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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11년에발견된장무이묘는대방군의위치를한강유역으로보는기존설을황해도로바꾼결정적인고고학

적증거가되었다. 또한세키노에의해서궁륭상천장의전실묘로복원된점과출토된명문전의戊申年간지는

이무덤의축조시기를낙랑·대방군의멸망연대보다빠른288년으로고정시키기에충분했다. 장무이묘의연

대결정에결정적인역할을한세키노의복원안은지금까지그어떤연구자도의문을제기한적이없다. 

그런데필자는장무이묘의조사과정과내용을검토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의미있는새로운사실을발견

했다. 그하나는장무이묘에서출토된문자전돌의종류와내용이그간의집성과다르다는것인데, 출토유물의

현지조사를통해서이를바로잡았다. 뿐만아니라이고분의천장이궁륭상이아니고석개천장이라는사실도

밝혀내었다. 이는대단히중요한고고학적발견으로이무덤의연대가궁륭상이기때문에, 353년으로알려진

석개천장의동리묘보다는최소한시기가올라가야된다는설명틀에서자유로워지는단서가될수있다. 뿐만

아니라장무이묘를구성하는많은속성에서고구려적인요소가발견되는것을근거로장무이묘가4세기중엽

이후의고구려무덤임을분명히했다. 결국고고학적으로보아도장무이묘의피장자가대방태수라는것은허

구의자칭인것이분명하다. 

[주제어]대방군, 대방태수, 장무이묘, 전실묘, 세키노타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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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 張張撫撫夷夷墓墓의의발발굴굴과과연연구구사사

1911년황해도봉산군에서‘使郡帶方太守張撫夷’라는 자가찍힌전돌이발견되었다. 당시많은문헌사

연구자들이‘帶水’를한강이나임진강이라전제하고대방군을서울근교로비정하던터라황해도에서발견된

장무이묘는연구자들의관심을모으기에충분했다.1)

당시장무이묘의현장조사에부분적으로참가했던세키노타다시(關野貞)는선행연구를의식하면서도새

로이발견된장무이묘의위치를중시하여대방군이원래한강유역에있었지만남쪽백제세력의급성장에따라

황해도로옮겼다는‘移動說’을주장하게된다(關野1914b). 장무이묘의연대와관련해서는‘大歲戊在漁陽張

撫夷塼’과‘大歲申漁陽張撫夷塼’이란문자가압인된전돌이발견당시부터주목되었다. 즉이2 장의전돌에

새겨진‘大歲戊’와‘大歲申’을합쳐서이것이太歲干支인戊申年을나타내는것이라판단하고, 한편으로는대

방태수라는관직명을중시하여이를대방군이멸망하기이전의시간대에축조된것으로해석하여그연대를

晉의太康九年(기원후288년)으로비정하 다(谷井1914; 關野1914b). 

한편낙랑·대방군이멸망하기전인기원후 288년이라는연대를도출하는데는세키노자신이 1909년에

발굴한석암리낙랑전실묘와장무이묘가동일한구조, 즉낙랑의전형적인궁륭상전실묘라고결론내린사실

도크게 향을주었다. 당시세키노조사단이장무이묘를조사하고그성과를발표할즈음에는평양을중심으

로하는한반도서북지역의전실묘를樂걌·帶方郡과관련된것으로보고, 매장주체부가석곽이나석실로이

루어진것은高句麗무덤으로보는이분법적구분안이확립되어가던시기 다(정인성2006). 그렇기때문에

궁륭상천장의전실묘로이해된장무이묘를낙랑·대방군멸망이전의것으로판단한것은당시로서는자연스

러운귀결로보인다. 

그후많은연구자들이장무이묘가대

방군을 대표하는 전실묘이며 그 축조연

대는대방군이멸망하기전인 288년이

라는설을맹목적으로따르게되었다. 이

러한 판단은 장무이묘에서 남쪽으로 멀

리떨어지지않은곳에서漢式토기와기

와가채집되는당토성(지탑리토성)이발

견되면서더욱힘을얻게되었고, 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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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발견당시의장무이묘

1) 『漢書』地理志와『三國史記』卷23 百濟本紀1에서확인되는‘帶水’의위치비정과‘대방군서울설’과관련해서는오 찬이상세하
게정리한바있다(오 찬2003). 



이토성은대방군의중심인군치지로인정되었다.2) 결국장무이묘와당토성의발견은대방군의강역을자연

스럽게황해도지역으로비정하는가장중요한고고학적증거로기능하게된것이다. 

그후로장무이묘를기원후288년에설치된것으로보는설은오랫동안유지되었다. 그런데1951년에황

해도에서발견된고구려벽화고분인안악3호분에서도장무이와용법이비슷한‘護撫夷校尉’라는묵서가확

인되면서연대문제는새로운전개를보이게된다. 안악3호분의연대와주인공비정을둘러싸고오카자키케

이(岡崎敬)는주인공을동수로비정하고墨書에서확인되는태수云云은虛戶라고주장하 다(岡崎 1963).

뿐만아니라이를근거로장무이묘에서확인된帶方太守銘의전돌도역시마찬가지의허호라고하 다. 오카

자키의새로운주장은平壤驛前에서발견된전실묘인☎利墓에서도이해하기힘든‘韓玄☎太守…’銘塼이출

토되었으며그연대가永和9年, 즉기원후353년으로정해지는사실도참고가되었던것으로여겨진다. 오카

자키(岡崎)는‘張撫夷’의‘撫夷’가이름이아니라안악3호분의墨書에보이는‘護撫夷校尉’와같은용례로중

국의관직명이라고판단하여무신년을東晋의永和四年(기원후348년)으로보았다. 뿐만아니라대방태수를

허호로보았기때문에대방군치를지탑리토성으로비정하는주장에대해서도회의적이었다(岡崎1963). 

그후이와관련된특기할만한신설은오랫동안제시되지않았지만, 1990년대가되어고고학전공자인타무

라고이치(田村晃一)가장무이묘전돌에서보이는태세법을따르는문자전은대개4세기대에유행한다고주장

하면서장무이묘348년설은더욱무게를얻는듯했다(田村1993). 그러나중국에서태세법이3세기이전에이

미등장하여사용된다는타니도요노부(谷豊信)의새로운정리는이를단번에반박해버리고말았다(谷1999). 

그런데오카자키의새로운주장에도불구하고여전히많은고고학자들은장무이묘288년축조설을버리지

않았는데이는최근발표된아즈마우시오(東潮)의 에서여실히드러난다(東 2006). 아즈마는장무이묘의

구조가궁륭천장의전실묘라는세키노의주장을그대로받아들여353년이라는축조연대가알려져있는☎利

墓의천장이石蓋라는사실과비교하 다. 즉한반도서북한지역에서석개천장전실묘의등장은전형적인궁

륭상천장의그것보다형식학적으로후행한다고판단하여궁륭상천장인장무이묘는대방군이멸망하기전인

288년에축조된것이라고결론내렸다. 그리고최근에간행된『東アジア考古學辭典』에서장무이묘의원고를

작성한니시다니다다시(西谷正)는낙랑·대방전축분의변천양상으로보아축조연대를기원후288년으로보

는것이가장타당하다고단언하 다(西谷正2007). 

한편일본에소장된장무이전을관찰하고그특징을검토한다케다니(竹谷)는 348년설과 408년설을동시

에의식하면서분명한결론을내리지않고있다(竹谷2008). 대표적인낙랑묘제연구자인다카쿠겐지(高久健

二)는낙랑전실묘를정리·집성하면서장무이묘를288년축조설에무게를두는듯하 지만, 348년과408년

도버리지않고있어연대와관련된결정적인고고학적증거가없음을드러내고있다(高久2007). 결국장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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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론이케우치히로시(池內宏）는1951년의논문에서대방군치가황해도에있었다는사실을인정하지않고있다(池內1951).



이묘의연대문제는일본고고학에서는아직까지도해결되지않은과제임을알수있다. 

한편국내의연구자들중에서이와관련하여견해를밝힌대표적인논자로임기환을꼽을수있다. 그는오

카자키(岡崎1963) 設을수용해서따르는데, 史書에등장하는대방군말기의실력자는張統이기때문에장무

이가태수직을역임했을가능성이낮다는사실을또하나의근거로추가하 다(임기환2000). 오 찬도오카

자키의신연대관을대체로수용하지만, 타니도요노부(谷豊信)의정리(谷1999)를참고로288년설에도미련

을남기고있다(오 찬2003). 

