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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나주 복암리유적에서 백제지방 최초로 목간이 출토되었다. 이 글에서는 목간을 묵서가 있는 목제품으로 정의하고 복암리

유적 발굴보고서에 수록된 목간 65점 중 묵서가 확인된 13점을 대상으로 백제 목간 출토현황과 비교하여 복암리 목간의 의미를 살펴

보았다.

복암리 출토 목간은 모두 대형의 1호수혈에서 일괄 출토되었다. 수혈 내부 토층은 모두 43개의 층으로 세분되나 출토된 목간을 

비롯한 다수의 목제품, 토기, 기와 등 유물의 시기적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목간은 다른 유구에서는 출토되지 않았으며 수혈에 일부러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목간의 형태적 특징을 통해 2차 폐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복암리 목간은 간지명 묵서 ‘경오년(庚午年)’이 확인된 목간과 C14 연대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610년을 중심연대로 7세기 초반으로 

편년된다. 출토된 13점의 목간을 묵서 내용과 형태적 특징을 토대로 기능적으로 분류하면 문서목간 6점, 부찰목간 6점, 기타목간 1점

으로 나뉜다.

현재까지 출토된 백제 목간은 총 89점으로 출토 지역은 나주와 금산을 제외하면 모두 부여에서 출토되었고, 사비도성 안팎의 

왕궁지, 궁원지, 사찰 등으로 다양하다. 복암리 목간과 비교되는 주요 백제 목간으로는 관북리 목간, 궁남지 목간, 쌍북리 280-5번지 

목간 등이다. 이들 목간과의 비교를 통해 웅진도독부 시절의 지명에 대한 검토, 지명+관등+인명 순으로 정형화된 신분표시 방식, 

백제에서 군제가 실시되었고 복암리는 군이 설치된 지역이었다는 단서, 정중제 실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복암리 목간은 작성시기(610년), 작성지(군이 설치된 두힐성), 작성주체(군좌, 지방관 등)가 확실하며 기록된 내용은 백제 목간의 

표준화된 신분표시 방식, 서사방식, 정중제와 양전제의 실시 등 백제 지방사회의 지배에 대한 일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자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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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나주 복암리유적에서 백제 목간이 출토 된지도 벌써 

8년째에 접어들었다. 2008년, 나주에서 출토된 백제 목간

에 대한 소식은 연일 보도되면서 백제 지방사를 새로 쓸 

수 있는 자료가 추가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문자기록 자료

가 많지 않은 백제사 연구의 활력이 되었고, 학계의 관심을 

아파트형 고분으로 유명한 나주 복암리 3호분에 이어 다시

금 나주 복암리(영산강유역)로 돌리게 하였다. 이후 2014년 

최대 발굴 성과로 손꼽히며 가장 완벽한 형태의 금동신발 

출토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 정촌고분의 발굴로 나주 복암

리를 비롯한 다시면 일대의 지리적·역사적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복암리유적은 사적으로 지정된 나주 복암리 고분군

(사적 제404호)의 주변 일대로 복암리 고분군의 사용주체

에 대한 고민, 발굴, 조사, 연구 등을 위해 2006년부터 2011

년까지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글의 연구대상인 복암리 

목간은 2008년 복암리 고분군 동편일대에 대한 조사 시 출

토되었다.

이 글에서는 묵서나 묵서흔적(墨痕)이 확인되는 것으

로 하되 목간 부스러기인 삭설(削屑)을 포함하여 목간으

로 정의하고 목간의 형태이나 묵서가 확인되지 않는 목제

품은 목간형 목제품으로 분류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목간은 문자를 기록하기 위한 서사재료로 고대 문서

행정의 기초이자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묵서

가 확인되지 않는 목간형 목제품은 과연 행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목간으로 

분류하기보다는 목제품으로 분류해 검토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다. 다만 목간으로서의 1차적 기능을 다한 이후 다

른 용도로 재사용하거나 또는 중요내용의 삭제를 위해 묵

서를 삭도(削刀)를 이용하여 깎아낸 경우 묵서흔적이 확인

되지 않더라도 목간으로서의 사용이 분명하므로 큰 범주

에서는 목간으로 분류하되 목간을 재사용하기 위한 것인

지, 목간의 제작을 위해 깎아내 다듬은 것인지 구별이 어려

울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또한 목간 출토 유구 또는 

유적에서 부찰형태나 완형의 세장방형 묵서가 없는 목간형 

목제품이 출토된 경우에는 발굴된 지역이 목간과 목제품의 

제작처이자 사용처였음을 알 수 있고, 발굴된 유적의 성격

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이므로 그 중요성에 대해 간과해서

는 안된다.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출토된 목제유물을 목간으

로 분류할 때 1차적으로 묵서의 확인 여부는 유물 분류에 

대한 혼란을 막을 수 있으며 목간이 가진 고유의 문서적 

기능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분류 기준을 토대로 나주 복암리유적 발굴조

사보고서(2010)에 기재된 65점의 목간 또는 목간형 목제

품으로 보고된 유물을 재정리하면, 출토된 목간은 총 13점

이며, 태극문이 묵서된 목제품 2점, 그 외 목간형 목제품과 

용도 불명의 목제품 등이 출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은 

수량이지만 이 13점의 목간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 그 내

용이 백제사에 어떠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으며, 백제 목

간과 비교해 복암리 목간 출토 의미는 무엇인지 검토해 보

고자 한다.

Ⅱ. 복암리 목간 출토 유구와 목간 현황

1. 복암리 목간 출토 유구의 고고학적 맥락

백제사의 신자료를 제공한 복암리 목간은 복암리 고

분군의 동편일대에 대한 2006~2008년 실시한 시·발굴조

사 결과물이다. 복암리유적에 대한 조사는 크게 2가지 관

점의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①고분의 축조 범위 및 성격을 

규명하고 고분 축조 세력의 근거지를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복암리 고분군, 반남 고분군 등 대형의 고분을 중심으로 한 

분묘 연구에서 벗어나 의식주를 비롯한 실생활을 종합적으

로 규명하고, 한 차원 전진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 ②옹관

고분 조성세력의 발생기, 전성기, 쇠퇴기의 과정 속에서 나

타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변화 및 백제의 성장에 

따른 마한의 통합(복속) 과정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된 유구와 출토된 유물을 통해 위

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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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목적인 백제의 지방지배와 관련한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

한 것이 “목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간이 출토된 지점은 나주 복암리고분군에서 북동쪽

