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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기나긴 기다림의 결과가 2020년 신년 선물로 배달되었다. 고구려 문화의 기원과 관련하
여 국내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통화 만발발자유적 발굴보고서가 드디어 도
착한 것이다. 『通化萬發撥子遺址考古發掘報告』란 제목으로 발간된 이 보고서는 1997년부
터 1999년까지 이루어진 발굴조사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도판을 포함하여 700여 쪽에 가
까운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고 있다.
만발발자유적은 吉林省 通化市 金廠鎭 東昌區에 위치해 있다. 1956년 처음 발견되었으

며, 1960년 제1차 문물조사 당시에 조사가 이루어져 “왕팔발자(王八脖子)”유적으로 명명
되었다. 1985년 제2차 문물조사 당시에 유적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토대

로 1987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에 의해 첫 발굴이 이루어졌다.
1996년 “만발발자”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97~1999년까지 3년에 걸쳐 2차 발굴이 진행되
었다. 조사 결과 주거지 20기, 수혈유구(灰坑) 137기, 구상유구(灰溝) 9기, 환호(環狀圍溝)
1기, 무덤 56기가 발굴되었고, 토기를 비롯한 석기, 청동기, 철기, 골각기 등 다양한 종류
의 유물 6,942점이 출토되었다. 이와 같은 성과를 토대로 이 유적은 1999년 중국 10대 발굴
에 선정되었고, 2001년에는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全國重点文物保護單位)로 지정되었다.
만발발자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명대에 이르기까지 시기를 달리하는 다양한 종류
의 유구와 유물들이 조사되어 이 지역 고고학 문화의 발전과정뿐만 아니라 고구려 문화
의 기원 및 계승 관계를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무덤과
생활유구가 공존하고 있어 선고구려시기와 고구려시기 취락의 전체적인 생활상을 파악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 보고서는 2019년에 9월에 발간되었지만 그동안 국내에는 널리 소개되지 않았다. 비
록 늦은 감이 있지만 동북지역 선사문화와 고구려에 관심 있는 학자들을 위해 간략하게
나마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검토와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주요 내용
1. 목차 구성의 특징
보고서의 목차 구성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록으로 유구 제원표와 함께 무덤
출토 인골과 동물뼈에 대한 분석 내용이 실려 있다. 보고서의 목차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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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灰溝

第二章 地層堆積與遺址分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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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章 其他遺存

四, 제Ⅳ區

第一節 未分期遺迹單位上述

五, 제Ⅴ區

第二節 採集品及耕土層出土器物上述

六, 제Ⅵ區
七, 제Ⅶ區

第五章 結語

八, 제Ⅷ區

第一節 各期文化遺存的特點,年代及性質

第二節 各區地層堆積的對應關係及遺存的分期與
年代

一. 第一期遺存的特點,年代及性質
二. 第二期遺存的特點,年代及性質

第三節 遺迹槪況

三. 第三期遺存的特點,年代及性質

第四節 部分器物的類型劃分

四. 第四期遺存的特點,年代及性質
五. 第五期遺存的特點,年代及性質

第三章 各期遺存詳述
第一節 新石器時代遺存
一. 地層出土器物
二. 房址
三. 灰坑
第二節 晩商至西周時期遺存

六. 第六期遺存的特點,年代及性質
第二節 其他遺存的年代
一. 未分期遺迹單位的年代
二. 採集品及耕土層出土器物的年代
第三節 第三期至第五期墓葬的討論
一. 不同形制墓葬之間關係

一. 地層出土器物

二. 墓葬的基本特徵

二. 房址

三. 墓葬的喪葬習俗

三. 灰坑
第三節 春秋戰國時期遺存
一. 地層出土器物
二. 房址

附表

付祿一 通化萬發撥子墓葬顱骨人種的類型

付祿二 通化萬發撥子遺址春秋戰國時期叢葬墓出

四. 灰溝

土顱骨的觀察與測量
付祿三 通化萬發撥子明代墓葬出土人骨硏究

五. 墓葬

付祿四 通化萬發撥子聚落遺址動物遺存初步分析

三. 灰坑

第四節 西漢時期至兩漢之際遺存
一. 地層出土器物

Abstract

二. 房址

後記

三. 灰坑
四. 灰溝
五. 墓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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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유적 개관을 다루고 있는데, 자연지형적 특
징과 조사현황, 그리고 보고서 집필의 범례에 대해 적고 있다. 제2장에서는 유적의 층위
퇴적 양상을 통해 연대 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더불어 일부 유물에 대한 형식학적 분류
를 통해 각 시기별 유구와 유물을 분류하는 기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시대별
로 주거지, 수혈유구, 구상유구, 환호, 무덤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
록하고 있는데, 각 시기 문화층 출토 유물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제4장에서는
조사과정 중에 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유물과 유적 주변에서 채집하거나 경작토상에서
출토된 유물을 하나의 장으로 설정하여 기술하고 있다. 제5장 결어에서는 유적에서 출토
된 각 시기별 유적과 유물의 특징과 연대 및 성격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무덤을 하나의 절로 나누어 형식적 특징과 계승관계 및 장례풍속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
고 있어 당시 이 지역의 문화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후기에서는 유적이 발굴
된 이후 20여년이 지난 후에 보고서가 발간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적고 있다.

2. 제1·2장 유적 개관 및 층위 퇴적과 분기 설정
제1장과 제2장에서는 유적 개관과 층위 양상에 대해 설명하고 보고서 집필을 위한 연
대와 유물 분류 기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1절에서는 지리적 환경 및 역사 연혁을 다루

고 있다. 만발발자유적은 吉林省 通化市 金廠鎭 東昌區 跃進村과 環通鄕 江南村의 경계
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 면적은 대략 150,000㎡에 이른다. 지리좌표는 동경125°56′~126°

06′, 북위 41°40′~41°41′이며, 해발고도는 대략 370~466m이다. 유적은 동쪽의 산에서 흘러
내린 능선의 하단부에 위치해 있는데, 그 지형이 거북이(자라)가 머리를 내밀고 있는 모
습 같다고 해서 “왕빠버즈(王八脖子)”로 불리었다. 유적 중앙의 비교적 낮은 부분에 도로
가 나 있는데, 이 도로를 기준으로 유적의 서쪽은 상대고도 15m 내외의 나지막한 구릉이

며, 동쪽은 비교적 높은 산으로 이어져 있으며,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서쪽에서는 주로
생활유구가 확인되며, 동쪽에는 무덤이 입지해 있다. 유적의 서쪽에 혼강(渾江)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으며, 남쪽으로 금창하(金廠河)가 동에서 서로 흘러 혼강에 유입되고 있
다. 유적은 혼강과 금창하가 유입되는 지점의 능선 하단부에 입지해 있는데, 선사시대부
터 사람들의 생활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그림 1>.
역사적 연혁은 주로 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과거에서부터 최근까지의 통화시 역
사를 기술하고 있다. 내용상의 특이점으로는 고대사 방면에서 최근 중국의 동북사 인식
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상주시기에는 기자가 이 지역으로 이동하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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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국을 세우고, 전국시기에는 연나라 진개의 요동정벌로 압록강까지 진출하면서 통화
지역이 연나라에 예속되게 되었으며, 이후에는 연(燕)·제(齊)·조(趙)나라 유민집단이
세운 위만조선이 다스리고, 한 무제 이후에는 한사군 중의 하나인 현토군에 예속된 것으
로 기술하고 있다. 고구려 성립 이후에는 고구려의 중요 지방거점으로 사용되었고, 고구
려가 멸망 이후에는 안동도호부에 예속되었다가 발해시기에는 서경압록도독부의 치소로
사용되었다. 요금시대에는 동경도요양부 관할이었다가 명대에는 건주여진의 생활터전이
되었고, 청대에 들어 흥경부에 속해 있다가 봉금지역으로 지정되면서 100여년간 인적이
없다가 1877년 청 정부에서 통화현을 설치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1. 만발발자유적 위치도

2. 유적 서부 전경(동-서)

3. 유적 동부 전경(서-동)

<그림 1> 통화 만발발자유적 위치도 및 유적 동·서부 전경(구글지도 및 도판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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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에서는 유적 조사 현황을 연도별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1956년 처음 발견된 이
래 1961년 제1차 정밀조사가 이루어졌고, 다음해 길림성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었으며,
1985년에 2차 정밀조사와 1987년 1차 발굴이 진행되었다. 다만 당시 발굴내용에 대한 보
고서는 발간되지 않았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2차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1997년에는
제Ⅰ구역과 제Ⅱ구역이, 1998년에는 제Ⅲ·제Ⅳ구역, 1999년에는 제Ⅴ~Ⅷ구역이 조사되
었다. 조사면적은 제Ⅰ구역 625㎡, 제Ⅱ구역 860㎡, 제Ⅲ구역 930㎡, 제Ⅳ구역 400㎡, 제
Ⅴ구역 1,425㎡, 제Ⅵ구역 2,020㎡, 제Ⅶ구역 107㎡, 제Ⅷ구역 90㎡이다. 2001년에 전국중
점문물단위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현지에서 보고서 집필을 위한 발
굴자료 정리가 이루어졌다.
제2장에서는 유적의 퇴적양상과 분기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1절에서는 유적의 지역 구
분 및 각 지구별 토층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유적 중앙의 도로를 기준으로 서쪽 구릉은
서부, 동쪽 구릉은 동부로 나누고, 제Ⅰ구역에서 제Ⅳ구역까지는 서부, 제Ⅴ구역에서 제
Ⅷ구역까지는 동부로 구획하였다. 서부의 제Ⅰ구역과 제Ⅳ구역은 산 정상부 대지 구간이
며, 제Ⅱ구역은 구릉 동쪽 사면 평탄대지, 제Ⅲ구역은 구릉 서쪽의 계단상으로 이루어진
2급대지 부분에 해당된다. 유적의 동부 구릉사면의 하단부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발굴
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완만한 경사도의 2급대지가 형성되는 있는 구릉 중간부와 정상
부만 조사가 진행되었다. 제Ⅴ구역은 동부의 남쪽사면과 서쪽 사면 일부, 제Ⅵ구역은 동
부의 서쪽 사면, 제Ⅶ구역과 제Ⅷ구역은 동부 산정상부와 그 주변에 해당된다. 보고서에
는 발굴지역 전체 범위에 대한 평면도가 없어 구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발굴 구역을 구글 지도에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만발발자유적 발굴 구역 분포도(구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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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의 토층 퇴적 양상을 살펴보면 서부지역은 전체적으로 퇴적이 깊게 이루어져 많게
는 13개 층에서 적게는 4개 층까지 확인된다. 층위는 구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① 경작
층 아래의 ② 흑갈색층은 위진시대, 그 아래의 ③ 흑황색 혹은 황갈색층은 한대, ④~⑧
황(갈)색, 황색, 갈색, 백색사질층은 청동기시대 만기, ⑨ 회갈색, ⑩ 황흑갈색 혹은 옅은
갈색층은 청동기시대 조기, 그 아래의 ⑪ 황(흑)갈색, ⑫ 황색, ⑬ 황갈색 혹은 갈색층은
신석기시대 만기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Ⅲ구역은 청동기시대 만기층까지만, 제Ⅳ구역
은 한대층까지만 확인된다. 동부지역 퇴적 양상은 경사도가 심해 서부 구릉에 비해 잘 남
아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구릉 정상부는 유구가 생토면에 노출되어 있으며, 중간 부분에
는 6~7개의 토층이 확인되고 있다. ① 경작층 아래의 ② 회흑색사질층은 위진시대, 그 아
래 ③ 홍갈색층은 한대, 그 아래의 ④ 흑회색, ⑤ 회황색사질토, ⑥ 황갈색층은 청동기시
대 만기층, ⑦층은 생토면으로 파악하였다. 산 정상부의 제Ⅶ구역과 제Ⅷ구역에서는 8기
의 무덤이 지표면에서 노출되어 있다.

