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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商代) 전·중기 중심과 주변
-청동기와 인문경도, 원시자기 자원의 생산과 유통을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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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청동기와 인문경도, 원시자기 같은 희소자원의 생산, 유통을 사례로 들어 상대 전·중기에 자원문제가 중심과 주변의 

관계에 미친 영향을 논하였다. 중심과 주변의 관계는 상문화 구역 내부에서의 관계, 상문화 구역 외부에서의 관계 등으로 나누어 살

펴볼 수 있다.

상문화 구역 내부에서는 지방에서 생산된 인문경도와 원시자기 등의 자원을 반룡성에서 취합한 후 정주상성으로 운반하였다. 그

러나 반룡성에서는 자체적으로 청동기를 생산하거나 인문경도와 원시자기를 독자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현상도 확인된다. 반룡성

은 자원 획득의 성격을 지닌 비교적 독립적인 거점이었다. 

상문화 구역의 외부에서는 정주상성에서 성양지역으로 청동기 완제품이 유통되었으며, 청동 원료도 유통되었을 것이다. 남방 복

건·강서지역의 인문경도와 원시자기는 반룡성을 통해서 중원지역으로 유입되었는데, 각 지역에서 인문경도와 원시자기의 기능과 

의미는 다르게 사용되었다. 

이상을 통해서 상문화구역 내부와 외부에서 중심과 주변 간의 자원유통은 쌍방향적이었으며, 이러한 자원의 유통은 중심과 주변

의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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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중국에서 왕조(王朝)의 중심과 주변은 아마 정치·경제 

등 다방면의 영향 속에서 형성될 것이다. 이 중 자원의 획득

과 유통은 중심과 주변의 관계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

소가 된다1. 본고에서는 상대(商代) 전·중기의 중요한 희소자

원이라고 할 수 있는 청동기(銅器)와 인문경도(印紋硬陶) 및 

원시자기(原始瓷器)를 연구대상으로 이 시기 자원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중심과 주변의 관계에 대

해 보다 심도있게 논하고자 한다. 

상왕조의 중심을 구성하는 주요 유적은 하남성의 정주

상성(鄭州商城)을 들 수 있다. 정주상성은 동시기의 어느 지

역과 비교해도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성곽이 있으며, 내

성과 외성에서는 궁전구, 무덤, 청동기 주조공방 등이 발견되

어 상왕조의 중심지 역할을 했음에 큰 이견은 없다. 

당시 상문화(商文化)의 범위는 대체로 북으로는 하북, 

서로는 섬서, 동으로는 산동, 남으로는 장강 중하류의 호북, 

호남, 강서 등지까지 이르고 있었다. 이 상문화 구역 내에는 

다수의 상문화 거점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 중 제일 대표적

인 유적으로 호북성 북부의 반룡성(盤龍城)을 들 수 있다. 

반룡성은 전형적인 상문화 성격의 거점임과 동시에 정치·군

사적 거점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그 외 상문화 구역 바깥에도 상문화와 관련된 유적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한중지역과 복건·강서성 접경 지역의 

토착문화 유적이 그것인데, 이들 유적에서는 상문화 관련 요

소들이 확인되기도 하고, 상문화 구역 내에서 이들과 관련

된 요소들이 확인되기도 한다. 즉, 비록 상문화 구역 내에 위

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상문화와 밀접한 관

련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상문화의 중심은 정주상성으로 대표되고, 

그 주변은 반룡성으로 대표되는 상문화 구역 내에 있는 유

적과, 한중지역 및 복건·강서성의 상문화 구역 바깥에 있는 

토착유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그림 1>. 이는 상대 중심과 

주변을 논하는데 있어서 상문화 구역 내부와 외부를 구분

하여 살펴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Ⅱ. 청동기의 생산과 유통

1. 정주상성과 반룡성2

호북 북부의 무한(武漢)에 위치한 반룡성유적은 최근

까지 300여점이 넘는 청동기가 출토되어3, 상왕조에 있어서 

특수한 의미를 가지는 유적으로 볼 수 있다. 청동기의 형식

을 보면, 전형적인 상문화 형식에 속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일

1 劉莉·陳星燦, 2003, 「城：夏商時期對自然資源的控制問題」 『東南文化』, 2000-3.

2 黎海超, 2016, 「試論盤龍城遺址的區域特徵」 『南方文物』 2016-1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3 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 2001, 『盤龍城—一九六三~一九九四年考古發掘報告』, 文物出版社, 2001年.