으로 약 200m 가량 떨어져 있고, 복암리고분군의 피장자

들이 생활했던 주거유적(삼국시대 주거지 22기 확인)으로 

추정되는 랑동유적에서 서쪽으로 약 200m, 정촌고분에서 

북서쪽으로 약 450m 떨어져 있다. 현재는 해발 10~13m의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는 쪽 재배단지로 조성

되어 있다(사진 1). 유적의 남쪽으로는 영산강이 흐르고 유

적과 영산강 사이에는 넓은 다시벌이 자리하고 있다. 유적

의 조사경위, 조사내용 및 결과는 2010년 발간된 『羅州 伏

岩里遺蹟 Ⅰ - 1~3차 발굴조사보고서』(국립나주문화재연구

소)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복암리 유적은 목간이 출토된 유구(1호수혈)의 주변에

서 조사된 제철유구(노지와 폐기장)와 출토된 제철관련 유

물(노벽편, 슬래그, 단조박편, 유출재, 철괴, 입상재 등), 동제

품 제작에 사용되는 도가니와 철제집게 등은 철제품과 동

제품 제작 공방1이 설치되었음을 보여준다. 일부 목간내용

에 대한 해석과 1호수혈의 용도에 대한 문제, 복암리 일대 

철기생산 전문집단의 존재, 나아가 복암리 고분군을 축조한 

세력과의 관계 등 다양한 추론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목간이 출토된 1호 수혈유구는 평면 원형, 단면 추형

에 가까운 형태로 남북방향 상단부 직경 6.92m, 최대 깊이 

5.37m의 대형이다. 수혈의 용도는 단면이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직경이 넓어지도록 축조한 점, 내부에서 박으로 만

든 바가지와 토기, 목제품 등 물을 긷는데 필요한 도구 등

이 출토된 점, 주변에서 제철관련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제철 공방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집수시설로 보고되었다.2

<그림 1>을 보면 1호수혈의 내부 토층은 모두 43개 층

위로 세분되지만 퇴적 또는 충진 양상 등을 살펴보면 크게 

4개의 층위로 대별할 수 있다. 수혈 바닥에 심주 등의 구

조물을 설치한 다음 이를 고정하기 위하여 충진시켜 다졌

던 Ⅳ층(43~41층), 수혈의 담수가 최대 깊이로 유지되었을 

때 바닥으로부터 서서히 형성된 Ⅲ층(40~35층), 수혈의 담

수 기능이 유지되었을 때 목간을 비롯한 다수의 목제유물

과 각종 유기질의 유물, 금동이식 등이 혼입된 Ⅱ층(34~15

층), 그리고 수혈의 수위가 가장 낮아진 상태로 담수되어 

바닥면이 대체로 수평을 유지하면서 물이 고여 있었던 Ⅰ층

(14~1층)이다(김혜정 2010: 6).

목간은 모두 Ⅱ층에서 출토되었으며, 대부분의 유기물

이 집중 출토되었다. 거의 편평하게 형성된 하부의 Ⅳ층과 

연번 유적명

랑동유적

복암리고분군

조산고분

정촌고분

다시뜰유적

1

3

4

5

6

1

2

3

5

6

4

1호수혈

고분주구

복암리유적2

사진 1.   복암리유적 및 주변유적 위치도, 복암리유적 전경.

1 복암리유적에서 출토된 도가니 29점에 대한 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동도가니 12점, 동합금도가니 12점, 순동도가니 3점, 불순물이 포함되어 망간의 함량

이 높은 도가니 1점, 미상인 도가니 1점으로 확인되었다.

2 현재까지는 유구의 토층상황과 유적에서 확인된 제철공방의 흔적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집수시설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나, 향후 복암리유적 

일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전체적인 유적의 경관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수혈의 용도에 대한 재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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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층, 상부의 Ⅰ층과 달리 Ⅱ층은 단면상에서 보면 유구의 

가장자리 벽에서 중앙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U’자형을 띠

며 토양의 성분도 점질토가 주를 이루고 있다. 수혈의 외부

에서 수혈 내부로의 퇴적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형성된 것

으로 판단된다.

Ⅱ층의 최하층인 34층 암회색사질점토에서는 목간이 

출토되지 않았으며, 토질 자체도 오랜 시간동안 물에 잠겨 

다져져 형성된 것처럼 단단하다. 목간의 형태가 확실하지

만 상단부가 결실되었거나, 부찰형 목간과 같이 하단부를 

뾰족하게 만들었으나 묵서가 확인되지 않는 목간형 목제품

(복암리유적Ⅰ보고서에는 목간23과 목간32로 기재3)이 33

층 연회색사질토에 최초 폐기된 이후 목간은 많은 시간차

는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폐기되어 당시 수면에서 일정시간 

동안 부유, 토양 속에서 안정화되는 기간 등을 거쳐 층위를 

달리하여 출토되었다. 즉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반드시 

토층의 역순으로 폐기시기를 산정할 필요는 없으며(김성범 

2010a: 41) 출토된 목간을 비롯한 토기와 기와 등 Ⅳ층~Ⅰ

층 출토 유물의 시간적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묵서가 있는 목간이 출토된 층위를 살펴보면 목간8과 

목간9가 31층 암회색점질토에서 출토되었고, 같은 층에서 

부여 관북리 연지와 능산리 32호분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

한 형태의 이식이 1점 출토되었다. 사비기 이식은 웅진기와 

달리 하나의 유형으로 단순해지는데, 중간식은 공구체이고 

수하식은 심엽형이다. 복암리에서 출토된 이식은 금동으로 

사비기 이식의 전형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

30층에서는 전면과 후면에 모두 묵서가 있고 백제 관

등명이 확인되는 목간3이, 29층에서 상부에 결입부와 2번 

이상 매듭을 돌린 흔적이 관찰되는 목간10과 간지가 묵서

된 목간11이 출토되었다. 31층~29층에서 출토된 경부에 새

끼줄이 감겨 있는 호나 기고가 30㎝가 넘는 호, 대상파수

가 부착되었으나 이후 결실된 직구호 등이 공반출토되었다. 

이러한 호형토기는 부여와 익산지역에서 출토되는 토기류

로 백제 사비기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26층에서는 백제 촌락문서격인 목간5가, 25층에서는 

그림 1.   복암리 목간 출토유구 1호수혈 층위도.

사진 2.   출토 금동이식 비교.

복암리 출토 관북리연지 출토 능산리32호분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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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목간 퇴적순서 모식도.

