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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영성현(寧城縣) 소흑석구(小黑石溝) 8501호 대형 석곽묘는 중국의 시기 구분으로 서주 후기에 조성된 무덤

이다. 그런데 이 무덤에는 중국 중원식 청동예기는 물론 토착식 청동예악기와 토착식과 중원식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식 청동예기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소흑석구의 청동예기 조합은 같은 시기 중국 중원 지역의 예제와 

정궤제(鼎簋制)에 대비하여 볼 때 가장 낮은 신분인 사급(士級) 특일정(特一鼎)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중원 지역의 사급 고분들과는 달리 정(鼎)과 궤(簋)를 제외한 다른 식기와 주기의 조합에서는 천자와 제후

국(공국, 후국) 국군의 수준에 필적한다. 이러한 점은 악기가 부장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소흑석구 8501호 대형 석곽묘의 청동예기 가운데 토착식과 혼합식은 현지의 금속기 제작 기술을 고려할 때 

자체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서주식 청동예기는 형태와 문양은 물론 규격까지 중국 중원 지역과 

동일하여 서주에서 제작된 것임이 분명하다. 중국 중원 지역의 여러 제후국에서 제작하여 사용되던 해당 제후

국의 보기(寶器)가 소흑석구에 부장된 배경은 하가점상층문화와 서주 사이에 양측과 빈번하게 교류하던 별개의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소흑석구 집단에 의한 약탈이라기 보다는 소흑석구 집단과 이들 

집단 간의 경제적인 교역과 정치문화적인 상호 관계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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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영성현 소흑석구 8501호 대형 석곽묘는 1985년 4월 초 소

흑석구촌의 주민이 마을 뒤편의 채토로 인위적으로 형성되

어 있는 대지 단애부에서 건축용으로 쓰기 위해 흙을 파내다

가 발견되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흙을 캐다가 단애

부에서 유물이 계속 쏟아져 내리자 마을 인민위원회에서 소

흑석구촌을 관할하고 있는 전자향(甸子鄕) 향정부에 신고하

였고, 전자향 향정부에서는 즉시 관련 인원을 파견하여 주민

들이 파다가 남은 유물 출토 지점을 보호함과 동시에 주민들

이 따로 보관하고 있던 수습 유물들을 다시 회수한 후 영성

현 현정부에 유물 출토 사실을 알렸다.

10여일이 지난 후 적봉시문물공작참(현재의 적봉시박물

관)은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봉시와 영성현 관내의 

주요 문물 조사 및 보호 기관인 전자향문화중심참(甸子鄕文

化中心站), 영성현 요중경박물관(遼中京博物館), 영성현문

화국의 일부 인원을 조직하여 유물 출토 지점을 중심으로 긴

급 수습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소흑석구 8501호 대형 석곽묘

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적봉시문물공작참이 현장을 조

사할 때에는 이미 석곽묘의 1/3이 파괴된 상태였고, 내부 유

물 또한 상당수가 제 자리에서 이동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탐문 조사 등을 통해 유물의 배치 상태 등을 상세하게 파악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점 출토 맥락과 부장 당시의 전체 유

물이 수습되지 못한 하가점상층문화의 다른 청동예기 부장

묘와는 다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보고된 소흑석구 8501호 대형 석곽묘

는 발견 당시부터 학계에 비상한 주목을 받았다. 그 이유는 

석곽묘에서 하가점상층문화의 청동기가 다량으로 출토되었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다량의 청동예기가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청동예기 가운데는 ‘허계강궤(許

季姜簋)’와 같이 명문을 통해 원래의 제작자와 사용처를 파

악할 수 있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소흑석구 8501

호의 청동예기는 1995년 보고 당시부터 원래의 제작자가 누

구이며 왜 하가점상층문화권에서 발견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한 간단한 언급만이 있었을 뿐, 이후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소흑석구의 청동예기는 한편으로는 서주시대의 

정과 궤를 예기 조합의 기준으로 삼는 정궤제의 흔적이 살

펴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주의 기종 구성과는 거리가 먼 

측면이 동시에 살펴진다. 예를 들어, 소흑석구 8501호 대형 

석곽묘에는 정 1점과 궤 2점이 부장되어 있어 서주의 예에 

따르면 가장 하위 신분에 해당되지만, 최하위 신분에는 갖

추고 있지 않은 상위의 다른 기종들이 다량으로 조합하고 

있다. 청동예기의 유형 또한 전형적인 중국 중원식 외에 토

착식과 혼합식이 공존하고 있고, 용기의 구조와 형태 및 식

물흔을 통해 유추되는 식물 배합 등 또한 서주와 많은 차이

를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우선 소흑석구 8501호 

석곽묘에 부장되어 있는 청동예기의 조합 관계를 복원하고 

이러한 조합 관계를 통해 유추되는 몇 가지 점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마친 뒤에는 소흑석구 8501호에 

부장되어 있는 중국 중원식 청동예기의 제작처가 어디인가 

하는 점과 함께 이들 청동예기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 무

덤에 부장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러한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서주 후기 중국 중원 지역의 

청동예기 조합과 이러한 조합이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를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또한 실제적인 사례 분석을 통

해 살펴보고자 한다.

영성현 소흑석구 8501호 석곽묘가 조성되던 시기 중국 내

지에는 주나라라는 국가가 형성되어 있었다. 주나라의 통치 

질서는 종법 제도와 봉건 제도로 상징된다. 즉, 주나라의 정

치 질서와 사회적 관계망은 귀족 간의 혈연성을 기초로 하되 

이것이 곧 하나의 신분의 위계로까지 이어지는 독특한 사회 

서주 후기 중국 중원 지역의
청동예기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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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이루고 있었다(林鵠 2003: 54). 그런데 주나라의 종법 

제도와 분봉 제도가 물질적으로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것

이 바로 청동예기이다(王世民 1986: 157). 다시 말해 청동예

기는 처음부터 이의 사용이 귀족층의 사회적 위계적 층차에 

따라 기종의 구성과 조합, 기종 별 수량, 각 기종의 규격 등이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주나라 때 사용된 청동예기는 식기류·주기류·수기

류·악기류로 분류되는데, 이들 부류는 세부적인 기능을 기

준으로 식기류는 팽자기(烹煮器)·성사기(盛食器)·읍취기

(挹取器)·절육기(切肉器)로, 주기류는 온주기(溫酒器)·

성주기(盛酒器)·음주기(飮酒器)·읍주기(挹注器)·승준

기(承尊器)로 나누어지고 있다. 식기류-팽자기로는 정·력

(鬲)·언(甗)이, 식기류-성사기로는 궤·수(盨)·보(簠)·

돈(敦)·두(豆)가, 식기류-읍취기로는 비(匕)가, 식기류-절

육기로는 조(俎)가 있고, 주기류-온주기로는 작(爵)·가(斝) 

등이, 주기류-성주기로는 준(尊)·굉(觥)·방이(方彛)·유

(卣)·뢰(罍)·부(瓿)·호(壺) 등이, 주기류(酒器類)-음주기

(飮酒器)로는 고(觚)·치(觶)·배(杯) 등이, 주기류-읍주기

로는 두(斗)·작(勺)이, 주기류-승준기로는 금(禁)이 있으며, 

수기류로는 반(盤)·이(匜)·화(盉)·우(盂)·감(鑒) 등이 

있다(朱鳳瀚 1995: 64~65). 

