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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반량전은 전국시대 진~한에 주조된 화폐로서, 한반도와 압록강유역에서도 비교적
많은 수량이 출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출토 반량전의 속성분석을 통해 한반도 출토
반량전의 주조연대를 파악하고, 시기별 반량전의 출토양상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반량전은 진 반량전이지만, 한 초 팔수반량전
시기까지는 화폐의 획득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반도 남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전국시대 화폐가 유통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경제 대
이후부터 유통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철령 구가대,
대전자 추수동의 사례를 통해 반량전이 압록강유역까지의 공간에서는 교역을 위한 용도로
구분되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낙랑토성 출토 화폐와 거푸집은 낙랑군 설치 이전의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주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였다. 하지만 내부화폐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단순히 한과의 교역(조공을 포함)을 위한 용도로 반량전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한반도 남부의 사천 늑도, 창원 다호리 104호 무덤의 사례는 위신재 혹은 그에
버금가는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제의행위 등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매납연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반도와 주변지역에서 출토된 반량전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각기 다른 출토양상을 띠며
확인되었다. 이러한 출토양상의 차이는 당시 복잡했던 정치적 상황과 교역의 형태, 주체
변화 등이 화폐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각 지역과 시기에 따라 화폐를
사용하는 용도가 달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한반도, 반량전, 전국시대, 진, 한, 주조연대, 출토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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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화폐는 상품 교환 가치의 척도가 되며 교환을 매개하는 일반화된 수단으로, 그 종류로
1)

는 주화, 지폐, 은행권 등이 있다 . 일반적으로 물물교환-실물화폐-칭량화폐-금속주폐법정화폐의 발전과정(박선미 2009)를 거친다. 우리나라에서는 明刀錢을 포함한 刀幣, 布
幣 등의 화폐가 이른 시기부터 출토되며, 진·한대에 해당하는 半兩錢, 五銖錢, 王莽錢
등은 비교적 많은 수량이 출토되고 있다.
한대화폐에 대한 연구는 1922년 황주 흑교리 출토 오수전의 분석(高橋建目 1922)으로 시
작되었다. 이후 중국 낙양 소구한묘(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1959)가 조사되어 오수전
을 서체변화에 근거하여 5형식으로 분류한 견해가 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
되었다. 오수전은 한반도 남부의 무덤 등에서 출토되었을 뿐 아니라, 유구와 공반유물의
절대연대를 결정하는 자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지건길
1990, 이영훈·이양수 2007, 김경칠 2007, 박지영 2014 등). 이에 비해 출토수량이 적었던
반량전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반량전은 전국시대 진에서부터 만들어져 진, 한을 거치면서
오수전이 발행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용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수차례 개주를
거치면서 크기, 무게, 서체 등이 변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의 ‘팔수
반량전’, ‘사수반량전’과 같은 식의 주조연대 추정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연구가 반량전이 출토된 각개 유적의 고찰에 그치는 등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반량전의 주조연대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출토된
반량전의 주조연대와 출토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 중국 출토 반량전의 주조연대 검토
이번 장에서는 중국에서 출토된 반량전을 크게 전국시대 반량전(이하 전국반량전), 진
반량전, 한 반량전으로 나누어 각 반량전에 대한 기존의 분류안들을 검토하고, 중국 출토
반량전을 분석하여 의미 있는 속성을 추출한 후, 문헌기록에 확인되는 반량전과 비교검
토 하고자 한다. 중국 출토 반량전의 분석에는 王雪農·劉建民(2005)의 단행본에 제시된
1,700여 점을 비롯하여, 중국학계에 보고된 일부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1) 국립국어원(www.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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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량전의 주요 속성
반량전은 수차례 개주를 거쳐 주조된 만큼 여러 속성을 가지고 있다. 관찰되는 속성으
로는 크기, 무게, 글자의 크기, ‘半’자와 ‘兩’자의 표현 등의 형태적 속성을 비롯하여, 탕구
의 위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작기법 관련 속성도 존재한다. 여기서는 전국~한 반
량전 전체의 큰 틀에서 시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속성을 추출하여 분류
하고자 한다.

<그림1> 반량전의 세부명칭

- 글자의 크기
반량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으로서, 천의 크기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 A류 - 글자의 크기가 천의 크기보다 큰 것.
· B류 - 글자의 크기가 천의 크기와 같거나 작은 것.
- ‘半’자의 머리

‘半’자의 머리 획의 표현 방법에 따라 크게 ‘J’자와 같이 길게 양쪽으로 뻗은 형태(1), ‘儿’

자와 같이 왼쪽이 길고 오른쪽이 짧게 표현된 형태(2), ‘八’자와 같이 양쪽이 모두 짧게 뻗
은 형태(3), ‘L’자와 같이 직각으로 표현된 형태(4) 등으로 구분된다.
- ‘半’자의 중간획
‘半’자의 중간 획 표현 방법에 따라 ‘U’자와 같이 완만한 곡선으로 표현된 형태(가), 직선
적으로 표현되었으나 세로획이 바깥으로 벌어진 형태(나), 직선적으로 표현되면서 세로
획이 수직으로 내려오는 ‘⊔’자에 가까운 형태(다)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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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반량전의 주요속성

- ‘兩’자의 뚜껑
‘兩’자의 뚜껑 표현 방법에 따라 ‘∩’자와 같이 곡선적으로 표현된 형태(a), 직선적으로 표
현되었으나 세로획이 바깥으로 벌어진 형태(b), 직선적으로 표현되면서 세로획이 수직으
로 내려와 ‘⊓’자에 가까운 형태(c) 등으로 구분된다.
- ‘兩’자의 내획
‘兩’자의 내획 표현 방법에 따라 이른바 ‘쌍인량’이라 불리는 2개의 ‘人’자가 연속으로 표
현된 형태(ㄱ), ‘연산량’이라 불리는 ‘人’자와 달리 위로 돌출되지 않은 2개의 산이 연속으
로 표현된 형태(ㄴ), ‘십자량’이라 불리는 ‘十’자와 같이 표현된 형태(ㄷ), ‘十’자와 유사하지
만 가로획이 ‘小’자와 같이 중앙을 바라보며 위쪽으로 쏠린 형태(ㄹ) 등으로 구분된다.

