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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북한에서 이루어진 신라(통일신라) 고고학 연구 현황을 정리하고 그 특징 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자

료가 남한에 있어 그동안 우리 학계는 북한의 신라 고고학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이에 향후 북한 자료를 다루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북한 학계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연구 현황은 우리가 주로 다루는 고고학 주제에 맞춰 무덤, 성곽, 왕경, 

토기, 와전, 장신구, 무구, 마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구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주체사상이 북한 학계의 삼국통일 해석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1955년에 처음 제기된 ‘주체’는 사

대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중소 분쟁의 틈바구니에서 주창되었다. 이에 따라 신라의 삼국통일을 외세와 결탁한 사건으로 

보고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1962년 자료부터 확인된다. 두 번째, 반사대주의의 영향으로 삼국 

문화의 ‘고유성’과 ‘단일성’을 증명하려 하였다. 한반도의 문화가 중국과는 다른 고유성을 가지며, 삼국의 문화는 상호간

에 공통점이 많다는 것이다. 세 번째, ‘단일성’의 원천은 고구려의 ‘우수한’ 선진 문화이며, 백제와 신라, 가야에 전파되어 

‘민족 문화의 단일성’이 형성되었음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고구려의 선진 문물이 발해와 ‘후기신라(통일신라)’에까지 전해

지고 다시 고려로 이어져 민족 문화의 진정한 통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한다. 네 번째는 남한 학계에 비해 신라의 무덤이

나 유물의 연대를 상당히 올려 보는 점이다. ‘조선의 유구한 역사’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신라의 건국을 1세기 초·중엽으

로 설정했기 때문에 국가 형성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의 연대를 올려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고구려 석실분이 신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하기 위해서도 신라 석실분 연대의 상향이 필수적이다. 1960년대에 형성된 연구 특징은 

지금까지도 북한 학계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 지침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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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머리말

1950~60년대에는 북한에서 남한보다 고고학 연구

가 활발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라(통일신라)에 대한 

연구도 그러했는데, 당시는 북한에 대한 자료에 접근하

기 어려웠기에 어떤 연구가 이뤄지고 있었는지 우리 학계

에서는 잘 알 수 없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남한에서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 시대의 발굴 자료도 급증하여 

굳이 북한의 연구 현황을 살펴 볼 필요가 없었다. 북한도 

주된 관심이 고조선, 고구려, 발해에 있을 뿐, 신라에 대

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기에 관련 유적에 대한 발굴보고

도 소략하고 연구도 충실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분

단 이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북한의 신라 고고학 

연구 현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형편이다. 우리 학계는 

그간 북한의 선사시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여 

신라에 대해서는 연구사 정리도 본격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었다. 이에 향후 북한 자료를 다루기 위한 기초 연구로

써 그간 북한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정리하고 몇 가지 특

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 현황을 정리할 때는 시기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나 북한의 신라·통일신라 연구는 

1960년대 후반 이후에는 시기별로 특징이나 성과를 소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체되었고, 내용에도 커다란 변화가 

없어 시기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북한의 연구를 먼저 주제별로 8개로 나

누고 각 주제를 시기에 따라 연구 현황이 어떠한지 살펴

보고자 한다. 주제는 우리가 주로 다루는 고고학 주제에 

맞춰 무덤, 성곽, 왕경, 토기, 와전, 장신구, 무구, 마구로 

나누었다.

주제별 연구 현황을 검토한 뒤에 북한의 연구 특징

에 대해 간단히 검토하겠다. 먼저 1950년대에 처음 제기

된 주체사상이 신라 고고학 연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

는지를 설명하고, 정권의 일방적인 ‘지침’에 따라 삼국 문

화의 ‘단일성’을 강조하는 모습, 그리고 이것이 결국 고구

려 중심의 역사 서술과 밀접히 연결되는 양상을 설명하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조선의 유구한 역사’를 강조하는 분위기 

아래에서 절대 연대 추정이 무리하게 진행되는 모습도 짚

어 보겠다. 용어는 현재 우리가 쓰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

하고 필요한 경우 괄호나 따옴표로 북한의 연구에서 사용

한 용어를 넣어 구분하였다.

Ⅱ. 연구 현황

1. 무덤

신라 무덤을 주제로 한 논문은 총 네 편이 발표되었

다. 이 외에 삼국시대 무덤을 다루면서 신라 무덤을 다

룬 경우, 그리고 신라 무덤의 발굴 보고 형태의 글이 있

다. 최초로 신라 무덤에 대해 다룬 논문은 정백운(1957: 

37~40)의 글이다. 삼국의 무덤에 대해 설명하면서 신라

도 함께 다루었다. 그는 ‘고신라시대’의 무덤은 적석목곽

분(목곽 력포분), 석곽묘가 있으며 석실분을 사용했던 동

시기 고구려, 백제 무덤과 다르다고 하였다. 특히 각 지역

의 무덤이 다양하며 이는 ‘조선의 원시 장제에 고대 중국

인을 비롯한 인근 제 종족들의 형식을 수용하여 각양한 

전형들을 창조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고유성보다는 여러 

문화의 수용을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박진욱(1964c)은 신라 무덤을 주제로 처음 논문을 

