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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몽고와 바이칼(Baikal) 호 서부, 투바(Tuva), 카자흐스탄(Kazakhstan), 중국 황하 상류 지구 및 신강(新

疆) 등 광대한 지역에 분포했던 흉노의 철기문화는 전체적으로 유목문화의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철

기제조기술 발생 이후 농업경제 위주의 중국 중원지구에서는 식량생산량의 증가가 명백하게 일어났다. 이것은 

철제 농공구가 청동제 농공구에 비하여 내마모성과 인장강도가 강하며 파손 시 수리가 용이한 점 등 농경에 더

욱 적합한 기계적 성능을 지녔기 때문이다. 때문에 농경지구에서는 다양한 철제 농경도구가 생산되었다. 그러나 

흉노는 유목경제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제생산도구의 사용이 유발하는 식량 생산력의 증가와 생산구조

의 변화 정도가 높지 않았다. 다만, 군사·무기 방면에서의 변화는 비교적 컸다. 철기제작기술 보급 이후 원사무

기(遠射武器) 위주의 흉노 무기 체계의 위력이 눈에 띄게 강해졌다. 게다가 이 시기에 흉노가 말 위에서 활을 쏘

며 돌격하는 기사전술(騎射戰術)을 적극 활용하면서 흉노의 철제무기의 위력은 더욱 배가되었다. 이처럼 철기

가 생산도구의 생산성 향상에 미친 영향보다 전쟁무기의 성능 향상에 미친 영향이 더욱 컸던 것이 유목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흉노 철기문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비록 중국 중원계 철기문화의 영향력이 강하기는 하나 두 지역의 자연환경과 경제구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철기문화가 발생한 이후 중원지역과 흉노지역은 사회 발전 방향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점은 철기문화에

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철기제작기술이 전래된 뒤에도 흉노는 자신들의 경제방식을 계속 유지하였다. 때

문에 그들이 사용했던 철제 생산도구는 앞선 시기의 청동제 생산도구와 형태상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흉노의 

영역 내에서 철기문화의 공통성은 광범위하게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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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흉노(匈奴)는 인류역사상 가장 유명한 유목민족 중 

하나이다. 그들은 기록상으로 기원전 3세기경부터 흥기

하기 시작하여 기원후 1세기경 중국 한(漢)나라의 공격

으로 쇠퇴하기까지 약 400여 년간 동북아시아의 북방초

원지대를 중심으로 활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류역사상 

최초의 유목민족제국을 건립한 초원의 패자(覇者)였다. 

전성기의 흉노제국의 세력범위는 남으로는 음산(陰山) 

일대에서부터 북으로는 바이칼(Baikal) 호, 동으로는 요

하(遼河), 서로는 파미르 고원(Pamir 高原)에 이르는 광

대한 지역이었다. 전국시대부터 한무제(漢武帝)시기까

지 흉노의 정치중심지는 중국북부의 음산 일대에 위치하

고 있었으며, 황하 중상류 지역 역시 흉노의 통제범위 내

에 있었다.

흉노는 동한건무(東漢建武) 24년(기원후 48년) 선우

(單于) 왕권의 계승문제로 북(北)흉노와 남(南)흉노로 분

열되는데 이때 남흉노는 동한(東漢)에 투항하였으며 동

한은 남흉노를 황하 중상류지역에 머물게 하면서 그들을 

이용해 북흉노의 침입을 방어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이

로써 흉노는 세력이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어 주변 민족

들에 대한 지배력이 크게 약화된다.

동한장화(東漢章和) 원년(기원후 87년) 흉노의 동쪽

인 지금의 대흥안령(大興安嶺) 지역에서 거주하던 삼림

(森林)민족인 오환(烏桓)과 선비(鮮卑)의 세력이 강성하

여 북흉노의 동쪽을 공격하자 흉노는 동북아시아 동쪽의 

근거지를 잃고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01 흉노의 서

진(西進)은 당시 유라시아대륙에 분산되어 있던 유목민

족들의 서진을 촉발하는 연쇄반응을 일으켜, 최종적으로

는 서방 전통사회의 몰락이라는 결과를 빚어낸다. 이러

한 점에서 흉노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동서양 역사학

자들의 관심을 끄는 연구주제였다.

북흉노의 서천 이후 동북아시아에 잔류하였던 흉노

의 후예들은 내몽고 하투(河套)지역을 위주로 한 북방장

성지대를 중심으로 후일 십육국시대(十六国時期)에 전

조(前趙)(한(漢), 기원후 304~329년), 북량(北涼)(기원후 

397~439년), 하(夏)(기원후 407~432년) 등의 고대국가를 

세우고 중국 중원지역의 농경왕조들과 긴장과 이완관계

를 반복하다가 점차 유목국가 고유의 색채가 옅어지며 

정착민족화 되어가거나 소규모 그룹화되어 초원으로 되

돌아갔다.02 

흉노와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흉노의 기원과 문화특

징, 흉노와 다른 유목민족과의 관계, 남북흉노의 분열과 

문화적 차이점, 북흉노의 서천과 남흉노의 변화 등이 최

근까지 학술계의 주된 관심사항이다. 그러나 흉노는 고

유의 문자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기

록을 남기지는 못했고 중국의 사서에 약간의 기록이 남

아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주로 군사나 정치방

면에서 중국과의 갈등 관련 내용이나 중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유목민족의 이국적 풍경에 대한 감상뿐으로 흉노

의 사회, 문화, 경제 방면에 대한 기록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흉노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흉노인들이 남긴 물질

자료를 직접적인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고고학적인 접

근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고고유적에서 발굴된 흉노의 철제유물의 

분석을 통하여 철기의 전파가 불러온 흉노 사회경제체제

의 변화양상을 추적해 보았다.