2. 반량전의 분류와 주조연대 검토
앞에서 검토한 반량전의 주요 속성을 조합하여 주조연대를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문헌기록에 확인되는 반량전을 기준으로, 각 반량전의 형식과 주조연대를 비교검토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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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반량전
전국시대 진에서 주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량전으로, 1954년 사천성고고공작대(四川
省考古工作隊)에서 조사한 파현(巴縣) 동순파(冬筍坡) 전국시대 진묘(四川省考古工作隊
1954)에서 출토된 반량전 중 진 통일 이전으로 소급되는 것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
해(沈仲常 · 王家祐 1955)가 제시되면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이후 학
가평 50호묘(泗川省博物館·靑川縣文化館 1982)를 통해 전국시대 진에서부터 반량전이
주조되었음이 증명되었다.
<표 > 반량전 주조관련 문헌기록
年度

文獻

秦 惠文王 19年
(BC 336)

내용

惠文王生十九年而立。立二年，初行錢
『史記』 「秦始皇本紀」

始皇帝 37年
(BC 210)

漢 高祖 ?
(BC 206~195)

始皇帝三十七年,復行錢

『史記』 「平準書」

於是為秦錢重難用，更令民鑄錢

『史記』 「漢興以來將相名臣年表」

行八銖錢

呂后 2年
(BC 186)
呂后 2年
(BC 186)

行八銖錢
『漢書』 「高后紀」

呂后 6年
(BC 182)

漢 文帝 5年
(BC 175)

行五分錢

『史記』 「平準書」

武帝 建元 元年
(BC 140)

武帝 5年
(BC 136)

武帝 元狩 5年
(BC 118년)

44

제30호

至孝文時，莢錢益多，輕，乃更鑄四銖錢，
其文為｢半兩｣，令民縱得自鑄錢。

行三銖錢

『漢書』 「武帝紀」

五年春，罷三銖錢，行半兩錢

罷半兩錢，行五銖錢。

전국반량전은 반량에 해당하는 약 7.8g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가벼운 것이 2g, 무거운
것은 20g에 이르는 것 까지 다양하게 확인된다.

전국반량전은 焦智勤·孔德铭(2000), 王雪農·劉建民(2005), 楊君(2007) 등 중국 연구자

들에 의해 7~9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일반적으로 크기, 무게, 서체, 글자와 천의 크기
등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분류하였지만 이를 정리해보면 총 8개의 유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3).
각 유형들을 살펴보면 글자의 크기는 모두 천보다 크게 표현되었으며(A), ‘半’자의 머리
는 1~4, ‘半’자의 중간획은 가~다, ‘兩’자의 내획표현은 쌍인량(ㄱ), 연산량(ㄴ)이 확인되는
등 차이가 확인되지 않지만, ‘兩’자의 뚜껑은 규정형에서만 곡선적인 형태(a)가 확인된다.

2) 진 반량전
진 반량전은 진의 통일 후 시황제에 의해 발행된 반량전을 일컬으며, 전체적으로 전국
반량전에 비해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운 편이다. 크기, 무게에 따라 대양, 중양, 소양으
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그림 5).
대양은 3㎝이상으로 3.2~3.3㎝가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한다(王雪農·劉建民 2005). 무
게는 4~9g이 확인되며 6~8g이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한다. 글자크기는 A, B형이 모두 확
인되며, ‘半’자의 머리는 3, 4형, ‘半’자의 중간획은 나, 다형, ‘兩’자 뚜껑은 c형, ‘兩’자 내획
은 ㄱ,ㄴ형이 확인된다.
중양은 직경 2.5~3㎝가 가장 많이 확인된다. 穿이 넓게 표현되는 광천형(廣穿型)이 확인

되며, 출토된 거푸집에서 확인되는 서체에 따라 어지촌식(魚池村式), 진이체(秦隶体), 유

왕촌식(油王村式), 삼교범식(三橋范式) 등으로 구분(王雪農·劉建民 2005)하기도 한다.
글자크기는 A, B형이 모두 확인되는 가운데, B형이 중심이 되며, ‘半’자 머리, ‘半’자 중간
획 등 나머지 속성에서는 대양과 동일한 양상이 나타난다.
소양은 직경 2.5㎝ 이하로 두껍고 무거운 후육(厚肉)과 얇고 가벼운 박육(薄肉), 외곽이
확인되는 소양유곽(小樣有郭)으로 구분된다. 후육은 두께 약 2~3㎜, 무게 3.5~7.8g, 박육
은 두께는 1㎜ 내외, 무게는 1~3g의 것이 주를 이룬다. 유곽은 크기 2.3~2.5㎝, 무게 3~5g
이다(王雪農·劉建民 2005). ‘半’자 머리표현은 대·중양과 동일한 양상이 확인되지만, 글
자의 크기는 B형, ‘半’자 중간획은 가~다형이 모두 확인되며, ‘兩’자 내획에서 ㄷ형이 새로
추가되어 확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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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c

焦智勤·孔德铭
(2000)

王雪農·劉建民
(2005)

厚重規整型

規整型

규정형
燈籠型
厚重Ⅱ型
조방형

楊君
(2007)

徐勇捷
(2016)

大字規整形

長字型

粗字狂怪類

长字向小字
过渡型

正子規整形

放逸型

粗放型

厚重Ⅰ型

大字厚重類
鉼半兩

鉼半兩

小字型

合范型

합범형
大形廣穿型

주정대양형

橢圓型 Ⅰ, Ⅱ

長字分脚兩類
周正大樣

長半縮兩類

周正大樣型

兩甾型

有外郭類

横向茬口型

先秦小字

圓筆小字類

·

靑川小樣

細筆弱字類

·

私鑄小錢

·

·

유곽형

소자형

私鑄半兩

청천소양형

사주형

<그림 3> 전국반량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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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중국 중원지역 출토 진 반량전(王雪農·劉建民 2005에서 발췌 후 재편집, S=1:1)

대양

중양

대양
소전

중양
진이

소양

소양

박육

유곽

소양
후육

광천

<그림 5> 진 반량전의 종류(王雪農·劉建民 2005에서 발췌 후 재편집, 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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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반량전
진나라가 짧은 기간 동안 중국을 지배한 후 한 왕조가 성립하였지만, 화폐제도는 진의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반량전이 유통된다. 문헌기록에 확인되는 반량전으로는 유협반
량(楡莢半兩), 팔수반량(八銖半兩), 오분반량(五分半兩, 고후 오분전), 사수반량(四銖半
2)

兩, 문경 사수반량), 유곽반량(有郭半兩, 무제 사수반량)이 있다 .
가장 먼저 주조된 유협반량전은 기원전 202년 한 고조에 의해 주조된 것으로, 이에 대해
서는 연구자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다. 당시 민간에서도 반량전을 주조할 수 있도록 허가
했기 때문에 무게가 3銖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량전이 주조되기도 하였는데, 이를 유협반
량전으로 보는 견해(古澤義久 2010)도 있지만, 이 시기에 주조된 것을 한 초 소반량, 여후
말기에 주조된 것을 유협반량전으로 구분한 견해(王雪農·劉建民 2005)도 있다. 『史記｢

平準書｣에서 확인되는 ‘至孝文時，莢錢益多...’의 기록의 협전을 유협반량으로 보고, 그
주조연대를 문제 5년 이전으로 본 것이다. 古澤義久는 한 초에 주조되기 시작한 유협반
량전이 계속해서 주조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 반면, 王雪農·劉建民은 새로운 유형의
반량전이 주조된 것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古澤義久가 말하는 유협반량전
과 王雪農·劉建民이 말하는 한 초 소반량이 크기, 무게, 서체 등의 속성에 차이가 없음
을 감안할 때,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王雪農·劉建民이 제시한
유협반량에는 여후시기부터 확인되는 소자량을 비롯하여 상대적으로 늦은 속성인 십자
량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한 초에 유협반량전이 주조되어 계속해서 민간에서 주조되
어 온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글자크기는 B형, ‘半’자 머리는 3, 4형, ‘半’자 중
간획은 나, 다, ‘兩’자 뚜껑은 c형, ‘兩’자 내획은 ㄱ~ㄷ형이 확인된다.

