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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고려시대 진도 용장성 왕궁지유적에서 116매의 중국동전이 1개의 꿰미상태로 출
토되었다. 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용장성 일괄출토전의 분석에서 최신전이 1193년이며, 장기간에 걸쳐서 저축된
동전들이 아니고 남송에서 유통되던 동전들이 한 번에 引揚된 것임을 밝혔다. 게다가 100매
단위의 꿰미인데 이는 당시 中日의 시장 등에서 동전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묶음방식과
동일하다.
둘째, 출토상황의 분석에서는 용장성 일괄출토전이 공반유물과 층위상태로부터 용장성
의 함락 이후 단기간에 형성된 단일층이며, 시기는 14세기 이후로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초석의 가장자리가 출토위치인데 초석 간의 고맥이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마루 아래에 놓여졌을 것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셋째, 동전의 매장 목적을 밝히기 위해 제의용도, 수집용도, 퇴장용도로 나누어 국내외
자료와 비교했다. 용장성 일괄출토전은 당시 126문의 가치가 매겨져 있는 화폐이면서 재
화이다. 용장성의 함락에 의한 피난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전화의 주인이 임기응변으로 마
루 밑에 隱匿한 퇴장유구의 일종으로 파악하였다.
주제어 : 일괄출토전, 진도 용장성, 퇴장유구, 송전, 고려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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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진도 용장성 왕궁지 R지구 건물지 초석 床面 가장자리에서 116매의 중국동전이, 1개로
추정되는 꿰미 상태로 출토되었다. 현재까지 고려시대 중국동전의 대다수는 분묘에서 출
토되고 있으며 이외 사지, 마을유적, 역원지, 제사유적, 궁성, 성지, 선박 등에서도 출토
1)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필자가 용장성 R지구 건물지 출토동전(이하에서는 용장성 일괄출토전으로 명명)을 중
2)

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一括出土錢(hoard) 이기 때문이다. 일괄출토전은 다양한 목적을
3)

가지고 의도적 내지는 우연의 결과로서 흙 속에 한꺼번에 대량으로 묻은 錢貨 이다. 전화
의 주인이 전란으로 落城에 처하여 은닉하거나. 지하에 저장한 전화가 자연재해 등으로
기억에서 사라져 회수되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전화의 매수가 적게는 수십 매 많
게는 톤 단위에 이르기도 한다. 매장은 일회성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며 당시 유통전
화의 실체를 밝히는데 있어서 중요하다(櫻木晋一 2009: 161-168). 일괄출토전을 다룰 때
4)

먼저 錢種判讀과 錢種別 점유수량, 最新錢 의 추출 작업, 전화의 보관 내지 유통의 편리
를 위해 묶는 방법의 복원 등이 필요하다. 그 다음, 유구 및 출토층위와 출토상황, 공반유
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매장행위의 발생 시기 판정과 나아가 행위가 일어
난 역사적 사건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괄출토전과 상대되는 개념의 용어로 個
別出土錢이 있다.
개별출토전(개별발견화: single-fineder)는 單枚에서 數枚의 동전으로서 해당 시대 사람
이 경제활동 중 우연히 잃어버린 동전이며 가장 무작위한 표본으로 볼 수 있다. 일괄출토
전에 비해 정보량이 부족하지만, 유실된 동전의 양과 분포양상은 화폐의 유통과 범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櫻木晋一 2009: 24-25, Blackburn Mark 2005: 7-34).
필자는 본고에서 용장성 일괄출토전이 어떠한 성격의 유물인지를 추론하기 위해 전종
의 구성, 출토량에 따른 순위, 발행된 기간을 분석하였다. 이후 유구, 층위에서 용장성 일
괄출토전의 출토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매장의 목적을 밝혀 보고자 한다.

1) 사지에서 소량이지만 출토례가 많은 편이며 사지 이외 역원지로 양산 황산역지, 파주 혜음원지, 마을유적으로 대전 상대동, 궁성지
로 진도 용장성. 제주 항파두리, 강화중성 유적에서도 동전이 출토되고 있다.
2)	Andrew Burnett(1998 : 7)는 ‘hoard’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를 번역한 新井佑造는 ‘貯藏庫’로 하였다. 저장고는 금고가 아닌
호·옹 등의 용기에 보관 내지 그 밖의 목적으로 코인 등 귀중품을 넣은 것이 어떤 사정으로 매장되었으며, 이후 발굴 등으로 출토
된 퇴장물이다. 여기서 저장고와 일괄출토전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天安 南山里 1호 고려묘에서 북송전을 포함 120여매
가 출토되었다. 그러나 이는 분묘의 부장품이므로 유통전이기에 앞서 遺族이 錢種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 재고를 요한다. 여기서
는 다루지 않는다.
3) 둥근 몸체에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있는 화폐, 전은 개원통보에서 유래하며 무게 단위이기도 하다.
4) 가장 새로운 시기에 주조된 동전, 늦은 시기의 동전

진도 용장성 왕궁지 R지구 一括出土錢에 대한 연구

69

Ⅱ. 용장성 일괄출토전의 분석
1. 일괄출토전의 종류와 주조 시기
꿰미의 구성은 北宋錢 102매, 唐錢 10매, 南宋錢 3매, 漢五銖錢 1매로 이루어져 있다. 小
5)

6)

平錢 이 대부분이며 북송 大錢 2매가 포함되어 있다. 꿰미는 출토형태로 크게 세 부분으
로 관찰된다. 첫째, 동서향 일렬인 것(80매 정도)이 동단 부근에 이르러 발굴과정에서 교
란(20매 정도)되었다. 둘째, 꿰미의 서단 부근에서 남쪽으로 90도 꺽여서 이음매 기능의
대전 2매와 함께 꿰어진 부분(15매 정도)이 있다. 셋째, 일괄출토전 묶음에서 남으로 5cm
정도 떨어져 치평원보 1점이 노출되었다.

〈그림 1〉 꿰미노출상태(남→북 촬영)

〈그림 2〉 꿰미노출상태(서→동 촬영)

<그림 3> 1관의 출토상태 실측도(일본 山梨縣 北杜市 小和田館유적, 櫻木晉一 2016: 51)

송전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때, 100매 단위로 묶은 것을 連이라고 하며 1貫은 10연을 지
칭하는 것이다.7) 동전 1문의 무게를 3.75g으로 하면 1관의 무게는 3.75k이다. 출토자료와

5) 宋錢의 기본단위인 一文錢을 송대 사료에서는 小平錢이라고 한다. 여러 시대의 동전이 1개 꿰미에 섞이는 것은 직경과 무게, 재질
등 일정한 기준 이내에 들면 동일하게 1문전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6) 大錢은 절이전, 당삼전, 당오전, 당십전, 당백전이 발행되었다. 이들 대전은 일문전에 대해 절이전은 2배, 당오전은 5배의 가치로
통용하려는 의도로 발행했다.
7)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일상적인 시장의 상거래에서 편의를 위해 100매단위의 묶음인 연이 사용되었다. 관은 주로 대량 보관할 때
와 會計의 계산단위로 사용되었다(山田勝芳 2000: 22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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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화 에서 관의 형태를 복원하면 5연에 4개 단락을 두어 500문을 만든 다음, 같은 방법
으로 묶은 500문을 대칭되게 하여 1관을 완성했다(櫻木晉一 2015: 49-51, 東野治之 2004:
85-88)〈그림 3〉. 필자가 사진으로 관찰하기에 용장성 일괄출토전은 노출 시 일부 교란된
약점이 있지만 100매 단위의 連 1개와 나머지 16매로 이루어져있는 1개의 꿰미일 가능성
이 크다.
용장성 일괄출토전 116매 중 102매, 백분율로 88%가 北宋錢이다. 북송전은 대개 직
경 23~25mm, 두께 약 1.5mm, 무게 3.2~4.0g이며 색조는 황토색이다. 錢質은 대개 구리
70％, 납 20％, 주석 10％미만의 합금이다. 南宋錢은 외형이 동일하지만 재질에서 구리
50~60％, 납 30~40％, 주석 수％이며 미량의 철이 포함되며 순희원보(순희 7년; 1180년)
9)

이후 배면에 年號의 숫자가 표시된다(宮澤知之 2008: 209-214, 松本裕之 2009: 101-128).