01  『後漢書』 「匈奴列傳」, “南部攻其前, 丁零寇其後, 鮮卑擊其左, 西域侵其右”의 기록에 나타난 것처럼 북흉노는 한(漢)과 남흉노(南匈奴)의 연합세력과 정령(丁零), 오환

(烏桓), 선비(鮮卑) 등의 압력을 받아 고비사막 북쪽에서 몽골 오르콘 강(Orkhon gol) 서쪽으로 밀려난다.

02   르네 그루쎄 지음, 김호동·유원수·정재훈 옮김, 1998,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사계절; 니콜라 디코스모 지음, 이재정 옮김, 2005, 『오랑캐의 탄생』, 황금가지; 澤田勳, 

2009, 『匈奴, 古代遊牧國家の興亡』, 東方書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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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노고고학 연구사

흉노의 고고학 유적은 몽골공화국(외몽고 外蒙古), 러

시아의 바이칼 호 주변, 투바(Tuva), 중국의 내몽고(內

蒙古), 청해성(靑海省), 섬서성(陝西省), 산서성(山西省), 

신강(新疆) 등지에 주로 분포하며, 그 중에서도 바이칼 

호와 몽골공화국 중^북부에 가장 집중되어 있다. 

1896년 일모바야 파디(Ilmovaya padi) 유적에서 33

개의 흉노무덤이 발견된 이후, 1920년대에 바이칼 호의 

이볼가 고성(Ivolga 古城) 유적이 발견되어 1949년에서 

1974년에 걸쳐 12번의 발굴을 통해 전체 면적의 1/10이 

조사되어 대량의 흉노 관련 자료가 수집되었다. 현재까

지 몽골공화국 내에서 발견된 흉노무덤은 30여 곳 2,000

여기에 이르고 그 중 이미 500여 기 정도가 발굴조사 되

었으며, 바이칼 호 지역에서는 900여 기의 흉노무덤이 

발견되어 그 중 400여 기가 발굴되었다. 양 지역에서는 

성지(城址), 사원(寺院), 촌락(村落) 유적 등도 10여 곳이 

발견되었다.

중국에도 흉노 관련 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나 중국에

서 발견되는 흉노유적은 자바이칼(Zabaikal)이나 몽골공

화국에서 발견되는 흉노유적에 비해 무덤의 등급이 비

교적 낮은 편이다. 중국에서의 흉노유적 연구는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는데 1950년대 이후 내몽고, 감숙, 청해, 섬

서, 산서, 신강 등지에서 진한시대(秦漢時代)의 흉노유적

이 10여 곳 발견되어 100여 기의 무덤이 발굴조사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 중국의 북방지역에서 흉노유적의 출토

가 점차 늘어나자 중국학자들도 이들에 대한 관심을 제

고하게 되었으며, 구어수씬(郭素新),03 촨구앙진(全廣

金),04 우인(烏恩)05 등의 학자들에 의해 흉노 관련 연구

가 본격화 되었다. 린윈(林澐)은 1992년에 발표된 논문

에서 춘추전국시대 중국 북방장성지대의 유목민족 관련

유적을 여섯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흉노의 민

족 구성에 있어서 이 지역에 거주했던 고대 민족이 모두 

흉노의 조상인 것은 아니며, 흉노 주체세력의 기원문제

는 한대(漢代)의 흉노족의 다양한 기원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06 한편 판링(潘玲)

은 자바이칼 지역의 이볼가 고성과 주변 흉노무덤유적

의 발굴성과의 분석을 통해 흉노의 주체세력은 유목민

족이며 포로 또는 투항한 정착농경민족들을 일부 지역

에 정착 거주하게 하여 안정적인 식량생산과 수공예품 

공급기지의 확보를 추구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07 이러

한 점은 1960년대 이래 러시아 학자들이 주장한 견해들

과 일맥상통하며, 최근 니콜라이 N. 크라딘(Nikolay N. 

Kradin)의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08 

한국에 있어서 흉노고고학의 연구는 국립중앙박물

관의 해외조사 프로젝트에 의하여 촉발된 점이 인정되

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은 몽골국립역사박물관^몽골과학

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와 공동으로 1997년부터 몽골에

서 고고학적 조사를 실시한 이래, 2000년부터는 흉노유

적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2000년 모린 톨고이(Morin 

tolgoi), 2001년 호드긴 톨고이(Khudgyn tolgoi)에서 발

굴하고, 2006년부터 도르릭 나르스(Duurlig nars)에서 발

03  郭素新, 1981, 「試論漢代匈奴文化的特徵」 『內蒙古文物考古』 1輯.

04  全廣金, 1982, 「匈奴墓葬的類型和年代」 『內蒙古文物考古』 2輯; 全廣金, 1983, 「近年來內蒙古地區的匈奴考古」 『考古學報』 第1期. 이 글에서 촨구앙진은 중국의 흉노 

관련 유적을 청동기시대와 조기철기시대, 철기시대의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05  烏恩, 1990, 「試論匈奴考古硏究中的幾個問題」 『考古學報』 第4期. 우인은 한대 흉노의 주체세력은 춘추전국시대 중국북방 장성지대에 거주하던 여러 민족과 몽고 석판

묘문화의 주민들이었으며, 흉노가 강성하게 된 후 주변의 여러 민족을 융합하여 흉노민족이 구성되게 되었다고 보았다.

