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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글은 중국 자료의 편년을 통해 한국식동검문화의 개시 연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여기에서는 한반도의 한국식동검과
중국의 동주식동검에 동일한 구분마연 기술이 존재하는 점을 주목하였다. A1식 구분마연 기술이 관찰되는 동주식동검은 ‘ 1958년
산동성 안구시 수습품’으로 전해져 명확한 출토양상을 파악할 수 없다. 때문에 비교자료인 제남 좌가와 1 호묘 출토 동주식동검과
공반품을 제시하였다. 공반품은 청동무기, 청동예기 등이 출토되어 유적의 연대는 춘추-전국시대 과도기~전국시대 전기로 편년된다.
출토된 양 동검은 형식학적 유사성 및 편년적 위치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한반도 제유적 출토의 한국식동검은 중국
출토 A1식 구분마연 기술의 동주식동검과 일정기간 병행되어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A2식 구분마연 기술이 확인되는 산서성
만영묘전 61M1호묘의 연대는 전국시대 전기~중기로 편년되며 A1식 구분마연 기술과 연동되어 전개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중국
자료의 편년을 통해 볼 때 한국식동검문화의 개시 연대는 춘추 - 전국시대 과도기~전국시대 전기로 이해되고 , 기원전 5 ~ 4 세기로
편년된다. 이와 같은 연대는 기원전 6~5세기로 편년되는 심양 정가와자 6512호묘에 후행되며 요령식동검문화와 한국식동검문화는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A1식 구분마연 기술은 한반도 서남부지역과 중국 산동반도, A2식 구분마연 기술은 한반도 남부지역과 중국 산서지역 및
일본 북부구주지역에 분포한다. 구분마연 기술의 무기형청동기를 통해 볼 때 중국 산동반도(중원지역) ⇄ 한반도 서남부지역(서북부지역)
⇄ 일본 북부구주지역은 하나의 교통로(전파 경로)로 설정된다. 이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구분마연 기술이 출현하고, 지역적 확산이
전개되는 바이다.

주제어 한국식동검문화, 동주식동검, 구분마연 기술, 개시 연대, 기원전 5~4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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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소왕(B.C. 311~279)의 진개와 밀접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연구에 따라 시기를 달리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상대 연대

한국식동검은 요령식동검과 달리 절대와 결입부가 형

자료는 한국식동과의 편년적 위치, 형식학적 분류 등의 검

성되어 있다(이건무 2003). 때문에 한국식동검은 요령식동

토로 활용되고 있다(후등 직(後藤 直) 2007; 이양수 2007;

검을 계승하여 제작되지만 新마연 기술의 출현에 따라 형

소림청수(小林靑樹) 2008; 조진선 2009; 이후석 2015). 또

태의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한국식동

한 한국식동검문화의 단계 설정 중 상대 연대의 기준으로

검의 출현은 마연 기술의 채용과 연동되며 재지집단의 공

적용되기도 한다. 나아가 양 지역의 상대 연대 자료는 공간

인이 제작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적 위치, 공반품 등을 달리하지만 동시기 혹은 일정기간 병

출토되는 분포양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이다(허준

행 시기로 파악되어 사회·문화적 변화 및 전개양상을 검토

양 2016). 또한 중국 출토의 세형화된 동검(직인검 외)과 기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기도 한다.

술의 차이가 뚜렷하며 공인 집단을 달리하는 것으로 해석

이와 같이 상대 연대 자료는 양 지역의 편년적 위치를

된다. 필자는 한국식동검에 절대와 결입부 외에 구분마연

설정하는데 고고학적으로 이용된다. 여기에서는 구분마연

기술이 존재하고, 그 성립에 있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술을 주목하고, 한국식동검과 동주식동검의 검토를 통해

것으로 보았다(허준양 2013). 이와 같은 특징은 마연 도구

한국식동검문화의 개시 연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중

와 직결되고, 앞선 요령식동검과 다른 기술로 제작된 것으

국과 한반도의 상호관계 및 교통로를 파악하여 전개양상을

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검토하겠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구분마연 기술은 한국식동검에서

 출토 구분마연 동주식동검의 검토
Ⅱ. 중국

초현(初現)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일본에 전파 및 공인
집단의 이주로 이해되는데 한반도와 상호 연동되어 청동기
문화가 전개되는 것으로 설명된다(허준양 2017). 이러한 점

중국 출토 구분마연 기술의 동주식동검은 정전 장(町

은 출토되는 고고학적 상대자료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파

田 章)(2006)이 언급하고, 필자의 분류로 검토한 바 있다

악되며 이질적인 자료는 문화(유형)의 재해석 및 편년적 위

(허준양 2016). 졸고에 서술하였듯이 중국의 구분마연 기

치를 설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 동북

술을 파악하기 위해 다량의 문헌을 참고하였지만 확인되지

지역 출토 청동단검의 문화권을 설정하고, 각각의 문화권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전시된 구분마연 기술의 동주식동검

교섭·교역·쇠퇴의 전개과정이 확인되어 물질문화의 상호

이 확인되어 여기에 제시하겠다. 추후 중국 자료의 실견 및

공존되는 양상으로 파악되고 있다(오강원 2004, 2013). 즉

재검토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다.

양 지역의 상대 연대 자료는 상호 간의 교류·전파 등과 밀

1. A1식 구분마연 기술

접하게 연결되어 청동기문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청동기의 상대 연대 자료는 미미하다. 대표적으로 중

중국 산동성 안구시(安丘市) 출토 유경식(有莖式)의

국 연하도 신장두 30호묘 출토의 한국식동과를 들 수 있다

동주식동검이다(한성백제박물관·산동박물관 2016)(사진

(하북성문물연구소 1996). 신장두 30호묘의 연대는 연나라

1).1 전시실에서 확인하였으며 A1식의 구분마연 기술이 관

1

최근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산동 공자와 그의 고향’이라는 기획전을 개최하였다. 동주식동검은 중국 산동박물관에서 대여한 것으로 ‘산동 안구시 출토품’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필자는 한성백제박물관에 동주식동검의 출처를 문의하였고, 한성백제박물관에서는 중국 산동박물관에 문의하였다. 그 결과 동주식동검은
‘1958년 산동성 안구시 수습품’으로 대장에 기록되어 있었으며 자료는 미보고 되었다고 한다. 또한 자료는 오래 전의 것이어서 수습된 경로를 알 수 없다고 하
였다. 동주식동검의 정보를 수소문 해주신 관계자분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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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산서성 만영묘전 61M1호묘 출토 A2식 구분마연 동주식동검과 공반품
(축척부동).

자는 능원(凌源) 오도하자(五道河子) 유적 출토 환수도(環
手刀)의 유사성을 근거로 기원전 430~420년의 전국시대
전기로 편년하였다. 정전 장(2006)은 만영묘전 61M1호묘
사진 1. 산동성 안구 출토 A1식 구분마연 동주식동검.

출토 동주식동검의 능각과 인부는 마연되어 격자형의 난반
사문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았다. 구분마연 동주식동검의

찰된다.2 산동성 안구시는 제국고성(齊國古城)에서 동남쪽

존재는 한반도와 중국의 상호교류와 밀접하며 기술의 전파

으로 약 90km 이격되어 있다. 동주식동검의 출처는 명확

로 이해되어 주목하고 서술하겠다.

하지 않아 비교 자료인 산동성 제남(濟南) 좌가와(左家洼)
M1호묘 출토 동검을 제시하고자 한다(제남시문화국문물
처·역성구문화국 1995). 양 자료는 유경식, 검신부의 능각,

Ⅲ. 한·중·일 출토 구분마연 무기형
청동기의 분포와 확산

전체적인 형태 등이 동일하게 확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동성 안구시 출토품과 제남 좌가와 M1호묘의 동주식동

1. 분포

검을 비교하여 한반도 제유적의 편년적 위치를 검토하도록

구분마연 기술의 무기형청동기는 한반도(한국), 중국,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일본에서 출토된다. 한반도의 사례는 필자, 중국의 사례는
정전 장(2006)과 필자가 관찰·검토하였으며 일본의 사례

2. A2식 구분마연 기술

는 보고 및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때문에 한반도와 중

중국 산서성 만영묘전(萬栄廟前) 61M1호묘 출토 통

국의 사례는 재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추후에 자료의 증가

병식(筒柄式)의 동주식동검으로 A2식 구분마연 기술이 관

를 기대한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자료를 토대로 구분마연

찰된다(산서성고고연구소 1994)(그림 1). 유구는 중형목곽

기술의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중·일 출토의 구분

묘로 다수의 중원예기 및 청동무기 등이 공반되었다. 보고

마연 무기형청동기와 공반품은 <표 1~3>과 같다.

