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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북방유목민족인 사르마티아에 관한 고고학적 자료들이 증가하면서 사르마티아인들의 활동 양상과 그 실체들이 조금씩 규

명되고있다. 이 에서는사르마티아인들의동서교역의활동양상을사르마티아식검집의확산지역중심으로살펴보았다. 사르

마티아인들의 검은 스키타이나 페르시아인들이 사용한 아키나케스(Akinakes)의 계보를 잇는 것이지만 손잡이나 패용 방식에서

손쉽게칼을뺄수있도록변화되었다. 즉 양측면에달린 4개돌기에끈으로연결한검집을허벅지에부착시키는패용구조로변

한 것이다. 사르마티아식 검은 기원전 5세기 파지리크시기 알타이 지역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 사르마티아인들의 활동 중심지인

남시베리아, 박트리아, 파르티아, 로마로확산되었다.@@@@@@@@ 

이 에서는 동서 교섭의 요충지인 박트리아지역에 속하는 아프가니스탄 틸랴 테페 4호묘에서 출토된 검집에 관심을 두었다.

사르마티아식검을패용한채매장되었던틸랴테페 4호묘의묘주는당시쿠샨왕조의지배하에있었던박트리아에서상당한위치

의 인물로 파악된다. 묘주가 2자루의 사르마티아식@검을 패용하고 있었던 것은 박트리아에 사르마티아의 향이 상당이 수용된

사실을의미한다.@@ 

사르마티아인들이 동서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산 물자를 실크로드에 공급하 던 이들의 역할

과도관련이있다. 이에 사르마티아인들이활동한북방초원루트에@  중국 한대동경, 메론형 구슬, 수정구슬 등의장식구슬, 금환

연접구슬등중국특히비단이생산되었던남중국의공예품들이출토되는경위에관심을가졌다. 모자이크구슬은당시남중국그

리고 사르마티아와의 관계에 의한 것으로 살펴보았다. 거리적으로 먼 사르마티아와 남중국이 교섭할 수 있었던 중간 매체로는 흉

노가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흉노의유적에서남중국에가장많은분포를보이는금환연접구슬이발견되는점을참고하 다. 남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유행한 금환연접구슬이나 모자이크구슬이 아프카니스탄의 틸랴 테페 유적에는 없는 반면 같은 초원길로

연결되는 사르마티아 유적이나 흉노의 몽골 유적에서 등장하는 점이 흥미로운 것이다. 이는 남중국과 사르마티아, 흉노와의 연결

루트를상정하게한다.@ 

한편 사르마티아인들의중심연대인기원전 2세기에서기원후 2세기사이초원루트와남중국을잇는교통로로는운남에서미안

마를지나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지나인도동부로들어가는서남실크로드로판단된다. 1세기 동서교섭의루트에는북방초원

루트, 남해 루트, 오아시스 루트 등 다양한 루트가 존재한다. 이들 루트들은 운반, 집산되는 물자의 특성이나 당시 정치적 관계에

의해다양하게사용되고형성되었다. 이 에서는인도와중앙아시아, 그리고남중국을잇는최단거리의길인서남루트가북방유

목민들인사르마티아인들에의해사용되고개척된상황을살펴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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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북방기마민족들이전투에서사용한주력무기는창이

다. 이들은달리는말위에기승하여말의질주하는속력

을 이용한 창을 주력 무기로 사용하 지만, 검도 긴요하

게 사용하 다. 검은 말에서 떨어져 적과 근접 거리에서

싸울 때 가장 급박한 순간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사르마

티아인들은 스키타이나 페르시아인들이 사용한 아키나

케스(Akinakes)의 계보를 잇는 검을 사용하 지만, 손쉽

게칼을뺄수있도록검을변화시켰다. 동아시아환두대

도의 조형이라고 할 수 있는 둥근 고리 모양의 환두검이

사르마티아인들에 의해 창안된 사실이 규명된 바가 있

다. 이 에서는 칼의 형식보다 사르마티아인들의 아

키나케스검을착용하는방식에주목하 다. 

일반적으로도검은허리띠에꼽아쓰거나검손잡이나

끝 부분에 끈을 감아 허리띠에 연결하여 패용된다. 이

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칼집에 패용구를 달아 허리

띠에 매다는 방법이 간구되었다. 도검의 패용구는 왼쪽

에서 오른쪽으로 칼을 뽑아 쓰는 기마민족에 의해 발명

된 것으로 알려진다. 사르마티아인들이 창안한 도검의

패용구를 주목한 사람은 훈족의 연구자인 오토 멘첸 헬

펜(Otto Maenchen-Helfen)이다. 그는 한대 화상석이나

중앙아시아의암각화등의자료에서갈기가여러매듭으

로 묶인 말을 탄 기마무사들만이 패용구가 달린 검을 착

용한 양상을 주목하 다. 말의 갈기를 여러 갈래로 묶어

서손질하는방법은사르마티아인들의고유풍습인사실

에착안한것이다.@@@ 

필자는 경주 계림로에서 출토된 P자와 D자형 패용구

가 달린 금제감장보검의 제작지를 박트리아로 보고 이

러한 방식의 패용구는 에프탈(Hephthalite, )에 의해

시작된것으로판단한바있다. 계림로의검은두개의

패용구를통해허리띠에매다는방식인데, 검이거의수

평으로 매달리게 된다. 이 이전에는 일자형의 패용구를

달거나 한쪽의 D자형의 패용구를 부착하는 방식이 선

행되었다.

이 에서는 아프가니스탄 틸랴 테페에서 2자루의 사

르마티아식 검집이 출토된 것에 관심을 두고 그 패용방

식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려 한다. 이 과정 중에 중앙아시

아에서폭넓은활동을하 던사르마티아인들의교역상

황중 이들에 의한 중국계 공예품들의 수용 양상을 살펴

보려는 것이다. 로마, 파르티아까지 퍼진 사르마티아식

의 검집의 확산 과정 속에 틸랴 테페에서 나타난 사르마

티아식 검집의 위치는 중요하다. 아프가니스탄 틸랴 테

페는 동서 교역의 교차로라고 할 수 있는 박트리아의 고

지로서당시쿠샨왕조의지배하에있었던곳이다. 

사르마티아인들의 유적에서 중국 특히 남중국의 공예

품들이확인되는점에주목을하 다.@즉모자이크구슬,

메론형 수정구슬 등의 장식구슬, 금환연접구슬 등 남인

도와 남중국에서 유통되는 공예품들이 흉노와 사르마티

아가활동하던북방초원루트에서출토되는과정에관심

을가진것이다. 

아프가니스탄틸랴테페의유적과
사르마티아식검집@ @@ @

1. 아프가니스탄틸랴테페유적의성격

아프가니스탄 시바르간(Shibarghan) 서북쪽의 엠시 테

페라는 박트리아 유적 안에 위치한 황금 언덕이라는 의

미의틸랴테페유적은1978년과1979년에아프가니스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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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zter Istvánovits·Valéria Kulcsár,“Sarmatian sword with ring-shaped pommels in the Carpathian Basin”,@Journal of Roman Military Equipment Studies,
16(2008), pp.95~105. 

검집에서 튀어나온 부분을 중국에서는‘劍耳’, ‘玉耳’라고 부른며 일본에서는‘足 物’,‘族 具’라고 한다. Howard Hansford, Glossary of Chinese Art and
Archaelogy (China Society, 1954), p.26. 이 에서는검을패용하는기능을가진점을중시하여패용구라는용어를사용한다.@@ 

Otto Maenchen-Helfen,“Crenelated Mane and Scabbard-Slide”, Central Asiatic Journal, III/2(The Hague, July 1957), pp.85~I38; Otto Maenchen-Helfen,
The World of the Huns: Studies in Their History and Cultu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p.305. 

이송란, 「신라 계림로 14호분 <금제감장보검>의 제작지와수용경로」『미술사학연구』258 (한국미술사학회, 2010.6),@ pp.75~1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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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학자들의 연합 발굴단에 의해 발굴되었다.

중앙에 배화교 사당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아래 층위에

분포한 6기 무덤에서 2만 여 점의 금공예품이 확인되었

다. 6기의 무덤은 수혈식목관묘의 구조를 하고 있는

데, 4호분은 30세 전후의 남성, 1호분은 25-35세의 여성,

2호분은 30-40세의 여성, 3호분은 18-25세의 여성, 5호분

은 15-20세의 여성, 6호분은 25-30세의 여성이 묘주로 추

정되고있다.