이들 청동예기 가운데 주나라 때 가장 중요시된 것은 정

이었다. 주나라 때 정은 국가 권력과 모든 청동예기를 상징

하는 대표물로 인식되고 있었다(連秀麗 2005: 2). 이러한 까

닭에 『의례』·『주례』·『예기』의 삼예서에 주나라 귀족층을 

천자로부터 사까지 다섯 등급으로 나눈 뒤 이들이 신분 별

로 사용할 수 있는 행례와 예기 수를 주왕실을 기준으로 할 

때 천자는 대뢰구정(大牢九鼎), 경은 대뢰칠정(大牢七鼎), 

대부는 소뢰오정(小牢五鼎), 상사(上士)는 특삼정(牲三鼎), 

사는 특일정(特一鼎)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러

한 점을 고려하여 주나라의 예기 조합을 ‘중식(重食) 조합’

(郭寶鈞 1981: 212), ‘정궤제’(鄭威 2009: 57), ‘용정제(用鼎制)’

(兪偉超 1972: 73), ‘열정제(列鼎制)’(東周)(郭寶鈞 1959: 59)

라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제 소흑석구 석곽묘 조성기와 유사한 시점으로 

대응되는 중국 중원 지역의 서주 후기~춘추 초기 귀족 무덤

에 부장되어 있는 청동예기의 구체적인 조합 관계에 대해 표

지 유적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로 본고

에서 사용하는 중원 지역이란 지리 공간 범위는 서주 초~동

주 초 주나라의 왕성과 그 주변의 근기 제후국이 밀집 분포

하고 있던 지금의 섬서성 관중지구와 하남성 낙양시 일원을 

포괄하는 범위, 즉 섬서성과 산서성의 중남부와 하남성의 북

부와 서부 일대를 말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중의의 중원 공

간 개념과(張傳璽 1991: 67~73) 대체로 일치된다.

이와 함께 본고에서 말하는 서주 후기란 대체적인 시간 

범위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서주와 

동주는 기원전 771년 주평왕(周平王)의 천도를 분기점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전의 어느 시점까지가 서주 후기가 된

다. 서주의 시기 구분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이견이 있

지만, 여기에서는 백성들의 반란으로 왕이 축출된데 이어 재

상들에 의해 일시적으로 공화정이 이루어지는 려왕(厲王)

(기원전 854~841년)으로부터 공화기(기원전 841~828년)와 

선왕(宣王)(기원전 828~782년)을 거쳐 유왕(幽王)(기원전 

782~772년)에 이르는 시기를 후기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 기

간은 대체로 소흑석구 석곽묘 조성기와도 부합된다.   

중국의 중원 지역에서 서주 후기로 편년되는 고분은 상

당 수량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고분 가운데 고분 조성 당시 

그대로 발굴 조사된 것은 의외로 적다. 물론 도굴 또는 파괴

된 고분이라 할지라도 잔존 상태를 통해 원형을 복원하여 비

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시도하기에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장의 집필 목적과도 거리가 있

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서주 후기로 편년되는 중원 지역의 

고분 가운데 서주시대의 종법제가 물질적으로 잘 반영되어 

있는, 즉 원래의 부장품에 후대의 교란과 인위적인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표준 유적만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조사된 중원 지역의 서주 후기 고분군 가운데 

이의 요건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는 하남성 삼문협시

(三門峽市) 상촌령(上村嶺) 괵국(虢國) 고분군(中國科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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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古硏究所 1959; 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 외 1995; 河南省文

物考古硏究所 외 1999; 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 외 2000; 河

南省文物考古硏究所 외 2000)과 산서성 임분시(臨汾市) 천

마(天馬)-곡촌(曲村) 유적 중북부에 소재하고 있는 진후(晋

侯) 고분군(北京大學考古系商周組 외 2000; 山西省考古硏究

所 외 1993; 山西省考古硏究所 외 1994; 山西省考古硏究所 

외 1994; 山西省考古硏究所 외 1994; 山西省考古硏究所 외 

1995; 山西省考古硏究所 외 2001) 등이 있다. 

괵국 고분군은 1955년 삼문협댐 건설과 관련하여 중국

과학원과 중국 문화부가 연합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황

하 유역의 수몰 예정지를 조사하다가 처음으로 발견하여 

1956~1959년의 기간 동안 고분 234기, 거마갱 3기, 마갱 1

기를 조사하게 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1990~1999년에는 

1980년대 말부터 도굴단이 기승을 부리자 도굴로 인한 추가

적인 피해에 대비함은 물론 고분군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남성문물고고연구소와 삼문협시문

물공작대가 연합 조사단을 구성하여 고분 18기, 거마갱 4기, 

마갱 2기를 조사하였다. 고분군의 전체 규모는 남북 590m, 

동서 550m 해서 32.45만 평방미터이다. 

1950년대에는 고분군의 남쪽 구역이, 1990년대에는 북

쪽 구역이 조사되었다. 1950년대의 조사에서는 동과 명문

(虢大子元徒戈)을 통해 묘주의 신분이 괵국 태자임이 밝

혀진 1052호 고분 등이 조사되었고, 1990년대의 조사에서

는 명문을 통해 묘주가 괵국 국군 괵계(虢季)임이 밝혀진 

2001호, 묘주가 괵국 국군 괵중(虢仲)임이 밝혀진 2009호, 

묘주가 괵국 국군 괵계의 부인 양희(梁姬)로 밝혀진 2012

호, 묘주가 괵국 태자로 밝혀진 2011호 고분 등이 조사되

었다. 괵국 고분군은 서주 후기로부터 괵국이 멸망하는 기

원전 655년까지 지속적으로 조성된 주나라 동성 제후국의 

고분군이다.  