용장성 일괄출토전 중 대부분인 북송전은 동녹과 부식으로 錢体의 색조 관찰이 곤란하지
만, 직경과 무게 등을 관찰한 결과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직경과 무게를 관찰하고자
하는 이유는 私鑄錢의 유무를 살피기 위함이다.
私鑄錢은 官錢에 비해 직경이 작고 무게가 가벼우며 형태가 조악하다. 중국에서는 唐
代에 사주전이 범람했으며 송대에는 관전의 대량공급으로 관전(良貨)이 사주전(惡貨)를
구축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주전을 생산함으로서 얻어지는 이윤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
나 남송전의 품질이 저하되자 일시 錢荒이 일어나 사주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高總明
2000: 42). 명대에 이르러 중국 복건성 漳州에서 송전의 錢銘을 빌린 사주전이 다량으로
만들어져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사용하게 되었다(黑田明伸 2003: 119-136).
〈표 1〉 북송전의 직경분포
직경(cm)

매수

비율

비고(cm)

중국국가박물관 문물연구총서 전폐권 송-청

황송통보(2.35),
희령원보(2.36)

황송통보 2.4-2.5cm, 희령원보 2..35-2.5cm

명도원보(2.6), 경우원보(2.6),
상부통보(2.6), 가우통보(2.6),
황송통보(2.6), 천희통보(2.6)

명도원보 2.3-2.5cm, 천희통보 2.45-2.55cm,
상부통보 2.45-2.55cm, 경우원보 2.5cm,
가우통보 2.35-2.55cm

2.30-2.39

3

3.1%

2.40-2.49

25

25.8%

2.50-2.59

62

63.9%

2.60-2.69

7

7.2%

〈표 1〉은 북송전 102매 중 대전 2매와 파손품 3매를 제외한 97매의 직경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2.3~2.5cm범위에 들며 이 중 2.4~2.59cm 범위에 속하는 동전이
8) 『山王靈驗記』 무로마치시대, 『一遍上人繪圖』 카마쿠라시대, 『淸明上河圖』 북송대의 개봉 일대를 장택단이 제작했으며 명대에 구영
이 재해석한 후 제작
9) 북송의 신종 시기 동전 주전감은 17개이고 주전감에 따라 주조된 동전 규격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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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89.7%이다. 이를 막대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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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북송전의 무게분포

〈표 2〉 북송전의 무게분포
무게(g)

매수

비율

비고(g)

중국국가박물관관장문물연구총서(g)

2.5미만

5

5.25%

경덕원보(2.42),황송통보(2.18·2.16),
치평원보(2.33·1.55).

경덕원보(3.9-4.3),황송통보(3.2-3.9),
치평원보(3.5-4.4)

황송통보(2.77·2.81·2.92·2.93·2.97),
가우통보(2.62·2.82·2.92), 치평통보(2.92),
희령원보(2.51), 원풍통보(2.69·2.97),
성송원보(2.70)

가우통보(3.3-4.3),희령원보(2.7-6.9),
원풍통보(3.7-5.7), 성송원보(3.2-4.35)

2.5-2.9

13

13.4%

3.0-3.4

45

46.4%

3.5-3.9

27

27.8%

4.0-4.4

6

6.2%

희령원보(4.10·4.15·4.33·4.39),황송
통보(4.22), 치평원보(4.12),

4.5이상

2

2.1%

천희통보(4.87), 황송통보(4.83),

천희통보(3.6-3.8)

〈표 2〉, 〈그림 4〉는 북송전의 무게에 대한 분석이다. 3.0~3.9g의 무게를 띠는 동전이 전
체의 74.2%에 해당한다. 직경과 무게분석을 통해 용장성 일괄출토전은 북송전의 표준 범
위 내에 속한다. 발행 초기전은 대개 규격에 충실하거나 더 무겁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10)

輕薄해지는 것이 중국 관전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그리고 고려전, 요전 등과 비교하면

제품이 균일하여 동전의 단면도 일정하고 무게의 편차도 작은 편이다. 용장성 일괄출토
전의 74.2%가 3.0-3.9g 범위인 점은 북송 관전과 일치한다. 게다가. 서체도 단정하고 주
조불량품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개원통보 9점은 직경 2.4-2.6cm, 무게가 2.99-3.82g
이다. 전면 ‘開’字 중 ‘門’ 밑에 ‘井’이 아래로 향하거나 전배에 月標가 陽鑄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과 무게, 직경 등으로 대부분이 당 중기 개원통보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중국국가

10)	필자는 『中國國家博物館館藏文物硏究叢書-錢幣卷』 게재 유물 중 사진과 무게 등을 관찰하고 미유통전에 근접한 유물을 선별해
서 〈표 2〉에 적용하였다. 화폐사 문헌과 고전학에서는 북송전 등을 분류한 결과 초기전이 법식에 정해진 대로 직경이 크고 무거운
반면, 후기전으로 가면 직경이 작고 가벼워가는 경향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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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박물관 2018: 194-197).

따라서 용장성 일괄출토전은 관전들로 만든 꿰미로 판단된다.

〈표 3〉 용장성 R구역 일괄출토전 순위표
순위

전명

매수

비율(%)

발행기간

비고

1

皇宋通寶

21

18.10

1039~1054

仁宗

2

元豊通寶

14

12.06

1078~1085

神宗

3

開元通寶

9

7.76

621~845

중기 개원통보. 會昌개원통보미확인

3

熙寜元寶

9

7.76

1068~1077

神宗

5

祥符通寶(元寶)

6

5.17

1008~1016

眞宗

5

嘉祐通寶(元寶)

6

5.17

1056~1063

仁宗

5

元祐通寶

6

5.17

1086~1094

哲宗

8

天聖元寶

4

3.44

1023~1032

仁宗

8

治平元寶

4

3.44

1064~1067

英宗

8

政和通寶

4

3.44

1111~1118

徽宗

11

天禧通寶

3

3.44

1017~1021

神宗

11

紹聖元寶

3

3.44

1094~1098

折二錢, 哲宗

13

宋元通寶

2

1.72

960~976

太祖

13

淳化元寶

2

1.72

990~994

太祖

13

至道元寶

2

1.72

995~997

太祖

13

咸平元寶

2

1.72

998~1003

眞宗

13

景德元寶

2

1.72

1004~1007

眞宗

13

至和元寶

2

1.72

1054~1056

仁宗

13

明道元寶

2

1.72

1032~1033

仁宗

13

聖宋元寶

2

1.72

1101~1106

徽宗

13

大觀通寶

2

1.72

1107~1110

徽宗

13

紹熙元寶

2

1.72

1190~1194

背3(1192)과 背4(1193), 光宗
마모결실,前·後漢錢구별불가

22

五銖錢

1

0.86

B.C118,
AD24~192

22

乾元重寶

1

0.86

762~763

代宗(唐)

22

太平通寶

1

0.86

976~984

太祖

22

景祐元寶

1

0.86

1034~1038

仁宗

22

元符通寶

1

0.86

1098~1100

哲宗

22

崇寜重寶

1

0.86

1102~1106

當十錢 徽宗

22

淳熙元寶

1

0.86

1174~1189

背月星 孝宗

〈표 3〉은 용장성 일괄출토전 116점의 순위표이다. 출토 전종과 수량을 정리하여 1-5위
까지 점유율이 높은 동전의 순위는 황송통보 21매, 원풍통보 14매, 개원통보 9매, 희령원
보 9매, 상부통보(원보) 6매이다. 최신전은 소희원보로 錢背 아래 ‘四’字가 陽鑄되어 있어
11) 보고서 1228번전은 ‘開’와 ‘通‘자의 특징으로 당 조기전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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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193년 발행전이다.