이곳에서 출토된 부장품들은 박트리아의 그리스 왕국

의 것, 그레코 로만 양식을 따서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 카스피해 부근의 스텝지역의 사르마티아계 스키타

이의 동물양식, 그레코 로만양식에 시베리아 알타이 계

통이 혼합된 것들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파르티아, 중

국, 인도에서수입된공예품들도있다. 이는박트리아지

역이중국, 중앙아시아, 인도, 서아시아아의중계무역의

장소이고, 이 과정에서 북방 유목민족이 매개자의 역할

을 담당한 것을 나타낸다. 즉 박트리아 지역은 초원루트

에서 오아시스 루트로 내려오는 접점지역이기도 하면서

중간거점지이기때문이다.@@@@ 

박트리아 미술에 그리스·이란·북방 유목민의 미술

이 융합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배경이 참고가 된

다. 『漢書』등중국문헌에는대하로명기되어있는데, 이

는 박트리아 중심지인 아프가니스탄 半 드하레스탄을

가르키는드하라의音譯이다. 아다리아강남단에위치한

박트리아는아케메네스왕조때는페르시아제국의박트

리아나 州 다가 알렉산더 대왕 제국이 붕괴한 뒤에는,

그의遺將셀레우코스1세가세운시리아왕국의한주가

된국가 다. 

그리스인 태수 디오도토스(Diodotos)에 의해 독립된

이후 그리스 문화가 200여 년 간 번성하게 된다. 그러다

가 기원전 2세기 전반 북쪽 초원 지대에서 남하한 유목

민인샤카족과이란에서흥기한파르티아(安息247 B.C.-

A.D. 226)에 박트리아의 토가 점령당하기도 하

다. 전국시대말기甘肅西部와黃河上流로부터 西투

르키스탄의 일부에까지 그 세력권이 미칠 정도로 강력

한 세력이었던 大月氏가 흉노의 칩입에 의해 서쪽으로

이동하여 기원전 145년경에는 이주의 마지막 단계로 박

트리아에 정착하게 된다. 이 지역은 문화적으로는 그

뒤 약 1세기 동안 카불 분지·페샤와르 분지·스와트·

펀잡 지방을 중심으로 인도-그리스 문화의 세력이 유지

되었다.

이제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로서 틸랴 테페 유적의 국

제적 성격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스 문화의 향은

아테네라는 명문과 함께 아테네 신상이 새겨진 반지나

헤라클레스가 새겨진 반지 등에서 찾을 수 있다<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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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아프가니스탄-잃어버린문명』(사계절, 2004), pp.65~66. 

口 康, 「テイラ·テペの遺寶」『佛敎藝術』137(1981.8), pp.115~137; G. A. Pugachenkova, S. R. Dar, R. C. Sharma and M. A. Joyenda, in collaboration with H.
Siddiqi, “Kusan Art,”History and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Paris: UNESCO Publishing, 1994), p.353. 

@Victor Sarianidi, The Golden Hoard of Bactria: From the Tillya-tepe Excavations in Northern Afghanistan (New York: Harry N. Abrams, 1985); Fredrik
Hiebert and Pierre Cambon, Afghanistan Hidden Treasures from the National Museum, Kabul (New York: National Geographic Society, 2009), 
pp.265~266. 

이주형, 위의 책, p.71. 

Malcolm A. R. Colledge, Parthian Art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p.11. 

『漢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기원전 160년이 된다. 『漢書』卷 十一 張騫 廣利傳 第三十一, “大月氏 西走, 徙大夏地”박트리아로 향한 월지의
이동시기에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이 에서는 Sudhakar Chattopadhyaya, Early History of North India-From the fall of the Mauryas to the death of Harsa
(Delhi·Varanasi·Patna: Motinal Babarsidass, 1958), p.87.를 참고하 다. 

이주형, 「간다라미술-서양고전과불교미술의신비스런만남」『간다라미술』(예술의 전당, 1999), pp.20~29. 11

10

09

08

07

06

05

도 1 아테네 신상이 새겨진 반지, 2호묘,  틸랴 테페,  아프가니스탄,
1세기(Victor Sarianidi, The Golden Hoard of Bactria: From the
Tillya-tepe Excavations in Northern Afghanistan, New York: Harry
N. Abrams, 1985, p.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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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티아(Partia, 安息, BC 247-AD 226)미술의 향도 강

하게 반 되어 있다. 사자에 올라타고 있는 武士가 鏤

細工으로형성된연주문으로구획된공간가운데표현된

원형 금장식 9개가 연결된 허리띠는 파르티아의 <帝王

像>의 조각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형식이다<도 2>.

이 외에 파르티아 향을 받은 미술품으로는 금제 아나

히타여신상도있다.

파르티아는『後漢書』의 西域傳을 보면“대진국(로마)

의왕은오랫동안중국과국교를맺고싶어했지만, 중국

의 비단무역을 독점하려는 파르티아인의 방해로 외교

관계를맺을수없었다.”라는기록에서알수있듯이, 중

국과로마사이의중계무역으로부를축적한나라 다.

파르티아는 미트라다테스 1세 때 박트리아를 비롯하여

바빌로니아·메디아를 그리고 미트라다테스 2세 때에

는 아르메니아와 북방 인도를 추가하여 대제국을 형성

하 다. 이와 같이 중계 무역을 담당하 던 파르티아가

박트리아를 점령하 던 관계로 한과 로마의 무역은 더

욱활성화되었을것으로생각된다. 그리고이고분에서

출토된 파르티아 금화는 당시 파르티아가 개입하여 무

역 상황을 실제적으로 증명하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도 3>. 이와 관련하여 홍옥수를 약품으로 처리하여

표면에 기하학문양을 새긴 이른바 식화홍옥수구슬류도

파르티아 생산품인 것이 주목된다<도 4>. 기원전 1세기

서북인도가 파르티아의 향권에 들어온 이후의 시기

에 홍옥수 구슬류는 다르마지카탑에서 발견된 바가

있다. 또한중국기원전1세기중반으로편년되는운남

진령석채산11호분에서도@식화홍옥수가확인되었다.

다음으로는 지역적으로 가까운 인도미술의 향을

15

14

1312

정식명칭은 Aredvi Sura-Anahita이며 Aredvi는‘물기가 있는’, Sura는‘강한’그리고 Anahita는‘순결한’이란의미이다. 조로아스터의 경전『아베스타』에 의하면마른
몸매의 처녀로서 별이 장식되어 있는 冠과 귀걸이·목걸이를 하고 있었다고 전해지며, 多産의 신이며, 새와 동물, 그리고 목장의 수호신으로 등장한다. Roman
Ghirshamn, Persian Art The Parthian and Sasanian Dynasty 249 B.C.-A.D. 651(Ⅱ), Translated by Stuart Gilbert and James Emmons (New York: Golden
Press), p.347. 

V. Sarianidi, G. Koshelenko, "Coins from the Excavation of the Necropolis on the Tillya-Tepe Site, Ancient India (Moscow, 1982); Victor Sarianidi, 위의 책, 
p.242.@@@ @ @ @  

John, Marshall, Taxila: an illustrated account of archaeological excavations carried out at Taxila under the orders of the Government of India between the
years 1913 and 1934, v. Ⅲ. Structural remains, Varanasi: Bhartiya Pub. House,@ Reprint of the 1951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1975), p.190.@

云南 博物館, 『云南晋 石寨山古墳發掘報告』(1959), pp.124~125. 15

14

13

12

도 2 금제허리띠, 4호묘,  틸랴 테페,  아프가니스탄, 1세기(Victor
Sarianidi, The Golden Hoard of Bactria: From the Tillya-tepe
Excavations in Northern Afghanistan, New York: Harry 
N. Abrams, 1985, p.151.)@ 

도 4 식화홍옥수, 3호묘,  틸랴 테페,  아프가니스탄, 1세기(Victor
Sarianidi, The Golden Hoard of Bactria: From the Tillya-tepe
Excavations in Northern Afghanistan, New York: Harry 
N. Abrams, 1985. p.244.)@ 

도 3 파르티아 은화, 3호묘,  틸랴 테페,  아프가니스탄, 1세기(Victor
Sarianidi, The Golden Hoard of Bactria: From the Tillya-tepe
Excavations in Northern Afghanistan, New York: Harry 
N. Abrams, 1985,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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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기로한다. 이고분에서는인도인장에서볼수있

는 소가 투명한 보석에 음각된 것이 발견되었다. 딱딱한

재질인 관계로 소의 다리들이 마치 둥근 원처럼 표현되

었지만, 전체적인 소의 형태는 인도 양식으로 생각된다

<도 5>. 틸랴 테페 고분에서는 인도에서 만들어진 상아

제빗도출토되었다. 