【 그림 1 】  하남성 삼문협시 괵국 고분군 2001호 대형 고분과 부장 청동예기 (I. 2001호 묘실 평면도(저부), II. 출토 청동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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괵국은 주문왕(周文王)의 아우인 괵중(虢仲)과 괵숙(虢

叔)이 각각 서괵(西虢)[섬서성 보계시(寶鷄市) 일대]과 동괵

(東虢)[하남성 형양현(荥陽縣) 일대]에 봉해졌다가, 동괵은 

춘추시대 정국(鄭國)에 의해 멸망당하였고, 서괵은 서주 후

기 상양(上陽)[하남성 삼문협시 이가요촌(李家窯村)]으로 천

도한 다음 기원전 655년 진국(晋國)에 의해 멸망당하였다(梁

永森 2003: 12~15). 아무튼 상촌령 괵국 고분군은 국군을 중

심으로 한 괵국 귀족층 전체 구성원의 2세기에 걸친 고분군

이다. 고분군 내에서는 시간에 따른 속성 변화가 뚜렷한 유

물이 부장되어 있으면서 고분의 규모와 부장품의 수량에서 

위계성을 뚜렷하게 보이는 토광묘, 소형 목관묘, 중형 목관

묘, 중대형 목곽묘, 대형 목곽묘가 고르게 조사되었다(李豊 

1988: 1035).  

중국 사회과학원고고연구소는 괵국 고분군을 부장 청동

예악기와 거마갱의 배장 여부 및 규모 등을 기준으로, 첫째 7

정·6궤·6력이 부장되어 있으면서 다수의 악기와 거마갱

이 딸려 있는 것, 둘째 5정·6궤·6력이 부장되어 있으면서 

악기는 배제되어 있는 대신 거마갱은 딸려 있는 것, 셋째 3

정·4궤·2력이 부장되어 있으면서 악기는 배제되어 있고 

거마갱은 딸려 있는 것, 넷째 1~2정이 부장되어 있고 거마갱

과 악기 모두 배제되어 있는 것, 다섯째 청동예기가 일체 부

장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거마갱과 악기 또한 없는 것 해

서 다섯 부류의 위계를 추출하였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

究所 1984: 284).  

임분시 천마-곡촌 진후 고분군 또한 두 차례에 걸쳐 대규

모로 발굴 조사되었다. 첫 번째는 북경대학 고고학과와 산

서성고고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1980~1989

년의 기간 동안 진행하였는데, 서주~춘추시기의 중소형 고

분 641기, 거마갱 6기, 주거지 다수가 조사되었다. 두 번째는 

1992~2001년의 기간 동안 같은 조사단에 의해 조사되었는

데, 진후묘와 부인묘 19기와 이에 딸린 배장묘, 제사갱 등이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천마-곡촌 일대가 진국의 도성이 있

던 곳으로 밝혀졌는데, 곡촌진(曲村鎭) 북쪽에는 중형과 소

형 고분이, 천마－곡촌 유적의 중심부에는 진후 등 최상위층

의 고분이 밀집 분포하고 있다.

천마-곡촌 유적 내 진후 고분군은 19기가 진후는 동쪽, 부

인은 서쪽 해서 2기가 한 셋트를 이루어 남북 3열로 배치되

어 있는데, 중간열의 서측에 진정후(晋靖侯)(91호)와 의구부

인(宜臼夫人)(92호)의 고분이 있다. 진후 고분은 93호가 묘실

의 남북에 묘도가 있는 +자형인 것을 빼고는 모두 묘실의 남

쪽 단벽 중앙에 묘도가 있는 T자형이다. 일률적으로 목곽 개

판 위에는 청동제 거마구가, 목관과 목곽 사이에는 청동 예

악기·무기·토기 등이, 목관 내에는 신변에 패대하던 옥·

석제 장식품과 장옥 등이 배치되어 있다. 진후와 부인 고분

군 남북에 일자형의 구(溝)가 있어 일반 귀족들과 독립된 묘

역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진국은 주성왕이 주무왕의 둘째 아들이자 주성왕의 동생

인 당숙우(唐叔虞)를 당국(唐國)의 옛 땅에 봉하면서 개시되

었는데, 숙우의 아들인 진후섭(晋侯燮) 때에 가서 국명을 진

으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익(翼)[천마-곡촌 유적]에 

도읍하고 있다가 진헌공(晋獻公) 8년(기원전 669년) 강(絳), 

진경공(晋景公) 15년(기원전 585년) 신전(新田)[신강(新絳), 

산서성 후마시(侯馬市) 서북 진국 도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가 기원전 376년 삼가 분립 이후 점차 쇠퇴해져 멸망하였다. 

천마-곡촌의 고분군은 부장 유물과 명문을 통해 서주 전기로

부터 춘추시대 중기에 이르는 3세기 여 가량 조성된 것으로 

편년되고 있어 『사기』, 『진세가』 등의 문헌 기록과 일치된다.

진후 국군급 고분의 상당수는 이미 도굴되거나 파괴된 상

태로 조사되었는데, 진정후 의구묘(91호), 진정후 부인묘(92

호), 진목후(晋穆侯) 비생묘(費生墓)(64호), 진헌후(晋獻侯) 

자(藉)의 부인묘(31호) 등은 양호한 상태에서 조사되었다. 진

정후 의구묘에서는 정 7, 궤 5, 작 2, 력 2, 방호(方壺) 1, 원호

(圓壺) 1, 반 1, 이 1, 우 1, 준 1, 유 1, 언 1, 두 1, 편종 7, 석경 

20점이, 진정후 부인묘에서는 정 2, 수 2, 호 2, 반 1, 화 1점이, 

진헌후 자의 부인묘에서는 정 3, 궤 2, 반 1, 화 1, 호 1점이 출

토되었다. 진목후 비생묘에서는 정 5, 궤 4, 준 4, 호 1, 반 1, 

이 1, 보 1, 작 1, 언 1, 편종 8점 1셋트, 징(鉦) 1, 석경 16점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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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서주 후기 중원 지역의 귀족층 고분의 청동예기 

부장 정황에 대해 표준 유적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사회과학원고고연구소의 괵국 고분군 위계 구분은, 중원 

지역 귀족 고분의 예기 부장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넷째(정 1~2점)와 다섯째 등급(정 없음)의 경우 동일 신분의 

재부의 차이에 따른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동일 신분으로 

통합하고자 한다. 또한 9정이 부장된 2011호 대형묘를 사회

과학원고고연구소의 첫째 등급(7정)과 같은 신분이면서 예

제가 달리 적용된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진후 고분은 주

로 경대부 또는 하대부급의 소뢰오정이 적용되었지만(孫華 

1995: 53~54), 진정후 의구묘처럼 대뢰칠정이 적용된 사례도 

찾아지므로 상황과 시대에 따라 예제 적용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서주 후기 중국 중원 지역 주요 고분의 청동

예기 조합 관계를 예제에 규정되어 있는 신분 위계에 따라 

간단하게 예시하는 것으로써 본 절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하겠다.