발표하였다. 편년을 시도하였는데 우선 정백운과 같이 

세 유형으로 나누고 적석목곽분은 지석묘의 지하 구조

에서 유래한 적석묘와 경주의 목곽묘가 결합된 것으로 

보았다. 적석목곽분은 경주에 집중 분포하며 왕실과 관

계가 깊고, 수혈식 석곽묘는 지방 호족 및 관리들의 무덤

으로 보았다. 적석목곽분은 외곽 무덤과 다곽 무덤으로 

구분하고 다곽 무덤은 가족 또는 부부 무덤이며, 다곽 무

덤에서 외곽 무덤으로 변화한다고 설명하였다. 주곽과 

부곽이 나란히 있는 무덤도 다곽묘로 분류한 것은 우리

의 분류와는 차이가 있다. 무덤의 절대 연대에 처음으로 

호우총과 서봉총이 등장하며 호우총은 415년 직후, 서봉

총은 연수원년(延壽元年) 신묘년을 391년으로 보아 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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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말에서 5세기 초로, 그리고 보문리 부부총(합장분)은 

5세기 전반 내지 중엽으로 시기를 상당히 올려 보았다. 

석실분은 연도 없는 묘와 연도 있는 묘로 나뉘며 연도 없

는 무덤은 수혈식 석곽묘가 석실분으로 전환하는 과도

적 형식으로 고구려와 백제의 석실분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다. 이어 1966년에 적석목곽분을 종합한 논문이 발

표된다(고고학연구실 1966). 앞의 박진욱의 글과 큰 차

이가 없으며 역시 호우총을 5세기 초로 보면서 당초 4세

기 무렵으로 보았던 무덤 중에 많은 수가 2~3세기로 올

라간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의 고분시대 무덤에 신라 무

덤 출토품과 같은 유물이 발견되어 일본에 영향을 미쳤

다고 하였다.

1950, 60년대에는 발굴 사례도 여러 건 보고되었다. 

대부분 강원도와 함경남도 일대의 신라 산성과 무덤으로 

진흥왕이 동북 지역에 진출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먼저 

강원도 안변군 용성리 고분군이 57년에 발굴되었다(량익

룡 1958). 이 무덤군은 지하식의 횡구식 무덤으로 인골과 

단각고배, 금제반지 등이 출토되었는데 유물은 이 지역에

서 자체 제작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북쪽 사면을 매장지

로 사용한 것은 고구려나 신라 무덤과는 다르며 이 지역

의 고대 종족들이 신라 문화의 영향 아래에서 자기의 고

유한 풍습을 ‘다분히 견지하면서’ 살아오던 지방 통치 계

급의 무덤으로 보았다. 그러나 7년 뒤 발표된 인골에 대

한 보고에서는 결을 달리하여 한반도의 다른 지방에서 나

온 인골 및 현대 조선인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고 중국과 

일본인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신석기부터 현대까지 조

선인의 인류학적 형태에 많은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라 하였다(백기하 1965).1 용성리 무덤에 이어 

1958년 강원도 통천군의 구읍리 어은골 무덤도 발굴되었

다(량익룡 1962). 모두 석실분으로 토기를 통해 6~7세기

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진흥왕의 영토 확장의 증거라 

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일제 학자들이 석실 무덤을 일률

적으로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고 통일 후에는 석실 무덤의 조성은 점차 없어져 

간다고 설명한 점이다.

1967년에도 강원도 고성군 봉화리 무덤 발굴 결과

를 보고하였다(백련행 1967). 이러한 발굴 성과를 종합하

여 박진욱(1967b)은 동해안 일대의 신라 무덤을 종합한 

글을 발표하였다. 동해안 일대의 무덤도 경주의 신라 무

덤 변천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 하고 석곽묘(안변군 용성

리, 고산군 고산읍) → 연도 없는 석실분(고산읍, 함경남

도 무덤 떼) → 평천장+연도 있는 석실분(용성리, 구읍리) 

→ 고임천장 또는 궁륭천장의 석실분(통천군 구읍리)의 

순으로 변화 방향을 설정하고, 70리마다 하나씩 7개의 신

라성과 무덤군이 함께 있는 것은 6세기 중엽 신라의 영토 

확장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1977년 발간된 『조선고고학개요』에는 이를 종합하

여 정리하였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226~258, 

285~286). 몇 가지 수정된 부분이 있는데, 무기류와 마구

류가 많은 무덤을 남성의 무덤으로 보았고, 서봉총의 연

대를 60년 늦춰 5세기 중엽으로 설정하였다. 석실분은 괘

릉, 무열왕릉이 대표적으로 호석과 무덤 구역 시설, 비석

이 있는데 이중 호석은 고구려 동명왕릉에서 시작하였고 

무덤 구역 시설은 장군총에서 이미 보인다고 하였다. 적

석목곽분의 발생도 여전히 앞서 박진욱(1964c)이 주장

한 지석묘의 지하 구조와 경주의 목곽묘가 결합된 것으

로 보았는데 세 나라가 모두 돌무덤을 기본으로 한 것은 

삼국의 공통성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12년에는 적

석목곽분의 발생도 경주의 목곽묘와 고구려의 적석총이 

결합한 무덤이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발표되었다(로영철 

2012).