박트리아지역미술의특징은6호묘에서출토된얇은금

판을오려수지식의5개입식을세운모양의금관에서살

필수있다<도6>. 수지과대륜사이사이에는 粒이장식

된圓文이표현되고입식과대륜에는촘촘히보요가장식

되었다. 금판을 오려 만드는 보요 제작 기법은 그리스 금

공의 향을 받은 것이지만, 수지식 입식을 세운 금관의

도상은 사르마티아를 비롯한북방 민족의 금관과 상통하

는점이많다. 나무형상의입식을하고있으며보요가장

식된 보요관이라는 점에서 중국 오호십육국시대의 선비

족 보요관의 선행 양식으로 간주되어 왔다. 더 나아가

신라맞가지식관의시원양식으로지목되기도하 다.

중국한대연호문동경은2호분, 3호분, 6호분에서각각

1점씩 모두 3점이 확인되었다<도 7>. 틸랴 테페에서는

북방식의 손잡이가 달린 동경도 출토되었다. 이들 동경

들이얼굴을비추는화장용품중의일부로사용되었는지

혹은특수한용도로사용되었는지는그용도에대해서는

아직 알수없다.

한대의 다양한 도상의 동경중에서도 연호문경이 집중

적으로출토된것은흥미로운일이다. 이는한곳에서제

작되어 아프가니스탄 틸랴 테페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근 흉노의 활동지역인 몽고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동경이 발견되는 예가 많다. 이들 동경은

당시동서교역의중요한상품이비단과함께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북방 기마민족들의 교

역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틸랴 테페의 무덤에서도 박트

리아지역미술에서북방미술의요소가강하지만알타이

등 이 지역에서 다소 먼 기마민족의 미술양식이 혼합되

어 흥미롭다. 이처럼 다양한 북방 기마민족의 미술 양식

이 혼재되어 있는 것은 이 지역이 북방 민족들에게도 중

요한거점지 다는것을의미한다.@@@@@@ 

17

16

M. Ishiwata, “Crown with Tree-Shaped Ornament,”Bulletin of the Ancient Orient Museum, Vol. IX (1987), pp.55~69. 

殷昌, 「新 屬工藝의 原流的인 中央亞細亞文化-아프카니스탄 시바르칸 출토유물을 중심으로」『考古學報』26 (1982), pp.133~167: 이송란, 「황남대총 신라관의 기술
적계보」『한국고대사연구』319호 (한국고대사학회, 2003. 09), pp.111~147. 

17

16

도 6 금관, 6호묘,  틸랴 테페,  아프가니스탄, 1세기(Victor Sarianidi,
The Golden Hoard of Bactria: From the Tillya-tepe Excavations in
Northern Afghanistan, New York: Harry N. Abrams, 1985, p.74.)

도 7 한경, 3호묘,  틸랴 테페,  아프가니스탄, 1세기(Victor Sarianidi,
The Golden Hoard of Bactria: From the Tillya-tepe Excavations in
Northern Afghanistan, New York: Harry N. Abrams, 1985, p.235.)

도 5 소가 새겨진 보석, 3호묘,  틸랴 테페,  아프가니스탄, 1세기
(Victor Sarianidi, The Golden Hoard of Bactria: From the Tillya-
tepe Excavations in Northern Afghanistan, New York: Harry N.
Abrams, 1985, p.151.)@ 



@2. 틸랴 테페의사르마티아식검집의특징

이 에서 틸랴 테페의 부장품중 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4호묘에서출토된2자루의검과검집이다<도8, 9>.

이검은아키나케스라칭해지는북방유목민족의사용하

는전형적인형식이다. 요주는창과화살등과더불어이

단검으로무장체계를갖추었다. 날카로운철제검과이를

보호하기 위한 검집 2점은 형태 뿐 아니라 패용 방식도

이 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즉 검집에 난

돌기를 통해 허벅지에 묶는 방식은 사르마티아 또는 월

지족들에게서확인되는것이다. 

틸랴테페4호분의남성무덤에서는두자루의검이발

견되었다<도8, 도9>. 한자루는검집에4개의돌기가있

고, 다른한자루는2개의돌기가있는형태이다. 이검들

은피장자의허리띠부분에서발견되어피장자가패용한

본래의위치를확인할수있었다. 이돌기들은착용한검

을몸에부착하여쉽게검을사용할수있도록고안된장

치로 생각한다. 이러한 검집의 형태가 박트리아 지역에

수용된경로에대해살펴보도록한다. 

검집의 형태를 분석하기 이전에 먼저 이 안에 들어있

는철검의기능부터살펴보기로한다. 사르마티아인들의

무기는 주변국인 페르시아나 켈트, 그리고 스키타이인

들에게 많은 향을 받았다. 대부분의 북방 유목민족이

그렇듯이 창, 활, 검으로 무장된 것으로 알려진다. 경장

갑옷으로무장한이들의주력무기는스키타이와마찬가

지로창이지만그길이가조금더길어지고검에서그형

태가다양해지는특징을보인다.

초기에는스키타이인들과마찬가지로아키나케스라불

리우는유목민족의전형적인단검을사용하 다. 초기사

르마트유적으로 생각되는 즉 기원전 6세기에서 4세기로

비정되는 노바이아 보그다나노브카(Novaia Bogdanovka)

에서출토된길이42cm 정도의단검은손잡이의끝과손

잡이에 동물양식이 장식된 것으로 스키타이계통의 아키

나케스형단검이다<도10>.

사르마티아인들에게 스키타이인들의 단검이 수용된

것은이들사이에교류가활발하 다는것을의미하는데,

1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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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Brzezinski, The Sarmatians 600 BC-AD 450 (Oxford: Osprey Publishing, 2002),@pp.20~25.@@ 

Karl Jettmar, Art of Steppe (New York: Crown Publishers, 1964), p.60. 19

18

도 8 장식검,  틸랴 테페,  아프가니스탄, 1세기(Victor Sarianidi, The
Golden Hoard of Bactria: From the Tillya-tepe Excavations in
Northern Afghanistan, New York: Harry N. Abrams, 1985, p.215.)

도 9 장식검,  틸랴 테페,  아프가니스탄, 1세기(Victor Sarianidi, The
Golden Hoard of Bactria: From the Tillya-tepe Excavations in
Northern Afghanistan, New York: Harry N. Abrams, 1985,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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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러시아 지역에서 스키타이와 사우로마트와의 교류양

상은늑대의모습이표현된@활의끝에다는용도로파악

되는뼈로만든공예품에서도알수있다. 검의장식품

이나 마구의 일종으로 보는 의견도 있지만 스키타이의

것이아니라사우로마트에서수입된것으로보는데에는

이견이없다. 코와귀에마치점처럼동그랗게찍은표현

은 사우로마트 동물양식에서 발견되는 특징적인 면모이

기 때문이다. 볼가(Volga)강 하류에서 사우로마트의 것

으로확인되는기원전5세기의맷돼지뼈로만든조각품

이 이 작품과 유사하기 때문이다<도 11>. 스키타이와 사

우로마트 즉 사르마트와의 교류를 확인 할 수 있는 점에

서흥미로운작품이다.

스키타이나 사르마티아의 아키나케스검은 대체적으

로 길이 40~60 cm의 길이로 양날의 검이다. 단면은 평탄

한 마름모꼴을 하고 있다. 칼 자루 머리는 T자형이나 원

형 그리고 새 모양 등 다양하다. 이 검은@어깨로 부터 허

리로 내려오는 허리띠에 부착되는데, 이 패용방식으로

위급한상황에서빨리검을사용할수있다. 검집의끝에

삼각형의 형태로 돌출부위를 만들고 끝 부분에 구멍을

뚫어허리띠에매다는방법으로패용자의움직임에따라

달랑거리는상태로매달리게된다. 

검의 패용상태에 진화를 가지고 오는 것은 전투에서

검의 역할과도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키나케스

식 동검이 철검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주목된다. 철검은

철을 달구어 모루에 올려놓고 망치로 두드려 형태를 만

든 것이다. 양 칼날은 날카롭게 다듬어졌고, 검신 가운

데는@두텁고 날로 갈수로 점차 얇아지는 마름모꼴의

단면이다. 이러한 형태는 찌를 때 타격이 보다 강한 효

과를 가져온다. 동에 비해 철은 훨씬 가벼워서 전사가

더 활동적으로 전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철검이 무

기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강철이여야 하는데, 스키타

이인들은 담금질법으로 강철을 만드는 기술을 알고 있

었다. 