06  林澐, 1993, 『關于中國的對匈奴族源的考古學硏究』 『內蒙古文物考古』 1ㆍ2合刊. 린윈의 논의 초점은 현재의 중국 국경 내에 존재했던 흉노의 기원이 북방유목민족뿐만 

아니라, 농경민족인 한족(漢族)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다민족일체(多民族一體)의 중화민족(中華民族)의 개념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07  潘玲, 2007, 『伊沃遇加城址和墓地及相關匈奴考古問題硏究』, 科學出版社.

08  니콜라이 N. 크라딘(Nikolay N. Kradin), 2011, 「이볼가(Ivolga) 성지 유적의 예를 통해 본 흉노 제국 내 정착민」 『한국상고사학보』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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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한 후,09 2007년에  「초원의 대제국 흉노 심포지엄」을 개

최하여 한국에서 흉노고고학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이후 한국에서의 흉노고고학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강

인욱 등 러시아에서 유학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유목문화사 측면에서 광범위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10 

한국에서의 흉노고고학 연구는 흉노의 주요 활동무대

와 정치적^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한국의 현 상황과 연

구자의 부족 등으로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연구수준 및 

연구분야에 있어서 점차 발전적으로 확대 재생산 되어가

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흉노고고학 연구

의 주요방향은 주로 흉노고고문화의 기원지가 어디이며 주

변지역 문화와의 연관관계 속에서 흉노유적의 편년을 하

는 편년연구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흉노문화의 사회경제적 

고유성이나 문화변동과정 등에 관한 연구가 부족했었다.

흉노철기와 중원계통 
철기의 비교

특정 문화에 있어서 철기의 사용이 관찰되나, 그 사용

량이 생산도구나 무기 등 문화 각 영역의 주요위치를 차

지하지 못한 단계를 ‘초기철기시대’로 상정할 경우, 흉노

의 초기철기시대 편년은 중국의 전국시대까지 거슬러 올

라간다. 흉노는 역사에 등장하는 초기단계부터 청동기

와 철기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는 흉

노의 철기문화를 개별주제로 한 연구가 활성화되지는 않

은 상황이며, 흉노의 금속문화에 대해서는 그들이 사용

했던 청동기 문화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고고유적의 발굴을 통하여 확인되는 흉노철기의 특

징은 중국 중원계통의 철기와 북방초원계통의 철기 등 주

변지역 철기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점이다. 흉

노철기는 무기, 생산공구, 차마구, 일상용기, 기타의 5가

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철촉 등 무기류

의 출토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흉노인들은 허리띠(腰

帶)의 장식을 무척 중시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허리띠에 

소도자(小刀子), 비수(匕首), 화살집(箭鏃囊) 등을 매달

고 다녔다. 무덤에서 출토된 부장품의 분석에 따르면 흉

노사회는 남녀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남

성무덤에서는 마구와 병기의 출토가 많으며, 여성무덤에

서는 일반적으로 생산도구의 출토 예가 많은 편이다.11 

이러한 부장품상의 차이는 흉노사회가 남녀의 성별에 따

른 사회적 역할에 구분이 있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유목경제에 기반하고 있는 흉노의 철기와 

농업경제에 기반하고 있는 중국 중원계통철기의 차이점

을 철기 종류별로 분석하여 흉노철기의 특징을 사회경제

적 측면과 결합하여 살펴보겠다.

1. 병기·무장류

흉노는 유목민족으로 전쟁 시의 주된 전술은 말을 타

고 활을 쏘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마 사격전술은 당시 중

국 중원지역에서 유행하였던 전차를 이용한 전술에 비해 

기동성이 뛰어나며 전술운용상의 가변성이 우수한 장점

이 있었다. 무기와 생산도구, 마구류는 실용적인 면이 강

09  국립중앙박물관ㆍ몽골국립역사박물관ㆍ몽골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 공저, 2001, 『몽골 모린 톨고이 흉노무덤』(한- 몽 공동학술조사보고 제2책), 국립중앙박물관; 

2002, 『몽골 유적조사 5년-특별전 도록』, 국립중앙박물관; 2003, 『몽골 호드긴 톨고이 흉노무덤』(한- 몽 공동학술조사보고 제3책), 국립중앙박물관; 2004, 『국립중앙박

물관 몽골 학술조사 성과(2002-2004)』(한- 몽 공동학술조사보고 제4책), 국립중앙박물관; 장은정ㆍ황보창서ㆍ윤상덕, 2007.12, 「몽골 도르릭 나르스 흉노무덤 발굴조사 

보고」 『초원의 대제국 ‘흉노’』(국립중앙박물관 국제학술심포지엄), pp.204∼210.

10  강인욱, 2008, 「북흉노의 서진과 신강성의 흉노시기 유적」 『중앙아시아연구』 13호; 2010, 「기원전 4-서기 1세기의 고고학자료로 본 흉노와 동아시아」 『중앙아시아연구』 

15호; 2012, 「북흉노의 국가형성과 동이세계로의 영향」 『국립중앙박물관ㆍ부경대학교 2012년 국제학술대회-흉노와 그 동쪽의 이웃들-』; 겔렉도르지 에렉젠(Gelegdorj 

Eregzen), 2012, 「흉노 귀족무덤과 주변 지역의 매장문화」 『국립중앙박물관ㆍ부경대학교 2012년 국제학술대회-흉노와 그 동쪽의 이웃들-』.