기원전 186년 한 고후가 팔수전을 발행하였다는 기록이 『史記｢名臣年表｣, 『漢書｢高

后紀｣에서 확인된다. 고후는 ‘복행(復行)’이라 하여 진 반량전으로의 회고를 목표로 팔수
반량전을 발행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민간에서의 주조를 금하였다. 팔수반량전은 글자
크기는 B형으로 진 반량전에서부터 확인되는 속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외 속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半’자 머리는 4형, ‘半’자 중간획은 다, 兩자 뚜껑은 c형, 兩자 내획은 ㄱ,
ㄴ형이 확인된다. 이처럼 진 반량전에서부터 유지되는 속성변화에서 역행하는 모습을 보
이는 것은 진 반량으로의 회고라는 목적(王雪農·劉建民 2005)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탕구가 3개 혹은 4개 등 여러 군데서 관찰되는 경우가 많고. 위치도 동전의 상, 하,
좌, 우에서 관찰되는 차이가 확인된다.

2) 고후 오분전은 고후 시기에 주조된 팔수반량전의 1/5 무게에 해당하는 반량전, 문경 사수반량은 문·경제 대에 주조된 사수반량전,
무제 사수반량은 무제 대에 주조된 사수반량전을 일컫는 말로, 제시한 용어들과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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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182년에는 오분전(五分錢)에 관한 기록이 확인된다. 팔수반량전에 의한 납세가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 의해 팔수반량전 무게의 1/5인 오분전을 발행한 것
으로 추정된다. 크기는 직경 2.3~2.5㎝ 무게는 2~3g의 것이 일반적이다. 글자크기는 B형
이 계속해서 확인되며, ‘半’자 머리가 4형, 중간획이 다형, ‘兩’자 내획에서 ‘소자량’이라 불
리는 ㄹ형이 처음으로 확인되는 변화가 확인된다.
기원전 175년(文帝 5년)에 민간에서 사수(약 2.6g)의 반량전 주조를 허가하였다는 기록
이 확인되는데, 이 때 주조된 반량전이 사수반량전이다. 사수반량전은 경제(景帝) 대에도
계속 발행되었다. 속성은 고후 오분전과 동일한 양상이 확인된다.
기원전 136년(무제 건원 5년)에 삼수전을 폐지하고 다시 반량전을 발행한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이 때 발행된 반량전이 무제 사수반량전 혹은 삼분전이라 불리는 반량전이다.
직경 2.2~2.4㎝의 것이 주를 이루며, 문경 사수반량과 달리 무게가 1.6~2.6g에 해당하는
점(王雪農·劉建民 2005)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글자크기, ‘半’자의 표현에서는 문경 사수
반량과 동일한 양상이 확인되며, ‘兩’자 내획표현은 앞 시기와 달리 ㄷ,ㄹ형만 확인되는
점에서 차이점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반량전은 수차례 개주를 거치면서 주조되었기 때문에 시기별로 크기, 형태,
서체 등의 변화가 확인된다.
선행연구 검토와 반량전 관찰을 통해 시간성을 가진다고 인정할 수 있는 속성인 글자크
기, ‘半’, ‘兩’의 표현 등의 구체적인 변화를 확인하였다.
글자의 크기는 천보다 크게 표현된 A형이 전국반량전에서만 확인되었고, 진 반량전
대·중양에서는 A, B형이 모두 확인되는 공존기를 거쳐, 진 반량전 소양에서부터는 B형
이 나타난다.
‘半’자의 머리표현은 전국반량은 1~4형이 모두 확인되었고, 진 반량전과 유협반량전까
지는 3, 4형이, 고후 오분전부터는 4형만 확인된다.
‘半’자의 중간획 표현은 전국~진 반량전까지는 시간성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고
후 오분전부터는 다형만 확인되기 때문에 역시 시간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兩’자의 뚜껑표현은 전국반량전 규정형에서만 a~c형이 모두 확인되었으며, 조방형과
병반량에서는 b, c형, 진 반량전부터는 모두 c형만 확인되었다.
‘兩’자의 내획표현은 진 반량전 중양까지는 ㄱ, ㄴ형이 확인되었으며, 진 반량전 소양과
한 유협반량전에서는 ㄷ형이 추가되고, 고후 오분전부터는 ㄹ형이 확인되는 변화가 확인
된다. ㄷ, ㄹ형은 기존연구에서는 ‘십자량’으로 불리던 표현이었으나, 분석결과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무제 사수반량에서는 ㄷ, ㄹ형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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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한 반량전의 종류(王雪農·劉建民 2005에서 발췌 후 재편집, S=2/3)

이상에서 살펴본 전국시대~한의 반량전에서 확인되는 속성을 표를 통해 확인해보면
3)

다음과 같다 (표 4).

3) 표 4에서는 진 반량전으로의 회고를 목적으로 주조된 것으로 알려진 팔수반량전을 제외하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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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반량전의 속성변화
글자크기
A

전국

진

한

B

‘半’자 머리

‘半’자 중간획

‘兩’자 뚜껑

‘兩’자 내획

1

2

3

4

가

나

다

a

b

c

ㄱ

ㄴ

규정형

●

●

●

●

●

●

●

●

●

●

●

●

●

조방형

●

●

●

●

●

●

●

●

●

●

●

병반량

●

○

●

●

●

●

●

●

●

●

●

대양

●

●

●

●

●

●

●

●

●

중양

○

●

●

●

●

●

●

●

●

소양

●

●

●

●

●

●

●

●

●

유협

●

●

●

●

●

●

●

●

●

고후
오분전

●

●

●

●

●

●

●

●

문경
사수

●

●

●

●

●

●

●

●

무제
사수

●

●

●

●

●

●

●

●

ㄷ

ㄹ

Ⅲ. 한반도 반량전 출토유적 및 출토양상 검토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중국 출토 반량전의 형식과 주조연대를 기준으로 한반도
에서 출토된 반량전의 주조연대와 출토양상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크게 압록강유역,
대동강유역, 한반도 남부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그림 7).

