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燕下都 辛莊頭墓區 30號墓의 編年 小考

金一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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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Ⅴ. 맺음말

燕下都 유적은 지난 세기에 중국에서 발굴된 戰國時代 燕의 都城遺址로 해당

시기 燕 文化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자료이다. 연하도 자료는 한반도
| 요약

고고학과도 관련이 깊어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 燕下都 辛莊頭墓區 30號墓1)

이 글은 燕下都 辛莊頭30號墓의 조영연대와 그 의의를 검토한 글이다. 신장두30호묘는 출토유물인 세형

에서 출토된 한국식동과라고도 불리는 細形銅戈는 철기와 함께 많은 연구자들

동과와 함께 한반도 세형동검문화를 편년하는 중요한 고고자료로 다루어지고 있다. 辛莊頭墓區의 무덤

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는 세형동과가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 細形銅劍

들이 연하도 西城의 중앙부에 산재되어 있는 점은 신장두30호묘가 계단식으로 墓壙이 조성된 것과 부장
곽이 묘실 내에 배치된 구조와 함께 연하도의 전국시대 墓區의 무덤들과 비교하면 명확히 구분된다.
신장두30호묘에서 출토된 倣銅陶器와 玉器, 明器는 戰國的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고에서 다
룬 오르도스식 장식금구와 같은 外來系 유물은 統一 秦 이후 西安地域에서 직접 유입된 것과 그 영향을

과 동반되는 예가 많으며, 세형동검과 철기의 출현이 한반도 고고학의 시대구분
에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전환시점을 구분 짓는 가장 결정적인 고고자료이
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출토된 자료만으로는 철기와 세형동검의

받아 재지에서 제작된 것들로 판단된다. 西安地域에서 직・간접적으로 유입된 外來系 유물은 秦~西漢時

출현시점을 편년하는 것에 다소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장두30호묘 출토

代 早期 자료와 비교하여 형식편년하였다. 그 결과 신장두30호묘의 조영연대는 진한 교체기 내지는 서한

세형동과는 공표된 이후 세형동검문화의 계보와 그 출현시점을 파악하는 편년자

개시기로 편년되었다. 이러한 외래계 유물의 존재에서 신장두30호묘의 墓主는 북방의 오르도스지역은

료로 이용되어 왔다(岡內三眞 2002; 喬梁 2004; 後藤直 2007; 李陽洙 2009, 2015; 조

물론 당시의 중앙인 西安地域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 인물임을 유추할 수 있다. 아울러 세형동과의 존

진선 2009). 한편 최근 일본고고학계에서는 彌生時代 신 연대관에 입각하여 彌生

재에서 한반도지역과도 관련된 자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주제어 燕下都, 辛莊頭30號墓, 오르도스식 장식금구, 진한 교체기, 서한 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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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후 辛莊頭30號墓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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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代 中期年代의 상향과정에서 드러난 철기와 세형동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상호 비교하면 신장두30호묘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일환으로서 신장두30호묘 세형동과를 그 근거자료로 이용하기도 한다(岡內三眞
2003; 春成秀爾 2006; 小林靑樹 外 2007, 2012).

1. 묘제의 비교

연하도 신장두30호묘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일찍이 燕의 영역에서 조사
된 전국시대 무덤에서는 출토 예가 없었던 부장양상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즉

연하도의 虛糧冢墓區는 東城의 서북쪽 모서리에 위치한다. 허량총묘구에는

오르도스문화로 불리는 북방 초원지역에서 유행한 동물문식 금・은제 장식금구

13기의 대형 묘가 남북 4열로 배치되어 있다. 북쪽의 제1열에 4기, 제2~4열은

가 다량으로 출토된 것이다. 신장두30호묘에서 출토된 오르도스식 장식금구는

각각 3기씩 모두 4열로 구성되어 있으며(劉振東 2015: 47)2) 8호묘는 제3열의 가

북방 초원의 유목문화와 中原文化의 관련성 및 중원문화에 북방적 요소가 유입

장 서쪽에 위치한 무덤이다. 이처럼 허량총묘구의 무덤은 계획과 규칙에 따라 조

되고 성행한 시점에 대한 연구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志賀和子 1996, 2002; 喬梁

영위치가 정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2004; 小田米 治太郞 2005; 盧岩・單月英 2007; A. A. Kovalev 2009).

기존에 행해진 신장두30호묘의 편년 연구는 戰國時代 晩期로 보는 견해(岡內

〈도면 1〉-2의 허량총8호묘는 中字形 竪穴木槨墓로 南北墓道, 主棺槨이 안치
된 墓室과 雜殉坑으로 구분된다. 부장품을 부장한 雜殉坑은 북묘도의 초입부에

三眞 2002; 喬梁 2004; 小田米 治太郞 2005; 盧岩・單月英 2007; 後藤直 2007; 李陽洙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車馬坑이 夯土범위 북동 모서리에서 확인되었다. 墓室은

2009, 2015; A. A. Kovalev 2009; 小林靑樹 外 2012) 및 秦 統一 以後로 보는 견해(志

棺, 槨을 각각 內・外棺, 內・外槨으로 조성한 2重棺槨 구조이다.

賀和子 1996, 2002; 조진선 2009)로 兩分되는데 세형동과의 연대에 중점을 둔 조진

신장두묘구의 무덤들은 西城의 중심부에 산재해 있는데 30호묘는 서문 쪽으

선(2009)과 오르도스식 장식금구의 연대에 중점을 둔 志賀和子(1996, 2002)의 연

로 치우친 곳에 위치한다. 〈도면 1〉-3의 신장두30호묘는 中字形 竪穴木槨墓로 南

구를 제외하면 모두 보고서(河北省文物硏究所 1996)의 편년과 같이 전국 만기로

北墓道, 主棺槨이 안치된 墓室과 부장곽인 頭箱3)으로 구분된다. 墓壙은 3단의 계

편년한다.

단상으로 굴착하였는데, 墓室은 2層 臺階에 접하여 조성한 반면 頭箱은 묘실 북

본고에서는 신장두30호묘의 편년을 행하는 데 먼저 연하도에서 조사된 전국
시대 만기의 묘인 虛糧冢8號墓와 묘제의 비교는 물론 출토 鉛製明器, 玉器를 비

쪽 3層 臺階上에 조성하여 좌우에 3層 臺階가 존재한다. 墓室은 1槨1棺의 單棺槨
구조이다.

교하여 신장두30호묘에서 확인되는 戰國的 속성을 살펴보겠다. 다음은 신장두30

허량총묘구는 무덤 조영에 있어 계획성과 규칙성이 보이지만 신장두묘구에

호묘 오르도스식 금제 장신구 및 청동제 유물을 秦・漢墓 출토품과 비교 검토하

서는 규칙성을 찾아볼 수 없다. 두 무덤은 묘광 조성방법에서도 차이가 확인된

고 형식편년을 행하여 그 형식학적 위치를 파악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신장두30

다. 單棺槨인 신장두30호묘는 3단의 계단상묘광의 구조인데 반해 2重棺槨을 가

호묘의 조영연대를 산정하고 그 연대가 갖는 의의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고

진 보다 대형인 허량총8호묘는 그렇지 않다.4) 허량총8호묘는 부장품을 부장한

자 한다.

雜殉坑이 묘실과는 완전히 구분되어 北墓道 초입부에 위치하는데 반해 신장두30

호묘는 부장곽인 頭箱이 주곽과 접하여 묘실 범위 내에 위치한다.