3 목간23(유물번호 425)은 전면과 후면을 편평하게 다듬고 상단부는 한번에 하단부는 2회 이상 깎아 장방형으로 만들었으며, 목간32(유물번호 434)는 상단부

는 결실되었으나 하단부를 좌·우에서 중앙으로 사선이 되도록 깎아 뾰족하게 만들어 꼬리표목간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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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장 길이의 목간4, 국내 최초 봉함목간인 목간6, 부

찰목간인 목간7과 목간12가 출토되었다. 20층에서는 습자

용 목간13이, 19층에서는 처음 출토되어 복암리 목간의 존

재를 알린 목간1이, 6편으로 쪼개져 있고 목간의 보존상태

도 가장 좋지 못한 목간2가 17층에서 출토되었다(그림 2).

목간은 다른 유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에 

일부러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목간을 비롯한 목간형 목제

품 65점은 수혈에 폐기할 당시에 이미 잘라서 부러뜨린 것, 

여러 번 깎아낸 것, 불에 탄 것 등과 같은 훼손 행위로 보아 

1차 폐기되었고 1호수혈은 목간의 2차 폐기 장소로 활용되

었다. 묵서가 있는 목간 13점 중 1차 폐기 또는 훼손 행위

가 확실한 것은 목간1, 목간3, 목간8, 목간13으로 상·하단

을 자르거나 깎아낸 흔적이 확인되는 것들이다.

목간이나 명문와 등의 문자자료는 묵서명이나 명문만

이 아니라 공반유물, 주변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수

반되어야 그 유물의 성격이나 연대 등에 파악이 제대로 이

루어질 수 있다(김영심 2007: 265). 유적에서는 당시 최고

급 기술인 철을 다루는 제철유구와 ‘관내용(官內用)’ 및 ‘두

힐사(豆肹舍)’가 음각으로 새겨진 토기, 목간에 글씨를 쓰

기 위해 먹을 갈았던 벼루 등이 출토되었다(사진 3).

벼루는 문방사우 중 하나로 먹과 붓을 사용해서 글씨

를 쓰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복암리유적에서는 모두 5점이 

출토되었다.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으로 무족식, 대족식, 다

족식으로 분류된다. 백제 사비기 벼루 출토 유적으로는 관

북리, 부소산성, 궁남지, 능사, 왕궁리 등으로 정치적·종교

적으로 중요한 시설에서 출토되는 유물이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복암리유적에는 문서작성이 이루

어지는 백제 지방관청이 있었고, 그 관청은 ‘두힐성(豆肹

城)’의 관청임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출토된 유물 중 ‘회진

현(會津縣)’명 명문기와는 이 지역이 삼국시대 이후 고려시

대에도 지속적으로 나주지역의 거점이었음을 단적으로 보

여준다고 할 수 있다.

‘관내용(官內用)’명 명문토기 ‘두힐사(豆肹舍)’명 명문토기

벼루

사진 3.   출토 명문토기 및 벼루.

Sample
No.

자료명
14Ｃ연대

[BP]
교정연대
[cal AD]

1 비자씨
1467±19

±38
576(601)616
557(601)642

2 참외씨
1470±19

±38
573(600)613
554(600)641

3 박씨
1447±19

±37
600(612)641
573(612)648

4 바구니
1454±18

±37
596(608)638
568(608)646

5 목탄편
1399±16

±33
642(649)654
619(649)659

6 목탄편 1420±19
±39

615(642)649
601(642)655

표 1. 1호수혈 출토 시료 C14 연대 측정 결과(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0 분석편: 187,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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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목간의 시기는 언제인지 살펴보면 1호수혈

에서 출토된 목간에 기재된 내용과 공반 출토된 토기와 기

와 등 각종 유물, 그리고 1호수혈 내부에서 수습한 비자열

매를 비롯한 유기물의 C14분석 자료(표 2) 등을 토대로 6세

기 말~7세기 전반에 목간과 1호수혈이 폐기된 것으로 추

정하였다. C14연대측정에 사용된 6점의 시료 중 3점은 씨

앗류로 출토되었을 당시의 상태는 완벽할 정도였다.4

<표 1>의 연대측정 결과를 보면 1호수혈의 6점의 시

료 중 목탄편인 5와 6을 제외한 시료1~4의 중심연대가 

600~612년으로 분석되었다. 수혈에서 출토된 토기와 기와

의 편년과 다른 목간에 기재된 내용 등을 토대로 목간에서 

확인된 ‘경오(庚午)’의 간지도 610년으로 볼 수 있다.

2. 복암리 목간 현황과 형태적 특징

복암리유적Ⅰ 보고서(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0)에

는 목간의 유물번호가 403~415로 표기되어 있으나 처음 

보고되었던 당시 부여된 목간1~13을 쓰고자 하는데 대다

수 연구자들의 발표문과 각종 논문 등에서도 목간1~13으

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5

복암리에서 출토된 목간은 사비도성이 아닌 지방에서 

처음으로 출토되었고, 기존에 출토되지 않았던 형태의 목

간들이 다수 있는 점과 묵서된 내용에는 행정체계, 호구체

계, 농업생산량의 표기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백제 목

간 연구의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는 출토

된 목간 13점에 대하여 목간의 형태와 쓰임에 따라 분류하

고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현황과 특징에 대하여 검토해보

고자 한다. 

출토된 목간의 묵서내용과 형태적 특징을 토대로 문

서목간, 부찰목간, 기타 목간으로 기능적 분류를 하면  

<표 2>와 같다. 문서목간은 여러 관사(官司)에서 작성된 다

양한 문서·기록 등을 일괄해서 총칭하며 서식에 따라 협의

의 문서와 전표·장부로 구분한다. 부찰목간은 문서와 달리 

물자에 부착되는 것을 총칭하며, 세금물목에 부착된 것을 

하찰, 물품의 보관과 정리를 위해 부착한 것을 협의의 부찰

목간이라 한다. 기타로는 습서나 낙서, 기재내용이 불명확

한 목간 등이 있다(김성범 2010a: 52).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13점의 목간을 정리하면 

문서목간 6점, 부찰목간 6점, 기타 목간 1점이다. 문서목간

은 봉함목간 1점(목간6)을 포함한 수치로 호적과 노동력, 

곡물 공진 등에 대한 내용이며, 부찰목간은 상하단부를 잘

라 폐기하여 원형을 알 수 없지만 물품 명칭(麻)과 수량이 

적힌 목간9를 제외한 나머지 목간 5점은 상단부에 결입부

와 현공이 있는 형태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 4, 5).

