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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완주 갈동유적 2·3호묘에서 출토된 주조철겸은 연나라의 중심지에서 요령지역에
걸쳐 넓게 분포한다. 이 철겸은 연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한반도로 유입된 것으로 평가되
고 있지만,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는 한정적인 출토 양상을 띠고 있어 연구 대상으로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전국시대~전한대 동북아시아 철겸의 형식을 분류하고 시기와 지역에 따른
그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완주 갈동유적 주조철겸과 동일 형식의 철겸을 비교하
여 그 특징을 살피며, 동북아시아 철기문화의 확산과정 속에서 완주 갈동유적 주조철겸의
등장배경을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완주 갈동유적에서 출토된 주조철겸은 화전 소황산둔, 무순 연화보유적의
주조철겸과 가장 유사하며, 위연 용연동유적 주조철겸과도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
다. 그 시기는 적어도 진한교체기의 어느 시점으로 여겨지는데, 동시기 요령지역에서는
철겸이 실제 사용되고 재활용되는 반면, 갈동유적의 경우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부장된다.
주조철겸은 연나라의 중심지와의 상호작용이나 이동에 의해 유입되는 것으로 연속성을
보이지 않는 점은 향후 신중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주제어 : 동북아시아, 전국~전한대, 주조철겸, 완주 갈동유적, 간접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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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완주 갈동유적 2·3호묘에서 출토된 주조철겸은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유입된 최초의
철기이다. 이러한 형태의 주조철겸은 연나라의 중심지에서 요령지역에 걸쳐 철기문화의
확산과 함께 넓게 분포한다. 완주 갈동유적 주조철겸은 한반도 남부지역 최고(最古)의 철
기로서 연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유입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시기 비정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그 원인은 완주 갈동유적에서 출토된 이래 한반도 남부지
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출토되지 않아 비교대상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조
철겸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진 시기와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유입된 배경에 대한 구체적
인 검토없이 전파, 교류의 산물, 이주, 보급 등의 해석이 이루어졌다(金一圭 2011:110;李
南珪 2012:250;이청규 2016:19-20;김상민 2017:106;한수영 2017:16).
한편, 철겸에 대한 고고학 연구는 주로 삼국시대 단조제 철겸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국내 연구자들은 단일 유적에서 출토된 철겸을 분류하고 지역성을 논의하기 시작하였
으며(서영남 1990;이상율 1990), 츠데 히로시의 연구를 참고하여 날의 방향에 따라 용도
나 착장방법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사용법에 대한 논의와 제작 공인의 차이 등을 논
하였다(都出比呂志 1967;천말선 1994). 이후 안재호에 의해 가야의 철겸이 면밀하게 분
류되어 시기에 따른 형식변화와 지역성이 정리되었다(안재호 1997). 또한 농업생산력의
증가라는 관점에서 철겸의 보급시기를 확인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李賢惠 1990;김도헌
2001). 하지만 이후 국내에서는 철겸을 대상으로 한 고고학적 연구는 적극적으로 진행되
지 않았다.
반면 일본에서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초기 철겸의 기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륙계 석겸의 영향을 받아 재질이 변화되며 철겸이 되었다는 학설(川越哲志 1977)과 함
께 중국 대륙의 철겸의 영향을 직접 받았다는 학설(片岡宏二編 1981)이 논의되었다. 또
한 철겸을 기부(基部)의 방향을 기준으로 우겸(右鎌)과 좌겸(左鎌)으로 분류하여 착장방
식을 살피는 연구가 진행되었다(都出比呂志 1967;松井和幸 1985;川越哲志 1993;村上恭
通 2007). 특히 무라카미 야스유키는 기돌출부(基突出部)의 방향에 따른 지역별 분포양상
을 살피며, 연나라의 주조철겸과 한반도 북부지역(낙랑지역)은 우겸이, 한반도 동남부지
역은 좌겸이 많고 일본열도는 대부분 우겸이라고 보았다. 일본열도의 경우 고훈시대 전
1)

기부터 좌겸이 증가한다고 지적하였다(村上恭通 2007:66) . 이는 기돌출부의 방향에 따라

1) 야요이시대 북부 규슈지역에서는 좌겸이 출토되기도 하지만, 한정된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후쿠오카 미구모
(福岡·三雲)유적, 나가사키 하루노츠지(長崎·原の辻)유적에서는 야요이시대 후기부터 좌겸이 출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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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국-전한대 철겸의 분포양상

계보와 시간성을 추정한 것이다.
그동안 철겸의 연구경향을 정리하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철겸의 분류나 계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반면, 일본 연구자는 주로 야요이시대 초기 철겸의 계보에 관한 검토를 진
행하였다.
또한 본고에서 주목한 완주 갈동유적의 주조철겸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
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반도 철기문화의 등장배경을 설명하는데 있어 갈동유적
주조철겸의 해석이 쟁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철겸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진
시기에 대한 연구와 그 배경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전국시대~

8

제34호

전한 대의 동북아시아 철겸을 분류하고 그 변화양상을 살피면서 완주 갈동유적 철겸과
동 형식의 철겸을 비교하여 지역적 상호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반도 남부지
역 내 주조철겸의 등장배경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Ⅱ. 동북아시아 철겸의 출토현황과 그 형식
1. 유물의 현황
완주 갈동유적 주조철겸에 대해 연나라 계통, 전국계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
가 없다. 그러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전국 후기부터 전한대까지 다양한 관점이 있다. 철겸
은 연나라 계통으로 보고 있음에도 철겸이 출토된 시기를 비정함에 있어서는 연구자에 따
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국시대에서 전한대에 걸친 동북아시
아 제지역에서 출토된 철겸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여 시간성을 추정하고자 한다.
검토대상은 연하도를 중심으로 한 연산남부지역과 요령지역, 한반도에서 출토된 철겸
이다. 지역구분은 <그림 1>과 같이 유적의 분포와 큰 하천을 경계로 하였으며, 검토대상은
2)

34개소의 유적에서 출토된 186점의 철겸으로 하였다 .
<표 1> 전국~전한대 지역별 철겸의 현황 (※ <표 4~6>의 보고서에 기입된 수량에 따름)
지역

요령지역

한반도

연산
남부

요서

요동

서북부

서남부

동남부

취락

66

10

22

4

0

0

102

분묘

0

5

5

13

3

58 이상

84

합계

66

15

27

17

3

58 이상

186

유적현황

합계

철겸은 주거지 등의 생활유적 내에서 출토되거나 분묘 내 부장되지만, 고성지(古城址)
와 같은 치소로 볼 수 있는 유적에서는 출토되지 않는다. 주목되는 특징은 연하도를 비롯
한 연산남부지역에서는 분묘 내 철겸이 부장되는 양상은 보이지 않으며, 한반도 남부지
역에서는 취락 내 출토되는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철겸에 대한 지역적인
인식의 차이로 철겸을 연나라의 중심지에서는 실용도구로,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는 부장
품으로 다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상민 2017:103). 또한 연산남부지역은 주조품이 다