용장성의 함락년인 1271년과 소희원보의 주조년과 80여년의 시간

13)

소평전이 대부분이며 대전은 숭녕중보 1매, 소성원보 折二錢 1매가

차이가 발생한다.

14)

확인되었다. 당시의 화폐단위인 문으로 계산하면 126文이다.

1문전 114매, 2문전 1매,

10문전 1매로 이루어져 있다.
金의 正隆通寶 내지 大定通寶가 1매도 포함되지 않은 점과 황송통보, 원풍통보, 개원
통보, 희령원보가 1~3위에 있다는 점에서 아래의 전화복원 연구 결과물을 인용한 남송대
시중 유통전의 순위 및 각 왕조 전화의 유통상황과 비교가능하다.

三宅俊彦(2005: 127-139)은 遼, 西夏, 北宋, 金, 南宋, 元의 窖藏錢 중 출토전종과 수량
15)

이 보고된 각각의 자료를 아우른 488,673매의 대해 1~41위까지 순위표를 작성했다. 원풍
통보가 전체의 14.14％, 희령원보·중보 11.15％, 황송통보 9.82％, 개원통보 8.29％, 원우
통보 7.81%가 1~5위로서 교장전 전체의 51.47%임을 제시했다.
그 다음에 각 왕조별로 전화유통을 복원하기 위해 1~30위까지 나열하였다. 전종과 매
수가 보고된 遼의 교장전 3례 13,710매, 北宋의 교장전 2례 4,857매와 南宋 교장전 5례
31,888매, 西夏 3례 15,041매, 金 교장전 14례 412,170매, 元 교장전 3례11,008매 등 출토
전종을 분석했다. 「각왕조 전화 유통상황」에 따르면 遼의 유통전은 개원통보 29.87%,
북송전 68.92%, 遼錢 0.09%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6〉. 서하는 개원통보 11.28%, 북송전
85.55%, 서하전 1.06%, 기타에 남송전 0.25%, 요전 0.04%, 금전 0.23%이다. 북송은 개원
통보 7.99%, 북송전 91.15 %이다. 남송은 개원통보 6.62%, 북송전 91.21%, 남송전 1.50%
의 결과를 도출했다. 금은 개원통보 7.63%, 북송전 90.35%, 금전 0.77%, 원은 개원통보
5.69%, 북송전 73.54%, 남송전 20.01% 만으로 99%를 점하며 元錢은 0.21% 이다<그림 6>.
남송대 남송전의 비율이 1.5%인 것은 남송 교장전 5례 중 3례가 12세기 전반대 남송 초
기에 편중되며 전화의 총매수가 29,935매인데 반해 13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교장전의 총
매수가 1,953매로 열세에 놓여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남송 후기로 갈수록 남송전의 점
유율이 상승하지만 비교할 교장전 수에서 후기 교장전이 열세이다. 이를 근거로 남송후
기의 남송전 점유율이 원의 교장전과 유사한 20%정도임을 제시하고 있다.

12) 소희원보의 배면 상부에 元, 一, 二, 三…으로 기년명이 주조되어 있다. 이로서 제작년대를 파악할 수 있다.
13)	북송 시기에 동·철전의 년간 주조량은 180~200만관이다. 남송 시기는 년간 10만관 정도이다. 남송 시기에 동전의 발행비용
이 높아 주조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회자 등 신용화폐가 활발히 유통된다. 따라서 남송전의 유입량은 적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때
문에 용장성 일괄출토전에서 소희통보 뒤를 이을 동전이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宮澤知之 2007: 205-207). 80여년의 시
간차이로 용장성 일괄출토전이 1270년 남송으로부터 직접 반입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14)	숭녕중보는 숭녕 3년(1103) 발행 당시 10문전으로 기획되었으나 2년 후 장강 이북에서는 5문전, 장강 이남 3문전으로 통용되
었다(宮澤知之 2007: 211).
15) 窖藏錢은 인위적으로 파낸 구멍에 묻은 돈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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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각 왕조 전화유통상황 (三宅俊彦 2005: 138 인용)

〈그림 7〉 용장성 일괄출토전의 전종구성

〈그림 8〉 各王朝錢貨의 比率(三宅俊彦 2005 :132,133 인용)

한편, 필자는 중국 광동성 서부 근해에서 13세기 전반대에 침몰한 것으로 판단되는

南海1號沈船 보고서(国家文物局水下文化遺産保護中心 2018)에 실린 6,727점 동전을 분
16)

석하였다〈그림 9〉.

최신전은 남송전인 乾道元寶(초주년 1165년)이며 金錢은 보고되지

않았다. 출수전의 순위는 원풍통보(神宗)가 15.5%, 황송통보(仁宗)가 13.5%, 희령(중)원보
(神宗)가 12.4%, 개원통보(唐)가 8.5% 상부(원)통보(眞宗)이 5.3% 순이다. 구성을 백분율
로 환산하면 북송전이 86.2%, 남송전이 4.4%, 개원통보가 8.5%이다. 그러면 三宅俊彦의
중국 교장전 분석 성과와 남해1호침선 출수 동전 분석을 용장성 일괄출토전과 비교해 보
도록 하자.
16)	출수매수는 2만매 정도이며 보고서 발간시점에 5,802매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남해1호 침선의 방사선탄소년대는 1154~
126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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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南海1號沈船의 錢種構成(国家文物局水下文化遺産保護中心 2018: 461)

용장성 일괄출토전의 전종구성은 116매 중 唐錢 9%, 北宋錢 88%, 南宋錢 2%, 漢錢 1%
이다〈그림 7〉. 개원통보와 건원중보는 모두 唐錢이며 이 중 개원통보만으로 전체의 7.8%
이다. 이 중 상위 1-5위까지 전화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61%정도이다. 용장성 일괄
출토전에서 개원통보의 비율이 남송보다 약간 높아 북송과 유사하다. 송원통보(초주년
960)에서 천성통보(초주년1023)까지 북송 전기전의 총량이 21매로 전체의 18.10%, 명도원
보에서 치평원보까지 30매로 25.86%, 원풍통보 이후 및 남송전의 합이 36매로 31.03%이
다. 「각왕조전화의 비율」 〈그림 8〉과 비교하면 남송과 유사하다. 남송의 교장전은 송원통
보에서 천성통보까지 비율이 낮고 원풍통보에서 소흥원보까지 높다. 전자(송원~천성)가
낮은 것은 남송전이 계속 추가로 공급되고 있어 분석 교장전 총량에서 북송 전기전의 상
대적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三宅俊彦 연구(2005)와 남해1호침선 출수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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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비교하면 용장성 일괄출토전이 남송 전기 유통전화의 내용과 비슷하다.
송전의 고려유입은 12세기에 본격화되어 13세기 전반대까지 남송 전기 시중 유통전의
반입이 활발하였고, 이후 여몽항쟁이 격화되면서 반입이 부진했으며, 남송전이 다시 고
17)

려로 유입된 시기는 원이 남송을 멸망시킨 후였다.