2

동주식동검은 필자가 직접 실견한 자료가 아닌 전시실에서 확인하여 모호한 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다수의 구분마연 한국식동검을 직접 실견하고, 전시장에
서 다량의 동검을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동일한 흔적 및 방향성이 확인되어 이와 같이 판단하였다. 조사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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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반도 출토의 구분마연 무기형청동기와 공반품(▲ 전시실에서 확인)
연번

유적

마연
속성

1

대전 괴정동

A1

검, 다뉴조문경2, 검파형3, 방패형, 원개형, 탁2, 석촉3, 곡옥2, 흑색마연호, 원형점토대호

2

예산 동서리

A1

검9, 다뉴조문경4, 소문경, 검파형3, 나팔형2, 원개형, 흑색마연호, 관옥9, 소옥3, 석촉7

3

아산 남성리

A1

검10, 다뉴조문경2, 검파형3, 방패형, 흑색마연호, 원형점토대호, 부, 착, 곡옥, 관옥103

4

군산 선제리

A1(?)

검10, 검파형3, 부1, 사1, 흑색마연호, 점토대토기, 소옥113

5

傳전북

A1(?)

검, 석제검파두식, 다뉴조문경, 석촉5, 이형동기(검파형?)

6

신계 정봉리

A1(?)

검, 모, 부, 석촉5

7

부여 연화리

A2

검4, 다뉴조문경, 곡옥

8

익산 오룡리
5지점 1호

A2

검, 원형점토대호, 장경호, 석촉3

9

부여 구봉리

A2

검11, 다뉴조문경, 先다뉴세문경, 모, 과2, 사, 착, 부2, 석부, 지석, 흑색마연호

10

완주 덕동
G-2지점

A2(?)

11

전주 원장동
G유적 1호

A1/
A2

검5, 파두식3, 다뉴세문경2, 과, 사, 부, 관옥22, 옥7

12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A1/
A2

검2(불명)

▲

13

부여 입포리

A2

검

▲

14

화순 백암리

A2

검편3, 과, 다뉴세문경, 관옥3, 석촉, 토기편

▲

15

완주 갈동

A2(?)

검

▲

16

대구 만촌동

A2(?)/
B(?)

검3, 과, 초금구

▲

17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B

과(불명)

▲

공반품

비고

요령식동검 공반

요령식동검
공반(추정)

다뉴조문경
미공반

2호 다뉴조문경
공반

검, 다뉴조문경

01. 이은창, 1968, 「대전 괴정동 청동기문화의 연구 - 석기·흑도·청동기·장신구
의 결합문화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Ⅺ-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02. 지건길, 1978, 「예산동서리석관묘출토 청동일괄유물」 『백제연구』9.
03. 국립중앙박물관, 1997, 『남성리석관묘』.
04. 김규정, 2016, 「전북지역 점토대토기문화기 분묘검토 - 최근 발굴조사된 전
주 만성과 군산 선제리 분묘를 중심으로-」 『청동유물의 관찰과 이해』, 제63회
고고학연구 공개강좌, 영남문화재연구원, pp.13~21.
05. 국립중앙박물관·국립광주박물관, 1992, 『한국의 청동기문화』.
06. 라명관, 1983, 「신계군 정봉리 돌곽무덤」 『고고학자료집』6.
07. 김재원, 1964, 「부여·경주·연기출토청동유물」 『진단학보』25·26·27; 김
정학, 1972, 『韓國の考古學』, 하출서방신사; 국립중앙박물관·국립광주박물
관, 1992, 『한국의 청동기문화』.
08.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3, 『익산 오룡리 유적』.

▲
마연혼재

09. 이강승, 1987, 「부여 구봉리출토 청동기 일괄유물」 『삼불김원룡교수정년퇴임
기념논총Ⅰ - 고고학편 -』, 일지사.

10.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2, 『완주덕동유적』.
11. 전북문화재연구원, 2013, 『전주 원장동 유적』.
12.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1, 『거푸집과 청동기』.
13. 국립김해박물관, 2004, 『영혼의 전달자』.
14. 조현종·은화수, 2005, 「화순 백암리유적 조사보고」 『고고학지』14.
15. 호남문화재연구원, 2005, 『완주 갈동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완주
갈동유적 Ⅱ』.

16. 김재원·윤무병, 1966, 「대구 만촌동 출토의 동과·동검」 『진단학보』29·30.
17.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전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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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 출토의 구분마연 무기형청동기와 공반품(▲ 전시실에서 확인)
연번

유적

마연
속성

1

산동성(山東省)
안구(安丘)

A1

검(劍)(수습품)

2

산서성(山西省)
만영묘전(萬栄廟前)
61M1호

A2

검(劍), 궤(簋), 호(壺), 마함(馬銜), 개궁모(盖弓帽)2, 삼치모(三齿帽), 대구(帶鉤),
삼두모(三头帽), 당로(当卢), 괄도(刮刀), 이련배(二连杯), 배(杯), 관식(串饰), 족
(镞)15, 과(戈), 배수도(杯首刀), 침(針), 준(鐏), 정(鼎), 방형옥식(方形玉饰)2, 옥편
(玉片)2, 골관(骨管), 골주(骨珠)4, 골병식(骨柄饰), 골침(骨針)2, 녹각(鹿角)

공반품

비고

▲

01. 한성백제박물관·산동박물관, 2016, 『산동 공자와 그의 고향』.
02. 산서성고고연구소(山西省考古硏究所), 1994, 「만영묘전동주묘장발굴수확
(万栄廟前東周墓葬發掘収穫)」 『삼진고고(三晋考古)』1, pp.218~250.

표 3. 일본 출토의 구분마연 무기형청동기와 공반품
연번

유적

마연
속성

1

복강(福岡)
길무고목(吉武高木)3호

A2

2

3

복강
길무대석
(吉武大石)

140호

공반품

검2, 과, 모, 다뉴세문경, 곡옥, 관옥95, 호

비고

다뉴세문경 공반

검
A2

70호

복강 수구강본
(須玖岡本)
D지점

과
B1

검

B2

모

유적
한경 출토

4

복강 상월외(上月渨) 7호

B2

검, 관옥23

5

복강 하산문자부(下山門字敷)

B2

과

6

장기(長﨑) 입석(立石)

B2

검

7

좌하(佐賀) 검견곡(檢見谷)

C1

모12

매납

8

도근(島根) 황신곡(荒神谷)

C1

모16, 탁6, 검358(동검 7m 이격 매납)

매납

9

좌하(佐賀) 목달원(目達原)

C1/
C2

모4

01. 복강시교육위원회(福岡市敎育委員會), 1996, 『길무유적군(吉武遺跡群)Ⅷ』.
02. 복강시교육위원회(福岡市敎育委員會), 1996, 『길무유적군(吉武遺跡群)Ⅷ』.
03. 암영성삼(岩永省三), 1982, 「須玖遺蹟D地點出土靑銅利器の再檢討」
『MUSEUM』373; 하촌지(下村智), 1994, 「日本における流入期の靑銅器と墓」
『동아시아의 청동기문화 - 유물을 통하여 본 사회상 -』, 문화재연구 국제학술
대회 제3집,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04. 복강시교육위원회(福岡市敎育委員會), 2003, 『上月渨B遺跡群』.
05. 강기경편(岡崎敬編), 1982, 「銅劍·銅矛·銅戈-韓國出土および第一次日本
製品-」 『말노국(末盧國)』; 하촌지(下村智), 1994, 「日本における流入期の靑銅

옹관묘

器と墓」 『동아시아의 청동기문화 - 유물을 통하여 본 사회상 -』, 문화재연구
국제학술대회 제3집,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길전 광(吉田 広), 2001, 『弥
生時代の武器形靑銅器』, 고고학자료집(考古學資料集)21.