복암리에서 출토된 태극문이 그려진 목제품1은 형태

4 연대측정 시료로 사용된 비자열매와 참외씨, 박씨 이외에도 밤, 살구, 복숭아, 솔방울 등 다수의 유기물이 출토되었다.

5 동일한 목간을 두고도 명명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 혼란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다.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한국에서 출토된 목간을 

전수조사한 후 『한국의 고대 목간』(2004)과 『한국목간자전』(2011)을 발간했는데, 거기에 의해 번호가 명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궁남지에서 

출토된 ‘서부후항’이 묵서된 목간은 보고서에 목간1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국의 고대 목간』보고서에 의해 창315로 또는 『한국목간자전』에 의해 궁1로 기재되

어 혼란을 준다. 이에 대해 필자는 목간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과 함께 각 유적별 출토되는 목간에 대하여 통일된 방법으로 명명되기를 바란다.

  또한 한국에서 출토된 목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일본 나라문화재연구소의 목간자전(http://jiten.nabunken.go.jp/), 목간 데이

터베이스(http://www.nabunken.go.jp/Open/mokkan/mokkan.html)가 있다. 향후 국내에서도 이러한 자료 축적이 이루어진다면 유사성이 많은 일본 

목간과 다양한 비교 검토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사진 4.   출토 문서목간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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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려진 그림으로 보아 문서적, 행정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목제품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용도와 기능을 

추적해야 한다.

전체 길이 확인이 가능한 완형의 목간은 7점이다. 결

실되어 상태 확인이 어려운 목간2를 제외한 나머지 목간 5

점은 일부러 폐기하기 위한 행위가 이루어졌다. 목간2는 일

반적으로 소나무를 이용해 제작하는 목간들과 달리 소태

나무로 제작되었고, 다른 목간에 비해 출토 상태가 취약해 

1차 폐기과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폐기 혹은 재가공

을 한 목간으로는 상단부를 도자로 여러 회에 걸쳐 전·후·

좌·우에서 깎아낸 다음 부러뜨린 목간1과 상단은 주걱형

태로 다듬고 하단부는 부러뜨린 목간3, 상하단부 양 끝단

을 도자로 잘라낸 목간9, 하단부를 단이 지도록 자른 목간

8, 상하좌우 측면을 잘라낸 목간13 등 다양하나 대체로는 

도자를 이용해 다듬거나 자르는 방법으로 폐기를 하였다. 

묵서가 확인되는 목간이외 함께 출토된 목간형 목제품에서 

불에 탄 흔적, 일부러 부러뜨린 흔적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1차 폐기방법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표 2. 복암리 목간 현황

번호
목간 내용6

(平川 南 2010)
묵서면 형태적 특징

기능 
분류

크기(㎝)
길이×너비×두께

목간1 도망자 검찰 체포 기록 앞 폐기
목간 상단부

깎아 부러뜨림
문서 8.3×4.2×0.8

목간2 호(戶)별 신고와 감검(勘檢) 장부 앞 - 결실, 마모 심함 문서 28.1×5×0.3

목간3 노동 월별 보고 장부 앞·뒤 재가공
상단부 주걱형태로 가공

하단부 부러뜨림
문서 24.8×4.5×0.5

목간4 곡물(쌀) 공진 명령 문서 앞·뒤 완형 세장방형 문서 60.7×5×0.5

목간5 곡물 재배 노동 월별 보고 장부 앞·뒤 완형
세장방형

상단부 현공
문서 18.5×2.7×0.6

목간6 봉함목간(?) 앞·뒤 완형

세장방형

단면 凹형

상하단 현공

문서 29.7×3.5×0.5

목간7 승려 이름 열거 부찰 앞·뒤 완형 상단 결입부 부찰 10.8×3.5×0.4

목간8 곡물 납입 공진물 하찰 앞 폐기

세장방형

상단부 반투공된 현공

하단부 2단 자름

부찰 14×2.1×0.6

목간9 삼(麻) 부찰 앞 폐기
장방형

상하단부 자름
부찰 11.7×4.9×0.7

목간10 군득분(郡得分) 부찰 앞·뒤 완형 상단 결입부, 매듭 흔적 부찰 15.3×2.9×0.7

목간11 기년명 「경오년(庚午年)」 (610)부찰 앞 완형 상단부 반투공된 현공 부찰 8.5×3.4×0.3

목간12 인명만 기록 부찰 앞 완형
세장타원형

상단부 현공
부찰 19×2.4×0.5

목간13 습서 앞·뒤 폐기
장방형

상하좌우 자름
기타 11.5×4.5×0.8

사진 5.   출토 부찰목간 5점, 기타목간 1점.

6 목간의 내용에 대한 것은 平川 南(히라카와 미나미)의 학술발표에 근거해 정리하였다. 묵서된 글자에 대한 판독에서 연구자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목간

의 성격에 대해서는 히라카와가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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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서된 면을 살펴보면 앞면에만 묵서된 것은 6점이고 

앞면과 뒷면 모두 묵서된 것은 7점이다. 문서목간은 앞·뒷

면에서 묵서가 확인되는 목간이 4점이고, 부찰목간의 경우 

앞면에만 묵서된 경우가 4점으로 차이가 있다. 향후 자료가 

축적되면 묵서면에 따른 기능의 차이에 대한 검토도 이루

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서목간으로 분류한 목간2, 목간3, 목간6의 길이는 

대체로 30㎝ 이내이다. 목간2의 경우 하단은 완형이고 상

단부가 일부 결실되었고, 목간3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재가공하여 상단을 둥글게 깎아 다듬고 하단 일부

를 잘라냈다. 목간2와 목간3은 일부 결실되거나 재가공되

었지만 대체로 30㎝ 정도로 표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

내 최장 길이인 목간4는 60㎝ 정도로 목간2와 목간3의 2

배 정도의 길이이다. 이들 목간의 크기와 서사방식을 검토

하면 백제 사비기 목간 제작이 규격화되었을 가능성이 있

다. 목간3은 궁남지 ‘서부후항(西部後巷)’목간(길이 35㎝)과 

쌍북리 ‘좌관대식기(佐官貸食記)’목간(길이 30㎝)과 비교되

는데 2행 내지 3행으로 할서하고 있으며, 2단~3단으로 단

을 나누어서 기록한 서식상 유사성이 확인되어 아마도 원

형은 상단부에 구멍이 있는 편철용 문서목간으로 추정된다

(윤선태 2010: 170~171). 쌍북리 102번지에서 출토된 당척

으로 추정되는 자와 관련지어 백제가 7세기 초반에는 이미 

당대척(29.5~29.7㎝)을 수용하여 척도제의 일대 개혁을 단

행하였던 것으로 보는 연구도 있다(윤선태 2007: 185). 현

재까지 국내 유일의 군부목간7인 목간4의 길이도 당대척  

2척 정도의 크기이며, 일본 군부목간의 길이도 비슷하다. 