1. 압록강유역
<표 5> 압록강 유역 반량전 출토 유적
유적

화폐/수량

유구

공반 유물

대전자 추수동

명도전 포전 일화전 반량전

취락

鐵钁, 鐵刀 , 鐵鏃
鐵鋌銅鏃

자강도 서해리

명도전 2,000 일화전 650 반량전 3

매납

통구 태왕릉 부근

명도전/포폐/반량전/오수전/왕망전

매납

집안 마선구

명화전 일화전 반량전 오수전 왕망전

분묘

봉성현 봉산촌

명도전 포폐 진 반량전

?

장백현 간구자

일화전 17 반량전18

분묘

토기 편, 인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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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한반도~압록강유역 반량전 출토 유적의 분포

압록강 유역에서는 6개소의 유적에서 화폐가 출토되었으며, 출토 유적의 성격은 대전자
추수동을 제외하고는 매납, 분묘유적에서의 출토 사례이다(표 5).
장백현 간구자(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 2003, 김성철 2007)유적에서는 AM2FK3호 무덤과
BM5FK2호 무덤에서 반량전과 일화전이 출토되었다. 전자에서는 일화전 12점과 반량전
18점, 후자에서는 일화전 5점이 출토되었다. 전자는 A지구 2호기단 3호 무덤으로 1,2호
무덤을 기본 축으로 하여 3호부터 7호까지 반원형의 기단을 가진 무덤들이 좌우로 연결
되어 있다. 8호부터 11호까지의 무덤은 모두 선형(扇形)으로 이 가운데 10호 기단 위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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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곽에서 불에 탄 인골과 함께 반량전, 일화전이 출토되었다. 보고자(吉林省文物考古硏
究所 2003)는 출토된 18점의 반량전 가운데 대부분 팔수반량전과 일부 진 후기의 반량전
이 확인된다고 하였다. 도면으로 제시된 반량전 5점은 글자크기는 천 보다 크고 작은 것
이 모두 확인되며(A, B), 半자 머리는 ‘L’자형(4)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일부 ‘八’자형(3)이
확인된다. ‘兩’자는 뚜껑은 모두 ‘⊓’자형(c), 내획은 모두 쌍인량(ㄱ)으로 표현되었다. 글

자크기가 천보다 크게 표현된 2점의 경우 진 반량전으로 판단되며, 나머지는 팔수반량전
일 가능성이 높다.
대전자 추수동(武家昌·王俊輝 2003)에서는 F2호 주거지, 석벽에서 반량전이 출토되었
다. F2호 주거지는 유적의 남쪽구역 가장 아래쪽에서 확인되었으며, 鐵刀, 刀幣, 일화전,
명화전, 반량전이 출토되었다. 반량전의 정확한 수량과 도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보고
자는 반량전을 진 반량전으로 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주거지 북쪽 가운데에 노지(爐址)가 위치하고 있고 그 옆에서 인골이 발견
되었는데, 인골 가운데 두개골과 장골(掌骨)만이 출토되었다는 점이다. 양 장골 위에서
두개골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 주거지 폐기 당시 전쟁과 같은 상황이 있었음을 추정
할 수 있다. 만약 전쟁 등으로 갑작스럽게 폐기된 주거지라면 이곳에서 출토된 화폐들이
폐기 직전까지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외 석벽에서는 삼익형 동촉, 철서 등과 함께
반량전, 명도전, 포폐가 출토되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실생활에서 사용하다가 갑작스럽게 폐기된 주거지와 석벽에서
는 도폐, 일화전, 명도전과 함께 진 반량전이 출토되었지만, 저장매납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동 시기의 회갱(灰坑)에서는 진 반량전이 출토되지 않은 점이다.
자강도 서해리(유정준 1958)에서는 공사 도중 지표아래 60㎝ 지점에서 화폐가 출토되었
다. 명도전 2,000점, 일화전 650점, 반량전이 3점이다. 이 가운데 명도전과 일화전에는 이
들을 꿰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2~4㎜ 가량의 실도 남아있었다. 화폐들이 출토된 바닥은
적색사질토를 얇게 깔고 다진 흔적이 확인되었고, 두께 2㎜, 너비 약 1㎝ 가량의 나무껍
질 조각들이 바닥에 깔려있었다. 나무상자와 같은 곳에 담겨진 채 매납된 것으로 저장매
납의 성격을 띠고 있다. 반량전의 경우 정확한 기록과 도면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
한 연대는 알 수 없다.
집안현 통구 태왕릉 부근(유정준 1958)에서는 罐 안에서 8~9kg 가량의 화폐가 출토되었
다. 명도전이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가운데 포폐와 반량전, 오수전, 왕망전이 일부
섞여있다. 도면으로 확인 가능한 반량전은 2점으로 모두 글자크기는 모두 천보다 작거나
같게 표현되었으며(B), ‘半’자 머리는 ‘L’자형(4), 중간획은 ‘⊔’자형(다), ‘兩’자 뚜껑은 ‘⊓’
자형(c), 내획은 십자량(ㄷ)으로 주조 상한은 고후 오분전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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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압록강유역 출토 반량전

집안 마선구 유적(古兵 1964)에서는 적석묘 묘광 바닥의 지석 아래에서 직경 70~80cm 가
량의 원형 수혈이 확인되었는데, 수혈 내에는 화폐가 가득 들어있었다. 출토된 화폐는 노
끈으로 20~30매씩 꿰어져 층층이 쌓여있었으며, 명화전, 일화전 등의 전국시대 화폐와 반
량전, 오수전, 대천오십, 화천 등이다. 도면으로 제시된 반량전은 모두 4점으로 글자크기
는 천보다 크고 작은 것인 모두 확인되며(A, B), 兩자 내획은 쌍인량(ㄱ), 십자량(ㄹ)이 확
인되는 등 진반량전 1점, 팔수반량전 1점, 고후오분전(사수반량전) 2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2. 대동강유역
대동강유역에서는 3개소의 유적에서 반량전이 출토되었다. 무덤에서 출토된 사례가 2
곳, 성지가 1곳이다(표 6).
<표 6> 대동강유역 반량전 출토유적

54

유적

화폐/수량

유구

낙랑토성

반량전 2 반량전범 3 화천 4 대천오십1 소천직일1

성지

남정리 120호

반량전 4

분묘

남사리 17호

반량전 거푸집

분묘

제30호

<그림 9> (傳) 낙랑토성 출토 반량전 및 거푸집

낙랑토성에서는 화폐거푸집과 화폐가 출토되었는데, 1927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樂