06. 정림호(正林護), 1971, 「誎早市出土の銅劍」 『구주고고학(九州考古學)』41.
07. 북무안정교육위원회(北茂安町敎育委員會), 1986, 『검견곡유적(檢見谷遺跡)』.
08. 도근현교육위원회(島根縣敎育委員會), 1998, 『출운신정황신곡유적(出雲神庭
荒神谷遺跡)』; 황신곡박물관(荒神谷博物館), 2008, 『荒神谷の銅矛』.
09. 島根縣立八雲立つ風土記の丘資料館, 1991, 『古代の出雲と九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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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o Jun-Yang

구분마연 기술로 본 한국식동검문화의 개시 연대 -중국 자료의 편년을 통하여-

한반도 출토의 구분마연 무기형청동기는 서남부지역

분마연 동주식동검의 존재는 한반도와의 시·공간적인 비

에 대다수 출토된다. 대체로 다뉴조문경과 공반되는 양상

교·검토가 주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이 특징이며, 한국식동검에 한정되는 경향이다. 이외에 동

일본 출토의 구분마연 무기형청동기는 북부구주의 복

남부지역에서 구분마연 기술이 확인되지만 미미하고3, 북

강현, 좌하현 및 산음지역의 도근현 등에서 출토된다. 북부

부지역은 자료에 한계가 있다. 다뉴조문경이 공반된 러

구주의 해안부에서 내륙부로 이동(전파)되고, 도근현 출토

시아 이즈웨스또프까(평정상지(平井尙志) 1960; 김원룡

품은 내륙부의 구분마연 기술과 연동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1967; 강인욱·천선행 2003) 및 쉬꼬또프까(강인욱·천선행

이러한 변화는 사회·문화적인 흐름 및 성행에 따른 것으로

2003) 유적 등의 한국식동검에서 구분마연 기술이 관찰될

보인다. 일본에서는 구분마연 기술의 출현 이후 변화양상이

것으로 생각된다. 다뉴세문경이 공반된 무기형청동기에서는

뚜렷하게 관찰되며 또한 동검에 한정하지 않고 동과·동모

구분마연 기술이 확인되지만 명확하지 않고, 수량도 극히

까지 다양하게 확인된다(칠전충소(七田忠昭) 1985; 하촌지

일부이다. 이러한 점은 일본에서 다뉴세문경이 공반된 유적

(下村智) 1994; 촌전유일(村田裕一) 2012). 나아가 매납유적

부터 구분마연 기술이 초출(初出)되기에 기술의 전파 및 공

에서 다량으로 출토되는데 특히 ‘동모제사’와 밀접한 관련성

인 집단의 이주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허준양 2017).

이 있다. 공반품은 다뉴세문경(多鈕細文鏡), 한경(漢鏡) 등

중국 출토의 구분마연 무기형청동기는 동주식동검에

이며 이후 단독으로 출토되는 경향이다.

한정된다. 지금까지 확인된 구분마연 동주식동검은 2점이며

한·중·일 출토 구분마연 기술의 분포는 <표 4>와 같

유경식과 통병식으로 분류된다. 양자는 중국 산동반도와

이 한반도 남부지역, 중국 산동반도·산서지역, 일본 북부구

산서지역에서 출토되는데 후자에 전파된 것으로 이해된다.

주·산음지역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분포는 청동기문화 및

2점의 출토 사례이기에 이상의 논의는 무리가 있다. 다만 중

제작기술의 공유로 이해되고 기술의 전파, 공인 집단의 이

국 중원지역에는 동검보다 청동예기의 출토 사례가 상당하

주와 밀접한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 기존에 일본의 제작

고, 동검의 마연 기술까지 주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

기술로 여겨졌던 마연기법이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광범

하기 때문에 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출토 구

위하게 확인되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한·중·일 출토 구

표 4. 한·중·일 출토 구분마연 무기형청동기의 분포
마연
속성
A1
A2
B

한국

중국

일본
비고

서북부

서남부

○

●
●

동남부

산동성

산서성

복강현

◉

◉

장기현

좌하현

◉

○

도근현

◉
◉
◉

C

○

◉

●

◉

(◉ 1~10점 미만, ● 10점 이상, ○ 출토 가능성有)

3

무기형청동기의 구분마연 외에 차별적인 사례가 존재한다. 사례는 김해 구산동 122호 주거지 출토의 마제석검으로 신부에 구분칠이 관찰된다. 구분칠 마제석
검은 구분마연 한국식동검의 영향에 제작된 것으로 이해되나 단독 사례이기에 추후의 자료를 기대한다. 경남고고학연구소, 2010, 『김해 구산동 유적Ⅸ - 무문
시대 집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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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마연 기술의 분포는 공간적인 특성과 함께 기술의 변화도

다(허준양 2017). 따라서 아래의 교통로(전파 경로)를 제시

연동되어 진행된다. A1식 구분마연 기술은 한반도 서남부지

하고자 한다.

역과 중국 산동반도에서 출토되는데 제작기술의 상호관계
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A1식 구분마연 기술이 한
반도와 중국에서 모두 확인되지만 전자에 상당수(대다수)

중국 산동반도(중원지역)
⇄ 한반도 서남부지역(서북부지역) ⇄

출토되는 양상이기에 제작의 중심영역으로 파악된다. A2식

일본 북부구주지역

구분마연 기술은 한반도 남부지역, 중국 산서지역, 일본 북
부구주에 출토되며 지역적 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이중 구분마연 기술이 한반도 서남부지역과 중국 산

후 B식 구분마연 기술은 일본에서 대다수 출토되고, C식

동반도(중원지역)에 존재하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구분마연 기술은 지역성 및 특수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즉

는 일정 기간에 지역 간 제작기법의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B·C식의 구분마연 기술은 일본에서 변화·발전이 뚜렷하게

판단되기 때문이다. 단, 소량의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해석

진행되며 ‘제사문화권’의 중심 기술로 확인된다.

을 하는데 무리가 있기에 한반도 및 고조선과 중국 산동반
도(중원지역)의 유물·유적을 검토하여 직·간접적인 요인을

2. 확산(전파 경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시 말해 산동반도에 고조선 및 한반

구분마연 기술의 분포를 통해 한반도와 중국의 확산

도와 관련된 유물·유적, 한반도에 중국 중원지역의 유물·

(전파 경로)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

유적이 존재하기에 비교·검토하겠다.

식동검은 요령식동검과 연계되어 설명된다. 때문에 기존의

우선 중국에서 출토되는 한반도 및 고조선 청동기문

연구에서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의 상호관계를 설정·검토

화의 고고학적 자료를 살펴보겠다. 대표적으로 요령식동검

되고 있다. 연구사적으로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필자도 공감

과 지석묘(석관묘) 등이다. 요령식동검은 산동성 서하(栖

하는 바이다. 하지만 구분마연 기술의 분포를 통해 볼 때

霞) 행가장(杏家庄) M2호묘 출토품으로(연대시문물관리위

추가적인 확산 양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원회·서하현문물사업관리처 1992) 오강원(2001)에 의해 언

까지 검토된 바에 의하면 중국 동북지역에 구분마연 기술

급되고 주목하여 연구되고 있다(왕 청(王 靑) 2006; 궁본일

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宮本一夫) 2008).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요령식동검은 중

본고에서 주목하는 구분마연 기술이 한반도 서남부

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에 출토되는데 산동반도의 출토는 특

지역과 중국 산동반도(중원지역)에 출토되어 새로운 교통

징적인 양상이며 고조선을 통해 입수된 것으로 이해되고

로로 설정된다. 이러한 해석은 중국 동북지역은 신식요령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왕 청(王 靑)은 신태 주가장 M13호묘

식동검이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윤가촌-고산리식, 대청산-

출토 동주식동검의 하단부에 형성된 홈은 요령식동검의 경

오도령구문식 동검이 지역색을 갖춰 제작되는 점(이청규

부 하단에 관찰되는 홈과 동일한 점을 주목하고, 한반도

2000)과 같이 한반도는 신식요령식동검이 유입되는 동시

에 상당수 출토되는 요령식동검의 제작기술과 밀접하며 상

에 한국식동검이 지역색을 갖춰 제작되는 점과 동일한 맥

호 연계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지역적 전

락이다(허준양 2016). 즉 일련의 과정에 한국식동검은 요

파 및 제작기술의 공유로 생각되며 시기적 병행관계를 설

령식동검 외에 동주식동검을 소유한 집단과 상호관계를 형

정할 수 있다. 즉 서하 행가장 M2호묘 출토 요령식동검은

성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일본에서 다량의 구분마연 무

중국 동북지역의 건창 동대장자(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 외

기형청동기가 확인되어 한반도와 연동되는 양상이 관찰된

2014a, 2014b; 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 외 2015), 한반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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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역의 김천 문당동(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 유적