【 그림 2 】  산서성 천마-곡촌 진후 고분군 93호 평·단면도와 진목후 부부묘 출토 주요 청동예기 
               (I. 93호 대형 고분 평·단면도, II. 진목후 부부묘(M62~M64) 출토 주요 청동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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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흑석구 8501호 석곽묘의 청동예기는 석곽 벽체 조성과 

관련하여 형성된 이층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던 것

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인 배치 정황은 동두(銅豆) 3점을 시

작점으로 하여 그 가까이에 장동옹형 청동 평저기 2점과 동

준(銅尊) 1점과 동력(銅鬲) 1점과 동두(銅斗) 2점과 동두(銅

豆) 1점과 동이(銅匜) 6점이, 그 가까이에 쌍련관 1점과 사련

관 1점이, 그 가까이에 정 1점과 보 1점과 반 1점이 각각 한 

셋트를 이루는 식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외 동반(銅盤)은 

동정 위에, 동이는 동준 내에, 동두 1점은 동준과 구연부가 

맞물리게 하여 거꾸로 세워진 채, 동두는 동력 내부에 걸쳐

진 채 배치되어 있었다(項春松·李義 1995: 4~5). 

청동예기가 동일 층위의 동일 지점에 일정한 셋트 관계

를 이룬 채 배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소흑석구 8501호 석곽묘 

조영자들이 일정한 청동예기 사용 체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육류를 삶거나 기장 등의 낟알을 

끓여 죽을 만드는데에 쓰이는 식기-팽자기인 동력에 삶은 육

류 또는 끓인 기장죽을 떠서 담는데에 사용되는 동작이 용기 

내에 걸쳐 넣어져 있다든지, 주기-성주기인 동준에 수기류인 

동이가 내장되어 있다든지, 주기-성주기이면서 기형이 두형

(豆形)을 하고 있는 동준과 동두를 구연부가 맞물리게 하여 

위 아래로 세워 놓았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소흑석구 8501호 석곽묘에서 출토된 청동예기로는 방

정(方鼎) 1점, 궤 2점, 수개(盨盖) 1점, 보(鋪) 1점,01 두 2점, 

세장병비(細長柄匕) 2점,02 뢰 1점, 호 1점, 준 1점, 세장병작

(細長柄勺) 2점,03 화 1점, 이 7점의 중국식 청동예기와 기룡

형수환이력(夔龍形竪環耳鬲) 1점, 쌍련관 1점, 사련관 1점, 

구획문 환저기 2점, 장동옹형 평저기 2점, 과릉관(瓜棱罐) 

01 보(鋪)는 1995년의 보고문에는 보이지 않고 2009년 보고서에(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硏究所 외 2009: 260, 圖215-1) 새로이 보고된 출토 유물이다.

02  2009년 보고서에서 ‘동시(銅匙)(M8501:30)’로 보고한 것을 말한다. 중국식 청동예기에는 동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 주기-읍취기인 동비(銅匕)

가 있다.

03  1995년 보고문의 ‘장병작(長柄勺)’, 2009년 보고서의 ‘동시(銅匙)(M8501:31)’를 말한다. 전체적인 기형이 동작(銅勺)의 전형에 속하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세장병작’으로 

분류하였다.

예  제

신  분 청동예기

사례주

주

공

후

국

식기류 주기류
수기류

팽자기 성사기 읍취기 절육기 온주기 성주기 음주기 읍주기 승준기

대뢰구정 천자
정9, 력8, 

언1
궤8 호4 반1, 이1 괵M2011

대뢰칠정 경 국군
鼎7, 력2, 

언1
궤5, 두1 작2

준1, 유1, 

호2

반1, 이1, 

우1
진M91

소뢰오정 대부 경 정5 궤4 준4, 호2 진M64

생삼정 상사 대부 정3 보2 반1, 이1 괵M2013

특일정 하사 사 정1 화1, 반1 괵M1701

【 표 1 】  서주 후기 중국 중원 지역 주요 고분의 청동예기 조합 관계 사례

소흑석구 대형 석곽묘 
부장 청동예기와 청동예기 
조합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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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돌선문 옹형기 2점, 조병두(祖柄斗)04 2점, 육련두관(六

聯豆罐) 1점, 고형기(鼓形器) 1점의 토착식 또는 중국식과 

토착식의 혼합 형식의 청동예기가 있다. 기존에는 후자의 

청동예기를 ‘청동 생활용기’(項春松·李義 1995: 6, 15)라 

하여 청동예기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이들 기물의 

배치와 조합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중국식과 같은 성격의 것

임이 분명하다.05

따라서 이들 토착 양식의 청동용기 또한 청동예기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들 청동용기가 기능적인 면에서 

구체적으로 중국식 청동예기의 어떤 기종에 대응되는가 하

는 점이다. 일단 기능적인 면만을 살펴보면, 우선 쌍련관과 

사련관은 쌍련개(雙聯盖)와 사련개(四聯盖)가 있다는 점에

서 용기 내에 물이나 술과 같은 액체류가 아닌 음식류를 담

는 그릇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발굴 조사 

당시 사련관의 4개 용기 내에서 물고기, 육고기, 부추(?), 향

내 나는 과일이 출토된 것을 통해서 입증된다. 쌍련관에서는 

2개의 용기 내에서 각각 육고기와 향내 나는 과일이 나뉘어 

담아진 채 출토되었다.

04  중국 보고문의 ‘조병작(祖柄勺)’을 말한다. 두와 작은 탕 또는 죽을 담는 용기부의 형태와 크기 등을 통해 구분하는데, 소흑석구의 기물은 용기부의 형태와 크기로 보아 작

이 아닌 두가 분명하다. 또한 조병두의 성격은 중국식 청동예기 체계에서 팽자기 등과 조합하는 ‘두’의 병부가 조형(祖形)으로 변형된 것이므로 일종의 혼합식 청동예기라 

할 수 있다.   

05  예를 들어, 위의 청동예기와 용기는 소흑석구 석곽묘의 석곽 벽체 상단에 동두 셋트를 시작점으로 하여 그 다음에 장동옹형평저 청동용기-동준-동두-동력-조병두-세

장병작-세장병비-동이 셋트, 쌍련관-사련관 셋트, 동고-동정-동반 셋트 순서로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다. 