이상의연구사정리를통해서대방군과군치의위치문제를둘러싼논쟁이일제강점기에발굴된장무이묘와

출토된문자전돌을중심으로전개되었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장무이묘를대방태수의무덤으로본것

은구조적으로낙랑·대방의전형적인궁륭상천장이라는인식과관련이있는데, 서북한지역에서궁륭상천장

전실묘의하한이낙랑·대방군의멸망이후로내려오지않을것이라는판단이이문제의저변에깔려있음을

알았다. 그런데문제는한국고대사연구에서대단히중요한장무이묘의연대문제에대한국내고고학계의재

검토와검증작업이전혀이루어지지않았다는사실에있다. 필자가장무이묘의발굴과정과그내용을재검토

할필요가있다고판단한것은이러한문제인식에기인한다. 검토결과, 장무이묘에서출토되었다고알려진문

자전돌의종류와숫자에오류가있음을확인하 고, 조사후도면으로복원된무덤의구조가사실과다르다는

것을확인했다. 이를바탕으로논란이끊이지않았던장무이묘의연대문제를고고학적으로해결할수있다고

판단하 기에이 을작성하게되었다. 

ⅡⅡ.. 조조사사경경과과와와출출토토유유물물의의재재검검토토

1. 조사경과와내용

장무이묘가연구자들에의해서처음확인된것은1911년(明治44년)인데,3) 당시한반도전역의문화재에

대한조사사업은세키노타다시(關野貞) 조사단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었다(鄭仁盛2008). 1911년10월

에세키노조사단은평양의동쪽에해당하는江東郡에서거대고구려고분인한왕묘를조사하고있었는데, 조

사도중에수직으로파내려가던발굴갱이붕괴되면서조선인인부가매몰되는사고가발생하 다. 이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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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무이묘가조사된시기를1914년으로판단하는연구자도있으나1911년이맞으며1914년은1912년에제출된겖命書를바탕으
로약보고서가제출된해이다(朝鮮總督府1914).



조선인인부들은조상의무덤을팠기때문에천벌을

받은것이라며작업을보이콧하 고더이상인부를

확보하지못한조사단은현장조사를중단하고평양

으로철수할수밖에없었다. 

결국 세키노의조수 던야츠이세이치는대신평

안북도 安州에서 낙랑 전돌이 채집되었다는 전언을

바탕으로현지답사를수행하 고, 세키노는이왕가박

물관에서소장중인유물을조사하며시간을보내게

된다. 이왕가박물관소장품을관찰하던세키노는유

물중에황해도鳳山郡에서채집되었다는文字塼4)이

포함되어있음을발견하고그지역을조사하기로마

음먹었다. 세키노는우선봉산군청에들러청취조사를하 고郡吏를대동하여현지를답사했다. 이과정에서

사리원역남쪽 2리지점의銀波라는지역에다수의낙랑시대고분과전돌파편이산재하는사실을현지에서

확인하고이들유적을전체적으로답사하 다. 그리고은파에서사리원역으로향하던도중철로변에커다란

고분이있음을확인하고기차에서내려이를조사했다. 이때봉분위에서漁陽張…이라는명문전을발견했는

데평소고적과관련된문자자료에민감하게반응하던세키노는그중요성을간파하 으나, 진행중이던한왕

묘의조사일정상평양으로돌아갈수밖에없었다. 평양에도착하자한왕묘의조사에동원할인부가다시모집

되어있었는데, 이들을江東郡으로데려가다시한왕묘의발굴에도전하여이를마무리하고京城으로돌아왔

다(정인성2008). 경성으로돌아온세키노는원래예정되어있었던경상도일원에대한조사를수행하기위

해서떠날수밖에없었기에安州조사에서돌아와있던조사단원인야츠이를사리원으로대신보내문자전돌

이출토된고분을조사하게하 다.5)

11)) 야야츠츠이이세세이이치치((谷谷井井濟濟一一))의의 연연도도부부조조사사

세키노조사단의일원이던야츠이가현장에도착하여작업을개시한것은그가작성한야장으로보아1911

년10월24일과25일이다(세키노콜렉션일지참조). 야츠이도사리원역의동남쪽철로변에서어렵지않게고

분을발견했다. 당시마을사람들은이를‘都塚’이라부르고있었는데, 주민들은이를많은사람들의유해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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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조사전의분구외형도(谷井1914) 

4) ‘太康元年三月王氏造’라는명문을가진문자전으로확인되는데현재국립중앙박물관에보관되어있다. 太康은西晉代의연호로세
키노가황해도일대를대방군으로판단하는근거중의하나가되었다. 

5) 야츠이의 에는평양으로돌아가는길에조사하 다고하나세키노가평양에서조선인인부를대동하고한왕묘를재조사하는것이
1911년10월16일에서19일까지이기때문에, 한왕묘조사가끝난후에세키노와헤어져서조사를수행했을것으로보인다. 



시에묻어둔무덤으로이해하고있었다. 

야츠이가굴착하기전의고분외형은평

면이방대형이고<그림1> 그사방의斜面은

상면의수평면에서각각 34도내외의경사

를이루고있었다. 墳丘의크기는南겗기저

가 32.4m정도이고 東西가 30m이며 잔존

높이는5.4m전후 다. 야장에작성된분구

의외형을보면기저부뿐만이아니고분구

경사면의평면도전부방형인것이특징이

며분구의기저부에는 11기의근대묘가조

성된상태 다(<그림2> 참조). 

야츠이가분구의남쪽을굴착하자연도부천장이함몰된채로드러났고, 그뒤쪽을추가로굴착한결과현실

의천장도붕괴되었음을알았다. 조사준비가충분하지않았던야츠이는현실에대한조사가어려울것을예상

하고연도부와연도부의좌우벽에서발견된龕室만을조사하기로마음먹었다. 

연도는입구양쪽을平積하여쌓아올리고천장은刀塼과쐐기塼을이용하여아치형으로만들었다. 조사결

과입구폐쇄에사용된전돌은물론이고벽면에도미장석회가발려있었다(<그림4>의주기참조). 현실에이

르는연도의길이는약3.2m이고폭은위가1.2m 바닥이1.23m 다. 연도부의감실은구조상연도벽을축조

하면서동시에만든것인데, 연도부에비해서높이가낮지만입구와마찬가지로천장을아치형으로구축한것

이다. 물론천장부의곡면은낙랑·대방의전실묘에서일반적인쐐기전을사용하여만들었다. 감실은소형인

데높이가0.94m이고폭이1.02m이다. 

야츠이의 보고를 검토하면 문자 전돌은

羨道部의 좌측벽과 龕室에서 주로 발견되

었음을알수있다. 또연도부감실의벽돌

사이에는 두껍게 석회가 칠해져 있었으며

천장과 양측면은 물론 바닥에서도 부분적

으로 석회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문자전의

표면에도 석회가 칠해져 있었는데 자를

알라내기위하여조사중에석회를씻어내

기도하 다. 즉축조완료시장무이묘의묘

실은전면이흰색석회로칠해져전돌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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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조사된연도부약측도(谷井1914)

<그림4> 연도부감실약측도(谷井1914)



겨진문자는드러나지않았을것이다. 연도부에서출토된유물은없었으나감실에서는작은철편과짐승뼈가

확인되었다. 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야츠이는고분이이미도굴된것으로판단하 다. 그는다수의문자전돌

을수습하여보고하 는데여섯종류이다. 

太歲戊漁陽張撫夷塼(1장) 

大歲在戊漁陽張撫夷塼(1장)

天生小人供養君子千人造塼以葬父母旣好且堅典齎記之(2행)+使郡帶方太守張撫夷塼(2행)(1장) 

哀哉夫人庵背百姓子民徇, 夙夜겘寧永側玄宮?割人情(2행)+張使郡(1장) 

張使君塼(1장)

趙主簿令塼懃意겘臥(1장)

이를보면‘太歲戊…’와‘大歲在戊…’라고읽히는문자전이있으나‘太歲申…’塼은발견되지않았음을알수

있다. 즉야츠이의조사에서확인된문자전돌만으로는‘戊申年’干支로조합되지않았음을알수있다.