11  일부의 경우 여성무덤에서도 화살촉과 마구의 출토 예가 보고되고 있으나 매우 한정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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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유물 소속집단의 사용습관과 생산습관을 일

정 정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유목문화에 있어서는 무기

와 생산도구 등의 통용성(通用性)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구나 생산양식이 짧은 시간 내에 광범위한 지

역에서 공유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중국 중원지역에 비

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흉노가 기마사격술을 채택함

으로써 이후의 전쟁양상은 전격기동전(電擊騎動戰)12 형

태로 변하게 되며 이것은 흉노가 북방초원지역의 절대강

자로 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흉노유적에서 출토되는 철기의 대부분은 화살촉이며 

그 형식도 매우 다양하다. 반면에 창 종류인 모(矛)와 과

(戈) 등 중국 중원계통의 장병식(長柄式) 철제무기는 거

의 출토되지 않는다. 흉노의 남성무덤에서는 비교적 크

고 정교하게 제작된 토기류와 활과 화살 등의 무기류, 허

리띠에 부착된 생산도구와 장식품 등이 주로 출토되며, 

무기류 중에서는 살상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화살촉이 

대부분이다. 활 이외에도 칼은 유목민에게 기본장착구이

며 종류도 도자, 소도, 철검, 철도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철제 장검과 철도 이외에 도자와 소도

는 그 기능이 무기보다는 생산도구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여 생산도구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1) 철검·철도

흉노의 철제장검과 철도는 길이가 약 40~100mm로 

검병(劍柄)과 검수(劍首)의 형태에 따라 세 가지 형식으

로 구분 가능하다. A형은 환수(環首)형으로 병부(柄部)

가 없으며, 목재재질의 검초(劍削)가 있다. 이볼가 고성

과 내몽고 보동구(補洞溝)유적에서 1점씩이 출토되었다. 

B형은 검병과 검신이 하나로 된 형태이다. 검병이 비교

적 가늘며 검병의 끝부분에 일자형의 검수(劍首)가 있다.  

이볼가 묘지에서 출토되었다. C형은 검병과 검신이 별개

로 제작되었다. 대개 목질의 검병을 가지고 있으며 이볼

가 등지에서 출토 예가 보고되었다(그림 1).

기본적으로 흉노의 철제장검과 철도는 중국 중원지역 

출토품과 형식상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서차구(西岔溝)유적에서 출토된 안테나식 검수가 장착된 

장검 등 몇몇의 사례에서 오르도스(Ordos) 시기 이래 북방

식 청동기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2) 갑주

흉노유적에서는 철제의 개갑(鎧甲)도 출토되고 있다. 

이볼가 고성 49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흉노 개갑편은 크

기과 형태가 중국 내몽고 호화호특(呼和浩特) 시 이십가

자고성(二十家子古城)13과 한나라 장안성(長安城) 미앙

궁(未央宮)14 출토의 서한(西漢)중기 철제 개갑편과 유사

하다. 또한, 이볼가 고성 50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장방형 

갑주편은 중원지구에서 많이 보이는 형식이다. 따라서 

12  기동력을 활용하여 한정된 병력을 특정한 지점에 집중시켜 공격전을 수행한 후, 전리품을 탈취하여 이동하거나, 한시적인 지배를 꾀하는 전쟁형태로 전쟁 준비기간 및 전투기

간이 짧고, 단시간에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가함으로써 상대국의 수비력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큰 전술로 기마풍습을 수용한 후 유목민족들의 주요 전쟁전술이 되었다.

13  內蒙古自治區文物工作隊, 1975年, 「呼和浩特二十家子古城出土的西漢鐵甲」 『考古』 第4期.

14  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1996年, 『漢長安城未央宮』,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p.41. 

【 그림 1 】 흉노철기와 중원계통 철기 비교(철검, 철도)

a. 匈奴鐵器 b. 中原系統鐵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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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볼가 고성 유적에서 출토된 흉노의 철제 갑주편은 중

원계통 철제갑주의 모방품이거나, 중국 중원지역에서 직

접 제작된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그림 2).

3) 철촉

흉노유적에서 출토되는 철기 중 출토량이 가장 많

은 것이 철제 화살촉이다. 흉노의 철제 화살촉은 형태

에 따라 세 가지 형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A형은 삼

익촉(三翼鏃)으로 화살날개의 각도가 120°이며 횡단면

은 삼각형이다. 횡단면과 화살촉 끝부분의 형태에 따

라 두 개의 아형(亞型)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삼

익촉은 흉노의 철촉 중 출토량이 가장 많으며 전형적인 

형태로, 이볼가, 체레무호바야 파디(Cheremukhovaya 

padi), 일모바야 파디 및 몽골의 노용올(Noyon uul) 유

적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출토되고 있다(그림 3-a-1). 

B형은 양익촉(兩翼鏃)으로 촉신의 평면이 유엽형(柳

葉型)이다. 촉신의 단면은 능형(菱形)이며 촉신과 촉정

(鏃鋌)이 일체형인 것과 분리형인 것의 두 가지 아형(亞

型)으로 나누어진다. 보동구, 서구반(西溝畔), 체레무호

바야 파디, 이볼가 등지에서 출토되었다(그림 3-a-2). C형

은 양익형으로 화살촉의 모양이 촉두가 길고 편평한 삽

(铲) 모양이다. 촉신의 단면은 타원형이며 촉두의 인부

(刃部)가 완만한 호를 그리고 있다. 체레무호바야 파디

와 서구반 유적 등지에서 출토되었다. 이러한 형식의 화

살촉은 나중에 선비와 고구려 등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비교적 많이 출토되고 있다(그림 3-a-3).