2) 보고서를 통해 기술된 수량으로 중국과 북한 내 미보고된 자료와 최근 영남지역에서 조사된 자료를 포함하면 그 수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186점 중에서도 실제로 도면, 사진 등이 보고되어 그 형태를 알 수 있고 분석이 가능한 자료는 50여점에 불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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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 반면, 한반도 일대는 단조품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지역에 따라 철겸이 출토되기
시작하는 시기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산남부지역과 한반도의 중계지로 볼 수 있
는 요령지역의 철겸은 일부 부장품으로 다루어지기도 하며, 주조품과 단조품이 공존한다.
연하도와 흥융 수왕분지구(興隆·壽王墳地區)에서는 주조철겸의 용범이 출토된다. 이
것은 연나라의 중심지에서 생산된 주조철겸이 요령지역과 한반도 일대로 유통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상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특히 주조철겸의 경우 수량이 적은 지역
일수록 희소성이 크며 부장품으로 상징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검토대상인 186점 중 실제로 형태를 확인하고 형식학적 분석이 가능한 유물은 50
여점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그 형태를 알 수 있는 철겸을 정리하면 <그림2>와 같다. 여기
서는 <그림 2>에서 제시한 철겸을 대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철겸의 형식분류
철겸은 수확구로 일반적으로 풀이나 가지를 베는 용도의 농구이다. 겸은 석겸에서 청
동겸으로 재질 변화하며, 다시 철겸으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요 농구로 역할
을 하였다. 특히 중국대륙의 금속제 겸은 고고학 분석을 통해 청동에서 철로 재질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며(佐野元 1993), 철겸의 등부분[背部]에 융기선(隆起線)이 있는 것과 없
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백운상은 중국대륙 철겸을 중심으로 형식분류하였는데, 전국시
대에서 한 대 철겸을 주조품 3형식과 단조품 4형식으로 구분하였다(白雲翔 2005:77, 193195). 주조품은 인부의 형태와 등부분의 융기선, 기돌출부(基突出部)의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단조품은 기부(基部)의 착장방법에 주목하였다. 그밖에도 철겸의 형식분
류는 주로 인부의 형태를 살피며 직인겸(直刃鎌)인가, 곡인겸(曲刃鎌)인가 하는 점이 분
류기준이 되었으며, 길이에 따라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하였다(川越哲志 1977;松井和幸
1985·1993).
본고에서 다루는 전국시대에서 전한대에 해당하는 철겸은 주조품과 단조품이 출토된
다. 여기서는 먼저 제작기술에 따라 주조(Ⅰ)와 단조(Ⅱ)로 구분하고 선행연구에서 분류
의 기준으로 삼았던 길이, 인부 만곡도, 기부와 인부 중간에 단(段)의 유무, 기돌출부의
유무 등으로 세분하였다. 그 조합관계를 정리하여 형식을 분류하면 <표 2>과 같다.
주조품은 Ⅰ-2형이 비교적 다수를 차지한다. 연하도와 흥륭 수왕분지구에서 Ⅰ-2형 철
겸의 용범[鑄型]이 확인되어 대표적인 연나라 철기의 하나로 본다.
반면 Ⅰ-1형과Ⅰ-3형 철겸은 Ⅰ-2형 철겸에 비해 소수이지만, 각 형식이 갖는 의미가 크
다. Ⅰ-1형 철겸은 청동겸, 소위치도(歯刀)와 형태적으로 유사하여 청동겸에서 철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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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질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반면 Ⅰ-3형은 목양성(牧羊城)에서 출
토된 철겸이다. 단조품으로 보이는 속성을 띠고 있지만, 금속학적 분석을 통해 주조품
으로 제작된 후 탈탄처리한 것임이 밝혀졌다(大澤正己 2007:248). Ⅰ-3형 철겸에서 보이
는 주조품에 탈탄기술이 가해지는 시기가 전국시대 후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李仲達외
1996:889-895), 적어도 전국시대 후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형식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Ⅰ-3형 철겸은 아직 그 수량이 적어 아직 적극적으로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지만, 향후 분
석조사를 통해 자료의 증가가 기대된다.
<표 2> 철겸의 형식 분류 (※ ○:있음 △:미약 ×:없음)
刃部의
길이

背部의 만곡도

基部端

背部의
隆起線

基突出部
및 鑿空

基突出部의
방향

1型

짧다

基部부터 곡선화

△

×

×

ㆍ

2型

길다

背部중단부에서 곡선화

○

○

○

甲(右)

3型

짧음

基部부터 곡선화

×

×

○

甲(右)

1型

길다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곡선화

○/△

×

×

甲(右)

2型

짧다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곡선화

×

×

○

乙(左)

3型

길다

基端部에서 刃部로 점점 곡선화

○

×

○

乙(左)

4型

길다

基部부터 곡선화

○

×

×

ㆍ

型式

주조
(Ⅰ)

단조
(Ⅱ)

단조품인 Ⅱ-1형 철겸은 주조품인 Ⅰ-2형 철겸의 영향으로 제작된 형식으로 보인다. 실
제 중국 안산 추암(安山·岫岩)유적 출토품은 Ⅰ-2형 철겸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융기선이
약하고 기부가 단조품의 형태를 띠고 있어 주조철겸에서 단조철겸으로 변화되는 과도기적
유물로 추정된다. 그리고 기부의 방향이 동일하다는 점도 그 근거의 하나이다.Ⅱ-2형과 Ⅱ
-3형, Ⅱ-4형 철겸은 한반도 동남부지역에서 많이 보이는 형식이다. Ⅱ-2형 철겸은 Ⅱ-1
형 철겸과 유사한 속성을 띠지만 비교적 소형이며, 기부의 방향도 다르다. Ⅱ-3형과 Ⅱ-4
형 철겸은 기부와 인부를 구분하는 기부단이 형성되어있고 인부형은 직선에 가깝다.
한편, 철겸의 일부 형식은 연하도 취락 내 층위 관계를 통해 선후 관계를 추정할 수 있
다. 연하도 내에서는 Ⅰ-1형과 Ⅰ-2형, Ⅱ-1형 철겸이 출토되는데 전국시대 중기에서 후
기층에서 출토된다. 인부의 형태는 모두 곡선형을 띠는 우겸으로, 주조품은 모두 기부와
인부의 경계에 단이 있다. 소수이지만 층위별로 살펴보면, 전국 중기층은 Ⅰ-1형 철겸만
이 확인되고 전국 후기층에서는 Ⅰ-2형 철겸이 급증한다. 전국 후기층에서 Ⅱ-1형 철겸이
보이긴 하지만 그 수량은 비교적 적다. 즉 연하도에서 출토된 철겸은 Ⅰ-1형이 먼저 나오
고 Ⅰ-2형으로 대형화된 후 단조품으로 바뀌어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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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검토 대상 철겸의 현황(도면, 사진 등 형식을 파악할 수 있는 철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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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하도 내 층위별 형식 수량
주조(Ⅰ)

형식
층위

단조(Ⅱ)

1

2

1

13점

2점

전국시대 전기층
전국시대 중기층
전국시대 후기층

2점

이상과 같이 주조철겸은 청동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며 점차 대형의 철겸으로 변화된
다. 또한 단조철겸 중에는 지역에 따라 주조철겸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형식도 출토된
다. 철겸은 단조화되면서 지역적 특징이 더욱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분류한 형식의 변화양상을 선행연구와 층위관계에 대비하여 정리하면, Ⅰ-1형→
Ⅰ-2·Ⅰ-3형→Ⅱ-1형→Ⅱ-2·Ⅱ-3형→Ⅱ-4형 순으로 변화한다고 상정할 수 있다.

<그림 3> 철겸의 형식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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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동북아시아 철겸의 변화양상과 지역성
1. 연대설정의 기준
동북아시아 철기문화의 확산과정을 살피며 연나라에서 요동지역, 한반도에 이르는 제
3)

지역 철기문화를 각각 검토한 바 있다 . 전국시대에서 전한대에 걸친 동북아시아 철기문
화의 유입과 전개방식은 시기에 따라 그 확산범위가 다르고, 동시기 철기문화의 분포양상
은 중심지와의 거리에 비례하여 유적의 밀집도도 달라진다. 동북아시아 제지역에 철기가
유입되는 시기는 일부 예외적인 사례도 있지만, 중심지인 중국대륙과의 거리와 밀접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시기에 따라 다른 철기의 분포양상을 토대로 동북아시아 철기문화의 확산과
정을 상정하며, 연나라의 중심지에 분포하던 「연산남부 1기」를 기원전 4세기대, 연산남부
지역에서 요령의 일부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시기인 「연산남부 2기」·「요령 1기」는
기원전 3세기대로 설정한다. 또한 기원전 3세기대 한반도 남부지역으로도 철기문화가 유
입되었을 수 있다고 본다. 이후 「연산남부 3기」·「요령 2기」·「서북부 1기」·「서남부 2기」
는 기원전 2세기대, 동북아시아 전역으로 철기가 확산되는 시기는 기원전 1세기대로 보
고자 한다.(김상민 2013;2014;2017;2018b). 이 같은 동북아시아 제지역 철기문화의 시간적
병행관계를 정리하면 <그림 4>와 같다. 여기서는 이 연대관을 기준으로 삼고 논지를 전개
하고자 한다.