II. 虛糧冢8號墓와 辛莊頭30號墓의 비교검토

2) 九女臺墓區도 10기의 묘가 남북 2열로 배치되어 있는데 1열에는 5기, 2열에는 4기, 나머지 1기는
墓區의 서남 모서리에 있다. 이처럼 구녀대묘구도 규칙적으로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頭箱에서 陶禮器와 明器가 출토된 것에서 儀禮用器의 부장을 위해 설치한 부곽임을 알 수 있다.

辛莊頭30號墓는 기년명 자료 및 銅鏡, 貨幣 등 편년을 행하는 데 양호한 유물

이 출토되지 않아 그 조영연대를 비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신장두30호묘
출토 유물과 유사한 형태의 것이 다수 출토된 虛糧冢8號墓에서는 明刀錢이 출토
되어 상한연대를 파악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따라서 두 유구의 출토유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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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단상 묘광은 최상위급 大形墓壙 구조로, 春秋戰國時代에도 존재하지만 西漢時代부터 일반화되
고 많이 확인되며 曹魏時代까지 존속한 구조이다(中國社會科學院 考古硏究所 劉振東 선생님의
조언이 있었다). 燕下都 戰國時代의 대표적인 대형분인 九女臺16號墓와 虛糧冢8號墓에는 보이지
않는 구조가 이 두 무덤보다 小形인 신장두30호묘에서 확인되는 것은 신장두30호묘가 이 두 무
덤과 확실히 구별되는 새로운 구조를 가진 무덤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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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량총8호묘는 묘도에 별도의 雜殉坑을 설치한 것을 제외하면 전국시대 중기

묘는 주묘실과 묘도 사이에 副葬坑이라는 신요소가 더해진 구조이다.

로 편년되는 〈도면 1〉-1의 구녀대16호묘와 평면상이나 구조적으로 큰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반면 신장두30호묘는 상기의 두 무덤보다 소형임에도 불구하고

2. 출토유물의 비교

묘광을 3단의 계단상으로 굴착한 점, 주묘실과 묘도 사이에 부장곽인 頭箱을 설
치하기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점에서 위의 두 고분과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도면 2〉-1~15는 연하도 신장두30호묘와 허량총8호묘 출토 玉器, 銅器, 鉛製

뚜렷하다. 주묘실과 묘도의 평면으로 구성된 상기의 두 고분과 달리 신장두30호

明器이다. 〈도면 2〉-1~4와 〈도면 2〉-6~9의 玉器는 거의 동일한 외형적 형태를

도면 1 辛莊頭30號墓와 출토
유물의 비교자료

82 | 韓國考古學報 第99輯 2016. 6

03김일규-3교.indd 82-83

도면 2 辛莊頭30號墓와 虛粮
冢8號墓 유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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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그런데 〈도면 2〉-1~3과 〈도면 2〉-6~8의 옥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관찰

戈와 흡사하다. 이처럼 허량총8호묘에서는 VI식 명도전이 출토되었고 비록 鉛製

하면 龍頭와 鳳頭, 몸체의 刺를 비롯해 전체적인 표현에서 後者에 비해 前者가

明器인 것에서 크기 차이가 있지만 “郾王喜”銘 銅戈와 동형식의 戈가 출토된 것

보다 形骸化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에서 그 조영연대의 상한을 기원전 255년으로 편년할 수 있다.

〈도면 2〉-12의 신장두30호묘 출토 明器인 鉛製 戈는 〈도면 2〉-13・15의 허량

신장두30호묘에서는 玉器, 鉛製 明器, 七鼎六簋의 倣銅陶禮器 등과 같은 戰國

총8호묘의 明器 戈와 전체적 형태는 유사하지만(喬梁 2004) 보다 소형화되고 세

的 속성을 유지한 유물도 출토되었지만, 신장두30호묘가 허량총8호묘보다 신요

부적 속성 표현에 있어서 다소 퇴화된 감이 없지 않다.

소의 구조를 가진 묘제인 점, 허량총8호묘와 신장두30호묘는 유물의 비교에서

이처럼 신장두30호묘와 허량총8호묘 출토 옥기와 명기를 비교해 본 결과 전

동일한 시간성을 가지는 것과 함께 종적으로 바로 인접한 시간대로 편년되는 것

체적인 외형은 거의 유사하지만 일부 세부적 속성에서는 前者의 것이 다소 퇴화

이 동반하는 점, 신장두30호묘는 연하도가 도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이후에

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두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횡

조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신장두30호묘의 상한연

적으로 동일한 시간성을 가지는 것은 물론 종적으로 바로 인접한 시간대에 둘 수

대는 燕王喜가 요동으로 遷都한 기원전 226년으로 산정할 수 있다.5)

있는 것이 모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3. 虛糧冢8號墓와 비교를 통한 辛莊頭30號墓의 상한연대

III. 辛莊頭30號墓 遺物과 秦漢時代 遺物의 비교검토

상술한 바와 같이 신장두30호묘는 〈도면 1〉-1・2의 전국 연의 무덤과는 다른

1. 신장두30호묘 출토 鐏의 검토

구조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신장두30호묘와 같이 별도의 부장곽이 주곽에 접
하여 설치된 구조는 전국 만기후반으로 편년되는 허량총8호묘보다 신식 속성으

〈도면 1〉-12는 신장두30호묘 출토 청동제 鐏이다. 동체는 중상위에 있는 帶狀

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신장두묘구는 계획성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조영된 허량

의 돌대로 상・하단으로 구분되며 단면은 타원형이지만 한쪽 단이 면을 이룬다.

총묘구와 달리 각 무덤들이 城內의 중심부에 산재해 있는 것에서 조영에 있어

동체에는 상・하단 모두 鳳凰文이 있고 돌대 면에는 궐수문이 X자상으로 엇갈리

서 각 무덤 사이에 어떤 규칙성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조진선

게 장식되어 있으며, 단면상에서 확인된 縱面에는 S자상의 궐수문이 있다.

(2009)이 언급한 바와 같이 신장두30호묘는 구녀대묘구, 허량총묘구의 고분들과

달리 연하도가 도성의 기능을 상실한 이후에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

〈도면 1〉-12의 鐏과 비교되는 것은 〈도면 1〉-13・14의 陝西省 咸陽火車站作坊

址62XYCLYC4金屬窖藏(陝西省考古硏究所 2004) 출토 鐏 및 〈도면 1〉-16의 秦始皇

라서 신장두30호묘가 허량총8호묘보다 늦게 조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陵 兵馬俑坑출토 鐏이다(陝西省考古硏究所・始皇陵秦俑坑考古發掘隊 1988). 〈도면

허량총8호묘의 연대를 파악하면 신장두30호묘의 상한연대를 산정할 수 있을 것

1〉-14는 외형과 돌대 면의 문양이 거의 유사하다. 〈도면 1〉-13은 돌대의 형태에

이다.

