상 무
덤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연하도에서 가까운 지역, 즉 北京
을 포함한 河北省 일대에 위치하고 있을 것, 둘째, 신장두 30호묘는 전국시대 후
기부터 서한 전기 사이로 편년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를 포괄하면서 연
대가 명확할 것, 셋째, 신장두 30호묘의 피장자는 최고 등급의 귀족으로 추정되
기 때문에 피장자의 신분도 이에 상응하는 무덤일 것, 넷째, 유구와 유물을 비롯
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비교 가능할 것 등이다.
우선, 전국시대의 무덤 중에서는 中山國의 수도인 靈壽城에서 조사된 成公墓
(BC340~BC328, 河北省文物硏究所 2005)과

王墓8)(BC327~ BC313, 河北省文

物硏究所 1996b) 및 그 배장묘들이 이러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그리고 西漢

8) “ ”의 발음은 措(CUO; 추오)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말 한자 발음에 따라 “조”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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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 무덤 중에서는 中山靖王 劉勝(BC154~BC113)

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滿城漢墓(中國社會科學院考
古硏究所・河北省文物管理處 1980)와 常山憲王 劉舜

(BC145~BC114)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高莊漢墓(河
北省文物硏究所・鹿泉市文物保管所 2001)가 좋은 조건

을 갖추고 있다. 廣陽(燕)頃王 劉建(BC73~BC45)
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北京 大葆臺漢墓(大葆臺漢墓
發掘組・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1989)도 비교적 좋

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西漢의 趙 景王 張耳
(BC202)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石家庄 北郊漢墓(石
家庄市圖書館文物考古小組 1980)는 출토유물이 많지
그림 3 연하도와 비교 대상
무덤의 위치

는 않지만 무덤의 구조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자료
이다. 또한 지리적으로는 河北省을 벗어나 있지만 연대가 비교적 확실한 西漢 景
帝(BC157~BC141)의 陽陵(浙江省博物館 2011)이나 長沙 馬王堆漢墓(湖南省博物館
・中國科學院考古硏究所 1973; 湖南省博物館・湖南省文物考古硏究所 2004), 山東 淄博市

西漢 齊王陵(山東省淄博市博物館 1985), 徐州 獅子山西漢墓(爲政 외 1998), 徐州 西漢
宛朐侯 劉埶墓(徐州博物館 1997) 등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신

장두 30호묘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이러한 무덤들과 비교검토해 보기로 한다.

2. 무덤의 구조를 통해 본 조영연대
1) 지하시설의 구성
신장두 30호묘는 墓壙이 구녀대 16호묘보다 크고 木槨은 허량총 8호묘와 비슷
하지만 車馬坑이 확인되지 않았다. 출토유물로 보아 일등급 귀족으로 추정되기
때문에(兪偉超 1986) 이러한 차이는 시대적 배경과 관련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中山國의 成公墓와

王墓는 모두 기원전 4세기 후엽에 조영되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 중자형토광을 중심으로 남묘도의 양쪽에 車
馬坑이 각각 하나씩 있고 雜殉坑이나 葬船坑을 갖추기도 한다(도면 4-1). 그래

서 허량총 8호묘나 구녀대 16호묘보다 다양한 부속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
라 훨씬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다. 전국시대 당시 燕이 中山보다 강대국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이다. 하지만 戰國 趙의 수도인 河北省 邯鄲에서 조사된
周窯 1호묘도 차마갱과 순장갱이 묘도 안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면(河北省文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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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산국 조왕묘

0

30m

도면 4 전국시대 중기 중산국 조왕묘와 서한 중기 고장한묘의 구성

處 외 1982)9) 전국시대 후기의 일반적인 양상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전국시대

중기까지의 대형묘는 중자형토광과 차마갱을 비롯한 부대시설들이 정연하게 배
치되어 있지만 전국시대 후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규칙이 깨지기 시작한 것으
로 생각된다. 서한 초에 조영된 石家庄 北郊漢墓에서 차마갱을 비롯한 부대시설
들이 확인되지 않는 것도 이러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10)
전국시대 중기의 중산국 성공묘와 조왕묘는 차마갱에 實用 車馬가 부장되었
다. 전국시대 후기의 허량총 8호묘와 구녀대 16호묘는 차마갱이 도굴되었기 때
9) 王侯墓에 버금가는 무덤이지만 陵臺 아래에 있기 때문에 능대 위의 墓主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10) 이 무덤은 매장주체부만 발굴되고 묘도는 제대로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묘도 안에 부대시설
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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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실용 차마의 부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銅器 또는 鉛器의 明器 車馬具
가 새로 등장하고 있다. 신장두 30호묘는 차마갱마저 사라졌지만 두상에서 명기
차마구가 출토되었다. 따라서 전국시대 중기까지는 차마갱에 실용 차마가 부장
되지만 전국시대 후기에 이르면 차마갱의 규모가 축소되고 실용 차마의 부장이
최소한으로 자제되면서 소형 명기 차마구가 새로 부장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한 중기의 제후왕급 무덤들에서는 전국시대와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실용
차마를 부장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高莊漢墓는 토광 외곽에 있는 방
형 回廊의 서남쪽에 실용 차마와 명기 차마가 부장되었으며(도면 4-2), 大葆臺
漢墓는 남묘도에 차마가 부장되었다. 崖洞墓인 滿城漢墓는 南耳室에 실용 차마

가 부장되었다. 高崇文(1992)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사된 서한대 제후왕급 대형
묘는 19기인데, 전기에 해당하는 대형묘 5기 중에서 실용 차마가 출토된 것은 1
기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기부터 후기 초두에 해당하는 무제~원제 때의 대형
묘 12기에서는 모두 실용 차마가 출토되었으며, 후기에 해당하는 2기에서는 실
용 차마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11) 이러한 차마 부장양상의 변화는 文景之治
(BC180~BC141)를 통해 경제가 회복되면서 무제(BC141~BC87) 때부터 실용
차마가 대규모로 부장되다가 원제(BC48~BC33)가 죽은 이후에 실용 차마의 부
장이 금지되는 것과 관련된다(孫璐 2012). 서한 전기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경제
사정도 좋지 않아 황제라도 같은 색깔의 말 4마리를 모으지 못했다거나,12) 文帝
가 자신의 무덤에 金銀錫銅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13)이 문헌기록으로 남아 있
다. 또한 고고학적으로는 文帝의 아들인 景帝의 陽陵에서 陶器가 많고 금속기가
적게 출토된 것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浙江省博物館 2011).
그러므로 車馬坑을 비롯한 부대시설이 없는 제후급 대형묘들은 서한 전기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된 특징적인 양상이므로 신장두 30호묘도 전국시대 후기보
다는 서한 전기에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墓壙의 構造
신장두 30호묘는 版築 二層臺가 확인되지 않는 대신 양 장벽에 三段 階段部가
형성되어 있다. 보고서를 보면 신장두 30호묘의 곽광은 가장자리에 두께 20cm
11) 西漢은 보통 무제~선제 때(BC141~BC49)를 중기로 보며 그 앞을 전기, 그 뒤를 후기로 보고
있다.
12) 『漢書』 “自天子不能具醇駟, 而將相或乘牛車”
13) 『史記』 「孝文本紀」 “治霸陵以瓦器 不得以金銀銅錫爲飾 不治墳 欲爲省 毋煩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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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인 판축부가 있으며 삼단 계단부의 가장자리도
12~15cm 두께로 판축된 것으로 되어 있다. 보고서
판축부