흉노의 중심지인 몽골과 자바이칼 등지에서는 주로 

A형과 B형 철촉이 출토된다. 한편 노용올, 일모바야 파

디, 체레무호바야 파디 등 몽골과 자바이칼 등지의 흉노 

중심지에서는 흉노 고유의 철촉인 명적(鳴鏑)(그림 3-a-

4)15이 비교적 자주 출토되나, 황하유역에서는 명적의 출

토사례가 매우 드물다.

이에 비하여 중국 중원지역에서 출토되는 서한시기의 

화살촉들은 정교하게 제작된 청동제 삼각촉이 대부분으로, 

화살촉 부분의 무게를 증가시켜 타격력을 높이기 위하여 

화살촉의 경부에 봉상(棒狀)의 철제 막대를 결합한 철경

동촉(鐵莖銅鏃)이 대부분이다. 동촉의 성분비는 동(銅) 

74.74%, 주석(錫) 22.1%로 주석의 함량을 조절하여 청동

촉의 강도를 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16 

15  명적(鳴鏑)은 신호용으로 쓰이는 화살촉의 일종으로 화살에 구멍이 뚫린 골각기 등을 결합하여 제작한다. 흉노유적에서 비교적 자주 출토되며 흉노 고유의 화살촉으로 

알려져 있다. 『史記』 「匈奴列傳」에는 모둔선우(冒頓單于)가 친위대를 지휘하여 아버지인 두만선우(斗曼單于)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지휘용으로 명적(鳴鏑)을 활용한 내용이 

나온다 : “冒頓乃作爲鳴鏑,席勒其騎射令曰, 鳴鏑所射而不愁射者斬之.……以鳴鏑射斗曼, 其左右亦皆隨鳴鏑而射殺單于斗曼, 遂盡洙其后母與弟及大臣, 不聽從者. 冒頓

自立爲單于.”

16  楊 泓, 1989, 「漢代兵器綜論」 『中國歷史博物館館刊』 12期.

【 그림 2 】 흉노철기와 중원계통 철기 비교(철갑)

a. 匈奴鐵器 b. 中原系統鐵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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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흉노철기와 중원계통 철기 비교(철촉)

1. A型鐵鏃

3. C型鐵鏃

2. B型鐵鏃

4. 鳴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a. 匈奴鐵器 b. 中原系統鐵器

鐵

鏇

易縣燕下都 등



70 ·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6. No. 4

2. 생산공구

1) 도자

흉노의 생산공구 중에 출토량이 가장 많은 것은 소도

자(小刀子)이다. 흉노의 소도자는 대부분이 철제이나 일

부에서 청동제 소도자도 출토된다. 대부분 목질(木質)의 

검병이 부착되며, 어깨가 곧고 날이 휜(直背弧刃) 형식

과 어깨가 휘고 날이 곧은(弧背直刃) 형식, 어깨와 날이 

모두 곧은(直背直刃) 형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검초

에는 장식을 붙이는 경우가 많으며, 오르도스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소도자 중에는 방울머리(鈴首)형과 둥

근 고리(環首)형 등 오르도스식 청동검의 풍격을 강하게 

보여주는 유물들도 있다.

2) 농공구

중국북방과 몽골, 자바이칼 등지의 각 시기 흉노유적

에서는 철제 농구와 수공업용 공구들이 출토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철제 대형가래(犁鏵), 쟁기(鋤), 삽(铲), 낫(鎌)

등 철제 농구의 출토량이 많으며 특히 이볼가 고성 14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철제 대형가래(犁鏵)는 중원지역에

서 출토되는 한식(漢式)가래와 형식이 일치한다. 대형가

래는 축력을 이용한 농경에 사용되는 굴토(掘土) 전용의 

농기구로 이의 존재는 그 지역에서 상당한 수준의 농경

이 행하여졌음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대형가래는 이

볼가 고성 유적 외에 자바이칼 지역의 두레니(Dureny) 

부락 등에서 수십 건의 발견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중국의 사서인 『사기(史記)』 「흉노열전(匈奴列傳)」에는 

흉노에 대하여 “흉노의 풍습은 짐승의 고기를 즐겨 먹으며, 

그 즙을 마시고 가죽으로는 옷을 지어 입는다. 가축을 

먹일 풀과 물을 따라서 옮겨 다닌다”, “어린아이는 양을  

타고 활로 새와 쥐를 잡으며, 청소년들은 활로 여우와 

토끼를 잡아서 먹는다. 청장년들은 활을 잘 다루고 말을  

타고 갑주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17라고 기록되어 있다.  

중국의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흉노의 사회상

은 전형적인 유목민족의 모습이다. 이러한 점은 고고유

물에서도 증명이 되는데, 흉노는 목축업을 주요 생계수

단으로 삼았는데 그들이 기르는 가축은 식용고기와 가

죽, 모직품, 연료 등 실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을 제공하

였다.18  흉노유적에서는 야생동물의 뼈와 물고기뼈의 출

토 예가 아주 드문데 이것은 흉노인들이 주로 목축을 하

고 사냥과 어로는 부차적인 경제수단이었음을 증명한다.  