<그림 3> 만발발자유적 제Ⅰ구역 북벽 토층단면도(보고서 도2-1-1)

제2절에서는 각 지구 층위의 대응관계와 유적의 분기와 연대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유적에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는 문화층은 모두 6시기로 구분된다. 가장 하층인
신석기시대 만기층을 제1기로 하여, 제2기는 청동기시대 조기, 제3기는 청동기시대 만기,
제4기는 한대(선고구려시기), 제5기는 위진시대(고구려시기), 제6기는 명대이다. 제1기에
해당되는 유구는 제Ⅰ구역, 제Ⅱ구역, 제Ⅳ구역 등 서부 구릉에서만 확인된다. 연대는 대
략 B.P 6,000~5,000년에 해당되며, 주거지 등 생활유구만 조사되었다. 제2기인 청동기시
대 조기는 제Ⅰ구역과 제Ⅱ구역에서만 확인되고 있으며, 연대는 기원전 13~8세기(상대만
기~서주)로 생활유구만 조사되었다. 제3기 청동기시대 만기층은 제Ⅳ구역을 제외한 모
든 구역에서 확인되었다. 이 시기는 이른 단계(춘추)와 늦은 단계(전국)로 다시 세분되며,
생활유구와 무덤이 모두 확인되고 있다. 제4기 한대 문화층은 서부의 제Ⅰ~Ⅳ구역에서
모두 확인되며, 동부는 제Ⅵ구역에서만 조사되었다. 생활유구와 무덤이 모두 조사되었
다. 제5기 위진시대 문화층은 서부의 제Ⅰ~Ⅳ구역과 동부의 Ⅵ구역에서 확인되며, 생활
유구와 무덤이 모두 조사되었다. 제6기 명대층은 제Ⅲ구역에서만 확인되며, 무덤 12기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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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만발발자유적 제Ⅰ구역 평면도(보고서 도2-1-2)

제3절에서는 유구 출토 현황 및 유물 형식 분류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997~1999
년 발굴에서는 주거지 20기, 수혈유구 137기, 구상유구 9기, 환호 1기, 무덤 56기가 조사
되었다. 주거지는 모두 서부에서만 확인되었는데, 제Ⅰ구역 8기, 제Ⅱ구역 6기, 제Ⅲ구
역 1기, 제Ⅳ구역 5기로 제1~5기에 속하는 주거지들이 모두 발견되었다. 주거지는 3가지
형식으로 구분되는데, 제1형은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에 사용된 반수혈식 주거지이
며, 제2형은 주거지 벽면을 돌담 혹은 흙으로 쌓아 올린 형태로 선고구려시기, 제3형은
온돌시설이 갖추어진 반수혈식 주거지로 고구려의 전형적인 주거지 형식에 해당된다.
수혈유구는 서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동부에서는 소수만 확인된다. 제Ⅰ구역 80기, 제
Ⅱ구역 41기, 제Ⅲ구역 2기, 제Ⅳ구역 4기, 동부의 제Ⅴ구역 2기, 제Ⅵ구역 8기로 명대를
제외한 모든 문화층에서 발굴되었다. 형태는 타원형 혹은 원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으며, 약간의 불규칙형도 존재한다. 구상유구는 서부에만 분포하며, 제Ⅰ구역 4기, 제Ⅱ
구역 5기로 제3기에서 제5기에 해당된다. 환호는 제Ⅱ구역에서 조사되었는데, 제5기에
해당된다. 무덤은 제Ⅰ구역과 제Ⅳ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확인된다. 제3기부터 제6
기에 속하는 다양한 무덤들이 조사되었는데, 토광묘 21기, 석관묘 11기, 석곽석관묘 1기,
대개석묘 4기, 대개석적석묘 2기, 무단석광적석묘 1기, 방단적석묘 1기 등이다.
제4절에서는 출토유물 중 일부 유물의 형식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유적에서는 토
기, 옥석기, 골각기, 청동기, 철기 등 다양한 종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중 출토 수량
이 가장 많고 형태가 다양한 토제 어망추, 토제 방추차, 석촉, 석제 어망추, 연마기, 석도
등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 형식 분류의 실시하고 있다. 토제 어망추(796점)와 토제 방
추차(184점)는 모두 7형식으로, 1,000여점의 석촉(1,000점)과 석제 어망추(566점), 연마기
(305점)는 5형식으로, 석도(332점)는 4형식으로 분류하고, 수량이 많지 않은 기타 유물은
형식 분류 없이 그대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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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유구는 제Ⅰ구역에서 수혈유구 3기, 제Ⅱ구역에서는 주거지 1기, 제Ⅳ구역
에서 수혈유구 3기 등이 확인되었다. 이밖에도 문화층에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다
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주거지(97ⅡTWF15)는 원형의 반수혈식으로 직경은 4.4~5.5m
이며, 바닥면은 정리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중앙에 할석을 장방형으로 쌓아 만든 노
지가 설치되어 있다. 주거지 벽면 둘레로 40여개의 주공이 확인되며, 깊이는 8~30cm로
일정하지 않다. 서쪽면 일부가 돌출되어 있어 출입시설로 추정하고 있다. 출토유물로는
토기 5점, 석기 7점, 송곳니로 제작된 도구 3점 등이 있다. 수혈유구는 평면 타원형과 원
1)

형이 대부분이며, 내부에서 토기와 석기, 골각기 등 다량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그림 4> 신석기시대 주거지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보고서 도3-1-1~30)

1) 이 글에서는 문화층 출토 유물의 경우 여러 시기의 유물이 혼재되어 있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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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의 태토는 고운 니질(泥質) 계통이 다수이며, 소량의 협사도가 있다. 홍갈색, 갈색,
흑갈색 위주이고, 문양은 압인(壓印) 혹은 각획(刻劃)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자문(之字
紋), 인자문(人字紋), 사점문(斜点紋), 방격문(方格紋), 사선문(斜線紋), 석문(席紋), 비점문
(篦点紋) 등과 여러 개의 문양이 함께 새겨진 복합문(複合紋) 등이 있다. 기종으로는 통형

관(筒形罐), 소형 잔 등이 있다. 석기는 도, 검, 화살촉, 도끼, 낫, 끌, 어망추, 격지, 갈돌,
갈판 등과 일부 뗀석기 등이 있으며, 골각기는 송곳, 비녀, 큰사슴(狍子)뿔로 만든 바늘,

대롱(管) 등이 있다. 일부 수혈유구 내부에서 자라껍질과 소라껍질, 민물조개 껍질 등이
출토되고 있다.

2) 청동기시대 조기(商代만기~西周시기)
이 시기에 해당하는 문화층은 제Ⅰ구역의 ⑨~⑩층, 제Ⅱ구역의 ⑧층으로, 제Ⅰ구역에
서는 주거지 1기와 회갱 3기, 제Ⅱ구역에서는 주거지 1기만 조사되었다. 제Ⅰ구역 주거
지(97ⅠTWF14)의 경우 조사지역 서쪽 마지막 트렌치 단벽 넘어까지 이어져 있어 정확한
평면 형태와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주거지 중앙에 소성토가 넓게 깔려 있고, 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제Ⅱ구역 주거지(97ⅡTWF17)는 말각장방형으로 보고서상에는
수혈유구가 주거지 남동쪽 모서리 일부를 파괴하고 있으며, 97ⅡTWF15 주거지와 중복
2)

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평면도 상에는 파괴된 흔적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규모
는 길이 3.4m, 너비 2.76m, 깊이 0.22m이며, 바닥면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울퉁불퉁하
다. 노지는 타원형으로 주거지 중앙에 설치되어 있다. 주거지 동쪽 벽면 주변으로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주공 10여개가 위치해 있으며, 출입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토기편 3점과
석기 2점이 출토되었다. 수혈유구 3기는 모두 트렌치 벽면에 걸쳐 있어 정확한 평면 형태
를 파악할 수 없다. 내부에서는 소량의 토기편과 다양한 종류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유구
에서 출토된 유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토기는 니질에 회갈색, 홍갈색, 흑갈색 등의 무문
토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기종으로는 호, 관 등이 있다. 석기는 석촉, 어망추, 격지, 갈돌,
타제 아요형(亞腰形)석부 등이 있다.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문화층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나, 여러 시기의 유물이 혼재되어 있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Ⅱ구역 전체 평면도상에는 중복과 파괴 현상이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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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청동기시대 조기 주거지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보고서 도3-2-13~14)

3) 청동기시대 만기(春秋戰國時期)
만발발자유적에서 문화층이 가장 두터운 시기로 문화내용 역시 가장 풍부하다. 이 시기
의 문화층은 제Ⅳ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주거지는 제Ⅰ구역에서 5
기, 제Ⅱ구역 2기, 제Ⅲ구역 1기, 제Ⅳ구역 3기 등 모두 11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
면 형태는 원형, 말각장방형, 변형凸자형 등 다양하다. 규모는 주거지의 평면에 따라 약
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원형은 직경 3~5m 내외이며, 장방형과 변형凸자형은 4~6m 내외
이다. 바닥면은 대부분 평편하게 정리한 후 황토 혹은 모래로 다짐을 하고 있다. 노지는
중앙 혹은 한쪽 면에 치우쳐 설치되어 있는데, 수혈식이 다수이나 할석을 두른 예(97Ⅱ
TWF11,97ⅢTWF21)도 확인된다. 주공은 확인되지 않는 것부터 내외로 20개 이상 설치된
것도 있다. 99ⅥTWF24의 경우 출입시설 옆에 원형으로 주공이 배치되어 있는데, 보고서
에는 주거지 부속시설로 추정하고 있다. 출입시설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거지에
서 확인된다. 설치된 방향은 하나의 구역에서도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일정한 방향
성을 찾기 어렵다. 길이는 대략 1m 내외이며, 양 옆면을 돌로 쌓은 경우(97ⅠTWF9)도 확
인된다. 주거지 내부에서 토기, 석기, 골각기 등 다양한 종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토기
는 완형의 관, 호 등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토기편들이 출토되었고, 더불어 방추차, 어망
추, 개·돼지 등의 토제 도구와 소조품도 발견되었다. 석기는 어망추, 화살촉, 도끼, 칼,
끌, 갈돌, 타제석기, 숫돌, 검, 밀개, 야요형석부, 석구(球), 설(楔), 병형(餠形)석기, 낫, 송
곳 등이 있으며, 골각기는 끌, 비수, 송곳, 바늘 등과 더불어 자라껍질, 물고기뼈, 짐승뼈,
민물조개껍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밖에도 99ⅥTWF24에서는 복숭아씨가 출토되어
당시의 식생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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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ⅠTWF3