浪郡時代遺蹟에는 낙랑토성 내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반량전 거푸집 3점과 반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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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오수전 7점, 화천 4점, 대천오십 1점, 소천직일 1점 등의 화폐가 보고되어 있다(그림 9).
보고된 반량전은 두 점 모두 오수전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소형으로 한 반량전으로 추
정된다. 서체가 비교적 가늘게 표현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확인이 가능한 1점은 글자크

기는 천보다 작으며(B), ‘半’자 중간획은 ‘⊔’자형(다), ‘兩’자 내획은 쌍인량(ㄱ)인 것이 확
인된다. 고후 오분전 혹은 文·景帝 대에 주조된 사수반량전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반량
전범은 1927년 함께 보고된 세 점과 정인성(2000)에 의해 보고된 C지구 출토품 한 점이 있
다. 전자는 연한 갈색을 띠는 활석제로 2점의 반량전 범이 각각 반만 남은 채 파손되었다.
글자크기는 천과 같거나 작게 표현되었으며(B), ‘兩’자의 내획은 십자량(ㄷ)인 것이 관찰
된다.
그 외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반량전 거푸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반량전 거푸집 등
傳 낙랑토성 출토품들도 참고할 만하다.

3. 한반도 남부
<표 7> 한반도 남부지역 반량전 출토유적
유적

화폐/수량

유구

공반 유물

창원 다호리

반량전 1

분묘

사천 늑도

반량전 4 오수전 1

기타

무문토기, 낙랑토기, 야요이 토기

완주 상운리

반량전 1

분묘

호, 유리옥, 옥 592

한반도 남부의 창원 다호리 104호 무덤에서 반량전 1점이 출토되었다. 상태가 좋지 않
아 정확한 주조연대 등은 알 수 없다. 직경 2.5㎝, 잔존무게가 3g으로, 문경사수반량전일
가능성이 높다. 목관 아래 요갱에서 주조철부, 철모, 철검, 칠초철검 등과 함께 출토되었
으며, 공반유물을 통해 볼 때 무덤의 연대는 다호리 1호 단계인 것으로 판단된다(國立金
海博物館·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4:218)(그림 10).
사천 늑도유적(東亞大學校博物館 2003)에서는 C지구 패총에서 반량전 4점과 오수전 1
점이 출토되었다. 패총에서는 무문토기류, 야요이토기 편, 낙랑토기 편, 복골 등이 출토
되었다. 확인이 가능한 반량전 세 점은 모두 직경 2.3~2.5㎝로 이 가운데 한 점은 글자가
선명하지 않아 연대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도면에 제시된 반량전을 기준으로 첫 번째
반량전은 글자크기는 천보다 작게 표현되었으며(B), 서체는 전체적으로 직선적으로 표현

되었다. ‘半’자 머리는 ‘L’자형(4), 중간획은 ‘⊔’자형(다), ‘兩‘자의 내획은 소자량(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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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창원 다호리 104호 출토 반량전((國立金海博物館·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4

표현되었다. 앞면에 외곽이 비교적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다. 두 번째 반량전은 글자가 천
보다 약간 작게 표현되었으며(B), 서체는 직선적으로 표현되었다. ‘半’자 중간획은 ‘⊔’자

형(다), 兩자의 내획은 소자량(ㄹ)으로 표현되었다. 앞면에서는 희미하게 외곽이 관찰된
다. 세 번째 반량전은 글자가 穿보다 작게 표현되었으며(B), 앞의 두 점에 비해 천이 작은
편에 속한다. 서체는 직선적으로 표현되었으며, ‘半’자 머리는 ‘L’자형(4), 중간획은 ‘⊔’자

형(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세 점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반량전은 ‘半’자의 내획표현
을 볼 때, 상한은 고후 오분전으로 볼 수 있으며, 세 번째 반량전은 정확한 주조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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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사천 늑도유적 출토 화폐(東亞大學校博物館 2003)

파악하기 어렵다(그림 11).
완주 상운리유적(全北大學校博物館 2010)에서는 토광묘에서 연질장경호, 연질단경호,
금박유리옥, 옥 592점과 함께 반량전 1점이 출토되었다. 반량전의 경우 상태가 좋지 않아
연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유구의 연대가 4세기 중후반대로 추정되고 있어 일정기간 전
세된 후 부장된 사례로 볼 수 있다.

Ⅳ. 반량전의 출토양상 변화와 그 의미
반량전은 분묘, 매납유적, 주거지 등 다양한 유구에서 출토되었다. 오수전을 대상으로
부장양상과 용도를 검토한 연구(이영훈·이양수 2007)에서는 분묘에서 출토되는 오수전
은 현재의 노잣돈과 같은 역할, 주거지나 패총은 주거지 폐기와 함께 하는 의례 또는 폐
기 당시 화폐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제사유구는 ‘부의 축적’이라는 화폐의
특징을 이용하여 절대자에게 공헌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반량전은 한반도 남부에서 출토된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에 출토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는 앞 장에서 검토한 출토양상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
펴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화폐가 분묘유적에서 출토되는 것은 크게 대량의 화폐가 부장된 경우와 소량이 부장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선행연구(이영훈·이양수 2007)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반도 남부의
분묘에서는 화폐가 소량씩만 출토되었다. 창원 다호리 1호 목관묘의 사례와 같이 요갱에
서 출토되거나, 경산 임당유적 목관묘와 같이 관 내 철검의 주변에서 출토되는 사례도 확
인된다. 이러한 사례는 화폐가 위신재 혹은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했으며, 분묘 축조과정
에서 행해지는 제의행위에서도 중요한 물품의 하나로 인식되었음(신용민 2000)을 알려준
다. 이처럼 화폐가 시신의 주변에서 소량만 출토되는 것은 해당지역의 화폐 보유 수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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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었으며, 그만큼 획득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화폐를 부장하는
관습이 정형화되지 않았다는 점(박선미 2012)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화폐가 대량으로 부장되는 경우는 강둔한묘(遼寧省文物考古硏究所 2013)의 사례와 같
이 당시 사회에서 화폐의 획득이 용이했으며, 어느 정도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
능성이 높다. 특히 시신의 허리, 다리 부분에서 대량의 화폐가 꿰어진 채 출토되는 사례
는 주머니와 같은 곳에 담겨져 착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례도 분묘 축조과정
에서의 제의행위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착장이라는 것은 피장자가 생전에
실제로 사용했던 물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납유적에서 화폐가 출토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존에는 매납유적
의 목적에 따라 재화의 저장을 위한 ‘저장매납’과 전란이나 유사시 재화의 은닉을 위한
‘퇴장매납’으로 구분(박선미 2009)하고 있고, 중국학계에서는 이를 교장유적(窖藏遺蹟)이