<그림 4> 동북아시아 철기문화의 확산단계 설정

3) 필자는 한반도 남부지역(2013), 연산남부지역(2014), 요령지역(2017), 한반도 서북부지역(2018b)을 통해 동북아시아 여러
지역의 철기문화를 살피고 지역적 변천단계를 설정하였다. 본고의 연대 기준은 상기 논고의 지역별 연대의 병행관계를 고려하여
정리한 연대관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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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북아시아 제지역 철겸의 변화양상
1) 연산남부지역 철겸의 변화양상
연산남부지역의 철겸은 Ⅰ-1형과 Ⅰ-2형, Ⅱ-1형이 출토된다. 분묘에 부장된 사례는 확
인되지 않으며, 모두 취락 내에서 확인된다. 앞서 검토한 것처럼 층위관계에서 크게 Ⅰ-1
형→Ⅰ-2형→Ⅱ-1형으로 형식변화가 상정된다. 이같은 형식변화는 공반유물의 검토에
서도 확인된다. Ⅰ-1형 철겸은 서관성촌(西貫城村) 9호 유적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서관성
촌 9호유적에서는 Ⅰ-1형 철겸과 정(鼎)·호(壺) 등이 공반된다. 이 공반유물은 해촌(解
村) 2호묘와 구녀대(九女臺) 19호묘 출토품과 유사하다.

Ⅰ-2형 철겸과 공반된 융(鬲)은 연하도 22호 유적 출토품과 비교된다. 22호 유적의 일괄

자료는 융과 고배, 발 등이 있는데, 융은 소위 「연식융(燕式鬲)」으로 불리는 것으로 연하
도 29호 유적 출토품보다 늦은 형태이다. 또한 Ⅱ-1형 철겸의 일괄자료로서 출토되는 서

관성촌 9호 유적의 시루나 천복분(淺腹盆), 회로(灰爐) 등은 모두 전형적인 한식토기이다
(그림 5). 이를 통해 철겸과 공반되는 유물의 변화상 역시 층위를 통해 상정할 수 있는 철
겸의 형식 변화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철겸의 각 형식에서는 세부적인 속성변화가 확인된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6>과 같다.
먼저 가장 이른 단계의 철겸은 Ⅰ-1형이다. 서관성촌 18호 유적의 전기층(그림6;1)에서 출
토되고 있으며, 공반자료를 통해 기원전 4세기대인 「연산남부 1기」부터 출토되기 시작한
다고 볼 수 있다. Ⅰ-1형 철겸은 청동겸과 동일하게 전체 길이가 짧은 곡인을 띠고 있어
청동에서 철로 재질만 변화된 형식으로 보인다. 이후 「연산남부 1기」의 철겸은 전체적인
형태에서 청동겸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기부가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철겸은 인부와 기
부의 사이에 약간의 단(段)이 지며 자루와 착장부의 구분이 이루어진다. 북침촌(北沈村)
8호 유적 출토품(그림6:2)과 비교해 보면, 평면형태는 거의 동일하지만 기부의 형태에서
약간의 변화가 확인된다. 즉, 인부와 기부의 경계에 단이 생기면서 기부가 좀 더 명확해
진다. 이처럼 연산남부지역의 이른 시기 철겸은 기부단이 명확히 드러나는 방향으로 변
화하며, 이를 통해 기부에 자루를 착장하는 방식이 발달하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그
림6;①).
연산남부지역 철겸의 가장 큰 변화는 청동겸의 형태를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곡
인겸의 전통은 유지되지만, 길이가 길어지며 등부분[背部]에 융기선이 발달한다. 무양대
촌(武陽臺村) 21호 유적 출토품(그림6;3)과 무양대촌 23호 출토품에서는 약하게 융기선이
확인된다. 또한 연하도 채집품(그림6;5)과 낭정촌(郞井村) 10호 유적 출토품(그림6;6)도 역
시 전체 길이는 짧지만 융기선이 발달한 형태를 띤다(그림6;②). 연하도 채집품과 낭정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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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하도 출토 철겸과 공반유물

10호 유적 출토품과 같은 과도기적인 형태를 거쳐 수왕분(壽王墳)지구에서 출토된 철겸
의 용범[鑄型](그림6;9)과 같은 전형적인 Ⅰ-2형 철겸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낭정촌 11호 유적 출토품(그림6;4)은 전국시대 후기층에서 출토되었음에도 동시
기의 철겸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낭정촌 11호 유적 출토품은 길이가 짧고 융기선이 보
이지 않는 Ⅰ-1형과 유사하다. 보고서에는 주조와 단조라는 개념의 구분마저도 기록되지
않아 Ⅰ-1형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국시대 후기인 「연산남부 2기」에는 취락
내 다량의 단조와 관련된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단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
서는 형태적으로 Ⅰ-1형 철겸과 유사성이 강하다는 점, 「연산남부 3기」에 보이는 Ⅱ-1형
철겸과 형태적인 차이가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취락 내 단조기술이 발전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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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남부 2기」에는 기존의 Ⅰ-1형 철겸의 형태를 모방하여 제작한 철겸이 병존하였을 수도
있다.
「연산남부 3기」가 되면 철겸은 폭이 좁아지고, 인부의 만곡도가 기존의 형식보다 내만하
지 않은 Ⅱ-1형 철겸으로 변화된다. Ⅱ-1형 철겸은 전한대 보편적인 철겸의 형식으로 발전
하는데, Ⅱ-1형 철겸의 등장은 Ⅰ-2형 철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Ⅱ-1형 철
겸 중에도 낭정촌 10호 유적 출토품과 같은 완만한 만곡도를 갖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산남부지역의 철겸은 춘추시대에 성행하던 청동겸을 모티브로 한 철겸에서 기부의
변화와 융기선의 발달 등을 거쳐 전형적인 주조철겸으로 변화되었다고 생각된다. 이후
단조기술의 발전과 함께 주조철겸은 단조철겸으로 대체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2) 요령지역 철겸의 변화양상
전국시대 철겸의 변화양상은 앞서 제시한 것처럼 주조품으로 대형화되며, 등부분에 융
기선이나 기부단이 발달한 Ⅰ-2형 철겸이 등장한다는 것을 가장 큰 획기라고 볼 수 있다.
Ⅰ-2형 철겸은 전국시대 후기에서 한 대에 이르기까지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며, 요령지
역 전역으로 넓게 확산된다. 요령지역 내 Ⅰ-2형 철겸이 확인되는 시기는 「요령 1기」 부터
이며, 연산남부지역의 「연산남부 2기」와 시기적으로 병행한다. 그 확산범위는 북쪽으로
는 오한기 노호산(敖漢旗·老虎山), 동북쪽으로는 화전 소황산둔(樺甸·小荒山屯)유적
까지이다. 이 유적들은 모두 연산남부지역의 수왕분지구에서 출토된 용범과 거의 일치
한다. 요령지역에서 출토된 Ⅰ-2형 철겸 중에서도 무순 연화도(撫順·蓮花堡)유적(그림
6;17)과 노호산유적(그림6;10) 출토품은 수왕분지구 용범과 가장 유사하다. 이를 통해 Ⅰ
-2형 철겸은 수왕분 지구와 같은 연나라 생산 거점에서 제작되어 요령지역 각지로 유통
된 것으로 추정된다.
요령지역의 철겸에서 주목되는 점은 연산남부지역에서 잘 보이지 않는 Ⅰ-2형 철겸에
서 Ⅱ-1형 철겸의 과도적 변화양상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특히 요동지역 천산산맥의 동
쪽일대에서는 Ⅰ-2형 철겸의 세부적인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주조철겸이 존재한다.
그 사례로서 위원 용연동유적(요령1기), 추암유적(요령2기), 요양 삼도호(遼陽·三道濠)
유적(요령3기)가 있다. 각 유적의 철겸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연나라 철겸인 Ⅰ-2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로 연나라 계통이라고 볼 수 있는 특징이 확인된다.
용연동유적의 철겸은 등부분 융기선의 존재를 통해 Ⅰ-2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전형
적인 Ⅰ-2형에 비해 인부의 만곡도가 적고 길이가 전체적으로 짧다. 또한 기부에 구멍이
뚫려있는 것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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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추암유적 철겸은 기부의 변형이 크며, 공반유물 역시 한식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용연동 철겸보다 늦은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추암유적 철겸은 등부분의 융기선이
남아 있고 인부가 곡선형을 띠고 있다. 따라서 「요령 2기」가 되어도 Ⅰ-2형 철겸의 특징은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다(김상민 2017:93).
또한 Ⅰ-2형 철겸을 재가공한 형태는 「요령 3기」인 삼도호유적에서도 확인된다. 삼도호
유적 철겸(그림6;20)의 구멍이 뚫려 있는 특징은 이미 용연동유적 철겸과의 유사성이 지
적된 바 있다(潮見浩 1982:208). 그리고 용연동유적과 동일하게 재가공한 형태의 철겸군
이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金想民 2016:1111). 다만 삼도호유적은 길이가 긴 Ⅱ-1형
철겸도 출토되고 있어 이미 단조를 중심으로 한 철기문화의 발전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4)