철제검이무기로서성능을다하기위해서는가열한철

을 빠르게 냉각시켜 표면을 탄소화하여 강도를 높이는

기술을 담금질의 기술이 가해져야 한다. 우크라이나 체

르카시(Cherkasy)州 꾸르리브카(Kurylivka)村에서 출토

된 1-2세기로 비정되는 사르마티아의 철제검은 자루가

20

古代オリエント博物館·朝日新聞社, 『南ロシア騎馬民族の遺寶展』(東京: 朝日新聞社, 1991),@p.134. 20

도 10 단검,기원전 6-4세기,노바이아 보그다
나노브카(Novaia Bogdanovka),사르마티아
(Richard, Brzezinski, The Sarmatians
600 BC-AD 450, Oxford: Osprey@Publishing,
2002, p.64.)

도 11 뼈조각품,기원전5세기,볼가강하류,사
르마티아(Ellen D,@ Reeder ed., Scythian
Gold Treasure From Ancinet Ukraine,
New York: Harry N. Abrams, 1999,
p.139.)

도 12 철제환두검,1-2세기,우크라이나 체르카시
(Cherkasy)州 꾸르리브카(Kurylivka)村,사르
마티아(Ellen D ed. Reeder, Scythian Gold
Treasure From Ancinet Ukraine, New
York: Harry N. Abrams. 1999, p.33.)



고리칼로변화된모습을보이는데상당기간사용하다부

장된 듯 칼의 날이 마모된 흔적이 있다<도 12>. 또한 피

막이 벗겨진 모습이 군데군데 확인된다. 이는 냉각시킨

후 여러 번 망치질을 하여 칼의 표면은 강하게 되었지만

속은선철인채로남아있어나타난현상이다. 비교적연

대는차이가나지만철제검은스키타이의 향아래사르

마티아에서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고리칼로

변화하는모습이흥미롭다. 

틸랴 테페에서 발견된 두 자루의 검집에 들어있는 검

역시 철검이다. 검집에 네 개의 돌기가 달린 칼은 둥근

원형의자루에갈수록끝이날카로와지는검이달려있다

<도 8. 9>. 나머지 한자루의 검은 이보다 짧은 형태인데,

검집에두개의돌기만이있다. 상아제손잡이가달린이

검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패용에 필요한 돌기가 두 개만

필요하기때문이다. 이두자루의검은모두피장자의허

벅지에 매달려서 부착되는데, 검집에 달린 돌기들은 모

두 구멍이 나있다<도 13, 도 14>. 이 구멍들을 통해 끈이

지나가면서 몸에 묶는 방식으로 검을 패용하게 것으로

결국패용방식은같은셈이다. 

사르마티아식검집패용방식의전개

1. 사르마티아식검집의탄생

검집에 있는 돌기의 끈을 통해 패용하는 방식의 검으

로 가장 이른 예는 파지리크시기의@알타이 울란드리크

(Ulandryk) 3호묘지 1호묘에서 발견된 청동제 단검이 꼽

힌목제검집이다<도15>. 두마리새가마주보는동물

양식의 손잡이로 마감된 청동제 검이 목제 단검에 담겨

21

61 Lee, Song Ran 아프가니스탄틸랴테페의사르마티아(Sarmathia)식 검집패용방식의@전개과정으로본동서교섭@@@  

古代オリエント博物館·朝日新聞社,, 앞의 책, pp.134~135. 21

도 14 장식검패용구부분,틸랴테페,아프가니스탄,1세기(Victor Sarianidi,
The Golden Hoard of Bactria: From the Tillya-tepe Excavations in
Northern Afghanistan, (New York: Harry N. Abrams, 1985, p.219.)

도 13 장식검,  틸랴 테페,  아프가니스탄, 1세기

도 15 목검집, 알타이 울란드리크(Ulandryk) 3호묘지 1호묘(古代オリ
エント博物館·朝日新聞社,  『南ロシア騎馬民族の遺寶展』東京:  朝日新聞社,
1991,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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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 검은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로 편년되고 있다.

알타이 지역에 이란 계통의 미술이 향을 미치기 시작

하는것은파지리크문화기부터이다. 

기원전 6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까지 산지 알타이 지

역에 존재하 던 파지리크문화(Pazyryk culture)는 신

석기 시대와 청동기시대에 살았던 원주민과 중앙아시

아 초원지대에서 새로이 유입된 기마유목민의 두 계통

이 융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다. 파지리크 고분

은 19세기말 라드로프(V. V. Radlov)에 의해 배렐

(Baerel) 고분과 카탄틴(Katantin) 고분이 발견되면서 알

려졌다. 1929년에 테플로우초프(S. A. Teplouchov),

1940년에 그라즈노프(M. P. Graz‘nov), 1949년에 루덴

코(S. I. Rudenko)에 의해 지배자 계층의 대형고분이 발

굴되었고 , 1970년대에는 일반인들의 무덤이 발굴되

었다. 이를 통해 파지리크기의 알타이는 다양한 종족이

모여진 정치 연합체로 구성된 사회라고 파악된 바가 있

다. 몽골 계통의 사람들이 지배계층이었고, 유럽계통이

하위계층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또한

이들이 흉노족들이 알타이 지역에 향권을 행사하게

된 후 박트리아로 이동한 月氏族일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기원전 5세기에 알타이 지역에서 발견된 검집은 표면

에 장식이 없는 목제 재질이다.@이 검집에 꼽혀 있던 단

검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이란양식이반 된새가마

주보는동물양식의손잡이로마감된청동제단검형식이

다. 이에 따라 알타이 지역이 사르마티아의 향을 수용

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현재까지 알타이의 울란드리

크(Ulandryk) 3호묘지 1호묘에서 발견된 청동제 단검이

꼽힌 목제 검집을 최초의 패용구가 달린 검집으로 보는

것에는이견이없다.

2. 사르마티아식검집의확산

아프가니스탄 틸랴 테페에서 출토된 검집은 알타이

알타이의 우란드리크(Ulandryk) 3호묘지 1호묘에서 발

견된 청동제 단검이 꼽힌 목제 검집과 같은 형식이지

만, 표면에 다색 보석들이 상감된 금제검집인 재질의

차이가 확인된다. 금속의 표면에 여러 유색 보석으로@

표면을 장식하는 것은 사르마티아인들의 금속공예의

특징이다. 사르마티아인들은 붉은 색의 홍옥수와 석류

석, 파란색의 터어키석, 남색의 라피스 라줄리 등의 다

색보석을 원형이나 물방울 모양으로 정리한 다음 금속

표면에 누금세공 기법들을 더해서 화려하게 장식하는

취향을가졌다.

다색 보석을 즐겨 상감한 사르마티아인들의 공예 기법

이 잘 드러난 것은 1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아조프박물

관소장의다치(Dachi) 1호분의은폐된구덩이에서발견된

27cm 정도의검이든검집이다<도16>. 이작품은현존

하는 사르마티아@검집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27

2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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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 16 보석감장단검, 다치(Dachi) 1호분, 1세기 후반, 사르마티아(古代オ
リエント博物館·朝日新聞社, 『南ロシア騎馬民族の遺寶展』東京: 朝日新聞社,
1991,@p.134.)@ 

나탈랴뽈로스막(Natalya Polos‘mak), 「파지리크시대」『알타이문명전』(국립중앙박물관, 1995) pp.61~116.

Franz Hancar,@The Eurasian Animal Style and the Altai Complex(Cultural historical interpretation with a consideration of the newest Pazyryk discoveries of
1946-1949), Artibus Asiae, XV (1952), pp.171~194. 

유적의 이름은 이 곳에서 2마일 떨어진 마을의 이름을 딴 것이다. J. F. Haskins, “The Chinese Mirror from Pazyryk,”Archives of the Chinese Art Society of
America, XVIII (1964), pp.55~60. 

@K. Enoki, G. A. Koshelenko and Z. Haidary,@“The Yüh-chih and Their Migrations”,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Vol. Ⅱ, The development
sedantary and nomadic civilization: 700 B. C. to A.D. 250 (Paris: UNESCO Publishing, 1994), pp.177~178. 

Richard Brzezinski, 앞의 책, pp.29~30. 

古代オリエント博物館·朝日新聞社, 앞의 책, p.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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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받고있다. 볼가지역의알트베이마르(Alt-Weimar)에

무덤 16에서도 옥수로 장식된 검집이 발견되었다. 또한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초반으로 이해되는 크라스노다르

(Krasnodar) 고고학 박물관에 소장된 조지피아(Gorgippia)

2호묘 2호 석관에서 출토된 길이 35cm 정도의 단검이 들

어있는검집도사르마티아양식으로평가된다<도17>. @

사르마티아의 수장급 묘에서 출토된 검집들에서는 터

어키석, 홍옥수, 카넬리언, 가넷, 등의 보석으로 상감되고

동물양식으로장식된공통점이확인된다. 하지만같은동

물양식이라고 하더라도 검마다 동물들의 종류가 다른 특

징이 있다. 다치1호분에는 자루에는 낙타가, 그리고 몸체

부분에는 독수리가 장식된 반면 조지피아의 것은 토끼를

공격하는독수리가반복하여장식되어있다. 앞서살펴본

틸랴테페의검의경우에는손잡이에는곰이그리고몸체

에는용으로보이는동물이반복되어배치되어있었다. 이

들 검과 검집들은 실용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의식에서

사용하 을가능성이큰데, 이들동물들은검의패용자가

진행한의식의집전과도관련있을것으로생각된다.