따라서 백제에서 문서 제작 시 사용된 척을 당대척으로 볼 

수 있는 증거자료가 복암리 목간을 통해 추가된 것이다.8

출토된 부찰목간은 0.5㎝ 내외의 두께로 결입부가 있

는 상단부가 두꺼운 경우도 있어 목간의 두께는 일정하지 

않다. 이는 각 상황에 맞도록 제작·사용되어 길이와 너비

가 일정하게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단에 

결입부를 만든 목간은 목간5, 목간10와 목간형 목제품 중

에는 유물번호 417, 418(목간15, 목간16)9이 있다. 상단부

에 현공을 뚫은 목간은 목간5, 목간6, 목간8, 목간11, 목

간12, 목간형 목제품 중 유물번호 416(목간14)으로 6점인

데, 문서목간과 부찰목간의 용도에 따라 현공을 만든 것

으로 보인다.

복암리유적은 목간이 제작-사용-폐기된 곳이다. 목

간이 제작되어 사용된 장소로 볼 수 있는 근거로는 목간

에 글을 쓰기위해 사용되는 먹을 갈기 위한 벼루와 문서행

정이 이루어지는 관청의 소재지였음을 추정하게 하는 ‘관

내용(官內用)’과 ‘두힐(豆肹)’의 명문토기가 출토된 점, 목

간4를 군부목간으로 본다면 주로 사람을 소환하는 목적으

로 소환인이 군부목간을 가지고 군으로 온 이후 폐기된다

는 점, 목간에 글자를 쓰기위해 연습한 습서목간이 출토되

었다는 점 등이다. 복암리유적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역

이었으므로 반나(半那), 군나(軍那) 등의 지명이 묵서된 목

간이 출토된다는 점과 보고용 장부 목간과 물품의 꼬리표 

목간 등으로 보아 목간의 사용처였으며, 목간은 사용 후 그 

기능을 다한 후 1차 훼손(폐기)되어 2차로 1호수혈에 일괄 

폐기되었다. 이렇듯 복암리유적은 생산-유통-폐기 등 일련

의 시스템이 모두 갖춰진 곳이었다. 

7 일본에서 출토되는 군부목간(郡符木簡)은 하달문서로 군에서 그 지배하의 책임자에게 보내지는 것으로 길이는 60㎝ 내외로 재지사회에서 권위를 상징하여 

가시화하는 의미가 있다(李成市 2010: 123). 또한 군부목간은 하달된 내용을 완료한 후 수신처로 가져와 보고된 이후 폐기된다. 목간4에는 8월 8일까지 미곡

의 수급과 같은 일을 완료하라는 명령을 8월 6일 내린 상급관청과 하급관청 사이의 행정문서로, 문서 수신지는 목간이 폐기된 복암리에 있었던 관청으로 추정

된다.

8 관북리에서 목간과 함께 출토된 남조척의 자(1칸=2.5㎝)가 있어 섣부른 판단은 유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목간자료의 축적과 연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

는 상황이다.

9 보고서Ⅰ에는 하단부 결입으로 기입되어 있으나 상하단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상단부 결입으로 보았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0, 『나주 복암리유적Ⅰ-1~3차 발굴조사보고서』, p.205, 230, pp.42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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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백제 목간 출토 현황과 복암리  

목간의 고고학적 의미

1. 백제 목간 출토 현황

백제 목간은 사비기 왕궁지로 추정되는 부여 관북리

유적에서 1983년 처음 출토되었고, 1995년 부여 궁남지유

적에서 일명 ‘서부후항(西部後巷)’명 목간 등이 출토되어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비도성 내 쌍북리유

적, 능산리사지, 구아리유적 등 지속적인 백제 목간의 발굴

은 고고학은 물론 고대사, 문헌사 연구 등과 함께 목간의 

보존처리를 위한 방법론, 재질 분석 등 다방면의 연구를 이

끌어내었다.

현재까지 발굴조사되어 보고된 백제 목간은 12개 유

적에서 210점 정도의 목간이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선태 2013a: 245). 앞의 수량은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출

토된 삭설 125점이 포함된 수치로 이를 제외한 백제 목간

의 출토 현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출토된 백제 목

간은 89점으로 6~7세기에 해당되며 모두 사비기에 제작·

사용되었다. 또한 금산과 나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사비도성에서 출토된 것들이다. 한편 익산, 

고창 등 지방에서의 문자자료 출토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표 3. 백제 목간 출토 유적 현황

유적명 출토수량* 묵서 특징 시기 지역

관북리
10점

(12점)

군사행정 기록(兵与記)

지역명(中方, 嵎夷)
7세기 전중반

부여

(사비도성)

궁남지
3점

(4점)

행정구역명(西卩後巷)

호적체계(中口·小口), 경작단위(形)
7세기

능산리사지 28점

행정구역명(下部)

관직명(道使, 對德, 奈率)

사찰명(寶憙寺, 子基寺)

人丁 파악(資丁)

都城祭(남근형목간)

6세기

쌍북리102번지 2점 7세기

쌍북리280-5번지
3점

(6점)

행정관서명(外椋卩)

대식제(佐官貸食記)
7세기

(戊寅年;618년)

쌍북리현내들
9점

(14점)

관직명(奈率, 德率)

행정구역명(上卩)

人丁 파악(酒丁)
6~7세기

쌍북리뒷개
1점

(2점)

쌍북리119센터부지

(쌍북리173-8번지)
4점

(5점)

단위(斤, 兩)

행정구역명(×部)
7세기

쌍북리184-11 1점

(2점)
인명(斤止 受子) 7세기

부여중앙성결교회

(구아리319번지)
9점

(13점)

행정구역명(中卩·下卩·前卩)

관직명(奈率), 작물명(赤米)

단위(石)
6~7세기

쌍북리210-4 2점

(3점)

쌍북리328-2 3점 구구표(三四十二)

백령산성 1점 6세기 말 금산

복암리 13점

행정구역명(前巷)

관직명(奈率, 扞率, 德率)

人丁 파악(文丁)

7세기 초

(庚午年;610년)

나주

(두힐성)

합계 89점

* 목간 수량은 윤선태 2013a: 245 참고 및 일부 수정, ( )는 목간으로 보고된 전체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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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과 유구의 보존환경이 습지라면 백제 목간 출토 예는 

많아질 것이다.