있다 .
이처럼 용연동유적부터 삼도호유적까지 보이는 기부의 투공과 재가공과 같은 특징은
연나라 계통의 Ⅰ-2형 철겸이 유입된 이후 재지적인 특징을 띠는 철겸의 속성이 존재한
다는 것을 알려준다(김상민 2017:97). 즉 등부분[背部]의 융기선이나 기부단과 같이 Ⅰ-2
형 철겸의 속성이 퇴화되고 투공 등 자루와의 결합이 용이한 형태로 기부의 변형이 이루
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한 대 철기문화가 유입된 이후에도 일부 잔존한 것
으로 보인다. 요동지역 연나라 철겸은 재지적인 재가공이라는 특징 속에 변형되면서 Ⅱ
-1형 철겸으로 전환된다고 생각된다.
한편, 요동반도의 목양성(牧羊城)과 고려채(高麗寨)유적에서도 철겸이 출토되는데, 그
형식은 Ⅰ-1형, Ⅰ-2형, Ⅰ-3형이다. 특히 여타의 요령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Ⅰ-1형과 Ⅰ
-3형 철겸이 출토되는 점이 주목된다. 연산남부지역 철겸의 형식변화를 토대로 본다면,
목양성의 Ⅰ-1형 철겸(그림6-:13)은 요령지역 중에서도 요동반도가 비교적 이른 단계부
터 철기가 유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양성에서 출토된 Ⅰ-3형 철겸(그림6:15)는 주
조한 후에 탈탄처리한 철기라는 것이 판명되었다(大澤正己 2007:248). 그 형태만을 고려
하여 형식 분류한다면, 단조품인 Ⅱ-1형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분석결과 주조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타의 Ⅱ-1형 철겸 중에서도 목양성 출토품처럼 주조
품임에도 단조품으로 분류된 Ⅰ-3형 철겸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아직 소수에 불
과하므로 여기서는 Ⅰ-3형 철겸을 그 형태적 특징에 주목하여 Ⅰ-2형과 Ⅱ-1형 철겸의 과
도기적 형태라고 설정해두고자 한다.

4) 삼도호유적의 철기류는 아직 상세한 정식 보고가 되지 않았다. 본고의 견해는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를 기초로 한 필자의 추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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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반도 철겸의 변화양상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철겸은 주로 단조제 철겸이지만, 가장 이른 단계의 철겸은 Ⅰ-2형
이다. Ⅰ-2형 철겸은 한반도 서남부지역의 완주 갈동 2·3호묘에서 출토되었다. 2점은 선
단부의 형태와 기돌출부가 약간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서북부지역과 동남부지역에서는 단조품인 Ⅱ-1형, Ⅱ-2형, Ⅱ-3형 철겸이 주류이
다. 그러나 두 지역의 철겸은 서북부지역은 우겸이, 동남부지역은 좌겸이 다수를 차지한
다는 차이점이 있다. 주조철겸을 시작으로 전국시대에서 한 대 철겸이 우겸이라는 점을
5)

고려하면 , 서북부지역 Ⅱ-1형 철겸은 중국 대륙의 철기문화의 영향 하에서 유입된 것으
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동남부지역의 좌겸인 Ⅱ-2형, Ⅱ-3형은 한반도 재지적인 특징이
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동남부지역에서도 창원 다호리 13·40호묘와 경주 용전리유적과 같이 우겸이 출
토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서남부지역인 김제 서정동Ⅱ유적 출토 철겸 역시 우
6)

겸으로 여겨진다 . 이 유적들은 한경(漢鏡)이 함께 부장되는 등 한나라의 물질문화가 많
이 보이는 공통점을 띤다. 이것은 일부 중국계 철겸의 유입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처럼 완주 갈동유적에서 주조철겸 등장한 이후 한반도 남부지역의 철겸은 일부 중국계
단조제 철겸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다수가 재지계 단조제 철겸이라고 추정된다. 그
리고 이같은 재지계 철겸이 출토되는 중심지는 동남부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기 동
남부지역에서 보이는 소형 판상철부 등의 독자적인 철기의 존재는 지역 내에서 스스로
단조제 철겸을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추정케 한다.

5) 철겸의 착장방식에 관한 지역적인 경향은 무라카미 야스유키 교수의 교시를 받았다.
6)	논문을 투고한 이후 심사과정에서 김제 서정동Ⅱ유적 철겸의 출토양상을 확인하였다. 보고자는 세형동검, 철모편 등의 공반양상을
고려해 기원전 2세기말~1세기중엽로 보았다. 서북부지역과 동남부지역 내 철겸의 등장시기를 고려한다면 기원전 1세기대로 여겨
진다. 보고서에는 좌겸의 방향으로 도면이 작성되어 있으나 창원 다호리 40호묘 출토품과 비교할 수 있으며, 실견(국립전주박물관
소장)하여 입면의 만곡도를 근거로 우겸으로 보았다. 서정동Ⅱ유적 철겸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북아시아 철겸의 변천과 완주 갈동유적 주조철겸의 등장배경

19

<그림 6> 동북아시아 철겸의 변화와 확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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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동북아시아 철기문화의 확산과 완주 갈동유적 주조철겸
1. 동북아시아 제지역의 Ⅰ-2형 철겸과 갈동유적 주조철겸
1) 완주 갈동유적 철겸의 출토현황과 그 연대
완주 갈동유적은 2차에 걸쳐 17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그 중 철겸이 출토된 무덤은
2·3호묘이다. 두 무덤에서는 각각 1점씩의 철겸이 출토되었는데, 그 규모나 입지에서 다
른 무덤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3호묘는 목곽묘로 보고된 바 있어 구조상 차별화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철겸들은 전형적인Ⅰ-2형으로 분류되지만, 각각 기부의 형태에
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공반유물은 장경호, 원형점토대토기 등 토기류와 함께 철부, 환
형유리, 동촉이 부장되었다. 공반유물을 통해 연대를 비정하였는데, 갈동유적의 보고자
는 2·3호묘에서 출토된 철겸과 환형유리를 전국계[연계]로 보고 진한교체기라고 보면서
도 그 시기는 청동촉의 연대를 근거로 기원전 2세기 후엽에서 기원전 1세기대(金健洙외
2005:84-87)로 보았다. 그리고 이후 2차 조사를 통해 추가된 분묘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2·3호묘는 기원전 1세기대(박수현 2009:115-117)로 비정하기도 하였다(金想民 2013:7374). 이같은 연대 비정은 구체적인 근거가 생략되어 그 기준을 알 수 없지만 토광묘에서
목관묘, 목곽묘라는 변화상에 중심을 두었고, 3호묘에서 출토된 청동촉의 편년(韓修英
2004:67-68)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김상민 2013:75). 필자는 갈동 2·3호묘 연대
의 근거가 된 3호묘의 청동촉을 평양 정백동유적 청동촉과의 관계 속에서 그 연대를 한정
할 수 없으며, 목곽묘라는 무덤 구조를 근거로 그 시기를 하향할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AMS 결과를 통해 도출된 원형점토대토기의 하한연대와 갈동 3호묘 동촉 활대의 절대연
대를 토대로 상향할 수 있다고(김상민 2013:76) 생각한다. 이같은 AMS 결과를 토대로 완

<그림 7> 완주 갈동유적 2·3호묘 철겸과 공반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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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갈동 3호묘의 연대는 기원전 4세기 대까지 상향해 보기도 한다(이창희 2010:85). 완주
갈동 3호묘 연대를 기원전 4세기까지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가 필요하겠
지만 적어도 전국시대 후기에서 통일 진대의 어느 시점인 기원전 3세기대로 설정한다면,
앞서 살펴본 Ⅰ-2형 철겸의 확산 시기와 맞아떨어진다.