원대는 交鈔의 시대로 동전의 가치

가 떨어지는 시대이어서 동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유입되었다는 견해도 있다(허선영·신
은제 2011: 41-42). 게다가 元 仁宗 至元弊制의 시행(1311~1350년)으로 1320년 전화의 주
조를 정지하고 至元鈔와 中統鈔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이때 조성된 교장전도 발견되고

있다(宮澤知之 2007: 272). 원의 교장전은 14세기 전반대에 성행하는데 남송전의 비율은
20%이며 이것으로 보아 용장성 일괄출토전과 원의 유통전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 또
한 三宅俊彦의 교장전 분석결과와 남해1호침선에서 확인되는 남송 유통전 양상이 잘 닮
고 있다. 그리고 전종 구성이 비슷한 동시기 금대의 유통전과의 유사성이 문제가 되는데
남해 1호선에서도 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 6개 건물지와 중정 2개소에서 25매의 북송전
이 발견된 항파두리내성과 북송전 1매가 발견된 강화중성 옥림리유적 2지점 4호 건물지,
북송전 4매가 출토된 강화 대산리유적 1구간 2지점 3-2호 건물지에서 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
용장성 일괄출토전 순위표〈표 3〉와 관련한 앞글에서 필자는 최신전인 소희원보(1193년)
와 삼별초 세력의 입도시기와 80여년 차이가 있음을 제시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
유로서 삼별초가 江都에서 철수하면서 운반해 온 재화의 일부일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
다. 즉, 소희원보가 주조된 이후 남송 市中 유통전에 편입하기 위해 소요되는 타임래그를
18)

감안해서 꿰미가 만들어진 시점을 13세기 전반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3세기 후반

19)

에도 남송과 고려와 사무역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양측이 몽고의 침략에 대처하던
시기이어서 고려로 추가 동전의 반입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종합하면 용장성 일괄출토
전은 남송 전기 자국 내 유통전 그 자체가 고려로 옮겨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7) 기존 연구에서 고려시대 동전 부장묘의 출현을 12세기로 주장하는 연구결과물에 따른다(박미욱 2006: 62-63).
18)	궤미가 송에서 건너와 고려에서 다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태경(2007: 61-62)은 새로 주조된 중국전이 유통
전에 편입되기까지 보관기간을 거쳐야함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중국전이 고려로 반입되기 위해 소요되는 타임래그를 반세기에
서 그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19)	『許國公奏議』에 吳潛은 1256-1259년 判慶元府로 근무하면서 경원부에서 甲番船 3척이 고려에 도착하면, 거기서 乙番船 3척
이 경원부로 회항하며 丙과 丁도 이와 같은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김영제 2019: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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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괄출토전 출토상황
필자는 용장성 일괄출토전이 어떤 의도로 남겨진 동전인지를 추정하기 위해서 유구 및
출토상태, 출토층위에 대해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보았다.
용장성은 正殿과 政務공간인 A·B·C지구, 침전과 생활공간인 D·E지구, 연회공간인
F지구, 제의공간인 P지구, 숙소와 부엌공간인 K·L·G·H지구, 문서보관공간인 O지구,
특수공간인 Q·R지구, 공방공간인 I지구로 이루어져 있다(정영희 2019: 126-144)〈그림
10〉. R지구는 왕궁의 서쪽에 위치하며 대지는 남북으로 긴 장방형에 면적은 572㎡이다.
건물지, 구들 1기, 축대, 배수로, 수구, 보도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동전 발견지의 남쪽에
동서방향으로 보도와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다<그림11>.
용장성 일괄출토전은 동쪽을 바라보는 정면 3칸 측면 2칸 건물지(면적 약 80.6㎡)의 남
벽 중간 外陣초석 상면 西端 가장자리에서 발견되었다. 초석은 덤벙주초로서 규모는 110
×75×45cm정도이다. 초석간 고맥이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동전 출토 초석과 인접하
여 암거식배수로의 상부를 점토로 다진 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와적층에서 기와 다량과
청자 1점이 출토되었다. 기와는 왕궁지 O·Q지구 출토품과 동일한 것으로 연화문수막새
와 도식화된 당초를 비대칭으로 시문하는 암막새로 이루어져 있다. 발굴보고자(목포대학
교박물관 2019: 370)는 이들 기와가 13세기 전후에 유행하는 양식이며, 처마를 연화문수
막새, 특수기와, 당초문암막새로 장식을 가미함으로써 위계를 더한 건물이라고 한다.
이외 청자음각이중원권문접시 1점이 와적층 내에서 수습되었다. 기벽이 곧게 올라가며
유는 담청색, 저면에 규석 받침흔이 있다. 한성욱(2019: 454)은 출토청자 대부분이 13세
기 3/4분기에 왕궁성으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용장성 일괄출토전은 끈에 끼워
20)

진 꿰미 상태로 초석의 가장자리에 놓여있었다. 동전꾸러미 아래에 청동젓가락과 회색
사질점토(두께 1cm미만)가 확인되었는데 주변에 있던 숯 편이 혼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일괄출토전은 대들보에서 낙하한 것은 아니며, 본디 초석 상면 가장자리에 안
치되었고 출토상태에서 유기물로 만든 주머니에 돈 꿰미가 들어있는 일본 騎西城 출토전
21)

〈그림 12〉의 사례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나 확실치 않다.

용장성일괄출토전은 출토상태를 복원한 결과에서 유기물로 만든 주머니에 들어있는
1連(3.75kg) 정도의 가벼운 무게이기에 사용자는 허리춤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20)	끈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괄출토전 출토상태가 대부분의 동전이 윤측이 바닥에 닿아있고 밀착되어 노출된 것으로 보아 매
납 당시에 끈으로 동전들을 꿰었을 것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21)	만약 지붕이 붕괴되면서 일괄출토전이 대들보에서 떨어진 것이라면 초석 상면에서 상당한 높이로 떠있는 토층상태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대들보에서 떨어졌다면 상량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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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용장성 평면 및 출토 중국동전 분포도

만일, 사용자가 관으로 휴대하자면, 5관(약 18.75kg 전후)을 어깨에 짊어진 사례가 많다
〈그림 13〉(櫻木晉一 2016: 50-51).
용장성 일괄출토전의 출토 층위〈그림 14〉는 와적층(보고서에 기재된 6층; 흑색사질점토
층+와적층: 두께 10~22cm)내이며 와적층의 제거작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노출되었다
고 한다. 와적층 아래에서 초석의 상면 가까이까지 선행 건물지를 덮는 정지층(9층: 황색
사질점토층)이 노출되었다. 정지층 아래에는 선행 건물지 시기의 것으로 보이는 적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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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일본 埼玉縣 騎西城출토전 22)

〈그림 13〉 북송 석관 線刻畵(緡錢 짊어진 남자) 23)

〈그림 14〉 용장성 R지구 건물지 층위 (목포대학교박물관 2019: 429 수정)

22) 23)

발견되었으나 정비를 목적으로 하기에 하층유구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발굴자는 건물지 남쪽과 서쪽 축대로부터 1m이내에 막새류가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점,
와적의 평면 분포범위가 건물지 내부에 한정되는 점을 들어 건물 폐기 후 지붕이 무너져
형성된 층으로 판단하고 있다〈그림 14〉.
R지구 건물지 출토유물에서 14세기대 이후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와적층은
용장성의 함락 이후 건물이 폐기된 시점으로부터 단시간에 걸쳐 형성된 문화층으로 판단
된다. 용장성 왕궁지의 다른 지구에서도 13세기 후반 이후 조선후기까지 다른 유물이나
유구의 흔적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삼별초의 패퇴 이후 줄곧 폐기된 상태로 유지되어
온 곳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목포대학교박물관 2019: 59).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서 일괄출토전의 출토위치로 층위와 초석의 위치를 감안하면 건
물지의 마루 밑(기둥과 마루귀틀이 만나는 하부)에 해당하며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게 은

22) 용장성일괄출토전의 출토 당시 연의 형태와 닮았다(葛飾區鄕土と天文の博物館, 2000: 37).
23) 선각화는 12세기초 중국 하남성 출토품이다(東野治之 2004: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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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루 밑에 숨겨진 전화가 발굴로 드러난 예는 일본 전국시대
25)

城下町유적인 一乘谷朝倉氏유적 의 제52차 조사SX3229 일괄출토전 3,784매가 武士 가
옥의 마루 밑에서 발견되었다(谷口 榮 2000: 40). 금은화가 보편화된 일본 에도시대에도
26)

자손을 위해 마루 밑에 금화(小判) 을 숨기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東野治之 2004: 96). 아
마 자신의 거주지에 재화를 은닉하고자 할 때 장소의 선정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는 공통
점이 있는 것 같다.
한편, 용장성 내에는 일괄출토전 이외에 3차 조사 L구역에 숭녕중보 1매, F지구에 嘉
27)

祐通寶 1매 , N지구에서 희령원보 1매가 개별 발견화로서 확인되었다〈그림 9〉. 인근 지
역인 명량대첩로 해역에서 북송전 5매, 숭녕중보 1매, 남송전인 가태통보 소평전(1202년
28)

주조) 1매가 인양되었다.