【 그림 3 】  소흑석구 8501호 석곽묘 출토 청동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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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쌍련관과 사련관이 식기-성사기

류의 청동예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쌍련관과 사련관

은 중국식 청동예기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을 대체하

던 토착 양식의 청동예기였을까? 쌍련관과 사련관은 육고기

와 과일을 동시에 담는다는 점에서 중국의 어떤 청동용기에

도 대응되지 않는다. 또한 중국식 의례에서는 육고기와 과일

을 동시에 담는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쌍련관과 사

련관이 저부 밑에 삼족이 없고 동체부가 밥주발 형태이며 동

체부 위에 입면 반타원형의 뚜껑이 있다는 점에서 삼족이 있

는 정·력·언(식기-팽자기)이나 돈(식기-성사기)에 대응되

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사련관 등과 관련지을 수 있는 중국식 

청동예기로는 궤와 보만이 남는다. 이 가운데 보는 구연부의 

평면이 장방형이고 저부에 사각받침대가 있다는 점에서 사

련관 등과 기형을 전혀 달리하고 있다. 반면 궤는 짧은 대각

형 받침이 있기는 하지만, 용기가 밥주발 형태를 하고 있고 

그 위에 입면 반타원형의 뚜껑이 있는 형식의 것이 있다는 

점에서 형태가 상당히 유사하다. 이와 관련된 유물로는 서주 

전기로 편년되는 산서성 홍동(洪洞) 영응보(永凝堡) 80NM9 

출토 궤(山西省文物工作委員會 외 1987: 圖7) 등이 있다. 이

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사련관 등을 중국식 청동

예기 궤에 대응되는 토착 양식의 예기로 보고자 한다. 물론 

사련관 등이 궤를 그대로 모사했다는 뜻은 아니다.    

a b

c d

【 사진 1 】  소흑석구 8501호의 쌍련관·사련관과 중국식 청동예기 궤의 비교(축적 부동)
                (a. 소흑석구 8501호, b. 섬서성 부풍현(扶風縣) 강가촌(强家村) 출토 즉궤(卽簋), c. 북경시 출토 서주 환뉴궤(環鈕簋), d. 북경시 통현(通

縣) 출토 서주 백호차궤(伯椃虘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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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과릉관과 돌선문 옹형기이다. 이들 용기는 소형

(기고 10~15cm)인데다 가죽끈을 이용하여 구연부를 밀봉하

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기물의 형태와 

구조로 보아 이들 기물은 반고체 이상의 특별한 먹을거리를 

담아두는데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과릉관의 

내부 바닥에서 응고된 육류의 비게[유지(油脂)] 성분이 발견

되었다. 따라서 이들 세 용기를 비게로 조리한 특수한 먹을

거리를 담아두는데에 사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서주시대 중국 청동예기에는 유사한 형태와 기능의 기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이들 용기를 소흑석구만

의 완전히 독창적인 예기로 볼 수 있다.    

이외 소흑석구 8501호 석곽묘 출토 토착 청동예기로는 구

획문 환저기와 고형기가 있다. 

먼저 구획문 환저기는 가죽 등으로 만든 물통이나 술통과 

흡사하다는 점에서(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硏究所 외 2009:  

274) 그와 유사한 용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청동예기에서는 

미주를 담는 기능이 강조되므로 원래의 용도가 술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식 청동예기 가운데 주기-성주기의 

기능을 수행한 예기라고 할 수 있는데, 형태가 중국식 주기-성

주기 가운데 원형 동체의 호(壺) 또한 구획문 환저기와도 흡

사하다. 서주 중기의 섬서성 부풍현 장백(庄白) 백가(白家) 고

분(扶風縣文化館 외 1987: 圖版6-1) 등의 것이 그러하다. 이러

한 점들을 고려할 때, 구획문 환저기는 중국식 청동예기 가운

데 호를 대체하는 토착 양식의 청동예기였다고 할 수 있다.  

a b c

【 사진 2 】  소흑석구 8501호 석곽묘의 구획문 환저기와 중국식 호의 비교(축적 부동)
                (a. 소흑석구 8501호의 구획문 환저기, b. 섬서성 수덕현(綏德縣) 언두촌(墕頭村) 출토 상나라 후기 도철수엽문호(饕餮垂葉文壺), c. 섬서

성 보계시 죽원구(竹園溝) 출토 서주 전기 부을호(父乙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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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기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기능이 무엇이었는지 밝

히기 어렵다. 만약 이 기물이 양단의 나팔꼴 구연부를 가죽

으로 씌워 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중국 청동예악기 가운데 

악기류에 해당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다른 중국 청동예기를 

현지에서 변형한 것이라면 그와 유사한 상징성을 띄고 있는 

예기로 볼 수 있다. 이리강상층기의 하남성 정주(鄭州) 백가

장(白家庄) 3호 고분(河南文物工作隊第一隊 1955: 圖版14) 

등의 관대하면서 파부의 장식이 복잡하지 않은 고가 있으나, 

소흑석구 8501호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너무 큰 차이

가 있어, 형태의 유사성만을 기준으로 고형기를 고의 변형으

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여기에서는 고(鼓)를 상징하는 예

악기로 보고자 한다.06 

끝으로 두와 육련두관은 서주 시대 중국 중원 지역에서 

독특한 계보를 이루며 제작된 두와 형태가 전혀 다르다는 점

에서 하가점상층문화권에서 독특하게 발전된 별개의 두로 

볼 수 있다. 청동예기의 조합에 두를 포함하는 아이디어는 

중국 중원 지역의 영향을 받았기는 하였지만, 기물의 제작은 

토착적 전통에 따른 예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육련두관은 

대칭 구도의 6개의 두 가운데에 커다란 용기가 있다는 점에

서 마치 오늘날 샤브샤브 요리의 탕관과 유사하다. 현재로서

는 용도를 확정할 방도가 없으나, 두에 나물과 곡식 등을 놓

고 가운데의 용기에 육탕을 담아 놓은 복합적인 성격의 예기

가 아니었을까 한다. 

이상으로 소흑석구 8501호 대형 석곽묘 부장 청동예기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러면 아래에 소흑석구 8501호 석곽묘의 

청동예기 조합 관계를 표로 제시하는 것으로써 본 절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서주 후기 중국 중원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예제에 따르

면, 천자가 직접 통치하는 서주의 경우 천자는 9개의 정과 8

개의 궤를(대뢰구정), 경은 7개의 정과 6개의 궤를(대뢰칠

06  소흑석구의 고형기는 상·주 중원 지역의 북과는 형태가 전혀 달라 위와 아래가 뚫려 있는 두형기와 유사하다. 이러한 형태의 북은 감숙성 장랑현(庄浪縣) 소하촌(小河村)

의 제가문화(齊家文化) 유적(王子初 2003: 圖2-30)과 청해성 민화현(民和縣)의 마가요문화기(馬家窯文化期) 양산(陽山) 23호 토광묘(靑海省文物考古硏究所 1990: 圖

35-15) 등에서 출토된 토제 고(鼓)와 흡사하다. 이러한 점과 함께 수습 당시 고형기의 구연부와 저부 테두리에 가죽 부식흔 같은 것이 있었다는 점(영성현박물관 관장 李

義 구술) 등을 고려할 때, 중원 지역과는 다른 형태의 북임이 분명한 것으로 여겨진다.