하지만 유목경제는 식량의 생산량이 안정적이지 못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식량과 수공업 제품의 공급기지

가 필요하였다. 흉노인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농경

지대로부터 약탈한 한족과 서역인들을 소규모 농경이 가

17  『史記』 「匈奴列傳」: “匈奴之俗, 人食畜肉, 飮其汁, 衣其皮. 畜食草飮水, 隨時轉移.” “兒能騎羊 引弓射鳥鼠 少長則射狐兎 用爲食 士力能彎弓 盡爲甲騎.”

18  흉노인들의 생활상에 대해서는 윤형원의 글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윤형원, 2010, 「광활한 몽골초원과 흉노인의 생존」 『중앙아시아연구』 15호,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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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 흉노철기와 중원계통 철기 비교(소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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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후방지역에 정착시켜 안정적인 식량과 수공업 제

품의 공급기지로 활용하였다.19 이볼가 고성을 비롯해

서 흉노의 고지(古地)에서 발견되는 고성들은 규모가 비

교적 작기 때문에 대규모 군사 공격에서 방어성(防禦城)

의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하였으며, 기병(騎兵)을 이용

한 전격전(電擊戰)에 능숙했던 흉노의 전쟁 전략에도 맞

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고성(古城)들은 생산기지로서

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사서에 기

록된 “흉노는 수초를 따라서 이동하며 성곽과 정주주거

지가 없으며, 농사를 짓지 않는다”라는20 기록과 최근

에 흉노유적에서 농공구가 지속적으로 출토되어 사서

에 기록된 흉노의 사회경제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바로 이런 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전국시대 이래 흉노는 지속적으로 남쪽의 농경지대에 

대한 약탈을 시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정착 

농경민들이 흉노사회로 유입되었다. 그 중에서 일부 농

경민들은 흉노의 후방으로 이주하여 농경과 수공업 등에 

종사하였는데, 이들 정착 농경민들은 그들이 원래 사용하

였던 철제 농공구들을 가지고 이동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그들이 사용했던 형태대로 철제 농공구를 제조하였다.  

바로 이러한 점이 흉노지역에서 출토되는 철제 대형가래

(犁鏵), 쟁기(鋤), 삽(铲), 낫(鎌) 등 철제 농구가 중국 중원

지역의 철제 농공구와 형태상으로 매우 유사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3. 마구(馬具)

흉노유적에서 출토되는 차마구는 대부분 말재갈(馬

銜)과 재갈 멈추개(馬鑣)이다. 말재갈의 대부분은 이절

식(二節直棍式)이나 재갈 멈추개의 형식은 매우 다양하

며 지역적인 차이의 존재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재갈 멈

추개의 재질은 청동제와 철제로 나누어지는데, 철제 재갈 

멈추개는 세 가지 형식으로 분류된다. A형은 전체적인 형

상이 S자 형으로 몸체가 편평하다. 뒷면에 한 줄의 횡방향 

선문(線紋)이 있으며 윗쪽에 두 개의 타원형 구멍이 있는 

형식으로 이볼가 고성과 데레스투이(дырестуй) 묘지 

등에서 출토되었다. B형은 원주형으로 양쪽 끝단이 비교

적 뾰족하며, 중간에 돌출된 두 개의 타원형 구멍이 있는 

형식이다. 일모바야 파디에서 출토되었다. C형은 전체적

으로 B형과 유사하나 가운데 구멍의 중심선과 재갈 멈추

19  이볼가 고성 등 흉노지역에서 발견되는 정착주거지의 조성목적은 수공업 제품과 식량의 공급기지이다. 이처럼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하여 흉노에도 성곽을 지닌 성

(城)이 있었음이 증명 되었다. 그러나 흉노에 있어서 이러한 성의 기능은 도성의 역할은 없었다. 흉노사회의 국가정치와 통치의 중심은 선우를 따라서 움직이는 선우

정(單于庭)이었으며, 지방통치의 중심지는 좌현왕, 우현왕 등의 왕정(王庭)이었다.

현재까지 흉노 고성유적의 발굴사례 중 보고서가 발표된 것은 이볼가 고성이 유일하다. 이볼가 고성은 자바이칼의 울란우데(Ulan-Ude)시 서남쪽의 남북향으로 펼쳐

진 분지상에 위치한다. 성의 북쪽 400m 지점에는 셀렝게(Selenge) 강의 지류인 이볼가 강이 있고, 그 하안대지상에 성지와 같은 시기에 조성된 이볼가 묘지가 있다. 

이볼가성은 남북 248m의 규모이다. 성내에서 출토된 유물 중 절반 정도가 동물의 골격이다. 그 중 가축이 93%, 야생동물 7.5%의 비율이다. 동물의 골격 중 개와 돼지

가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이볼가 성의 주민들이 상당히 안정된 정주생활을 영위했음을 알 수 있다.

20  『史記』 「匈奴列傳」: “遂水草遷徒, 毋城郭, 常處, 耕田之業, 然亦各有分地.”

【 그림 6 】 흉노철기와 중원계통 철기 비교(수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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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 흉노철기와 중원계통 철기 비교(소형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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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본체의 중심선이 겹쳐져 있다. 노용올과 일모바야 파

디 등에서 출토되었다.

말재갈(馬銜)은 대부분이 이절식이며, 길이는 20cm 

전후로 중간에 작은 원으로 된 연결부가 있으며 양쪽 끝

에 커다란 원형의 구멍이 있다. 가끔 양끝의 큰 원형 안에 

작은 원형이나, 사각형의 내환(內環)이 있는 것도 있다.  

노용올, 데레스투이, 보동구 묘지 등지에서 출토되었다. 