2. 97ⅠTWF12

3. 97ⅠTWF8

4. 97ⅡTWF11

5. 99ⅥTWF23

6. 99ⅥTWF24

7. 97ⅡTWF11 전경

8. 97ⅡTWF13 전경

<그림 7> 청동기시대 만기 주거지 평·단면도(보고서 도3-3-50~79, 도판 10)

수혈유구는 모두 70기가 조사되었는데, 제Ⅰ구역에서 40기, 제Ⅱ구역 19기, 제Ⅲ구역 1
기, 제Ⅴ구역 2기, 제Ⅵ구역 8기 등이다. 평면 형태는 원형과 타원형이 대부분을 차지하
며, 소수의 말각장방형과 불규칙형 등이 있다. 수혈 벽면은 둥글거나 혹은 경사지게 내려
오며, 직각은 매우 드물다. 직경이 2m 이상인 큰 수혈에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유물 중에는 어망추와 화살촉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짐승뼈, 자라껍질, 민
물조개껍질 등이 함께 출토되고 있어 당시 생업활동과 식생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구상유구는 제Ⅰ구역에서 2기, 제Ⅱ구역에서 3기 등 모두 5기가 조사되었다. 구상유구
의 경우 일부 구간은 토층 벽 혹은 발굴 범위 넘어까지 길게 이어져 있어 조사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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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았다. 평면 형태는 불규칙형 혹은 말각장방형이며, 벽면은 둥글게 내려오고, 바닥
은 편평하다. 내부에서 다양한 종류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데, 97ⅠTWG3의 경우 석기
만 출토되고 있어 석기작업장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Ⅱ구역 구상유구는
규모가 비교적 큰 편으로 내부에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생활유구에서 출토된 유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토기는 보편적으로 가로 혹은 세로 방향
의 손잡이가 유행하고 있다. 주요 기종은 관, 호, 완 위주이며, 소량이긴 하나 두형토기,
증(甑), 옹, 대부발(圈足鉢), 정족(鼎足)과 력족(鬲足) 등이 출토되고 있다. 관은 파수부의
유무와 형태에 따라 모두 5종류로 구분된다. 파수가 없는 무이관(無耳罐), 복부에 매 부리

모양 반이(鷹嘴鋬耳)와 교상이(橋狀耳)가 대칭으로 부착된 관, 횡이관(橫耳罐), 수이관(竪

耳罐), 반이관(鋬耳罐) 등이다. 이 중에 복부에 반이와 교상이가 대칭으로 부착된 관은 이
시기에만 확인되며, 무덤에서는 출토되지 않고 있어 실생활용기로 판단된다. 기형이 비
교적 큰 편으로 이른 시기에는 횡교상이가 유행하고 매 부리모양 반이(鋬耳)가 비교적 길

게 제작되다가 늦은 시기에는 수교상이로 바뀌고 반이가 짧게 변하고 있다. 무이관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기벽이 얇고 외반 구연(侈口)에, 볼록한 복부(鼓腹), 편평한 바닥
(平底) 혹은 작은 굽(小臺足)이 달려 있다. 두 번째는 기벽이 두껍고, 고복(鼓腹), 바닥 안
쪽이 약간 들어간 굽(假圈足) 혹은 작은 굽이 달려 있다. 횡이관은 모래 비짐된 협사도 계
통으로 오목하게 내수한 구연(斂口), 둥글고 볼록한 복부(圓鼓腹), 굽달린 저부로 이루어
져 있다. 수이관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장고복(長鼓腹), 외반하는 구연(侈口), 작은 굽 혹
은 낮은 테두리 굽(矮圈足)이고, 다른 하나는 둥근 고복, 외반된 구연, 높은 테두리 굽 혹
은 평저 굽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이관은 3종류인데, 하나는 기형이 왜소한 반이가 양쪽
에 달리고 구연부가 외연하는 관이다. 모두 원고복이고, 평저 굽이다. 두 번째는 기형이
높고, 여러 종류의 손잡이가 부착 (반이+맹이(盲耳) 혹은 4개의 반이)되어 있다. 세 번째
는 왜소하고, 반이가 4개 달린 내수한 구연을 가진 관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반이관은
세트로 출현하고 있다. 세 번째 반이관은 무덤에서도 출토된다.
호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기형이 비교적 크다. 모두 모래가 비짐된 홍갈색 혹은
황색 무문 토기이다. 두 번째는 기형이 작고 정형성이 없으며, 무문에 평저이다. 완은 3종
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벽이 얇고 기형이 작으며, 고복(鼓腹)이다. 저부가 평저 굽 혹
은 바닥 안쪽이 약간 들어간 굽(假圈足) 형태를 갖추고 있다. 두 번째는 기벽이 두껍고 기
형이 비교적 크다. 평저 혹은 환저(環底)이다. 세 번째는 두 번째 종류의 완과 유사한데,
다만 기벽 내측에 한 줄의 비릉(扉棱)이 둘러져 있으며, 이 시기에만 확인된다. 두형토기,
증, 권족발은 수량이 매우 적은 편이다. 두형토기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나
팔형 굽다리에 얕은 호형(弧形)의 접시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는 굽다리에 구멍이 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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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있으며, 깊은 바리 형태의 접시로 이루어져 있다. 증은 2점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구멍
이 하나 나 있는 단공증이다. 권족발은 1점만 발견되었는데, 낮은 테두리 굽에 심발형태
로 무덤에서도 발견된다. 소량이기는 하나 미송리형토기(弦紋壺)도 출현하고 있다. 또한
수날법(手捏法)으로 제작된 소형 토기 즉 충(盅), 완(碗) 등도 출토되고 있다. 이밖에도 토

<그림 8> 청동기시대 만기 생활유구 출토 유물(보고서 도3-3-5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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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조품이 발견되는데, 돼지·개·사람 얼굴 모양 등이 있다. 토제 방추차와 어망추도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고 있다. 제6구역에서는 남성생식기 모양의 토제 소조품이 출토되
었는데, 이는 당시에 생식숭배 현상이 있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석기는 기존의 삼각만입식 석촉, 유경식 석촉과 함께 삼릉형 석촉이 새롭게 출현하고 있
다. 이 시기에는 석제 단검이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는데, 청동단검을 모방하여 정교하게
만들고 있다. 골각기 중에는 불에 탄 복골도 발견된다. 문화층이 두터움에도 불구하고 청
동기는 선형동부 1점만 출토되었다. 소량의 소형 옥 장식물, 옥자귀, 옥추, 옥부 등이 출토
된다. 녹각추(鹿角坠)는 그 형태가 남성 생식기 형태로 생식숭배의 일종으로 파악된다.

무덤은 모두 33기가 발견되었다. 제Ⅱ구역에서 토광묘 4기, 제Ⅴ구역에서는 석관묘 5

기, 제Ⅵ구역에서는 토광묘 17기, 석관묘 2기, 제Ⅶ구역에서는 대개석묘 2기, 제Ⅷ구역에
서는 석관묘 1기, 대개석묘 2기가 발견되었다.
토광묘는 21기가 발견되었는데, 모두 장방형의 순수 토광묘로 관곽은 사용되지 않았
다. 보고서에서는 전체 토광묘를 A·B 두 개 조로 나누고 있다. A조는 모두 6기(97Ⅱ
TWM1~4, 99ⅥTWM20, 99ⅥTWM21)이며, B조는 나머지 15기이다. A조 중 제Ⅱ구역의
M1과 M3은 단인장, M2와 M4는 2인합장 , 제Ⅵ구역의 M20과 M21은 다장집단묘(从葬墓)
3)

이다. 확인이 가능한 시신 안치 방법은 상반신은 두 손을 교차하여 복부에 올려놓고, 다
리는 모아서 무릎을 한쪽으로 굽혀서 묻은 앙신굴지(仰身屈肢) 형태이다. 부장품의 배치
는 무덤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머리 상부에는 관, 발 등의 토기류가, 상반신 부위
에는 장신구와 석공구류, 허리와 대퇴부 부위에는 무기류와 생산공구, 장신구류, 다리 아
래에 토기류와 동물뼈가 안치되어 있다. 부장유물은 토기에서부터 석기, 청동기, 골기 등
다양하게 매납되고 있으며, 특히 돼지 이빨이나 뼈가 많이 매납되고 있다.
A조 토광묘 중 집장묘인 M20과 M21이 가장 특징적이다. 두 무덤은 토층벽을 사이에 두
고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데, M20은 4인합장묘로 3인(남성,여성,남성)은 머리가 북쪽을 향
해 있는데, 등고선과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고, 3인의 발아래 1인(남성)은 두향이 동
쪽으로 등고선과 직교하고 있다. 3인 중 가장 동쪽에 위치한 3호 인골의 허리부분에서 청
동단검이, 3인 발아래 위치한 4호 인골 왼손 부근에서 청동단검 칼집이 발견되었다. M21
은 35인이 하나의 묘광에 함께 묻혀 있는 집단묘로 묘광의 길이는 16.7m, 너비는 2.5m,
깊이 0.2~0.25m이다. 매장된 35구 중 성별 확인이 가능한 무덤은 남자 4기, 여자 3기에 불
과하다. 연령은 6개월부터 많게는 6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확인되고 있다. 두향이 동향
인 인골은 모두 16구로 묘광 중앙과 남쪽에 주로 위치하며, 서향은 9구로 북쪽에 위치해