    예기

유형

청동예기

식기류 주기류
수기류 악기류

팽자기 성사기 읍취기 절육기 온주기 성주기 음주기 읍주기 승준기

중국식 방정1 궤2, 수1, 포1 비2
뢰1, 호1,

준1
작2 화1, 이7

혼합식 조병두2

토착식 력1

두2, 육련두

관1, 쌍련관

1, 사련관1, 

과릉관1, 돌

선옹형기2, 

옹형평저기2

환저기2 고형기1

청동예기를 통하여 본 
소흑석구 8501호 석곽묘

【 표 2 】  영성현 소흑석구 8501호 석곽묘 부장 청동예기의 조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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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부는 5개의 정과 4개의 궤를(소뢰오정), 상사는 3개의 

정과 2개의 궤를(생삼정), 하사는 1개의 정을(특일정), 공과 

후가 국군인 제후국의 경우 국군·경·대부·사가 주왕실

의 예제 보다 한 등급 낮은 예기 조합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러한 예기 조합의 기본 원칙은 서주가 식기-팽자기로서의 정

과 식기-성사기로서의 궤를 가장 중요시했다는 것을 의미하

는데, 그 외의 예기들은 상황에 따라 일부 기종이 보통 1~2점

이 추가되었다. 

소흑석구 8501호 석곽묘 출토 청동예기 조합을 같은 시기 

중국 중원 지역 청동예기 조합과 대비하여 보면, 소흑석구 

8501호 석곽묘는 정 1점과 궤 2점을 기본 조합으로 하여 여

기에 식기-팽자기 력 1점, 식기-성사기 수 1점·포 1점·두 2

점·육련두관 1점·쌍련관 1점·사련관 1점·과릉관 1점·

돌선문 옹형기 2점·옹형평저기 2점, 식기-읍취기 비 2점, 주

기-성주기 뢰 1점·호 1점·준 1점·환저기 2점, 주기-읍주

기 작 2점·조병두 2점, 수기 화 1점·이 7점이 조합하는 것

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조합은 서주의 예제에 따르면, 1정 2

궤의 하사(주) 또는 사(제후국) 급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소흑석구 8501호 석곽묘의 묘주는 서주시대 사

급의 위계를 갖고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 서주시대 중국 중

원 지역의 예제 등급만을 기준으로 소흑석구 8501호 석곽묘 

묘주의 위계를 이렇게만 해석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그것

은 소흑석구 8501호 석곽묘가 서주의 정궤제를 기준으로 볼 

때에 서주 귀족의 가장 낮은 등급인 사급에 해당될 뿐, 실제

적인 청동예기 부장이 서주의 일반적인 사급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흑석구 8501호 

석곽묘에는 식기-성사기가 정궤제의 기본 예기인 궤 외에도 

9기종 11점이나 부장되어 있고, 수기인 이 또한 7점이나 부

장되어 있다.

서주 후기~춘추 초기 중국 중원 지역에서 기본 조합인 

정과 궤를 제외한 나머지 예기 조합에서 소흑석구 석곽묘

와 비등한 기종 구성과 수량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왕실의 

천자~경급과 제후국(공작, 후작)의 국군급이 있다. 대뢰칠

정이 적용되어 있는 괵국 고분군 2012호(괵군계의 부인 양

희묘) 고분은 정 11점(식기-팽자기), 궤 10점(식기-성사기), 

력 8점, 언 1점(식기-팽자기), 작 4점(주기-온주기), 호 2점, 

방이 5점(주기-성주기), 치 6점, 고 1점(주기-음주기), 화 6

점, 반 7점, 이 1점(수기)이 부장되어 있고, 그 부군인 괵군

계의 고분(2001호)에는 여러 예기 외에 종(鍾) 8점(악기)이 

추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소흑석구 8501호 석곽묘의 예기 조합이 

비록 정과 궤의 수량에서는 서주 시대 예제에 따른 등급 구

분에서 사급에 지나지 않지만, 다른 청동예기의 기종 구성

과 수량에서는 서주의 천자~국군급(공국, 후국)에 해당하

는 예기 조합과 수량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소흑석구 8501호에 일반적인 청동예기 외에 악기인 

고형기가 부장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는데, 

유사한 시기 중국 중원 지역에서 악기(종)를 갖추고 있는 

것은 진후 고분군 91호(진정후 의구)·93호[진문후 구(仇)], 

괵국 고분군 2001호(괵군계), 응국(應國) 고분군 95호[응후

(應侯)](河南省文物考古硏究所 외) 등 최소한 국군급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소흑석구 8501호 대형 석곽묘

의 묘주는 석곽묘 조성 집단으로부터 자신들의 왕으로 인

정받던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소흑석구 8501호 묘

주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가 단계의 왕이었는가 하는 문

제는 별개의 논의 사항이다. 이러한 점과 함께 소흑석구 

8501호 석곽묘의 묘주가 자신의 정치적 권위와 신분을 청

동예악기 조합으로 현시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소흑석구 

8501호의 묘주와 이 석곽묘의 조성 집단이 적어도 고분 조

성기 직전으로부터 조성기에 이르는 시점에 서주의 예악기

를 통한 사회적 신분을 현시하는 관념을 알고 있었다는 것

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흑석구 8501호 석곽묘의 묘주는 서주의 예악 

제도에 맞추어 부장 청동예악기를 서주의 천자급인 대뢰구

정 또는 공국과 후국의 국군급인 대뢰칠정, 다시 말해 정 9

개와 궤 8개 또는 정 7개와 궤 6개에 맞추지 않고, 서주의 예

제에서 가장 낮은 등급의 신분인 사급의 정 1개와 궤 2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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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었던 것일까? 혹 소흑석구 8501호 묘주가 주왕실을 중

심으로 한 서주의 봉건 체제에 편입되어 있으면서 스스로 

자국과 남국 제후국의 국군보다 낮은 사급으로 처신하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혹 사급 신분이지만 주왕실로부터 먼 이

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까닭에 악기를 부장하는 등 몰래 참

월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렇게 보기에는 소흑석구 8501호 석곽묘의 청

동예기 조합이 너무나 이례적이다. 소흑석구 청동예기 조합

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연히 중국식 청동예기에는 전

혀 존재하지 않는 토착식의 청동예기들인데, 만약 소흑석구 

8501호 석곽묘가 주왕실을 중심으로 한 서주의 예제적 질서

에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편입되어 있었거나, 또는 편입되어 

있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예제를 자신들의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준용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토착식

으로 청동예기 조합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서주 체제에 대

한 정면 도전이자 예제적 질서의 파괴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서주의 청동예기가 원래 실

생활에 사용하는 용기였다는 점이다. 즉, 서주의 청동예기는 

【 사진 3 】  소흑석구 8501호 석곽묘의 토착식 청동예기(일부)

a

d

b

e

c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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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기를 제외하고는 그것이 음식이든, 술이든 간에 음식

물을 삶거나 담는 용도로 사용되던 용기이다. 따라서 이들 

용기는 음식물과 관련하여 각자의 용도가 정해져 있을 수밖

에 없다. 다시 말해 서주가 청동용기를 종법 제도와 예제적

인 질서를 상징하는 예기로도 사용한 만큼, 당연히 천자로부

터 사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사용할 수 있는 청동예기의 기종 

구성과 수량에 대응하여 각자가 각종 조례나 연회나 제사 등

의 의례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음식 또한 엄격하

게 정해져 있었다.   