22)) 세세키키노노의의현현실실조조사사

야츠이에의한간단한연도부조사가실시된다음해(1912년)에는그조사성과에주목하고있던세키노가

직접현지조사를실시하는데이때야츠이가조사하지않았던현실부에대한굴착조사가이루어진다. 세키노

는조사전에장무이묘분구의평면형태가방대형임을재차확인하고이것이고대중국의묘제와유사하다고

지적하 다. 현실을굴착조사한결과동서가3.74m 남북이3.97m이고천장이비교적낮은전실묘임이드러

났다. 물론남쪽으로는전년도에야츠이(谷井)가조사한감실이붙은전돌로쌓아만든연도가연결되어있었

다. 천장은붕괴되어남아있지않았지만평양의대동강면에서그가조사한석암리전실묘와동일한궁륭상의

천장인것으로판단했다. 

중요한것은현실의내부에서대형板

石이발견된사실이다<그림 5>. 이는 바

닥면에 비스듬하게 놓여있던 것인데 조

사에서촬 된사진을보면현실내부에

두꺼운판석을경사지게세워놓고그아

래를각재로받쳐놓은채작업을진행하

는정황을알수있다. 이판석은두께가

고르지 않다는 것을 우선 알 수 있으며

한쪽면에는두껍게석회가발려있어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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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현실에서발견된대형판석



히주목된다<그림5>. 보고문에는이판석의근처에서근세의낫과도기편이발견되었다고하는데, 세키노는

이를근거로도굴을시도한자가바닥에깔려있던판석을일으켜세워유물을탐색한다음그대로방치한결

과라고판단하 다. 

세키노는고분을축조할당시바닥의중앙에판석을깔고그주변을전돌로메웠다고판단했는데, 실제로바

닥에서그물처럼깔린塼의일부를확인한것으로보인다(關野1917). 나중에살피겠지만현장에서의이러한관

찰소견은세키노가장무이묘의구조를복원하는중요한요소가되었다. 다만여기서간과해서는안되는사실

은당시거의모든고분의굴착조사가현실바닥의꼼꼼한정리에이르지못한채마무리되었다는점이다. 1910

년대에이루어진고구려벽화고분의발굴조사에서도현실과연도부바닥에대한정리가충분히이루어진경우

는확인되지않는다. 하물며현실내부를부분적으로노출시킨후부장품을찾았던당시의도굴형태로미루어

상면에석회가두껍게발린바닥석을뒤집어서그아래를뒤졌을가능성은대단히낮다고필자는판단한다.

현실에서는명문전을제외하고는출토유물이발견되지않았다. 

세키노의보고에서확인되는명문전은대체적으로야츠이의보고와동일하지만그가언급하지않았던‘大

歲申漁陽張撫굀塼’과‘大歲在戊漁陽張撫굀塼’이새로추가된점이주목된다(關野1914b). 즉이전돌들은세

키노의현실조사에서처음발견되었을가능성이높다. 

조사후의보고에서세키노는장무이묘의구조를바닥의중앙에판석이놓이고그주변의공간에전돌을깔

았지만, 그가1909년에조사한대동강면의전실묘와마찬가지로궁륭상천장의전실묘인것으로판단하 다.

33)) 그그 후후의의조조사사

세키노의조사후1916년도에고적조사위원인구로이타가쓰미(黑板勝美)도장무이묘를현지조사한사실

이확인되지만그내용에대한기록은없다. 또 1920년에는야츠이세이치(谷井濟一), 오바쓰네키치(小場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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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현실내부발굴광경 <그림7> 노출된연도부감실



吉), 오가와게이키치(小川敬吉), 노모리켄(野守健)이장무이묘를답사하 고, 1929년과 30년에는오다쇼

고(小田겛吾)와당시촉탁이던노모리가각각조선총독부고적조사위원회의사업으로장무이묘를조사한사

실(小田1935)을보면, 당시장무이묘에대한일본학계의관심도를충분히가늠할수있다. 그렇지만이러한

후속조사의내용은학계에일절보고되지않았는데아마도특기할만할새로운유물의발견이없었기때문인

것으로추측된다. 오다쇼고가1935년에간행한『帶方郡과그遺蹟』이란책에서도세키노의보고내용을되풀

이하여정리하고있을뿐이다(小田1935). 

2. 출토유물의재검토

장무이묘에서출토된전돌은현재국립중앙박물관에도보관되어있지만천리대학박물관, 간사이대학박물

관, 국학원대학박물관, 교토국립박물관, 동경박물관등주로일본에보관된것이더많다. 특히가장많은수

의전돌이동경대학건축학연구실의관리하에동대학의총합박물관에소장되어있다. 

11)) 장장무무이이묘묘의의기기와와

야츠이와세키노등의보고에는기와와관련된보고가없으나1915년에간행된『朝鮮古蹟圖譜』1에는 3점

의기와사진이수록되어있다. 이들자료가일본으로반출되었을정황을확인하고동경대학에서직접확인한

결과실제보관된기와는4점이라는것을알았다. 

①기와1<그림8–1>

회백색을띠는수키와편으로소성도는그리높지않다. 외면에는종방향의승문타날흔이희미하게남았고

내면에는포목흔이남아있다. ‘실로떼기’흔적은관찰되지않으며파편이어서측면의분할흔도남아있지않

다. 와통에마포를둘러씌우고점토띠를쌓아올린다음승문타날구로두드려서성형한것이다.

②기와2<그림8–2>

황갈색의평기와파편인데암키와일가능성이높다. 외면에는종방향에가까운승문타날이남았고내면에는

횡방향의승문압흔이관찰된다. 외면에는횡으로1조의凹帶가돌아가는데타날성형이끝난다음에이루어진

조정이다. 측면에는내측에서그은와도흔이남아있다. 

③기와3<그림8–3>

황갈색의평기와파편인데단부가남아있다. 외면에는오른쪽아랫방향으로기울어진승문타날이관찰되고

내면에는횡방향으로연속되는승문타날흔이남았다. 단부의안팍으로는횡방향의물손질흔이관찰된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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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단부에가까운쪽에폭이넓은‘凹帶’가만들어졌고그아래에도약간의간격을두고1조의‘凹帶’가돌

아간다. 

④기와4<그림8–4>

황갈색의평기와파편이다. 외면에는종방향의승문타날흔이남았고내면에는횡방향의승문내박자흔이

남았다. 

이상4점의기와는전형적인樂걌·帶方의기와로고구려평기와는아니다. 

우선기와의내면에포흔이관찰되는기와<그림8>는와통을사용한것인데‘실로떼기’흔이보이지않는것

으로보아점토띠타날성형일가능성이매우높다. 나머지

기와들은 와통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타날성형, 즉

‘굈條盤築’기법으로만들어진것이다.

낙랑의평기와제작기법은크게무와통타날성형과와통

타날성형으로나누어진다. 그중무와통타날성형은낙랑토

기와마찬가지로노끈을감은타날구와내박자(棒狀)를 이

용하는데, 낙랑군지역에서는가장일반적인방법의造瓦法

이다. 장무이묘의1번기와는와통을사용하는기와이고나

머지는타날성형으로제작된것이다. 일반적으로중국에서

기와의 전개는 무와통 타날성형에서 와통성형으로 바뀌는

것으로이해되며그획기를후한대로보는설이지지를얻고

있다. 그러나낙랑군에서이러한변화가언제일어났는지는

분명하지않다. 

한편이들기와의출토위치에대해서는언급이없으나깨

어진크기로보아고분축조시에새로만들어진기와는아닌

것이분명하다. 다른전실묘에서의사례를참고하면측벽을

쌓는 과정에서 뒤채움용으로 사용하 거나 분구를 만드는

과정에서혼입되었을가능성이높다. 참고로고구려석실분

인안악3호분에서도전형적인낙랑전돌이벽석의뒤채움용

으로사용된사례를확인한바있다(鄭仁盛 2006).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와자료는 장무이묘의 축조시기를 확인하는

데에의미있는자료라고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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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장무이묘출토유물(기와류)



22)) 문문자자전전돌돌은은모모두두몇몇종종류류인인가가??

위에서살핀것처럼장무이묘에서출토된문자전돌은야쓰이에의해서소개된6장이기준이되는데, 문제

는나중에이를다시정리한연구자마다문자의종류와수량에서차이를보인다는점이다. 우선이를정리해서

검증할필요가있다. 

위에서도살폈듯이야쓰이는아래6장의문자전돌을보고했다. 