3) M4는 모자(母子)합장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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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남향(4구)과 북향(3구)은 대부분 유아 혹은 미성년자에 해당된다. 방향을 알 수 없
는 인골도 3구가 있다.
토기는 운모가 비짐된 홍갈색 혹은 회갈색 무문토기가 주를 이룬다. 니질의 황색도 일
부 확인된다. 유물조합은 관+호+발 혹은 관+호+완이다. 이 중 관+호+발 조합은 A조 무
덤에서만 확인된다. 호와 관의 형식은 매우 다양하다. 관은 손잡이의 유무와 형태에 따라
무이관, 쌍반이관, 사반이관, 수이관, 다이관(多耳罐)으로 구분되며, 관의 구연부는 첩순
(疊脣)으로 이루어져 있다. 호는 구연부의 차이에 따라 상구호, 치구호, 직구호 등으로 나
눌 수 있다. 대다수의 호는 경부와 복부가 만나는 지점에 한 줄의 돌대문이 장식되어 있
으며, 수교이와 유정이(乳丁耳)가 부착되어 있다. 발과 배는 A조 무덤에서만 확인된다.
토제 어망추의 수량은 매우 적다. 석기는 마제로 정교하게 제작되어 있다. 석촉은 삼각만
입식만 출토되고 있으며, 수량이 많다. 석도 역시 수량이 많고 형태 역시 매우 다양하게
출토되고 있다. 이밖에도 석부, 석착, 석분, 석제 어망추 등이 있으나 수량은 많지 않다.
골기는 골착, 골추, 골촉이 다수를 점한다. 골촉은 M21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었는데, 석
촉과 공반되어 있다. 일정 수량의 조개껍질 장식과 이빨 장식도 출현한다. 청동기는 M20
과 M21에서만 출토되고 있는데, 종류로는 청동환, 청동추식, 청동단검, 청동검집 등 소량
에 불과하다.
B조 토광묘는 모두 15기로 형식은 장방형에 일부 무덤은 내부에 할석이 놓여 있다. 장
례 방법은 다양하게 확인되는데, 10기는 이차장으로 그 중 6기는 천장묘(遷葬墓)로 내부
가 비어 있고, 4기는 두개골이 없는 천장묘이다. 이 중 1기는 2인 합장묘이며, 3기는 단인
장이다. 나머지 5기는 일차장 무덤으로 2기는 두개골이 없으며, 1기는 하반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신 매납 방법은 앙신굴지 혹은 상반신에 두 팔을 겹쳐 놓은 앙신반굴지, 앙신
직지 등이 확인된다. 부장품은 어깨부분에 돼지이빨 장식, 석촉, 청동무기류, 허리와 대
퇴부 부분에는 석도, 석부, 어망추와 같은 생산공구와 청동 장신구류, 다리 주변과 아래
에는 관, 완 등의 토기류가 안치되어 있다.
토기는 운모 혹은 조개껍질 가루가 비짐된 황색 혹은 붉은색 무문토기가 주를 이룬다.
소량의 니질황색 혹은 홍도가 있다. 일부 마광을 입힌 흑피도(黑皮陶) 혹은 협사흑도가
있다. 조합은 관+호+완, 관+호, 관+완, 혹은 관만 출토되는 경우도 있다. A조의 무이관,
쌍반이관, 수이관 등이 남아 있으며, 횡교상이 관, 4맹이 관이 새롭게 출현하고 있다. A조
의 사반이관, 다이관은 확인되지 않는다. 수량이 가장 많다. A조 중에 유정이 장식은 보
이지 않는다. 관은 대부분 원고복(圓鼓腹)에, 평저 굽(台足) 혹은 테두리 굽(圈足)이고, 일
부 평저도 있다. 호는 모두 가로 방향의 손잡이가 달려 있다. 완도 A조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깊은 동체에 높은 테두리 굽으로 이루어져 있다. 토제 방추차의 수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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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ⅡTWM4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2. 99ⅥTWM20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3. 99ⅥTWM21 평·단면도 및 도판
<그림 9> 청동기시대 만기 A조 토광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보고서 도3-3-51~237, 도판35,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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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고 네 면에 가는 실선 형태의 홈을 파 끈을 묶을 수 있도록 제작한 새로운 형태의
어망추가 출현하고 있다. 석기는 석도와 석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촉은 삼각만
입식 석촉과 함께 유경식 석촉이 새롭게 출토되고 있다. 청동기는 직경 6.3cm 내외의 동
경 2점(99ⅥTWM27)과 길이 14.3cm의 유엽형 청동모 1점(99ⅥTWM54)이 출토되었다. 골
기는 돼지이빨 장식만 출토되었다.

1. 99ⅥTWM18

4. 99ⅥTWM27

2. 99ⅥTWM22

5. 99ⅥTWM52

3. 99ⅥTWM23

6. 99ⅥTWM54

<그림 10> 청동기시대 만기 B조 토광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보고서 도3-3-27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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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묘는 8기가 조사되었다. 보고서에서는 매장 방식과 부장유물의 형식학적 분류에
따라 A·B조로 나누고 있다. A조는 3기(99ⅤTWM42, 99ⅤTWM47, 99ⅤTWM48)이며, B
조는 5기(99ⅧTWM40, 99ⅥTWM51, 99ⅥTWM53, 99ⅤTWM55, 99ⅤTWM56)이다.
A조 석관묘는 모두 제Ⅴ구역에 위치해 있다. 표토층 바로 아래에서 확인되며, 장방형
의 묘광을 파고 할석을 이용해 관을 구축한 후, 인골을 매장하고, 흙으로 덮은 형태이다.
M47은 이차장이고, 나머지는 일차장이다. 시신 매납 방식은 단인앙신반굴지장이다. 부
장유물은 종류와 수량이 많지 않다. 머리 위쪽에 호, 관 등의 토기류와 석도 등의 생산공
구가, 발아래에는 관 혹은 석겸 등이 놓여 있고, 장신구류는 생전에 착용했던 부위에서
확인된다. 토기의 종류로는 수이관, 횡이호 등이 있고, 공구류로 토제방추차, 석도, 석겸
등이 있으며, 장신구로는 옥석주, 이빨 장식품 등이 있다.
B조 석관묘는 제Ⅴ구역에 3기, 제Ⅵ구역에서 2기(M51,M53)가 발견되었다. 2기
(M40,M51)는 일차장이고, M40은 앙신직지장, M51은 측신굴지장, 3기는 이차장으로 모
두 두개골이 없으며, 장식은 앙신직지장이다. 축조방법은 큰 돌을 이용하여 묘벽을 축조
한 이후에 개별 묘벽 내부는 판석을 붙여 세우고 있으며, 바닥에는 판석 혹은 자갈돌, 잡
석을 깔고 있다. 인골 매장 후에 일부 무덤은 인골 상부를 판석으로 덮고 있으며, 대다수
무덤은 돌이 섞인 흙으로 충진하고 있다. 부장유물 중 토기는 M55에서 원형 점토대 관이
출토된 것이 전부이다. 장신구로는 동팔찌, 옥석주, 은환, 유리 귀마개(耳塡) 등이 있다.
대개석묘는 모두 4기(99ⅦTWM34, 99ⅦTWM35, 99ⅧTWM39, 99ⅧTWM43)로 동부 구
릉의 정상부인 제Ⅶ구역과 제Ⅷ구역에 위치한다. 무덤 구조는 모두 대동소이하다. 먼저
묘광을 판 후, 벽면에 할석을 쌓고 바닥은 기반암을 기대로 이용하거나 자갈돌을 깔고 있
다. 무덤 상부는 대형 판석으로 덮고 있다. 일부 무덤에는 두상(頭箱)이 설치되어 있다.
M34는 2인합장묘로 앙신직지장이며 남녀가 얼굴을 마주 보고 있다. 남성 머리 위쪽에 10
세 좌우의 아동 두개골이 매납되어 있다. 무덤 동쪽에 넓은 판석이 위치해 있는데, 그 상
부에서 소성 흔적이 있는 인골이 대량으로 확인된다. M35의 내부에서도 5곳의 소성흔이
발견된다. M39와 M43에는 부장품이 출토되지 않았다. 출토유물로는 맹이호, 두형관, 석
촉, 석제 방추차, 타제석부, 아요형석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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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42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4. M53평단면도

2. M47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5. M55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3. M48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6. M56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그림 11> 청동기시대 만기 석관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보고서 도3-3-29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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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ⅦTWM34평단면도

4. 99ⅦTWM34출토유물

2. 99ⅦTWM35평단면도

5. 99ⅦTWM35출토유물

3. 99ⅦTWM39평단면도

6. 99ⅦTWM43평단면도

<그림 12> 청동기시대 만기 대개석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보고서 도3-3-315~320)

4) 기원전 2세기~기원전후(西漢~兩漢교체기)
기원전 2세기~기원전후 한 시기(제4기)는 고구려 성립 이전의 선고구려문화 시기에 해
당한다. 이 시기의 문화층은 제Ⅰ구역, 제Ⅱ구역, 제Ⅲ구역, 제Ⅳ구역, 제Ⅵ구역 등에서
확인된다. 주거지는 제Ⅰ구역에서 1기(97ⅠTWF7), 제Ⅱ구역에서 2기(97ⅡTWF10, 97Ⅱ
TWF4)가 조사되었다. 평면 형태는 장방형과 타원형 등이 있으며, 규모는 장축이 5~6m,
단축이 3~4m 내외이다. 바닥면은 모두 편평하게 정리되어 있고, 일부분은 불다짐이 이
루어져 있다. 이 시기 주거지의 특징은 노지 주변으로 구들로 추정되는 시설들이 설치되
고 있다는 점이다. 97ⅠTWF7의 경우 원형의 노지 서남쪽에 벽면을 따라 석축된 “ㄴ”자형
의 구들이 설치되어 있다. 97ⅡTWF10의 경우는 서쪽 벽면에 노지가 설치되어 있다. 97Ⅱ
TWF4는 타원형의 주거지로 북서측에 노지가 설치되어 있고 남쪽으로 두 줄의 석렬이 조
성되어 있는데, 보고서에서는 구들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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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ⅠTWF7평단면도

2 .97ⅡTWF10평단면도

3. 97ⅡTWF4평단면도

4. 97ⅠTWF7출토유물

5. 97ⅡTWF10출토유물

6. 97ⅡTWF4출토유물

<그림 13> 기원전 2세기~기원전후시기 주거지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보고서 도3-4-14~29)