이들 3점의 검집으로 볼 때, 기원후 1세기 이후에는

4개의돌기로몸에부착하는다색보석과정교한금공으

로장식된검집이사르마티아에서활발하게제작되기시

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틸랴 테페의 4호묘의 검집은 다

치의검집과거의동시기인1세기후반으로생각되는데,

같은 4호묘에서 동반된 목걸이에 장식된 헬멧형 모자를

쓰고있는인물상이1세기의인도파르티아계왕들의초

상과연결되기때문이다<도18>. 

이제까지살펴본것을정리해보면, 기원전5세기알타

이지역 파지리크시대에 목제 검집으로부터 시작하여 1

세기에 이르면 다색 보석을 즐겨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

르마티아식공예기법으로금속제검집으로제작되는것

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들 검집들의 사르마티아 수장

급의 위세품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틸랴 테페의 검집은

표면의 문양에 스와스티카 문양이 있는 점 그리고 짧은

단검의 손잡이가 상아인 점을 미루어 보아 사르마티아

양식을수용하여현지박트리아에서제작한것으로살필

수 있다<도 9>. 이는 중계 무역지인 박트리아에서 사르

마티아인들의 교역활동의 결과일 가능성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틸랴 테페에서 확인된 중국계 동경을 후

에살펴보도록한다.@ 

사르마티아의 검집 착용 방식은 아프가니스탄을 너머

팔미라(Palmyra), 파르티아, 로마로도 확산된다. 사르마

티아식 검집 패용방식을 채택한 지역은 사르마티아인들

의활동 역과관계한곳일것으로판단된다. 이들이동

서 교섭에서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배경에는

당시 동서 무역에서 활발하게 교역되던 중국 물산의

확보가 가능하 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다음으로는

28

도 17 보석감장단검, 조지피아(Gorgippia) 2호묘 2호 석관, 2세기 후반-
3세기초반, 크라스노다르(Krasnodar) 고고학박물관(古代オリエント博
物館·朝日新聞社, 『南ロシア騎馬民族の遺寶展』東京: 朝日新聞社, 1991,@p.139.)@ 

도 18 석조각인물상, 틸랴 테페, 아프가니스탄, 1세기(Victor Sarianidi,
The Golden Hoard of Bactria: From the Tillya-tepe Excavations in
Northern Afghanistan, New York: Harry N. Abrams, 1985, p.123.)

Scythian Gold Museum of Historic Treasure of Ukraine (Japan Brodcasting Corporation co., 1992),@p.8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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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마티아가 실크로드의 중심지에서 교역의 매개자로

중요한역할을할수있었던배경인중국물산의수용양

상을살펴보기로한다.@@

사르마티아 유적에서 출토된
중국계미술품@ 

@1. 동경

주지하다시피 로마와 중국을 사이에 두고 많은 매개

자들이 동서의 산물을 교역해왔다. 동서교통로가 실크

로드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가장 많이 취급된 것은

중국의 비단이지만, 비단 아니라 칠기, 동경 같은 중국

의 공예품 뿐 아니라 서아시아와 로마의 금은기, 보석

이 장식된 금은제 장신구 들이 실크로드 상에서 유통되

었다.@ 

최근중앙아시아에서중국계동경의발견의예가점차

늘고있다. 스키타이유목민들은광을낸외면을가진은

이나 동으로 된 금속제 거울을 용모를 다듬기 위한 실용

적 목적 뿐 아니라, 거울이 가진 마력을 믿어 악령을

는 의례에도 이용하 다. 이에 따라 거울에 표범이나 사

슴, 염소등동물의장이손잡이나거울뒷면에장식된경

우가 많다. 주조기법으로 만든 동경은 테두리에 따라 테

두리가있는것과없는것, 그리고손잡이의유무와달린

위치에 따라 형식을 분류 할 수 있다. 단순한 원형, 배면

에고리가있는형식, 뒷면의중앙에수직의방향으로손

잡이가 달린 형식, 아래 부분에 손잡이가 달린 형식 등

다양한형태가전한다. 

그리스 장인들이 제작한 동경도 다수 확인되며, 그리

스 요소가 스키타이식 동경에 반 된 예도 있다. 동물양

식이거울의배면이나손잡이에장식된스키타이계동경

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기원전 4세기초기에는 알

타이지역에서중국제동경도출토된이래기원전1세기

이후실크로드상에서중국의역할이증가하면서동경의

수입이 급증한다. 이는 북방 유목민족의 의례에 사용하

던 동경의 용도로 중국에서 화장 도구의 일부로 사용되

던동경이수입되어사용된것을의미한다.@ 

앞서살펴보았듯이사르마티아식검집의가장이른예

로 알타이의 파지리크시기의 무덤에서 목제검집과 청동

검을든바있다. 알타이에서출토된동경은표면에산자

형의 무늬가 연속되어 시문되어 흔히 산자형 동경으로

일컫는 유형인데, 전국시대 초에서 생산된 것으로 연구

된 바가 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의 중원이나 북방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중국의 남방쪽의 동경이 알타이 지역

에서출토되는점이다. 

전한대인 기원전 1세기 이후에 들어서면 중국 연호문

경이나명문경들이사르마티아유적에서발견되고있다.

로스토프시 비노그라드니(Vinogradnyi)의 파괴된 고분

에서는 전한시대 연호문경에서 출토되었다<도 19>. 로

스토프시 교외의 스타브로폴(Stavropol) 크린 야르(Klin-

Yar) Ⅲ 호분에서도 弧文鏡이 출토되었는데, 이 고분

은 1962년에 은제완, 청동제완, 4점의 은기 동복 등이 동

반되었다. 시기는기원후2세기로보고있다<도20>. 

도 19 호문경, 로스토프시 비노그라드니(Vinogradnyi), 전한(古代オリエ
ント博物館·朝日新聞社,  『南ロシア騎馬民族の遺寶展』東京:  朝日新聞社,
1991,@p.86.)@ 

도 20 연호문경, 스타브로폴(Stavropol‘) 크린 야르(Klin-Yar) Ⅲ,
기원후 2세기(古代オリエント博物館·朝日新聞社, 『南ロシア騎馬民族の遺寶
展』東京: 朝日新聞社, 1991,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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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서 출토된 연호문경은 꼭지 주위로 연호문이

연결되어 배치되어 있고, 명문 사이사이에 이체자를 집

어넣은 구성을 하고있다. 이는 한대 방제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성이며, 경상북도 천군에서 발견된 명문연

호문경에서도이체자가확인된다. 최근몽고의흉노지역

에서출토된34점의동경이잘정리된바가있는데, 흉노

에서도 연호문경과 규구경이 한경 중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있다 . 흥미있는것은틸랴테페에서출토된3점의

한경도 3점 모두 연호문경이라는 점이다<도 6>. 한대 동

경의 분포로 볼 때 사르마티아가 흉노가 한으로 부터 얻

은 동경을 재구입하 을 가능성이 있다. 흉노와 사르마

티아가수입한한대의연호문경의제작지는아직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국시대 알타이에서 발견된

산자문경이중국남방산이라는점이유의된다<도21>.

지금으로서는 흉노가 한경을 얻을 수 있는 루트가 중

원과중국남방모두가능성이있다. 다소시대의차이가

있지만 기원전 4세기부터 남중국의 물산이 북방 초원루

트로 유입되는 통로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로

보면 남중국도 사르마티아인들이 한경을 얻을 수 있는

루트의 하나로 상정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

해서는장식구슬과금환연접구슬을살펴보면서다음절

에서논의하도록한다.@@ 

2. 장식구슬과금환연접구슬

북방유목민족들은 여러 가지 보석, 준보석, 유리구슬

을 꿰어 목에 걸었다. 1987년 스키타이 6세기 유적인 우

크라이나 체르카시(Cherkasy)州 카니프(Kaniv) 地區에서

발견된 목걸이는 여러 보석으로 구성되었다. 보석을

둥 게 연마하고 구멍을 뚫어 구멍을 만들고, 때에 따라

서는 표면에 조각을 한 이 목걸이는 검은색의 오닉스

(onyx), 홍옥수(carnelian), 호박(amber), 홍옥수 계통의

사드(sard), 마노계통의사도닉스(sardonyx), 마노(Agate)

등다양하다<도22>. 