1987년 이후 궁성희는 삼국의 석실분에 대해 일련

의 글(궁성희 1986, 1987a)을 발표하면서 신라 석실분

을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였다(궁성희 1987b). 이어 삼국

의 석실분에 대해 종합한 논문을 발표한다(궁성희 1987c, 

1988). 변화 방향은 이전 논문들과 비슷한데 절대 연대는 

1 인골에서 민족의 단일성을 찾는 연구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김영일 1999; 김정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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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늦춰서 호우총, 서봉총을 5세기 중엽으로 보았다. 

이어서 세 나라는 무덤의 위치와 방향이 일치하고, 내부 

구조, 축조방법 등이 비슷하다고 하였다. 이는 3세기 고

구려에서 발생하여 전해진 것으로 고구려의 선도적인 역

할 때문이라 주장하였다(궁성희 1988: 19). 한인호(1988: 

17)도 고구려에서 영향을 준 요소로 고구려 사신도를 들

고 신라의 어숙술간묘의 연꽃무늬가 고구려의 것과 유사

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통일신라 무덤과 관련한 연구는 적은 반면 고려 시

기 무덤을 설명하면서 다루는 사례가 있다. 리창언(1991: 

40)은 고려 시기의 석실분이 봉분 둘레에 병풍돌을 돌린 

뒤 다시 돌담을 두르며 각종 석조 시설물을 배치하는데 

이는 발해와 ‘후기신라(통일신라)’의 석실분과 많은 공통

점을 가지며, 이것은 고구려의 석실분이 발해와 ‘전기신

라’에 계승되어 ‘후기신라’를 거쳐 고려까지 계승 발전된 

증거라 하였다. 김인철(2006)은 왕건이 한족 출신이라는 

견해에 대해 왕건릉이 고구려, 발해 및 ‘후기신라’의 석실

분을 계승한 점을 들어 왕건은 조선인이라는 결론을 내었

다. 한편, 개성시 용흥동 1호 석실분을 통해 흥미로운 주

장도 발표되었다. 이 무덤은 10세기에 축조된 고려의 왕

이나 왕비의 무덤인데 병풍돌이 ‘후기신라’의 형태를 하여 

후기신라 지역과 연관된 인물-경주 출신 왕비가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였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15).

2. 성곽

북한 지역에 소재하는 신라 유적은 대부분 산성과 

그 주변의 무덤으로 비록 독립 논문은 없지만 발굴 및 답

사 자료를 토대로 연구가 일찍부터 진행되었다(량익룡 

1958, 1962; 한석정 1960). 우선 축조 주체를 추정하였는

데 한석정은 함경남도의 산성들이 위치로만 보면 옥저나 

고구려의 산성일 수 있지만 성 내부 건물지 주변에서 수

습된 토기와 기와가 신라 유물과 유사하며, 산성 위치가 

북쪽에서 오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 축성되었고, 함북 지

역에는 없고 함남에만 있는 점, 그리고 주변 석실분의 구

조가 영남 지역의 것과 유사한 것을 근거로 신라 산성이

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산성 주변에 반드시 무덤군

을 조영하였고 이 무덤에서는 (신라)토기가 출토되었다

는 사실도 밝혔다. 이 산성의 배치는 진흥왕 순수비 위치

로 알 수 있는 신라의 강역과 일치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어 동해안 지역의 ‘산봉우리성’(산정식 산성)에 대한 글이 

발표된다(량익룡 1964). 이 성들은 신라 무덤과 인접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마운령이 북쪽 한계선으로 신라의 성

으로 추정하였다. 그는 출토 토기를 관찰하여 문헌에 보

이는 이 지역에 대한 신라 통치 기간을 추정하였다. 그리

고 이러한 ‘산봉우리성’은 장기간 농성이 불가하여 전투를 

주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 소재지에 자리하여 점령 

지역을 공고히 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하였다.