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봉황문이 흡사하고 종면의 S자상 궐수문도 비슷한 형태

허량총8호묘에서는 봉토에서 1枚의 V식 明刀錢이, 주곽에서 3枚의 VI식 明

다. 〈도면 1〉-12는 〈도면 1〉-14와 외형적으로 유사하고, 〈도면 1〉-13과도 돌대의

刀錢이 출토되었다(河北省文物硏究所 1996: 684). 〈도면 2〉-17은 연하도 보고서에

속성을 제외한 전체적 형태와 문양적 속성이 흡사한 것에서 동단계의 형식 내지

VI식 명도전으로 제시된 것인데 “明”자의 형태와 折背된 정도가 〈도면 2〉의 [명

는 바로 인접한 형식으로 편년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도면 1〉-15・16의

도전 형식편년(김일규 2015)] VI단계의 형식과 동일하다. 〈도면 2〉의 명도전 VI단

진시황릉 병마용갱 출토 준도 돌대 양단에 미세하게 덧댄 띠와 문양이 없는 것을

계의 형식은 燕王喜 재위 기간(기원전 255~222년)인 전국 말에 주행된 것으로
편년한다(朱活 1984; 김일규 2015). 한편 〈도면 2〉-13의 허량총8호묘 출토 鉛製 戈

는 〈도면 2〉-16의 燕下都 武陽臺村23號 作坊遺址에서 출토된 “郾(燕)王喜”銘 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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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량총8호묘 출토 玉器는 신장두30호묘 玉器와 거의 흡사한 것을 감안하면 허량총8호묘의 연대
는 기원전 3세기 3/4분기의 후반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燕下都 辛莊頭墓區 30號墓의 編年 小考 |

85

16. 6. 23. 오전 10:29

제외하면 흡사하다.
咸陽火車站作坊址62XYCLYC4金屬窖藏6)에서 출토된 〈도면 1〉-17은 곡봉 부분

시대 무덤에서 출토 예가 많은 오르도스식 금・은제 장식금구와의 관련성을 들
어 신장두30호묘를 서한시대 조기로 편년한 연구도 있다(志賀和子 1996, 2002).

과 머리 부분이 결실된 帶鉤이다. 이 대구는 〈도면 1〉-18의 진시황릉 병마용갱의

이처럼 오르도스식 금・은제 장식금구는 신장두30호묘의 주 편년자료로 이용

陶俑에 표현된 대구(陝西省考古硏究所・始皇陵秦俑坑考古發掘隊 1988)와 동일한 형

되고 있다. 본 항에서도 신장두30호묘 출토품과 서한시대 무덤에서 출토된 오르

태이다.

도스식 금・은제 장식금구의 형식편년을 행하고 이를 통해서 신장두30호묘의 조

〈도면 1〉-19는 咸陽火車站作坊址62XYCLYC4金屬窖藏 출토 銅鍪이다. 〈도면

1〉-20의 雲夢睡虎地M11(《雲夢睡虎地秦墓》編寫組 1981) 출토 鍪와 비교하면 〈도면

영연대를 산정해 보겠다.
동물문식 帶飾板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志賀和子(1996, 2002)에 의해 신장

1〉-19의 동무가 동체와 경부의 경계가 다소 약한 속성에서 좀 더 고식으로 볼 수

두30호묘의 편년자료로 이용된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편년자료로 이용하고 있

있다. 그러나 槨室門楣에 음각된 銘文에서 기원전 256년으로 편년되는 雲夢睡虎

다. 喬梁(2004)은 대식판의 장단축비를 편년기준으로 삼았는데 그 비가 1:0.6 이

地M7(《雲夢睡虎地秦墓》編寫組 1981)에서 출토된 〈도면 1〉-21의 무보다 〈도면 1〉-

상을 전국시대로 그 이하를 서한시대로 편년하였다. 氏의 대식판의 편년은 해

20의 무와 더 유사하다. 雲夢睡虎地M11는 기원전 217년으로 편년되므로(《雲夢

당유물의 보고문의 편년과 거의 일치하며 대식판의 장단축비에 의한 속성분류

睡虎地秦墓》編寫組 1981)7) 秦 統一 直前의 시점으로 편년할 수 있다.

를 제외하면 계통적 분류나 유물 세부속성의 변화에 따른 형식조열은 찾아보기

이상에서 검토한 咸陽火車站作坊址62XYCLYC4金屬窖藏에서 鐏과 동반된 유

물들은 전국 말~통일 진대로 편년되어 유구의 조성연대는 統一 秦으로 산정할

수 있다. 〈도면 1〉-12의 鐏은 〈도면 1〉-13・14의 준과 동 단계 내지는 바로 인접
한 단계이므로 통일 진을 중심으로 하여 진 통일 직전 또는 진한 교체기로 편년
된다.8)

힘들다. 이 결과 〈도면 4〉-4의 대식판과 같이 장단비가 1:0.55의 계측치가 나오
는 것이 전국 만기의 것으로 분류되는가 하면 〈도면 3〉-7과 세트인 〈도면 3〉-6은
1:0.77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편년기준과 모순되게 서한시대로 편년하였다.
小田米 治太郞(2005)은 西安北郊 99 樂百氏M349) 출토 陶製模具를 검토하여

대식판의 제작수법을 제시하고 형식편년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樂百氏M34 출
토 陶製模范과 신장두30호묘 출토품을 전국 만기로 편년하였다. 이 형식편년은

2. 辛莊頭30號墓 출토 오르도스식 動物文飾 金具

먼저 중국지역과 북방지역에서 출토된 대식판을 구분하고, 이를 다시 소재에 따
라 금, 금동, 청동으로 분류하여 중국지역 출토품은 戰國 後期, 西漢 前期, 西漢

신장두30호묘에서 출토된 동물문양의 오르도스식 금・은제 장식금구는 전국

中期로, 북방지역 출토품은 戰國 後期, 西漢 前期, 西漢 中後期로 각각 편년하였

시대 燕은 물론 戰國領域의 다른 지역에서는 출토 예가 거의 없던 것이다. 이는

다. 그런데 이 편년 역시 일부 유물을 제외하면 보고문에 제시된 연대와 별 차이

신장두30호묘를 전국 만기로 편년하는 연구자들이 전국시대 燕 영역의 무덤에

가 없으며 또한 각 단계의 시간 폭이 큰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서 처음 출토된 것에서 戰國 燕과 북방민족과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자료로 이용
하기도 한다(喬梁 2004; 小田米 治太郞 2005; 盧岩・單月英 2007). 한편으로는 서한

1) 동물문식 금구의 검토
(1) 신장두30호묘 대식판

6) 窖藏은 무덤과 달리 埋藏된 유물의 연대와 유구의 조성연대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식 유물을 통해 하한연대를 검토하면 유구의 조성연대를 산정할 수 있다. 보고서에 제시된 유
물 가운데 원형에 가까운 유물들은 그 파손 정도가 심한 유물들과 비교하면 대부분 新式유물에
해당되므로 이들을 검토하면 유구의 조성연대와 鐏을 편년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장두30호묘에는 〈도면 3〉-1~4와 같이 大小의 金製 帶飾板이 출토되었다.
이 외에도 앞의 〈도면 3〉-3・4의 금제 대식판과 동일한 模范으로 제작된 것으로
도 볼 수 있는 銀製 帶飾板이 동반되었다. 〈도면 3〉-1은 마주보는 말의 머리 쪽에