의 도면과 내용을 토대로 신장두 30호묘의 구조를 추
정해보면 〈도면 5-1〉과 같은 형태로 생각된다. 그리
고 당시 중국의 발굴 수준을 고려하면 〈도면 5-2〉와

1

2
도면 5 신장두 30호묘의 횡단
면 추정도

같은 구조일 가능성도 있다. 어느 경우이건 연하도를
비롯한 전국시대의 대형묘들과 구분되는 것은 분명하다.
연하도의 대형묘에서 묘광이 가장 큰 허량총 8호묘와 중산국 조왕묘를 비교
해 보면, 중산국 조왕묘는 한 변의 길이가 30m인 방형이어서 허량총 8호묘보다
길이는 짧지만 너비는 2.5배 정도 넓다. 중산국 조왕묘는 곽광의 양쪽에 東庫와
西庫가 설치된 너비 5~10m의 넓은 版築 二層臺가 있지만 허량총 8호묘의 판축

이층대는 겨우 1~2m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이는 두 무덤의 연대로 보아 전국시
대 중기와 후기의 차이로 판단된다. 구녀대 16호묘에도 좁은 판축 이층대가 있
으며 서한 초에 조영된 석가장 북교한묘에서도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서
한 중기의 고장한묘에서는 판축 이층대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4벽이 2~3단의
계단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연대가 분명한 서한 전기의 토광목곽묘를 좀 더 폭
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長沙 馬王堆漢墓는 長沙國 丞相이면서 軑侯인 利蒼과 그의 가족 무덤이다. 2

호묘는 기원전 187년에 사망한 利蒼이, 3호묘는 기원전 168년에 사망한 그의 아
들이, 1호묘는 가장 나중에 사망한 그의 부인이 묻혀 있다. 토광은 모두 甲자형
이지만 규모는 신장두 30호묘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크다. 그런데 2호묘는 토
광의 1단부가 장타원형이며 목곽이 조영된 2단부는 장방형이어서 약간 특이하
다(湖南省博物館・中國科學院考古硏究所 1973; 湖南省博物館・湖南省文物考古硏究所
2004). 그러나 1호묘와 3호묘를 보면 1단부에 다시 판축을 해서 三段 階段部를

만든 것으로 보이므로 2호묘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삼단 계단부를 만들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모습은 서한 文・景帝 때로 추정되고 있는 安徽省 巢湖
北山頭 2호묘의 보고서에 도면으로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다(安徽省文物考古硏究所
・巢號市文物管理所 2007). 그러므로 三段 階段部는 서한 전기의 토광목곽묘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생각된다.
이를 토대로 하북성 일대에서 전국시대 중기부터 서한대 중기까지의 토광목
곽묘는 版築 二層臺가 설치된 A류와 三段 階段部가 만들어진 B류로 구분할 수 있
으며, 세부적인 차이에 따라 〈도면 6〉과 같이 형식을 세분할 수 있다. 신장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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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축
이층대
판축
이층대

동
고

판축
이층대

서
고

곽광

판축
이층대

판축
계단부

계단부

곽광

곽광

곽광

곽광

주공

토광선

주공

B1류
(마왕퇴한묘류)

B2류
(고장한묘류)

주공
주공

A1류
(중산국 성공묘류)

A2류
(허량총 8호묘류)

A3류
(북교한묘류)

도면 6 전국~서한대 하북성 일대 토광목곽묘의 형식

호묘는 이러한 형식 가운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지만 양 장벽에 형성된 삼단 계단
부로 보아 B류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곽광에 있는 20cm 두께의 판축
부는 아주 좁기는 하지만 판축 이층대의 흔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신장
두 30호묘는 형식상 기원전 202년경에 조영된 석가장 북교한묘(A3류)보다 후행
하며, 서한 전・중기의 B1류이나 B2류보다는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
장두 30호묘는 서한 전기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출토유물을 통해 본 조영연대
1) 도명기
陶明器는 靑銅禮器를 모방해서 만든 것이다. 연하도에서 청동예기는 소형묘

에서 출토된 몇 점을 제외하면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신장두 30호묘를 비롯
한 대형묘에서 청동예기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중산국 왕릉이나 서한 중기의 제
후왕묘와 비교했을 때 의외이다. 물론 도굴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도명기를
비롯한 다른 유물들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부장되지 않았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국시대 中山國의 수도였던 靈壽城에서는 소형묘에서도 청동예기들이 출토
되고 있다. 영수성이 중산국의 수도가 된 것은 기원전 380년경이고 기원전 296
년에 중산국이 멸망하였으므로 이 일대 유적들의 연대는 어느 정도 한정될 수밖
에 없다. 보고서(河北省文物硏究所 2005)를 보면, 성 밖에 있는 소형묘 가운데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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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
기종

中山國 王墓
(BC327~BC313)

中山國 成公墓(M6)
(BC340~BC328)

鼎

中山國 王墓
2호 配葬墓

中山國 王墓
2호 配葬墓

5

4

5

10

1

豆
4

4

2

2

4

10

2

4

2

12

壺
4

盤
鑒
釜

4

4

4

2
2

罐
2

-

기타

4

2
2

비고

1. 무덤의 구조와 규모

1. 무덤의 구조와 규모

1. 무덤의 구조와 규모

1. 무덤의 구조와 규모

-구성: 토광+차마갱2+(배장묘)
-토광: 中자형
-묘광: 방형(27.5m, 곽실+동고+
서고로 구성)
-곽광: 장방형(13.2×12.8m, 외곽은
돌로 축조됨(약 7×6m))

-구성: 토광+차마갱2+잡순갱+장선갱
+(배장묘)
-토광: 中자형(97×30m)
-묘광: 방형(30×30m, 곽실+동고+
서고+동북고로 구성)
-곽광: 亞자형(14.9×13.55m, 외곽은
돌로 축조됨(약 10.2×9.5m))

-구성: 묘광
-묘광: 장방형
(상: 6.04×4.86m
하: 4.07×2.88m)
-곽: 흔적(3.1×2.6m)