그림 1. 상대 전·중기 중심과 주변 주요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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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차이가 존재한다. Kane4, Bagley5, 장창평(張昌平)6등의 

학자들은 반룡성 청동기에 전형적인 상문화 청동기의 특징

과 다른 요소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장창평은 반룡

성에서 출토된 청동기와 정주상성 출토 청동기가 기형, 문양 

및 주조기술 등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청동기의 외형적인 관찰 외에, 과학적인 방법으

로도 청동기의 특징을 분석하기도 한다. 반룡성과 정주상성 

청동기의 주조에 사용된 원료의 차이를 밝힐 수 있다면 해

당 원료가 어느 지역에서 얻어진 것인지에 따라 반룡성 청

동기가 자체 제작인지 정주상성에서 제작된 것인지, 혹은 

다른 지역에서 제작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전에는 청동기 원료의 원산지를 밝히기 위해 납동위

원소비 분석을 통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리고 구리

(Cu), 납(Pb), 주석(Sn)은 혼합되면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

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성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청동기 

중의 납 함유량이 2% 이상이 될 때, 청동기의 납동위원소비 

분석을 통해서 납 원료의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단지 납 원료의 원산지만 판

단할 수 있을 뿐, 청동기 제작에 소요되는 다른 원료의 원산

지는 판단할 수 없다.

최근 옥스퍼드대학 고고미술 연구실(RLAHA)의 Peter 

Bray 박사와 Mark Pollard 교수는 미량원소7를 그룹화하는 

방법으로 청동기의 화학성분을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광물 

원산지를 찾는 단순한 방법에서 벗어나 청동 원료가 어떠한 

유통과정 거쳤는지를 탐색하는 방법이다8.

이 방법은 먼저 비소(As), 안티몬(Sb), 은(Ag), 니켈

(Ni) 총 4종류의 미량원소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

고 청동기에 이 4종류의 미량원소가 각각 존재하는지 여부

에 따라 총 16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량원소의 

유, 무는 함유량 0.1%를 기준으로 하였다. 제9그룹을 예로 

보면, 이 그룹의 미량원소 구성은 YNYN인데 여기서 Y는 

yes, 즉 해당 미량원소가 존재함을 의미하고, N은 no, 즉 

해당 미량원소가 없음을 의미한다. 원소의 배열순서는 비

4 V. Kane, 1974, The Independent Bronze Industries in the South of China Contemporary with the Shang and Western Chou Dynasties. 

Archives of Asian Art, Vol.28. 

5 R. Bagley, 1977, P'an-lung-ch'eng: A Shang City in Hupei, Artibus Asiae, Vol.39. 

 R. Bagley, 2014, Erligang bronzes and the discovery of the Erligang culture in Art and archaeology of the Erligang civiliz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6 張昌平, 2003, 「盤龍城商代青銅容器的初步考察」 『江漢考古』 2003-1.

7 미량원소(Trace element/Minor element) 는 보통 암석 혹은 광물 중 함량이 0.1% 이하인 화학 원소를 가리킨다. 주원소(Major element)는 그 함량

이 0.1% 이상인 화학 원소를 가리킨다. 일부 학자는 1%를 기준으로 미량원소와 주원소를 구분하기도 한다.

8 P. Bray, 2009, Exploring the social basis of technology: re-analyzing regional archaeometric studies of the first copper and tin-

bronze use in Britain and Ireland, unpublished PhD Thesis. 

 P. Bray and A. M. Pollard, 2012, A new interpretative approach to the chemistry of copper-alloy objects: source, recycling and 

technology. Antiquity, Vol.86.  pp.853-867.

 A. M. Pollard, P. Bray, C. Gosden, 2014, Is there something missing in scientific provenance studies of prehistoric artefacts? 

Antiquity, Vol.88. pp.625-631.

표 1. 미량원소 그룹(원소 순서는 비소, 안티몬, 은, 니켈 / Y=Yes, N=No)

1 NNNN 9 YNYN

2 YNNN 10 NYNY

3 NYNN 11 YNNY

4 NNYN 12 YYYN

5 NNNY 13 NYYY

6 YYNN 14 YYNY

7 NYYN 15 YNYY

8 NNYY 16 Y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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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안티몬, 은, 니켈이기 때문에, 제9그룹에 비소와 은 원소

가 존재하지만, 안티몬, 니켈 원소는 존재하지 않는 미량원

소 그룹임을 알 수 있다<표 1>. 

4종의 미량원소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부

분의 미량원소는 야련, 주조 등의 공정을 거치면서 그 함량

에 변화가 발생하지만 이 4종의 미량원소들은 변화양상이 

비교적 규칙적이고 뚜렷한 편이어서 기타 외부적인 요인으

로 인해 그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요컨대 비소와 안티몬 원소는 재용해가 계속

될수록 그 함량이 점차 줄어들고, 은, 니켈 원소는 재용해

가 되더라도 함량변화가 없거나 약간 상승하기도 하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제2그룹의 미량원소 조합은 

YNNN인데(비소 원소만 함유), 재용해 과정에서 다른 그룹

의 청동 원료가 혼합되지 않는 이상 최종적으로는 비소 함

량이 줄어들어 제1그룹인 NNNN 조합으로 변할 것이다.  