그렇다면 소흑석구 8501호 석곽묘의 상황은 어떠하였을

까? 소흑석구의 청동예기에서 주기류와 수기류를 뺀 나머지 

가운데 중국식의 정 1점에는 원래의 용도에 따라 당연히 삶

아 익힌 육고기가 담아져 있었을 것이다. 또한 식기-성사기

인 궤 2점과 수 1점과 포 1점에도 원래의 용도에 따라 곡식류

의 밥이 담아져 있었을 것이다. 토착식의 두 2점 또한 원래

의 용도에 따라 말린고기와 젓갈 등이 담아져 있었을 것이

다. 그런데 이외 나머지의 토착식 청동예기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주의 예제에서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도, 같은 시기 

사례가 확인되지도 않는 음식물이 담아져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소흑석구 8501호 대형 석곽묘

의 묘주와 이 무덤의 조성자들은 같은 시기 서주의 예제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 이를 현지의 문화적 특색과 수요에 맞

추어 예악기 체계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스스로를 서주 

주왕실의 천자 또는 서주 제후국(공국, 후국)의 국군과 비등

한 존재로 대내외에 현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아

울러 각종 청동예기와 남성 성기 꼴과 인면형 청동제 막대끝

장식, 경형식, 주연에 연속 조문(鳥文)이 있는 원형 황금패식, 

교미하는 동물 모양의 청동패식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소흑

석구 묘주의 의례 활동 목적과 대상 또한 서주와 사뭇 달랐

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소흑석구 8501호 대형 석곽묘 부장 청동예기의 제

작자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소흑석구 8501

호 석곽묘의 청동예기 가운데 토착식과 혼합식은 당연히 소

흑석구 8501호 묘주를 수장으로 하는 집단에 의해 제작된 것

이 분명하다. 소흑석구 집단의 청동기 제작 능력과 기술은 

함께 출토된 독특한 색채의 각종 금속기를 통해 충분히 입증

된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중국식 청동예기의 경우 중원 지

역을 중심으로 한 서주 영역에서 출토되는 청동예기와 형태

【 사진 4 】  소흑석구 8501호 석곽묘 출토 쌍련관 내의 음식물 잔존흔

음식물 잔존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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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론 장식과 문양 및 규격까지 동일하다. 따라서 중국식 

청동예기 또한 소흑석구 집단에 의해 제작되었는지가 가장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결정적인 자료가 바로 소흑석구 8501호 석

곽묘에서 출토된 궤 1점이다. 즉, 소흑석구에서 출토된 중국

식 청동예기 가운데 1점의 궤 내면 동하부에서 3행 16자의 

명문이 발견되었는데, 그 명문 내용이 바로 “許季姜作尊簋其

萬年子子孫孫永寶用”이다. 이 때문에 이 궤를 명문에 따라 

특별히 ‘허계강궤’라고 부르고 있다(項春松·李義 1995: 21). 

아무튼 ‘허계강궤’의 명문은 “허국의 계강이 준과 궤를 만드

니, 자손 대대로 영원히 보기로 사용할 지어다”로 석독된다. 

따라서 소흑석구의 ‘허계강궤’가 원래 소흑석구 집단이 아닌 

서주시대 허국의 계강이 제후국 국군의 혈족 후손들을 위해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허국은 서주 성왕이 상나라 말 백이(伯夷)이 후손인 허문

숙(許文叔)을 허[지금의 하남성 허창현(許昌縣) 일대]에 남작

의 강성 제후국이다. 기원전 8세기부터 주변 제후국의 잦은 

침략을 받다 허영공(許靈公) 6년(기원전 576년) 엽(葉)[지금

의 하남성 엽현(葉縣) 서남부]으로 천도한 뒤 초나라의 부용

국이 되었고, 허도공(許悼公) 14년(기원전 533년)에는 성부

(城父)[지금의 안휘성 박주현(亳州縣) 동남], 허도공 18년(기

원전 529년)에는 엽(葉), 허도공 23년(기원전 524년)에는 용

성(容城)[지금의 하남성 노산현(魯山縣) 동남]으로 천도하였

다. 기원전 481년 초혜왕(楚惠王)이 공자 결(結)[허실공(許實

公)]을 허국의 국군으로 세움으로써 실질적으로 멸망하였는

데, 공자 결의 고손 때 완전히 멸망당하였다(任偉 2004: 292).

따라서 소흑석구 8501호의 ‘허계강궤’는 늦어도 서주 후

기 영하(潁河)[회하(淮河)의 지류] 상류역에 위치하고 있는 

【 그림 4 】  소흑석구 8501호 석곽묘 출토 방좌궤와 내면 동하부 명문 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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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하남성 허창시 허창현 일대의 국군 공실에 의해 제작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과 함께 소흑석구 8501호의 

노예수문방정이 섬서성 부풍현 장백 1호(李西興 1994: 圖版

41)의 동종 기종과 세부적인 형태는 물론 규격에서도 흡사하

다는 점, 서주시대 청동예기 제작 기술과 공방 및 장인 계층

이 국가로부터 매우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었다는 점(袁艶玲 

2009: 69)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흑석구 8501호 대형 

석곽묘 부장 중국식 청동예기 전체를 서주 권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자손 대대로 영원히 보기”로 삼아야 하는 중원 

지역의 여러 서주 제후국들의 ‘보기’가 어떻게 소흑석구 8501

호 대형 석곽묘에 부장되게 된 것일까? 서주시대에는 청동예

기의 제작은 물론 유통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예기일지라도 다른 나라 또는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상사하는 일이 극히 드물었다. 공녀가 다른 제후국에 시집갈 

때 혼수품[잉기(媵器)]으로 특별 제작하여 가지고 가거나, 약

소 제후국이 강대 제후국에 회유 기물로 회뢰(賄賂)하거나, 

전쟁을 통해 약탈하는(袁艶玲 2009: 72~73) 예외적인 경우

가 있기는 하였으나, 소흑석구와 이들 청동예기 제작지와의 

거리와 당시 정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예외적 상황이 인정되

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상나라 말기~춘추 초기 서

주와 하가점상층문화 사이의 하북성 북부와 연산산지에 하

북성의 서주와 직접·간접적으로 교류하던 집단과 문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화북대평원 북단의 장가원상층유형(張家

園上層類型)과 연산산지의 초도구유형(抄道溝類型)과 동남

구(東南溝)-옥황묘문화(玉皇廟文化) 동남구유형(東南溝類

型)이 그러한데(吳江原 2004), 이들 문화권의 일부 수장층 무

【 사진 5 】  소흑석구 8501호 석곽묘와 섬서성 부풍현 장백 1호 매납유구의 노예수문방정 ( a. 소흑석구 8501호, b. 부풍현 장백 1호)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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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과 의례 유구에서 서주의 청동기와 함께 청동예기가 종종 

발견되곤 한다(吳江原 2011: 13~25; 吳江原 2013: 12~19). 중

국식 청동예기의 부장과 매납 행위는 하가점상층문화보다 

앞선 장가원상층유형에서 가장 뚜렷하지만, 뒤이은 시기 연

산산지의 문화권에서도 중국식 청동예기 또는 변형 청동예

기가 발견되기도 한다.