이후 이 지역의 개별 산성에 대한 조사 보고가 연이

어 발표되었다. 1967년 서곡산성 조사에서는 신라의 토

기와 기와가 수습되었고 인근에 100여 기에 달하는 석실

분과 석곽묘가 있으며 신라 토기가 출토된다고 하였다

(안병찬 1967). 같은 해 교성리토성에 대한 답사에서도 

신라 토기와 기와 조각이 보여 신라 산성임을 알 수 있고, 

이 지역을 통일신라시대의 정천군터로 추정하였다(리정

기 1960). 『조선고고학개요』에서는 삼국의 산성을 설명

하며 고구려의 선진 기술을 강조하였다. 모두 교통 요충

지에 위치하고 자연 지형을 이용하며 돌로 축조한 점, 그

리고 치, 겹성 등 새로운 시설물을 창조한 것도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삼국의 공통점이라고 하였다(사회과학원 고

고학연구소 1977: 199~212).

이후 신라 산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는데 1994

년에는 학성 산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남일룡 1994: 

10). 남일룡은 신라가 처음 쌓았다는 기존 주장을 부정하

고 출토 기와, 성돌 축조 방법, 내부 유구의 층위를 통해 

고구려가 처음 축조한 뒤 신라, 조선시대에 걸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최응선(2013)은 삼국시대의 산성 형

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신라 산성의 특징을 설

명하며, 신라 산성은 ‘산봉우리(산정식)산성’이 많은데 고

구려의 포곡식에 비해 방어력이 약하고 장기전에 불리하

였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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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왕경

신라의 왕경(도성)에 대한 연구는 고구려의 영향을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1977년 『조선고고학개요』

에서는 통일신라 시기의 도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거리

를 바둑판처럼 정연하게 구획한 리방(里坊)이 있었고, 수

도를 성벽으로 두르는 도성제도는 출현하지 않았으며 주

변 산성으로 방어하는 방식이었다고 하였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267). 한인호(1987: 31)는 고구려, 발

해, 통일신라의 리방 제도에 대한 글에서 신라의 리방제도

는 ‘田’자 형태로 1개 방은 400자(140m) 너비인데 여기에 

35cm의 고구려자가 적용되었으며, 왕경은 전체 64개리로 

계획되었는데 산지를 빼면 35~55리이며, 1리는 16개 방으

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고구려의 도시 리방제도가 

전해진 것으로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다. 고

구려자의 적용, 한 방의 크기는 일제시대 연구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리와 방의 숫자는 추정 근거가 불분명하다.

김경삼(1998, 2013)은 신라의 수도 형식(리방제도)

이 고구려의 것을 모방했다는 주장을 하였다. 먼저 5세

기의 신라 수도 형식이 고구려를 모방했다는 근거로 리

방 구획을 고구려자 기준 400자로 한 점, 고구려가 평양 

천도시(427년) 수도 형성이 끝났는데 신라는 469년 리방 

체계를 갖추었으며, 명활산성을 처음에는 산정식으로 쌓

다가 473년 고구려의 축성법을 받아들여 포곡식으로 쌓

았고, 신라본기에 고구려본기에는 없는 ‘평양에 큰 다리

를 놓았다’라는 기록이 있어 고구려 수도 건설에 관심을 

가진 자료가 있는 점을 들었다(김경삼 1998: 33). 결론적

으로 신라 수도의 형식인 평지성(월성)과 산성(명활산성 

등)의 결합은 고구려의 영향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신라의 리방제를 설명하면서 리방제의 도입을 삼국사기

의 667년 우리방부의 설치, 695년 시장 설치, 677년 좌우

사록관 설치를 근거로 하여 7세기 중엽에서 말에 완성되

었다고 주장하였다(김경삼 2014).

4. 토기

북한에서 신라 토기만을 주제로 한 논문은 없으며, 

한반도의 토기 생산 기술의 발전에 대해 설명하면서 신라

토기를 설명한 내용이 삽입되었다. 조환석(1963)은 현대 

도자기의 치장 방법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신라토기의 장

식 방법을 언급하였다. ‘새겨 치장하는 방법’ 중 긋는 수법

과 새기는 수법은 신라토기에 다양하게 보이며, ‘찍어 치

장하는 방법’은 ‘통합신라(통일신라)’ 때 작은 꽃잎무늬로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 하였다. 전장석(1964)은 신라는 

삼국 중 도자 공예 생산이 가장 발전한 나라로 고온 소성, 

인화법의 발달, 녹유와 황갈유의 보급을 소개하였다. 또

한 토기의 이용 영역이 확대되어 건축 용재, 명기, 제기, 

악기, 토용 등 다양하게 발전했으며, 상형토기와 토우 등

은 기발한 조각품으로 놀랍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발굴품을 토대로 신라토기를 검토하기도 하였

다. 량익룡(1964)은 앞서 소개했던 동해안 지역의 산성

을 설명하면서 출토 토기를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첫 번째는 ‘신식 1형 도기’로 이전의 ‘고식 도기’의 발전형