라 부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제의의 용도로 화폐를 매납한 성격의 ‘제의매납’을
구분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한다.
저장매납은 토기나 청동호, 나무상자 등에 화폐가 담긴 채 출토된다는 특징이 있다. 퇴
장매납은 은닉을 위한 목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매납한 사례로서 유구 내 아무런 시설
없이 화폐만 출토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제의매납은 여러 종류의 화폐가 한 두 점씩만 출
토되고 동경이나 철기 등과 공반한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매납유적의 해석에서는 저
장매납과 퇴장매납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저장매납의 경우 교역의 주체인 상인들
이 많은 양의 화폐를 가지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구덩이를 판 다음 보관함에 담
아 매납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출토된 화폐들이 교역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퇴장매납은 급박한 상황에서 구덩이를 판 다음 아무런 시설 없이
화폐를 매납한 경우로서 역시 출토된 화폐가 매납 직전까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주
는 사례이다. 제의매납은 분묘유적에서 소량이 출토된 사례와 큰 맥락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제주도 산지항의 사례(이청규 1986)를 예로 든다면 두 점의 동경과 함께 출
토된 점, 화폐가 1~2점씩 종류별로 부장된 점 등을 볼 때, 바닷가를 앞에 두고 어떠한 제
의행위가 있었고 그것에 화폐가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주거지에서 화폐가 출토되는 것은 해당지역에서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화폐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자료이다. 하지만 소량의 화폐가 출토되는 경우는 폐기와 관련된 의
례행위(이영훈·이양수 2007)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성지에서의 출토사례 역시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화폐를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자료이다. 하지만 성지의 경우 지배세력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이용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폐의 매납시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古澤義久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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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량전 출현 이전(기원전 3세기 전반)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반량전이 유입되기 이전의 양상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반량전 유입 이전에 출토되는 화폐로는 명도전, 도폐, 포폐 등과 애사화, 애육화, 일화
전 등의 전국시대 원전(圓錢), 진·한초의 것으로 추정되는 명화전, 명사전 등이 있다. 해
당유적으로는 위원 용연동, 전천군 중암동, 영변군 남신현면 등이 있다.
출토화폐는 명도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포폐가 부수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압록강유역의 경우 매납유적이 높은 비율로 확인(박선미 2009)되었는데, 당시 압록
강유역에 위치했던 집단이 명도전을 이용한 교역을 통해 획득(강인욱 2011)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앞에서도 간단하게 살핀 화폐의 무덤 부장과 관련해서는 중국계 문화 주민은 팔
수반량시기, 재지계 문화 주민은 전국시대부터 화폐를 부장하는 관습이 시작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古澤義久 2010)와 한 군현 설치 이후가 되어서야 화폐를 부장하는 관습이 유행
한 것으로 보는 견해(박선미 2012) 등이 있다.

<그림 12> 한반도와 주변지역 반량전 출현 이전시기 화폐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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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주변지역에서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화폐 출토 유적을 살펴보면, 대릉하
유역에서는 조양 원대자유적(遼寧省文物考古硏究所·朝陽市博物館 2010)(명도전), 요하
유역에서는 본계 남분구 화차참(梁志龍 2003), 장가보자 전국묘(齊俊 1994)(명도전), 요동
반도에서는 여순 루상 1호묘(旅順博物館 1960)(명도전), 압록강 유역의 영변군 남신현면

도관동유적(蕂,田亮策 1948), 위원 용연동(梅原末治·蕂,田亮策 1947)(명도전) 등이 있다.
특히 압록강 유역의 사례는 100~1,000점 이상의 명도전이 출토된 사례들이기 때문에 늦
어도 전국시대 말기부터는 무덤에 화폐를 부장하는 관습이 정형화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2. 반량전 출현기(기원전 3세기 후반~기원전 2세기초)
진 반량전이 출토된 유적은 모두 압록강유역으로, 대전자 추수동 주거지와 장백현 간구
자 무덤이 있다.
대전자 추수동 주거지는 당시 교역과 같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된 주거지(강인욱 2011)
로 추정되며, 인골의 출토정황을 볼 때 긴박하게 폐기되었기 때문에 출토된 화폐가 당시
에 사용되던 화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당시 실제 교역에 사용되었던 주요 화폐가
반량전이 아닌 명도전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거지와 석벽에서는 도폐, 일화전, 명도전과 함께 진 반량전
이 출토되었지만, 회갱(灰坑)에서는 진 반량전이 출토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 두 구성의
화폐들이 쓰임새가 달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장백현 간구자무덤은 화장풍습을 가진 재지계의 무덤으로서 축조연대가 기원전 2세기
전엽~기원전 1세기대로 추정(오강원 2011:32, 박선미 2013b:126)된다.
한편 장백현 간구자무덤에서 반량전과 함께 출토된 일화전은 요하유역과 압록강유역에
집중되어 출토되었다. 이를 통해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하나는 요하유역과
압록강유역 간의 교역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다. 두 번째는 요하→압록강 혹은 압록강→
요하유역으로 일화전을 발행하던 주체가 이주(移住)했을 가능성이다. 후자의 경우 요하
유역에서 주거지 출토사례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하→압록강유역의 가능성
이 더 높다.
자강도 서해리는 매납유적에서 출토된 사례이다. 명도전 2,000여 점과 일화전 650점과
함께 팔수반량전으로 추정되는 반량전 3점이 출토되었다. 지하 60㎝ 깊이에 명도전과 일
화전을 꿰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실이 남아있고, 바닥에는 나무껍질 조각들이 깔려있었기
때문에 나무상자와 같은 곳에 담겨진 채 묻혔을 것으로 판단된다. 저장매납의 성격을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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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당시 교역을 행하던 상인 등에 의해 매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당시 교역
에 주로 사용되던 화폐는 명도전과 일화전이었고, 반량전은 교역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았을 때, 진 반량전과 팔수반량전이 주조된 기원전 3세기 후반에서
기원전 2세기 초반의 시기에는 반량전이 교역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판
단된다. 오히려 명도전, 일화전 등의 화폐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중국 중원지역이
반량전을 중심으로 한 화폐체계가 정립되었던 반면, 한반도와 주변지역에서는 여전히 명
도전, 일화전 등의 전국시대 화폐가 교역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진·
한초의 시기에는 흉노 등의 이민족과의 잦은 마찰로 인해 대외정책이 한반도와 주변지역
까지 미치지 못했던 시기(박경철 2014)로, 당시 화폐 유통의 범위 역시 매우 제한적이었
을 가능성(關野雄 2000, 江村治樹 2000, 金慶浩 2016:139 등)이 높다.