<그림 8> 완주 갈동유적 보고서 내 2·3호묘의 단계와 연대(김상민 2013:74)

2) 동북아시아 Ⅰ-2형 철겸과 갈동 2·3호묘 철겸의 비교 검토
완주 갈동유적에서 출토된 철겸은 기원전 3세기대 동북아시아 제지역에서 확인되는 Ⅰ-2
형 철겸이다. 그럼에도 갈동유적의 두 철겸은 세부적으로 다른 특징을 띤다. 선단부와 기
돌출부의 형태에서 차이가 난다. 갈동 2호묘 철겸은 등부분의 융기선이 기부 끝에서 돌출
되지 않고 수직으로 꺾기며 기돌출부로 이어지는 반면, 갈동 3호묘 철겸은 등부분의 융기
선이 기부 끝에서 돌출되며 수직인 기돌출부로 이어진다. 이 두 철겸의 차이는 요령·길
림지역 자료와 비교를 통해 그 유사성이 지적된 바 있다. 갈동 2호묘 철겸은 서황산둔유
적 철겸, 갈동 3호묘 철겸은 연화보유적 철겸과 각각 유사하여 철기문화의 계보 및 연대
를 추정하는 단서를 제시하고 있다(한수영 2017:14). 여기서는 갈동 2·3호묘 철겸을 동북
아시아 제지역에서 출토된 Ⅰ-2형 철겸과 비교하여 적극적으로 유사성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먼저, 갈동유적 3호묘 철겸은 선단부의 형태나 기부단의 구조에서 흥륭 수왕분지구에
서 출토된 용범과의 비교할 수 있는 전형적인 연나라에서 생산한 철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림 9>과 같이 기돌출부와 융기선의 기부 끝단이 만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대비하
여 보면, 기부에서 선단부로 이어지는 만곡도는 거의 같으며 선단부의 길이나 두께 차이
만 확인되는 정도이다. 하지만 수왕분 용범의 철겸과는 외형의 종폭에서 차이가 커 직접
적으로 관련 짓기는 어렵다. 갈동 3호묘 철겸은 무순 연화보유적 철겸과 가장 유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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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데, 연화보유적 철겸은 갈동 3호묘 철겸보다 인부의 종폭이 좁지만, 갈동 3호
묘 철겸의 외형 범위[그림9의 회색] 내에서 선단부와 인부가 짧을 뿐이다. 갈동 3호묘 철
7)

겸은 거의 사용흔적이 관찰되지 않은 완전한 형태의 부장품임 반면 , 연화보유적 철겸은
주거지에서 출토되어 실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연화보유적 철겸은 사용과정에서
선단부와 인부의 변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갈동 3호묘과 연화보유적
철겸은 거의 같은 형태로 보아도 될 것이다.
반면 갈동유적 2호묘 철겸은 융기선이 기부에서 돌출되지 않고 자루방향으로 미약하게
흔적만 남아있다. 이 같은 기부 형태는 화전 소황산둔 3호묘, 오한기 노호산, 금주 대니와
(錦州·大泥窪)유적 철겸과 유사하다. 그중 소황산둔 3호묘 철겸과 갈동 2호묘 철겸을 동
일하게 같은 기준으로 대비해보면 선단부의 형태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완주 갈동유적의 두 철겸은 전국계[燕産]로 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서로 다
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Ⅰ-2형 철겸은 연산남부지역에서 요령지역을 거쳐 한반도로 확
산되는 과정에서 변형되면서 세부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Ⅰ-2형 철겸의
변형은 앞서 살핀 것처럼 요동지역 천산산맥의 동쪽부터 압록강유역의 안산 추암유적과
위원 용연동유적까지 확인된다. 한식유물과 공반되는 추암유적의 철겸을 갈동유적의 주
조철겸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용연동유적 철겸은 등부분에 융기선이 남아있
고 전국시대 후기로 비정되는 공반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갈동유적 철겸과 직접 비교할
수 있다.

3) 갈동 3호묘 철겸과 위원 용연동유적 철겸 비교 검토
갈동유적 철겸처럼 부장품으로 보고된 위원 용연동유적 철겸을 갈동유적 철겸과 직접
대비해보면 유사점보다 차이점이 많다. 먼저, 용연동유적 철겸의 길이는 갈동유적 철겸
에 비해 약 4cm 정도 짧아 갈동유적 철겸의 인부 길이 정도에 불과하다. 인부폭:기부폭
비율도 용연동 철겸이 4:1인 반면, 갈동 철겸은 5:1로 차이가 난다. 또한 기부단 역시 갈동
유적 철겸이 용연동유적 철겸에 비해 비교적 명확하며, 등부분의 융기선도 세부적인 형
태가 다르다. 갈동유적 철겸의 융기선은 선단부에서 기부 말단까지 ‘ㄱ’자형으로 연결되
고 있으며, 단면형태는 삼각형에 가깝다. 이에 반해 용연동유적 철겸의 융기선은 등부분
으로 ‘一’자형을 띠며, 단면형태도 반원형에 가깝다.

7) 갈동유적 철겸은 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보고서 작성 당시 직접 실측을 통해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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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완주 갈동 2·3호묘 출토품의 비교 검토

반면 용연동유적 철겸을 연화보유적 철겸과 비교해보면, 인부의 전체적인 형상은 거의
동일하다(그림10). 그러나 용연동유적 철겸은 연화보유적 철겸보다 길이가 약 4cm 정도
짧으며, 등부분의 융기선도 비교적 퇴화된 형태이다. 연화보유적 철겸은 용연동유적 철
겸과 동일하게 기부단은 존재하지만, 융기의 단면형태가 타원형에 가깝다. 또한 용연동
유적 철겸의 기부 중앙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점도 큰 차이점으로 들 수 있다. 이처럼 용
연동유적 철겸의 특징을 살피면 연나라에서 생산한 Ⅰ-2형 철겸의 속성을 띠고 있음에도
세부적인 차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용연동유적 철겸을 실제 관찰해보면 기부 말단에 양쪽 끝부분으로 마연한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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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인된다. 갈동과 연화보유적의 Ⅰ-2형 철겸보다 용연동유적 철겸의 길이가 짧은 것
은 겸의 기부 일대가 결실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용연동유적 철겸은 기부가 전체적으로
결실된 것을 일부 재가공한 것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갈동유적과 연화보유적 철겸의 길이를 기준으로 용연동유적 철겸을 관찰해보면,
용연동유적 철겸의 기부 말단은 갈동유적 철겸의 기부단의 위치와 거의 일치한다. 이것
은 용연동유적 철겸이 기부단을 경계로 결실되었으며, 인부의 일부를 가공하여 다시 기
8)

부단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
따라서 용연동유적 철겸은 연나라에서 제작된 Ⅰ-2형 철겸의 재가공품으로 생각되며
(김상민 2017:97), 기부 투공은 훼손된 기돌출부를 보완하여 자루를 장착하기 위한 장치
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완주 갈동과 연화보유적 철겸을 비교하여 용연동유적 철겸의 원
래 형태를 복원하면 <그림 10>과 같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완주 갈동 3호묘 철겸과 연화보유적 철겸의 거의 같은 형태이나
사용 여부에 따라 외형적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 용연동유적 철겸 역시 원래 두 유
적과 같은 형태를 띠는 철겸이었다고 가정하고 대비해 보았다. 그 결과 <그림 11>과 같이
갈동과 연화보유적 철겸의 선단부에서 기부단의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처럼 용연동유적 철겸의 재가공 이전의 원래 형태는 완주 갈동과 연화보유적 철겸과
거의 같은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갈동유적 철겸과 같은 형태가 사용과정에서 결실·훼손
되고 다시 재가공하는 과정 속에서 변형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용연동유적 철겸은 연나
라에서 생산된 Ⅰ-2형 철겸을 재지적인 기술로서 변형하여 가공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동안 용연동유적 철겸은 융기선이 퇴화된 형태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연나라산 Ⅰ-2
형 철겸인 갈동유적 철겸들이 용연동유적 철겸보다 이를 수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 한반
도 남부지역에서는 갈동유적 철겸 이외 Ⅰ-2형 철겸이 보이지 않으나 일부 요령지역에
서 보이는 재가공과 같은 재지적 특징은 일정하게 지속된다. 지역 내 철겸을 다루는 관점
즉, 사용여부에 따른 변형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형태적 차이만으로 두 유적 간의
시간성을 논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8)	용연동유적 철겸의 기부 결실양상에 대해서는 2011년 2월 실시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자료조사를 통해 미야모토 가즈오[宮本一夫]
교수의 지적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관찰하였다. 이후 필자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재직하던 중에 여러 차례 실견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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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완주 갈동 3호묘 출토품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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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완주 갈동 3호묘·연화보·용연동 철겸의 상호 비교