으로 ‘고식에 비해 기형이 둔중하고 굽이 낮으며 투공도 

작거나 없어졌으며 문양에도 삼각, 원 등의 압인 무늬가 

많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유개고배, 완, 병 등이 속하고 

시기는 6세기 초, 중엽부터 유행했다고 하였다. 두 번째

는 ‘신식 2형 도기’로 합(盒) 형의 그릇이 대표적이며 원

점 무늬를 찍었는데 1형의 발전형으로 연도가 있는 방형 

석실분과 뼈 단지에서 보이므로 신라 통일 전후부터 유

행한 것으로 보았다. ‘고식 도기’는 우리 학계의 ‘신라전

기 양식토기’, ‘신식 1형 도기’는 단각고배를 특징으로 하

는 필자의 ‘중기양식’(윤상덕 2010:108~111), 그리고 ‘신

식 2형 도기’는 ‘후기 양식토기’에 해당한다. 당시는 신라

토기 자료가 부족하였고 남한에서도 편년이 세분화되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난 분류와 편년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1977년 『조선고고학개요』에는 신라의 그릇에 대

한 기록도 찾아볼 수 있는데 초기에는 ‘갈색간그릇’과 ‘검

정간그릇’을 쓰다가 후에 회색그릇을 썼으며, 이형토기

는 공예적 가치가 높고 토우도 예술적 기교와 기발한 착

상을 보여준다고 하였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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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85). 통일신라의 토기에 대해 인화문 녹유단지는 

신라 도자기 공예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하였

다. 또한 유약을 바른 도기를 만들고 ‘자기’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전진은 삼국의 공예를 기초로 했기에 가능한 것이

라 하였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287). 내용이 

소략하고 적석목곽묘 출토 토기는 통일 이전으로, 인화문

과 골호를 통일신라토기로 분류하는 정도에 그쳤다.

한편, 우리나라 자기의 발생과 발전을 강조하는 시

각에서 자기, 삼채도기, 녹유도기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

다. 김영진(1992)은 고려의 원산리 자기터의 발굴 결과를 

통해 초기 도자 생산에 대해 언급하면서 1호 가마를 고구

려 가마로 보고 무령왕릉 출토 청자, 황룡사 목탑 심초석 

출토 백자 등 신라, 백제 유적에서 출토되는 자기들을 중

국산으로 보는 남한 학계를 비판하였다. 또한 발해삼채

의 연원은 고구려의 색유도기에 있다고 설명하고 당삼채

로 인식하고 있는 신라 유적에서 발견되는 삼채도기편과 

일본의 삼채도기도 발해 삼채일 수 있으며 구체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김영진 1997: 22~30).

마지막으로 자료의 해석에 있어 신라 유물을 고구

려 유물로 추정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리광희(1991)는 고

구려토기의 장식 무늬에 대해 설명하면서 고구려 중엽부

터는 안학궁터에서 많이 보이는 누르기 기법에 의한 무늬

가 성행하는데 이것이 신라에 전파되어 ‘후기신라’의 질그

릇에 많이 보이는 인화 무늬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문에서 도면이나 사진을 확인하지 못

하여 ‘안학궁터에서 많이 보이는 누르기 기법’이 무엇인

지, 혹시 신라토기일 가능성은 없는지 의문이다.2

5. 와전

와전에 대한 글은 모두 무늬의 정교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삼국의 공통성을 강조하였다. 전장석(1964)은 신

라의 벽돌과 와전 무늬는 공예술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하

였다. 김영진(1964)은 연꽃 갈래 무늬에 대해 기록하기

를, 신라에서 가장 정교한 기교를 부렸고, 신라 초기의 끝

이 뾰족한 꽃잎 모양은 삼국의 공통점이라 하였다. 아울

러 삼국은 각기 세부적인 무늬에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의 무늬들에서는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선

조들이 동일한 계열의 사람들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통일신라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여 ‘삼국 무

늬 유산’은 ‘신라후기’에 와서 종합되었다고 하였다.

1977년 『조선고고학개요』에는 신라의 기와는 대부

분 수키와와 암키와이고 귀면와와 치미가 더러 있으며, 

수키와 막새 무늬는 연꽃무늬가 기본을 이루고 있다고 하

였다. 연꽃무늬는 초기에는 백제의 것과 비슷하나 점차 

복잡한 형태를 갖추어 갔다고 보았다. 삼국의 기와와 벽

돌은 각기 특징이 있는데 고구려는 운건하고 백제는 부드

럽고 우아하며, 신라는 섬세하고 화려하다고 하였다. 그

러나 기본적으로 생김새나 무늬에서 삼국은 공통점이 많

으며, 모두 높은 생산 기술과 공예술을 가졌다고 설명하

였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187~188).