수혈유구는 제Ⅰ구역에서 17기, 제Ⅱ구역에서 14기, 제Ⅲ구역에서 1기 등 모두 32기가
조사되었다. 평면은 타원형에 벽면은 둥글거나 비스듬하게 내려가고 있으며, 바닥은 원
저 혹은 평저이다. 내부에서 토기를 비롯한 어망추, 석촉, 석도, 숫돌, 갈돌, 골검, 골추,
골관, 자라껍질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는 대부분 모래가 비짐된 홍갈색 무문토기로 구연
부에 세로 방향의 손잡이가 부착된 호와 복부 상부에 유두형 손잡이가 달리 관 등이 대
표적이다. 구상유구(97ⅡTWG6·7)는 길이가 하나는 5m, 다른 하나는 19m이며, 깊이는
0.5m~1m내외이다. 내부에서 관, 두형토기, 어망추, 석촉, 석도, 석착, 석부, 연마기, 골
추, 골관, 골잠, 동환 등이 출토되었다.
무덤은 제Ⅴ구역에서 4기(석관묘2, 석곽석관묘1, 대개석묘1) 제Ⅶ구역에서 1기(무단석
광적석묘), 제Ⅷ구역에서 2기(석관묘1, 대개석묘1) 등 모두 7기가 발굴되었다. 석관묘는
모두 3기로, 장방형의 묘광 벽면에 할석을 쌓아 관을 만들고 있다. 99ⅧTWM44는 중앙에
소성된 인골 1구가 놓여 있고, 우측 다리 부근에 불에 탄 흔적이 있는 인골 더미가 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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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99ⅤTWM45는 묘광 내부에서 직접 화장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대형 판석을 덮개돌로 사용하고 있다. 내부에서 청동단검 잔편 1점이 출토되었다.
99ⅤTWM46은 2인합장묘로 내부에서 직접 화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판석을 덮개돌로
사용하고 있다. 내부에서 호, 관 등의 토기와 타제석기인 찍개가 출토되었다.
석곽석관묘(99ⅤTWM36)는 묘광에 할석으로 석곽을 조성한 후 석곽 내부에 다시 판석
을 세워 석관을 만들고 있다. 석관 내부에는 시신과 부장품은 상하 3층으로 겹쳐서 매납
되어 있다. 각 층마다 자갈돌을 깔아 경계를 만들고 있으며, 하층의 자갈돌 밑에는 판석
이 깔려 있다. 상층 인골 상부는 7개의 판석을 이용하여 덮고. 커다란 돌을 올려 마무리
하고 있다. 그 상부에는 다시 25cm 이상의 봉토가 형성되어 있다. 남쪽 벽면에 길이 75cm
정도의 판석이 바깥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으며, 곽내 동남쪽에는 판석을 세워서 만든 변
상(邊箱)이 설치되어 있는데, 내부에 개 한 마리가 놓여 있다.
석관내 인골은 3층으로 쌓여 있다. 상층에는 두향이 남쪽을 향한 인골 2구가 안치되어
있다. 화장이 이루어져 있는데, 주로 하반신만 불에 타 있고 상반신은 그대로 있어 완전
히 연소되기 전에 흙을 덮은 것으로 판단된다. 머리 우측에 호, 관 등의 토기류가 발아래
에 호, 관, 동전 등이 놓여 있다. 중층에는 두향이 북쪽인 인골 2구가 매장되어 있다. 중층
은 상층과 반대로 상반신만 소성되어 있고, 하반신은 그대로이다. 발아래에 호, 관 등의
토기류와 석식(石飾), 석주(石珠), 석착 등의 석기가 안치되어 있다. 하층에도 북향의 인
골 2구가 매장되어 있다. 화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앙신직지에 남우여좌로 배치되어
있고, 발아래에 호, 관, 닭뼈 등이 놓여 있다. 그 아래는 자갈돌을 깔고 가장 바닥에는 판
석이 깔려 있다. 출토유물 중 토기는 호와 관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호의 종류로는
사이호, 치구속경호, 치구직경호, 사반이호 등이 있으며, 크기는 10~18cm 내외이다. 무문
의 황갈색이 주를 이루며, 흑색도 일부 확인된다. 복부 중앙에 횡교상이 혹은 반이가 부착
되어 있다. 관은 홍갈색, 황갈색, 흑색 등이 있으며, 크기는 9cm 내외로 복부 상부에 실심
(實心) 반이 4개가 대칭으로 부착되어 있다. 석기는 삼각형모양 석기와 녹색비취 구슬, 자
귀 등이 있으며, 동전은 중앙에 방형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로 문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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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ⅤTWM45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상층

2. 99ⅤTWM46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하층

출토유물

3. 99ⅤTWM36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그림 14> 기원전 2세기~기원전후시기 석관묘·석곽석관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보고서 도3-4-99~106)

대개석적석묘는 2기로 99ⅧTWM38은 외연이 방형에 가깝다. 장방형의 묘광을 판 후
네 면은 비교적 큰 할석으로 쌓고, 바닥에는 자갈돌을 깔았다. 무덤 내부에 인골과 부장
품을 매납하고 화장을 실시한 후 상부를 대형 판석으로 덮고 있다. 대형 판석 위에 다시
30cm 높이로 잡석을 덮어 봉분을 조성하고 있다. 정확한 매장인수는 확인할 수 없으며,
10~15cm 두께의 불에 탄 인골이 흩어져 있다. 부장품으로는 4개의 반이가 부착된 관 1점
과 최대 복경에 4개의 대칭된 횡교상이가 부착된 호 1점이 출토되었다.
99ⅤTWM41은 장방형의 수혈을 얕게 판 후에 북서쪽 벽면은 대형 석재를 벽석으로 이
용하고 나머지 벽면은 할석으로 쌓아 올렸다. 대형 석재 높이까지 할석을 쌓아 올려 묘광
의 입구는 지표면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 바닥에는 판석을 깔고 그 위에 다시 자갈돌
을 깔고 있다. 인골과 부장품을 매납한 이후에 흙으로 덮고, 묘광 주변에 잡석을 쌓아 봉
분을 형성 한 뒤, 그 위에 대형 판석을 올려놓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부에서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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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골만 확인되며, 유물은 묘광 바깥쪽 적석 내에서 토제 방추자 2점, 석촉 1점, 용도를 알
수 없는 청동기 1점, 철곽 1점이 출토되었다.
무단석광적석묘(99ⅦTWM37)는 50cm 정도 높이의 적석분구가 잔존한 형태로 적석 외
형은 방형을 이루고 있다. 묘광은 적석의 중앙에 위치하며, 비교적 큰 할석을 장방형으로
쌓아 벽면을 형성하고 있다. 바닥은 굴착하지 않고 지표면에 잔돌을 깔아 편평하게 정리
하고 있다. 인골과 부장품을 매납한 후, 화장이 이루어지고, 다시 흙으로 메운 후, 잡석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있다. 다인화장묘로 인골은 충분히 연소되어 있으며, 부장품도 불에
타 있다. 인골 주변에서 녹송석 귀마개(耳塡) 1점, 방추차 1점, 석주 1줄, 용도불명의 청동
기 1점, 묘광 바깥쪽 적석부에서 반이가 부착된 관 2점이 출토되었다.

1. 99ⅧTWM38평단면도

4. 99ⅧTWM38출토유물

2. 99ⅤTWM41평단면도

5. 99ⅤTWM41출토유물

3. 99ⅦTWM37평단면도

6. 99ⅦTWM37출토유물

<그림 15> 기원전 2세기~기원전후시기 대개석적석묘·무단석광적석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보고서 도3-4-10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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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원 3~5세기(魏晉時期)
기원 3~5세기(제5기)는 고구려 전·중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 유구는 제Ⅰ구역~제Ⅳ구
역, 제Ⅵ구역에 분포한다, 제Ⅰ구역에서는 수혈유구 14기, 주거지1기, 구상유구 2기, 제
Ⅱ구역에서는 환호유구 1기, 수혈유구 1기, 제Ⅳ구역에서는 주거지 2기, 수혈유구 1기.
제Ⅵ구역에서 무덤 1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제Ⅰ구역에서 1기(97ⅠTWF2)와 제Ⅳ구역에서 2기(98ⅣTWF19, 98ⅣTWF20)
가 발굴되었다. 97ⅠTWF2는 말각장방형의 얕은 수혈식으로 서남부는 현대에 조성된 도
랑에 의해 파괴되었다. 바닥면은 편평하게 정리되어 있으나 불다짐 흔적은 확인되지 않
는다. 벽면은 할석과 잡석을 섞어 쌓고 있으며,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되어 있다. 북벽에
맞대어 장방형의 화덕이 설치되어 있는데, 두 개의 커다란 자갈돌을 세워 지각으로 사용
하고 있다. 화덕을 중심으로 동쪽 벽면과 서쪽 벽면을 따라 한 줄의 단면 U자형 구들이
이어져 있다, 구들 상부는 할석과 판석을 이용해 덮고 있다. 주거지 외벽 주위로 5개의 주
공이 발견된다. 주거지 일부가 파괴되어 출입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나 구조상으로 남쪽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주거지 내부에서 방추차 1점과 민물조개껍질 1점이 출토되었다.
98ⅣTWF19는 평면 말각장방형으로 역시 얕은 수혈식이다. 바닥은 생토면을 평탄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주거지 서측과 북측에는 잡석을 이용해 조성한 두 줄의
“ㄱ”자형 구들이 설치되어 있다. 화덕은 주거지 동북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형태는 아궁
이가 나 있는 남쪽을 제외한 삼면에 장방형으로 돌을 쌓아 만들고 있다. 구들은 화덕에서
북쪽과 서쪽 벽면을 따라 두 줄이 설치되어 있다. 화덕과 구들이 이어지는 부분은 훼손
되어 있다. 주공과 출입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며, 실내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98Ⅳ
TWF20 역시 말각장방형의 얕은 수혈식으로 바닥은 생토면을 평탄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주거지 서측 벽면을 따라 “ㄱ”자형 구들 두 줄이 이어져 있다. 화덕은 주
거지 북벽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 북서쪽으로 할석이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화덕에서
구들이 잔존한 서쪽 벽면까지 이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공은 내부중앙에 1개,
외벽 동쪽에 2개, 남쪽과 북쪽에 각각 1개 등 모두 4개가 확인된다. 출입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며, 출토된 유물 역시 없다.
수혈유구는 제Ⅰ구역에서 14기, 제Ⅱ구역에서 1기, 제Ⅳ구역에서 1기 등 모두 16기가
조사되었다, 그 형태와 규모는 이전 시기와 유사하며, 내부에서 니질회색의 관, 동체에
유약을 바른 관, 소 발굽에 사용되던 철제 편자(鐵蹄掌)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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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ⅠTWF2주거지 평단면도 및 전경

2. 98ⅣTWF19주거지 평단면도 및 전경

3. 98ⅣTWF20주거지 평단면도
<그림 16> 기원 3~5세기 주거지 평·단면도 및 전경(보고서 도3-5-21~68, 도판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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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은 방단적석묘(方壇積石墓)(99ⅥTWM29) 1기가 조사되었다. 평면은 방형에 북동쪽
모서리가 장방형으로 뛰어 나온 형태이다. 지표상에 큰 할석으로 남북 길이 6.5, 동서 너
비 6m의 1층 단을 조성하고, 그 안쪽을 잡석으로 채우고 있다. 그 위에 안쪽으로 50cm 들
여서 방형의 2층 단을 만들고, 다시 50cm 안쪽으로 들여 3층 단을 축조하고 있다. 3층 방
형 단에 장방형의 묘광을 설치하고 있는데, 묘광 네 벽은 큰 할석으로 정연하게 쌓아 올
리고 있다. 바닥에는 10cm 내외로 자갈돌을 깔고 있다. 자갈돌 위에 시신을 안치하고 상
부를 판석으로 덮은 후에 잡석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있다. 적석묘의 북동쪽 모서리에 남
북 길이 2.35m, 동서 너비 1.5m의 장방형 평대(平臺)가 설치되어 있다. 내부는 잡석으로
채워져 있으며,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묘실 내 인골에서 화장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
다. 두개골은 묘광의 동쪽에 산재해 있고, 사지골은 묘광의 중앙 서측에 안치되어 있다.