목간이 출토된 유적은 사비도성 안팎으로 왕궁지, 궁

원지, 사찰 등 다양하다. 왕궁지로 추정되는 관북리와 그 

인근의 관청, 창고, 공방 등이 위치할 가능성이 높은 쌍북

리와 구아리 일대에서는 관청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목간들이 출토되었다. 왕실사찰인 능산리사지에서는 백제 

목간 중 가장 많은 수량이 출토되었고 불교나 제사의례와 

관련된 목간, 물품의 생산지와 이동을 알 수 있는 하찰목

간, 장부목간, 목간을 재사용하기 위해 깎아낸 목간 부스러

기인 삭설 등 다양한 것들이 망라되어 목간의 내용을 비롯

해 제작과 폐기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복암리 목간에 묵서된 내용과 비교되는 주요 백제 목

간으로는 관북리 목간, 궁남지 목간, 쌍북리 280-5번지 목

간 등이다. 관북리유적에서 출토된 목간에 묵서된 중방(中

方)은 전북 고부의 고사성으로 비정되는 곳으로 중앙과 지

방거점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으며 우이(嵎夷)는 백제멸

망 후 웅진도독부 시절의 지명으로 알려져 있어 목간의 연

대에 대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웅진도독부 시절

의 지명이 백제 때에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로 복

암리 목간 중 군나(軍那)가 있다. 궁남지 목간은 백제 호적

체계와 관련하여 복암리 목간2, 목간5와 비교되며, 쌍북리 

280-5번지에 출토된 목간은 무인년 6월에 작성된 관청장부

로 복암리 목간2와 목간3과 비교가 된다.

다수의 목간에서 백제 왕경의 행정구역명인 부와 항

이 확인되는데, 궁남지의 서부후항, 능산리 하부, 쌍북리 현

내들 상부, 구아리의 하부와 전부 등이 있다. 부를 표기한 

목간 중 특이한 점은 능산리사지 목간의 ‘하부(下部)’와 쌍

북리119센터부지 ‘×부(部)’를 제외하고는 부(部)를 표기할 

때 이체자인 ‘卩’로 표기하고 있다. 목간만으로 도성 행정구

역 편제인 5부 5항의 위치를 비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1차 

자료인 목간과 유적의 위치 등 그 외 고고학적 성과가 축적

된다면 사비도성을 복원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또한 목간

에 기재된 내용분석을 통해 서사 방식이 표준화되어 있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백제의 문서행정은 초보적인 수준에

서가 아닌 상당히 정형화된 형태였음이 목간을 통해 밝혀

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복암리 목간의 고고학적 의미

사비기 백제의 지방통치체계는 『周書』, 『隋書』, 『北史』, 

『翰苑』 등 사서를 통해 방(方)-군(郡)-성(城)제가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당대의 문자자료에서 확인되는 경우

는 거의 없다. 복암리 목간을 비롯한 백제 목간에는 이러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묵서가 기록되어 있다.

백제는 6세기 중반 이후 영산강유역을 접수하여 ‘남

방(南方)’의 관할로 편제하였고 이제까지 두각을 나타내지 

않던 나주시내 일대를 상위의 행정단위인 ‘발라군(發羅郡)’

으로, 이전 영산강유역의 중심지였던 반남면 일대에 대해

서는 하위의 행정단위인 ‘반나부리성(半奈夫里城)’으로 편

제했다. 백제멸망 후 당(唐)은 나주지역에 대방주(帶方州)

를 설치하고 지류현(至留縣), 군나현(軍那縣), 도산현(徒山

縣), 반나현(半那縣), 죽군현(竹軍縣(領縣)), 포현현(布賢縣)

의 6개의 현을 두었다. 다시면 일대가 백제의 발라군 두힐

현이라는 것이 『三國史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되지만 복

암리유적에서 ‘두힐사(豆肹舍)’명 토기가 목간과 함께 공반 

출토10되어 더욱 생생한 그 시대의 자료를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을 염두하고 목간에 기록된 내

용을 분류해 검토하고자 한다.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사

비도성 내에서 출토된 백제 목간과 비교하여 서사방식, 행

정체계, 호구체계 등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복암리 목간의 연대를 알 수 있는 자료로 ‘경오년(庚

午年)’의 간지명이 기록된 목간11이 있다. 공반 출토된 유물

10 ‘두힐사’명 명문토기는 목간이 출토된 1호수혈과 12-2호수혈에서 출토된 편을 복원한 것이다. 두힐사 명문이 있는 편을 비롯한 다수의 편이 12-2호수혈에서 

출토되어 보고서에는 12-2호수혈의 유물 설명에 559번 유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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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C14 연대측정치, 목간에 기재된 내용 등을 분석해 경오년

을 610년으로 보고 있다(김혜정 2010; 김성범 2010b; 李成

市 2010; 윤선태 2010; 平川 南 2010; 김창석 2011b; 이용

현 2013). 목간11을 포함한 복암리 목간은 모두 하나의 수

혈에서 출토되었고 토층 상 시기 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복암리 목간의 중심연대는 610년이며 7세기 초 

전후의 목간이다.

이를 근거로 6세기말~7세기 초 백제의 군(郡)-성(城) 

지방행정체계를 검토할 수 있는 지명을 살펴보면 복암리 목

간1 득안성(得安城), 목간3 반나(半那), 목간12에 군나(軍

那) 등이 있다(사진 6). 목간1은 득안성에서 도망자를 잡았

다는 내용의 목간으로 보고용 문서목간이다. 득안성은 백

제 5방성 중 하나인 동방성이 있었던 곳으로 지금의 충남 

논산시 은진면 일대로 비정되고 있는데 『三國史記』에는 웅

진도독부 시절 ‘덕근지(德近支)’라는 지명을 한화식 표현으

로 고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周書』 백제전에 동방 

득안성이라는 지명이 사용되고 있어 백제 고유의 지명으로 

볼 수 있다.