이럴 경우 제1그룹이 검출되는 청동기는 최초에 제2그룹의 

미량원소 조합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최초에 동일한 청

동 원료로 제작되었고, 같은 주조 공방에서 제작된 청동기

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9.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각의 그룹은 각기 다른 미량원

소 조합을 가지며, 이러한 조합은 해당 청동기가 제작된 지

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령 A지역에서 출토된 다수의 청

동기가 제1, 2, 9, 12그룹의 다양한 미량원소 그룹을 가지고 

있고, B지역에서 출토된 다수의 청동기가 대부분 제1그룹

에 해당하는 미량원소 그룹을 가지고 있다면, A지역의 제1

그룹을 가지는 청동기는 B지역에서에서 생산된 후 A지역으

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각 지역 출토 청동기의 미량원소를 분석한다

면, 지역별 청동기들의 관계를 밝힐 수 있고 해당 청동기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방법을 이용해서 반룡성 청동기와 정주상성 

청동기의 미량원소를 비교하면 두 유적 출토 청동기 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본 분석에 사용된 

반룡성 샘플은 모두 41개이며, 중성자활성화분석(Neutron 

Activation Analysis, NAA) 기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주상성의 샘플은 모두 25개이며,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

분석(ICP-AES) 기술을 사용하였다. 두 유적의 청동기 분석

에 사용된 방법은 다르지만, 미량원소 그룹법은 원소의 함

량을 측정하는 정량분석이 아닌 어떠한 원소들이 존재하는

지를 측정하는 정성분석이고, 0.1%의 기준은 두 방법에 사

용되는 기기에서 해당 원소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큰 문제

는 없는 기준이다. 따라서 정주상성과 반룡성의 데이터는 

서로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분석 결과 산출된 미량원소 그룹에 따라, 두 지역 청

동기에는 관련성과 차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룡성 청

동기의 데이터는 대부분 제1, 2, 5, 11그룹에 몰려있으며, 정

주상성의 데이터는 제1, 2, 4, 9그룹에 몰려 있다<표 2> 이 

중, 제1, 2그룹은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청동 원료

이며, 반룡성에서는 50.1%를 점하고, 정주상성에서는 56%

에 이른다. 때문에 두 지역에서 전체 수량의 절반 정도에 해

당하는 청동기가 서로 같은 미량원소 그룹을 가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1, 2그룹 외에, 반룡성의 제5, 11

그룹과 정주상성의 제4, 9그룹은 서로 구별되는 특징적인 

미량원소 그룹이다. 이 중 반룡성의 제5, 11그룹은 전체의 

31.3%를 점하며, 정주상성의 제4, 9그룹은 36%를 점하여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한편 제4, 9그룹과 제5, 11그룹은 

각각 ‘공생(共生)그룹(Coupled groups)’에 속하는데, ‘공생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청동기가 여러 차례의 고온 재용해 

과정을 거치면서 비소 원소가 끊임없이 손실되는 과정 속

에서 제9그룹이 제4그룹으로, 제11그룹이 제5그룹으로 변

9 물론 동일 주조 공방에서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동기의 제작 기법이나 외형적인 특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주조 공방

에서 동일한 청동 원료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인데, 이 때도 역시 청동기의 제작 기법이라든지 외형적인 특징 등을 고려한 후 판단해

야 할 것이다. 그 외, 청동 원료 자체가 처음부터 YNNN 또는 NNNN의 미량원소 조합을 가지는 경우도 존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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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결국 정주상성의 제4, 9그룹을 하

나로 묶을 수 있고, 반룡성의 제5, 11그룹을 하나로 묶을 

수 있으며, 이는 두 지역의 청동기 주조에 사용된 청동 원

료의 산지에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화학적 분석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실제 유물에서도 확인이 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제 청

동기와 각 청동기가 가지는 미량원소 그룹을 대응하는 작업

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각기 다른 미량원소 그룹을 가지고 

있더라도 청동기의 형식이나 주조 기술에서는 이렇다 할 차

이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가령 반룡성의 제1, 2그룹에 속

하는 가(斝), 준(尊)이나 제5, 11그룹에 속하는 가, 고(觚)는 

정주상성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그림 2>10. 다만 분석된 

반룡성 청동기의 다수가 이리강 상층 1기에 속하고, 정주상

성에서 제4, 9그룹이 검출된 청동기의 연대는 모두 이리강 

하층 시기에 속한다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두 그룹(제4, 9그룹)의 데이터가 반룡성 청동기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연대의 차이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한편 반룡성과 정주상성 청동기 데이터를 비교해 보

면 이 두 지역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청동기가 동일한 미량

원소 그룹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들 청동기의 원료가 동

일한 산지에서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약 1/3에 해당하

는 청동기의 미량원소 데이터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해당 청동기의 산지가 다를 수 있다. 특히 반룡성의 

청동기 중 제5, 11그룹의 데이터는 정주상성 청동기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이는 반룡성 집단이 정주상성과는 다른 곳

에서 취득한 원료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청동기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반룡성과 정주상성 청동기는 공통점과 차

이점이 모두 있다. 따라서 반룡성 청동기가 단순하게 정주

상성에서 생산된 후 이 지역으로 운송되었다든가, 아니면 처

음부터 재지에서 생산되었다든가 하는 이분법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실제로 두 가지 상황이 모두 존재할 가능성이 있

10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반룡성에는 정주상성과는 다른 스타일의 청동기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 그러나 금번 미량원소 분석에 사용된 샘플에는 

이러한 청동기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더 많은 샘플에 대한 미량원소 분석이 필요하다.