뼈들이 제각각 흩어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차장인 검골장(捡骨葬)으로 판단되며,

매장인원은 3~5인으로 추정된다. 묘광 내부에서 토제 방추차, 철제 환형 손잡이, 철촉,
철곽(鐵钁), 탄환모양 철기 등이 출토되었다.

1. 99ⅥTWM29무덤 평단면도

3. 99ⅥTWM29무덤 전경

2. 99ⅥTWM29무덤 출토유물

4. 99ⅥTWM29무덤 묘실 인골출토 모습

<그림 17> 기원 3~5세기 방단적석묘 평·단면도 및 전경(보고서 도3-5-67,68, 도판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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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명대(明代)
명대 유구는 모두 무덤으로 12기가 확인되었으며 제Ⅲ구역에 집중되어 있다. 무덤의 구
조와 형식, 출토유물의 특징을 통해 볼 때, 시기적으로 명대 이전부터 청대까지 넓게 분
포한다. 무덤의 방향은 220~270도 사이로 북서쪽을 향해 있다. 평면은 장방형 혹은 사다
리꼴 형태로 묘광의 규모는 큰 것은 2m에서 작은 것은 1m 내외이다. 모든 무덤이 관곽을
사용하지 않은 순수토광묘이다. 다만 일부 무덤에 머리맡과 발아래에 편평한 돌이 놓여
있다. 장례 방법은 단인장에 앙신직지이다. 묘주는 3~4세의 아동에서부터 60세 전후의
성인까지 다양하게 확인된다. 아동 무덤의 경우 규모가 작고 부장품 역시 소량에 불과하
다. 성인 무덤은 단벽 일부가 석축으로 이루어진 것도 확인된다. 부장품의 위치는 장신구
의 경우 착용 부위에서 그대로 확인되며, 생활용구, 생산공구, 무기류 등은 주로 허리와
허벅지 사이에 위치한다.
부장품의 종류로는 청동기, 철기, 골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토기나 자기의 경우 60세
전후의 남성이 묘주인 98ⅢTWM11에서 14~15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청화백자 접
시가 출토된 것을 제외하고 한 점도 확인되지 않는다. 청동기는 귀걸이, 팔찌, 반지 등 장
신구가 대부분이며, 철기는 화살촉 등의 무기류와 가위, 칼 등의 생활용구, 반지, 허리띠
버클 등의 장신구 등이 출토되고 있다. 골각기 중 가장 특징적인 유물은 버섯모양으로 뼈

를 갈아서 만든 단추(骨扣)로 하나 혹은 여러 개가 철사줄에 묶여 있다. 주로 흉부에서 확
인되고 있어 장신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20세 전후의 남성 무덤인 98

ⅢTWM14에서는 북송 신종 원평 연간(1078~1085년)에 제작된 원평통보(元豊通寶) 1매가
발견되었다. 또한 60세 전후의 여성 무덤인 98ⅢTWM15에서 출토된 사선문이 새겨진 은
제 관식의 경우 보고서에는 담뱃대 물부리로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납으로 제작된 귀
걸이와 머리를 묶을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납제 고리(環) 등도 매우 특징적이다.

4. 제4장 기타유존
제4장 기타유존에서는 제1절에서 분기를 설정하지 못한 유구와 채집 및 지표에서 수
습된 유물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유구 내부에서 유물이 출토되지 않거
나 혹은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분기를 설정하지 못한 유구는 모두
수혈유구로 10기가 이에 해당된다. 형태는 원형 혹은 타원형이 주를 이루며, 일부 수혈
의 경우 내부에서 어망추나 석기 일부가 출토되고 있으나 분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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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장 결어
제5장 결어에서는 각 시대별로 유구와 유물의 특징, 연대 및 성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절의 내용은 다음 장 유적의 검토와 발전과정 고찰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다.

Ⅲ. 내용 검토 및 발전과정 고찰
통화 만발발자유적은 신석기시대부터 명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사용된 유
적으로 다양한 유구와 유물들이 시기와 장소를 달리하여 제작되고 사용되다 폐기되어 있
다. 이로 인해 선사시대부터 명대에 이르기까지 혼강 유역의 문화 양상과 발전 과정을 이
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유적의 연대 설정은 토층
양상과 출토된 유물의 유형학적 분류를 통해 상대 연대를 파악하고, 유구 혹은 유물의 과
학적 분석을 통해 얻어진 절대연대 값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이 유적의 경우 구역에 따라
발굴 시기가 다르고, 담당자도 달랐으며, 넓지 않은 발굴 범위에 신석기시대부터 명대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유구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발굴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보고서
집필자 입장에서는 남겨진 토층 자료와 유물을 통해 편년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
다. 더욱이 절대연대 측정을 실시하지 않아 참고할 만한 과학적 근거도 없었다는 점에서
유적의 연대 편년에 더 많은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인해 보고서에서는 각
각의 층위상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특징과 유구의 시작지점을 기준으로 연대 편년을 설정
하고 있다. 특히 문화층 내에서 출토된 유물의 형식적 특징이 연대 설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보고서의 연대 편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무덤의 변
화 발전 과정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유적의 층위와 연대 설정에 대한 검토
1) 신석기시대
신석기시대 문화층은 제1구역의 제 ⑪~⑬층, 제Ⅱ2구역 제 ⑨~⑪층에서 확인되며, 수
혈유구 6기와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 보고서에서는 토기의 문양 특징을 토대로 조기
와 만기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토층 상에서 조기에 해당하는 문화층이 확인되지 않는
다. 또한 이 시기에 해당하는 4기의 수혈유구는 모두 제 ②층 혹은 제 ③층 아래에서 시
작되고 있다. 보고서에는 후대에 각종 훼손으로 인해 조기 문화층이 존재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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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제1구역에 위치한 3기의 수혈유구는 서로 중복되어 있어 선후
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제1구역의 서쪽 끝에서 조사된 3기(97ⅠTWH43, 97ⅠTWH58, 97
ⅠTWH59)는 모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데, H58번이 H59번을 파괴하고, H59번이 다시
H43번을 파괴하고 있어 H43-H59-H58순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혈유구에서
출토된 토기는 모두 통형관으로 동체에 각획으로 시문한 횡선문과 변형지자문이 장식되
어 있다. 이 종류의 토기 문양은 후와상층문화(后洼上層文化)와 원보구유적(元寶溝遺蹟)

등에서 확인된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신석기시대 조기의 연대를 원보구유적의 연대(B.P
6,000~5,500년)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신석기시대 만기는 주거지와 수혈유구에서 출토된 토기 문양을 주변 유적과 비교하여
연대를 설정하고 있다. 토기 문양은 착인(鑿印)과 압인(壓印) 방법으로 시문하고 있으며,
종류로는 인자문이 가장 많고, 복합문이 다음이며, 사점문, 비점문, 석문, 방격문 등이 소
량 확인된다. 이 종류의 문양이 장식된 토기는 서단량산2기문화층, 좌가산3기문화와 두
만강유역의 흥성문화에서 출토된다. 다만 다른 유적에서는 인자문이 횡열로 배열되어 있
는 반면에 만발발자유적은 세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또한 복합문의 경우 다른 유적
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좌가산3기문화의 연대는 BC 3,500±120년, 서단량산2기문화는
B.P 5,000년 좌우, 흥성문화는 B.P 4,800~4,300년인 점을 고려하여 신석기시대 만기의 연
대를 B.P 5,500~5,00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만발발자유적 신석기시대 층위와 연대 설정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다. 첫째,
토층상에서 신석기시대 문화층이 확인되고 있으나 층위에서는 신석기시대 유물만 출토
되고 있을 뿐, 유구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주거지만 청동기시대 만기층인 ⑧
층 아래에서 확인될 뿐, 나머지 6기의 수혈유구는 모두 ②층 혹은 ③층 바로 아래에서 시
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석기시대 유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보고서에 신석
기시대 유물이 충진토 내부에서 확인된 것인지 바닥에서 확인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고, 또한 함께 공반 출토된 유물의 유무에 대한 기록이 없어 출토된 토기의 문
양만을 통해 신석기시대를 조기와 만기로 구분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다. 비록 몇 점의
4)