으로 해석하고, 이 과정에 동주식동검이 매장된 것으로 보

등과 병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았다. 이와 달리 백운상(2013)은 완주 상림리 유적 출토 동

지석묘(석관묘)는 중국 동북(요동)지역의 요령·길림

주식동검은 오월(吳越)지역 동검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일대와 한반도, 일본 북부구주 등에 분포한다. 이러한 분

오월지역은 강남 수향에 위치하여 수상교통과 해상활동에

포는 지역적 전개 및 집단의 이동과 밀접한 것으로 이해되

능하여 한반도로 건너간 청동장인은 오월지역의 주검장인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동성 치박시(淄博市) 치천구(淄

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더불어 강인욱(2016)도 이와 유사한

川區) 왕모산(王母山)의 지석묘, 남황장문화(南黃莊文化)

견해를 피력하였다. 다만, 완주 상림리 유적의 동주식동검은

의 M1호묘, M18호묘의 석관묘는 한반도 남부지역의 바둑

산동반도의 장인이 한반도 서남지역에 동화되고, 청동검의

판식 지석묘와 일정한 연관성이 확인되어 유사한 문화계통

주조와 관련한 의례를 남긴 결과로 보았다. 이들 연구는 공

으로 언급되는데 주목되는 견해이다(이혜죽·왕 청 2002).

통적으로 한반도의 동주식동검은 중국 산동반도를 통해 이

이와 함께 산동반도와 요동반도의 문화전파와 이주에 대한

입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는 이청규(2003)에 의해 검토되었다. 산동반도의 지석

위와 같은 견해는 한반도에 동주식동검의 출현시기를

묘와 석관묘는 요하유역의 서쪽지역에 지석묘가 발견되지

재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평원 신

않는 것으로 보아 묘도열도(廟島列島)나 발해만을 따라 원

송리(송순탁 1997), 재령 고산리(황기덕 1974) 유적 등에서

거리 무역의 해상항로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

신식요령식동검, T자형 검병과 함께 동주식동검 등이 출토

로 보았다. 또한 요동지역의 지석묘 및 요령식동검이 산동반

되어 소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건창 우도구 90M1호

도에서 출토되는 점은 동일한 문화의 전파로 이해되고 있다

묘, 동대장자 M5호묘 등에서 동주식동검과 신식요령식동검

(김용간·황기덕 1967). 이외에도 중국 하북성, 산동성 등에

이 공반되는 양상은 기원전 4세기 대에 부장된 것으로 이

서 요령식동검, 한국식동과, 동부 등이 출토된 바 있다.

해되고 있다(이후석 2016). 따라서 한반도에 동주식동검의

다음으로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중국의 청동기문화이

전파는 기원전 4세기대를 중심 연대로 설정되고, 다뉴조

다. 대표적으로 동주식동검, 동사 등이 있다. 첫 번째, 동주

문경이 공반된 시기로 파악되기에 소급될 가능성이 있다.4

식동검이다. 한반도 서남부지역의 완주 상림리 유적에서 26

이는 A1식 구분마연 기술의 한국식동검과 동주식동검에

점의 동주식동검이 출토되었다(전영래 1976). 출처에 대해

공통되게 관찰되는 점과 동일한 맥락이다. 나아가 서남부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지만 중국 제(齊)나라에서 이입된 것

지역 출토품은 산동반도와 관련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상호

으로 파악되는 견해가 주목되며 곽가천 M10호묘 출토 동주

연결된 것으로 이해된다.

식동검과 밀접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혜죽·왕 청 2002). 또

두 번째, 동사(銅鉇)이다. 동사는 중국 남방·중원지역

한 중국 하북지역의 연(燕)·조(趙)나라는 중국 동북지역의

의 영향으로 한반도에 전파된 것으로 연구된다(서곡 정(西

요동과 한반도 북부지역, 산동반도의 제나라는 한반도 남부

谷 正) 1966; 편강굉이(片岡宏二) 1999; 이건무 2003; 윤태

지역과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아가 산동반도와 한반

영 2010). 중국 중원지역 이외에 한반도와 러시아 이즈웨

도 남부지역의 관계는 중국의 독특한 정치적 상황 하에 일

스또프까 유적 등에서 대다수 출토되는데 중국 동북지역

부 망명집단이 불가피하게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이주한 것

보다 산동반도를 경유하여 전파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때

4

김동일은 한반도 출토 검파두식의 분류와 편년을 검토하면서 한반도에 동주식동검은 기원전 3세기 전반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았다. 김동일, 2017, 「한반도
출토 검파두식의 분류와 편년」 『영남고고학』77, pp.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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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이와 같은 교통로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
가 한반도 출토의 동사는 다뉴조문경과 다뉴세문경이 공
반된 시기에 대체로 출토되므로 앞서 언급한 A식 구분마연
기술의 한국식동검과 병행 시기가 확인된다. 최근 군산 선
제리 유적에서 검파형동기와 함께 다량의 한국식동검이 출
토되었는데 여기에 동사가 공반되어 시기는 소급되는 것을
알 수 있다(김규정 2016).5 따라서 한반도에 다뉴조문경이
공반되고 동사가 출현하는 시기는 중국 중원지역의 상황과
연동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 번째, 묘장 내의 요갱이다. 시기적으로 후행하지만
중국 내의 분포양상과 관련되고, 전파에 따른 교통로로 이

그림 3. 중국, 한반도 요갱의 분포(이재현 2003).

해되기에 언급하고자 한다. 이미 이재현(2003)에 의해 검토
되었다. 한반도에 요갱을 설치한 무덤은 중국 황하유역과
그 이남지역이 중심지이며, 전국시대 이후는 황하 이남에서

이외에도 궁본일미(宮本一未 1990)는 산동반도와 요

만 발견된다. 통나무목관 및 목관묘 내 요갱 등은 중국 서

동반도에 토기의 변화를 검토하여 상호교류의 활성화로

남부지역의 사천성, 운남성 등지에서 발견되고 화남지역(중

파악하고, 생업 형태의 강한 지역군으로 보았다. 이러한 교

원·남방지역)과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한

류는 필연적이며 반도 간 관계를 주목하였다. 더불어 한반

반도에 요갱을 가진 목관묘는 연(燕) 또는 고조선과는 무

도는 중국 산동반도의 도작 농경문화 전파와도 관련되는

관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전파경위나 경로에 대해서

것으로 파악되고, 이러한 점은 자연·지리적 위치에 따른

는 알 수 없지만 중국에서 요갱의 분포를 통해 볼 때 산동

교통로를 통해 전파 및 교역 등을 형성한 것으로 이해된다

반도를 경유하여 한반도에 전파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홍종·석낙(石諾) 2015). 또한 중국 산동반도 영성 척산
의 고조선 문피, 요동반도의 대련 강상 7호묘의 아열대산
보배조개(寶貝)는 제나라의 교역품 등으로 검토되고 있다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박준형 2004, 2006; 박대
재 2014). 박준형은 양 지역의 교통로인 묘도열도는 산동
반도의 등주(봉래)-대사도(장산도)-귀흠도(타기도)-말도
(묘도)-오호도(황성도)-요동반도의 마석산(여순 노철산)
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묘도열도의 출토 사례는 대
표적으로 산동성 장도 왕구유적을 들 수 있는데(연대시문
물관리위원회 1993) 여기에 동주식동검 외 다량의 청동기
가 출토되어 제남 좌가와 1호묘의 양상과 유사한 것이 확

그림 2. 중국, 러시아 동사의 분포(片岡宏二 1999).

5

인된다. 이는 산동반도와 요동반도 간 지리적 전파 및 교

군산 선제리, 러시아 이즈웨스또프까 유적의 사례를 볼 때 한반도에 동사의 출현은 다뉴조문경이 공반된 시기로 소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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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동북아시아 출토 구분마연 무기형청동기의 분포(배경지도-구글).

섭 등의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춘추-전국시대 과도기로 편
년되어 시기적인 병행관계 및 상대 연대가 설정된다. 특히

Ⅳ. 중국 자료의 편년을 통한
한국식동검문화의 개시 연대

주목되는 점은 산동~요동반도의 교통로와 함께 고조선과
제나라가 대등한 혹은 호의적인 관계로 파악되는 점이 특

1. 연구사 검토

징적이다.