3. 반량전 유통 개시기(기원전 2세기 대)
기원전 2세기 대는 팔수반량전에서 사수반량전으로 넘어가는 시기이다. 한반도 북부에
서는 낙랑토성, 남정리 120호분의 사례가 있다.
4)

낙랑토성에서는 반량전 거푸집 4점 과 사수반량전 2점이 출토되었다. 반량전 거푸집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실제 화폐의 주조여부에 관심을 둔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었다.
먼저 오수전 개주의 법령이 군국의 구석구석까지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거나 무제 대에
도 반량전이 계속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견해(關野 貞 등 1927), 문제 대에 유입된 것으
로 보는 견해(原田淑人·駒井和愛 1965), 위만조선이 한 초 반량전을 모방하여 통용시킨
것으로 보는 견해(金鍾太 1977), 후한 후반기 경제 혼란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견해(高
久建二 2005) 등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반량전은 기원전 118년 무제에 의해 오수전이 발행되면서 폐지되었으며, 화폐경제의 통
제를 위해 군국에서의 화폐주조를 금지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기원전 108
년에 설치된 낙랑에서는 반량전이 주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낙랑군이
설치되기 전인 위만조선 단계에 낙랑토성에서 반량전을 주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량전이 후한 후반기에 주조된 것으로 보는 견해(高久建二 2005, 2016)를 살펴보면, 첫
번째 근거로 낙양 소구한묘 6기 무덤과 기원후 2세기 후엽으로 편년되는 남정리 120호분
에서 반량전, 남사리 17호분에서 반량전범이 출토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4) 최근 高久建二(2016)는 사천 늑도 출토 반량전에 관해 다루면서 낙랑토성 출토 거푸집이 4점인 것으로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가
운데 두 점은 동일한 거푸집일 가능성이 높다(古澤義久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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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양 소구한묘 6기는 2세기 중반(桓帝~獻帝)으로, 6기의 분묘에서 출토된 반량전은 서
체는 사수반량전과 유사하지만, 주조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며 글자가 결실되었거나 표현
되지 않은 것도 존재한다. 일부는 오수전에서 확인되는 천상반성(穿上半星)이 나타나는
것도 확인된다(그림 13).
하지만 문제는 낙랑토성과 남정리에
서 출토된 반량전에 기원 후 주조품의
특징이 확인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제
시된 도면·사진을 통해 보았을 때는
후한에 주조된 것으로 볼만한 분명한
특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서는 실물관찰을 통한 주조연대 파악,
기타지역에서 후한 대에 반량전이 출
토된 사례들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근거는 기원전 2세기 후엽~

<그림 13> 낙양소구한묘 출토 6기반량전
(왼쪽부터 1036호, 1037호, 160호)

기원전 1세기의 분묘에 반량전이 부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다루었지만 청천
강 이북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모두 전국시대 화폐인 명도전이 무덤에 부장된 사례가 확
인된다. 늦어도 전국시대 말기부터는 무덤에 화폐를 부장하는 관습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무덤에서 출토되는 사례뿐 아니라, 화폐가 출토되는 유적 자체의 수가
감소한다는 점이다. 오히려 화폐 획득의 제한이 그 배경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성격의 유구를 종합해 보았을 때도 진·한초의 화폐는 출토사례와 수량이 극히 드물다.
어떠한 배경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화폐의 획득이 용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참고할 만한 자료로 숭실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된 쌍면범의 반량
전 거푸집이다. 한 면에는 유협반량전, 다른 한 면에는 사수반량전이 새겨져있다는 점에
서 동일하다. 앞면은 직경 2.2~2.6㎝이며 兩자는 십자량으로 표현되어 있다. 일부 소자량
이 관찰된다. 한 초에 주조된 오분전에서부터 확인되는 표현이다. 뒷면은 직경 1.4~1.6㎝
이며 兩자는 십자량으로 표현되어 있다. 한 초에 주조된 유협반량전으로 추정된다. 앞면
에 오분전, 뒷면에 사수반량전이 새겨진 쌍면범(雙面范)이다(그림 14).
중원지역에서 많은 반량전 거푸집이 출토되었지만, 현재까지 쌍면범이 출토된 것으로 보
고된 사례는 산동 박흥현(博興縣) 신장촌(辛張村)에서 출토된 2점(李小南 1991)이 유일하다.
신장촌 유적에서는 13점의 반량전 거푸집이 출토되었다. 석범(石范)이 8점, 토제범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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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석범 8점 가운데 2점이 쌍면범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부분 사수반량전
으로 일부 유협반량전이 섞여있다. 쌍
면범은 숭실대학교기독교박물관 소장
쌍면범과 마찬가지로 앞면에는 유협
반량전, 뒷면에는 사수반량전이 새겨
져있다. 물론 공사 중에 수습된 자료이
고, 중국학계에 아직 보고되지 않은 반
량전 거푸집 자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해석은 어렵지만 위만조선
시기에 이러한 거푸집이 유입되었을 가
능성도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낙
랑토성(혹은 평양)으로의 반량전 거
푸집 유입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
졌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자료로
볼 때, 상한연대는 文·景帝 대이기
때문에 낙랑군 설치 이전에 반량전 거
푸집의 1차 유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
<그림 14> 산동 박흥현 신장촌(下),
숭실대학교박물관 소장(上) 쌍면범

이 높다. 최근 낙랑토성 출토 기와 중
에 위만조선 대까지 소급되는 기와가
존재한다는 견해(中村亞希子 2012) 역

시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기원전 113년 군국에서의 화폐주조를 금지했기 때
문에 주전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비공식적인 주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남부의 경우 사천 늑도, 창원 다호리 104호, 완주 상운리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사천 늑도유적 출토 반량전은 패총에서의 출토사례로서, 복골 등과 공반한 점을 볼 때
제의적인 용도로 사용(이영훈·이양수 2007)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량전의 유입시기
와 관련하여 최근 高久建二는 늑도유적의 최전성기가 기원전 2세기~기원전후로 추정되
고 있기 때문에 낙랑군 설치 이전에 주조된 것으로 파악하면서도 그 유입시기에 대해서
는 기원전 1세기 대로 추정하였다. 古澤義久(2010)의 견해를 참고하여 위만조선시기에 사
수반량전이 유입되었다면 반량전과 함께 명도전 등의 전국계 화폐가 함께 유입되었을 것
이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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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교역의 대상에 따라 다른 화폐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 예로 철령 구가대에서는 한과의 교역을 위한 화폐와 주변지역과의 교역을 위한
화폐를 구분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철령 구가대 유적(鐵岭博物館 1992)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수습조사에서 명도전 300여

점과 포폐 2,000여점, 일화전 12,000여 점과 반량전 130점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1973
년에 이루어진 수습조사는 지표아래 1m 지점에서 2점의 罐이 확인되었는데, 한 점에서는
도폐, 나머지 하나에서는 포폐와 함께 일화전, 반량전이 담긴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 가
운데 제시된 도면을 통해 반량전을 관찰해보았을 때, 문경 사수반량전이 가장 늦은 시기
의 것으로 확인되며, 보고자 역시 사수반량전 시기를 매납연대로 파악하고 있다. 앞에서
살핀 저장매납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동일 수혈 내에서 출토된 2점의
罐안에서 각기 다른 조합의 화폐들이 출토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조합된 화폐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구가대 유적의 주변에서 확인된 구대유적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확인된다. 동일시
기로 판단되는 주거지들이 확인되었지만, 인접한 매납유적과 달리 주거지에서는 다량의

명도전만이 출토되었다. 유적은 중국계와 토착 주민이 함께 거주했던 주거유적(鐵岭博
物館 1992, 朱向永 2010), 연 유이민 집단의 생활터전(이종수 2014)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외 앞에서 다룬 대전자 추수동 역시 주거지·석벽과 회갱에서 각각 다른 구성의 화폐
가 출토된 사례로서 참고할 만하다.