7) 多量 동반된 竹簡의 判讀과 人骨의 鑑定에서 秦始皇30年(기원전 217년)에 사망한 喜의 墓로 밝혀
졌다.
8) 신장두30호묘의 상한연대를 고려하면 통일 진 내지는 진한 교체기로 편년하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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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후 樂百氏M34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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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백을 채웠다.
이와 같은 말을 대칭되게 배치한 문양은 대식판 이외에도 〈도면 3〉-5의 금제
장식단추와 〈도면 3〉-11의 장식금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前者는 중앙에 있는
말을 중심으로 주연부에 여러 필의 말을 대칭되게 배치하고 그 사이에 鳥文을 채
워 넣었다. 말의 형태는 뒷다리가 등 뒤로 완전히 꺾인 상태로 표현되어 있다.
〈도면 3〉-11의 장식단추는 두 필의 말을 등지게 표현하였는데 말의 형상은 역시
뒷다리가 등 위로 꺾인 상태로 한쪽 뒷발굽은 서로 맞닿게 하고 나머지 쪽은 뒤
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형태이다.
(2) 신장두30호묘 출토 羊頭文 金葉 및 金泡

〈도면 6〉-1~4는 주검의 얼굴을 덮는 暝目에 장식된 金葉으로 얇은 금판을 돌
출시켜 羊頭의 側面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들 가운데 〈도면 6〉-1은 羊頭를 대칭
되게 배치하고 그 중앙 상단에 鬼面11)을 배치한 것으로 평면형태는 복숭아 모양
이다. 양은 주둥이가 길고 머리 부분에서 콧잔등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단을 지어
이마를 표현하였으며 C자형의 뿔을 가진다. 〈도면 6〉-1・2와 〈도면 6〉-3・4의 금
엽은 문양 차이가 뚜렷하다. 〈도면 6〉-3・4의 금엽은 주둥이가 짧고 이마가 거의
없으며, 〈도면 6〉-4는 뿔의 끝부분을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약하게 꺾이게
표현한 것에서 前者와 차이가 있다. 〈도면 6〉-5는 철검의 격에 羊頭를 장식한 것
인데 그 측면상이 〈도면 6〉-1・2의 金葉의 羊頭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 단계에는
이러한 형식의 羊頭裝飾이 유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도면 6〉-6의 金泡는 半球狀의 頂部에 홑겹의 繩文 環을 덧붙이고, 半球의 주
연부에는 승문을 겹으로 덧댄 繩索文을 장식하였다.

2) 動物文飾 金具의 型式編年
도면 3 辛莊頭30號墓 출토
오르도스식 장식금구와 비교
자료

(1) 帶飾板의 型式編年

동물문식 대식판은 우선 장단축비가 1:0.6을 기준으로 장방형계와 세장방형
계로 나눌 수 있다. 장방형 대식판을 살펴보면 신장두30호묘에는 소형과 대형
뿔을 표현하였다.10) 〈도면 3〉-2는 마주보는 말과 그 말의 몸통을 물고 있는 맹수

모두 존재하지만 그 이전으로 볼 수 있는 단계에는 대형만 확인되고, 그 이후 단

를 표현한 금구이다. 〈도면 3〉-3・4는 산양 또는 소의 머리로 추정되는 문양을 가

계에는 소형 대식판만 확인된다. 따라서 대식판은 대형에서 소형으로 변하는 것

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는 말의 목덜미를 물고 있는 호랑이와 몸통을 물고 있는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연의 속성은 홑겹의 繩文에서 繩文을 한 겹 더 덧댄 繩

용을 상하좌우 대칭되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양 또는 소의 뿔을 형상화한 문양으
11) 〈도면 3〉의 西漢代 金葉을 보면 鬼面이라기보다 猛獸 내지는 羊의 정면 頭狀을 표현한 것으로
10) 머리에 뿔이 표현되어 있는 것에서 산양 또는 소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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索文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면 4〉-1의 帶飾板은 內蒙古 鄂爾多斯의 동쪽에 인접한 准格爾旗의 西溝
畔 匈奴墓2號에서 출토된 것이다(伊克昭盟文物工作站・內蒙古文物工作隊 1980; 田
廣金・郭素新 1986). 〈도면 4〉-1의 대식판 背面에는 秦나라 書體로 “故寺”라는 製

造 官府가 銘記되어 있고, 동반된 銀飾片의 背面에는 趙나라 書體로 “少府”, “寺
工”이라는 製造 官府名이 새겨져 있다. 田廣金・郭素新(1986)에 의하면 “少府”는
戰國~秦漢時代 皇室 手工業製造를 담당한 官府이며 “寺工”과 “故寺” 역시 동일

한 製造 官府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금・은제 장식금구는 匈奴와 秦・趙의
밀접한 교섭의 결과물이며, 『史記 趙世家』 武靈王26年條 기사에 근거하여 趙가
이 지역에 진출한 기원전 300년 이후인 戰國 晩期로 편년하였다(田廣金・郭素新
1986). 한편 이를 秦昭襄王의 修築長城의 사건과 관련짓기도 한다(盧岩・單月英
2007).

〈도면 4〉-1의 西溝畔2號墓 출토 帶飾板과 鄂爾多斯의 북쪽에 접한 사막지대
인 阿魯柴登墓(田廣金・郭素新 1980)에서 출토된 〈도면 4〉-4의 대식판은 中原領
域에서 제작된 가장 고식의 금・은제 오르도스식 대식판으로 편년할 수 있다. 이

두 점의 대식판과 동반된 장식금구를 제외하면 戰國時代로 편년되는 匈奴墓에서
는 더 이상 中原製로 볼 수 있는 금・은제 대식판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田廣金・
郭素新(1986)의 견해는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상기의 두 유물을 제

외하고는 전국시대 흉노묘는 물론 전국영역 내에서도 중원에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은제 장식금구의 출토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서한시대로
편년되는 흉노묘에서 출토된 중원제 대식판을 비롯하여 중원에서 유입된 유물의
출토 빈도와 양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현격하다. 그리고 중원과 흉노는 『史記 蒙
恬列傳』에서 볼 수 있듯이 統一 秦부터 정치, 군사적 교섭을 포함한 상호교류가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그러므로 이 두 유물은 기원전 300년을 그 상한으로 설정
하더라도 하한은 戰國 末 내지는 統一 秦까지 내려올 개연성이 다분하다.

도면 4 동물문양 帶飾板의 형
식편년

〈도면 3〉-6・7은 寧夏 同心倒墩子 匈奴墓5號(寧夏文物考古硏究所 外 1988) 출토
품이다. 이 두 점의 대식판은 세트인데 두 필의 말이 마주보고 있으며, 용이 등
을 물고 있는 형상이다. 등을 물고 있는 용은 〈도면 3〉-3・4의 용과 비교하면 용
의 上下가 바뀌었을 뿐 뿔의 모양, 주둥이 끝이 들린 정도, 눈의 형태 등이 거의

同心倒墩子 匈奴墓5號에서는 武帝 五銖錢이 동반되어 무덤이 조영된 연대는

흡사하다. 용이 등을 물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도면 3〉-1의 문양구성과도 유사

기원전 118년을 상회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대부분 연구에서는 〈도

하다. 그리고 말의 뒷다리를 등 뒤로 꺾어 올려 표현한 것은 〈도면 3〉-5・9・11과

면 3〉-6・7의 대식판을 유구의 연대와 같은 西漢時代 中期로 편년하였다. 그렇지

동일하다. 또한 주연부의 승문 테두리장식이 홑겹인 것도 〈도면 3〉-1~4, 〈도면

만 〈도면 3〉-6・7의 대식판은 辛莊頭30號墓의 것과 유사성이 더 많다. 따라서 同

90 | 韓國考古學報 第99輯 2016. 6

03김일규-3교.indd 90-91

4〉-1・4와 같다.