太歲戊漁陽張撫夷塼:(1장)

大歲在戊漁陽張撫夷塼:(1장)

天生小人供養君子千人造塼以葬父母旣好且堅典齎記之(2행)+使郡帶方太守張撫夷塼(2행):(1장) 

哀哉夫人庵背百姓子民徇, 夙夜겘寧永側玄宮痛割人情(2행)+張使郡:(1장) 

張使君塼:(1장)

趙主簿令塼懃意겘臥:(1장)

그런데1933년(昭和8년)에보고된우메하라의집성은위의야츠이보고와차이가있다. 그는아래7장의

문자전을보고하 다. 

大歲在戊漁陽張撫夷塼

大歲戊在漁陽張撫夷塼

大歲申漁陽張撫夷塼

(八)月二八日造塼日八十石酒+張使君塼

趙主簿令塼懃意겘臥+張使君塼

哀哉夫人庵背百姓子民憂☎, 夙夜겘寧永側玄宮痛割人情+張使郡

使郡帶方太守張撫夷塼+天生小人供養君子千人造塼以葬, 父母旣好且堅典齎記之

즉‘大歲申漁陽張撫夷塼’이새로추가되었으나야츠이보고의‘太歲戊漁陽張撫夷塼’이없고대신‘大歲戊

在漁陽張撫夷塼’이 확인된다. 또‘(八)月二八日造塼日八十石酒 +張使君塼’이 추가되었으며‘趙主簿令塼懃

意겘臥도趙主簿令塼懃意겘臥+張使君塼’으로바뀌어있다. 뿐만아니라야쓰이에의해서소개되었던張使君

塼도우메하라의집성에서는누락되어있다. 이는양자의보고중에착오가있음을의미한다.

한편1935년에간행된오다쇼고의보고에도역시7개의명문전이확인된다(小田1935). 

天生小人供養君子千人造塼以葬父母旣好且堅典齎記之(2행)+使郡帶方太守張撫夷塼(2행)

哀哉夫人庵背百姓子民憂☎, 夙夜겘寧永側玄宮痛割人情(2행)+張使郡

大歲在戊漁陽張撫夷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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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歲戊在漁陽張撫夷塼

大歲申漁陽張撫夷塼

張使君塼

趙主簿令塼懃意겘臥

이정리는오다스스로가밝히고있는것처럼세키노와야츠이의보고를기본으로하면서부분적으로실물

전돌을 관찰한 것으로 보이는데‘太歲戊漁陽張撫夷塼’대신에‘大歲戊在漁陽張撫夷塼’이 보고되었다. 또

1933년에우메하라가보고한‘(八)月二八日造塼日八十石酒+張使君塼’이보이지않는점도지적된다. 

한편국내에서는1988년에일제강점기의문헌자료를집성한공석구는장무이묘의문자전돌로아래6종류

을소개하고있다. 

大歲在戊漁陽張撫夷塼

大歲戊在漁陽張撫夷塼

大歲申漁陽張撫夷塼

八月八日造塼日八十石酒

張使君塼

使郡帶方太守張撫夷塼

즉‘使郡帶方太守張撫夷塼’으로만이루어진전돌이있다는것이고, 단변에‘張使君塼’없이‘八月八日造塼

日八十石酒’만이새겨진전돌이있다는정리이다. 해방전일본인연구자들이‘(八)月二八日’로애매하게처

리한것을八月八日로분명히처리하 다. 그런데‘天生小人…,哀哉夫人…’으로시작되는전돌을소개하지

않은점도눈에띈다.

그리고 1992년에 한국고대사회연구소가발행한『譯註韓國古代갏石文』에는이하‘大歲…’명전돌 3장과

애도문전돌4장이소개되어있다. 

大歲在戊漁陽張撫夷塼

大歲戊在漁陽張撫夷塼

大歲申漁陽張撫夷塼

八月八日造塼日八十石酒+張使君塼

趙主簿令塼懃意겘臥+張使君塼

哀哉夫人庵背百姓子民憂☎, 夙夜겘寧永側玄宮痛割人情+張使郡

天生小人供養君子千人造塼以葬父母旣好且堅典齎記之+使郡帶方太守張撫夷塼

「韓國古代社會硏究所」의보고라지만실제정리자는임기환으로확인되는데, 우메하라가 (八)月二十八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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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한것을공석구와마찬가지로八月八日로바꾸어놓았지만, 나머지는우메하라의정리와대체로일치한

다. 우메하라의정리를기본으로하되공석구의집성을참고한것이분명하다. 

장무이묘에서출토된문자전돌의내용이연구자들마다차이가있다는것역시문제로지적되는데, 이는실

물자료에바탕한꼼꼼한검증이결여된채집성이이루어지고이것이연구자들의손을거쳐재집성되면서재

차오류가발생한것으로여겨진다. 

이러한오류는선행연구자들이자료를집성하는과정에서실물자료를관찰하면서확인하지않았음을시사

하는것이다. 이를바로잡기위해서는관련자료의보고와해당실물자료의대조확인이필요하다. 

우선장무이묘출토전돌의사진자료가가장먼저공표된『朝鮮古蹟圖譜Ⅰ』을살필필요가있다(朝鮮總督府

1915). 도보의圖版141은‘天生小人供養君子千人造塼以葬父母旣好且堅典齎記之+使郡帶方太守張撫夷塼’

으로읽히는문자가左書로압인된전돌인데당시총독부박물관에소장되었던것이다. 도판142는京城에거

주하던구도쇼헤이(工藤壯平)가소장하던것으로 141번전돌과같은명문이새겨진것이다. 1915년 3월에

간행된『朝鮮古蹟圖譜1』에이미개인이소장하던문자전돌이실린것을보면연구자들의조사이외에도민간

인에의한장무이묘의굴착과(문자)전의수집이횡행했음을방증한다. 1915년에‘施政5年을기념하는共進

會에문자전을출품하기위하여장무이묘를지역인사가굴착했다는증언(小田1935)도이러한추정을가능케

하기때문에, 발굴된자료와구분해서다룰필요가있다. 

그리고도판 143은‘哀哉夫人庵背百姓子民憂☎, 夙夜겘寧永側玄宮痛割人情+張使郡’으로읽히는전돌로

총독부박물관이소장하던것이다. 도판 144는‘大歲戊在漁陽張撫夷塼’이며 145는 문자가없는문양전이다.

146은143, 144와마찬가지로조선총독부박물관에보관되었던것으로‘趙主簿令塼懃意겘臥’로읽히는전돌

인데, 단변에서‘張使君塼’는확인되지않는다. 도판147은단변에‘張使君塼’만이적힌것이고현재동경대학

소장품이다. 148은‘趙主簿令塼懃意겘臥’, 149는‘哀哉夫人庵背百姓子民憂☎, 夙夜겘寧永側玄宮痛割人情’으

로읽히는것인데단변의사진이게재되지않았다. 도판 150은문양전이고151은‘大歲在戊漁陽張撫夷塼’이

다. 도판152도동경대학에보관되었던것인데연구자들의집성처럼‘大歲…’라고읽히는것이아니라‘大’字

에획이하나더있는것이관찰되기때문에(朝鮮總督府1915) ‘太歲申漁陽張撫夷塼’으로읽어야할것이다. 

오다쇼고의정리에도사진자료가첨부되었는데이는『朝鮮古蹟圖譜Ⅰ』의사진을부분적으로재편집한것

이어서새로운정보는아니다

다음으로실물자료의관찰을통해서검증할필요가있는데위에서도언급하 듯이장무이묘출토유물은동

경대학건축학연구실에가장많이보관되어있다. 장무이묘의조사에서책임자 던동경대학건축학연구실의

세키노가반출시킨것이다. 동경대학에서의현지조사결과모두17점의전돌이소장되어있음을알았다. 물론

여기에는『朝鮮古蹟圖譜Ⅰ』에게재된전돌도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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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대학총합박물관에소장된k1055(소장번호)는장방형전돌로장변에‘哀哉夫人庵背百姓子民憂☎, 夙

夜겘寧永側玄宮痛割人情’라는2행의문자가, 그리고단변에는‘張使郡’이라는문자가새겨져있다. k1240은

장변에‘太歲申漁陽張撫夷塼’이라는문자가그리고양쪽단변에는마름모꼴의문양이새겨져있는데, 『朝鮮古

蹟圖譜Ⅰ』에게재된전돌과동일의것이다. k1052는단변의상하두께가다른刀形전돌인데장변의한쪽에만

‘趙主簿令塼懃意겘臥’란문자가右書로새겨져있다. k1054는장변한쪽에마름모형태의문양이, 단면한쪽

에는左書로‘張使君塼’이라적혀있다. k1051은장변한쪽에‘大歲在戊漁陽張撫夷塼’라적혀있고양쪽단변

에는마름모형의문양이표현되었다. 