2. 동북아시아 철기문화의 확산과 갈동유적 주조철겸의 등장배경
동북아시아 철기문화의 확산시기는 기원전 3세기대부터이다(김상민 2018a:62-65). 당
시 철기생산의 중심지였던 연산남부지역에서는 취락 내 주조품과 단조품을 포함한 다
양한 철기가 출토된다. 그리고 연하도 M44에는 다양한 철제무기류가 다량 매납된다. 이
처럼 기원전 3세기대 연산남부지역은 보편적으로 철기가 실용화되었고, 연하도 M44
의 매납 사례는 낮은 계급의 병사까지 철제무기가 보급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김상민
2014:23). 그 배경에는 본격적인 철기의 대량생산이 있었을 것이다. 연하도와 수왕분지구
에서 다량의 용범이 출토되는 시기 역시 이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원전 3세기대 연
나라는 철기를 매개로 동북아시아 제지역에 정치·경제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기
반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요령지역과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제지역으로 철기가 유입되기 시작한 시
기는 역시 기원전 3세기대부터이다. 특히 요동지역에서는 취락과 함께 분묘 내 부장품으
로서 철기가 출토된다(김상민 2017:103). 요동지역 철기의 분포양상을 검토하면, 주로 천
산산맥의 동쪽일대가 다수이며 그 대표적인 유적이 무순 연화보유적이다. 또한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하는 동북지역 화전 소황산둔 M3·M6호묘와 한반도 서남부지역 완주 갈
9)

동 2·3호묘에서도 연산(燕産) 철기가 부장된다 . 기원전 3세기대 동북아시아 제지역으

9) 여기서는 검토대상으로 다루지 않았으나, 길림 이용호(二龍湖)고성지에서도 연산(燕産) 주조철부가 출토되었다. 이 유적에서 출토
된 주조철부 중에는 연나라 명문이 함께 주조된 것도 포함된다. 무라카미 야스유키는 이용호 고성지에서 출토된 주조철부를 수왕분
지구에서 주조된 철기로 보고있다(村上恭通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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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철기가 유통되기 시작한 것
이다. 그 대표적인 철기가 주
조철겸이다.
하지만 기원전 3세기대 철기
문화의 확산은 지역에 따라 달
리 보아야 한다. 요서지역은
고성지와 같은 취락유적에서
만 철기가 출토되지만, 요동지
역은 분묘와 취락에서 철기가
출토된다. 그리고 요동지역을
넘어 길림과 한반도 남부지역
에서는 부장품으로만 출토된
다(김상민 2017:106). 또한 요
<그림 12> 기원전 3세기 철기문화의 확산 (김상민 2017)

령지역까지는 사용한 흔적이
있는 철기가 출토되는 반면,

그밖에 권역에서 보이는 철기는 사용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동북아시아 제지역으
로 철기문화가 확산되는 과정은 지역차를 드러낸다. 특히 요령지역에서 보이는 지역차의
원인은 연나라 지배방식의 차이이며, 군치소를 중심으로 출토되는 요서지역은 직접지배
권, 취락과 분묘 등에서 다양하게 출토되는 요동지역은 직접영향권에 있었다고 볼 수 있
다. 연의 거점이 요동까지 진출함으로서 문명의 거점과 더욱 직접적인 상호작용하며 성
장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李盛周 1996;40). 즉 기원전 3세기대 요령지역 철기문화의 확산
은 연나라의 지배영역 확장이라는 정치적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연나라의 직접영향권을 넘어선 지역에서도 주조철겸과 같은 연산철기가 출토된다.
그 범위는 길림과 한반도 남부지역까지 확대되는데, 그 대표적인 유적이 완주 갈동과 화
전 소황산둔유적이다.
두 유적에서 출토되는 철기는 모두 분묘 부장품으로서 다루어져, 실용품으로서 사용되
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주조철겸을 그대로 부장
하는 양상이 보인다. 연나라 영향권을 넘어선 외곽지역에서 철기가 부장되는 양상은 요
령지역과 다른 배경에서 철기의 유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준다. 직접적인 영향권이
었다기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에 의한 것으로 장거리 교역이나 주민의 이동, 2차적인 문화
접변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김상민 2017:105). 그럼에도 연나라의 거점 설치에 의한 영
역 확장은 동아시아 제 집단 속에서는 큰 변형의 하나였으며 한반도를 비롯한 요동, 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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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정치체들에게 문명의 중심지와 직접적인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볼 수 있다(李盛周 1996:57). 이같은 상호작용 속에서 철기문화를 포함한 정치·경제적
물질문화가 유입되는데, 그 산물로서 완주 갈동유적 내 주조철겸이 등장한 것이다.
한편 연나라 중심지역에서도 장거리 교역을 상정할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주목
된다. 기원전 3세기대인 연하도 신장두(辛莊頭) 30호묘의 부장품에는 북방문화의 영향을
받은 소와 말, 양 등의 문양이 그려진 유물이 출토되었으며(河北省文物硏究所 1996:715-

724), 세형동과는 한반도계로 분류되고 있다(村上恭通 2000:71; 李淸圭 2003:111-112). 이
처럼 연나라의 중심지에서도 북방과 한반도계 유물이 출토되는 점은 연나라 영역권 내
장거리 교역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는 중국의 물질자료가 일방적으로 요령지역,
한반도로 파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사적 교역 등 상호 간에 ‘주고받는 관계’ 가 형성되
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김새봄 2012:347-348). 또한 한반도 서남부지역의 주조철겸을 비
롯한 연산철기가 출토되는 분묘는 기존의 청동기문화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무덤 구조
가 아니라 단장목곽묘라는 점이 주목된다.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목곽묘가 등

<그림 13> 기원전 3세기대 주조철겸의 확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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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시기는 기원 1세기대에 들어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연나
라 주조철겸이 목곽묘에서 확인된다는 점은 연나라의 영향을 받은 지역주민의 이동이 있
었을 가능성도 있다. “진(秦)의 침공으로 기원전 226년 연산남부를 포기하고 요동지역으
로 물러나 기원전 222년에 연이 멸망한다”는 문헌을 따른다면, 3세기 후반에 연나라의 혼
란에 따른 주민의 이동도 상정할 수도 있다(万欣 2012:259). 완주 갈동유적에서 보이는 목
곽묘와 연산철기의 조합은 연속성을 띠지 못하고 단발적인데, 이것은 연나라 문화의 일
시적인 유입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케 한다.
이처럼 연나라 영향권을 넘어 유통된 주조철겸을 비롯한 연산철기는 연나라 중심지와
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이나 이동에 따른 것으로 현재까지 자료로 본다면 단발적인 현상
으로 판단된다. 또한 완주 갈동과 화전 소황산둔유적 사례처럼 주조철겸이 모두 부장품
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은 생산지에서 멀어질수록 소비지의 희소성은 높아진다는 점과 관
련될 것이다.

Ⅴ. 맺음말
한반도 철기문화는 완주 갈동유적의 발굴 이전과 이후에 유입연대, 기원을 바라보는 관
점이 크게 바뀌었다. 그만큼 갈동유적에서 출토된 철기류는 학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
지고 있다. 그럼에도 연나라 철기와 형태적으로 가장 유사한 기종인 철겸에 대한 검토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완주 갈동유적 주조철겸을 살피기 위해 동시기 동북
아시아의 철겸을 검토하여 그 변화양상을 살피고 동형식의 철겸과 비교하여 지역적 상관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남부지역 내 주조철겸의 등장배경을 추정하였다. 전
국시대에서 전한대에 걸쳐 출토되는 동북아시아 철겸은 청동제 겸의 형태를 기반으로 한
Ⅰ-1형 철겸이 먼저 제작된다. Ⅰ-1형 철겸은 점차 대형화되어 등부분와 기부가 변형되
며 Ⅰ-2형 철겸이 된다. 한나라 성립 이후 단조품으로 교체되어 가지만, 지역에 따라 Ⅰ
-2형 철겸은 변형된 형태로 지속되기도 한다. 특히 요동지역 천산산맥과 압록강유역에서
는 Ⅰ-2형 철겸을 재가공한 사례도 있어 주목된다.
한편, 갈동유적 철겸은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가장 이른 것으로 적어도 진한교체기에 해
당하는 시기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요령지역의 주조철겸은 실제 사용되고 재활용까지
되는 반면 갈동유적 주조철겸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부장된다. 완주 갈동유적 주조철
겸은 연나라 중심지와의 상호작용이나 이동에 따라 유입되는 것으로 연속성이 보이지 않
는 점은 향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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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동북아시아 취락 내 철겸의 출토현황
순번 유적