고삐와 연결되는 짧은 인수(引手)의 사용도 흉노식 말재

갈의 특징 중 하나이다. 반면에 중국 중원계 말재갈의 특

징은 전국시대까지는 청동제 이절식이나 철봉을 꼬아서 

만든 철제 이절식 말재갈이 주로 쓰이다. 한대에 들어오

면서 3절식 말재갈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흉노계와 비

교할 때 장식적 요소가 강하다는 특징을 보인다.21 

4. 일상용구

1) 용기류

정착농경을 주요 경제적 기반으로 하는 중국 중원지

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금속제 일상용기가 출토되나 흉

노지역에서는 솥(鍑) 이외에 다른 종류의 대형 금속용기

는 거의 출토되지 않는다. 이것은 늘 이동하는 유목민의 

경우 크고 무거운 다양한 대형 금속용기를 지니고 다니

기가 불편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솥은 북방 초원지대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대형 금속

용기일 뿐만 아니라, 흉노지역에서 출토되는 솥은 청

동기시대 이래 북방 초원문화의 특색을 그대로 간직하

고 있는 특징이 있다. 솥은 일반적으로 그릇의 높이가 

15~40cm 사이이며, 구연부에 돌출된 손잡이가 있다. 그릇 

밑면의 형태에 따라 두 개의 형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A형은 평저(平底)형으로 몸체는 타원형이고 구연부에 

수직형의 손잡이가 있다. 이볼가 고성과 보동구 등지에

서 출토되었다(그림 9-a). B형은 대각(臺脚)이 부착된 형

식으로 원형의 몸체에 구연부에 수직형의 손잡이가 있

다. 이볼가 고성과 보동구에서 출토되었다(그림 9-b).

2) 대구

대구(帶鉤)는 골제(骨制)와 청동제, 철제가 있는데 청

동제가 가장 많다. 청동제 대구에 대구의 혀 부분만 철제

인 경우도 있다. 철제대구는 일반적으로 원형이며 횡 방

향의 혀가 있다. 마구(馬具)로 쓰이는 대형의 대구도 존재

하며, 이볼가 고성 등지에서 출토되었다. 반면에 산동성 

봉래촌(蓬萊村) 7호묘에서 서주시기의 대구가 출토된 이래 

중원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대구가 유행하였으며, 특

별히 한(漢)대에는 곡봉형(曲棒形)과 비파형(琵琶形)의 

대구가 유행하였다.

21 장은정, 2012, 「흉노계 鑣轡의 확산과 고대 동아시아의 기마 문화 수용」 『중앙아시아연구』 17(1), pp.188~189.

【 그림 8 】 흉노철기와 중원계통 철기 비교(마구)

a. 匈奴鐵器 b. 中原系統鐵器

馬

具

도르릭 나르스(Duurig nars)

臨淄齊王墓

【 그림 9 】 흉노철기와 중원계통 철기 비교(용기류)

a. 匈奴鐵器 b. 中原系統鐵器

容
器
類

1
2 3

4

7 8 9 10

5 6

補洞溝 長沙楚墓, 易縣燕下都 등



73 ·  Moon Jea-beom   고고학 자료로 본 흉노의 철기문화

맺음말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현재의 몽골과 바이칼 호 서부, 

투바, 카자흐스탄, 중국 황하 중상류 지구 및 신강 등 광

대한 지역에 분포했던 흉노의 철기문화는 전체적으로 유

목문화의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비록 자바이

칼의 이볼가 고성 등지에서 철제 농공구가 출토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는 중국 중원계 철기문화의 요소를 보

여주는 철기가 출토되지 않고 있다.

철기제조기술 발생 이후 농업경제 위주의 중국 중원

지구에서는 식량생산량의 증가가 명백하게 일어났다. 

이것은 철제 농공구가 청동제 농공구에 비하여 내마모성

과 인장강도가 강하며 파손 시 수리가 용이한 점 등 농경

에 더욱 적합한 기계적 성능을 지녔기 때문이다. 때문에 

농경지구에서는 다양한 철제 농경도구가 생산되었다. 

그러나 흉노는 유목경제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제

생산도구의 사용이 유발하는 식량 생산력의 증가와 생산

구조의 변화 정도가 높지 않았다. 다만, 군사^무기 방면

에서의 변화는 비교적 컸다. 철기제작기술 보급 이후 원

사무기(遠射武器) 위주의 흉노 무기 체계의 위력이 눈에 

띄게 강해졌다. 게다가 이 시기에 흉노가 말 위에서 활

을 쏘며 돌격하는 기사전술(騎射戰術)을 적극 활용하면

서 흉노의 철제무기의 위력은 더욱 배가되었다. 이처럼 

철기가 생산도구의 생산성 향상에 미친 영향보다 전쟁무

기의 성능 향상에 미친 영향이 더욱 컸던 것이 유목경제

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흉노 철기문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에 비추어 보면 흉노의 철기제

작기술의 기원은 신강(新疆)지구를 통해 전파된 북방초

원계통의 철기문화와 오르도스^하투(황하연안의 낭산

과 대청산)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중원지역에서 전해진 

중원계 철기 문화가 복합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시간이 

지날수록 중원계 철기문화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록 중국 중원계 철기문화의 영향력이 강

하기는 하나 두 지역의 자연환경과 경제구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철기문화가 발생한 이후 중원지역과 흉노지

역은 사회 발전 방향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점은 

철기 문화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철기제작기술이 전래된 뒤에도 흉노는 자신들의 경제