목간3의 반나는 반나부리현(半那夫里縣)으로 반남고

분군이 있는 나주시 반남면으로 7월 17일부터 8월 23일의 

기간 동안 업무 결과보고 문서로 지명(+관등)+인명의 서사

방식이 확인되는 목간이다. 목간3에서 확인되는 전항은 행

정편제 단위로 사비도성이 아닌 복암리 일대 지방행정구역 

내 편제단위로 추정되고 있는데 지방에서 출토된 유물 중 

‘항(巷)’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중방 고사성으로 비정되는 

고부읍성에서 출토된 ‘상부상항(上阝上巷)’의 인장와가 있

다. 한편 관북리유적 출토 목간에 중방이 묵서된 것이 있어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관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목간12에 기록된 내용은 지명(軍那)+관등(德率)+인명

(至安)의 정형화된 신분 표시방식으로 작성된 신분증(통행

증) 또는 물품의 발신처가 적힌 부찰이다. 세장타원의 형태

나 규격11이 쌍북리 184-11번지 출토 목간과 유사한데, 인

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같아 신분 증표용 목간은 동일

한 규격을 가지고 제작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목간3

과 목간12에 묵서된 지명+관등+인명의 정형화된 서사방식

은 능산리 목간의 ‘(한)성하부대덕소가로((漢)城下部對德

표 4. 복암리 목간 묵서 내용에 따른 분류

분류 묵서 해당 목간

간지명 경오년(庚午年) 목간11

지명 득안성(得安城), 대사촌(大祀村), 반나(半那), 군나(軍那), 모라(毛羅) 목간1, 목간3, 목간5, 목간12

행정체계 전항(前巷), 군(郡) 목간3, 목간10

정중제(丁中制) 정(丁)(을정(乙丁), 문정(文丁)), 중구(中口), 소구(小口) 목간2, 목간5

관직명 나솔(奈率), 한솔(扞率), 덕솔(德率), 군좌(郡佐) 목간3, 목간4, 목간12

농업방식 수전(水田), 전(畠), 맥전(麥田) 목간5

단위 형(形), 석(石), 근(斤) 목간5, 목간8, 목간9

수결 정(定) 목간2

목간11 

(경오년)

목간1 

(득안성)

목간3 

(반나)

목간12 

(군나)

사진 6.   간지명 및 지명 묵서.

11 쌍북리 184-11번지 출토 목간의 규격은 하단부 결실로 잔존 길이 10.1㎝, 폭 2.45㎝, 두께 0.3㎝이하이며, 복암리 목간12는 길이 19㎝, 폭 2.4㎝, 두께 0.5㎝

이다. 상단부에 현공이 있는 복암리 목간12와 달리 쌍북리 목간에는 현공이 확인되지 않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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疏加鹵)’와 현내들 목간 ‘덕솔수비(德率首比)’, 중앙성결교

회 목간 ‘중부나솔득진(中部奈率得進)’처럼 표준화된 방식

임을 알 수 있다(사진 7). 지금의 함평군 함평읍에 비정되

는 군나는 『三國史記』에 의하면 백제 때 지명은 ‘굴내(屈

奈)’로 기록되어 있어 웅진도독부 시절 대방주 예하의 6현 

중 하나인 군나현(軍那縣)으로 이해해 목간의 작성시기가 

백제가 멸망한 뒤 만들어진 것이라 주장(김창석 2010: 140)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목간 작성의 중심시기

는 610년이라는 여러 근거를 감안한다면 ‘굴내(屈奈)’만이 

백제의 지명이 아니고 ‘군나(軍那)’ 역시 7세기 초 사용했던 

이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웅진도독부 시절의 지명으로 알

려져 있던 지명들이 백제 때에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로 관북리유적 목간에 묵서된 ‘우이(嵎夷)’와 앞서 살

펴본 목간1 ‘득안성(得安城)’의 예를 보아도 이미 백제 때의 

지명이 웅진도독부 시절에도 그대로 사용되었음이 명확해

진 것이다. 지명의 지속적인 사용에서 더 나아가 7세기 초 

당시 두힐성은 영산강유역의 반나와 군나를 예하에 두고 

있던 군성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백제의 군-성 관계가 

도독부 시절의 주-현 관계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윤선태 2013b: 66).

백제의 군제실시 및 복암리의 위상과 관련하여 목간

4와 목간10이 주목된다(사진 8). 목간4는 군좌(郡佐) 묵서

와 내용상 명령을 기록한 것, 길이 60㎝ 정도의 크기 등으

로 보아 일본의 군부목간과 비교된다. 군좌는 방좌(方佐)와 

마찬가지로 군장을 돕기 위한 존재이며 군부목간이 주로 

사람을 소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소환인이 군부목간과 

함께 군으로 온 이후 폐기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목간 

작성지는 명령을 할 수 있는 위치의 군좌가 있는 곳으로 목

간이 출토된 복암리의 두힐성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지역

에 군(郡)이 설치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목간10

에는 군이 얻는 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군득분(郡得分)이 

기록되어 있어 확실히 군제가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는 단

서가 된다(윤선태 2012).

목간2는 3행으로 작성되었는데 각 행마다 정(丁)-중

구(中口)-소구(小口)의 연령 구분 순으로 열거되어 궁남지 

목간에서도 확인된 백제의 정중제 실시를 보여주는 목간

이다. 호구의 변동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기존 호적과 대조

해 재확인하고 확정의 의미로 중앙 행의 하단에 다른 글자

와 달리 크게 ‘정(定)’이라 수결하였는데, 호적에 기초하여 

발췌 작성된 문서(平川 南 2010: 185), 호구손익을 총계하

기 위해 만든 기초작업용 문서로 보고 있다(윤선태 2010: 

161). 또한 특별한 직역을 담당한 인력을 표기한 것으로 추

정되는 문정(文丁, 문한을 담당하는 직역)은 능산리사지의 

자정(資丁, 재물을 담당하는 직역)과 쌍북리 현내들 주정

(酒丁, 술과 관련된 직역) 등과 비교하여 특수한 임무를 가

졌던 관직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매우 세분되어 관

리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목간5의 전

면에 정(丁)과 중구(中口)의 수 그리고 가축의 현황까지 적

혀 있어 촌락의 호구파악과 후면에 적힌 경작실태의 내용

을 토대로 일종의 촌락문서라 할 수 있다.

목간3
(나솔)

목간4
(군좌)

목간10
(군득분)

사진 8.   관직명, 군제 실시 묵서 목간.

목간12 쌍북리 능산리 현내들 중앙성결교회

사진 7.   백제의 신분표시방식을 보여주는 목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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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간3에 기록된 덕솔·한솔·나솔은 4품~6품에 해당

하는 관직으로 은제관식을 착용할 수 있었던 등급이다. 이

와 관련해 복암리 3호분에서 출토된 은제관식이 주목된다. 