燕下都 辛莊頭墓區 30號墓의 編年 小考 |

91

16. 6. 23. 오전 10:29

心倒墩子 匈奴墓5號 출토 대식판은 그 제작시점이 신장두30호묘 출토 대식판과

시간적으로 큰 격차가 없을 것이며 2~3세대 傳世된 후 이 무덤에 부장된 것으
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12)
樂百氏M34에서는 〈도면 3〉-9를 비롯하여 총 6점의 陶製 模范이 출토되었는데

2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帶裝飾 模范이다. 이 모범들은 중원 내에서 제작된 오르
도스식 금구의 형태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보고서에서는 이 유구를 전국
말~통일 진으로 편년하였다(陝西省考古硏究所 2006).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동반

된 陶器의 형식과 卮를 검토하면 樂百氏M34의 연대는 서한 조기로 편년된다.

〈도면 5〉는 西安地域에서 출토된 서한시대 조기 도기를 형식편년한 것이다.
서안지역에서 출토된 陶罐은 동체 최대경이 상위에 위치한 역제형상의 동체에
서 동체 최대경이 중위로 진행하여 주판알 모양으로 변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
연부에 약하게 잔존하던 경부 기미는 완전히 소멸하고, 器高 對比 胴體徑이 점점
더 커지며, 일부는 동체 하위가 오목한 형태의 속성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陶罐과 동반된 壺는 역시 동체 최대경이 상위에서 중하위로 이동하는 과정
에서 동체의 형태가 8각형 → 6각형 → 5각형으로 변하는 동시에 器高 對比 胴體
高는 점점 작아지고 底徑이 커지는 변화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도기의 형식편년에 의하면 樂百氏M34는 〈도면 5〉-5・6의 西安 尤家
莊 2000 向陽豊田M11(陝西省考古硏究院 2008b)에 바로 후행하는 형식으로 편년

된다. 向陽豊田M11에서는 高后6年(기원전 182년)에 주행하기 시작한 〈도면 5〉7・8의 五分錢이 동반하여 출토되었다. 樂百氏M34에서는 漆卮의 銅製金具가 동

반되었는데 〈도면 5〉-17과 같이 銅扣玳瑁卮의 형태로 복원된다. 이 卮는 후술하

겠지만 〈도면 8〉-8의 長沙 馬王堆2號漢墓 출토 卮와 〈도면 5〉-18의 江陵 鳳凰山

M168에 바로 후행하는 형식이다. 馬王堆2號漢墓는 출토된 印章의 검토에서 高
后呂雉 2年인 기원전 186년에 사망한 第1代 軑侯 利蒼의 무덤으로 밝혀졌으며

도면 5 西安지역 西漢早期 陶
器 형식편년

(湖南省博物館・湖南省文物考古硏究所 2004), 江陵 鳳凰山M168은 동반된 竹簡의

검토에서 기원전 167년으로 편년한다(湖北省文物考古硏究所 1993).
〈도면 5〉-5~8의 向陽豊田M11은 呂后 五分錢이 동반되어 그 상한이 기원전
12) 현재 중국 고궁박물관에 소장된 내몽고 太僕寺旗에서 출토된 금제 帶飾板(金維諾 總主編・齊東
方 卷主編 2010: 66)은 그 형태와 크기, 두 필의 말이 마주보는 문양속성, 주연부 홑겹의 승문장

식이 同心倒墩子 匈奴墓5號 및 신장두30호묘 대식판과 거의 흡사하여 동일 단계의 형식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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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된다. 그러므로 樂百氏M34는 기원전 2세기 2/4분기의 후반으로 편년하면 안

정적일 것이다. 樂百氏M34에서 출토된 卮가 기원전 186년에 조영된 馬王堆2號

명할 방법이 없다. 이것을 감안하면 同心倒墩子 匈奴墓5號 대식판도 전세되었음을 충분히 짐작

墓 卮 및 기원전 167년에 조영된 江陵鳳凰山M168보다 후행하는 형식인 것 역시

할 수 있다.

이 연대를 방증한다.

류할 수 있다. 그런데 太僕寺旗는 동한시대로 편년하고 있는 것에서 전세를 배제하고는 달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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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22의 西安 龍首原M152 출토 도기는 〈도면 5〉-24의 草葉文鏡과 동반
되었다(西安市文物保護硏究所 1999). 이 초엽문경은 〈도면 5〉-25의 江都王陵1號
墓(南京博物館・盱眙縣文廣新局 2013a) 출토품과 비교하면 초엽의 개수가 적고 그

배치가 일부 다를 뿐 나머지 세부속성은 흡사하다. 江都王陵1號墓는 후술하겠지
만 기원전 127년으로 편년된다. 西安北郊 鄭王村M149 출토 〈도면 5〉-26의 도기
는 五銖錢이 동반되어(陝西省考古硏究院 2008a: 312) 기원전 118년을 상회하지 못
한다. 따라서 〈도면 5〉-19・20의 樂百氏M13은 기원전 2세기 3/4분기 전반, 바로
후행하는 西安 龍首原M152는 기원전 2세기 3/4분기 후반~4/4분기 초, 西安北
郊 鄭王村M149는 기원전 2세기 4/4분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그런데 樂百氏M34 출토 模范은 일반적인 부장품과는 다르다. 즉 부장을 목적
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피장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유품을 함께 부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장자가 생전에 사용한 시간을 감안하면 〈도면 4〉-6・7과 같
은 형식의 대식판의 연대는 기원전 2세기 2/4분기 전반까지 소급될 개연성도 배
제할 수 없다.
이처럼 〈도면 4〉-6의 樂百氏M34의 모범이 사용된 연대를 고려하면 이보다 선
행하는 형식인 〈도면 4〉-5의 同心倒墩子 匈奴墓5號 출토 帶飾板의 제작시점은
기원전 2세기 1/4분기까지 그 상한을 소급할 수 있다. 同心倒墩子 匈奴墓5號 출
토 대식판과 辛莊頭30號墓 출토 대식판의 유사성을 감안하면 두 형식의 유물은
동 단계 내에서 新舊 내지는 바로 인접한 단계의 형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
서 신장두30호묘 대식판은 진한교체 시점인 기원전 206년 전후로 편년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며 그 이상 소급시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한편 세장방형계 대식판은 〈도면 4〉-4를 제외하면 〈도면 4〉-9의 重慶 秀峰村3
號墓, 4-10의 미국 뉴욕대소장품, 4-12의 宛朐侯劉埶墓, 그리고 獅子山 西漢楚王
陵 출토품이 서한 무덤 출토품 중 가장 고식으로 분류된다(小田米 治太郞 2005).

세장방형계 帶飾板은 獅子山 西漢楚王陵 출토품을 제외하면 모두 소형으로 분류

도면 6 金葉의 형식편년

된다. 그리고 세장방형계 소형 대식판 또한 주연부가 장식된 것은 모두 繩文을
덧댄 繩索文 속성이다. 宛朐侯劉埶墓는 吳楚七國의 亂과 관련된 것으로 기원전

暝目에 장식한 金葉은 대부분 서한시대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지금까지 출토

154년 내지는 그 직후에 조영된 무덤이다(徐州博物館 1997). 獅子山 西漢楚王陵

된 금엽 중 〈도면 6〉-7의 河北省 邯鄲 鋼鐵總廠西區墓葬 출토 금엽(金維諾 總主編

은 기원전 175~154년으로 편년하는데 이 역시 吳楚七國의 亂과 관련될 가능성

・齊東方 卷主編 2010: 44)이 〈도면 6〉-1의 신장두30호묘 금엽과 가장 유사하다.