표 2. 반룡성과 정주상성 미량원소 그룹 점유율

1그룹 2그룹 4그룹 9그룹 5그룹 11그룹

반룡성 31.3% 18.8% 12.5% 18.8%

정주상성 40.0% 16.0% 12.0% 24.0%

그룹
유적

1, 2그룹 5, 11그룹

1 2 3 4 5

그림 2. 반룡성 출토 청동기 1.가(PLWM3:3) 2.가(PWZM1:4) 3.준(PYWM4:1) 4.가(PWZM1:1) 5.고(PWZM1:5) (축척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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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반룡성 집단은 상왕조에서 분배한 청동기를 받기도 

하고, 독립적으로 청동기를 생산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를 통

해서 상문화 구역 내에서 중심과 주변의 관계는 중심지가 

주변지에 대해 단선적으로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주변에 위치한 반룡성 집단은 청동기의 생산에 있어

서 일정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2. 정주상성과 성양지역

한중(漢中)지역의 성고(城固), 양현(洋縣) 두 지역은 누

대에 걸쳐 다량의 상대 청동기가 출토되어 예부터 ‘성양동기

군(城洋銅器群)’으로 불려왔다11. 이 지역의 19개 지점에서는 

모두 33군의 청동기가 출토되었으며, 총 수량은 710점이다12. 

이 중 제일 이른 시기의 청동기군은 상대 중기에 해당한다. 

성양의 상대 중기 청동기는 크게 상식 청동기와 재지

계 청동기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청동용기와 무기류는 전형

적인 상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청동용기의 기형, 문

양, 주조기술은 모두 동시기 정주상성의 청동용기와 기본적

으로 동일하다<그림 3. 1~3, 5~8>. 만형기(彎形器)와 월(鉞)

은 매우 특색이 있는데, 주조기술이 비교적 조잡하여 재지

에서 주조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 4, 10>. 

1그룹 2그룹

1 2 3 4

4그룹

5 6 7 8 9 10

그림 3. 성양 상대 중기 청동기 미량원소 그룹 1.정(2004CHLTT:2) 2.부(2004CHLTT:4) 3.고(1980CHLTT:10) 4.월(1980CHLTT:11) 5~7. 고(1980CHLTT:8,  

 1980CHLTT:9, 1981CHLTT:7) 8. 제량유(1980CHLTT:4) 9. 모(1980CHLTT:15) 10. 만형기(1980CHLTT:50) (축척부동)

11 中國大百科全書總編輯委員會《考古學》編輯委員會, 1986, 『中國大百科全書·考古卷』,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pp.69~70.

12 趙叢蒼, 2006, 『城洋青銅器』, 科學出版社,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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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곤룡(陳坤龍), 매건군(梅建軍)이 분석한 성양지역 

청동기의 미량원소 그룹 데이터13를 참고하면 이 두 계통

의 청동기 출처를 밝힐 수 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상

식 청동용기는 제1그룹과 제4그룹에 집중되어 분포한다

<그림 3>. 앞서 언급한 정주상성 청동기의 미량원소 분석

에서 보여지듯이 정주상성 청동기 제작에 사용된 청동 

원료는 주로 제1, 2, 4, 9그룹에 속한다. 즉, 성양청동기군 

중 상식 청동용기의 미량원소 그룹과 정주상성의 미량원

소 그룹이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상식 청동용기는 분명히 정주상성 지역에서 온 것

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성양동기군 중 재지

계로 판단되는 만형기의 미량원소 그룹은 다소 복잡한

데, 제1, 2, 4, 5, 9, 11, 12, 14, 16그룹이 확인된다. 이 

중 제1, 9, 11, 16그룹의 비율이 제일 높다.

이 재지계의 만형기에서도 확인되는 것은 현지 제

작에 사용된 청동 원료 중 일부가 중원지역에서 온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또한 미량원소가 아닌 주원소만 고려한다면 성양

동기군의 상식 청동용기는 대부분 주석-납 청동(锡铅青

铜)에 속하는데, 역시 중원 청동기의 특징에 해당한다. 

만형기와 월 등 재지계 청동기는 납, 주석은 거의 사용하

지 않는 홍동(紅銅)인데, 중원 청동기와는 차이가 있어 

미량원소 분석 결과와도 부합한다. 김정요(金正耀) 등의 

연구자는 납동위원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상대 

중기의 청동용기는 청동 고(觚) 1점을 제외한 대부분이 

고방사성 납(high radiogenic lead) 특징을 가지고 있

다고 한다. 동시기의 정주상성 청동기 역시 고방사성 납

을 특징으로 하고, 심지어는 정주상성에서 출토된 공작

석(孔雀石) 1점 역시 고방사성 납 특징을 가지고 있다14. 