Ⅳ. 용장성 일괄출토전의 매장 목적 검토
일괄출토전은 대개 전쟁을 피해 숨긴 것과 정부에 의해 동전의 유통금지령이 있을 시
29)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三宅俊彦 2005: 79-82). 동전꾸러미가 왜 초석의 가장자리
위에 있을까하는 의문을 풀기위해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1. 제의용도
일괄출토전 중 特定錢種을 선택적으로 수집한 사례가 있으니 太平通寶가 그 대표적 예
이다. ‘太平’이라는 것은 중국인이 좋아하는 ‘天下太平’에서 따온 것으로 항해의 안전기원
용과 공양물로 선호되며 항해의 안전기원 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물도 있다. 1281년
여몽연합군의 2차 침공으로 발생한 일본 長崎縣 鷹島유적 元 침몰선에서는 太平通寶 88점이

24)	최종규(한울문화재연구원장)의 조언을 받았다. 정영희(2019: 56)는 병산서원과 안동 봉정사의 사례를 들어 주초석부분이 일부
개방된 상태에서 옆에서 밀어 넣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25)	一乘谷朝倉氏유적에서는 27,000매의 전화가 출토되었다. 이 중 궤미 상태 출토례는 2건이며 나머지는 배수로에서 수매씩 출토
되는 예가 비교적 많다(福井縣立一乘谷朝倉氏遺蹟資料館 2019: 78).
26) 일본 에도막부에서 발행한 금화.
27)	보고서에는 해동통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목포대박물관측 도움으로 제주박물관 보관 유물에 대한 사진자료를 입수
하였고 이를 『北宋銅錢』 (閻福善 2007: 98-102)와 대조한 결과 가우통보로 판정하였다.
28)	보고자는 인양된 중국전을 보수공에 사용된 중국전으로 판단하고 있다. 판단 근거는 동전이 2m×10m구역 내에서 일괄로 인양되
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선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29)	三宅俊彦은 금, 원, 명대의 동전유통 금지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금대는 明昌년간 1190—1194년, 원대는 인종 1320년대,
명대는 태조 1394년으로 동전유통을 금하고 지폐(鈔)사용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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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로 출토되었다〈그림 15〉(古澤義久 2015: 246-250). 13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중
국 浙江省 開仙院이라는 사원유적의 石匣에서 발견된 宋錢 39종 3,092매 중 태평통보만
1,554매이며 50.26%의 개수로 매납되었다(三宅俊彦 2005: 39). 용장성 일괄출토전 중 태
평통보는 1매이며 제의용도로 추정되는 출토전은 인근 용장산성 선황산 제사유적에서
드러났다. 시굴이기에 유구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감청자잔과 상감청자잔탁,
土製馬 등과 함께 정화통보, 황송통보, 원우통보가 각 1매씩 출토되었다(목포대학교박물
관 2006: 58-82).
제의용의 또 다른 사례로 부장품 또는 지진용도를 들 수 있다. 부장품으로 전한 海昏侯
목곽묘에서 오수전 200만매 정도가 부장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楊軍 管理 2016: 10).
국내는 무녕왕릉에서 매지권과 함께 출토된 梁의 철제 오수전꿰미(90여개)가 대표적이
다. 고려시대에 분묘의 棺底 전면 또는 관개 위와 묘광 중에 부장유물로 발견되는데 사
후세계에서 망자의 안녕을 기원하거나 매지권의 관념이 투영된 것으로 판단된다(이승일
2006: 126-135).
한편, 건조물의 안전을 기원하는 地鎭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자료로 중
국 명대 사료에 元代의 오래된 건물이 붕괴하면서 동전이 들보에서 낙하했다는 기록이
30)

보인다. 壯族의 민속사례 등에서도 대들보의 양단에 동전과 곡식을 두는 풍습이 있다.
31)

燉煌遺書

『上樑文』에서 상량식 때 돈을 허공에 뿌리는 의례를 행한다는 기록도 존재한

다(陈晓珊 2018: 80).

〈그림 15〉 일본 長崎縣 鷹島 침몰 元船에서 출토된
동전

〈그림 16〉 강화 대산리 1구간 2지점 3-2호 건물지
초석 상면 동전

30)	이와 같은 풍속은 우리나라에서도 상량식 때 북어, 실타래, 돈 등을 대들보 위에 두는 제의행위가 전국 보편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31)	1900년 돈황 막고굴 17호 동굴에서 발견된 서적의 총칭. 총수 약 5만권에 불경이 90%. 가장 이른 시기는 전진 부견 감로 원년
(359년)이고 늦은 것은 남송 경원 2년(1196년)에 해당한다(https://zh.wikipedia.org/wiki/燉煌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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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일본 大宰府市 天滿宮 도리이 동전의
출토위치

〈그림 18〉 강화 대산리 1구간 2지점 3-2호 건물지
초석 상면 동전 세부상태

江華 大山里遺跡 내 12~13세기로 추정되는 1구간 2지점 3-2호 건물지에서는 초석의 중
32)

앙 柱座部에 북송전 4매 가 출토된 사례가 있다〈그림 16·18〉(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41-43). 이러한 경우에는 기둥의 견고함을 바라는 기원이 반영된 유물로 판단된다. 동일
사례로 일본 太宰府市 天満宮 石造 도리이(鳥居;1696년 건립) 해체시 석부재의 연결 부위

에 끼 워진 채 출토된 353매의 寬永通寶도 유사한 용도로 판단된다(櫻木晉一 2009 : 216)
〈그림 17〉. 특히 강화 대산리 건물지 1구간 2지점 3-2호 건물지 초석 柱座 출토 동전의 상
태는 細片化되거나 부식이 심한 편인데, 이는 기둥과 초석사이에 수분이 머무르기 쉬운
환경 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8〉.
33)

이외에도 공반유물인 大壺의 편년 에 의해 13세기대로 추정되는 진도 벽파리 통나무
배에서 북송전 8매가 출토되었다(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 1993). 출토상황은 선미와 본
34)

체를 고정하는 船尾連結材 하부에 3列 8개의 小圓孔 이 파여져 있고 내부에 북송전이
35)

1매씩 삽입되어 있다고 한다. 발굴자는 중국 절강, 복건 兩岸 일대의 관행으로 배의 안
전과 무사를 기원하는 壓邪取勝의 壓勝錢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陳曉珊(2018: 71-74)
은 이러한 행위가 항해의 평안을 祈求하기 위한 것으로써 서양에서는 돛대 아래 ‘행운의
32) 錢種은 원풍통보, 천희통보, 선화통보 절이전, 희령중보이며 소평전 2매, 절이전 2매이다.
33)	主稅英德은 일본출토 고려시대도기호의 편년안을 작성하였으며 벽파리 대호편은 파상문이 2조로서 정형성이 흐트러진 형태와 구
연의 反轉 각도 등을 감안할 때 대형호 4期에 해당하며 大浜유적 출토 대호와 잘 닮고 있다.
34)	北野耕平(1975 : 8-12)은 1974년 발굴된 福建省泉州灣后渚港 출토 南宋船을 소개하면서 선박 용골의 전후 兩端에 보수공이
라고 하는 구멍이 칠성반월상의 배열로 뚫려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상부구멍 내부에는 동전이 각 1매식 7개 삽입되어 있어 위
에는 북두칠성을, 아래는 보다 직경이 큰 구멍에 동경이 삽입되어 만월을 나타내는 칠성반월이라고 하는 중국 고대 造船신앙과 관
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전 보수공의 직경이 2.5cm인 것으로 보아 소평전 만을 사용했다. 이외 陳曉珊은 1974년 발굴된 泉
州船 이외에도 上海南匯大治河, 浙江寧波東門口海運碼頭 유적도 추가하여 소개하고 있다.
35)	출토전은 8매이며 전종은 지도원보, 함평원보, 상부통보, 황송통보(2), 원풍통보, 대관통보, 정화통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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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을 두는 행위가 있고 보다 늦은 시기에 중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용도로 동전이 선박
에 설치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필자도 이 의견에 동의하지만 나아가 부재의 연결 부
위에 돈의 呪力을 부여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다. 이러한 관점에서 용장성 R지구 건
물지 출토전은 柱座에서 벗어난 초석 상면 동단부가 출토위치이어서 동일한 용도로 보기
는 어렵다.