이 높은 유구이다(韋正 外 1998; 葛明宇 2012). 이처럼 서한 무덤에서 출토된 세장

〈도면 6〉-7의 羊頭文은 이마가 여전히 잔존하고, 콧구멍의 형태도 작은 타원형

방형계 대식판도 기원전 2세기 2/4분기를 상회하지 못한다.

으로 표현되었다. 뿔은 마디 수와 마디 사이의 간격이 〈도면 6〉-1과 거의 동일하

(2) 羊頭文飾 金葉의 型式編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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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뿔의 끝부분은 진행방향의 아래쪽으로 처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도면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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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거의 흡사하다. 羊頭 사이에 표시된 전나무 잎 모양의 주름문양도 그 방향이

형태를 거쳐 9자상의 고사리문으로 변한다. 江都王陵M1과 南越王墓14) 출토 금엽

〈도면 6〉-1과 동일하다. 대신 양두 사이에 맹수가 두 발로 뿔을 움켜쥐고 있는

의 주연부에는 繩文으로 장식한 새로운 속성이 나타나는데, 滿城漢墓1號 劉勝墓

형태는 차이가 있다.

의 금엽은 승문을 한 겹 더 덧댄 繩索文이다. 금엽의 최대경도 중위에서 상위로

〈도면 6〉-8의 揚州 西漢 劉毋智墓(揚州市文物考古硏究所 2010) 출토 금엽의 羊

진행되고 최대경 하위의 주연은 이마가 퇴화되는 속성과 함께 직선적으로 되며

頭文은 아직 이마가 잔존하고, 콧구멍은 曲玉의 형태이다. 이것은 신장두30호묘

동시에 羊頭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변화양상이 확인된다. 이상의 금엽의 변천양

와 〈도면 6〉-7의 금엽을 제외한 서한시대 무덤에서 출토된 〈도면 6〉의 금엽들이

상을 정리하면 〈도면 6〉의 하단과 같이 형식편년할 수 있다.

모두 9자상 고사리문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羊頭 사이에 배치한 양
의 정면형상은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그런데 신장두30호묘 금엽 중에는 〈도면 6〉-3・4와 같이 이마의 표현이 거의
없는 것과 〈도면 6〉-4와 같이 뿔의 끝부분이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약하게 꺾

〈도면 6〉-10의 山東 浮來山西漢城陽國墓M1(劉雲濤 2015) 금엽은 〈도면 6〉-8과

여 있는 속성을 가진 것도 존재한다. 이처럼 신장두30호묘의 금엽에서도 서한시

비교하면 이마는 퇴화되어 희미하게만 잔존하는데 이로 인해 뿔에서 콧잔등으

대 무덤 출토 금엽에 보이는 속성이 일부 확인된다.15) 그러므로 신장두30호묘 출

로 연결되는 선이 거의 직선상에 가깝다. 콧구멍은 9자상으로 고사리문에 가까

토 금엽에서 확인되는 諸 屬性과 劉毋智墓 금엽의 비교 및 유무지묘 금엽과 浮來

운 형태로 변하였고, 뿔은 마디 수가 더 많아지고 마디 사이의 간격이 더 좁아졌

山西漢城陽國墓M1 금엽, 滿城漢墓1號 劉勝墓 출토 금엽의 비교 검토에서 확인되

다. 羊頭 사이에 배치한 양의 정면형상은 〈도면 6〉-8과 비교하면 약간 퇴화된 양

는 변화상을 감안하면 신장두30호묘와 유무지묘 출토 금엽 사이에 〈도면 6〉-7의

상이다. 〈도면 6〉-13・14와 같이 주연에 홑겹의 繩文으로 장식한 속성이 나타난

邯鄲 鋼鐵總廠西區墓葬 출토 금엽을 위치시킬 수 있다.

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금엽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새로운 속성이다.

江都王陵M1은 기원전 127년에 사망한 제1대 江都王 劉非의 무덤으로 비정하

〈도면 6〉-16・17은 滿城漢墓1號 劉勝墓 출토 금엽이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

고 있다(南京博物館・盱眙縣文廣新局 2013a). 江都王陵M1 출토 금엽은 주연부 장

究所・河北省文物管理處 1980). 앞의 羊頭文과 비교하면 이마의 표현은 완전히 사

식을 제외하면 南越王墓의 금엽과 유사한데, 동반한 〈도면 6〉-15의 金泡도 南越

라지고 뿔에서 콧잔등까지 일직선으로 변하여 최대경 하위는 완전한 직선이다.

王墓에서 출토된 〈도면 6〉-11과 유사하다. 또한 江都王陵M1의 배장묘인 江都王

콧구멍은 9자상의 고사리문이며, 뿔의 속성은 앞에 언급한 것들보다 마디 수가

陵M9(南京博物館・盱眙縣文廣新局 2013b)에서 출토된 〈도면 7〉-2의 玄武文 帶飾

더 많아지고 마디 사이의 간격도 더 촘촘하다. 羊頭 가운데 위치한 양의 정면상

板은 〈도면 7〉-1의 南越王墓 출토품과 거의 흡사하다.16) 〈도면 7〉-3・4의 江都王

은 퇴화되어 鬼面의 형태로 변한다. 이와 동시에 대칭된 羊頭 사이에 간격이 생

陵M1 출토 초엽문경은 岡村秀典(2008, 2014)의 漢鏡2期 華西系鏡 編年을 참조하

겨 공간이 확인된다. 또한 금엽의 주연을 장식한 속성은 〈도면 6〉-17에서 볼 수

면 기원전 120년경으로 편년되는 草葉文鏡 IID식 내지는 그 직전으로 편년되는

있듯이 繩文을 한 겹 더 덧댄 繩索文이다.

IIC식과 거의 동일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볼 때 江都王陵M1은 127년

금엽은 기원전 2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는 西漢 劉毋智墓(揚州市文物考古硏究所

에 사망한 제1대 江都王 劉非의 墓로 비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2010) 출토품과 기원전 122년 내지는 그 직후로 편년되는 南越王墓(廣州市文物管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金葉의 형식편년은 辛莊頭30號墓 출토품을 I단계,

理委員會 外 1991)13) 출토품 그리고 기원전 113년으로 편년되는 〈도면 6〉-16・17

邯鄲 鋼鐵總廠西區墓葬 출토품을 II단계,17) 西漢 劉毋智墓 금엽을 III단계, 南越王

의 滿城漢墓1號 劉勝墓 출토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
다. 금엽의 羊頭文은 이마가 점점 퇴화되어 사라지고, 뿔은 마디 수가 많아지면
서 그 간격이 촘촘해지는 속성으로 변한다. 그리고 콧구멍은 타원형에서 曲玉의

14) 南越王墓 출토 금엽의 주연문은 繩文이라기보다 뿔에 새겨진 細集線文과 동일하다.
15) 이러한 양상은 辛莊頭30號墓 출토품인 〈도면 3〉-5와 〈도면 3〉-10에 표현된 鳥文과 〈도면 3〉-9,
〈도면 4〉-7・8・10・12의 鳥文이 유사한 형태인 것에서도 확인된다,
16) 문양형태는 江都王陵M1의 것이 南越文墓 출토품보다 더 구체적이고 南越王墓의 것은 다소 퇴
화된 것에서 江都王陵M9의 帶飾板을 좀 더 고식으로 편년할 수 있다.