윤광수(2010, 2011a, b)도 삼국 시기 기와의 공통성

에 대해 설명하였다. 삼국이 건국 초기부터 기와를 사용

하였다고 하면서 신라의 경우 삼국사기 기록을 통해 2~3

세기에 기와를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신라의 막새는 6세

기 초부터 시작되었는데 연꽃무늬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결국 이러한 공통

성은 고구려의 선도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기에 가

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기와의 출현을 설명하는

데 고고학 자료가 아닌 문헌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실

제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6. 장신구

장신구는 금관과 귀걸이를 들어 삼국의 공통성과 고

구려의 영향을 강조하는 글이 주로 발표되었다. 최원희

(1965)는 한반도의 남자 관모에 대해 설명하면서 절풍은 

고깔 모양의 모자로, ‘통합신라’ 말부터 옷 전반이 변화되

2 이처럼 평양 등 옛 고구려 땅에서 발굴되는 신라 유물을 고구려의 유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한 점은 향후 북한 자료를 검토할 때는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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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자취를 감추었다고 했다. 금관은 삼국에 모두 있었

으며 금관총의 것이 전형적인 것으로, 내관과 외관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일제시대의 견해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또한 금관의 세움 장식이 모두 꽃나무 모양

의 장식으로 ‘앞에 3개의 장식은 대생상(對生狀)으로 뻗

었고, 뒤에 2개의 장식은 거생상(巨生狀)으로 뻗었다’고 

하였다. 금관 역시 삼국시대를 지나면 점차 자취를 감춘

다고 보았다.

『조선고고학개요』에서는 금속 가공 기술의 발달이

라는 주제로 신라의 금속 제품을 설명하였다. 먼저 삼국

에 주조기술이 발달했는데 청동그릇, 거울, 호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누금세공기술, 루각(투조)기술 

등이 있으며, 이들은 금관에서 잘 나타난다고 하였다. 최

원희와 같이 내외관으로 구성되었고 세움 장식을 5개의 

꽃나무 장식으로 보았다. 삼국의 금관을 비교했을 때 기

본 형식은 같으며 세부에서도 공통점이 많다고 하였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176~181).

궁성희(1992: 16)는 금관에 초점을 맞춘 글을 발표

하였다. 금관은 금속 공예의 발전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

로 외관·내관 구성, 세움 장식을 5개의 식물무늬 장식으

로 본 것은 이전과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모든 나라들의 

관에 고구려적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어 고구려 문화

가 이웃 동족 나라들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공통점이 많은 것은 한반도 각국의 사람들이 같은 겨

레로서 같은 미감을 가지고 하나의 민족문화를 창조하였

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리광희(2003: 25)도 백제, 

신라, 가야의 금속공예품에서 보이는 공통점을 고구려의 

영향으로 설명하고 4~5세기 고구려의 남진 영향으로 보

았다. 리철영(2007)은 귀걸이를 들어 삼국의 공통성에 대

해 설명하였다. 신라의 귀걸이 중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

토된 원추형 드림장식 귀걸이를 예로 들어 기본 구성이 

고구려 및 백제의 것과 같다고 하였다. 제작 기법에서도 

도금기법, 누금세공기법, 감옥장식이 공통점이며, 앞선 

연구자들과 같이 공통성은 고구려의 선도적인 역할 때문

이라고 설명하였다.

7. 무구

무구의 연구는 삼국의 무구가 중국의 영향이 아닌 

한반도의 독자적인 산물이며, 고구려에서 백제, 신라로 

영향을 준 것이라 강조한다. 신라 무구를 주제로 한 유일

한 논문은 박진욱(1963)의 신라 ‘가시 돋친 무기’(유자이

기)에 대한 글이다. 유자이기는 신라 무덤에서 50여점이

나 출토되었는데 아직 용도가 해명되지 않아 이를 다루었

다고 밝혔다. 용도는 보병이 기병을 공격하는데 사용한 

무기이며, 중국, 일본에도 이러한 무기는 없어 신라 고유

의 무기라고 하였다. 그리고 무덤에서 나온 무기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창, 그 다음이 도끼, 세 번째가 유자

이기, 그리고 낫, 환두대도 순서이며 이들이 신라의 기본 

무기라고 하였다. 또한 신라 무덤에서 신분의 고하에 상

관없이 마구류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신라의 군대는 기병

을 핵심으로 보병을 더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는 이어 삼국의 창에 대해 검토하면서. 삼국의 창

은 봉부가 좁은 것이 특징으로 고조선의 ‘좁은놏창끝’의 

특징을 이어받은 것이며, 중국의 것은 모두 넓으므로 삼

국의 창은 중국의 영향이 아니라 고조선의 창을 계승 발

전시켰으며 일본도 삼국의 창을 받아들였다고 하였다(박

진욱 1964a). 신라의 창에 대해서는 뾰족창과 넓적창(상

대적인 것)으로 나뉘는데 넓적창은 적석목곽분에서만 나

오고 석곽묘와 석실분에서는 나오지 않아 넓적창이 초기

에 사용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같은 해, 박진욱(1964b)은 삼국 시기의 활과 화살에 