2. 수집용도(콜렉션)
徐兢의 견문록에 “가게(居肆)가 없고 남녀노소 관리, 公妓가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교
역한다. 泉貨法이 없고 저포, 은병만으로 계산…중략…조정에서 錢貨를 내려주면 정부의
36)

창고에 쌓아놓고 때때로 꺼내어 관리들에게 가지고 놀도록 한다” 라는 기록이 존재한다.
따라서 고려의 일부 계층에서 동전을 玩味하는 경향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9〉 準미유통전(참고품)

〈그림 20〉 유통전(용장성 일괄출토전)

〈그림 21〉 전화의 세부 명칭

36)	『高麗圖經』 卷3, 貿易, “高麗故事 每人使至則聚爲大市...蓋基俗無居肆 惟以日中爲虛 男女老幼 官吏公妓 各以其所有 用以交
易 無泉貨之法 惟紵布銀甁 .......朝廷賜子錢寶 今皆藏之府庫 時出以時官屬傳玩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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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례에서 교장 유적인 吉林省 大鄭村유적과 福建省 永福鎭 유적에서 이러한 경
37)

향을 설명할 수 있다.

이들 유적에서 출토전의 내용은 전종별 발행량의 寡少와 무관하

게 각 왕조별 발행 순서에 따라 일정량이 분배되어 있거나, 동전의 상태가 미사용이거나
그에 버금가는 상태의 것〈그림 19〉을 선별 수집한 것이 대부분이다. 용장성 R지구 건물
지 출토전으로 한, 당, 북송, 남송전이 확인된다. 한·당전은 송대에도 시중에서 유통되
는 전화이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발행량에 따라 황송통보, 원풍통보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행 순서별로 모은 증거도 확실하지 않다. 동전의 상태가 未流通에 준
하는 것도 출토되지 않았다. 오수전은 마모가 심하여 錢文을 겨우 판독할 정도이었다. 당
전, 송전은 전체의 輪側이 마모되어 윤과 윤측이 직각이 아니고 둥글게 弧狀을 이룬 것이
38)

대부분이다. 게다가, 郭과 輪도 높고 깊지 않으며 전문 상단의 마모도 심하다〈그림 20〉.

錢体의 상태에서 북송 후기전인 정화통보와 남송전인 淳熙元寶, 紹熙元寶는 中上이며 나

머지는 中下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기간 유통되었던 동전들로 판단되며 완미를
위해 수집했던 동전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3. 退藏용도
용장성 일괄출토전을 퇴장용도로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재화적가치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조성하게 된 계기, 즉 전란 등으로 인한 피난사태 등과 관련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
이다. 송전은 고려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졌을까? 남송시대 송전이 淮河를 넘어 금으
로 가면 수배의 가치로 상승하고 바다를 건너 藩國으로 가면 열배의 가치로 폭등한다는
기록이 있다(劉丹 2011: 23, 鐘興龍 2014: 68). 송전의 고려국내에서의 가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기록이 참고가 된다고 하겠다. 송전의 가치를 알기위해 고려에서 제한
39)

적이지만 화폐로 유통되었다는 전제를 둘 수 있다(정용범 2014: 49-69). 이에 대해 송전
은 동재료(地金)로 전용되었다는 주장도 있다(임태경 2014: 58-64; 신은제·허선영 2011:
37)	吉林省 大鄭村유적은 금의 유적으로 지표에서 50cm깊이에서 철솥에 수납된 동전 65kg이 출토되었다. 그 중 2,480매가 정리
보고되었다. 한 대 오수전에서 금 정륭원보까지 각 왕조전이 확인되었다. 書體가 精美한 전화로 이루어져 있어 보고자는 여진인의
私藏品으로 판단하고 있다.
		福建省 永福鎭유적은 明代 교장전이다. 전한 오수전부터 홍무통보까지 15kg이 지표 하 50cm깊이 수혈에서 출토되었다. 大錢
등 종류가 풍부하고 정미한 전화만 선택되어 있어 보고자는 애호가의 콜렉션으로 판단하고 있다. 필자는 이들 精美한 전화를 準미
사용전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三宅俊彦 2005: 35-45).
38)	송전의 제작과정에서 주조 직후 鑄型에서 분리하면 枝錢의 형태를 띤다. 지전의 형태에서 동전들을 끌로 분리한 후, 윤측 부분과
투공 내측으로 비져나온 銅지느러미부분(鑄張り)를 줄로 제거한 후을 동전의 前後面을 지석으로 마감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완성된 未流通錢은 동광을 유지하면서 윤측이 直邊을 이룬다. 전화의 세부 명칭은 본문 <그림 21>을 참조바란다.
39)	김도연과 정용범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김도연은 고려시대 동전의 유통은 실패하였고 은병의 유통은 성공적이었다고 한다. 이
에 대해 정용범은 고려시대 동전이 분묘와 사지에서 출토량이 증가한 점과 문헌에서 고려후기까지 지속적으로 무역에 의해 동전이
공급되었음을 언급하여 동전이 향리, 군인신분 이상에서 유통되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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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 참고로 송전의 가치를 알기위해 송과 고려의 물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남송시대
은 10兩에 대해 동전은 30~35貫에 달한다. 은 1냥에 동전 3관이면 소평전 3,000개에 해
당한다. 『夢梁錄:남송 후기』에 하급병사의 월급이 4~5관, 하역·토목노동자의 일급이 수
도 임안에서 200문, 시골에서 50~70문이다. 『東京夢華錄』에 12세기 開封府 주점의 안주
한 접시에 15문, 술집의 술 1병(角:2.68ℓ)에 72문~ 81문, 이외 11세기 북송 기행문인 『參
天台五臺山記』에서 成尋은 공중탕 입장료가 10문, 숙박비 50문임을 밝히고 있다(伊原 弘
2009: 10-19). 고려 숙종대부터 주조된 고려시대 銀甁 1口는 1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1
냥이 모자라며 은 12.5량, 동 2.5량(은 1斤=16兩=596.8g)에 標印하여 통용되는 명목화폐이
40)

다.

41)

만약, 고려 은 1근을 송과 동일하게 송전으로 환산하면 48관(48,000문)이다.

고려

충렬왕 8년(1282년) 은병 1개로 미 15, 16석, 이전인 인종 10년(1132년)에 미 5석이라는 기
록이 있다(김도연 2018: 58). 고려 상인이 송전을 구입하기 위해 은을 사용했다는 기록은
없으나 대외결제용이기에 이를 참조할 수 있다. 용장성 일괄출토전은 126문이다. 남송 물
가 기준으로 고액은 아니지만 고려에서 교환가치가 다를 수 있다. 송전의 구매력이 외국
에서 10배 높다는 전술의 기록이 과장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충분히 數倍에 이르
는 고액일 수 있다. 따라서 용장성 일괄출토전이 유통화폐이거나 銅재료이든 재화의 범
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퇴장유구는 중국에서는 窖藏이라고 하며 전란, 자연재해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사람들

이 자기가 아끼던 물품을 임기응변적으로 보존하는 방식이다. 교장의 유물로은 비교적
고급품에 속하는 것이 많아 화폐, 동기, 자기 등이 매납된다. 상주시대에는 靑銅器교장,
당대에는 金銀器교장, 요송금원시대에는 瓷器교장이 많으며 특히 사천지역에서는 몽골
의 침입기에 교장이 대량으로 조성된다(陳揚 2011: 17-21).
〈표 11〉 중국의 퇴장유적
유적명

유구상태

유물

퇴장시기

퇴장원인

1

四川峨眉山市羅目鎭宋代窖藏

K1, K2 수혈
배치(6m이격거리.
k2수혈 시유옹에
기물 매납

북송~남송철전 160만매이며
가정통보(1208)가 최신전(k1),
수정배, 銅箸 10조, 동완, 자기
61점(접시 54점외 완, 잔).