한국식동검의 성립에 대한 연구는 다방면으로 진행되

결국 중국 산동반도(중원지역)와 요동반도 및 한반도

었다. 필자는 졸고를 통해 연구사를 간략히 정리하였다(허

는 고고·문화 및 자연·지리·환경적 위치의 영향에 따라 상

준양 2016). 시기는 크게 두 갈래로 확인된다. 첫 번째, 한

호 직·간접적 교류·전파의 양상이 확인된다. 다시 말해 산

반도 제유적에서 중국 심양 정가와자 6512호 유적(심양고

동반도(중원지역)와 한반도는 지속적으로 상호관계를 유지

궁박물관·심양시문물관리판공실 1975)과 유사한 유문청동

하고, 반도의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 시간적 병행이 연동되

기 및 원형점토대토기의 출현, 청동기의 상대 연대, 탄소14

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양 지역에 동일한 구분마연 기

년 연대 등으로 기원전 6~4세기로 편년된다(김원룡 1976;

술이 관찰되는 한국식동검과 동주식동검은 일정기간 병행

이청규 2000; 이재현 2003; 강내삼진(岡內三眞) 2006; 등

시기 및 지역적 교류·전파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즉

미신일랑(藤尾慎一郞) 2008; 이창희 2010; 허준양 2016).

양 지역은 친연성을 가져 제작기법을 공유한 것으로 해석

두 번째, ‘연장(燕將) 진개(秦開)의 동진(東進)’의 역사적 기

된다. 이와 관련하여 추산진오(秋山進午 1968·1969) 및 이

록, 고고학적 형식 분류로 Ⅰ·Ⅱ식 한국식동검이 유적에서

건무(1994, 2003)는 한국식동검문화는 앞 단계의 요령식동

함께 출토되어 하한 연대에 맞추는 연구 등을 통해 기원전

검문화를 계승하였지만 새로운 문화의 파급으로 형성된 것

3세기로 편년된다(윤무병 1972; 촌상공통(村上恭通) 2000;

으로 지적한 바 있다.

조진선 2005 외 다수). 양자의 연구는 상대 연대, 형식학적
분류 등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데 실연대는 100년 이상
차이난다. 이상의 내용을 <표 5>에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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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식동검의 성립 시기에 대한 연구사
연구자

한국식동검의 성립 시기

근거

김용간·황기덕(1967)

기원전 5~4세기

한병삼(1968)

기원전 6세기(상한), 기원전 4세기(하한)

개천 용흥리 동검

윤무병(1972)

기원전 4세기말~기원전3세기초

전국(戰國) 연장(燕將)
진개(秦開)의 동진(東進)

황기덕(1974)

기원전 7~5세기

평양 서포동 동검

이건무(1994, 2003)

기원전 4세기전반~말

요령식동검문화와
한국식동검문화의 전개양상

이청규(2000)
이청규(2005)

기원전 4~3세기
기원전 6~5세기

상자포리형 동검
다뉴조문경

이재현(2003)

기원전 5~4세기

연(燕)의 세력 확장

송호정(2003)

기원전 5~4세기

고조선 청동기문화

강내삼진(岡內三眞)(2006)

기원전 5세기, 기원전 475년

궁본일미(宮本一未)(2008)

기원전 5세기

형식학적 분류

등미신일랑(藤尾慎一郞)(2008)

기원전 7세기후반~기원전 4세기후반

청동기시대 토기의
탄소14년 교정연대

이창희(2010)

기원전 5세기후반

탄소14년 연대측정

허준양(2016)

기원전 5세기중반~기원전4세기전반

A2식 구분마연 기술의 비교 자료

출토품과 유사하다(그림 5). 양 지역에 유사한 유문청동기
의 존재는 기술의 전파 및 공유 등으로 파악되고, 시·공간
적인 상호관련성을 가진다. 세 번째, 건창 동대장자 유적에
요령식·중원식동과, 중원예기 등이 출토되고 전국시대 전·
중기로 편년된다. 더불어 한반도 부여 구봉리 유적에서 신
식무기인 한국식동과·동모 등이 출토되고, 중국 중원지역
의 영향으로 제작된다. 때문에 양자는 일정기간 병행시기로
판단되어 비교·검토가 가능하다.
그림 5. 심양 정가와자 6512호 유적과 한반도 제유적 출토의 청동기 비교.

심양 정가와자 6512호묘 이후 신식요령식동검은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에 전파되고, 한반도에서는 이와 동시에
한국식동검이 자체 제작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중국 동

필자는 전자에 동의하는 견해를 낸 바 있다. 그 근거

북지역은 요령식동검문화가 유존되고, 한반도는 한국식동

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구분마연 기술이 한국식동검에

검문화가 성립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때문에 양 지역은 동

관찰되고, 중국 출토 동주식동검에 동일하게 확인되어 상

일문화권이 형성되지만 상이한 제작기술로 각각의 동검이

대 연대 자료로 파악된다. 두 번째, 심양 정가와자 6512호묘

제작되며 한반도에서는 구분마연 기술과 함께 절대와 결입

에서 출토된 유문청동기 중 나팔형동기는 예산 동서리 유

부가 형성된 한국식동검이 출현하게 된다(허준양 2016). 따

적, 방패형동기는 대전 괴정동 유적, 견갑형동기는 傳경주

라서 한국식동검문화는 요령식동검문화와 일정기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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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성립되며 양 문화는 시기차를 부여하기보다 지역성을

기에 A2식 구분마연 기술의 무기형청동기가 출현하는 것으

달리하여 전개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로 판단하여 A1식 구분마연 한국식동검은 춘추-전국시대
과도기에 성립된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A1식 구

2. 구분마연 기술의 상대 자료를 통한 한국식동검문화의
개시 연대

분마연 기술의 대전 괴정동·예산 동서리·아산 남성리 유
적→A2식 구분마연 기술의 만영묘전 61M1호묘, 부여 연화

필자는 졸고에서 A2식 구분마연 기술이 중국 산서성

리·구봉리·익산 오룡리 유적의 전개양상으로 파악하였다.

만영묘전 61M1호묘의 동주식동검에 확인되어 상대 연대

이와 함께 일본 출토 구분마연 기술의 무기형청동기와 공

자료로 제시한 바 있다. 때문에 A2식 구분마연 기술이 관

반품을 검토하여 상호 편년을 설정하였으며 종합하여 한·

찰되는 부여 연화리·구봉리, 익산 오룡리 유적 출토의 한

중·일 출토 구분마연 무기형청동기의 변천을 제시한 바 있

국식동검은 산서성 만영묘전 61M1호묘 출토의 동주식동검

다(그림 6).

과 일정기간 병행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전국시대 전

그림 6. 한·중·일 출토 구분마연 무기형청동기의 변천.

본고에서는 앞서 언급한 편년안을 보충하고, 최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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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한반도, 중국 출토의 A1식 구분마연 한국식동검과 동주식동검.

인된 자료를 검토하여 한국식동검문화의 개시 연대를 파악

에 명확하게 확인된다. 양자는 동일한 형태와 패턴의 구분마

하고자 한다. 필자는 산동성 안구 출토 동주식동검에 A1식

연 기술로 판단된다. 이는 동일한 마연 도구를 사용하여 의

구분마연 기술이 관찰되어 주목하였다. 동일한 마연 기술

도적인 기능을 내포한 제작으로 보인다. 때문에 뚜렷한 목적

은 편년의 상대 연대 검토 및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을 가진 마연 흔적으로 생각되며 양 지역의 동검은 제작기

한 산서성 만영묘전 61M1호묘 출토품을 통하여 A2식 구분

술의 공유 및 지역적 전파에 따른 제작으로 이해된다.

마연 기술의 상대 연대 자료 및 편년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산동성 안구 출토의 동

<사진 2>는 필자가 촬영한 A1식 구분마연 기술의 한국식동

주식동검은 ‘1958년 산동성 안구시 수습품’으로 기록되어

검과 동주식동검이다. 한국식동검은 봉부, 신부, 능각, 절대

공반 양상을 파악할 수 없다. 때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등에서 뚜렷하게 관찰되고 동주식동검은 양 인부 중 하단부

동주식동검인 산동성 제남 좌가와 M1호묘의 출토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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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중국 산동성 안구, 산동성 제남 좌가와 M1호묘 공반품(축척부동).