-구성: 묘광
-묘광: 장방형
(상: 7.46×6.22m
하: 4.00×2.60m)
-곽

2. 출토유물

2. 출토유물

2. 출토유물
-도기: 도명기 26(표면 마연 광택,
문양은 대부분 암문임)
-청동예기: 山자형기6, 정14, 격4,
헌2, 두4, 궤2, 발2, 투주2, 원호4,
제련호1, 편호제련관2, 제량향4, 분1,
소방호2, 통형기1, 작5, 비3, 이2,
조주분1 등
-청동무기류
-기타: 은기, 칠기, 석기, 철기 등

2. 출토유물
-도기: 도명기29(표면 마연광택, 문양
은 압획문임), 관주 등
-청동예기: 249점(山자형기5, 정15,
격4, 헌1, 두4, 궤4, 원합2, 투발2,
방호3, 편호4, 원호10, 제량향3, 반1,
이1, 작5, 비3, 도2, 통형기1, 조주분1
등)
-무기: 동월, 동과, 동검, 동촉 등
-악기: 동종, 석제편경
-철기: 삭 등 소수
-기타: 금은기, 옥석기, 유리기 등

-도기: 도명기 30점(표면
마연광택, 문양은 압획문)
-동기:12점
(정1, 경1, 횡형식10)
-은기:대구2
-기타: 옥석기, 유리기 등

-도기: 도명기 39점(표면
마연광택, 문양은 압획문)
-동기: 소조환 7점
-옥석기 등

* 도굴되지 않은 고분임

도면 7 전국시대 중기 중산국 성공묘와 조왕묘의 도명기(축척 1/30, 숫자–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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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시대 중・후기부터 전국시대 전기까지는 銅鼎・銅豆・銅壺 등의 청동예기와 銅
劍・銅戈 등의 청동무기류가 출토되지만 전형적인 도명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국시대 중기에 들어서면 동검・동과 등의 청동무기류는 여전히
확인되지만 청동예기가 사라진 자리를 鼎, 豆, 圓壺, 匜, 盆 등으로 구성된 陶明
器가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도명기의 기종과 기형은 成公墓와

王墓에서도 동

일하다. 차이라면 왕릉에는 여전히 청동예기가 다량으로 부장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조왕의 배장묘는 묘광의 길이가 5.5~7.46m인 중형급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도굴되지 않은 2호 배장묘조차도 청동기는 銅鼎 1점과 銅鏡 1점뿐이다. 그
러므로 전국시대 중기에 이르면 소형과 중형의 묘는 청동예기의 부장이 제한되
기 시작하며 도명기가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원인은 전국시대
중기에 들어서면서 열국 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戰國 燕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연하도 보고서에서 춘
추 후기~전국 전기로 편년된 郞井村 31호묘는 길이 2.96m, 너비 2.66m의 소형
이지만 銅鼎 2점, 銅豆 2점, 銅戈 1점 등의 청동기와 陶豆 2점, 陶尊 1점, 鐵刮刀
1점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전국시대 중기로 보고된 西貫城村9 -M14호도 소형묘
이지만 銅鼎, 銅豆, 銅匕가 출토되었다. 唐山 賈各莊 묘지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
로 편년되는 M18호와 M28호에서만 청동예기가 출토되었고 나머지 무덤들에서
는 도명기가 출토된 것도 이를 방증한다(安志敏 1953; 周海峰 2011). 따라서 燕이
나 中山 모두 전국시대 중기로 들어서면서 청동예기의 부장이 제한되기 시작하
고 이를 대신하여 도명기가 등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인 도명기는 청동예기와 마찬가지로 鼎, 豆, 圓壺, 匜, 盤이며 무덤에
따라 簋, 罐 등이 출토되기도 한다. 구녀대 16호묘에는 다른 무덤에서 찾아볼 수
없는 尊, 盨, 香, 方杯 등이 있는데, 중산국 왕릉들에서는 청동예기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로 보아 구녀대 16호묘의 특징적인 도명기들은 전국시대 중기의 청동
예기를 좀 더 포괄적으로 모방한 것이 분명하다. 신장두 30호묘에도 三足壺나 倉
과 같은 독특한 도명기들이 있는데(石川岳彦 2001; 喬梁 2004), 중산국 왕릉이나
연하도의 전국시대 무덤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삼족호는 서한 중기의
고장한묘에서 출토되었으며, 倉은 西漢을 대표하는 기종이다(도면 8). 景帝 陽陵
에서 출토된 다수의 倉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浙江省博物館 2011).
豆는 無蓋豆와 有蓋豆, 小口壺로 세분할 수 있다. 중산국 성공묘와 조왕묘에

서는 유개두와 소구호만 출토되었지만 조왕의 배장묘들에서 무개두가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시대 중기에는 이미 豆 3종 세트가 갖추어진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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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

高莊漢墓 1號
(西漢 常山憲王 劉舜; BC145~BC114)

기종

鼎

滿城漢墓 1號
(西漢 中山靖王 劉勝; BC154~BC113)

2

2
6

6

甑

6

4

彩15

3

豆

3

14

燈

彩8

10

彩20

彩20

彩11

彩5

彩2
22

壺

12

37

2

4

7
彩10
10

3

12

彩5

彩8

彩20
彩31
彩48

10

盤
鑒
釜

2

22

17
39

彩80

10

5

5

4

31

4

2

2

1

罐
10

13

4

10

3

1

1

彩14
28

12

5

彩11

彩18

彩12

111중
彩72

4

95

2

기타
8

三足壺

7

11

倉
19

28

倉
3

1. 무덤 구조: 中자형 토광목곽묘
묘구(35.3×33.8m-저16.2×19.3m, 2~3개의 평대.)
묘도(동쪽 중앙, 41.4m)
회랑, 석곽(12.6×15.5m)

비고

2. 출토유물
-동기: 17종 46점-정, 방, 호, 수, 증, 이 등
-철기: 정, 호, 분 등
-은기, 옥기, 석기, 칠기 등
-도기: 14종 499점-채회도기가 53%임

10

16

2

1. 무덤 구조: 애동묘
2. 출토유물
-동기: 64종 419점-정, 원호, 언, 박산로, 동경, 대구, 동검, 동과 등
-철기: 499점-장검, 단검, 환두장도, 극, 모, 삭도, 궐, 부, 분, 착 등
-금은기: 89점- 동물문 금엽 등
-도기: 19종 571점-채회도기 139점, 주회도기 160점으로 전체
도기의 51%임

도면 8 서한 중기 고장한묘와 만성한묘의 도기(축척 1/30, 숫자–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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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장한묘나 만성한묘를 비롯한 서한대 무덤들에서는 豆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14) 豆가 어느 순간에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연하도의 A군 도명기
에는 豆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B군 도명기에는 구녀대 16호묘와 같이
豆 3종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과 신장두 30호묘처럼 무개두만 남아 있는 것으

로 구분된다. 그래서 신장두 30호묘 단계부터 豆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으로 생
각된다.
圓壺는 鼎과 함께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도명기이다. 신장두 30호묘에서 출