그외절반이상이파손되어장변에左書로‘張撫夷塼’이라새겨진전돌이2장확인되는데그중하나의단

변에는마름모형의문양이새겨져있다. 아마도‘大(太)歲…’명전돌일것으로보이나어떤종류의것인지는

분명히할수가없다. k1159는단변에‘張使君塼’이적힌파손품이고, k1057은쐐기전인데장변의한쪽(좁은

쪽)에마름모형의문양만이새겨진것으로문자가없는전돌이다. 

106번(동경대학구소장번호) 전돌은단변에‘張使君’이적히고장변에‘哀哉夫人庵背百姓子民憂☎, 夙夜겘

寧永側玄宮痛割人情’이라는 문자가 2행으로 새겨진 것인데 절반이 파손되어 결실되었다. k1157은 장변에

‘太歲…’만이남은채파손된것인데한쪽단변에는마름모형의문양이새겨져있다. 이미완형으로확인한

‘太歲申漁陽張撫夷塼’전과자체가동일한것으로확인된다. k1060은‘大歲在戊…’만이남은채파손된것인

데단변에문양이없는것이특징이다. k1160은단변에우서로‘張使塼’이라는문자가새겨진것이고, k1158

은단변에우서로‘張使君’이라는문자가확인되는데양자는분명동일거푸집이아니다. 마지막으로k1053

은한쪽장변에‘大歲在戊漁陽張撫夷塼’이적혀있고단변한쪽에는문양이표현되었다. 

이상동경대학에서실물을확인한문자전돌을정리해서나열하면아래와같다. 

太歲申漁陽張撫夷塼(좌서)

大歲在戊漁陽張撫夷塼(좌서)

哀哉夫人庵背百姓子民憂☎, 夙夜겘寧永側玄宮痛割人情(좌서)+張使郡(좌서) 

趙主簿令塼懃意겘臥(우서)

張使君塼(좌서)

張使君塼(우서)

이를통해서그간‘大歲申…’으로알려졌던전돌이‘太歲申…’이라는사실과, 한쪽단변에‘張使君塼’이새

겨진전돌에는우서인것과좌서인것이각각존재한다는사실을실물을통해서확인할수있었다. 

동경국립박물관의오구라콜렉션에도장무이묘에서출토된문자전돌이있는데장변에‘天生小人供養君子

千人造塼以葬, 父母旣好且堅典齎記之’가左書2행으로새겨져있고, 단면에는역시좌서2행으로‘使郡帶方太

守張撫夷塼’이라는문자가압인된것이다. 이는『朝鮮古蹟圖譜Ⅰ』에게재된것과는별개의전돌이지만형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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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를비교한결과동범으로제작한것으로판단된다. 

국학원대학의고고학자료관에는장변에‘大歲戊在漁陽張撫夷塼’이라고압인된것이2점보관되어있으며,

‘哀哉夫人…’으로시작되는문자전도1점확인된다(國學院大學考古學資料館2001). 

국립중앙박물관에는‘趙主簿令塼懃意겘臥’(우서), ‘大歲戊在漁陽張撫夷塼(좌서)’, ‘哀哉夫人庵背百姓子民

憂☎, 夙夜겘寧永側玄宮痛割人情(좌서) +張使郡(좌서)’, 그리고『朝鮮古蹟圖譜Ⅰ』에소개되었던‘天生小人

供養君子千人造塼以葬父母旣好且堅典齎記之+使郡帶方太守張撫夷塼’이보관되어있다. 

이상의실물자료의관찰을토대로확인된장무이묘출토전의종류와문자의조합은아래와같이정리된다. 

大歲戊在漁陽張撫夷塼(좌서)

大歲在戊漁陽張撫夷塼(좌서)

太歲申漁陽張撫夷塼(좌서)

哀哉夫人庵背百姓子民憂☎, 夙夜겘寧永側玄宮痛割人情(좌서)+張使郡(좌서)

天生小人供養君子千人造塼以葬父母旣好且堅典齎記之+使郡帶方太守張撫夷塼

趙主簿令塼懃意겘臥(우서)

張使君塼(좌서), 張使君塼(우서) 

문자없는문양전

이를통해서지금까지선행연구자들의집성에서발생한오류를대체로바로잡을수있게되었는데이를하

나하나따로설명하지는않겠다. 

물론문제가모두해결된것은아니다. 우메하라의집성에서소개된‘(八)月二八日造塼日八十石酒+張使君

塼’명전돌의실물자료가확인되지않기때문이다. 국내의박물관은물론일본의유관기관에서도이문자전

돌의소장여부가확인되지않기때문에추후보완조사가필요하다. 다만이와관련하여단서가될만한자료

를동경대학에서찾을수있었다. 즉세키노타다시가남긴조사기록(세키노콜렉션) 중에대방태수장무이묘

와관련된탁본모음집에서이전돌의탁본이확인된다. 2개체분의문자전돌인데둘다파손된것이다. 한장

에는‘(八)月二十八日造塼日…’이선명하고, 다른한장에서는‘…日八十石酒’라고압인되었다. 이중중간의

‘日’자가동일거푸집에의해찍힌것으로판단되기때문에이를종합하면‘(八)月二八日造塼日八十石酒’로

읽을수있다. 우메하라는단변에‘張使君塼’이압인되었다고소개하 으나세키노의탁본집에는이러한정보

가없다. 앞으로실물자료가나타나면분명히밝혀지겠지만, 세키노가소장한다른문자전돌의경우장변과

단변의문자를비교적빠짐없이조합해서정리·보관했다는것을고려하면장변에‘(八)月二八日造塼日八十

石酒’만이압인된전돌일가능성이높다. 

그렇다면국내연구자들의집성에서보이는‘八月八日…’은오류이며현재로서는단변에‘張使君塼’이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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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않았을가능성도있다. 만약그렇다면정황상일반인이채집한것을세키노가탁본하여보관한것일가능

성이높다. 

이상의내용을종합하면장무이묘출토전돌은선행연구자들의집성과는달리모두10종이다. 이를번호를

붙여나열하면아래와같다.

1. 大歲戊在漁陽張撫夷塼(左書)

2. 大歲在戊漁陽張撫夷塼(좌서)

3. 太歲申漁陽張撫夷塼(좌서)

4. 哀哉夫人庵背百姓子民憂☎, 夙夜겘寧永側玄宮痛割人情(좌서)+張使郡(좌서)

5. 天生小人供養君子千人造塼以葬父母旣好且堅典齎記之+使郡帶方太守張撫夷塼

6. 趙主簿令塼懃意겘臥(右書)

7. (八)月二八日造塼日八十石酒(좌서)

8. 張使君塼(좌서)

9. 張使君塼(우서) 

10. 문자없는문양전

6번과9번전돌이右書인반면나머지는모두左書, 즉좌우가반전되어찍힌형태이다. 원래太歲法의戊申

年으로조합해서읽은전돌중에서‘申’이들어간것은모두가‘太歲申…’으로확인되어세키노등이언급한

‘大歲申…’은보이지않는다. 반면戊가들어가는전돌로는‘太歲戊在…’와‘大歲在戊…’2종이확인된다. 그

리고야쓰이가처음보고한‘太歲戊漁陽…’전돌은실물자료로확인되지않는다. 현재확인되는2 종의‘戊’

자가들어간전돌은위에서도언급한것처럼文字의字體는서로닮아있지만(이현혜·정인성2008), 각각이

서로다른거푸집으로만들어진것으로판단된다. 