시하였다. 동검의 형식학적 유사성은 유물·유적의 편년을

게 진행되었다. 그 중 정중위(井中偉) (2011)는 제남 좌가와

오판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 단계에서 잠정적으로 비교하여

M1호묘는 제나라 청동기로 분류하고, 춘추시대 만기~전국

상대 연대 자료로 검토하겠다. 양 동검은 지리적으로 중국

시대 전기로 편년하였다. 더불어 주봉한(朱鳳瀚)(2009)은

산동반도에서 출토되고, 검 신부의 능각 및 경부 등의 형태

제남 좌가와 M1호묘의 연대를 전국시대 전기 중엽으로 보

가 동일한 점이 특징적이다.6 보고자는 제남 좌가와 M1호

았으나 춘추시대 만기의 제식돈[敦], 제식두[豆] 등을 통해

묘의 동주식동검을 춘추시대 조기의 것으로 보았지만 공반

볼 때 춘추시대의 제(齊)문화 영향으로 판단하여 제나라

된 동정(銅鼎)의 화문(花紋)은 춘추시대 만기~전국시대에

의 전통이 유지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최근 왕 청(王 靑)

유행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유적의 연대는 춘추~전국시대

(2012)은 해대지구(海岱地區) 출토 동돈, 동과의 변천을 검

과도기로 편년하였다. 따라서 중국 산동성 안구 출토 동주

토하면서 제남 좌가와 M1호묘를 전국시대 전기로 편년하였

식동검은 제남 좌가와 M1호묘 출토의 동주식동검의 연대

는데 주봉한(朱鳳瀚)과 마찬가지로 전국시대 전기는 춘추

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병행 시기를 설정할 수 있다.

시대의 문화와 연동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이와 동일

제남 좌가와 M1호묘의 편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

동성문물고고연구소·신태시박물관 2014). 출토품 중 동돈,

표 6. 중국 산동성 안구, 제남 좌가와 M1호묘의 비교자료
유적

마연
속성

산동성 안구

A1

산동성 제남
좌가와 M1호

6

한 사례로 산동성 신태 주가장 유적 출토품이 주목된다(산

동두 등은 제남 좌가와 M1호묘 출토품과 동일한 것으로
공반품

연대

확인되어 상대 연대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신태 주가장 유
적은 전국시대 전기로 편년되고 있다.

검(劍)3, 과(戈)3, 족
( 镞 ) 1 , 정(鼎) 3 , 호
(壺), 돈(敦)2, 두
(豆)3, 주(舟), 반(盤),
골식(骨飾)10

나아가 제남 좌가와 M1호묘와 관련하여 하한 연대 및
춘추-전국시대 과도기
~전국시대 전기

획기로 파악되는 고고학적 사례가 존재한다. 이는 중산국(中
山國) 영수성(靈壽城) 출토 청동예기와 청동무기 등의 공반

동주식동검은 대체로 능각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많은데 구분마연 기술이 관찰되는 2점에 능각이 존재하여 주목된다. 한반도, 일본 출토의 구분마연 동
검·동과·동모 등에서도 능각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은 제작의 특수성 및 공통성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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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중국 중산국 영수성 출토 전국시대 전기, 중기의 청동기·도기.

그림 9. 중국 산서성 출토 전국시대 전기의 청동예기(노국권(路國權) 2016).

품으로 동정(鼎), 동두, 동원호(壺), 동돈 등은 제남 좌가와

출토의 동주식동검은 산동성 안구 출토의 동주식동검과 유

M1호묘 출토품과 동일하다(하북성문물연구소 2005). 동두

사하며 일정기간 병행시기로 설정된다. 또한 산동성 안구의

는 M8102호묘, M8101호묘, 동원호는 M8102호묘에 출토되

동주식동검에 A1식 구분마연 기술이 확인되어 한반도 출토

었으며 이들 유구는 전국시대 전기로 편년된다. 영수성은 조

한국식동검과 상대 연대 자료로 비교·검토된다. 따라서 A1

왕(B.C. 327~313) 및 부왕인 성공(B.C. 339~328)의 무덤이

식 구분마연 기술이 관찰되는 한국식동검과 동주식동검은

전국시대 중기를 표지로 파악되어 전기의 부장 양상과 뚜렷

춘추-전국시대 과도기~전국시대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볼

한 차이가 확인된다(그림 8). 이들 동정, 동두, 동호 등의 공

수 있다. 단, 산동성 안구 출토 동주식동검은 출처가 불명한

반 양상은 선·후 관계가 명확하고, 양 시기를 구분할 수 있

점을 고려해야 하며 추후의 자료를 기대하는 바이다.

다. 특히 전국시대 중기는 청동기를 모방한 도기의 공반 사

다음으로 A2식 구분마연 기술이 관찰되는 중국 산서

례가 증가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때문에 제남 좌가와 M1호

성 만영묘전 61M1호묘의 연대이다. 유적의 연대는 보고자

묘, 중산국 영수성 출토 청동예기 및 청동무기는 춘추-전국

및 정중위(井中偉)(2011)는 전국시대 전기로 편년하였다. 이

시대 과도기~전국시대 전기에 중국 하북성, 산동성 일대를

와 함께 최근 산서지역 출토의 청동예기를 정리한 연구가

중심으로 공유 및 연동되어 출현 및 전개되는 것으로 파악

주목된다(노국권(路國權) 2016). 여기에서는 기존의 춘추-

된다. 즉 제남 좌가와 M1호묘의 문화 및 편년은 춘추시대 제

전국시대의 편년안을 검토하고, 산서지역에 출토되는 청동

나라의 영향하에 형성되어 지속되었으며 이는 중국 산동반

예기를 광범위하게 비교하였다. 지역적 출토 양상을 파악

도의 지리적 여건 및 지역적 전파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하여 만영묘전 61M1호묘의 연대를 전국시대 전기로 편년

이와 같은 연구로 볼 때 제남 좌가와 M1호묘 출토 동

하였다(그림 9). 특히 동정 등의 청동예기는 산서지역을 중

주식동검의 상한 연대는 춘추-전국시대 과도기, 하한 연대

심으로 출토되는 기형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하한 연

는 전국시대 전기로 편년된다. 때문에 제남 좌가와 M1호묘

대로 검토되는 연구도 존재한다. 주봉한(朱鳳瀚)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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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은 최초 산서성 만영묘전 61M1호묘의 연대를 전국시

영묘전 61M1호묘 출토 동주식동검 등의 상대 연대 자료를

대 만기로 설정하였지만 이후 중국 중원지역에 출토된 도

통해 A2식 구분마연 한국식동검은 전국시대 전기~중기로

기의 상대 연대를 파악하여 전국시대 중기중엽~중기만엽

편년된다. 이를 <표 7>에 제시하겠다.

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양건군(楊建軍)(2005)은 삼진(三晋)
의 동주(東周)시기 청동기를 검토하면서 만영묘전 61M1호
묘를 전국시대 중기로 편년하였다.

표 7. 한반도, 중국 출토 A식 구분마연 무기형청동기의 자료 비교
구분
마연

한반도

중국

연대

A1

예산 동서리,
대전 괴정동,
아산 남성리

산동성 안구,
(비교자료)산동성
제남 좌가와 M1호묘

춘추전국시대 과도기
~전국시대 전기

A2

부여 연화리·
구봉리,
익산 오룡리

산서성 만영묘전
61M1호묘

전국시대 전기
~중기

따라서 산서성 만영묘전 61M1호묘의 상한 연대는 전
국시대 전기, 하한 연대는 전국시대 중기로 편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유적의 연대는 대체로 전국시대 전기로
편년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확인된다(배현준 2015). 때문
에 A2식 구분마연 기술이 관찰되는 산서성 만영묘전 61M1
호묘와 한반도 제유적은 편년적 검토가 가능하고, 지역적
전개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편년은 동주식동검의 전개양상에서도 관
찰된다. 동주식동검의 편년은 정전 장(2006)이 세분하였는
데 그중 유경식(有莖式)과 통병식(筒柄式)이 주목된다. 본
글에서 주목하는 산동성 안구, 제남 좌가와 M1호묘 및 산
서성 만영묘전 61M1호묘 출토의 동주식동검은 대체로 전
국시대 전기를 하한으로 편년되는 점이 특징적이다. 편년안
은 동주식동검의 제작 및 사용 시기와도 관련되는데 이러
한 특징은 중국 춘추시대 후기~전국시대 전기를 중심으로
동주식동검이 성행 및 유행되는 것과 연동되는 양상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내 동주식동검의 지역적 전
파 및 교류가 집중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사회·문화
적 흐름과 밀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배진영 2001). 일련의
과정에 한국식동검을 소유한 집단과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이해되며 중국 산동반도(중원지역)의 동주식동검을 소유한
집단은 한반도의 한국식동검을 소유한 집단과 제작기술의
공유를 통해 양자 간 관계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구분마연 기술이 관찰되는 한국식동검의 연대는 중국의
동주식동검 등이 공반된 유적의 편년을 상대 연대 자료로
검토가 가능하다. 산동성 안구, 제남 좌가와 1호묘 출토 동
주식동검 등의 상대 연대 자료를 통해 A1식 구분마연 한국
식동검은 춘추-전국시대 과도기~전국시대 전기, 산서성 만