비교적 이른 시기 지자문 토기가 출토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만발발자유적의 신석기
시대 연대는 만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 제이송화강, 압록강 상류, 동요하유역의 신석기시대는 B.P 5,500년을 기점으로 전기에는 지자문이 성행하고, 후기(B.P
5,500~4,000년)에는 인자문이 유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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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동기시대
(1) 청동기시대 조기(商晩~西周시기)
보고서에서는 청동기시대 역시 조기와 만기로 구분하고 있다. 조기에 해당하는 문화층
은 1구역의 경우 ⑨·⑩층으로 주거지 1기와 수혈 3기가 조사되었으며, 제2구역은 ⑧층
으로 그 아래에서 주거지 1기가 확인되었다. 문화층과 유구 내에서는 토기가 출토되고 있
으나 완형은 없고 대부분 편이며, 그 수 역시 많지 않다. 보고서에서는 이들 토기 중 일부
가 통화 랍랍둔북강유적(拉拉屯北崗遺蹟)에서 출토된 토기, 마성자(馬城子)A·C동굴에
서 출토된 토기와 유사하고, 토제 어망추 역시 마성자A동굴 출토품과 비슷하며, 석촉과
석도의 형태 역시 마성자유적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유적의 연대를 마성자A·C동굴유적
의 연대(B.P 3,015±70, 교정연대 3,180±145)와 비슷한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새롭
게 발견된 문화유형으로 파악하여 “萬發撥子第二期遺存”이라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
북지역은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까지 생활유적에서 출토되는 토기와 무덤 출토
토기는 기형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만발발자이기문화층에서 출토된 유물은 비록 마
성자문화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와는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만을 토대로 조기 단계를 설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만발발자유적을 포함한 혼강유역 청동기시대 조기 단계 설정
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자료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 청동기시대 만기(春秋戰國시기)
청동기시대 만기도 이른 단계(춘추시기)와 늦은 단계(전국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른
단계 유구는 제Ⅰ구역 ⑧층 아래에서 시작되는 수혈유구(97ⅠTWH140)와 제Ⅱ구역 ⑧층
아래에서 시작하는 수혈유구(97ⅠTWH115) 2기가 해당된다. 조기 단계 설정의 근거로 첫
번째는 가로 혹은 세로 방향의 손잡이가 유행하고 있는 점, 둘째, 옹, 대부완, 삼릉형 석
촉 등 새로운 기종이 출현하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특히 대부완은 쌍방문화 조기의
강상무덤과 연길 금곡무덤, 오녀산성2기층에서 비슷한 유형이 출토되고 있어 연대 설정
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쌍방문화 조기의 연대가 서주이고, 오녀산성2기층이 전국만
기이기 때문에 이 종류의 완은 연대 편년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밖에도
제Ⅰ구역 ⑧층에서 출토된 나팔형 대각을 가진 두형토기가 대련 여순 윤가촌유적에서 출
토된 것보다 이른 것으로 판단하여 이른 단계의 연대를 B.C 8~5세기(춘추시기)로 파악하
고, 이 시기를 “萬發撥子第3期早斷遺存”이라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층과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 중 대형 완, 치구속경호, 방추차 어망추, 돌괭이 등은 그 형태가 청동기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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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청동기시대 만기의 조기 단계 설정 역시 그 근거가 매우 빈약
하다.
청동기시대 만기의 늦은 단계는 만발발자유적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시기로 문화층은
제Ⅰ구역 ④~⑦층, 제Ⅱ구역 ④~⑦층, 제Ⅲ구역 ⑤·⑥층, 제Ⅴ구역 ④·⑤층, 제Ⅵ구역
④~⑥층이 해당되며, 유구는 주거지 11기, 수혈유구 68기, 구상유구 5기, 무덤 33기가 발
굴되었다. 이 단계의 문화적 특징은 주거지의 경우 돌출된 출입시설을 가진 凸자형 주거
지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무덤도 이 시기에 처음 출현하며, 토광묘·석관묘·대개석묘
등 다양한 종류의 무덤이 공존하고 있다. 토기는 구연부가 첩순(疊脣)이고, 횡교상이·수
교상이·반이 등이 부착된 관, 복부에 비릉이 장식된 완 등이 특징적이다. 이밖에도 소량
의 력족, 정족, 현문관, 증, 발 등도 확인된다. 보고서에서는 이 단계의 시간적 범위는 전
국시기(B.C 5~3세기)로 파악하고 있다. 동북지역의 경우 초기철기시대에 해당된다.
이 시기의 연대 편년은 다양한 종류의 무덤과 출토유물에 대한 형식학적 분류를 통해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시기에 사용되는 무덤 형식으로는 토광묘, 석관묘, 대개석
묘 등이 있다. 보고서에서는 토광묘 시작 층위와 부장품의 특징을 통해 A·B 두 개 조로
분류하고, A조 토광묘가 가장 이른 시기에 출현하며, 이후 B조 토광묘, 석관묘, 대개석묘
가 비슷한 시기에 함께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근거로 첫째는 A조 무덤인 M4,
M22, M21이 ⑤·⑥층에서 시작되고, B조 토광묘는 ④층 아래에서 시작된다는 점, 둘째
는 A조 토광묘에서는 삼각만입식 석촉만 출토되는 반면, B조 토광묘에서는 삼각만입식
석촉과 함께 유경식 석촉이 출토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A조 토광묘가 B조 토광묘 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토광묘에서 출토된 토기의 형식을 통해 보면 이와 다른 추론도 가능하다. A조
토광묘에서는 관과 호의 동체부에 다양한 모양의 손잡이가 부착되고, 첩순 구연이 등장
하며, 기종도 다양해지고 있다. 생활유구에서 출토된 토기와 동일 기종이 많이 확인된다.
반면 B조 토광묘에서는 수이관·횡이호·권족완 등에 불과하며, A조 토광묘에서 유행하
는 첩순과 반이 등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B조 토광묘 M26의 경우 F23의 아래에
서 확인되고 있어 주거지보다 이른 시기에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B조 토광묘 M22
에서는 삼각만입식 석촉만 출토되고 있어 석촉과 층위 양상만을 통해 토광묘를 두 개 조
로 나누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 시기에 출현하는 토광묘는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으나, A·B 구분 없이 비슷한 시기에 함께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유경식 석촉
이 출토되는 M18·M19의 경우 기타 토광묘에 비해 늦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토광묘는 다인·다차·화장이 이루어지는 대개석묘 단계가 되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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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묘 역시 장식과 부장품의 차이에 의거하여 A·B 두 개조로 분류하고 있다. A조 석
관묘는 묘광을 할석으로 쌓은 형태로 보고서에서는 M47에서 출토된 수이관이 B조 토광
묘 중에서 출토된 것과 비슷한 점을 근거로 B조 토광묘와 동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
하고 있다. B조 석관묘는 묘광 벽면 혹은 덮개로 대형 석재를 사용하고 있는 무덤이다.
M51이 B조 토광묘와 같은 층위에서 시작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B조 토광묘와 연대차가
크기 않다고 기술하고 있다. 무덤의 구조가 A형 석관묘는 할석을 쌓아 만든 반면, B조 석
관묘는 규모가 커지고 대형 판석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석관묘에서 대개석묘로 발전
해 가는 중간 단계로 볼 수 있다.
대개석묘는 B조 석관묘보다 발전된 형태로 천산산맥 북부와 길림합달령을 중심으로 한
보산문화의 대표적인 묘제이다. 사용연대는 M34에서 출토된 유경식 석촉이 B조 토광묘
에서만 출토되고 있어 B조 토광묘와 동일시기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M35 출토 맹이호는
A조 토광묘의 상구호 형태와 유사하고, 복부에 부착된 횡교상맹이는 B조 무덤에서만 확
인된다는 점을 들어 연대를 A조 토광묘 보다 늦고 B조 토광묘와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
일부 대개석묘에서는 화장 흔적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청동기시대 만기에 출현하는 무덤의 시간 서열을 정리해 보면 석
관묘 계통의 경우 A조 석관묘-B조 석관묘–대개석묘 순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토광묘의
경우 보고서의 A·B조 구분은 의미가 없으며, 비슷한 시기에 함께 사용되다 대개석묘가 출
현하는 시점에서 점차 줄어들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 향후 토기에 대한 형식학적
분류가 정치하게 이루어진다면 토광묘의 연대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기원전 2세기~기원전후(西漢~兩漢교체기)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전후 시기는 고구려문화만의 특징이 만들어지는 선고구려 단계
이다. 이 시기의 주거지는 벽면에 할석을 쌓거나 항축하여 벽체를 세우고 불다짐으로 바
닥면을 견고하게 다지고 있다. 노지는 한 측 벽면에 위치하며, 노지 주변으로 벽면을 따
라 1~2줄의 구들이 설치되어 있다. 보고서에서는 이 형식의 주거지가 적백송고성에서 발
견되고 있어 그 연대를 서한 중만기(B.C 1~기원전후)로 파악하고 있다.
무덤은 석관묘·석곽석관묘·대개석적석묘 등이 사용되고 있다. 석관묘의 경우 보고서
에서는 이전 시기 석관묘와 비교해서 화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출토유물 중에 네 개의 반
이가 부착된 관이 출토되고 있는 점을 들어 서한 조·중기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M45 출
토 청동단검은 본계 상보석관묘, 대전자고분군, 서황산둔대개석묘 등에서도 출토되고 있
다. 이들 유적에서 청동단검과 연식(燕式) 승문관, 철삭, 철곽, 명도전 등이 공반 출토되

162

제37호

고 있어 연대는 전국 만기에서 한초에 해당한다. 무덤의 구조와 축조방식은 기존의 A조
석관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장식이 일차장에서 이차장과 화장으로 변하고 기존의
석관묘에서 보이지 않던 반이관이 출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화장은
대개석묘 단계에서부터 확인되기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덤의 연대는 대개석묘와
비슷한 시점 혹은 이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에서 석곽석관묘로 명명한 M36은 대개석묘의 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이 종류
의 무덤은 길림시 관마산유적(關馬山遺蹟)에서 확인된 바 있다. 길림시일대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 무덤은 다인·다차·화장을 기본으로 하며, 60여구의 인골의 5층으
로 쌓여 있다. 연대는 대략 B.C 4~3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M36서 출토된 사반이관과 사
횡이호는 고구려 토기의 정형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동시기 석관묘에 비해 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개석적석묘는 고구려 적석묘의 발전과정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는 점에서 흥미롭다. M38은 수혈식 묘광을 파고 묘실을 조성한 이후에 표토면과 동일선
상에서 덮개돌을 올리고 있는 반면, M41은 묘광 일부만 굴광하고 할석으로 벽체를 쌓아
올려 묘실을 조성하고 있다. 무단석광적석묘 단계에서는 바닥을 굴착하지 않고 지표면에
잔돌을 깔아 바닥을 정지하고 할석을 가지런하게 쌓아올려 묘실을 조성한 후에 주변을
잡석으로 채워 봉분을 만들고 있다. 무덤 조성 순서는 이전시기 대개석묘와 비슷한 시점
에 사용된 석관묘가 가장 이르고 석곽석관묘에서 대개석적석묘로 다시 무단석광적석묘
로 발전해 가고 있다.

4) 기원 3~5세기(魏晉時期)
기원 3~5세기는 고구려문화가 확립되는 단계로 구들이 설치된 주거지와 방단적석묘를
대표로 하고 있다. 이 시기의 유적은 앞 시기와 마찬가지로 생활유적은 서부지역에, 무덤
은 동부지역에 조성하고 있다. 주거지는 서부지역 구릉 정상부 대지상에 축조되어 있다.
모두 얕은 수혈식으로 할석으로 쌓아 벽체를 세우고 있으며, 실내에 2~3줄의 “∩”형 혹은
“ㄱ”자 형태의 구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 시기 주거지의 또 다른 특징은 구릉 정상부 주변
으로 환호를 조성하여 환호취락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단적석묘는 3층 계단형으로 제3층에 장방형의 묘광을 설치하고, 화장을 거치지 않은
검골장 된 인골을 안치하고 있다. 묘광 상부를 판석으로 덮고 그 위에 잡석을 쌓아 마무
리하였다. 무덤 북부에 제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방단적석묘는 고구
려 적석묘 중 늦은 단계에 출현하는 형식으로 연대 상한은 1세기에서 4세기까지 사용되
고 있으며, 이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방단계단식적석묘가 출현하고 있다.

고구려 문화 기원의 寶庫 163

5) 명대
이 시기 무덤의 특징을 정리하면 먼저 관곽을 사용되지 않은 순수토광묘로 묘광이 한
사람 정도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하다. 모든 무덤이 앙신직지장이며, 일반적으로
유아 혹은 여성 무덤 보다는 성인 남성 무덤에 부장유물이 더 많이 매납되어 있다. 종류
는 철촉, 철가위, 철도, 청동 반지, 동환, 골판, 골구, 납실로 제작된 귀걸이 등이 있다. 특
징적으로 M6, M9의 사자 머리와 발아래에 편평한 돌이 하나씩 놓여 있는데, 이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연구를 더 진행해야할 풀 수 있는 과제로 남기고 있다. 이러한 종
류의 무덤은 말갈 무덤에서 일부 확인된다. 예를 들면 유수 노하심유적 상층 M24에서 묘
광 상부와 하단에 석재를 놓아두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매장 양상의 기원에 대
해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명대 무덤은 형식이 일치하고, 출토 유물의 종류와 기형
이 비슷하며, 하나의 묘역에 위치해 있어 비슷한 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분
군의 상한 연대는 M14에서 출토된 원풍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풍통보는 북송 원
풍연간(1078~1085년)에 제작된 것으로 이 무덤의 상한이 북송대를 넘지 않는다. 또한 M11
에서 출토된 청화백자 반은 청유를 칠하고 안쪽에 3줄의 남색선이 돌아가고 있다. 이 종류
의 청화백자 반은 부여(扶餘) 전창(塼廠)고분에서 출토된 바 있으며. M13 출토 철제 가위
와 다양한 종류의 철촉, 골판 역시 부여 전창고분에서 확인된다. 전창고분의 연대가 명대
만기에 해당됨으로 이 무덤의 사용연대는 상한을 북송까지, 하한은 명대 만기 혹은 청대
초기까지 내려 볼 수 있다. 무덤 조영 집단은 이 지역에 거주하던 건주여진으로 추정된다.