그럼여기서한국고대사회연구사가편찬한『譯註韓國古代갏石文』을참고하여장무이묘에서출토된문자의

뜻을살펴보기로한다. 먼저1·2·3은단독으로는의미가분명하지않지만조합시킨다면‘太歲戊申年어양

출신의장무이전돌’이라고읽힌다. 물론 1·2가大歲在戊, 大歲戊在인반면, 3은太歲申이어서용법에약간

의차이가있다. 이런차이에도불구하고이를조합해서태세법戊申年으로읽어도좋은것이지의문이남지만

필자에게는이를판단할능력이없기때문에일단여기서는무신년으로해두고자한다.6)

나머지는대개애도문인데4는슬프도다, 부인(그분)께서갑자기백성을등지시니자민이수심에차밤마다

평안치않고, 원히현궁에계시니애통함이인정을찢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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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봉총에서출토된은합에도뚜껑과몸체에간지가각각1자씩적혀있는사례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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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大歲在戊…」銘전돌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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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大歲在戊…」, 「太歲申…」銘전돌

(4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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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哀哉夫人…」銘전돌

(1의사진)

(4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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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張使君」銘전돌과「八月二八日…」銘전돌

(3의사진)



5는천생소인이군자를공양하여일천명을시켜전돌을만들어부모를장사지내노니, 이미좋게또견고하

게만들어지니이를기록합니다. 使君대방태수인장무이전돌로해석된다. 여기서使郡은州郡의장관에대한

존칭인데漢代에는刺史에대한별칭으로이용되기도하 다. 

6은주부(主簿) 趙某가전돌을만드는일을관장함에있어정성스러운뜻에잠자리에눕지도않았습니다. 여

기서주부는군태수의속관이라한다.

7은8월28일전을만드니하루80석주가들었습니다, 라는뜻으로이해된다. 

이상을정리하면초상이난것은‘戊申年’이며여름인8월부터전돌을구워무덤을만드는공사에착수한사

실을알수있다. 묘주는張씨이고이름이撫夷인데, 趙씨성을가진군태수의속관인主簿가공사를관장하

으며하루80석주의공사비가들었으며, 또전돌을만드는데일천명이동원되었다는것이다. 장무이묘에사용

된전돌을만드는데실제로천명의인부가동원되었는지는의문이있으나, 비교적많은사람이동원된정황을

파악하는데는무리가없다. 또조씨성을가진사람이무덤축조를관장하 다면장무이와는직계혈연관계에

속하지않은사람이어서주목된다.

장무이묘전돌은소성도가와질에가까운것이기본이지만경질인것도있다. 태토는정선된것도있지만세

사립이섞이거나굵은돌이부분적으로섞인것도많다. 색조는회색이많지만회갈색이나적갈색에가까운것

도있어소성조건이모두안정적으로동일하지않았음을알수있다. 전돌의측면에는성형후겹쳐서건조시

키는과정에서눌러진흔적이남거나, 겹치기한부분의색조가다른것도있다. 이것은완전히건조되지않은

상태의전돌을가마안에채워서말린다음소성하 을가능성을시사한다. 

문자가새겨진면을포함하여端部에도문양이있는것이많은것을보면장무이전을만드는거푸집은1매제

작용의조립식이었을것으로보인다. 조립식이아니면거푸집에서전돌을분리하는과정에서문자가지워질것

이기때문이다. 또한상면에만승문타날흔이관찰되고타날흔아래로점토가 린흔적이남는것이일반적인

점, ‘실로떼기’흔이전혀관찰되지않는점, 점토덩어리의단위가확인되는경우가있는점을동시에고려하면

이들(문자)전돌은조립식거푸집에점토를수차에걸쳐서나누어채워넣고다진다음, 거푸집밖으로튀어나

온점토를나무판자와같은도구로강하게 어서걷어내고승문타날구로두드려서성형한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성형법은일견전형적인낙랑·대방군의전돌과유사하지만, 승문타날흔의아래에강한 어내기흔

적이남는점에서는차이를보이기도한다. 즉전형적인낙랑고분에서발견되는전돌에는승문타날흔의아래에

서강한 어내기흔이관찰되는경우가거의없기때문이다. 낙랑토성에서출토되어동경대학에보관된전돌을

모두관찰한결과도이를뒷받침한다. 뿐만아니라적갈색색조를띠는것이포함되었다거나, 표면에석회가다량

으로묻어있는점, 문양을나타내는선이가늘고얕다는점도낙랑·대방의일반적인전돌과차이나는점이다. 

한편, 장무이묘의축조에사용된전돌에左書가많은것은이를제작한공인이전돌을거푸집으로찍어내면

대방태수張撫夷墓의재검토

59



거푸집의측면에새겨진문자가反轉된다는사실을인지하지못하 거나, 혹은그것이무시되거나허용되는

조건에서의조업이이루어진정황으로이해할수있다. 또한이들개별문자전을제작한거푸집이하나가아니

라복수라는점도특기할만하다. 예를들어‘張使君塼’명을자세히살피면 자체는모두닮아있으나획의

위치나형태가미묘하게다른것이있음을알수있다. 또‘太(大)歲’로시작하는문자역시동범관계가인정되

는것도있지만획의형태가미묘하게다른것이있고, 심지어는端部의문양이서로다른경우도인정된다. 여

기에문자전의태토와색조, 그리고소성도가서로다른것이있다는사실과더불어서생각한다면, 장무이전의

축조에사용된전은동일한공인이일괄로제작한것이아니라복수의공인집단, 혹은복수의개인이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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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특징징

사방향겹쳐쌓기흔,우측면하단에

소성전에만든구멍있음.

직교하는겹쳐쌓기,

건조흔.

겹쳐쌓기흔적,

일부에회가부착됨.

겹쳐쌓아건조,

무늬가얕다.

겹쳐쌓기흔적세곳,

목판에눌린흔적, 회가부착됨.

문양희미양단에테두리없음.

무문눌린흔적.

황토와점토가같이묻어있음.

선명한노끈눈(0.6×0.25)

11보다소성도낮음.

겹쳐생긴흔,미세한자연유

거푸집에눌린흔적만(조정흔없음)

전면회칠,

겹쳐쌓기흔적,

노끈흔적(0.3×0.2)

겹쳐소성, 건조한흔적없음.

거푸집에눌린흔,겹쳐건조및소성

색도가단위별로다름.

목판 어내기

쌓아올리면서황토와회? 넣음.

목판 기로점토 린현상.

점토덩어리경계선

연연번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소소장장번번호호

タ102

k 1055

タ84

k 1240

タ85

k 1052

タ101

k 1054

タ

k 

タ

k 

タ

k 

タ

k 

タ

k 

タ108

k 1157

タ111

k 1160

タ100

k 1159

タ107

k 1060

タ89

k 1231

k 1156

タ86

k 1053

タ109

k 1158

塼塼의의형형태태

장방형전

장방형전

장방형

쐐기전

장방형전

장방형전

장방형전

장방형전

장방전

쐐기전아님

사방향

크크기기

길길이이××폭폭××크크기기

36.2×14.6×6.1

36.5  15.1  6.4

34.5×15.2×5.3~5.9

34.8×15×6.5/4.5

34×14.6×5.1~6.1

( )×15.8~9×5.4~5

(26)×16×5.7~6.2

(20)×14.5~7×3.7/5.35

(18)×13.1×5.5~8

( )×5.8×5.7~6.0

(8.9)×13.6×5.6

( )×16×5.7

(19.8)×15.6×6.1/4.8

(7.3)×4.3

32.6~33.4×14.8×5.75

(12)×(14)×5

태태토토

정선

돌조각포함

거친편이고

자갈혼입

정선된편

정선

굵은자갈

굵은강자갈

불순물없음.

불순물없음.

석립함유

불순물없음.

불순물없음.

자갈

문문양양및및문문자자

상측, 우측면문자

表面;승문, 裏面:무문

우측면문자,상·하측면

능형문

좌측면문자

우측면문양

상측면문자

우측면:문자, 좌측면:무문

상측면문양

상측면문자

우측면:문자

좌측면:문양

우측면:무문

상측면문자

우측면:문자

좌측면:무문, 우측면:문자

상측면:문양

상측면:문자

좌측면:무문

상측면:문자

좌우측면:무문

좌측면:문자

좌측:문자,하단:문양

상측:무문

상측:문자

좌우측면:무문

소소성성도도

와질

경질

(삼국시대)

경질

경질

(삼국시대)

와질

와질

경질

(후기와질)

경질

와질

경질

와질

(낮음)

와질

와질소성

경질소성

경질소성

와질소성

(아주낮음)

색색조조

회백색

회흑색

회청색

회청색

회청색

적홍색

적홍색

회청색

회청색

회갈색

회색

회청색

회갈색

회갈색

회갈색

회청색

회청색

회흑색

흑갈색

<표1> 동경대학소장장무이묘출토전돌관찰소견



으로제작에관여했다고판단할수있다. 