이와 더불어 중원지역의 청동기가 공반된 중국 동북
지역의 상대 연대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한반도 제유적의
편년적 위치를 설정해 보겠다. 이미 중원 청동기 중 청동예
기는 유적의 편년 및 분류를 설정하는데 주요한 자료로 활
용되고 있다(주봉한(朱鳳瀚) 1995, 2009). 그중 중국 동북
지역을 중심으로 주목되는 연구성과가 있어 살펴보겠다. 석
천악언(石川岳彦) (2008)은 중국 연나라의 청동기를 편년
및 설정하였는데 출토된 청동예기를 Ⅲ기로 분류하고, 각
단계는 부장 토기의 편년을 검토하여 파악하였다. Ⅰ기는
기원전 6세기~기원전 6세기후반, Ⅱ기는 기원전 5세기 전
반~기원전 5세기대, Ⅲ기는 기원전 5세기 후반~기원전 4세
기대로 분류하였다. 또한 ‘언후재(郾侯載)’名 동과(銅戈)는
Ⅱ기를 중심으로 출현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요령성 삼관전
유적 출토 청동기는 Ⅲ기로 편년하였다. 이와 함께 이후석
(2016)의 연구가 있다. 건창 동대장자 유적의 연대를 세밀
하게 분석하였는데 그중 청동예기, 청동무기 등을 중심으
로 편년하였다. 시기는 Ⅰ~Ⅴ기로 구분하고, 춘추시대 말기,
전국시대 초·전·중·후기로 분류된다.
최근 배현준(2015)은 동주시기 연나라와 동대장자의
청동예기 부장무덤의 연대를 살펴보았다. 청동예기와 토기
를 비교·검토하여 1·2단계로 구분하고, 1단계는 1-1·2단계,
2단계는 2-1·2·3단계로 세분하였다. 1-2단계는 춘추후기의
하한 연대를 기원전 5세기 전반으로 보았으며 가각장 M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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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연나라 청동예기 부장무덤의 상대편년(배현준 2015).

그림 11. 중국 하북지역과 건창 동대장자유형의 편년(이후석 2016).

호묘→연하도 M31호묘→가각장 M16호묘→대흑정 M1호묘

彦)의 (Ⅰ~)Ⅲ기, 이후석의 Ⅱ~Ⅲ기에 위치하며 춘추-전국시

→서관성촌 M14호묘의 상대 연대를 설정하였다. 산서성 만

대 과도기~전국시대 전기, 배현준의 1-2, 2-1단계의 춘추후

영묘전 61M1호묘는 전국시대 전기로 편년하고 기원전 5세

기~전국전기로 파악되어 한반도 제유적과 일정기간 병행된

기 후반으로 보았다. 또한 배현준(2016)은 연나라 출토 동

다. 또한 대당회(大唐廻), 연하도 M31호묘 출토 동정, 중원

돈, 동두의 형태와 문양을 분석하였는데 제남 좌가와 M1호

식동과는 제남 좌가와 M1호묘 출토품의 형식학적 변천 및

묘, 연하도 M31호묘 등의 연대와 연동되는 것이 파악된다.

편년적 위치와 비교·검토된다. 더불어 건창 우도구 90M1호

이는 앞서 언급한 산동성 장도 왕구 유적과 중산국 영수성

묘, 동대장자 M20호묘 등에서 출토된 동모·착 등의 청동기

M8101, M8102호묘와 관련성이 인정되는데 특히 동두는 지

는 한반도 제유적의 출토품과 동일하여 상호관계가 설정되

역적 전파 및 문화권이 설정되는 양상이다. 이들 유적은 춘

고 있다. 이미 오강원(2006)은 동대장자 유적의 유물 조합

추-전국시대 과도기~전국시대 전기로 편년되며 전국시대 전

이 늦어도 기원전 4세기에는 요서지역에 형성된 것으로 보

기 중에서 이른 시기로 파악되는 연구도 상당수 존재한다.

았는데 지역적 전개양상을 지적한 주목되는 연구이다.

결국 이 시기에 중국 중원지역의 청동기는 연(燕)·조(趙)·

이를 종합하여 한반도 및 중국 중원·동북지역 출토

제(薺)나라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중국 동북지역 및 한반도

청동기 부장묘의 상대 자료를 통해 편년적 위치를 설정하

에 지역적 전개 및 확산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록 하겠다. 여기에서는 요령식-한국식동검문화의 과도기

제남 좌가와 M1호묘 출토의 동정은 석천악언(石川岳

및 한국식동검문화 개시기 양상을 중심으로 검토하겠으며

표 8. 한반도, 중국 중원·동북지역의 병행유적 비교
중국
시기

요령식
동검문화

편년

한반도
중원

동북

Ⅳ기

평양 신성동,
김천 문당동 1호

산동성 서하 행가장 M2호

심양 정가와자
M6512호

Ⅰ기

대전 괴정동, 예산 동서리,
아산 남성리

산동성 안구,
산동성 제남 좌가와 M1호,
연하도 M31호

건창 동대장자 M32호

Ⅱ기

부여 연화리·구봉리,
익산 오룡리

산서성 만영묘전 61M1호

건창 동대장자 M5호

한국식
동검문화

기원전

6~5세기
기원전

5~4세기
기원전

4~3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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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령식동검문화는 Ⅰ~Ⅴ기, 한국식동검문화는 Ⅰ~Ⅵ기로 분

출토의 한국식동검과 중국 산동지역 출토의 동주식동검에

류된다. 첫 번째, 요령식동검문화 Ⅳ기이다. 신식요령식동검

서 동일하게 관찰된다. 연대는 춘추-전국시대 과도기~전국

이 각 지역에 유행하고, 전파되는 양상이다. 한반도는 평양

시대 전기이며 기원전 5~4세기로 편년된다. 세 번째, 한국

신성동(김재용 2012)·김천 문당동 1호묘, 중국 동북지역

식동검문화 Ⅱ기이다. 동검의 지역화 및 다양화가 진행된다.

은 심양 정가와자 M6512호묘, 중원지역은 산동성 서하 행

한반도는 부여 연화리·구봉리·익산 오룡리 유적, 중국은

가장 M2호묘 유적 등이다. 아직까지 구분마연 기술은 출

중원지역의 산서성 만영묘전 61M1호묘, 동북지역의 건창

현하지 않는다.7 연대는 춘추시대 후기이며 기원전 6~5세기

동대장자 5호묘 등이다. 이 시기는 구분마연 기술이 변화가

로 편년된다. 두 번째, 한국식동검문화 Ⅰ기이다. 요령식동검

시작되고, 지역적 전파(중국 중원지역 및 일본 북부구주지

이 일부 잔존하고, 세형화된 동검인 한국식동검이 출현한

역)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는

다. 대표적으로 대전 괴정동·예산 동서리·아산 남성리 유

지역성이 강해진다. 연대는 전국시대 전기~중기이며, 기원

적 등이다. 중국 중원지역은 산동성 안구·제남 좌가와 M1

전 4~3세기로 편년된다.

호묘 등이다. 이 시기에 구분마연 기술이 출현하며 한반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춘추-전국시대 과도기(전환기)

그림 12. 한국식동검문화 시기의 한반도, 중국 중원·동북지역의 병행관계.