2. 무덤의 특징과 발전서열에 대한 검토
만발발자유적에는 청동기시대 만기부터 명대까지 지속적으로 무덤이 조영되고 있다.
유적에서 발견된 무덤은 구조와 형식의 차이에 따라 크게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
다. 토광묘, 석관묘, 석곽석관묘, 대개석묘, 대개석적석묘, 무단석광적석묘, 방단적석묘
등이다. 가장 먼저 출현한 무덤은 청동기시대 만기 단계에서 확인된 토광묘와 A조 석관묘
이다. 이들 무덤은 B.C 5세기 혹은 그보다 이른 시기에 조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토광묘 중에서는 무덤 조영집단의 특수 상황을 설명해 주는 집장묘 M20과 M21이 가장
특징적이다. 두 무덤은 묘광 벽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집
장묘는 지금까지 발견된 예가 많지 않다. 중국에서는 전국시기에 유행하고 있으며, 북방
초원지역의 경우도 조기 선비 무덤인 완공(完工)고분군에서 일부 확인된다(朱柯 2019).
백제 초도인 한강유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무덤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석촌동 3호
적석총 하부에 위치한 대형토광묘가 그 주인공인데 1987년에 발간된 보고서에 의하면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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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길이 10m의 대형 토광을 남북 방향으로 굴착한 후에 목관을 동시에 안치하고 목관들
사이는 회청색의 점토질 흙으로 채워 다진 후, 그 위를 다시 흙으로 메우고 1~2층의 잡석
을 쌓아 묘역을 표시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김원룡 외 1986; 서울특별시 외 1987). 만약
5)

발굴자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한다면(이선복 외 2015; 이종수 2017) 이 대형토광묘는 집
장묘의 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형 토광묘의 기원과 관련하여 만발발자유적 집장묘
는 많은 단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토광묘 중 유경식 화살촉이 출토되는 무덤과 B조 석관묘, 대개석묘는 같은 시기에 사용
되고 있다. 묘실 벽면에 판석을 배치한 B조 석관묘는 대개석묘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
계로 볼 수 있다. 대개석묘는 천산산맥 북쪽지역과 길림합달령 일대를 중심으로 B.C 4~3
세기에 유행한 보산문화의 대표적인 묘제로 통화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다. B.C 3~2세기에는 대개석묘의 발전된 형태인 석곽석관묘가 출현하고 있다. 이 형식의
무덤은 길림 관마산고분군에서 조사된 바 있다. 비슷한 시점에 대개석묘 상부에 잡석을
쌓아 봉분을 만드는 대개석적석묘도 출현하고 있다. 기원전후한 시점에는 무단석광적석
묘가 출현하고 있으며, 이 무덤은 늦어도 3세기대에는 방단적석묘로 발전하고 있다.
분포 특징을 살펴보면, 토광묘는 대부분 지세가 비교적 낮은 산비탈에 위치하며, 석관묘
는 구릉의 중부 남사면에 입지해 있고, 대개석묘와 적석묘 계통은 산 정상부에 위치해 있
다. 전체 고분군의 매장 순서는 지세가 낮은 산비탈에서 점차 지세가 높은 산 정상부로 올
라가고 있다. 또한 M1~M4를 제외한 모든 무덤들이 동부지역에 위치한다. 이는 청동기시
대 만기부터 만발발자유적에서 생활하던 집단이 무덤구역과 주거구역을 정확하게 구분하
여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무덤 간의 중복관계가 없는 점으로 미
루어 보아 당시 사람들은 이전 시기에 조영된 무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 기록에 의하면 적석으로 봉분을 만드는 것은 고구려 초기부터 존
재하고 있다. 적석묘 전통은 대개석적석묘에서 처음 확인된다. 대개석적석묘의 축조방법
은 대개석묘 및 석관묘와 거의 일치한다. 이는 적석묘의 기원이 석관묘와 대개석묘에 있
음을 말해주고 있다. 대개석묘가 이 지역에 들어오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대개석묘 상
부에 적석을 쌓아 봉분을 만드는 풍속이 새롭게 출현하고, 묘광의 위치도 지하에서 점차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묘광 상부에 대형 석재를 올리는 작업이 힘들어지자 대형 덮개돌

5) 석촌동 대형토광묘의 성격에 대해서는 발굴자의 견해에 일부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2015년에 재 발간된 『석촌동고분군Ⅲ』 에
서는 발굴 과정에서 대형 토광의 굴광선이 확인되지 않은 점, 개별 묘광의 크기와 형태도 일치하지 않고, 목관의 받침목이 대형 토
광의 굴광선 아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대형 토광의 벽선보다 더 크게 수혈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종수는 『석촌동고분군Ⅲ』의 사진 5(대형토광묘 하강 작업 사진)를 참고하여 대형 토광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최하층에 일
렬로 배치된 각각의 토광묘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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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얇은 판석으로 덮은 후 그 위에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드는 무단석광적석묘로 발전하
고 있다. 정리하면 고구려 적석묘의 계보는 석관묘-대개석묘-대개석적석묘-무단석광적
석묘-방단적석묘-방단계단식적석묘로 발전하고 있다.
무덤에 매납된 부장유물을 통해서도 묘주의 성별 확인이 가능하다. 주로 방추차가 부장
된 무덤은 묘주가 여성이고, 석촉이 부장된 무덤은 남성이다. 석도와 석분 등 생산공구는
남성과 여성무덤에서 모두 발견된다. 부장유물의 배치 특징은 토기의 경우 토광묘, 석관
묘, 석곽석관묘 중에는 무덤의 한쪽 모서리 특히 발아래에 안치되며, 일부는 허리부분에
위치한다. 적석묘는 대부분 무덤 바깥쪽 적석무더기 중에 매납하고 있다. 토기 조합은 관
+호+완, 관+완, 관+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기는 석부, 석분, 석착, 석도, 석겸, 석촉,
석제 어망추, 연마기 등 다양하게 매납되고 있다. 이 중 석촉의 수량이 가장 많은데, 삼각
만입식에서 유경식 석촉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골기는 대부분 공구로 골침, 골추, 골촉
등이 있다. 청동기와 철기는 수량이 많지 않다. 청동기는 동경·청동단검·청동모 및 청
동장식품 등이 있으며, 철기는 주로 대개석적석묘와 방단적석묘에서 출토되는데, 종류로
는 철곽·철촉· 철대환 등이 있다. 장신구는 옥석관, 유리이진, 청동환, 청동팔찌, 동구,
은환, 옥환, 납탄자, 돼지견갑골 혹은 멧돼지송곳니 등이 있다.
복잡 다양한 장례풍속은 만발발자유적 무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다. 시신의 매장
방법은 일차장·이차장·화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고서 상에는 부장품이나 인골이
발견되지 않은 무덤 혹은 일부만 남아 있는 무덤, 부장품만 남아 있는 무덤을 천장묘로
추정하고 있다. 소량의 검골장 무덤도 확인되는데, 이 종류의 무덤은 모두 이차장에 속한
다. 무덤에 매장된 사람 수에 따라 단인장, 2인합장, 다인집체장, 다인다층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단인장이 가장 많이 확인된다. 시신 안치 방법으로는 앙신반굴지장, 앙신직지
장, 앙신굴지장, 측신굴지장 등이 있다. 앙신굴지장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굴지장은 요동반도와 길림지역의 석관묘문화에서 보편적으로 유행하던 장법이
다. 그러나 만발발자유적에서는 석관묘뿐만 아니라 토광묘 중에서도 이러한 장법이 사용
되고 있다.
이밖에도 만발발자유적 무덤 중에서 특징적인 몇 가지 현상이 확인된다. 첫째는 토광
묘에서 머리가 없는 무두장이 자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매장 양상이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쟁 결과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둘째는 M20과
M34의 경우 남녀합장 무덤으로 한 묘광 내에 두 구의 인골이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얼굴을 마주보며 매장된 예를 거의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인 현상이
라 할 수 있다. 셋째는 석곽석관묘(M36)의 곽내 동남각에 커다란 판석으로 변상이 설치되
어 있는데, 변상 내에 개 한 마리가 매장되어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밖에도 무단석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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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석묘(M37)에서 고구려 조기 장례풍속 중에 하나인 훼기습속이 확인되고 있다. 강한 화
력으로 매장된 인골이 거의 소성되어 있으며, 부장품 역시 불에 탄 흔적이 남아 있다. 이
러한 훼기습속은 환인 망강루고분군과 고려묘자고분군에서도 확인된다.

Ⅳ. 맺음말
통화 만발발자 보고서는 발굴이 이루어진 후 10년이 지난 2010년에야 본 발굴보고서의
집필자인 위징(余靜)을 담당자로 하여 유물 정리 작업이 시작되었고, 2012년 위징이 동북
사범대학(東北師範大學)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리가 이루어져, 지난
2019년 9월에 마침내 보고서가 발간 되었다. 저자는 장장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발굴 당시의 기록 중 일부는 소실되었고, 유물 역시 일부는 부패되고 망실되어 보고서 작
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
를 출간한 노력은 높이 살만 하다.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 수장고에는 아직도 동북지역은 물론 우리 역사의 기원을 밝힐
수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도 발굴조사가 이루어지
고 있는 길림시 일원의 동단산과 모아산일대 부여 관련 유적은 1980년대부터 발굴이 진
행되었지만 지금까지도 발굴보고서는 한 번도 발간된 적이 없다. 필자가 2000년도에 박
사 논문을 쓰기 위해 모아산고분군 발굴 책임자였던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 유경문 선생
님을 찾아뵙고 보고서를 하루 빨리 발간해 주셔야 박사논문을 쓸 수 있다고 읍소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도 보고서는 발간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재 길림성박물원에 가면 당시 발굴된 자료 중 일부는 관람할 수 있으나, 고고학자의 입
장에서는 발굴보고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보고서의 발간을 학수고대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만발발자 발굴보고서 발간은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고구
려 문화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높
은 가치가 있다.
▶논문접수일(2019.12.30) ▶게재확정일(20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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