유구
北沈村8號

西貫城村9號

1

2

承徳·頭溝村

4

天津·北倉

5

唐山·東歓坨

6

錦州·大泥窪

7

朝陽·袁台子
T19②

8

敖漢旗 老虎山
1號住居
遼
陽
·
三
道
濠

2號住居
3號住居
4號住居
5號住居
6號住居

10
11

撫順 蓮花堡
本渓·滴搭堡子

12

鞍山·岫岩 T3③

13

공반유물

鞍山·羊草庄

14

寧辺·細竹里
1號住居

전국만기·전한층:鑄造鐵斧
(钁)·鎌·鏟4·環頭刀 (削)2·鏃2·胄片

15

高麗寨

16

牧羊城

17

雲城里土城

18

仁川·雲北里

鑄造鐵斧(钁)·鎌·鍬
鑄造鐵斧(钁)3·鎌

전국 중말기층:鑄造鐵斧(钁)35·鎌33·鍬3
반월형철도·刀子8·矛2·帶鉤
鑄造鐵斧(钁)·鎌2

明刀錢20
明刀錢200

鑄造鐵斧(钁)3·鎌·刀子·矛·鍬狀鐵器

鑄造鐵斧(钁)14·鏟6·鍬狀鐵器9
鎌5·반월형철도·鑿·權
鑄造鐵斧(钁)4·鍬4·鎌4
針·鏃·刀·車馬具2
鑄造鐵斧(钁)3·鎌3·鏟·針·刀子
鑄造鐵斧(钁)2·鎌·鏟·鍬·鑿·針·車馬具
鑄造鐵斧(钁)2·鎌2·鏟
鑿·刀子 針·車築具片

明刀錢50·布 錢·半両錢3
銅劍·帶鉤·明刀錢
半両錢·五銖錢
銅鏃·明刀錢·半両錢·五銖錢등
銅鏃·明刀錢·半両錢·五銖錢
銅鏃·帶鉤·鏡片·明刀錢
半両錢·五銖錢

鑄造鐵斧(钁)2·鎌2·鏟·鍬·鑿
銅鏃·鏡片·貨錢
刀子·車築具片
半両錢·五銖錢
鍬狀鐵器·鏟·鍬·鎌·刀子·針
貨錢·半両錢·五銖錢
鉇·車馬具片
鑄造鐵斧(钁)61·鍬形鐵器3·鎌2·반원형 철도3·鑿2·도자 1·針4
鑄造鐵斧(钁)2·鏟·鎌·環頭刀·胄片49
鑄造鐵斧(钁)6·鍬·鏟·鋤7
·鎌·矛·鐵頸銅鏃2
鑄造鐵斧(钁)·鏟·鎌·鍬
明刀錢1000
環頭刀2·鑄造鐵斧(钁)3·鍬2·鑿·鎌
矛·戈·刀·針
鑄造鐵斧(钁)10↑·鍬5·鎌3·鑿·劍
鑄造鐵斧(钁)25·鏟·鍬
鎌2·刀子3·鏃
刀·鏃·鎌2·鋤
鐵鎌2·鑄造鐵斧片

참고문헌

布幣

전국 전기층: 帶鉤·鐵釣針
전국 중기층: 鑄造鐵斧(钁)11·鎌７·鎚·鑿 용범(鑿·刀子·斧·帶鉤·銅劍),
·環頭刀(削)2·車馬具22·劍３
明刀錢
郎井村10號 전국말기층:釜２·鑄造鐵斧(钁)41·鏟10·鍬
燕
10·鎌12·鑿12‧環頭刀(削)24·棒狀鐵器２
明刀錢·布幣
下
板狀鐵器4·車馬具4·劍·矛２·鐵鏃２
都
鋌10·甲胄片·기타10
전국말기층:鑄造鐵斧(钁)·鎌
郎井村11號
전국말기층:鑄造鐵斧(钁)30·鏟·鍬·鎌２
武陽台村21號 鑿24·鎚12·砧６·切具５·子刀３·矛22
劍７·鏃３·鋌808·甲片261·胄片261 등
전국말기층:鑄造鐵斧(钁)13·鎌２·鑿·鎚
武陽台村22號
鍬·鏟·鐵刀子·環頭刀(削)12
전국 말기층:鑄造鐵斧(钁)2
武陽台村23號
鍬·鎌·刀子·棒狀鐵器
전국 말기층:鑄造鐵斧(钁)４·鏟
高陌村一帯
明刀錢
鐵鎌·鐵滓·鐵塊·炉壁
興隆·壽王墳지구
전국층:鑄造鐵斧(钁)77·鍬3·鎌2·鑿２
용범(斧·鍬·鎌·鑿 등 87)

3

9

철기출토현황

전국 전기층: 鑄造鐵斧(钁)·鐵鎖
전국중기층:鎌
전국 중기층
:鑄造鐵斧(钁)·鎌·鑿·鏟·鐵刀子

明刀錢·布錢
銅劍·銅矛·明刀錢·半両錢
銅鏃·明刀錢·五銖錢
花盆形土器·壺

河北省文物
硏究所 1996
河北省文物
管理處 1982
河北省文化局文
物工作隊 1965
中国歴史博物館
考古組 1962

鄭紹宗 1956
佟柱臣 1956
石永士 1985
天津市文物
管理処 1982
河北省文物硏
究所외 2001
劉謙 1955
高青山 1987
遼寧省文物考古
硏究所외 2010
敖漢旗文化館
1976

東北博物館
1957

王增新 1964
楊永葆 1994
鞍山市岫岩満族
博物館 2009
佟柱臣 1956
김정문 1964
김영우 1964

濱田耕作 1929
原田淑人외 1931
大貫靜夫 2007
리순진 1974
(財)漢江文化財
硏究院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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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동북아시아 분묘 내 철겸의 출토현황1
순번

유적

1

錦西·鳥金塘

2

朝陽·袁台子 東M38

3

北票
大板營子

4

樺甸
西荒山屯

5

胃原·龍淵洞

6

旅大·楼上墓

유구

3號
4號
20號
3號
4號
6號

3號
36
49

7

平壤·貞栢洞

67
81
6
8
9

8

江西·台城里

10
13
15

9

殷栗·雲城里
殷栗·雲城里
가말믜

10 加平·達田里

4號
5次3
2

11

完州·葛洞

2號
3號

12

金堤·
西亭洞Ⅱ

1號

15 慶山·新垈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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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반유물

참고문헌

銅劍4·銅戈·銅鏃15

錦州博物館 1960
遼寧省文物考古硏究所
외 2010
遼寧省博物館文物隊 1990

鎌

鏟·鎌·鏃·鐵片
鎌·刀子 또는 刀·鏃
鑄造鐵斧(钁)·鎌·刀·鏃6
鑄造鐵斧(钁)·鎌·刀子
鎌
鑄造鐵斧(钁)3·鎌·刀子
鑄造鐵斧(钁)2·鍬狀鐵器·鎌
반월형철도·鍬·矛·鉇
鎌

矛·鍛造鐵斧2·鎌·釣
矛·鎌·鍛造鐵斧?
劍·環頭刀·環頭刀子
·鍛造鐵斧·鑿·鎌·馬具
矛2·環頭刀2·刀子2·馬具
車馬具·鍛造鐵斧2·鑿·鎌·鍛冶具
劍·環頭刀子·矛·鍛造鐵斧2
·鑿·鎌·環·馬具
劍·矛·斧?2·鑿·鎌
斧?·鎌
矛·斧?2·鎌·鑿