토된 원호는 동최대경이 그릇 아래쪽으로 쳐져 있어 중상위나 상위에 치우쳐 있
는 중산국 왕릉이나 구녀대 16호묘와 같은 전형적인 전국시대의 원호와는 다르
다. 오히려 이러한 형태의 원호는 고장한묘나 만성한묘는 물론 연하도에서 발굴
된 서한대 무덤들에서 보편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匜도 전국시대부터 서한대까지 지속되고 있는 도명기이다. 몸통을 보면, 중

산국 성공묘는 횡타원형에 가깝고 조왕묘는 원형에 가깝다. 영수성 일대의 무덤
들에서 출토된 이는 다양한 형태인데, 아마도 銅匜가 陶匜로 바뀌는 과정에서 한
동안 다양한 형태의 이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구녀대 16호묘의 이는 횡타
원형으로 전국시대 중기의 銅匜와 닮았다. 그러나 신장두 30호묘의 이는 몸통과
주둥이의 구분이 미약한 특이한 형태이지만 말각장방형의 몸통은 고장한묘나 만
성한묘를 비롯한 서한대 무덤들의 출토품과 상통한다. 따라서 신장두 30호묘의
이는 구녀대 16호묘의 이가 서한 중기의 이로 변해 가는 과정으로 생각된다.
도명기는 문양에 따라 A식 음각선문계와 B식 채회문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음
각선문계는 다시 A1식 暗紋과 A2식 壓劃紋・刻劃紋으로 세분된다. 중산국 성공
묘의 도명기는 대부분 A1식(암문)이지만 조왕묘는 A2식(압획문)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도명기에 채용된 문양은 A1식 암문이고 뒤이어 A2식 압획문이나 각
획문이 등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연하도의 소형묘들에서 출토된 도명기도 암문
단독, 암문・각획문 병존, 각획문 절대 우세로 구분되기 때문에 중산국과 일치한
다. 그리고 중・대형묘들은 각획문・채회문 병존, 채회문 절대 우세로 구분된다.
따라서 연하도에서 도명기의 문양은 暗紋(동침촌6 -M6, 서관성촌9 -M18) → 暗
紋・刻劃紋(서관성촌9 -M13) → 刻劃紋(동두성촌M29) → 刻劃紋・彩繪紋(해촌 2

호묘, 구녀대 16호묘) → 彩繪紋(신장두 30호묘) 순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생각
된다. 이러한 순서는 필자와 다른 방법으로 戰國 燕의 도명기를 형식분류한 賀

14) 만성한묘에서 출토된 燈은 기형상 무개두와 유사하지만 기능이 전혀 달라서 豆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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勇(1989)이나 石川岳彦(2001)의 연구와도 일치하기 때문에 燕을 비롯한

전국시대 도명기의 기본적인 변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刻劃紋이 언제까지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면 彩繪紋
일색인 신장두 30호묘의 연대를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연하도 6호 거주지에서 발굴된 M4호는 길이 3.7m, 너비 1.25m의
소형인데 鼎, 圓壺, 罐 등의 도명기와 陶俑, 玉飾 및 四銖半兩錢이 출토
도면 9 연하도 6-M4호 출토
유물(반량전·옥 1/4, 나머지 1/20)

되었다(河北省文物硏究所 1990). 이 무덤은 사수반량전이 출토되었기 때
문에 기원전 175년을 상회할 수 없는데, 〈도면 9〉에서 보는 것처럼 각획문이 시
문된 圓壺가 출토되었으므로 적어도 서한 전기의 후반까지는 각획문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신장두 30호묘의 특징적인 三足壺와 倉은 서한 전・중기의 무덤
들에서 상견되는 것이고, 전국시대 도명기의 특징적인 豆 3종 세트 가운데 무개
두만 남아 있는 것도 豆가 모두 사라진 서한대로 이어지는 속성이다. 또한 圓壺
나 匜의 형태도 전국시대보다는 서한대 도명기와 상통하고 있다. 따라서 신장두
30호묘는 戰國 燕의 도명기를 계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미 서한 전・중
기 무덤에서 출토되는 새로운 기종과 기형으로 전이되어 가는 양상도 뚜렷하다.
또한 각획문이 서한 전기 후반, 즉 기원전 2세기 전반까지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
에 채회문 일색인 신장두 30호묘의 연대는 전국시대 후기보다는 서한 전기일 가
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편경과 편종
허량총 8호묘에서 石編磬이, 구녀대 16호묘에서는 石編磬과 陶編鐘이, 신장
두 30호묘에서는 陶編磬과 陶編鐘이 출토되었다. 그러나 전국시대 중기의 중산
국 조왕묘에는 石編磬 15점과 銅編鐘 17점이 출토되고 있어 연하도의 대형묘들
과는 양상을 달리한다. 서한 중기의 만성한묘와 고장한묘에서는 편종과 편경이
출토되지 않았지만 景帝의 陽陵에서는 신장두 30호묘와 같이 陶編磬과 陶編鐘이
출토되었다. 즉, 서한 전기에는 황제조차도 도편경과 도편종을 부장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서안지역의 중・소형 漢墓들에서도 확인된다. 서한 전기로 추
정되는 西安 用水源漢墓에서도 도편경과 도편종이 출토되었다(西安市文物保護考
古所 1999). 용수원 120호묘는 길이 9m, 너비 5.7m의 중형 수혈토광묘이다. 666

점의 출토유물 가운데 半兩錢 2매와 陶編磬 15점 및 陶編鐘 7점이 포함되어 있
다. 또한 소형 銅器・鉛器의 明器 車馬具들이 출토되고 있어서 유물구성도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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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국 중기~서한 전기 무덤의 편경과 편종 재질
시대

전국 중기
전국 후기
?

서한 전기

두 30호묘와 비슷하다. 92호묘는 竪穴墓道土洞墓

편경

편종

로 지상에서 확인된 수혈의 규모는 길이 4.6m, 너

중산국 조왕묘

石

銅

비 3.6m이다. 112점의 출토유물 가운데 도편경 19

허량총 8호묘

石

?

점, 도편종 15점과 사수반량전 1점이 포함되어 있

구녀대 16호묘

石

陶

신장두 30호묘

陶

陶

용수원 120호묘

陶

陶

北郊(陝西省考古硏究所 2006)에서 발굴된 秦墓들은

용수원 90호묘

陶

陶

이와 양상을 달리한다. 예를 들면, 明珠M17호에서

서주 유예묘

陶

×

는 소형 銅鈕鍾과 銅鈴이 출토되었고, 秦 통일기로

경제 양릉

陶

陶

무덤

다. 하지만 西安 南郊(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2004)와

추정되는 明珠M22호에서도 소형 동뉴종이 출토되
었다.