<그림 15> 철령 구가대 매납유적 출토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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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철령 구가대의 사례와 같이 내부화폐로 명도전을, 교역의 용도로 일화전과 반
량전을 구분하여 사용했다고 가정한다면, 사천 늑도 유적 집단 입장에서도 요동지역과
한과의 교역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반량전을 교역의 대가로 받았을 것이다. 武末純一
(2008)와 高久建二(2016)가 지적하고 있듯이 일본의 사례를 통해 기원전 1세기 대를 그 유
입시기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반량전이 출토된 패총유적은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정확한 유입시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출토양상과 층위에 대한 분
석이 필요하다. 패총유적에 대한 보고서가 완간된다면 조금 더 진전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 남부의 경우 기존에는 반량전이 단독으로 출토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창원 다호리 104호 무덤의 사례를 통해 사수반량전 시기부터 반량전의 유입이 이루어졌
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목관 아래 요갱에서 출토된 사례로서 창원 다호리 1호 목
관묘, 영천 용전리 목관묘, 경산 임당 목관묘 등의 사례와 같이 무덤 축조과정에서의 매
장의례(이영훈·이양수 2007)에 반량전이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출토된 사
수반량전의 연대와 다호리 1호 단계로 파악되는 무덤의 연대(國立金海博物館 2014)간에
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반량전이 매납시기
에 유입되어 부장되었을 가능성, 주조시기에 유입되어 매납되었을 가능성, 주조시기에
유입되어 위신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다가 부장되었을 가능성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완주 상운리 출토 반량전 역시 일정기간 전세된 후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금박유
리옥 등과 함께 출토된 점을 볼 때, 낙랑을 통해 유입되어 전세된 후 무덤에 부장되었을
가능성(김경칠 2008)이 높다.
이처럼 사수반량전이 주조되는 시기가 되면 한반도 남부를 제외한 주변지역에서는 사
수반량전이 어느 정도 유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수반량전 시기에 들어서면서 전국시
대 화폐가 완전히 구축(驅逐)되면서 한초 혼란스러운 화폐경제가 정리(金慶浩 2016:164)
되어, 반량전을 이용한 교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이 경제 대에
이르러 제후왕 세력에 대한 진압을 통해 주변 지역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결과(김
병준 2008)로도 볼 수 있다.

Ⅴ. 맺음말
기원전 336년 전국시대 진 혜문왕 때부터 한에 이르기까지 주조된 반량전의 주조연대를
재검토하여 한반도에서 출토된 반량전의 주조연대를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출토양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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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화를 정리하였다.
반량전의 주조연대는 문헌기록과 반량전에서 관찰되는 속성을 분석하여 시기별 반량전의
특징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출토된 반량전의 주조연대를 추정하였다.
한반도와 주변지역에서 출토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반량전이 진 반량전임을 확인하였
다. 하지만 한 초에 주조된 팔수반량전 시기까지는 당시 화폐의 획득이 용이하지 않았으
며, 오히려 한반도 남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국시대 화폐가 유통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수반량전이 주조되는 시기의 낙랑토성의 경우 출토된 화폐와 거푸집
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위만조선 시기부터 반량전을 주조했으며, 이는 비공식적이었을 가
능성이 높다고 파악하였다. 하지만 거푸집을 통해서 주조의 가능성은 상정할 수 있으나,
주조가 곧 내부화폐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단순히 한과의 교역(조공을 포함)
을 위한 용도로 반량전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남부의 경우 사천 늑도, 창원 다호리 104호 무덤의 사례는 위신재 혹은 그에 버금
가는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제의행위 등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반도와 주변지역에서 출토된 반량전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각기 다른 출토양상을 띠
며 확인되었다. 이러한 출토양상의 차이는 당시 복잡했던 정치적 상황이 화폐에 반영되
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교역의 형태와 주체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
다. 더불어 각 지역과 시기에 따라 화폐를 사용하는 용도가 달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논문접수일(2017.8.24) ▶심사완료일(2017.10.10) ▶게재확정일(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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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spect of excavated and the
casting era of Banliang Coins Excavated in the
Korean Peninsula·the Amnok River basin
Wook-Taek Kwon
(Yeongnam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Banlyang conis which were cast in Qin-Han era were excavated in large quantities
in Korean peninsula. This study is focused on figuring out the casting era of Banlyang coins
excavated in Korean peninsula through analyzing attributes and examine periodic changes
in excavation of Banlayng coins.
Although the earliest Banlyang coins excavated in Korean peninsula are Qin
Banlyang, it was not easy to get the coins until early Han era when Bazhu Banlyang coins
were used and the coins of the age of civil wars are rather thought to have high level of
distribution power in entire Korean peninsula except Southern part of it. After the Chinese
emperor Wen·Jing(文帝·景帝)’s era, it must be used as currency. Especially by the cases
of Tieling Qiujiatai(鐵嶺 邱家臺) and Dadianzi Choushuidong(大甸子 抽水洞), it is
suggested that Banlyang coins would be used separately for trade.
Coins and molds excavated in Nakrang(樂浪) earthen ramparts are from Wiman
Joseon(衛滿朝鮮) era and are highly likely to be unofficially cast. However, it is hard to be
seen as an internal currency, and it was likely that there was a possibility of using Banlyang
coins for trade(including tribute) with Han.
Banlyang coins from Sacheon Neukdo(泗川勒島) and tomb 104 in Changwon
Dahori(昌原茶戶里) in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re grave goods and it is
possible to use them to show the dignity of the buried person or for rituals.
Banlayng coins excavated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were found in
different condition in region and period. These differences is due to the complicated
political situations and would be related to changes of trading patterns and agents. Also, it
is estimated that the usage of coins were different in each region and period.
Key words : Korean peninsula, Banliang Coin, The age of civil wars, Qin, Han, casting
era, aspect of exca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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