따라서 상식 청동용기의 미량원소, 주원소와 납동위원

소의 특징이 정주상성 청동기와 거의 대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고, 이들은 분명히 정주상성 지역에서 온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상대 중기의 재지계 청동기는 상식 청동기와 마찬

가지로 대부분 고방사성 납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홍

동기일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 즉, 재지계 청동기는 대부

분 홍동기로 정주상성의 청동기와 차이가 있지만 납동

위원소라든가 미량원소 그룹의 데이터에서는 정주상성 

청동기와 동일한 것들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

부 재지계 청동기의 제작에 사용된 청동 원료가 정주상

성 청동기와 동일한 원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성양지역에는 정주상성에

서 바로 유입된 청동기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청동 원료 

역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미량원소 그룹의 

구성을 보면, 성양 재지계 청동기 주조에 사용한 청동 

원료는 다양한 지역에 그 연원을 두고 있으므로 정주상

성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유통된 것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성양지역의 상대 중기 상식 

청동용기는 정주상성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유통되었고, 재

지계 청동기는 아마 현지에서 생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재지 생산의 청동기에 사용한 청동 원료는 다원적인 

기원을 가지는데, 이 중 일부 청동 원료는 정주상성 지역

13 Jianjun Mei, Kunlong Chen, Wei Cao, 2009, Scientific Examination of Shang-Dynasty Bronzes from Hanzhong, Shaanxi Province, 

China.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36 (2009), pp.1881-1891.

 Kunlong Chen, Thilo Rehren, Jianjun Mei and Congcang Zhao, 2009, Special Alloys from Remote Frontiers: Scientific Study of the 

Shang Bronzes from Hanzhong, Southwest Shaanxi.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36(2009), pp. 2108-2118. 

 陳坤龍·梅建軍·趙叢蒼, 2012, 「城固寶山遺址出土銅器的科學分析及其相關問題」 『文物』 2012-7.

 陳坤龍·梅建軍·趙叢蒼, 2008, 「陝西城洋地區出土青銅錫的初步科學分析」 『西部考古』 第3輯, 三秦出版社.

 陳坤龍, 2012, 『陝西漢中出土商代銅器的科學分析及制作工藝研究』, 北京科技大學博士論文.

14 金正耀·趙叢蒼 等, 2006, 「城洋青銅器」 『寶山遺址和城洋部分銅器的鉛同位素組成與相關問題』, 科學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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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 즉 정주상성은 중심지로서 성

양지역에 청동기 뿐만아니라 청동 원료도 유통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유통방식은 무역을 통해서였는지 다

른 경로가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Ⅲ. 북방지역 인문경도와 원시자기의  
 원산지와 유통

상주(商周)시기 북방지역에서 출토된 인문경도와 원

시자기는 청동기와 마찬가지로 높은 등급의 집단이 사용

하던 희소 자원이었다. 전통적인 고고학자와 고고과학자

들은 이런 종류의 자원이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에 대해 

많은 논쟁을 하였다. 아직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대체로 ‘남방기원설15’, ‘현지생산설16’, ‘다원생

산설17’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남방과 북

방에서 출토된 인문경도와 원시자기 중 일부에 대해서

만 형식학적 분석이나 비교 분석을 하였을 뿐이며, 두 

유물의 등급성이나 조합관계, 다른 유물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 산지문제에 대해 합리

적인 견해를 얻기 위해서는 남북 각 지역에서 출토된 

자료에 대한 다각도적인 비교가 필요하다. 

상대 전·중기 북방의 중원지역에서 발견된 인문경

도와 원시자기는 주로 정주상성에서 출토된 것이며, 그 

외 하북 고성(藁城) 대서(臺西), 형대(邢臺), 하남 안양

(安陽) 원북상성(洹北商城), 정주(鄭州) 소쌍교(小雙

橋), 산동 제남(濟南) 대신장(大辛莊), 화현(華縣) 남사

촌(南沙村), 섬서 요현(耀縣) 북촌(北村) 등에서도 출

토되었다18. 남방지역에서 동시기에 출토된 인문경도와 

원시자기는 수량이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 호북 무한 반

룡성, 강서 장수(樟樹) 오성(吳城), 응담(鷹潭) 각산(角

山), 복건 광택(光澤) 지호(池湖), 마령(馬嶺), 민후(閩

侯) 장변산(莊邊山)과 절강성 남산요지(南山窯址) 등에

15 周仁·李家治·鄭國圃, 1960, 「張家坡西周居住遺址陶瓷碎片的研究」 『考古』 1960-9, pp.48-52.

 羅宏傑·李家治·高力明, 1996, 「北方出土原始瓷燒造地區的研究」 『矽酸鹽學報』 1996-3, pp.297-301.

 陳鐵梅·Rapp G.Jr.·荊志淳·何駑, 1997, 「中子活化分析對商時期原始瓷產地的研究」 『考古』 1997-7, pp.39-52.

 陳鐵梅·Rapp G.Jr.·荊志淳, 2003, 「商周時期原始瓷的中子活化分析及相關問題討論」 『考古』 2003-7, pp.69-78.

16 安金槐, 1960, 「談談鄭州商代瓷器的幾個問題」 『文物』 1960-8·9 合刊, pp.68-71.