오닉스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서 호박은 발틱에서

수입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들 구슬 중 홍옥수 구슬의

수둥근 표면에 육각형으로 구획하고 그 안에 ㅏ형의 문

양이 들어갔는데, 이는 표면에 약품처리를 한 것으로 근

동과인도에서유입된것일가능성이크다. 앞서살펴본

바와같이식화홍옥수는파르티아에서제작된것으로인

도서북부, 중국운남석채산고분에서도확인된바가있

는구슬류이다.

스키타이인들이 이처럼 다양한 산지의 보석을 목걸이

의재료로@있었던배경으로이들의다각적인교역활동을

들 수 있다. 한편 기원전 4세기로 편년되는 우크라이나의

32

31

30

29

@주경미, 「몽골출토흉노시대금속공예품연구」『신라문화』37집 (2011. 2, 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 pp.201~205. 

J. F. Haskins, “The Chinese Mirror from Pazyryk,”Archives of the Chinese@Art Society of America (XVIII, 1964): Karl Jettmar, Art of the A Steppes (New
York: Crown Publisher Inc, 1964), p.127. 

『スキタイ黃 美術전ウクライナ 史寶物博物館秘藏』(東京: 日本放送協會, 1992), p.80. 

주 14), 주 15) 참고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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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 산자문경,  알타이,  기원전 5세기(Karl Jettmar, Art of the A
steppes, (New York: Crown Publisher Inc, 1964 p. 127) 

도 22 구슬목걸이(안쪽),@우크라이나 체르카시(Cherkasy)州카니프(Kaniv)
地區, 기원전 6세기, 스키타이 구슬목걸이(바깥쪽), @
우크라이나 자포리쟈 (Zaporizhia)州 멜리토폴(Melitopol)市
1호고분지하횡혈묘,기원전 4세기,스키타이



자포리쟈(Zaporizhia)州 멜리토폴(Melitopol)市 1호 고분

지하횡혈묘에서발견된목걸이는보석이아닌여러색의

유리가 들어간 장식 유리구슬로 구성된 점이 주목된다<

도 22>. 노란색과 청색, 하늘색과 청색 등의 조합이 이

루어진유리는동양에서는마치잠자리의눈을연상하게

한다고 하여 청령옥이라고 부른다. 여러 색의 유리를 동

시에사용하여장식구슬이나유리용기를기원전14세기

의이집트왕조에서먼저제작하기시작하 다. 특히여러

색이 구성된 장식구슬은 페니키아 유행하 고 대량으로

제작하 다. 아마도이유리구슬도페니키아에서제작되

어그리스나스키타이로유통되었을가능성이크다.

앞서 살펴본 목걸이에 사용된 유색 보석들과 장식 구

슬들은 사르마티아들도 계속 착용한다. 사르마티아인들

은구슬의재질을달리하지만상위계급과하위계급모두

구슬 장신구를 패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스키타이

구슬에서는 그 유형을 찾을 수 없는 새로운 구슬이 등장

하여 흥미롭다. 이는 스키타이와는 새로운 루트로 구슬

들을수입한사실을알려주는데, 1세기로편년되는크라

스노다르고분에서출토된17개의구슬을살펴보도록모

자이크 구슬류와 금박구슬, 홍옥수, 수정으로 구성된 이

구슬류에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모자이크 구슬이다

<도23>.

모자이크 구슬류는 앞서 살펴본 스키타이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여러 색의 유리막대를 잘라서 만든 형태와 모

자이크구슬의표면을연마한점은1세기사르마티아유

적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유리막대에서 잘라내는

방법으로 유리구슬은@1세기 초반으로 편년되는 남인도

아리카메두(Aricamedu)에 위치한 주거 유적에서 확인된

바 있다.@아리카메두에서는 보석이 상감된 로마양식의

장신구와 암포라 기형의 토기가 발견되어, 로마가 동남

아시아진출의교두보로활용하 던이지역의특수성이

밝혀졌다.35

3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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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 모자이크구슬, 우크라이나크라스노다르고분, 1세기, 사르마티아
(Ellen D Reeder, ed., Scythian Gold Treasure From Ancinet
Ukraine, New York: Harry N. Abrams, 1999, p.170.) 

도 25 청령옥, 湖 隨州市 曾候乙墓, 전국시대(安家瑤, 「中國の古代ガラ
ス」谷一尙譯, 『世界ガラス美術全集』4 中國·朝鮮, 東京: 求龍堂, 1998, p.130.)

『スキタイ黃 美術전ウクライナ 史寶物博物館秘藏』, p.81. 

Reeder, Ellen D ed., Scythian Gold Treasure From Ancient Ukraine (New York: Harry N. Abrams, 1999), p.170.@ 

R. E. M. Wheeler, A. Ghosh, and Deva Krishna, “Arikamedu: An Indo-Roman Trading-station on the East Coast of India,”Ancient India,@2 (1946), 
pp.17~124: Vimala Begley, Arikamedu Reconsidered, American Journal of Archeology,@87 (1983), pp.461~482. 

35

34

33

도 24 모자이크 구슬, 인도 아리카메두 유적, 1세기(Peter Francis,
Asia's Maritime Bead Trade 300 B.C. to the Present,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2, p.38.)



아리카메두의유리구슬과같은방법으로만든유리구

슬들이 스리랑카의 만타이(Mantai), 타이의 크롱 톰

(Khlong Thom),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의 스리비자야

(Srivijaya), 말레이시아의 숭가이 마스(Sungai Mas), 베트

남의 오크에오(Oc-eo) 등에서도 발견되었다. 이 인도 태

평양구슬들을만드는집단이인도인들이라는것은스리

비자야유적에서발견된명문에서찾을수있다. 즉인도

어에서 유래한 구슬을 의미하는 마닉(Manik)과 장인 연

합을 뜻하는 그라만(gramman)이 연결되어 유리 장인 연

합을 지칭하는“마닉그라만(Manikgramman)”이라는 명

문이 인도네시아의 스리비자야에서 발견되어 이들의 활

동상황을알게되었다.

바로 이들 아리카메두의 유리기술이 전파된 곳에서는

일정하게 장식유리들이 출토되고 있다. 먼저 아리카메두

에서발견된장식유리를보면, 지름이1cm 정도되는연한

연두색의유리에흰색과검은색을이용하여작은꽃한송

이를감입하 다<도24>. 바로이와같은형식의모자이크

구슬이1세기사르마티아무덤에서확인되는것이다.

표면이 둥근 모자이크 구슬인 청령옥 계통은 페니키

아·로마·이란 등지에서 특히 유행하 다. 중국에서

는춘추전국시대에이르러중국에서매우유행한특징이

있다. 중국의 청령옥은 Fe2O3(0.65%), CaO(9.42%),

MgO(0.39%), k2O(0.52%), Na2O(10.94%)의 전형적인 서

방적인 유리조합성분으로 밝혀져 서방유리의 향을 받

았던것을알수있다. 특히전국시대에는湖南 과湖

에서 청령옥이 유행하는데, 청령옥을 매단 천으로

관을 묶는 장례풍습과 청령옥을 단 패옥이 유행하 던

楚國의 풍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湖

隨州市에 위치한 曾候乙墓의 경우 볼록한 표면이 매

끄럽게 마연된 청령옥 목걸이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중

국인들이 이 구슬을 옥구슬을 대체하는 용도로 인식한

결과로 생각된다<도 25>. 이로 보면 1세기 사르마티아

무덤에서 발견된 청령옥은 중국에서 다시 가공된 것이

다시수입된것으로생각된다. 

중국의남중국과사르마티아사이를잇는것은흉노라

고 생각된다. 최근 흉노의 도르릭 나르스유적에서도 남

중국중심으로 퍼져있는 금환연접구슬이 확인된 바 있다

<도 26>. 금환연접구슬은 누금세공기법으로 만든 고

리로구슬을형성하고접합부마다 粒이부착하여만들

는구슬이다. 때로는금립이생략되기도한다. 이형식의

구슬은 한대의 남방지역에서 누금세공품은 江蘇 江

甘泉二號墓(廣 王 荊墓)를 비롯하여 湖南 長沙五

里牌墓, 廣東 廣州郊區 4013號墓에서 출토되었다<도

27>. 이중에서도공심다면체구슬은아래의<표1>에서40

39

38

37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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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Francis,@Asia's Maritime Bead Trade 300 B.C. to the Present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2), pp.38~39. 

Hugh Tait, Five Thousand years of Glass (London, British Museum Press, 1991), pp.26~33. 

安家瑤, 「中國の古代ガラス」谷一尙譯, 『世界ガラス美術全集』4 中國·朝鮮 (東京: 求龍堂, 1998), pp.130~131. 