대해 소개하였다. 신라의 화살촉은 넓적촉과 뾰족촉으로 

나뉘며 전기인 적석목곽분과 석곽묘에는 여러 모양의 넓

적촉과 함께 뾰족촉은 송곳형만 출토되며 후기인 석실분

에서는 뾰족촉의 수량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양상

은 각각 고구려의 중기와 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화 

양상이 같다고 하였다. 명적은 백제에는 없고 고구려에

서는 실물과 벽화에서 확인되며, 고구려의 명적은 흉노나 

중국 것과 달라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삼국의 활

촉은 중국 및 내몽고 지대와 전혀 달라 삼국의 독자성을 

보여주며 일본에 전해졌다고 하였다. 1967년 논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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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의 활촉이 ‘통합신라’와 발해에 계승되었고, 고려의 

활촉도 ‘통합신라’와 발해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 이를 계

승하였다고 보았다(박진욱 1967). 명적에 대해서는 고구

려, 발해와 달리 신라의 것은 신호용 무기나 의기라 하였

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1: 48). 리광희(2004)는 

고구려의 화살통을 설명하면서 복천동 11, 22호 출토품

은 고구려의 것과 모양이 같아 고구려의 화살통이 백제와 

신라, 가야에 전파된 증거라 하였다.

박진욱(1965)은 삼국의 갑옷과 투구에 대해서도 정

리하였다. 신라와 고구려의 갑옷은 소찰을 꿰어 만든 찰

갑으로 전투 시 행동의 제약이 적고 효율적이었다고 하

였다. 말 갑옷이 나온 사례는 없으나 고구려 벽화로 추정

하면 말 갑옷과 마면갑이 있었고 이는 기병의 역할이 매

우 중요했음을 의미하며 삼국의 갑주가 공통적인 것은 삼

국의 찰갑이 고조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기 때문이

라 하였다. 『조선고고학개요』에는 박진욱의 견해가 요약

되어 있다. 무기는 살상 무기와 방어 무장으로 나누고 살

상 무기로는 활, 창, 가시 돋친 무기(유자이기), 칼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중 대도에는 뒤끝이 다양한 모양의 둥근 

고리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신분적 차이와 시기에 따른 변

천을 반영한다고 하면서 민고리가 낮은 신분이고 용고리

는 왕이나 왕족의 것으로 추정하였다. 갑주는 찰갑이 많

고 이는 움직임이 자유로워 기병에 알맞은 방식이라 하

였다. 결론적으로 삼국의 무기는 형태도 비슷하고 공통

성이 많은데 이는 삼국이 다 같은 문화 전통을 이어받았

고 그들 사이에도 교류가 많았던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189~193).

8. 마구

마구 역시 고구려의 영향을 설명한 글이 많다. 박진욱

(1966)은 삼국의 마구에 대해 설명하면서 등자는 나무, 철, 

금동이며 금동은 성골 신분임을 나타낸다 하였다. 부리기 

위한 기구는 재갈이 대표적으로 재갈 중에 재갈 멈추개는 

한 줄로 만든 것, S자형 멈추개 → 판 멈추개 → 고리 모양 

멈추개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금령총 기마인물형토기나 

벽화를 보아도 삼국의 마구는 잘 갖춰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삼국이 일찍이 강력한 기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이라 하였다. 『조선고고학개요』는 위의 박진욱 글 내용과 

유사하다. 삼국사기 잡지 기록을 근거로 금동판으로 장식

한 안장이 있는 금관총, 금령총 피장자는 성골 이상이라고 

추정하였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193~198).

송태호(2001)는 등자의 발생과 전파에 대해 발표하

였다. 고구려 등자인 칠성산 96호, 만보정 78호 출토품은 

금동판을 씌웠는데 그 보다 늦은 우산하 41호분은 철판을 

씌웠으므로 금동판에서 철판으로 변하고 다시 쇠등자로 

변하며 신라도 같은 변화를 보인다 하였다. 고구려 등자

는 3세기에 출현하여 4세기 말에 쇠등자로 발전하였고 고

구려의 남진에 따라 신라, 가야, 백제는 발전된 고구려의 

마구를 적극 받아들여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

다. 경주의 황남리 109호 무덤을 5세기 초로 보는 등 남한

의 연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보인다.

윤송학(2016)도 삼국 마구의 공통성을 설명하였다. 

첫 번째는 마구 구성의 공통성으로 말을 부리기 위한 것, 

앉기 위한 것, 치레거리, 개마장비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들었다. 또한 중국은 개마장비를 중시하지 않고 조잡하

여 삼국 시기 마구가 이웃 지역보다 더욱 발전한 것을 보

여준다고 주장하고, 외래적 요인의 영향으로 고구려에서 

만들어졌다는 견해가 부당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에 마구가 전래되었음을 강조하는 

글도 발표되었다. 윤송학(2009)은 일본 고분시대 마구는 

5세기 전반에 발생하여 7세기에 와서야 완전해지는데 고

분시대 마구 발생시기와 동시기인 황남리 109호에서 이

미 발전된 형상이 보이고 백제, 신라, 가야에서 마구가 출

토된 유적 중에 제일 늦은 것도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임

을 근거로 하였다.