13) 南越王墓는 南越 文王의 무덤이며 文王은 기원전 122년에 중병으로 禪讓하였으므로 조영연대는
기원전 122년 내지는 그 직후로 편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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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邯鄲 鋼鐵總廠西區墓葬은 아직 정식보고가 간행되지 않고 도록에 사진으로 제시되었다. 도록에
서 서한으로 표기하고 구체적인 시간대를 제시하지 않았다. 정식보고가 되면 유구의 연대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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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을 설정하고 있다(揚州市文物考古硏究所 2010; 葛明宇 2012).
금엽과 동반된 〈도면 7〉의 蟠螭文鏡은 기원전 217년으로 편년되는 〈도면 7〉-6
의 雲夢睡虎地M11 출토 경(《雲夢睡虎地秦墓》編寫組 1981; 雲夢縣博物館 1987; 雲夢
縣博物館 1992)과 기원전 175~154년으로 편년하는 〈도면 7〉-7의 獅子山 西漢楚

王陵 출토 경 그리고 기원전 122년 내지 그 직후로 편년되는 〈도면 7〉-12・13의

남월왕묘 출토 경을 비교 검토한 결과 마름모형의 渦狀雷文에서 가장 뚜렷한 변
화상이 확인된다. 渦狀雷文은 刺가 약하게 돌출된 것에서 점점 刺의 돌출정도가
강하게 되고 마름모와 渦文형태는 약화되어 雷文에 가까운 형태로 변화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劉毋智墓에서 출토된 〈도면 7〉-9・10의 蟠螭文鏡은 上記의 渦狀雷文의 속성변

화를 참조하면 〈도면 7〉-8의 虎溪山1號墓 출토 반리문경보다 〈도면 7〉-11의 劉埶
墓 출토 반리문경과 더 유사하다. 虎溪山1號墓는 기원전 162년에 조영된 吳陽의
墓이다(湖南省文物考古硏究所 外 2003). 宛朐侯劉埶墓는 吳楚七國의 亂 때 타살 또

는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劉埶의 무덤으로 기원전 154년 내지는 그 직후에 조
영된 것으로 편년한다(徐州博物館 1997). 이처럼 금엽과 동반된 한경을 검토한 결
과 劉毋智墓는 기원전 162년에 조영된 吳陽墓보다 후행하며 劉埶墓와 마찬가지
로 오초칠국의 난과 관련하여 기원전 154년 또는 그 직후에 조영된 것으로 편년
할 수 있다.
금엽의 형식편년을 행한 결과 〈도면 6〉의 III단계 형식의 금엽은 기원전 154
년을 전후한 연대로 편년할 수 있다. IV단계 형식은 江都王陵M1, 南越王墓의 연
대를 고려하면 기원전 130~120년의 연대가 산정된다. V단계 형식은 滿城漢墓1
號 劉勝墓의 조영연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원전 113년경으로 편년된다.

3. 辛莊頭30號墓 출토 卮의 型式編年

도면 7 帶飾板 동반 漢鏡 및
西漢 中期의 帶飾板

〈도면 1〉-4~11은 신장두30호묘 출토 유물과 樂百氏M34 출토 유물을 비교한
墓 출토품과 江都王陵1號墓 금엽 그리고 浮來山西漢城陽國墓M1 출토품을 IV단

계, 滿城漢墓1號 출토품을 V단계의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것이다. 〈도면 1〉-8・9의 銅器는 銅扣玳瑁卮의 蓋 裝飾金具와 손잡인데 胴體와 蓋

는 漆器로 제작되어 부식되고 銅製의 金具만 유존한 듯하다. 〈도면 8〉의 卮 형식

금엽 III단계의 형식이 출토된 西漢 劉毋智墓는 보고문에 의하면 기원전

편년을 보면 〈도면 8〉-2의 신장두30호묘 卮 금구는 〈도면 8〉-1·5의 蓋 裝飾金具

199~154년 사이에 조영되었으며, 기원전 154년 吳楚七國의 亂과 관련시켜 그

와 유사하다. 특히 〈도면 8〉-5의 개 장식금구는 돌출된 刺를 제외하면 거의 흡사
하다.

토하겠지만 금엽의 형식으로 볼 땐 서한 조기의 전반으로 편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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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1은 長沙 楚墓M569 출토품인데, 보고문에서는 楚墓M569를 戰國 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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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도면 8〉-2는 통일 진대로 편년되고 〈도면 8〉-1은 보고문과 달리 戰國時代 極
末~統一 秦代의 極初로 편년할 수 있다.

한편 전국 만기로 보고된 〈도면 8〉-6의 長沙 楚墓로 분류된 楚墓M1140의 卮

는 蓋 裝飾金具의 속성을 보면 〈도면 8〉-9와 거의 유사하다. 또한 기원전 186년

에 조영된 馬王堆2號墓에서 출토된 玉製 卮의 뚜껑 장식금구의 형태 역시 〈도면
8〉-6・9와 동일한 형태이므로 楚墓M1140의 치 또한 진한교체기 내지 서한초로
편년된다. 그러므로 長沙 楚墓M569를 비롯하여 보고문에 전국 만기의 楚墓로 편
년된 일부 유구들은 통일 진 내지 서한 초로 편년할 수 있다.18)

〈도면 8〉-5는 湖北省 荊州 高臺秦漢墓M2에서 출토된 卮인데 〈도면 8〉-7의 반

리문경이 동반되었다. 이 반리문경은 〈도면 8〉-4의 경과 유사한데 마름모형의 渦
狀雷文을 비교하면 刺의 돌출정도가 더 강조된 것에서 보다 후행하는 형식으로

볼 수 있지만 시간적 격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19) 〈도면 8〉-3・4는 雲
夢睡虎地秦墓M11로 선술한 바와 같이 기원전 217년으로 편년되는 유구이다. 한

편 〈도면 8〉-5 치의 뚜껑 장식금구의 속성과 〈도면 8〉-8의 馬王堆2號墓(湖南省博
物館・湖南省文物考古硏究所 2004) 치의 뚜껑 장식금구의 속성은 그 차이가 명확

하므로 高臺秦漢墓M2의 하한은 기원전 186년 이전으로 편년된다. 그러므로 高
臺秦漢墓M2의 조성연대는 雲夢睡虎地秦墓M11과 馬王堆2號墓의 중간인 기원전

200년경의 西漢 初로 편년하면 안정적일 것이다.20)
〈도면 8〉-11은 湖北 江陵 鳳凰山M168 출토품이다(湖北省文物考古硏究所
1993). 江陵 鳳凰山M168은 四銖半兩錢과 다수의 竹簡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竹

簡의 “十三年五月康辰” 명문을 검토하여 漢 文帝13년 5월 13일로 해석하여 기원

전 167년으로 편년하고, 文帝5년(기원전 175년)부터 주행된 사수반량전으로 이
연대를 방증하였다.
〈도면 8〉-8이 馬王堆2號墓 출토품이고, 〈도면 8〉-13은 기원전 2세기 2/4분
도면 8 秦漢時代 卮의 형식
편년