윤태 ·장은 편, 『도르릭나르스흉노무덤발굴성과전』(국립중앙박물관, 2009), p.54. 

南京博物館, 「江蘇 江甘泉二號漢墓」『文物』1981年 11期, pp.1~10; 定縣博物館, 「河 定縣43號漢墓發掘簡報」『文物』1973年 11期, pp.8~20; 關 恕? 慶柱 監修, 
『よみかえる漢王朝』(大阪: 利堂, 1999), p.174. 

40

39

38

37

36

도 26 금환연접구슬,  도르릭 나르스유적,  흉노, 1세기(윤태 ·장은
편,  『도르릭 나르스 흉노무덤 발굴성과전』국립중앙박물관, 2009, p. 54) 

도 27 금환연접구슬,  廣東 廣州郊區 4013號墓,  한( 關 恕· 慶柱
監修,  『よみかえる漢王朝』(大阪:  利堂, 1999,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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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수있듯이동한초에해당하는3기의고분에서출토되

었다. 현재호남성박물관에소장된금환연접구슬은40Kg

이 넘는다. 이 양으로 볼 때, 당시 중국 남방 지역에서 금

환연접구슬이얼마큼유행하 는지짐작할수있다.

그런데이금환연접구슬은1-5세기의유적으로판단되

는 남부 베트남의 오크 에오(Oc Eo)유적 및 인도 남부에

소재한아마라바티탑의사리장치, 파키스탄탁실라사원

및생활유적지에서다수발견되었다<도28>. 남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유행한 금환연접구슬이나 모자이크구

슬이 아프카니스탄의 틸랴 테페 유적에는 없는 반면 같

은초원길로연결되는사르마티아유적이나흉노의몽골

유적에서 등장하는 점이 흥미로운 것이다. 이는 남중국

과사르마티아, 흉노와의연결루트를상정하게한다.@@@ 

서남실크로드

중국의 남방지역과 박트리아지역과의 교통로에 관한

자료로 기원전 2세기 후반 張騫의 중앙아시아 여행기가

주목된다. 기원전149년장건은흉노를월지와협공하기

위하여 월지에 사자로 파견되었다. 하지만 이미 大夏

(Bactria)를 복속시킨 대월지는 흉노 정벌에는 뜻이 없었

다. 소기의목적을달성하지못하고13년만에돌아온장

건은 무제에게 여행경험을 보고하 고, 이에 자극받은

무제는 장건의 건의를 받아들여 蜀 (지금의 사천성)에

서 대하로 사자를 보내려고 하 다. 장건이 대하에서 본

(사천성)의 竹杖과 蜀(사천성)의 布들의 출처를 대하

인에게묻자멀리인도(身毒)에서사왔다는이야기에따

른 것이다. 그는 대하는 한에서 서남으로 12,000 저쪽

에 있고 身毒은 대하의 동남으로 수 천리에 있어 촉에서

그리먼거리에있지않다고생각했다. 이에따라西南

夷 지역으로 사자를 보냈으나 곤명의 방해로 대하에 도

착하지못했다는내용이다.

장건이 가려고 했던 길은 운남에서 緬旬(미안마)를 지

나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지나인도동부로들어가는

44

43

42

41

표1 한대 남방지역 금환연접 구슬 목록

古墳名 연 대 크 기 근 거

江蘇 江 甘泉二
墓甘泉(廣 王 荊墓) 

東漢初

東漢墓

25-75年

지름 1.3cm, 
12面

지름약 1cm, 
12面

지름 1.4cm, 12面

『文物』
1981年 11期

『文物』
1960年 3期

『廣州漢墓』
(1981)

湖南 長沙五里牌墓

廣東 廣州郊區

4013號墓

도 28 금환연접구슬목걸이, 아마라바티탑, 인도(나가사와 가쯔토시(長澤和
俊), 『大英博物館-イント·佛敎美術の開花』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1991,
p.140.)

도 29 수적합은합, 廣東 廣州市 象崗山 南越王墓, 전한(廣州市文物管理
委員會·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西漢南越王墓』下 京: 文物出版社, 1991,
pl.23.)

John Marshall, Taxila, Vol 3(Delhi·Patna·Varanasi: Motinal Banarsidass, 1975), p.622; 나가사와 가쯔토시(長澤和俊), 『大英博物館-イント·佛敎美術の開花』(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1991), p.140. 

『史記』卷一百二十三 大宛列傳 第六十三“騫曰@臣在大夏時 見 竹杖 蜀布@問曰@安得此？大夏國人曰 吾賈人往市之身毒@身毒在大夏東南可 千里@其俗土著 大與大夏同 而
卑濕暑熱云其人民乘象以戰”

『史記』卷一百二十三大宛列傳第六十三, “大夏去漢萬二千里, 居漢西南今身毒國又居大夏東南 千里有蜀物此其去蜀不遠矣.”

『史記』卷一百二十三, “乃令騫因蜀 爲發閒使 四道 出 出 出 出徙 出 皆各 一二千里@其 方閉 南方閉 昆明@昆明之屬無君長 善寇盜 輒殺略漢使 終莫
得通然聞其西可千餘里有乘象國名曰 越而蜀賈姦出物者或至焉於是漢以求大夏道始通 國初漢欲通西南夷費多道不通罷之”

44

43

42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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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실크로드, 남방실크로드, 蜀身毒道, 緬印古道라

는 西南道라는 길이다. 한의 사자가 운명의 중심 세력인

곤명의 방해로 인해 실패하 다는 이 기사는 결국 서남

도는 운남의 세력권에 있었다는 당시의 상황을 의미한

다. 이길을통하면해로를거치지않고인도와중앙아시

아에@도달할 수 있다. 서남 실크로드는 한대 이전에 구

축되어 있었고 이 길을 통해 다양한 물자가 오간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사르마티아식의검집패용의패

용 방식은 동으로는 알타이 지역으로 부터 서로는 로마

와 파르티아 지역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인 것을 분포

된 것을 알 수 있다.@이와 관련하여 남월왕묘에서 출토

된 파르티아식 은기가 주목된다<도 29>. 南越王墓는

1983년 廣東 廣州市 象崗山에서 건축공사를 하던 중

우연히발견되었다. 이고분에서는“文帝 璽” 印이

발견되어 남월국에서 帝號를 칭하던 趙 의 묘라는 것

이밝혀졌다. 남으로는광동북부·광서서북부·강서

서남부일대, 서로는광서와운남, 남으로는월남중부와

북부, 동으로는 복건 남부에 걸쳐 위치한 남월국은 秦始

皇帝의사후에전개된혼란스러운정세를틈타南海郡衛

를 대행했던 趙陀(r. 203 B.C.-137 B.C.)가 토착민인 越人

을기반으로세운나라 다. 기원전111년한의武帝에

의해 함락되기까지 약 100여 년간 존속하 던 남월국의

역사와 문화는 이 고분의 발굴로 인하여 그 실체를 보다

분명히알수있게되었다. 

남월왕묘에서 출토된 水適文銀盒은 표면에 물방울 모

양의 水適文이 타출기법으로 장식되어 있다. 옆으로 벌

어지고 높이가 그리 높지 않은 파이어리(phiale)라는 잔

과 비슷한 기형에 뚜껑이 덧붙여진 형태이다. 이와 같은

파르티아계의 합은 산동성의 西漢齊王墓에서 1점, 2004

년 12월에 발굴된 산동성의 淸州西辛墓에서 2점과 운남

성의晋 石寨山11號와12號각각1점씩, 모두6점이출

토되었다<도30>.

중국에서 출토된 수적문 합의 조형이 되는 것은 현재

49

48

47

46

45

이송란, 「남월왕묘의파르티아(Parthia)계 수적문은합과전한대동서교섭」『동악미술사학』, 7호 (동악미술사학회, 2006),@pp.111~128. 

廣州市文物管理委員會·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西漢南越王墓』上 ( 京: 文物出版社, 1991), pp.1~3. 

敏, 「“開棺”定 -從“文帝 璽”看漢越關係」, 中國秦漢史硏究會·中山大學 史系·西漢南越王博物館編,『南越國史迹硏究會討 選集』( 京: 文物出版社, 2005), pp.23~24.@@@

河原 正,『漢民族華南發展史硏究』(東京: 吉川弘文館, 1984), pp.3~22.@@@ 

山東 淄博市博物館,「西漢齊王墓隨藏器物坑」『考古學報』1989年 6期, p.25;@廣州市文物管理委員會·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西漢南越王墓』下 ( 京: 文物出版社,
1991), 彩板 23; 國家文物局, 『2004 中國重要考古發現』( 京: 文物出版社, 2005), pp.77~79. 