복암리 인근에는 은제관식을 착용할 수 있는 신분이 거주

했다는 것을 유물과 기록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목간4에

서 확인되는 군좌는 문헌기록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

던 명칭이나 다만 방좌(方佐)가 방령(方領)을 보좌하는 역

할을 하였음을 원용해 군장(郡將)을 보좌하던 관직으로 보

고 있다(김성범 2010b: 47~48 ; 李成市 2010: 123).

목간5에는 대사촌이라는 지명과 농업방식과 소출량

이 기록되어 있다. 대사촌의 위치는 복암리 인근으로 추정

되며, 논(水田)과 밭(畠, 麥田)이라는 경작지와 ‘형(形)’이라

는 경작지 단위, ‘석(石)’이라는 수확물의 단위가 기재되어 

있다. 백제의 도량형(量制)의 일면을 추정할 수 있는 석(石)

은 목간8과 목간5에서 확인되는데 마찬가지로 곡물 용량

의 단위로 현재는 10말, 180ℓ이다. 백제 때에는 1석(石)이 

18두(斗)일 가능성(平川 南 2010)과 10두(斗)라는 견해(홍

승우 2011)가 있다.12 목간11에 보이는 ‘근(斤)’은 무게의 단

위로 현재는 600g이다.

다양한 묵서내용을 통해 당시의 일면을 알 수 있게 된 

것에서 나아가 복암리 목간과 일본 고대목간의 유사함을 

지적하며 율령제의 산물인 목간이 백제멸망 후 망명한 백

제인이 가져온 문화와 통치기술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渡

辺晃宏 2010). 일찍부터 일본 목간과 한국 목간을 비교하

여 한국 목간에서 일본 목간의 원류를 찾으려는 논의가 있

으며, 백제 목간의 역사적 위상에 주목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李成市 2010; 馬場基 2010).

복암리 목간은 작성시기(610년), 작성지(군이 설치된 

두힐성, 그 인근 관할지역), 작성주체(군좌, 지방관 등)가 확

실하며 기록된 내용은 백제 목간의 표준화된 신분 표시방

식, 서사방식, 정중제와 양전제의 실시 등을 살펴볼 수 있

다. 백제 지방사회 지배에 대한 일면을 보여주는 중요 자료

가 되고 있다.

Ⅳ. 맺음말

나주 복암리유적에서 출토된 백제 목간은 13점으로 

대형의 원형수혈(1호수혈) Ⅱ층에서 출토되었다. 출토 층위

는 세분되어 나뉘지만 일정시간 동안 부유와 토양에서 안

정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많은 시간차를 두고 폐기된 

것은 아니다.

목간의 크기와 형태를 분석한 결과 문서목간의 길이

는 대체로 30㎝ 정도로 표준화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부

찰목간은 각 상황에 맞도록 제작·사용하여 일정하지 않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암리 목간은 C14 연대측정, 간지명(庚午年), 공반 출

토된 토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목간은 610년이 

중심연대이며 웅진도독부 시절의 지명으로 알려져 있던 지

명들이 백제 때에도 사용되었고, 복암리는 두힐성으로 이 

지역에 군이 설치되었으며 군제가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신분표시 방식은 지명+관등+인명

으로 서사되어 정형화되었고, 특수한 임무를 가졌던 관직

(文丁)과 은제관식을 착용할 수 있는 신분이 복암리 일대

에 거주했으며 이는 복암리 3호분 출토 은제관식과 연관지

어 볼 수 있다.

나주 복암리 목간은 그간의 연구를 통해 많은 내용이 

밝혀졌으며 백제 지방사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

고 있다. 복암리 목간을 통해 백제 지방관청의 모습과 위상

을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었다면, 복암리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와 기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복암리에서 출토된 

토기는 부여에서 출토된 토기와 기와는 재질과 형태 등 부

여에서 제작되어 공급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상당수 있

12 18두(斗)는 정창원 좌파리가반 문서의 의한 추정이며(平川南, 2010, 「日本古代の地方木簡と羅州木簡」 『6~7세기 영산강유역과 백제』, 국립나주문화재연구

소, p.203), 10두(斗)는 쌍북리 좌관대식기 목간의 이자 상환양과 미상환양을 분석하여 추정한 결과이다(홍승우, 2011, 『韓國 古代 律令의 性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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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를 모방해 복암리 인근으로 추정되는 지방에서 만

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다. 지방관청에서 사용된 

토기와 기와들의 수급관계 연구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자료들이다. 향후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백제 중앙과 지방

의 유기적인 관계가 입체적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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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8, the oldest wooden tablets, in the Baekje area, were uncovered from the Bogam-ri site in Naju. This 

paper defines wooden tablets to as objects with inking inscriptions. Of 65 wooden tablets contained in the 

excavation report of this site,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s of 13 tablets with inscriptions written in ink by 

comparing them with other tablets found in the Baekje area.

All tablets were unearthed from Pit Feature No. 1, a large-scale feature, at this site. Vertical stratigraphy of 

the feature is divided into 43 layers; but it seems that it does not reflect the chronological order, since unearthed 

artefacts, including wooden tablets, pottery, and roof tiles, turned out to be produced at the same age. Wooden 

tablets were not found in other features, and intentionally buried in this feature. Typological characteristics of 

wooden tablets indicate that the pit was the secondary refuse place.

The inscription of the wooden tablets labeled ‘gyeongonyeon(庚午年)’ and the radiocarbon dates of them 

indicate that these tablets were created in the early 7th century AD, centered in 610 AD. On the basis of 

contents and typological characteristics, these are classified into six documents, six tags, and one tablet for 

other purpose.

Total 89 pieces of wooden tablets have been unearthed in the Baekje area. Except tablets found in Naju and 

Geumsan, all have been collected in palaces, royal gardens, and temples inside and outside of the Sabi Capital. 

The significant wooden tablets of Baekje, which can be compared with tablets from Bogam-ri, were unearthed 

at from the Gwanbuk-ri site, the Gungnamji site, and the Ssangbuk-ri 280-5 site. Comparative studies on 

wooden tablets have revealed that the place name during the Wungjin Commandery Period, the status marking 

method standardized in the order of place name, official rank and person's name, the fact that Baekje operated 

the system of prefecture(郡), and Bogam-ri was one of the places where prefecture was established, and the 

evidence of family register system.

Wooden tablets at Bogam-ri record the documented date (610 AD), the documented place (Duhilseong 

where the prefecture established), and the writers (advisors and staffs of the prefecture). The recorded contents 

of them are invaluable data showing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of Baekje, such as the status marking 

method, the means of description, the family-register system, and the land surveying system.

Archaeological Meanings of Wooden Tablets from 
Bogam-ri in Na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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