7

필자는 요령식동검에서 한국식동검으로 전환되는 초기한국식동검(초기세형동검)을 실견하는 기회를 가졌다. 사례는 김천 문당동 1호묘, 경북대학교 소장의
傳평양 출토품(藤田亮策 1944), 최근 조사된 평창 하리 2호 석관묘 출토품(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6)이다. 그 결과 이들 동검에서 구분마연 기술이 확인되
지 않았으며 절대와 결입부도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한국식동검부터 절대, 결입부와 함께 구분마연 기술의 제작이 시작되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양자는 제작 기술상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한국식동검(초기세형동검)은 한국식동검이 아닌 요령식동검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즉 외
형의 유사성이 아닌 제작기법을 달리하는 것을 주요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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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그중 노국권

화의 소멸은 부여 구봉리 유적의 신식무기가 출현하기 이

(路國權)(2016)의 연구를 참고한다. 연구는 중국 산서지역

전으로 이해된다. 한국식동검문화는 요령식동검과 한국식

의 청동예기를 살펴보면서 춘추-전국시대 과도기의 연대를

동검이 공반되는 양상이 확인되며 요령식동검문화와 병행·

정리하였다. 춘추-전국시대 과도기의 연대는 기원전 481,

연동되어 제작 및 성립된다(강내삼진(岡內三眞) 2006). 한

475, 468, 453, 403년으로 분류되었으며 그중 동주시기 진

국식동검은 한반도 재지집단의 마연 기술로 한국식동검문

(晉)문화의 발전 및 변화에 주목하여 기원전 453년을 춘

화가 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형화되어 제작되

추-전국시대의 과도기에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연대

며 지역적 전개가 진행되는 양상이다(허준양 2016). 동시에

로 판단하였다. 이는 전국7웅(戰國七雄)의 성립과 관련된

한국식동검은 완성형으로 제작·보급되는데 이는 한반도 전

다. 한(韓), 위(魏), 조(趙)의 3진(晉)은 기원전 403년 주왕

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점토대형토기문화는 요령식동

(周王)에 제후로 인정받지만 이미 기원전 453년 이후 독립

검문화에서 확인되며 한국식동검문화보다 선행되어 한반도

국으로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403년은 명분을 중시하

에 출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이청규 2005). 대표적으로 김

는 역사인식, 453년은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여 후자를 춘

천 문당동 1호묘를 들 수 있으며 중국 춘추시대 후기인 기

추-전국시대의 전환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춘추시대 후기

원전 6세기 이후로 편년된다. 또한 평양 신성동 유적은 요

는 기원전 530~453년, 전국시대 전기는 기원전 453~370년

하 중류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가 서북한 지역으로 유입된

으로 편년된다.

것으로 보고, 이는 정가와자유형(문화)과 관련된 것으로 파

결국 중국 동북지역의 요령식동검문화는 한반도에 확

악된다(이성재 2007). 점토대형토기의 본격적인 이입은 한

산되지만 한국식동검문화는 중국 산동반도(중원지역)의 문

국식동검문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흑도장경

화와도 교류·전파도 병행되어 진행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호와 세트를 형성하여 전파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징은 청동기문화의 다변화 및 문화접변 등의 교섭관계로

이상의 내용은 선학의 연구와 대동소이하지만 한국식

해석되고, 동북아시아의 광범위한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동검문화의 개시 연대를 기원전 5~4세기로 설정되는 점이

수 있다. 때문에 한국식동검문화는 중국 동북지역 및 산동

주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도(중원지역) 청동기문화의 연대보다 상대적으로 늦춰 볼
필요가 없으며 양자는 연동되어 전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한국식동검문화의 개시
연대는 기원전 5~4세기대로 판단된다. 이는 중국 춘추-전
국시대의 과도기로 이해되고, 기원전 453년의 전·후로 파
악된다. 이러한 편년안은 한반도 요령식-한국식동검문화, 점
토대형토기문화의 개시 연대를 살펴볼 수 있기에 유적의
공반품을 토대로 간략하게 해석하도록 하겠다. 요령식동검
문화는 한국식동검문화의 성립과 연동되며 소멸되지 않고
지속된다. 요령식동검은 한국식동검과 일정기간 병행되어
제작되는데 이는 중국 동북지역 제유적의 지역적 전개와
맥을 같이 한다. 대표적으로 예산 동서리, 유적 출토의 요령
식동검이며 한국식동검과 공반되어 출토된다. 요령식동검문

그림 13. 한국식동검문화의 개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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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본 글은 중국의 편년 자료를 통해 한국식동검문화의
개시 연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고학적 상대 연
대 자료의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 서하 행가장 2호묘의 요
령식동검, 연하도 신장두 30호묘의 한국식동과 등이다. 이
들 자료는 상호 편년적 위치가 설정되고, 비교·검토되고 있
다. 본고에서는 구분마연 기술을 주목하고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출토되는 구분마연 기술이
중국 산동성 안구, 산서성 만영묘전 61M1호묘 출토 동주
식동검에 동일하게 관찰되어 비교·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이
다. 상대 연대 자료를 통해 한국식동검문화는 춘추-전국시
대 과도기~전국시대 전기에 성립된 것으로 파악되며 기원
전 5~4세기로 편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기존의 연구에서 요령식-한국식동검문화는 중
국 동북지역에서 한반도의 전개양상에 집중되는데 반해 여
기에서는 중국 산동반도(중원지역)를 주목하였다. 이는 구
분마연 기술이 중국 동북지역에 확인되지 않고, 산동반도
에 출토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중국 산동반도와 한반도에
지석묘(석관묘), 요령식동검, 동사 등의 출토 사례는 상호
직·간접적으로 연동되는 양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구분
마연 기술의 무기형청동기를 통해 볼 때 중국 산동반도(중
원지역) ⇄ 한반도 서남부지역(서북부지역)은 하나의 교통
로로 설정되고, 지역적 교류·전파 등의 확산으로 파악된다.
이는 공간적 분포 외에 시간적 변천까지 연계되어 전개되
며 한국식동검문화는 동주식동검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형
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일방적인 관계 및 노선이 아닌 쌍
방의 상호관계에 따라 발전된 것으로 파악되며 양자는 일
정기간 병행되어 편년적 위치를 설정할 수 있다.
* 중국의 자료는 소량이기에 재고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한국
식동검문화의 비교·검토는 주요하다고 본다. 또한 능각이
형성되어 있는 동주식동검에 구분마연 기술이 확인될 것으
로 생각되어 출토 가능성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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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commencement date of Korean-type bronze dagger through the
chronology of Chinese data. It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same section polishing technique appears both
in Korean type bronze dagger and Dongzhou type bronze dagger. Dongzhou type bronze dagger in Anqiu
Shandong, in which A1 type section polishing technique is observed, was said to have been collected remains
in 1958, but the clear excavation cannot be identified.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Tomb No.1 Zuojiawa
Jinan, Dongzhou type bronze dagger, and associated products. As associated products, bronze weapon and
bronze ware were excavated, whose periods are estimated to be in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the transition
period of Warring States, and the former part of the China’s Warring States. Accordingly, the Korean bronze
dagger, excavated in the remains of the Han Peninsula appears to have run parallel with the Dongzhou type
bronze dagger of the A1 type section polishing technique, excavated in China for a fixed period. In addition,
the chronology of Tomb No. 61MI grave in Wanrongmiaoqian, Shanxi is estimated to range from the former
part to the middle part of the China’s Warring States, which is identified to be connected to the A1 type section
polishing technique. Examining the data of the relative date, we can find out that the Commencement Period
of the Korean type bronze dagger Culture is seen to be the transition period and the former part of the China’s
Warring States, which is estimated to be the 5th and 4th centuries BC. This chronology is followed by Tomb
No.6512 Zhengjiawazi Shenyang, recorded as the 6th century B.C. which reveals that Liaoning type bronze
dagger culture and Korean-typed Bronze Dagger Culture are naturally connected.
Furthermore, the A1 type section polishing technique was distributed in the southwestern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handong, China, while the A2 type section polishing technique was distributed in the
southern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Shanxi-Province in China, and Northern Kyushu region in Japan. Seen
from the weapon-shaped bronze ware of the section polishing technique, Shanxi area(Central Plains are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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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uthwestern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northwest area), and Northern Kyushu region in Japan are set up
as one traffic road(spreading route). This demonstrates that the section polishing technique emerged around the
Han Peninsular, spreading the technique regionally.

Keywords the

Korean type Bronze Dagger Culture, Dongzhou type bronze dagger, Section polishing technique, the
Commencement Period, the 5~4th century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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