그러므로 秦 통일기에는 소형묘조차 소형 銅鐘이 부장되고 있지만 西漢 전기
에는 황제의 陵조차도 陶編磬과 陶編鐘이 부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
서 신장두 30호묘의 도편경과 도편종은 〈표 1〉에 정리된 것처럼 진 통일기 이전
보다는 서한 전기의 부장 양상이 확실하다. 景帝 초년으로 추정되는 徐州 西漢
宛朐侯 劉埶墓에서 명기 도편경 9점과 동물문 패식(金帶扣) 1조 2점이 출토된 것

도(徐州博物館 1997) 이러한 양상이 서한 전기에 보편적이었음을 보여준다.

3) 금속유물
신장두 30호묘에서는 銅器와 鉛器의 明器들이 다수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車
馬具이다. 하지만 차마구는 전국시대 후기부터 서한대까지 변화가 크지 않기 때

문에(孫璐 2011) 본고에서는 무기류 중 戈와 鏃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신장두 30호묘에서는 中原式銅戈와 韓國式銅戈가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한
국식동과는 한반도 세형동검문화의 발전 2기 출토품들과 가장 유사하다(趙鎭先
2009). 중원식동과는 直援直內이며, 신부 단면형태는 렌즈형이다. 경부에는 구

멍이 없으며, 援內角은 171°, 着柄角은 98°이다. 경부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남
은 길이는 13.5cm여서 일반적인 중원식동과보다 작다. 이러한 형태의 중원식동
과는 연하도를 비롯한 전국시대 유적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陶編磬과 動物紋
牌飾이 출토된 西漢 宛朐侯 劉埶墓의 중원식동과와 매우 유사하다. 이 중원식동

과 역시 直援直內이며 신부의 단면형태는 렌즈형이다. 援內角은 170°, 着柄角은
98°이며, 크기는 18.8cm로 소형이다(徐州博物館 1997, 도면 10). 이와 같이 2기의
무덤에서 출토된 중원식동과는 크기와 형태는 물론 원내각과 착병각까지 거의
유사하므로15) 신장두 30호묘의 연대는 劉埶墓에 상응하는 서한 전기에서 구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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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호
작방지

2식; 19점

3식; 77점
1식; 2점

축척: 1/10
5식; 1점

4식; 1점

6식; 1점

허량총
8호묘
축척: 1/5

신장두
30호묘
축척: 1/5

서한 유예묘
축척: 1/5

신장두 30호묘
축척: 1/5

도면 10 중원식동과의 비교

수 있을 것이다.15)
신장두 30호묘에서는 동일한 형식의 明器 鉛戈 3점이 출토되었다. 가장 잘 남
아 있는 것을 보면, 남은 길이가 6.3cm에 불과한 소형이다. 明器 戈는 허량총 8
호묘에서도 7점이 출토되었는데, 그중 6점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6점은 모두
銅器이며 형식이 다양하다. 크기는 4.1~9.4cm이다. 신장두 30호묘와 허량총 8

호묘에서 출토된 明器 戈는 모두 연하도 23호 작방지에서 출토된 중원식동과를
모방한 것이다(喬梁 2004; 近藤喬一 2006). 23호 작방지에서 출토된 중원식동과는
모두 108점인데 파손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銘文이 있다. 보고자는 동과를 6
개 형식으로 구분하였지만 형식과 상관없이 匽王職(연 소왕)부터 匽王喜(연왕
희)까지에 해당하는 4명의 왕과 관련된 명문들이 섞여 있다. 그래서 동과 출토
유구는 전국시대 후기에서도 燕의 멸망시점에 형성된 것이 틀림없다.
허량총 8호묘의 명기 동과들은 23호 작방지 출토 동과 중에서 양적으로 가장
많은 2식이나 3식, 또는 그와 유사한 5식이나 6식을 염두에 두고 모방한 것이며,
신장두 30호묘 명기 연과들은 2식을 염두에 두고 모방하였다(도면 10). 허량총
8호묘 출토품은 다양한 형식을 충실하게 모방한 銅器이지만 신장두 30호묘는 한

15) 중원식동과의 원내각은 160~185°, 착병각은 90~110°이기 때문에(趙鎭先・成璟瑭 2007) 형식
이 서로 다른 동과의 원내각과 착병각이 일치하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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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유적

삼릉
유경식

삼익
유경식

유공식

기타
유공식

형식만을 간략화시켜 모방한 鉛器여서 같은 明器라도 차
이가 크다. 그러므로 23호 작방지와 허량총 8호묘는 가
까운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공반된 銘文과 명도

매
장
유
적

전(匽字刀化)을 보아도 타당하다. 하지만 신장두 30호묘
허량총
8호

연하도
44호 허량총
8호
해촌1호
연하도44호

는 간략화된 明器 鉛戈라는 점에서 23호 작방지의 연대
신장두30호

해촌1호

와 직결시키기 어렵다. 오히려 실물 중원식동과가 西漢
宛朐侯 劉埶墓 출토품과 흡사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

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銅鏃을 살펴보면 좀 더 분명해진다. 신
생
활
유
적

장두 30호묘에서는 圓銎無管三翼鏃 52점이 출토되었고,
작13호

작21호

작10호

허량총 8호묘에서는 銅鋌三翼鏃 9점과 鐵鋌三稜鏃 1점이
출토되어 동촉의 형식이 서로 다르다. 허량총 8호묘 출토
품은 연하도는 물론 중원지역에서 아주 일반적인 형식이
지만 신장두 30호묘 출토품은 연하도에서 유사한 사례를

노야묘대

작30호

작13호

찾아볼 수 없다(도면 11). 石巖(2006)에 따르면, 원공무
관삼익촉은 춘추전국시대에는 燕을 비롯한 중원지역에

도면 11 연하도 출토 동촉의 비교(1/3)

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지만 甘肅–寧夏–內蒙古–河北
省 북부의 북방 초원지역에서 자주 발견된다고 한다. 동

쪽으로는 瀋陽 鄭家窪子 6512호묘에서도 출토되었다(瀋
陽市故宮博物館・瀋陽市文物管理辦公室 1975, 그림 4-1). 좀

더 늦은 시기에는 서북한지역의 평양 리현리 나무곽무
덤에서도 중원지역의 전형적인 三稜鏃, 圓銎有管三翼鏃
그림 4 심양 정가와자와 평양
리현리 출토 동촉(1/3)

과 함께 출토되었다(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89, 그
림 4-2). 평양 리현리 나무곽무덤은 낙랑군 설치 이후에 조영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원공무관삼익촉이 서한대에는 중원지역에서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보
여준다. 그래서 필자는 연대가 분명한 서한대의 제후왕급 무덤들을 좀 더 폭넓게
확인해 보았다.
우선 山東省 淄博市에서 조사된 漢墓는 西漢의 齊王 가운데 悼惠王 劉肥
(BC189)나 哀王 劉襄(BC179)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隨葬器物坑만 발굴되
었지만 만여 점에 달하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동촉은 5종 1810점이 출토되었는
데, 중원지역에서 가장 보편적인 유경삼릉촉이 1332점으로 가장 많고 신장두 30
호묘와 비슷한 원공무관삼릉촉도 30점이 출토되었다(山東省淄博市博物館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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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1). 이러한 현상은 徐州 獅子山의 西漢 楚

王陵에서도 확인된다. 이 무덤은 西漢 楚王 劉郢客

(BC175)이나 劉戊(BC154)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崖
洞墓인데, 다양한 형식의 동촉 중에 원공무관삼익촉

도 포함되어 있다(獅子山楚王陵考古發掘隊 1998, 도면
12-2). 더구나 이 무덤에서는 동물문 패식(金扣腰

帶)이 출토되어 신장두 30호묘와 비슷한 유물구성

을 하고 있다.