49

48

47

46

45

도 30 수적문 은합 (1.山東 淄西漢齊王墓 2.廣州西漢南越王墓
3.云南晉 石寨山古墳@)

도 31 수적문고배,  파르티아,  대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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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박물관에 소장된 파르티아시기에 제작된 수적문은

기이다.@가운데원형의문양의구획안에인물상을배치

한 다음 그 주변에 방향을 달리한 수적문이 연결되어 장

식되었다<도 31>. 파르티아시기에도 금은기는 단순히

식기이상의의미로제작된것같다. 와익샤르(Wahixshar)

왕자가 형 아르닥샤르(Ardaxshar)왕에게 행복을 주기를

바라는 취지로 은 50 스테이터(stater)를 써서 만든다는

명문이새겨진은완이전한다.

중국에 전해진 파르티아식 은합은 파르티아식 수적문

은기에 뚜껑과 기대가 더해진 형태로 중국식 두 기형에

맞게 변용되었다. 남월왕묘의 은기에는 말린 과일이 들

었었다. 6점의 파르티아식 수적문은기는 서남실크로드

를 통해 이란과 남중국과의 교역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

료로생각된다.@

최근 러시아 학자 레스니첸코는 알타이 파지리크 2호

분에서 발견된 남성의 상의가 촉에서 온 천에 의거해서

중앙아시아와중국남방이통하는서남실크로드를주장

하기도하 다. 그는또다른근거로앞서지적한바와

같이 알타이 파지리크 2호분에서 동반된 전국시대의 山

子文銅鏡이 淮河와 壽縣의 양자강 이남지역에서만 유통

되는양상을제시한바있다. 

맺음말

최근 사르마티아에 관한 고고학적 자료들이 증가하면

서 사르마티아인들의 활동 양상과 그 실체가 조금씩 규

명되고 있다. 이 에서는 아직 부족하지만 사르마티아

인들의 활동 양상을 사르마티아식 검집의 확산 지역을

중심으로살펴보았다. 4개의돌기를통해허벅지에검집

을 부착시켜 검을 손쉽게 빼서 사용하도록 만든 사르마

티아식검집은파지리크시기알타이지역을비롯하여사

르마티아인들의 중심지인 남시베리아, 박트리아, 파르

티아, 로마로확산된예들이확인되었다.

사르마티아식의검집들중에서가장주목되는것은박

트리아지역에 속하는 아프가니스탄 틸랴 테페 4호묘에

서 출토된 예 다. 당시 쿠샨왕조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

지역에서사르마티아식검을패용한채매장되었던틸랴

테페 4호묘의 묘주는 당시 쿠샨왕조의 지배하에 있었던

박트리아에서 상당한 위치의 인물로 파악된다. 이 묘주

가 사르마티아식@검을 2자루 패용하고 있었던 것은 박

트리아와사르마티아사이에활발한교섭이있었다는것

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르마티아 금속공예에서

보이는 다색 보석 상감 기법에 사용된 석류석이나 라피

스라줄리등의보석류도인도산인것이유념된다.

사르마티아인들이 동서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들이 중국산 물자를 실크로드

에 공급하 던 역할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사

르마티아인들이 활동한 북방 초원 루트에@중국 한대 동

경, 메론형구슬. 수정구슬등의장식구슬, 금환연접구슬

등 중국 특히 비단이 생산되었던 남중국의 공예품들이

출토되는경위에관심을가졌다.

이에 따라 1세기 사르마티아 무덤에서 발견된 장식구

슬의 일종인 청령옥은 중국에서 다시 가공된 것이 다시

수입된것으로밝혀졌다. 거리적으로다소먼사르마티아

와 남중국이 교섭할 수 있었던 중간 매체로는 흉노를 상

정하 다. 이와관련하여흉노의유적에서남중국중심으

로퍼져있는금환연접구슬이발견되는점을참고하 다.

한편사르마티아인들의중심연대인기원전2세기에서

기원후 2세기사이 초원루트와 남중국을 잇는 교통로로

는 운남에서 미안마를 지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지나 인도 동부로 들어가는 서남실크로드로 판단된다.

서남실크로드는 한대 서역경 에 의해 오아시스 루트가

활성화되기 전에 남중국산 물산을 얻으려는 유목민족들

에의해사용된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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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s Oktor Skjærvø, “The Joy of the Cup: A Pre-Sasanian Middle Persian Inscription on a Silver Bowl”Bulletin of the Asia Institute, vol. 11 (2000), 
pp.93~104.@@@ 

柏(E. Lubo Lesnitchenko), 「中亞關係體系中的西南道」『十世紀前的絲綢之 和東西文化交流 沙漠 考察鳥 木齊國際討 會 (1990年 8月 19日-21日)』, ( 京: 新世界出
版社, 1990), pp.13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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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대 시기 북방 유목 민족들이 필요한 물자를 얻

기 위해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지역에서 활동을 한 사실

들이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하

다. 정해진 토라는 개념이 없었던 이들은 유연하게 거

점식 무역 체계 속에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 물자를 상호

교환하 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에서는 흉노와 사르

마티아 사이에, 그리고 알타이 지역과 남시베리아의 사

르마티아인들이 다시 박트리아와 파르티아 지역과의 교

역체계를상정하 다. 

이 과정에서 흉노가 한으로 부터 중국 물산을 얻는 과

정을미처고찰하지못한점이있다. 기본적으로알고있

듯이 흉노는 한과의 정치적 관계 속에서 공무역이나 사

무역을 통해 비단이나 금제품등 중국 물산을 다수 획득

한 점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박트리아지

역에는흉노미술의 향이간취되지않아, 이지역에중

국물산이 도달하기까지 또 따른 중계 세력의 역할이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중원이 아닌 남중국의 물산이

유통되는 점을 특히 주목하 다. 많지 않은 자료로서 연

구를진행하려다보니부족한점이많다. 이후보완할기

회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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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in Terms of East-West Contacts through
Spreading Process of Sarmathia-Pattened Scabbard
on Tillya-Tepe Site in Afghan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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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article, we examined the patterns of activities of the Sarmathians though in a humble measure, with a focus on
the regions where the Sarmathian sheaths spreaded. One of the main weapons the mounted nomads like the Scythias,
the Sarmathians, and the Alans used at war was a spear. Though complementary, a sword was the most convenient
and appropriate weapon when fighting at a near distance, fallen from the horse to the ground. The Sarmathian swords
continued the tradition of the Akinakes which the Scythias or the Persians used, but those of the Sarmathians showed
some advances in terms of the easiness with which a sword was drawn out from a sheath, and the way the sheaths
were worn to parts of a human body. It turns out that the Sarmathian sheaths, which were designed for the people to
draw swords easily, having the sheaths attached to thighs through 4 bumps, spread extensively from Pazyryk, Altai, to
South Siberia, Bactria, Parthia and Rome.

The most noteworthy out of all the Sarmathian sheaths were the ones that were excavated from the 4th tomb in Tilla-
tepe, Afghanistan which belonged to the region of Bactria. The owner of the fourth tomb of Tilla-tepe whose region
was under the control of Kushan Dynasty at that time, was buried wearing Sarmathian swords, and regarded as a big
shot in the region of Bactria which was also under the governance of Kushan Dynasty. The fact that the owner of the
tomb wore two swords suggests that there had been active exchange between Bactria and Sarmathia.

It seemed that the reason why the Sarmathians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exchang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might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ir role of supplying Chinese goods to Silk Road. That's why we are
interested in how the copper mirrors of Han Dynasty, decoration beads like melon-type beads, crystal beads and gold-
ring articulated beads, and the artifacts of South China which produced silks were excavated in the northern steppe
route where the Sarmathians actively worked.

Our study have established that the eye beads discovered in Sarmathian tomb estimated to have been built around
the 1st century B.C. were reprocessed in China, and then imported to Sarmathia again. We should note the Huns as a
medium between the Sarmathians and the South China which were far apart from each other. Thus gold-ring articulated
beads which were spread out mainly across the South China has been discovered in the Huns' remains.

On the other hand, between 2nd century B.C. and 2nd century A.D. which were main periods of the Sarmathians, it
was considered that the traffic route connecting the steppe route and the South China might be West-South silk road
which started from Yunnan, passed through Myanmar, Pakistan, and Afghanistan, and then went into the east of
India.@ The West-south Silk road is presumed to have been used by nomadic tribes who wanted to get the goods from
South China before the Oasis route was activated by the Han Dynasty's policy of managing the countries bordering on
Western China. 

Key Words_Sarmatia, Tillya-Tepe, Mosaic Bead, Akinakes, Scythian, Nomadic Tribes, Chinese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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