 安金槐, 1960, 「談談鄭州商代的幾何印紋硬陶」 『考古』 1960-8, pp.26-28.

 李科友·彭適凡, 1975, 「略論江西吳城商代原始瓷器」 『文物』 1975-7, pp.77-84.

17 朱劍·王昌燧 等, 2004, 「商周原始瓷產地的再分析」 『南方文物』 2004-1, pp.19-22.

18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2001, 『鄭州商城—1953-1985年發掘報告』, 文物出版社, pp.673-674.

 河北省博物館等, 1974, 「河北藁城縣臺西村商代遺址1973年的重要發現」 『文物』 1974-8, pp.42-50.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安陽工作隊, 2004, 「1998-1999年安陽洹北商城花園莊東地發掘報告」 『考古學集刊』 15, pp.296-358.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等, 1996, 「1995年鄭州小雙橋遺址的發掘」 『華夏考古』 1996-3, p.2.

 唐雲明, 1958, 「邢臺曹演莊遺址發掘報告」 『考古學報』 1958-4, pp.43-50. 

 唐雲明, 1960, 「邢臺尹郭村商代遺址及戰國墓葬試掘報告」 『文物』 1960-4, pp.42-46.

 河北省文物管理處, 1979, 「磁縣下七垣遺址發掘報告」 『考古學報』 1979-2, pp.185-214.

 山東大學曆史系考古專業等, 1995, 「1984年秋濟南大辛莊遺址試掘述要」 『文物』 1995-6, pp.12-27.

 陝西省考古研究所等, 1988, 「陝西耀縣北村遺址發掘簡報」 『考古與文物』 1988-2, pp.12-16.

 張忠培, 1980, 「華縣·渭南古代遺址調查與發掘」 『考古學報』 1980-3, pp.29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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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경도 원시자기

정주상성

반룡성

그림 4. 정주상성과 반룡성 출토 인문경도와 원시자기 비교도 1.관(C11.H111:12) 2.준형기(郑州商城C11T102②:77) 3.준형기(C7T37②:151)  

 4.절복관(C5T21①:72) 5.절견준(郑州商城MGM2:1)  6.절견준(郑州商城C5T4①:18) 7 .관(PLZM3:18) 8.준형기(PLZH1:15) 

 9.준형기(PLWM3:4) 10.절복준(PYWT5④:5) 11.절견준(PLWM6:6) 12.절견준(PYWM7:02) (축척부동)

1

7 8 9 10 11 12

2 3 54 6

인문경도 원시자기

반룡성

지호, 각산

오성

그림 5. 반룡성, 지호, 각산, 오성유적 출토 인문경도와 원시자기 비교도 1.절견준(PLZH12:3) 2.준형기(PLZH25:5) 3.준형기(PYZT3⑤:29)  

 4.쌍절견준(PLWM10:2) 5.쌍절견준(PWZT82⑧:4) 6.준형기(PYWM9:5) 7.쌍절견준(池湖积谷山M9:64) 8.준형기(池湖积谷山M9:51)  

 9.준형기(鹰潭角山83板H1:19) 10.절견준(1986QSWT14③A:5) 11.절견준(1986QSWT16③:12) 12.절견준(1974QSWT9(A)④:1) (축척부동)

1

7 8 9

10 11 12

2 3 5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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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문경도와 원시자기가 출토되었다19.

이 중 정주상성을 대표로 하는 중원지역에서 보이

는 인문경도와 원시자기는 반룡성에서도 동일한 형식의 

것을 찾을 수 있다<그림 4>. 정주상성에서 출토된 원시자

기인 절견준(折肩尊)은 반룡성에서 기형과 문양이 기본적

으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4. 5, 6, 11, 12>. 정주

상성에서 유행하는 인문경도 관(罐)과 준형기(尊形器)는 반

룡성 출토의 동일 기종과 같은 형식이다<그림 4. 1-4, 7-10>. 

그 외, 중원지역에서 유행한 원시자기 절견준은 오성유적 및 

지호유적 등에서도 발견된다<그림 5. 7, 10, 11>. 중원지역

에서 역시 자주 보이는 인문경도 준형기는 지호유적 등에

서도 유사한 기형을 볼 수 있다<그림 5. 8, 9>. 복건·강서 

접경지역에서는 인문경도가 매우 발달했는데, 종류와 기형

이 다양하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미발표된 자료 중

에서도 정주상성의 인문경도 관과 동일한 것이 있으며, 분

명히 동일한 곳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고고학 조

사가 더 많아지면 이 지역에서 더 많은 자료가 확인될 것

으로 생각된다.