1

2

동물문 패식은 徐州 獅子山 西漢 楚王陵은 물론

도면 12 서한대 제후왕릉 출

廣州 西漢南越王墓나 滿城漢墓를 비롯한 서한대의 제후왕급의 무덤들에서 자주 토 동촉(1/3)

출토되고 있다(鄒厚本・韋正 1998). 물론 북방 초원지역에서는 전국시대 이전부터
동물문 패식이 출토되고 있으며(曹建恩 2012) 전국시대 후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西安 北郊의 99樂百氏M34호에서는 동물문 패식의 陶范 25점이 출토되었다(陝西
省考古硏究所 2006). 북방 초원지역에서는 동물문 패식이 전국시대 이전부터 유행

하였지만 중원지역에서 동물문 패식이 출토된 대형묘들은 신장두 30호묘를 제
외하면 모두 서한대이다. 따라서 신장두 30호묘에서 출토된 동물문 패식 역시
서한대 대형묘들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순리적일 것이다.

IV. 辛莊頭 30號墓 被葬者의 性格
1. 전국시대 후기 조영설의 근거와 문제
西漢 전기는 혼란이 지속되는 高祖–惠帝–呂后의 建國期(BC206~BC180)와

혼란을 가라앉히며 서한의 기틀을 다진 文帝・景帝의 시기(BC180~BC141)로
구분할 수 있다. 文景帝時期는 서한문화가 형성되는 때로 지금까지 서한 전기로
편년된 유적들은 대부분 이 시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秦 통일기부터 西漢 건국기
의 물질문화는 紀年資料가 공반된 몇몇 사례를 제외하면 명확하지 않으며16) 이
러한 양상은 燕下都 일대에서도 마찬가지이다(喬梁 2004). 하지만 진 통일기부터
서한 건국기까지는 50여 년이나 되기 때문에 전국시대 후기나 서한 전기 후반의

16) 중국의 발굴보고서에서 연대를 “戰國末西漢初”로 많이 표현하는 것도 이러한 사정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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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제시기와 비슷한 시간폭을 가지고 있다. 진 통일기부터 서한 건국기의 물질
문화가 공백으로 남게 된 것은 중국 고고학에서 半兩錢 등 확실한 기년자료가 공
반되면 서한 전기로, 그렇지 않으면 전국시대 후기로 편년해 온 경향 때문이다.
중원지역의 이러한 편년 경향이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이르면 증폭효과까지 수반
되면서 연대폭이 훨씬 커지게 되는 것이다.
신장두 30호묘의 전국시대 후기 조영설은 연하도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언급
되었지만 1959년에 출간된 洛陽 中州路유적과 단순비교만으로 도출되었기 때문
에 비판할 여지조차 거의 없다. 오히려 志賀和子(1996, 2002)의 서한 전기설이 제
기된 이후에 발표된 喬梁(2004)과 近藤喬一(2006)의 연구가 가장 체계적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제시한 전국시대 후기설의 근거는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신장두 30호묘의 출토유물은 三足壺 등 몇몇 기종을 제외하면 모두 戰
國 燕의 무덤들에서 유행한 것이다. 허량총・구녀대묘구는 燕侯나 燕王 또는 그

배우자와 관련된 무덤으로 추정되며, 특히 구녀대 16호묘와 유사한 것은 신장두
30호묘의 연대와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다. 구녀대 16호묘는 전국시대 전기(河北
省文物局文物工作隊 1965c), 또는 전국시대 전기 말 혹은 중기 초(河北省文物硏究所

1996a)로 편년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명기가 출토된 다른 무덤들도 전국시대 전

기로 편년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무덤들의 도명기와 형식적으로 약간 차이를 보이
고 있는 신장두 30호묘는 전국시대 후기로 편년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三足壺나 倉과 같이 戰國 燕의 무덤들에서 확인되지 않는 기종
들을 먼저 주목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기종들은
서한 전기와 중기의 황제나 제후들의 능에서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왜 구녀대
16호묘가 전국시대 전기 또는 중기 전단인가에 대한 검증도 결여되어 있다. 구
녀대 16호묘의 전국시대 전기설 역시 간단한 비교만으로 도출된 것이어서 기년
자료를 비롯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연하도 보고서(河北省文物硏究所 1996a)에서
는 신장두 30호묘와 다른 유물상의 무덤들을 전국시대 중기 이전으로 편년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리라면 신장두 30호묘와 가장 유사한 구녀대 16호묘는 당연히
전국시대 후기로 편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東斗城村 29호묘도 신장두 30호묘
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동두성촌 29호묘는 A군 도명기이고 구녀대 16호
묘와 신장두 30호묘는 B군 도명기여서 양자를 같은 범주로 묶는다면 사실상 전
국시대의 거의 모든 도명기를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국시대 후기
설은 유구와 유물에 대한 정치한 분석이 결여된 상태에서 상호 간의 순환론법으
로 도출된 연대라고 할 수 있다. 즉, 서한대 무덤들은 논외로 한 채 전국시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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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들과만 비교하였기 때문에 신장두 30호묘의 조영연대는 결국 전국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논리구조인 것이다.
필자는 연하도의 대형묘들을 비교분석하여 전국시대 후기의 명도전이 출토
된 허량총 8호묘가 가장 빠르고 뒤이어 구녀대 16호묘와 신장두 30호묘의 순이
라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구녀대 16호묘의 전국시대 전기 또는 중기 초설을 토
대로 신장두 30호묘의 연대를 전국시대 후기로 보는 것은 그만큼 근거가 약해지
게 된다. 구녀대 16호묘는 기원전 3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므로(石川岳彦 2001) 신
장두 30호묘의 연대도 한 단계 낮추어지게 되면 당연히 진 통일기부터 서한 건
국기 사이에 해당되게 될 것이다.
둘째, 신장두 30호묘에서 출토된 明器 鉛戈는 허량총 8호묘에서 출토된 明器
銅戈와 유사한 형태이고 이것은 23호 작방지에서 출토된 실물 동과들을 모방해

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전국 후기의 명도전이 출토된 허량총 8호묘나 燕 昭王~
燕王 喜까지의 명문인 새겨진 23호 작방지 출토 동과의 연대로 보아 신장두 30