방식을 계속 유지하였다. 때문에 그들이 사용했던 철제 

생산도구는 앞선 시기의 청동제 생산도구와 형태상의 변

화가 거의 없다. 다만 이러한 생산도구와 무기의 일치성 

이외에, 묘제의 구조^매장방법^도기(陶器)의 형식 등에 

있어서는 지역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발생 하는 등 흉노

사회의 변화상이 나타나고 있다.22 이러한 지역적인 차

이의 발생은 흉노국가의 확장과 흉노민족구성의 포용성

이 물질문화에 투영된 것으로 피정복 민족들은 정복자인 

흉노문화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들 고유의 

문화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켰다. 다만 흉노사회

의 주류집단들은 유목경제방식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지역적인 차이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흉노의 영역  

22  고비사막 남북(漠南漠北)의 흉노문화는 공통성과 지역적 차이점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막남지구의 묘제는 수혈토광묘(竪穴土壙墓)이고 지표상에 아무런 표지가 

없으며, 석결구묘광(石結構墓壙)을 설치한 예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부장품은 차이점이 크지 않다.

【 그림 10 】 흉노철기와 중원계통 철기 비교(대구류)

a. 匈奴鐵器 b. 中原系統鐵器

帶

鉤

1

5

8 9

11

6
7

2 3 4

1. 尼推

2. 도르릭 나르스 10 12
長沙楚墓, 易縣燕下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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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철기문화의 공통성은 광범위하게 유지되었다.

흉노 철기문화의 공통성은 철제공구와 무기의 양식, 

생산공구의 조합과 매장방식 등의 방면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공통성의 기초 위에 지리분포의 차이와 활동시기 

및 범위의 변화에 따라 철제공구의 형식 및 조합, 부장

방법의 특징 등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점은 시

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내에 존재했던 흉노의 다양한 집단들이 자

연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등의 상호작용 결과로 발생했다

고 볼 수 있다. 항상 이동상태에 있는 유목민족들은 주변 

여러 민족들의 다양한 문화와의 접촉기회가 많은 점을 

적극 활용하여 주변 문화들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문

화요소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 왔다.

흉노 후기에 들어 흉노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북흉

노는 내몽고 고원지대에서 서쪽으로의 이동을 시작하고, 

남흉노는 남쪽으로 이동하여 중국 중원지역 철기문화의 

영향을 더욱 강하게 받게 되자, 흉노의 철기문화는 철기

의 양식과 조합 면에서 현지문화의 수용에 따른 지역적인 

변화가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흉노가 유목경제 생활

을 포기하지는 않았으므로 비록 흉노 철기문화 고유의 색

채가 옅어지기는 하였으나 본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았다.

흉노문화 특유의 경제유형, 생산조직과 군사조직의 

삼위일체형 사회조직형태는 흉노의 뒤를 이어 북방초원

지대를 장악했었던 오환(烏桓), 선비(鮮卑), 유연(柔然), 

돌궐(突厥), 회흘(回紇), 거란(契丹), 몽고(蒙古) 등 북방

민족의 사회조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끝으로 고고유적에서 발견되는 철기유물들은 청동기

나 기타 금속제 유물들에 비하여 잔존상태나 출토 이후

의 보존상태가 아주 불량한 경우가 많아, 정확한 형태나 

실제 사용경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편이다. 게다

가 과거에는 발굴보고서에도 철기의 출토사실만 기록하

고 정확한 종류나 수량 및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시대별 철기의 사용량에 관한 통계가 무

의미하기조차 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흉노 철기문화의 시기적 변천 및 사회경제적 영향

력에 대하여 다소 개괄적으로 간략하게밖에 다루지 못한 

면이 많다. 흉노세력권 내에서의 철기유적의 분포 및 개

별 철기들의 시기별 형식변화, 주변 문화와의 관계 및 문

화의 수용과 전파양상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한 흉노 철기

문화와 중국 중원 및 고조선, 부여, 고구려 등 동아시아 

지역과의 관계사 등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가져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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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erspectives on the Xiongnu Iron Works
based on Archaeologic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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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China, archaeological research on Xiongnu started later than in foreign countries. In the late 19th 

century, several Russian archaeologists started to study Xiongnu’s archaeological culture. However, since the 

late 20th century, archaeological research of the Xiongnu in China quickly gained speed.

The Xiongnu culture has been reported in Mongolia, northern steppe of China and eastern part of 

Eurasian steppe. Mainly, Xiongnu sites, dated from the late 2nd century B.C. to the 1st century A.D., are 

reported on the west side of Baikal Lake(Zabaikal), Mongolia and the Inner Mongolia of China. Based on the 

historical records and the archaeological remains, the North Xiongnu culture is defined to be the remains of 

Zabaikal, and the South Xiongnu culture the archaeological remains of Northern China.

The expelled North Xiongnu, while fleeing to the western part of Eurasia, left traces of their own 

archaeological remains in southern Kazakhstan, Xinjiang of China, Altai, and finally appeared in the Europe 

as Huns.

In order to adapt to the environment of northern steppe of China, Xiongnu used a nomadic economic 

system, giving uniqueness to its iron works. The most characteristic iron works of the Xiongnu is the highly-

sophisticated iron weapons. Compared with the iron works of agricultural economic society, Xiongnu iron-

works are short of production tools and various vessels.

The “Nomadic type” iron works found in Xiongnu area date back to the Warring Country period or 

slightly later. Further research need to be conducted on “Nomadic type” Xiongnu iron wor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