상대 전기와 중기 남방과 북방 각 지역의 자료를 종합

하면, 중원지역 출토의 인문경도와 원시자기가 남방지역의 

반룡성 및 오성, 지호 등의 유적 출토품과 서로 대응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 중 반룡성에서는 중원지역과 동일한 형식

의 인문경도와 원시자기가 거의 모두 확인된다. 반면 강서지

역 오성 등의 유적과 중원지역은 원시자기 절견준에서 관련

성을 찾을 수 있으며, 복건·강서 접경지역의 지호유적 등은 

중원지역의 인문경도와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한편 반룡성 자료는 정주상성에 비해서, 지호, 각산, 

오성 등 유적의 자료와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일부 

기물은 정주상성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지호, 오성 

출토의 쌍절견준(雙折肩尊)은 정주상성에서는 출토되지 않

지만, 반룡성에서는 동류의 기물이 발견된 예가 적지 않다 

<그림 5. 4, 5, 7>. 각산 출토의 준형기는 중원지역에서 보이

지 않지만, 반룡성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그림 5. 3, 9>. 

즉 복건·강서지역은 중원지역과 서로 부분적으로만 

공통되는 기물이 존재하지만, 반룡성은 기본적으로 중원지

역은 물론 복건·강서지역에서 확인되는 원시자기와 인문경

도가 모두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반룡성에서도 자체

적으로 이 유물들을 생산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건·강서지역의 각 유적에서 생산된 인문경도와 

원시자기가 반룡성에서 취합된 후 중원지역으로 유통되었

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문경도와 원시자기의 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과학분석이 운용되기도 한다. 상대 전기와 

중기의 원시자기 산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중 대표적으

로 진철매(陳鐵梅)선생의 중성자활성화분석을 이용한 연

구를 들 수 있다20. 그는 상대 각 유적에서 출토된 원시자

기가 남방의 오성 및 그 부근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는 한

편, 다른 지역에서도 원시자기 생산을 시도했거나 때로는 

생산에 성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 외 김지

빈(金志斌)의 ICP 기술을 이용한 상주시기 남북 지역 발견 

원시자기에 대한 분석이 있다. 그는 상대 전·중기 중원지역 

출토 원시자기와 강서지역 각산유적 출토품이 동일한 특징

19 江西省文物考古研究所·樟樹市博物館, 2005, 『吳城—1973-2002年考古發掘報告』, 科學出版社, p.154.

 江西省文物工作隊·鷹潭市博物館, 1987, 「鷹潭角山商代窯址試掘簡報」 『江西曆史文物』 1987-2, pp.32-43. 

 福建博物院, 2003, 「福建光澤池湖商周遺址及墓葬」 『東南考古研究』 第三輯, 廈門大學出版社, pp.1-35. 

 福建省博物館·光澤縣文化局文化館, 1985, 「福建省光澤縣古遺址·古墓葬的調查和清理」 『考古』 1985-12, pp.1095-1107.

 福建省文物管理委員會, 1961, 「閩侯莊邊山新石器時代遺址試掘簡報」 『考古』 1961-1, pp.40-45.

 福建省博物館, 1988, 「福建閩侯莊邊山遺址發掘報告」 『考古學報』 1988-2, pp.171-226.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湖州市博物館·德清縣博物館, 2011, 「浙江東苕溪中遊商代原始瓷窯群」 『考古』 2011-7, pp.3-8.

20 陳鐵梅·Rapp G.Jr.·荊志淳·何駑, 1997, 「中子活化分析對商時期原始瓷產地的研究」 『考古』 1997-7, pp.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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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고 있음을 밝혀내었다21. 

이상의 고고학적인 분석과 고고과학적 분석을 종합하

면, 상대 전·중기 중원지역에서 출토된 인문경도와 원시자기

는 오성 등 남방의 여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며, 이러한 기

물은 반룡성에서 취합된 후 일률적으로 중원지역으로 운반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보면 반룡성은 상왕조가 남방

에 건설한 자원 취합의 중심지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취합된 남방의 희소자원인 인문경도와 

원시자기는 북방의 중원지역으로 어떻게 유통되었을까? 상

품만의 단순 유통이었을까? 상품과 관련된 어떤 사상 또는 

관념도 함께 유통된 것일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문경도와 원시자기가 남방지역과 북방지역에서 어떠한 성

격을 가지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초기에는 이 두 유물의 물리적 특징에 주목하여, 인

문경도와 원시자기의 차이가 유약의 시유 여부에 있다고 

보거나, 인문경도가 발전하여 원시자기가 탄생하게 되었다

는 등의 관점이 주를 이루었다22. 그러나 그 외 사용상에서

도 차이가 확인된다. 정주상성을 예로 들면, 인문경도는 관

과 준형기 위주이며, 원시자기는 기본적으로 절견준이 대

부분이어서 기종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 

1-6>. 출토 정황도 다른데, 원시자기는 대부분 정주상성의 

높은 등급 무덤에서 출토 되며 청동기가 공반된다. 그러나 

인문경도는 기본적으로 무덤에서는 출토되지 않으며, 대부

분 주거지에서 출토된다. 이는 인문경도와 원시자기의 기능

과 용도가 달랐음을 의미한다. 상대 전·중기 중원지역의 인

문경도와 원시자기는 기종과 성격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방지역에서는 중원지역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반룡성 출토의 인문경도와 원시자기는 수량과 기형

에 있어서 중원지역에 비해 훨씬 풍부하다. 반룡성 출토 인

문경도와 원시자기는 기형상에서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은

데, 재질은 인문경도와 원시자기로 구분되지만 기형은 거의 

동일한 것이 다수 존재한다<그림 5. 1-6>. 또한 반룡성은 높

은 등급의 무덤에서 원시자기와 인문경도가 모두 출토되고 

있으며, 용도의 차이는 간취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성유적에서도 인문경도와 원시자기의 기형이나 기능상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그림 5. 10-12>. 