13세기
후반

전란

2

四川大邑食品公司窖藏

수혈에 안치된
양이도질옹내에 매납

청백자완 24점, 접시8점, 동병,
숭녕통보 14, 숭녕중보 3매,
건원중보 1점 출토

13세기

전란

40) 『鷄林類事』 “(銀甁) 每重一斤 工人製造 用銀十二兩半 入銅二兩半 作一斤 以銅工匠之直”.
41)	宋의 1근은 640g이다. 1975년 湖南省 湘潭의 烟塘 출토 ‘嘉祐’銘 銅則에 ‘銅則重壹百斤黃字號’와 ‘嘉祐元年丙申歲造’로 명기되
어 있고 여기서 가우원년은 1056년이며 동측의 무게 64,000g이다. 고려와 원대 1근의 중량은 약 600g으로 거의 동일한 것으
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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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2)

수혈 내에 평면
육각형의 석조유구를
조립한 후 2매의
판석으로 덮음

四川閬中縣宋代窖藏

동전 27매 북송 태평-남송 소흥원보
동기받침, 동시 111점, 동저
122조, 銅觚(술잔)
청자삼족로 2점, 청자병 20점,
청자완 18점, 청자접시 10점,
백자접시 8점, 갈색유접시 4점

42)

13세기

전란

〈표 13〉에서 열거한 유적은 대개 사천지방에서 발견된 교장이다. 사천은 1231년 이래

약 40년간 몽골과 전쟁이 계속된 지역이다. 특히 成都지역의 주변에 교장이 집중하고 있
다. 이곳에서도 동전과 자기, 동기가 매납된 교장이 발견되고 있다(진양 2011: 21-22). 이
외에도 ‘靖康의 變’ 이후 ‘紹興의 和議’가 성립할 때까지 남송과 금의 대립이 일진일퇴로
43)

44)

격렬했던 淮水 에서 大散關 에 이르는 국경 인근에 퇴장목적의 교장전 발견사례가 많
다(三宅俊彦 2005: 66-69).
〈표 13〉 고려시대 퇴장유적45)
유적명

유구상태

유물

퇴장시 기

퇴장원인 및 비고

파주시 덕은리유적

수혈(유물 주위에
탄재로 충진됨)

쌍용문경 1, 천성원보 1, 성송원보 1,
동완편 1, 은곶 1, 동령 35

13세기

전란

2

희천시 서문동유적

도기옹(기고
82cm)에 청자,
백자 납입 후
청동대야로 덮었고
주변에서 청동기,
철기출토

청자대접(상감) 24, 발 11, 접시
139, 잔탁 13 / 백자대접 8,
보시기 5, 접시 34/잔 8, 합 2/
동제시저 10조, 굽접시 23,
밥주걱 2, 국자 1, 동이 3,
대야 2, 물병 3, 쌍용문동경 3,
검은 칠물바른 단지 2, 등자 3조,
재갈1, 집게 1, 자귀 1 , 도제옹 1

13세기후반
~
14세기전반

전란, 정치적인
피난(동녕부 반환)

3

청주시 사뇌사

수혈, 청동호 내부
매납

반자, 접시, 유개호, 향로, 잔탁,
풍탁, 향완 등 400점

13세기

전란

4

경주시 굴불사

범종 도치후 내부
매납 후 반자개

대정2년명(1183)반자, 범종,
소범종 1, 향완 2 접시 6, 동발 2

13세기

전란

5.

창녕군 말흘리유적

쇠솥 내부에 매납
후 쇠솥으로 덮음,
수혈과 쇠솥사이 충진
공간에 풍경 배치

금동제투조장식판, 銅餠(地金),
금동병향로, 금동수각향로, 사슬초,
초두, 동국자, 행엽, 금동 風磬 등
500여점

13세기

전란
암키와는
삼단구성복합문
횡대단일문,
대호편, 상감청자

6

청주시 운천동유적

동종 내부

반자 1점, 금동보살입상 1점,
향완 2점, 발 2점

13세기

전란

7

도봉서원(寧國寺)

유물 표면에 포장재
추정 짚 흔적

청동정, 청동유개호, 청동화로,
청동세 등 67건 77점

13세기

전란

1

45)

42) 보고자는 기년유물인 소흥원보(1131-1162)만으로 12세기 남송 중기로 보고함.
43) 하남성의 남쪽에서 안휘, 강소성을 거쳐 바다로 이어진다.
44) 섬서성의 남쪽.
45)	최초 조사자는 지진구로 보고하였다(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4: 79). 그러나 서울 도봉서원 보존정비구역 내 유적발굴조사(불교
문화재연구소 2019: 13) 결과, 지진구출토 5호 건물지 하부에서 3기의 고려시대 건물지 기단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 중 상감
청자가 없어 이 시기에 피란상황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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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은 고려시대 퇴장유적에 대한 집성표이다. 희천 서문동유적은 宣州의 林畔驛에
사용하던 유물이 전란을 피해 청천강을 거쳐 희천으로 옮겨졌으며 출토상태에서 도기옹
내부에 넣은 후 청동대야로 봉한 점은 중국 송원의 사례와 동일하다. 청동대야는 명문으
로 1252년 제작품인 것과 宣州 북쪽 林畔驛 소요품임을 알 수 있다. 출토지인 희천이 선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선주, 희천지역이 1270년 이래 원의 東寧府가 위치하던 곳
으로서 충렬왕대(1290년)에 반납되는데 동녕부 철수 시점에 중국인이 묻은 교장으로 해
석하기도 한다(김윤정 2009: 22-26). 청동대야의 명문이 1252년이며 청동숟가락은 이희
46)

준 Ⅳ형식으로 볼 수 있다.

상감청자대접 등은 13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퇴장행위는

몽골의 침략시기인 1254년에서 동녕부가 들어서는 1270년 사이일 수도 있다. 1290년 원
은 동녕부를 스스로 고려에 반환했으며 교장을 만들 위급상황이 없기 때문이다(방동인
1984: 72-83). 그 밖에도 坡州 德隱里유적(국방문화재연구원 2013)의 조선전기 1호 건물지
하층에서 발견된 탄재구덩이에서 동합, 쌍용문동경과 북송 소평전 3매, 철부 1점, 청동방
울 35점이 출토되었다〈그림 22〉. 昌寧郡 末吃里유적〈그림 23〉 수혈의 풍탁, 향로 등 500여
점의 금동제품이 1호 건물 기단 외곽에서 출토되었는데 퇴장유물은 통일신라 시기 것이
대부분이지만 동건물 지진구인 한국식해무리굽청자, 상감청자편, 횡대가 구비된 평기와
등으로 판단할 때 고려시대가 퇴장시기로 판단된다.