18) 이는 長沙지역에서 보고된 戰國墓를 일괄하여 戰國時代의 무덤이라는 가정하에 단계를 설정하
고 편년한 결과이다. 그런데 戰國晩期로 보고된 유구와 동반하는 銅鏡 중에는 蟠螭文鏡과 같이

期中段으로 편년하고 있다(湖南省博物館 外 2000). 그런데 〈도면 8〉-1은 〈도면 8〉-

2·5의 개 장식금구와 비교하면 상부 원형과 하방의 환원의 간격이 짧고 상부 원
형이 아직 고개를 숙이지 않은 상태이므로 보다 고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도면 8〉-2는 〈도면 8〉-1과 격단의 차이가 없으며 〈도면 8〉-5와 비교하면 〈도면
8〉-1과 〈도면 8〉-5의 중간으로 형식조열할 수 있다. 〈도면 8〉-5의 편년을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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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秦~西漢 早期로 편년되는 동경도 다수 확인된다. 그리고 西漢早期까지 素文鏡과 山字文鏡

등 戰國晩期에 유행한 鏡의 출토예가 많다. 그러므로 戰國晩期의 中段과 戰國末로 편년된 8단
계, 9단계에 해당되는 유구 중에는 統一秦~西漢早期로 편년될 개연성이 높은 것도 다수 확인
된다.
19) 동반된 銅鍪도 高臺秦漢墓M2의 것이 雲夢睡虎地秦墓M11의 銅鍪에 바로 후행하는 형식이다.
20) 보고서에서는 高臺秦漢墓M2의 연대를 서한 초로 편년하면서 하한은 文帝 재위시기(기원전
180~157년)까지 하향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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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樂百氏M34 출토품이다. 이 卮들을 비교 검토한 결과 치

장까지의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한 단계이상의 격차는 나지 않을 것이다.

의 뚜껑 장식금구는 상부의 圓形이 고개를 숙여 고사리문양으로 변하면서 하부

신장두30호묘 출토 오르도스식 金製 帶飾板은 서한 조기로 편년되는 것과 유

環形과의 간격이 좁아진다. 상부의 원형은 고사리문양의 형태를 거치면서 금구

사한 문양속성을 가지며 전국 무덤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찾아보기 힘들다. 漢 陽

가 8자상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치의 뚜껑 장식금구는 〈도면 8〉-

陵 출토 무사용에 이와 동일한 착장구조를 가진 대식판이 착용된 것에 반해 秦始

1→5 →8 →11 →12의 순으로 형식조열할 수 있다.

皇陵의 武士俑에서는 북방문물의 영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志賀和子

이처럼 卮의 변천과정은 뚜껑 장식금구의 속성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도면

2002)를 참조하면 이러한 대식판은 서한시대에 유행한 형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

8〉-2의 신장두30호묘 치의 뚜껑 장식금구는 〈도면 8〉-1 및 〈도면 8〉-5·8과 비교

할 것이다. 이는 기원전 2세기 2/4분기로 편년되는 樂百氏M34에서 오르도스식

하면 상부 원이 아래쪽으로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 〈도면 8〉-5의 직전 형식으로

장식금구의 模范이 출토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장두30호묘의 오르도

설정할 수 있다. 〈도면 8〉-5의 卮가 기원전 200년경으로 편년되는 것을 감안하면

신장두30호묘의 卮는 統一 秦~秦漢 交替期의 연대를 산정할 수 있다.

스식 대식판은 착장구조와 문양속성으로 볼 때 하한연대가 서한 개시 시점까지
내려올 개연성이 크다.21)
금엽 III단계의 형식은 중심연대가 기원전 154년경이고 금엽의 각 단계별 형
식의 시간 폭은 20~25년 정도로 산정된다. 따라서 다소 기계적이지만 금엽 II단

IV. 辛莊頭30號墓의 조영연대
辛莊頭30號墓 출토 鳳凰文 鐏은 咸陽火車站作坊址62XYCLYC4金屬窖藏 출토

준과 동 단계 내지 바로 후행하는 형식으로 산정되어 統一 秦 또는 秦漢 交替期
로 편년되었다.

岡村三眞(2003)는 신장두30호묘 鐏이 燕에서 은 상감으로 제작된 것이며 한

계는 기원전 175년경, I단계 형식은 기원전 200년경을 그 중심연대로 편년하면
안정적일 것이다. 이처럼 신장두30호묘 출토 暝目 장식의 羊頭文樣 금엽도 서한
시대 무덤에서 출토된 것들과 비교하여 형식편년한 결과 西漢 開始期인 기원전
200년을 전후한 연대가 산정된다.

銅製 卮는 西漢 初인 기원전 200년경으로 편년되는 荊州 高臺秦漢墓M2의 직

전의 형식으로 통일 진 후반~진한 교체기를 전후한 연대로 편년되었다.

반도에서 가져온 특별한 유래를 가진 儀器인 세형동과의 자루에 착장한 것이라

이상 신장두30호묘 출토유물과 통일 진~서한 조기의 유물을 비교하여 편년

고 해석하였다. 春成秀爾(2006)는 이 견해에 근거하여 신장두30호묘의 연대로

한 결과 신장두30호묘의 조영연대는 진한 교체기 내지는 서한 개시기로 산정하

비정된 세형동과의 편년으로 한반도의 청동기문화와 日本 彌生時代 中期의 年代

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이다.

를 敷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세형동과가 〈도면

1〉-12의 鐏과 동일한 柄에 착장되어 특별히 취급된 의기라고 한다면 세형동과가

입수된 직후 바로 이 준을 착장하였을 것이다. 즉 세형동과가 제작지에서 장기

V. 맺음말

간 동안 사용된 것이거나 혹은 전세된 것이 입수된 것이 아니라면 이 세형동과는
준과 거의 동일한 시간적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장두30호묘

신장두30호묘를 검토한 결과 전국시대 무덤인 구녀대16호묘와 허량총8호묘

에서 출토된 세형동과는 그 자체는 물론 입수된 상황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한다

보다 소형임에도 불구하고 계단상으로 묘광을 굴착하였으며 묘실에 접하여 부장

고 해도 〈도면 1〉-12의 준과 동일한 자루에 착장된 것이라면 이 두 유물은 동일

곽을 배치한 새로운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신장두묘구의 무덤은 연하도의 전국시

진 또는 진한 교체기로 편년되므로 후술할 신장두30호묘의 조영연대와 큰 차이

21) 〈도면 1〉-4와 〈도면 1〉-5의 帶鉤는 曲棒의 길이와 굴곡된 정도를 제외하면 羊角 모양의 장식과

단계의 시간성을 부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도면 1〉-12의 鐏은 통일
가 없다. 만약 岡村三眞(2003)의 견해를 인정하다면 신장두30호묘 출토 세형동
과는 신장두30호묘의 조영연대와 거의 비슷한 시간대로 편년되며, 입수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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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 형태로 볼 때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도면 1〉-6의 金泡 역시 크기에서 차이가 있지만
〈도면 1〉-7의 模范의 형태와 유사하다. 이처럼 辛莊頭30號墓 출토 유물은 西漢時代 무덤에서 출
토된 유물과도 유사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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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묘구인 구녀대묘구, 허량총묘구와는 달리 西城의 중앙부에 산재해 있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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