다만전체적으로 자체가비슷하지만좌서와우서가동시에존재하고서로다른도구를이용하여성형하고

복수의가마에서소성한정황이확인되는것으로보아장례담당자인主簿趙씨가복수의제작주체에전돌제

작을의뢰했을가능성이높다. 이렇게다수의제작주체가만든전돌을모아서축조한것이장무이묘인것이다. 

ⅢⅢ.. 張張撫撫夷夷墓墓의의구구조조에에대대한한신신 견견해해

장무이묘에대한발굴조사가끝난후세키노는현장에서살핀바를기록한메모를토대로무덤구조의복원

안을1915년에발간된『朝鮮古蹟圖譜Ⅰ』에제시하 다. 중앙연도이며연도의양쪽에감실이설치된단실묘

로궁륭상의천장구조라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세키노의복원안은그후90여년이지난지금까지도학계

에서그대로신용되어사용되고있다(高久2007). 

무덤의구조에대한이러한인식은고고학자들이장무이묘의연대를정하는데결정적인 향을미쳤음은이

미앞에서설명하 다. 그러나필자는장무이묘가궁륭상이아닌석개천장의전실무덤이라판단하는데, 그단

서는앞에서살핀장무이묘의발굴과정에서찾을수있다. 즉조

사당시에현실의내부에큰판석이비스듬히기울어진채발견

된사실을상기할필요가있다. 세키노는이판석이원래바닥에

깔려있었던것을도굴과정에서일으켜세운것이라보았다. 

그러나앞에서도언급했듯이당시의도굴이나발굴조사가최

소한의굴착으로현실로침투하여부장품을수색하는정도에서

마무리되었다는사실을고려하면, 현실바닥상면에두껍게석

회가발린채깔려있는대형의바닥석을뒤집어세웠을가능성

은지극히낮다고생각한다. 그러면당시세키노는왜장무이묘

를전돌로쌓은궁륭천장이라고판단한것일까? 

그것은 세키노 조사단이 장무이묘를 굴착하기 전에 조사를

통해경험한전실묘의천장이모두궁륭상이었기때문에, 전실

묘에石蓋천장이존재할수있다는사실을전혀인지하지못한

결과로 여겨진다. 여기서 세키노가 장무이묘를 조사하기 전의

상황을살필필요가있다. 세키노가처음낙랑전실묘를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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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세키노복원안



것은1909년9월의일이다. 물론당시는대동강남안에무수히산포하는무덤들의시기와조 주체도아직파

악되지않았던때이다(정인성 2006). 1909년에세키노는대체로도굴흔적이없는분구를골라모두 5기를

굴착했지만그중3기는고분의구조가목곽이었기때문에매장주체부를확인하지못한채도중에조사를포

기하 다. 천신만고끝에마지막에조사한2기에서전돌을쌓아만든묘실을확인할수있었는데그중1기가

석암동전실묘이고나머지가석암동甲墳이다(關野貞·谷井濟一외1915). 석암동전실묘는궁륭상의천장이

완벽하게남아있었는데이천장부를뚫고현실내부로들어가부장품을확인하는방법으로조사가진행되었

다. 이때작성된도면에무덤의현실바닥은물론연도부가표현되지않은사실도당시조사가무덤구조의확

인을염두에둔것이아니었음을시사한다. 이조사과정에서낙랑의전실묘천장이전돌을쌓아서궁륭상으로

만든것으로기억되었을것이다. 

같은해11월에는동경대학문학부의하기노(萩野由之)와이마니시류(今西龍)도대동강남안의전실묘를

조사하 는데(石巖洞乙墳), 역시궁륭상의천장이훌륭하게남은구조 다(關野貞·谷井濟一외1915; 鄭仁

盛2006). 뿐만아니라1910년에도2기의낙랑고분(대동강면東墳, 대동강면西墳)을세키노가조사하 는데

모두궁륭상의천장을가진전실분이었다(關野貞·谷井濟一외1915). 

1910년에처음대성산록에서寺洞古墳을발굴하 는데, 조사결과매장주체부가모두돌로구성된고구려

석실분이었다. 이듬해인1911년에는평양시의동쪽에위

치한江東에서도고구려시기의대형고분(한왕묘)를조

사하 는데, 장무이묘는그와중에발견된것이다. 즉장

무이묘를발굴하기이전에세키노가경험한전실묘는모

두가궁륭상천장이었다는사실에주목하지않을수없다.

그후1913년에오야리에서처음으로목곽묘가발굴되긴

하 으나 낙랑·대방의 전실묘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보

가전혀없는상태에서1915년에『朝鮮古蹟圖譜』Ⅰ의지

면을빌어바닥에판석이깔리고천장이궁륭상으로추정

된장무이묘의복원안을제시하게된것이다. 

한편 장무이묘가 발견된 이후에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전실묘에서바닥에판석을깐사례는확인되지않았다. 이

는4세기대로시기가내려오는전실묘도마찬가지이다. 

해방 후 북한에서 이루어진 발굴에서도 마찬가지임을

참고하면장무이묘의현실에서발견된대형판석은원래

는천장에얹혀있었던것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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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필자의장무이묘복원안



덤이붕괴되면서내부로떨어졌기때문에현

실에비스듬히걸쳐진채로노출된것이다.

현실내부에서발견된판석이원래천장석

이었음은이판석의한쪽면에두껍게석회가

발려있는 점으로도 검증된다. 즉 평양 주변

에서확인되는고구려석실분의천장에는대

개두꺼운석회가발려있기때문이다. 2006

년직접평양을방문하여관찰한바, 진파리

고분 1호분, 동 4호분, 7호분, 덕흥리고분의

천장석 아래 면에 두껍게석회가발린 것을

확인할수있었다(鄭仁盛2006b). 필자가장무이묘의천장구조를세키노의복원안과는달리石蓋로판단하는

것은이상과같은이유에서이다. 

전돌로현실을구축하고지붕에石蓋를하는사례는위에서든☎利墓이외에도승리동3호, 로암리고분, 봉도

리송오고분등으로그수가증가하고있는데이들은대개대방군이멸망한뒤인4세기대의무덤이다<그림16>.

ⅣⅣ.. 張張撫撫夷夷墓墓의의고고구구려려적적요요소소

장무이묘가석개천장의전실묘라면동리묘보다고식으로볼하등의이유가없어지기때문에더이상기원후

288년에집착할필요가없어진다. 오히려동리묘와의구조적유사성으로4세기대이후의고구려무덤으로자

연스럽게분류할수도있는것이다. 

장무이묘의구조를꼼꼼히살피면천장형태이외에도고구려적인요소가다수발견된다. 우선분구의평면

형태이다. 이미위에서조사과정과내용을정리하면서언급하 지만장무이묘의분구형은거의사각형에가까

워서세키노는이를중국의묘제와통한다고보았다(세키노1917). 그런데세키노가장무이묘를발굴하는당

시에는몰랐지만낙랑과대방의봉토분은그평면형이방형이아니라원형, 내지는타원형에가깝다. 석암리

226호, 정백리219호, 정백리221호, 정백리227호, 장진리45호등분구측량도면이남아있는낙랑전실묘

는비록후대의경작으로변형이있기도하지만기본적인평면형은원형이거나타원형에가깝다. 반면고구려

고분은집안의기단식적석총은물론이거니와평양에서발견되는전형적인봉토분도그기저가방형내지는

장방형에가까운것이많다. 호남리사신총과동명왕릉등이좋은사례가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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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낙랑·대방전실묘의바닥형태각종(高久2007)



뿐만 아니라 분구의 크기

에 비해 매장주체부가 극단

적으로 작다는 점도 낙랑·

대방의 전실묘와는 다른 점

이다. 장무이묘의 분구는 한

변이 32m를 넘지만 현실은

그 크기가 3.5×3.9m에 지

나지 않는다. 분구가 현실의

한변보다 8~9배나긴고분

은낙랑·대방의전실분에서

는 확인되지 않으며, 측량된

자료를 살피면 대개 4~5배

이내에 머무른다. 반면 고구

려의 경우는 집안의 적석총

은 물론 평양지역에서 발견

되는석실봉토분도주체부의

규모가 분구에 비해서 극단

적으로 작은 것이 대부분이

다. 태왕릉은물론토포리대

총, 호남리 금사총, 호남리

사신총, 강서삼묘 등은 모두

분구의 저변이 현실의 10배

정도에이르는것이다.