〈그림 22〉 파주 덕은리 퇴장수혈(탄재구덩이) 출토유물

〈그림 23〉 말흘리 퇴장유구

46)	김윤정 논문에 게재된 사진을 관찰한 결과, 동시의 병단에서 1단 꼬리 지느러미를 형성한 후 조금 길게 뻗어서 2단을 형성하는 Ⅳ
형식의 속성을 띤다. Ⅳ형식은 14세기대로 편년되고 있다(이희준 2004: 6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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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州市 社稷洞 무심천 제방에서 전신주 이설 공사 중 己酉年(1249년)과 思惱寺가 새겨
진 靑銅半子와 함께 발견된 361점에 달하는 동기 일괄유물도 퇴장유구로 판단된다(국립
김해박물관 2011: 11). 사뇌사 퇴장유구는 사지라고 생각할 수 없는 천변의 제방, 즉 의외
의 장소에서 우연히 발견되었기에 더더욱 피란과 관련된 퇴장유구로 판단된다. 특히 파
주는 수차에 걸친 몽골의 침입 경로변에 거의 매번 노출되어 있었고 청주는 지근거리에
있는 5차 전쟁으로 70일간의 충주성 전투 시기(1253년)에, 경주 굴불사는 3차 전쟁(1237
년)에서 황룡사가 전소되는 시기(1239년)에 피해를 입었다(김홍주 2014: 72, 김호준 2012:
73-76).
용장성 일괄출토전도 전란과 관련한 퇴장행위의 산물로 볼 수 있다. 강도에서 삼별초
해산 명령이 떨어진 지 불과 5일 만에 일천여척의 배에 사람들과 재화를 나누어 싣고 강
화도 구포를 출발, 2개월 걸려 진도에 도착했다. 진도에 체류하는 기간은 10개월 남짓인
데 그 동안 여몽연합의 토벌군을 맞아 연전연승하다가 김방경과 홍다구가 이끄는 1만2천
병력의 기습으로 급작스럽게 함락당하고 만다(김세종 2017: 92-95). 이와 함께 용장성이
함락될 당시 상황에 대해 김방경이 10,000명의 남녀포로와 수십 척의 전함을 노획하고,
양곡 4천석과 재물, 보배, 기구, 병기 등을 거두어 개경으로 보내었으며, 몽고군은 진도주
민과 삼별초가 강도에서 납치한 士女들을 포로로 잡았을 뿐 아니라 많은 보화를 약탈했
47)

다는 기록 이 있다.
용장성 일괄출토전이 지진구가 되기 위해서 초석 하부 정지층 아래 공간 내지는 적심,
초석과 초석간의 정지토 상면에서 수혈을 굴착하고 매납하는 의례가 확인되어야할 것이
다. 지진유구는 영원히 보호되고 지속되도록 하는 의미를 가진 시설물인 만큼 사람의 손
에 닿거나 쉽게 노출되어 훼손되는 곳에 매납된다면 그 본래의 기능을 지속할 수 없을 것
이다(오샛별 2012: 11). 게다가 전술한 강화 대산리유적 1구간 2지점 3-2호 건물지 초석
위 출토품과 동일하게 보려면 柱座부분에 동전이 놓여야한다. 또한 동전이 기둥에 눌려
진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쟁기록 및 용장성 일괄출토전의 위치와 출토정황으로 건물이 축조되는 도중
에 매납되었을 가능성이 적다. 용장성 일괄출토전은 주인이 급작스런 피난상황을 맞이하
48)

여 회수를 기대하면서 마루 아래에 숨긴 퇴장유구로 판단된다.

47)	『高麗史』 卷104, 金方慶傳,“及官軍奮擊賊皆弃妻子遁 其所虜江都士女珍寶及珍島居民多爲蒙兵所獲 方慶見賊潰追之獲男女一
萬餘人戰艦數十艘餘賊走耽羅 方慶入珍島得米四千石財寶器仗悉輸王京其陷賊良民皆令復業凱還”
.
48)	마루 밑에 남겨진 동전 이외에 銀錠 등 보다 가치 있는 재물이 있었고 이를 우선적으로 주인이 가져가고 동전은 후일을 기약하며
남겨졌을 가능성과, 원래 116매의 동전보다 많은 동전의 저축을 위한 시설이 있었는데 동전의 주인이 미처 회수하지 못하고 피난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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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용장성 일괄출토전은 이웃한 중국과 일본의 중세시대에 비해 자료가 전무하다시피해서
연구가 부진했던 고려시대 일괄출토전 연구의 단서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다. 고
려시대 출토 동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분묘 출토전의 존재로 부터 동전의 고려 유입시기
를 비정하고 동재료(地金)로 전용하면서 동기의 생산증가와 결부시키는 경향이거나, 사
료를 통해 동전의 화폐적 유통여부를 논하는 정도이었다. 이번 용장성 일괄출토전의 연
구를 통해 필자는 우선 다음과 같은 성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일괄출토전의 분석에서 최신전이 1193년이며, 장기간에 걸쳐서 저축된 동전들이
아니고 남송에서 유통되던 동전들을 그대로 고려로 가져온 것일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
다. 게다가 100매 단위의 꿰미인데 이는 당시 中日의 시장 등에서 동전을 사용하거나 보
관하는 묶음방식과 동일하다.
둘째, 출토상황의 분석에서는 용장성 일괄출토전이 공반유물과 층위상태로부터 용장성
의 함락이후 단기간에 형성된 단일층이며, 시기는 14세기 이후로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초석의 가장자리가 출토위치인데 초석간의 고맥이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마루 아래에 놓여졌을 것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셋째, 동전의 매장 목적을 밝히기 위해 제의용도, 수집용도, 퇴장용도로 나누어 국내외
자료와 비교했다. 용장성 일괄출토전은 당시 126문의 가치가 매겨져 있는 화폐이면서 재
화로서, 용장성의 함락에 의한 피난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전화의 주인이 임기응변으로
마루 밑에 隱匿한 퇴장유구의 일종으로 파악하였다.
덧붙여 남송의 꿰미가 진도에 까지 도달하게 된 것은 당시 진도에 체류하던 삼별초세력
이 강도에서 탈출할 때 운반해 용장성에 반입한 재화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용장성 R
지구 이외에도 용장성 내 3개 지구, 인접한 성황산 제사유적, 진도 벽파나루, 명량해협,
완도, 장도, 제주도 등지에서 소량이지만 송전의 존재가 감지되고 있다. 진도 용장성 주
위에 분포하는 이들 개별출토전은 향후 동전의 제한적 유통여부에 대한 연구거리로 이어
지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인접한 中日에 비해 출토전 연구가 미약한 국
내 중세고고학연구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서는 전화는 유물이기에 출토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우
선적으로 필요하다. 건물지와 분묘에 있어서 층위를 포함한 공반유물 유구간 출토맥락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 아울러 동전의 판독에 있어서 파손되어 네 글자가 온전하
지 않더라도 탁본과 확대된 사진의 게재가 요망된다. 동전의 속성 중 錢形과 錢文 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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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글자만 있더라도 錢名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감사의 글 -

본고가 나올 수 있기까지 목포대학교박물관 정영희, 김세종, 강귀형 선생님의 조언과
협력이 있었음을 밝혀둔다.
▶논문접수일(2019.12.27) ▶심사완료일(2020.2.12) ▶게재확정일(2020.2.24)

49)	錢文 개개 글자에서 劃의 특징, 또는 방공 상하좌우에 접해있는 글자의 위치 차이, 동전의 형태(직경, 輪의 형태)의 관찰로 錢銘의
判定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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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about R district of Jindo-Yongjang castle
hoard.
Lee Seungil
(Gyeongsang institute of Cultural Prperties)
A string of 116 coins was excavated from Goryeo Dynasty’s Yongjang castle site.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 of this excavation.
First of all, in yongjang castle analysis, the latest excavated coins were from
1193. They were not saved through long period, the coins distributed in Nam-song were
discovered at once.
In addition, they are string of one hundred coins unit and it is identical to China and
Japan’s method of coin usage and storage used in market.
Secondly, In analysis of excavation situation, Yongjang castle hoard is single layer
from horizontally accompanied relics and they were formed after short period of yongjang
castle breakdown. The period is previous than 14th century.
Additionary, edge of foundation stone is excavation site but “Komagi(고맥이)”
facility between fondation stones is not verified.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they were
located below floor.Thirdly, to find out the purpose of buried coin, comparsions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research materials were made in usage of ritual, collection and
hoarding.
Yongjang castle hoard is both currency and goods which is well worth for those days
126mun.
According to Yongjang castle collapse evacuation situation occurred, so owner
of goods hid them under floor extemporaneously. They are considered as type of hoared
goods.
Keywords : hoard, jindo-Yongjang castle, coins of Song Dynasty, Goryeo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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