중국 동북 지역의 청동예기에 대해서는 위영자유형(魏

營子類型)의 청동예기를 대상으로 그 배경을 전쟁(町田

章 1981: 286; 甲元眞之 1990: 76; 吳江原 1997: 92~94; 甌

燕 1999: 2; 裵眞永 2001: 27~29; 조원진 2010: 113; 박대재 

2010: 139)으로 보는 견해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최근 

이 일대의 문화 지형과 고고학적 발견 정황 등을 근거로 문

화 간 교역과 정치적인 필요 관계에서 증여된 것일 가능성이 

제기된 것(吳江原 2011: 37~38)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흑

석구의 청동예기가 전쟁으로 약탈된 것이라면, 굳이 토착식

과 혼합식 청동예기까지 제작하며 자신들만의 청동예기 조

합 체계를 완성하려 애쓴 것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

재의 발견 정황으로는 중국 제후국 간의 전쟁으로 획득되어

진 청동예기를 북방 제후국이 연산산지에 선물하였고, 이를 

다시 연산산지 집단이 하가점상층문화 집단과의 교류 관계 

속에서 제공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 그림 5 】  하북성 북부 비 중국계 문화의 청동예기 부장묘 (※천진 계현(薊縣), 장가원(張家園) 87M2,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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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서주는 정과 궤를 기본 조합으로 하는 독특한 청동예기 

체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예기 체계는 서주 사회의 

정치적 질서와 신분에 대한 위계 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 주왕실을 기준으로 할 때 천자는 대뢰구정, 경은 대뢰칠

정, 대부는 소뢰오정, 상사는 생삼정, 사는 특일정의 예기 조

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예기 체계

는 이례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서주 후기까지 잘 유지되었

다. 이러한 점은 중국 중원 지역의 서주 후기의 전형 고분군

인 하남성 삼문협시 상촌령 괵국 고분군과 산서성 임분시 천

마-곡촌 진후 고분군에서도 잘 드러난다.

영성현 소흑석구 8501호 대형 석곽묘는 중국의 시기 구

분으로 서주 후기에 조성된 무덤이다. 그런데 이 무덤에는 

중국 중원식 청동예기는 물론 토착식 청동예악기와 토착식

과 중원식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식 청동예기가 다량으로 출

토되었다. 소흑석구의 청동예기 조합은 같은 시기 중국 중원 

지역의 예제와 정궤제에 대비하여 볼 때 가장 낮은 신분인 

사급 특일정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중원 지역의 

사급 고분들과는 달리 정과 궤를 제외한 다른 식기와 주기의 

조합에서는 천자와 제후국(공국, 후국) 국군의 수준에 필적

한다. 이러한 점은 악기가 부장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드

러난다.

여러 점을 고려할 때, 소흑석구 8501호 석곽묘의 묘주와 

이 무덤의 조성자들은 서주의 청동예악기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자신들의 필

요에 의해 이를 변용하여 적용하였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변

용은 스스로를 왕이라 생각하는 묘주가 굳이 서주의 예악기 

제도에 맞추어 정을 9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과 궤를 최

소화하는 대신 자신들의 의례에서 강조되거나 필요한 예기

를 새로운 형태로 개발하여 조합한 것으로 정리된다. 동물성 

지방질 음식을 담아 놓은 과릉관과 샤브샤브 형태의 음식물

을 위한 육련두관 등을 독자적인 예기의 사례로 들 수 있다.

소흑석구 8501호 대형 석곽묘의 청동예기 가운데 토착식

과 혼합식은 현지의 금속기 제작 기술을 고려할 때 자체 제

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서주식 청동예기는 형태와 문

양은 물론 규격까지 중국 중원 지역과 동일하여 서주에서 제

작된 것임이 분명하다. 중국 중원 지역의 여러 제후국에서 

제작하여 사용되던 해당 제후국의 보기가 소흑석구에 부장

된 배경은 하가점상층문화와 서주 사이에 양측과 빈번하게 

교류하던 별개의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소흑석구 집단에 의한 약탈이라기 보다는 소흑석구 집단

과 이들 집단 간의 경제적인 교역과 정치적인 우호 관계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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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t Tomb 8501 seen through Comparison with the 
Chinese Zhongyuan Region

Oh Kang-won
Associate Professor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large stone cist tomb 8501 of Lingcheng prefecture Xiaoheishigou, according to Chinese 

chronology, was built during the late Western Zhou period. However in this tomb not only Chinese 

Zhongyuan style bronze ceremonial vessels but also indigenous style bronze ceremonial vessels and 

instruments and hybrid bronze ceremonial vessels with a mixture of both indigenous and Chinese 

styles were excavated in large numbers. The bronze ceremonial vessel assemblage of Xiaoheishigou, 

in comparison with the decorum regulations and bronze cauldron and coffer system of the Chinese 

Zhongyuan region of the same time period, belong to that of the lowest status category. However, in 

contrast to the lowest class category tombs of the Chinese Zhongyuan region, in this tomb, with the 

exception of cauldrons and coffers, the remaining food and wine vessels of the assemblage match 

the standard of emperors and feudal rulers of vassal states. This is reinforced by the burial of musical 

instruments. 

Of the bronze ceremonial vessels of Xiaoheishigou large stone cist tomb 8501, the indigenous and 

hybrid styles, in consideration of manufacture technology seem to have been manufactured locally. 

However, the form, pattern and also the standards of the Western Zhou style bronze ceremonial 

vessels are identical to those of the Chinese Zhongyuan region and therefore it is clear that they 

were manufactured in Western Zhou. The reason for these precious ceremonial vessels which were 

manufactured and used in the many individual vassal states of the Chinese Zhongyuan region being 

buried in Xiaoheishigou, seems to have been the result of economic exchange and friendly political 

relations between the Xiaoheishigou and other groups rather than these vessels having been plundered 

by the Xiaoheishigou group. A distinct cultural sphere existed between the Upper Xiajiadian culture 

and Western Zhou which interacted frequently with both 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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