호묘의 연대도 전국시대 후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허량총 8호묘의 明器 銅戈는
23호 작방지 출토 실물 동과들을 충실하게 모방하였지만 신장두 30호묘는 간략
화된 明器 鉛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신장두 30호묘의 연대가
허량총 8호묘의 연대, 즉 전국시대 후기를 상회하지 못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셋째, 연하도 6호 거주지 M3호와 M4호에서 출토된 서한 전기의 유물들을 보
면 서한문화의 정형이 이미 완성되어 있으며, 신장두 30호묘와는 차이가 있다.
신장두 30호묘는 王 다음의 일급 귀족묘로 추정되므로 진 통일기에는 정황상 戰
國 燕系가 분명한 신장두 30호묘와 같은 대형묘는 조영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논

리이다.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점은 四銖半兩錢이 출토된 M3호와 M4호의 연대는 文
帝 5년(BC175) 이후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신장두 30호묘가 서한 건국기에 조

영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喬梁(2004) 스스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연하도 일대에서는 秦 통일기부터 西漢 건국기까지 50여 년의 물질문화가 명확
하지 않다는 사실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전국시대 후기로 편년된
유적들 가운데 이 시기의 것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크며, 필자는 신장두 30호
묘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넷째, 신장두 30호묘에서 출토된 동물문 장방형 패식은 모두 귀금속이며 가
장자리가 繩紋으로 장식되었고 장폭비가 1:0.6 이상이다. 그러나 서한대 무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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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출토된 것은 재질이 다양하며 가장자리가 麥穗紋으로 장식되었고 장폭비가
1:0.5 이하이기 때문에 신장두 30호묘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비교대상으로 삼은 무덤들이 대부분 문・경제시기 이후의 것
이다. 더 큰 문제는 신장두 30호묘에서는 장방형 패식 2종 5점과 원형 패식 1종,
帶孔半球形 패식 6점이 출토되었는데 원형 패식 1점과 대공반구형 패식 3점은

가장자리가 맥수문으로 장식되었으며, 장방형 패식 2점도 승문과 맥수문이 혼용
되어 있다. 따라서 맥수문의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신장두 30호묘는 오히려 서
한대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西安 北郊의 99樂百氏M34호에서 출토된 동
물문 장방형 패식의 陶范 가장자리에도 맥수문이 돌려져 있다(陝西省考古硏究所
2003). 따라서 맥수문의 여부로 시대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 장방형 패

식의 도범은 장폭비가 1:0.72이므로 장폭비 0.7 이상은 전국시대 후기 이전이고,
0.6 이하는 서한 전・중기 이후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신장두
30호묘 출토품은 장폭비가 0.64~0.7이고 승문과 맥수문이 공존하므로 진 통일
기부터 서한 건국기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신장두 30호묘의 전국시대 후기 조영설의 근거들을 살펴보았지
만 결정적인 근거는 없다. 오히려 연하도 일대에서는 진 통일기부터 서한 건국기
에 해당하는 50여 년의 물질자료가 공백으로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서 三足壺
나 倉과 같이 서한 전・중기의 제후급 무덤들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2. 피장자의 성격
辛莊頭 30호묘는 車馬坑을 비롯한 부속시설이 없으며 墓壙에는 三段 階段部

가 형성되어 있다. 출토유물 중에는 서한대에 유행하는 三足壺와 倉이 확인되며
中原式銅戈나 銅鏃도 서한대 제후묘 출토품과 비교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원전 202년경에 축조된 石家庄 北郊漢墓에는 여전히 版築 二層臺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판축 이층대가 사라지고 양 장벽에 三段 階段部가 형성된 신장두 30
호묘는 이보다 늦게 조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4벽 모두가 삼단 계단부로 만들
어진 서한 전・중기의 무덤들보다는 빠를 것이다. 따라서 신장두 30호묘는 서한
전기에서도 건국기, 즉 기원전 2세기 초에 조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
이다.
신장두 30호묘는 戰國 燕系의 도명기와 西漢代 제후급 무덤들에서 보이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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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유물들이 함께 출토되고 있어서 중원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틀림없
다. 그러나 한반도계의 韓國式銅戈나 북방초원계의 動物紋 牌飾, 양 지역을 아우
르는 圓銎無管三翼鏃이 함께 출토되고 있는 점은 중원지역의 여느 대형묘들과
구분된다. 신장두 30호묘에서 출토된 한국식동과를 연하도 일대에서 독자적인
변천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成璟瑭 2008) 요동지역에서 중
간형태의 동과가 寬甸縣 泡子沿에 이어 丹東 農家院里에서도 발견되고 있어17) 요
서지역의 요령식동과가 요동지역을 거쳐 한반도에서 한국식동과로 발전하는 과
정이(趙鎭先 2009) 좀 더 명백해지고 있다.
신장두 30호묘의 피장자는 기원전 3세기 전반에 활동한 秦開로 보거나(近藤喬
一 2006), 기원전 3세기 후반에 북방 초원 및 한반도의 사람들과 교섭했던 인물,

아마도 武人으로 활약한 귀족으로 보고 있다(岡內三眞 2003). 그러나 피장자를 秦
開로 보기 위해서는 신장두 30호묘가 적어도 기원전 3세기 전반에 조영되어야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18) 또한 기원전 3세기 후
반은 전국시대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에 燕의 관심은 북방 초원지역이
나 한반도보다는 중원 내부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신장두 30호묘는
서한 초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새롭게 그 성격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신장두 30호묘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動物紋 牌飾이
나 圓銎無管三翼鏃들이 출토되고 있는 서한 전・중기의 제후급 무덤들이다. 서한
전・중기의 제후급 무덤들에 북방 초원계 유물들이 유행하는 것은 당시의 정치
적 상황과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 즉, 서한은 건국 직후 對匈奴戰에서 패하면서
무제의 흉노 정벌 이전까지 굴욕적인 관계를 계속하고 있다. 제후급 무덤들에서
북방 초원계인 동물문 패식이 유행하는 시기도 주로 이때라는 점에서 서로 관련
될 가능성이 크다. 신장두 30호묘 역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비중원계
유물들이 부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신장두 30호묘에는 북방 초원계뿐 아
니라 한반도계의 한국식동과도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을 필
요로 한다.
신장두 30호묘에는 戰國 燕의 분위기가 아주 강하게 남아 있다. 규모는 서한