따라서 상대 전·중기에 인문경도와 원시자기는 남방에

서 북방으로 유통된 것은 맞으나 이는 단순한 물건의 유통

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상왕조는 남방의 각 지역에

서 생산되는 각각의 상품을 선택적으로 취합한 후 중원으

로 운송하였던 것이다. 원시자기와 인문경도는 모두 남방에

서 생산되었으나, 상왕조 집단은 이 두 종류의 기물을 구분 

해서 사용하였고, 새로운 예제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반면 

반룡성은 전형적인 상문화 유적이고 상왕조의 통제 아래 

있었지만, 원시자기의 사용은 정주상성의 기용제도(器用制

度)를 따르지는 않았다. 또한 독립적으로 청동기를 제작하

기도 하였는데, 반룡성의 높은 등급 집단이 이러한 희소자

원의 획득과 생산 및 사용에 자신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예제(禮制)상에서도 중원지역과 약

간의 차이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Ⅳ. 결론

상대 전·중기 청동기와 인문경도 및 원시자기라는 희

소 자원의 생산과 유통을 통해서 중심과 주변의 관계에 대

한 기초적인 실체를 알아낼 수 있다. 상문화 구역 내에 있

는 정주상성과 반룡성은 각각 중심과 주변을 대표하는 유

적으로 볼 수 있다. 반룡성은 상왕조가 남방에 설치한 자

원 취합 거점이며, 지호, 각산 등지에서 생산된 인문경도, 

원시자기 등의 자원을 반룡성에서 취합한 후 정주상성으

21 金志斌, 2009, 『部分商周遺址出土原始瓷及印紋硬陶的ICP-AES研究』, 北京大學碩士論文, 2009. p.78. 

22 安金槐, 1999, 「對於我國原始瓷器起源問題的探討」 『安金槐考古文集』, 中州古籍出版社, pp.317-319.

 馮先銘, 1973, 「我國陶瓷發展中的幾個問題—從中國出土文物展覽陶瓷展品談起」 『文物』 1973-7, pp.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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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송하였는데, 반룡성의 건립이 상왕조가 중심지에서 주

변에 있는 자원을 획득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

다. 한편 반룡성은 상왕조가 주변에 설치한 거점으로서 자

원을 중심지로 운송하는 동시에, 반룡성에서도 청동기를 

생산하고 인문경도, 원시자기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즉, 반

룡성은 주변에 설치된 거점이면서 중심과의 관계가 간단한 

지배,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었음을 의미하며, 일정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상문화 구역 외부에 있는 성양지역에서는 정주상성에

서 청동기 완제품이 운송되었는데, 동시에 아마 청동 원료

도 운송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원 유통의 구체적인 양상

은 아직은 알 수 없다.

정주상성은 남방에서 반룡성이라는 거점을 통하여 복

건·강서지역의 인문경도, 원시자기 등 자원을 취합, 운송하

였으며, 이들 자원의 유통방향은 상문화 구역 외부에서 내

부로 이루어졌다. 이는 상문화구역의 내부와 외부, 중심과 

주변의 자원 유통이 쌍방향적이었음을 의미한다. 그 배경

은 매우 복잡했을 것인데, 아마 무역, 군사정복, 공납 등 다

양한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어쨌거나 중심과 주변의 관계

에서 자원의 유통은 필연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였을 것이다. 

청동기, 인문경도, 원시자기는 자원의 일부분이다. 상

대 전·중기 중심과 주변의 관계는 이러한 자원 유통의 기초 

위에서 건립되었을 것이다. 상문화 구역 내부에서 이루어진 

성을 중심으로 한 거점식 자원획득 방식이든, 상문화 구역 

외부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자원을 매

개로 한 상호작용이든, 자원 문제는 당시 사회의 중심과 주

변이라는 구도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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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er and periphery by discussing the circulation of rare 

resources, such as bronze, stamped hard pottery, and proto-porcelain. The discussion includes two parts: the 

internal Shang culture region and the region outside of Shang. 

Within the Shang culture region, all the resources mentioned above were brought from different places to 

the Panlongcheng site and then transferred to Zhengzhou Shang city. On the other hand, they also produced 

and consumed the resources in a special way, which indicates a certain degree of independence. 

Outside the Shang region, bronze products and maybe even raw copper resources were circulated from 

Zhengzhou Shang city to the Chengyang site, while stamped hard pottery and proto-porcelain were transferred 

to Zhengzhou through the Panlongcheng site. 

Resource circulation was bi-directional. Thus, this resource circulation was one of the key factors to 

buil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er and periph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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