전돌을쌓아올리는과정에서석회가사용되고, 현실과연도부벽면과천장에도두껍게석회가발린점도지

극히고구려적인요소이다. 궁륭상천장을한전형적인낙랑·대방의전실묘의축조에석회가사용되었다는

보고는극히제한적이기때문이다. 쿠로이타(黑板)가조사한銀괻郡曲里전실분의축조에부분적으로석회가

사용된것(黑板1916)으로보이는데, 다카쿠(高久)는이를궁륭상천장으로판단하 다(高久2007). 그러나

보고서를자세히살피면이고분은발굴전에이미상부가파괴되어천장이남아있지않았다. 연도에는대형

판석이덮여있었는데, 이와가장유사한평면구조를가진걟岩里1호에는연도뿐만아니라현실에도판석이

덮혀있다. 로암리1호에서342년의기년명전이출토된것을보면曲里古墳도낙랑·대방군멸망후에축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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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석개천장전실묘각종(高久2007) 



석개천장전실묘일가능성이높다. 뿐만아니라353년에축조된석개천장의평양역전동리묘도현실의축조에

석회가사용되었다. 물론궁륭상천장인양동리3호분에도일부전돌에회가발려있지만고분의벽면은장무

이묘와는다르게회가칠해진흔적을남기지않는다. 기원후283년에축조된楸겓里고분에는아예석회가사

용되지않았다. 결국낙랑·대방군의지역에서전형적인궁륭상천장의전실분의벽면에는석회를바르지않

는것이일반적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한반도서북지방에서벽면에석회를바른고분은낙랑·대방군의멸

망후에축조된것이라판단해도크게틀리지않을것이다. 

또한장무이묘에서출토된문자전은건조및소성과정에서의왜곡이심한편이다. 그렇지만낙랑군이멸망

할즈음까지낙랑군치의기능을했을것으로보이는낙랑토성에서출토된전돌에는건조나소성과정에서왜곡

된전돌이거의확인되지않는다. 뿐만아니라궁륭상의천장이면서전형적인낙랑·대방의전실묘에서확보

된수많은전돌도장무이묘와는달리규격성이높다. 반면국립중앙박물관에소장된전돌중에서4세기대이

후에제작된것들은상대적으로변형이심한것이특징이다(국립중앙박물관2002). 

이밖에장무이묘의연도에龕室이설치된것도전형적인낙랑·대방의전실묘와는다른점이다. 즉낙랑·

대방시기에축조된많은전실묘중에서감실이설치된고분은확인되지않는다. 반면고구려석실묘에는4세

기대가되면서연도에감실이설치되는것이다수등장한다. 아즈마의고구려석실분편년(東潮1993)을참고

하면4세기대의麻線溝1호, 山城下1368호분, 舍長里고분에서龕室이확인된다. 5세기대가되면전실측벽

에감실이설치되는사례가많은데龕神☎, 藥水里古墳, 台城里2號, 平壤驛前二室墓, 伏獅里고분등이그러

한예이다. 

한편장무이묘의현실과평면구조가거의유사한고분이집안의禹山3319호이다. 이무덤은기단식무덤

이지만발굴결과매장주체부가전실묘인것이드러났다. 조사전에이미파괴되어천장구조는확인되지않았

지만벽돌로현실을만들고그뒤를돌로채웠다. 연도는장무이묘와마찬가지로현실중앙에설치하 는데그

좌우에龕室을만들었다. 감실은천장높이가현실보다낮고아치형이라는점에서도장무이묘와유사하다. 

현지를방문하여관찰한결과현실축조에사용된塼은측면에문자와문양이없는점을제외하면그製法이

장무이의그것과일치했다. 즉거푸집에점토를채워넣고거푸집밖으로튀어나온점토를나무판으로 어낸

다음, 승문타날하여성형하는점은위에서살핀장무이전과동일한것이다. 다만장무이묘와같은문자(문양)

전이없는것으로보아조립식거푸집을사용한것은아니다. 3319호의현실축조에는장무이묘와마찬가지로

석회가사용되었으며현실벽에는석회미장위로벽화가그려져있었다. 또한이무덤에서는여러점의문자

와당이발견되었는데그중에는기원후355년과357년으로읽히는干支가발견되었다. 이는같이출토된중

국제도자기의연대와도부합되는것이어서3319호의축조연대는4세기중엽으로이해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렇다면우산3319호와현실구조가거의유사한장무이묘는戊申年의干支를인정한다고하면장무이묘

의축조연대는기원후288년이아니라348년일가능성이가장높다고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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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우산하3319묘와출토명문와당



ⅤⅤ.. 결결 론론

1911년에발견된장무이묘는대방군의위치를한강유역으로보는기존설을황해도로수정시키는결정적인

고고학적증거가되었다. 또한세키노에의해서궁륭상천장의전실묘로복원된점과출토된명문전의戊申年

간지는 이 무덤의 축조시기를 낙랑·대방군의 멸망연대보다 빠른 288년으로 고정시키기에 충분했다. 물론

348년과408년을주장하는연구자도있었지만그간알려진고고학적근거로는288년설을뒤집기에는역부족

이었다. 

장무이묘의연대결정에결정적인역할을한궁륭상천장에대한세키노의복원안은지금까지그어떤연구

자도의문을제기한적이없다. 궁륭상천장이석개천장보다시기가빠르다는인식은장무이묘의축조연대를

288년으로고정시키는가장중요한고고학적근거가되어왔다. 

필자는장무이묘의조사과정과내용을검토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의미있는새로운사실을발견했다. 그

하나는장무이묘에서출토된문자전돌의종류와내용이그간의집성과다르다는것인데, 출토유물의현지조

사를통해서이를바로잡았다. 우선이고분의천장이궁륭상이아니고석개천장이라는사실을밝혀내었다.

이는대단히중요한고고학적발견으로이무덤의연대가궁륭상이기때문에353년으로알려진석개천장의동

리묘보다는최소한시기가올라가야된다는설명틀에서자유로워지는결정적인단서가될수있다. 뿐만아니

라장무이묘를구성하는많은속성에서고구려적인요소가있음을밝히고그것을근거로장무이묘가4세기중

엽이후의고구려무덤임을분명히했다. 결국고고학적으로보아도장무이묘의피장자가대방태수라는것은

허구의자칭인것이분명하다. 

그렇다면대방군의위치를지금의황해도로보고, 그치소를장무이묘에서가까운지탑리토성으로판단했

던지금까지의이해를뒷받침하 던가장결정적인고고학적인근거가없어지는셈이다. 新川里에서발견된

토성과안악지역에서확인되는전실묘, 은율군에서발견된수십기의전실묘등의분석을바탕으로대방군치의

위치는원점에서재검토되어야한다. 

※이논문은2008년에일본역사민속박물관에서발표한내용을수정한것임을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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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xamination of JangMuI–Tomb(張撫夷墓)

Jung, Inseung
(Yeongnam University)

Despite the controversy about location of DaeBang Province(帶方郡) and Provincial office(郡治)

caused by JangMui–Tomb and character protrusion that was excavated in Japanese colonial period,

archeology community in Korea have not done any reexamination and verification about the survey

and excavated remains, which seems to a problem. 

JangMui–Tomb, which was found around 1911, became a conclusive evidence for amending

existing assumption of location of DaeBang Province(帶方郡) from Han River(漢江) area to

Hwanghae–do(黃海道). Also, the fact that SEKINO–Tadashi(關野貞) had restored to Brick

chamber tombs of Dome ceiling and MuShin–year(戊申年) character of MyungMoonJeon(銘文塼)

has fixed the construction period of this tomb to 288 years prior to fall of NakRang(樂걌)·
DaeBang(帶方) Province for a long time. It was because of the basic recognition that the Dome typed

ceiling precedes before Stone ceiling. 

I found many significant facts through reexamining the investigation of JangMui–tomb that was

taken in 1911. One of them is that type and contents of character protrusion which was excavated in

JangMui–tomb and I fixed it through surveying real data. moreover, the type of tomb ceiling is Stone

type not Dome type. This is really important archeological discovery that can be work as clue which

refutes explanation of the age of this tomb. The explanation was that the age of this tomb precedes

DongRi–tomb of stone ceiling which is known as A.D 353 because the age of its ceiling is Dome

type. Furthermore, I clarified that many component of JangMui–tomb is the tomb of Goguryo(高句
麗) that was built around late 4c.

[Key words]Dae Bang Procince. Dae Bang Procincial Office, Jang Mui T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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