矛·斧?·鎌·鑿·馬具類
劍·矛·斧?2·鎌·鑿·
車馬具類·鐵片
劍·矛·斧?2·鎌
劍·環頭刀子·鎌

環頭刀·戟·鍛造鐵斧2·鎌
鑄造鐵鎌
鑄造鐵斧·鑄造鐵鎌
鐵鎌·鐵矛片

鍛造鐵斧·鐵鎌
鐵鎌·鐵刀子
鍛造鐵斧·鎌·鏃
鎌
鑄造鐵斧·鍛造鐵斧·鎌·鑿·鉇
30號
劍·環頭刀
74號
鑄造鐵斧·鍛造鐵斧2·鎌
92號 鍛造鐵斧·鎌·鑿2·鏃(多数)·環頭刀
102號
板狀鐵斧·鍛造鐵斧·鎌·刀子
107號
鍛造鐵斧·鎌·劍
111號
鍛造鐵斧·鎌
7號
鎌
10號
鍛造鐵斧·鎌
22號
鍛造鐵斧·鎌·矛·鉇
25號
鍛造鐵斧·鎌
27號
鍛造鐵斧·鎌
39號
鍛造鐵斧·鎌
49號
鎌
62號
鍛造鐵斧2·鍛造鐵斧·鎌·鉇·矛

Ⅲ-4
星州·禮山里 Ⅲ-5
13
Ⅲ-17
Ⅲ-27

14 大邱·八達洞

철기출토현황

鑄造鐵斧(钁)3·鎌·刀子

万欣 2010
銅鏡·劍柄
銅刀子·劍柄
銅劍3

吉林省文物工作隊
외 1982

鈎·明刀銭2

梅原末治외 1947

銅劍·銅斧·銅鑿·銅刀子
銅飾·銅針·明刀銭

旅順博物館 1960
社会科学院考古
硏究所 1996

花盆形土器2·壺7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8

漢鏡·銅帶鉤·壺2·印章
漢鏡·玉·花盆形土器·壺
花盆形土器·壺

銅帶鉤·車馬具類·
花盆形土器·壺4
花盆形土器
花盆形土器·壺
細形銅劍·銅矛·車馬具類·
銅製品·銀製品·玉類
銅製品

채희국 1958

弩·花盆形土器·壺
花盆形土器·壺
花盆形土器·壺
花盆形土器·壺

銅劍·戈의 용범
粘土帯土器·平底長頸壺·銅鏃
銅劍‧劍把頭飾片
把手付壺3
壺·把手付壺2
壺
壺·把手付壺

壺·粘土帯土器·주머니호
壺
주머니호
壺·把手付壺
壺·把手付壺
壺·주머니호·把手付壺
把手付壺
주머니호·把手付壺
把手付壺
주머니호
주머니호
把手付壺
주머니호･把手付壺
把手付壺

리순진 1974
리규태 1983
박성희 2003

(財)湖南文化財硏究院
2005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4
(財)慶尚北道文化財
硏究院 2005

嶺南文化財硏究院
2000

嶺南文化財硏究院
2010

<표 6> 동북아시아 분묘 내 철겸의 출토현황2
순번

유적

16

慶山·新垈里

17

永川·龍田里

유구
63號
64號
66號
74號
75號
76號
77號

5號
11號

18

慶州·朝陽洞

18號
20號
23號
31號
35號
36號
38號
52號
58號
3號
8號
9號

19

密陽·校洞

11號
13號
21號
1號
25號
26號
31號
32號
35號

20

昌原·茶戸里

40號
48號
51號
53號
54號
66號
67號
70號

철기출토현황
공반유물
鍛造鐵斧·鎌·鑿·馬具·劍
把手付壺2
鍛造鐵斧·鎌
把手付壺
鍛造鐵斧·鎌·刀子
주머니호·把手付壺
鍛造鐵斧·鎌·矛
주머니호2·把手付壺
鍛造鐵斧·鎌·劍
把手付壺·漢鏡
鎌
주머니호
鍛造鐵斧·鎌
把手付壺
鑄造鐵斧(多数)·鍛造鐵斧·鎌
주머니호·把手付壺·銅戈·
環頭刀子·戈·異形鐵器
銅鐸·五銖銭
鑄造鐵斧2·板狀鐵斧·鎌
粘土帯土器·把手付壺·銅鐸
劍·矛2·環頭刀·戈
鑄造鐵斧(多数)·鍛造鐵斧
주머니호·把手付壺
板狀鐵斧·鎌·鑿·鉇·矛
鎌
壺
鍛造鐵斧·鎌
壺·把手付壺
鍛造鐵斧·鎌
壺·주머니호·把手付壺
鍛造鐵斧·鎌
壺·주머니호·把手付壺
鍛造鐵斧·鎌·刀子
壺·把手付壺
鍛造鐵斧·鎌·矛
壺2·주머니호·把手付壺
鑄造鐵斧2·鍛造鐵斧3
壺2·주머니호·
板狀鐵斧(多数)·鎌·鉇·刀子·劍
把手付壺2·漢鏡
板狀鐵斧2·鍛造鐵斧2·鎌2·
주머니호
鑿·鉇 鏃·矛
鍛造鐵斧·鎌
주머니호·把手付壺
板狀鐵斧·鍛造鐵斧·鎌·鍬形鐵器
주머니호·把手付壺·漢鏡
異形鐵器·劍
鍛造鐵斧2·鎌·鑿·鉇·따비·劍·矛2
把手付壺2·豆
板狀鐵斧·鍛造鐵斧·鎌
把手付壺
鑄造鐵斧2·板狀鐵斧·鍛造鐵斧
주머니호
鎌·劍·矛
鑄造鐵斧·板狀鐵斧·鍛造鐵斧·鎌
劍
壺·주머니호·銅劍
鉇·鑿·矛
板狀鐵斧·鍛造鐵斧·鎌·鍬形鐵器
주머니호
異形鐵器·劍
鑄造鐵斧(多 数)·板狀鐵斧(多 数)
銅劍·銅矛·銅鐸·五銖銭·漢鏡
鍛造鐵斧2·鎌·刀子·따비·劍2·矛·戈
鍛造鐵斧·鎌·矛
주머니호·把手付壺
鎌·劍
주머니호
鍛造鐵斧·鎌·따비
壺·주머니호·把手付壺
鑄造鐵斧·鍛造鐵斧2·鎌·鑿·鉇
壺·주머니호
劍·矛·鏃(多数)
鍛造鐵斧·鎌·鉇
壺·주머니호
鑄造鐵斧2·板狀鐵斧2·鍛造鐵斧·鎌
粘土帯土器·주머니호·把手付壺
劍·矛
鍛造鐵斧·鎌·劍·矛
주머니호·漢鏡
鍛造鐵斧·鎌·鑿·鉇·
把手付壺
劍·矛·鏃(多数)
鍛造鐵斧·鎌·劍·矛2
주머니호
鎌·刀子
주머니호·把手付壺
鍛造鐵斧·鎌
壺·주머니호
鍛造鐵斧·鎌
把手付壺
鍛造鐵斧·鎌2·鑿·鉇·鏃(多数)·矛
壺·주머니호·把手付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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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of the iron sickle in Northeast Asia and
the appearance background of the cast iron sickle
of the Galdong site
Sang-min Kim
(Mokpo National University)
Casted iron sickle excavated from Tomb 2 and 3 of the Wanju Galdong site have
been widely found in the center of Yan (燕) State to Liaoning (遼寧). It is known that the
iron sickles were introduced to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relationship with Yan State,
but research on this issue has faced limitations as the iron sickles had not been discovered
continually in the southern area of the peninsular.
This paper classified the type of iron sickles excavated in Northeast Asia from the
Warring States period (戰國時代) to the Pre-Han (前漢) Dynasty, and examined the changes
of the iron sickles by time and region. This paper also compared the casted iron sickles of
the Wanju Galdong site with the same type of iron sickles in different times and regions to
identify their features and presume the background how the casted iron sickles had been
introduced to Galdong with the diffusion of iron culture in Northeast Asia.
As a result,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iron sickles of the Wanju Galdong site
presented the most similarity to those of the Huadian Xiaohuangshantun (樺甸 小荒山屯)
and Fushun Lianhuabao (撫順 蓮花堡) sites, did not show a big difference in time with
those of the Wiwon Yongyeondong (胃原 龍淵洞) site. It is assumed that iron sickles were
introduced to the Wanju Galdong site at some point between the late Warring Sates period
and the Qin (秦) Dynasty. This paper also determined that iron sickles were treated only
as burial accessories in the Wanju Galdong site, while practically used and recycled in
Liaoning during the same period. It is considered that casted iron sickles were introduced to
the Korean Peninsula via trades or migration under the indirect influence of Yan State, and
the discontinuity of the relics in the peninsular implies that the migration might have been a
temporary event.
Key words : Northeast Asia, The Warring States period, The Pre-Han Dynasty, Casted iron
sickles, The Wanju Galdong site, Indirect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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