17) 2011년 12월 2일 日本中國考古學會 九州支會 발표에서 宮本一夫(2011) 교수가 이 銅戈를 실견
하고 사진을 공개하였다. 변형비파형동검 1점, 동부 1점과 공반되었다.
18) 북방 초원지역에서 동물문 패식은 요하 상류지역보다는 오르도스를 중심으로 하는 내몽고 중남
부지역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어 秦開의 이동 경로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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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기의 제후급 무덤과 비교하면 작은 편이지만19) 西漢 趙 景王 張耳의 무덤
으로 추정되는 석가장 북교한묘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장두 30
호묘의 피장자 역시 상당한 지위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각종 動物紋 牌飾이
나 韓國式銅戈, 圓銎無管三翼鏃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서한 건국기에 북방 및
동방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서한은 건국 직후 대흉노전에
서 패하였을 뿐 아니라 呂后시기에는 燕王 盧綰과 衛滿이 각각 匈奴와 古朝鮮으
로 망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이 지역의 유력 인물들이
對匈奴 및 古朝鮮으로 대표되는 對東方 관련 임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을 보여주

고 있다.
西漢 建國期는 북방에서는 匈奴가 대제국을 건설하고, 동방에서는 衛滿朝鮮

이 주변지역을 복속시켜 나가는 시기이다.20) 그래서 서한과 북방의 흉노 및 동방
의 위만조선 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국제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시기
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원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신장두 30호묘에 북방 초원계와
한반도계 유물들이 부장되어 있는 것은 당시 서한을 둘러싼 국제정세 속에서 신
장두 30호묘 피장자의 역할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辛莊頭 30號墓는 戰國 燕의 중심부인 燕下都에 위치하고 있는데, 韓半島系인
韓國式銅戈와 北方 草原系인 動物紋 牌飾 등이 출토되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아왔다. 게다가 일본학계에서 야요이시대 연대상향론이 등장하고 그 여파가
기원전 천년기 동북아시아 전반의 연대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신장두 30호묘는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 또한 그 피장자를 戰國 燕이 古朝鮮을 침략할 때 핵심
인물인 秦開와 연결시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신장두 30호묘는 기원
전 천년기 후반 동북아시아 고고문화의 발전과정뿐 아니라 역사 해석에 있어서

19) 서한 전기의 제후급 무덤들은 점차 대형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양상은 長沙 馬王堆漢
墓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원전 187년경에 축조된 2호묘의 묘광은 11.23×8.9m이지만 기

원전 168년경에 축조된 3호묘는 16.3×15.45m로 커졌고 가장 나중에 축조된 1호묘는 19.5×
17.8m로 훨씬 더 커졌다.
20) 『史記』 「朝鮮傳」 “會孝惠高后時天下初定 遼東太守卽約滿爲外臣 保塞外蠻夷 無使盜邊 諸蠻夷君長
欲入見天子 勿得禁止 以聞 上許之 以故滿得兵威財物 侵降其旁小邑 眞番臨屯 皆來服屬 方數千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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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심에 서게 되었다.
신장두 30호묘의 연대는 전국시대 후기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 근원은
연하도 보고서이지만 洛陽 中州路 유적과의 개략적인 비교만으로 도출된 연대여
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서한 전기설이 등장한 이후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전국시대 후기설이 보강되었지만 비교대상 자체를 전국시대로
국한했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들은 신장두 30호묘의 연대가 전국시대 후기를 상
회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전국시대 후기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행히 최근 들어 중국 고고학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전국시대 중기부터 서
한 중기까지의 무덤들이 다수 발굴조사되었다. 그중에는 紀年資料가 공반되거나
피장자가 확인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신장두 30호묘의 연대를 재고
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필자는 河北省 일대에서 전국시대 중기를 대
표하는 中山國 成公墓와

王墓, 西漢 중기를 대표하는 高莊漢墓와 滿城漢墓 등

과 비교분석하여 신장두 30호묘의 조영연대를 접근해 보았다. 그 결과 신장두
30호묘에서는 서한 전기의 제후왕 무덤들과 마찬가지로 車馬坑이 확인되지 않으
며, 墓壙에는 戰國時代의 특징적인 版築 二層臺 대신 西漢代의 三段 階段部가 형
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陶明器는 戰國 燕을 계승하고 있지만 전국시대의 특
징적인 有蓋豆와 小口壺가 사라진 대신 서한대의 특징적인 三足壺와 倉이 등장
하였다. 編磬과 編鐘이 모두 陶器로 제작된 것도 전국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지만
서한 전기에는 景帝의 陽陵을 비롯해서 보편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북방 초
원계의 動物紋 牌飾이나 圓銎無管三翼鏃도 서한 전기의 제후급 무덤들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장두 30호묘는 서한 건국
기, 즉 기원전 2세기 초에 조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燕王 盧綰이 匈奴로 도망가고 衛滿이 古朝鮮으로 망명하는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西漢 초에 이 지역은 對匈奴, 對古朝鮮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곳이다. 따라서 北方 草原系의 動物紋 牌飾과 韓半島系의 韓國式銅戈, 그리고
양 지역을 아우르는 圓銎無管三翼鏃을 부장하고 있는 신장두 30호묘의 피장자
는 서한 초에 대흉노, 대고조선 관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추
정된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초반 일본학계에서 야요이시대 연대상향론이 등장한
이래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의 기원전 천년기 연대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기존보다 전반적으로 상향되고 있다. 신장두 30호묘에서 출토된 韓國式銅戈는
이러한 연대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자주 이용되고 있지만 신장두 30호묘는 서한

燕下都 辛莊頭 30號墓의 年代와 性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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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에 조영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과는 배치된다. 따라서 신장두
30호묘의 연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燕下都의 始建年代, 그리고 이를 기반
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鐵器文化의 擴散過程, 나아가 戰國 燕의 遼西 進出 및 古
朝鮮과 관련된 역사 문제까지도 폭넓게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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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te and Character of Xinzhuangtou Tomb No. 30
in the Lower Capital of the Yan State
Cho, Jinson(Chonnam National University)

Xinzhuangtou Tomb No. 30 is located in the Lower Capital of the Yan State,
Yixian, Hebeisheng, China. Korean-type bronze dagger-axes (ge halberds)
were excavated from this tomb. Xinzhuangtou Tomb No. 3 is thought to be
the final resting place of the Yan general Qin Kai, and it is widely believed to
date to the later part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However, concrete evidence
of such a date has yet to be presented. In this paper, therefore, securely dated
tombs spanning from the middle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to the middle
of the Xihan period were examined for purpose of comparative analysis.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at the structure of Xinzhuangtou Tomb
No. 30 is similar to that of Xihan period tombs, and that the excavated grave
goods include artifacts that have been found in the tombs of the early and
middle Xihan period. It can thus be suggested that Xinzhuangtou Tomb No.
30 dates to the very early stages of the Xihan period, that is, the early 2nd
century BCE. Based on the presence of artifacts from both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ern steppe regions in this tomb, it can be assumed that the
deceased buried in Xinzhuangtou Tomb No. 30 was an individual tha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Xiongnuo and Gojoseon relations during the early Xihan
period.
Key words: The Lower Capital of the Yan State, Xinzhuangtou Tomb No. 30, The
Yan State, Xihan, Korean-type bronze dagger-axes (ge halberds), D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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