Ⅲ. 연구 특징

1. ‘주체’의 강화와 삼국통일 평가 변화

북한의 고고학 연구 특징에 대해서 이선복(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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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은 1960년대를 분기로 주체사상의 강화와 이에 입

각한 역사 해석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주체’는 1955년 12월의 연설3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

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주체’는 사상으로 정립

된 것은 아니었고 ‘사대주의’의 반대 개념이었다(서재진 

2001: 12~25).4 이후 1960년대 중소분쟁의 틈바구니에서 

양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주체사상’이 본격적

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사대주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분위기는 고대사 및 고고학 연구에도 영향을 끼쳐 

1959년에 북한의 고고학 연구 논문집인 『문화유산』에 ‘주

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고(한창균 2013: 200), 1962

년 『문화유산』 2호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에서 주체를 

확립…’을 명시하게 된다(이선복 1992: 40). 이어서 1960

년대 중반 이후 고고학 연구는 중단되고 학술 잡지도 폐

간되었으며 정권의 ‘유일사상체계’를 위한 각종 토론회

가 개최되는 등 학계의 성격을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기성 2015: 16~17).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주체’ 즉 반사대주의가 강조됨

에 따라 신라 연구에도 연구 관점의 변화가 생겼다. 가장 

큰 변화는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을 인정하지 않게 된 점

이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중국 당과 ‘야합’하여 성취한 것

으로, 사대주의를 배격하고자 한 북한 학계에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높이 평가할 수 없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에는 북한 학계도 신라의 삼국통일을 인정하

고 높게 평가한 점은 흥미롭다. 1953년 『조선력사』(김석

형·박시형 1953: 39~44)와 1956년판 『조선통사』(림건상 

외 1956: 98),에서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조선 력사 발전

에 있어 획기적인 사변’으로 높이 평가하였고 1957년 『조

선사 개요-김일성 종합대학 조선사 강좌』에서는 신라의 

삼국통일로 드디어 삼국으로 나뉘었던 민족이 하나로 합

쳐져 ‘조선 준민족(準民族)’이 형성되었다는 평가까지 하

였다(채희국 외 1957: 170~175). 그러나 1962년 판 『조선

통사』부터 논조가 바뀌어 ‘국토 남부의 통합’으로 바뀌게 

된다. 신라는 더 이상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한 국가가 아

니고 단지 남쪽을 통합한 역할로 한정되었다(박시형 외 

1962). 결국 1960년대에는 더 이상 ‘통일신라’라는 용어

는 사용되지 않고 ‘통합신라’와 ‘후기신라’라는 단어가 여

러 논문에서 쓰인다. ‘통합신라’는 조환석(1963), 박진욱

(1964c, 1967a) 그리고 최원희(1965)의 논문에서 확인된

다. ‘후기신라’는 1964년 김영진의 전돌에 대한 논문에서 

처음 보이고, 1966년 식리총의 설명 글(사회과학원 고고

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6)에서도 확인된다. 이처럼 1960

년대에는 두 용어가 함께 사용되다 1970년대부터는 ‘후

기신라’로 정리된다. 1977년 발간된 『조선고고학개요』

가 이를 잘 보여준다. 여기서는 8~9세기를 설명하면서 북

부에는 발해가, 남부에는 ‘신라’가 존속한 시기라고 하였

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259~293). 설명 순서

도 발해가 신라보다 앞서게 되었으며 분량도 훨씬 많아

져 발해 중심의 서술을 드러냈다. ‘통일신라’라는 용어는 

찾아볼 수 없고 8~9세기의 ‘신라’로 서술하였다. 또한 10

세기의 고려를 ‘첫 통일적 중앙집권적 봉건국가’라고 하

여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였다. 1979년 발간된 『조선

전사』의 4권 제목은 ‘백제 및 전기신라사’, 5권 제목은 ‘발

해 및 후기신라사’로 ‘신라-통합신라’ 용어를 폐기하고 ‘전

기신라-후기신라’를 사용하였다(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79). 1980년대 이후에는 삼국통일의 부정적 시각이 더

욱 강화되어 민족 내부의 문제에 외세를 끌어들인 신라에 

의해 삼국 발전에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비난으로 바뀌었

고(박양진 1998: 87), 이는 최근에는 ‘삼국통일을 위한 고

구려인민들의 투쟁이 신라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였다’는 

서술로 나아갔다(강세권·최준경, 2011: 4).

결국 북한 학계에서 신라의 한반도 통일이 평가절하 

3 ‘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인민군휴양소에 걸린 그림도 

소련 그림이며, 교과서를 편찬하는 데도 남의 나라 문학작품을 채취하여 실었다’고 비판하고 ‘소련식이 좋으니 중국식이 좋으니 하지 말고 우리식을 만들 때가 되

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자신의 정적인 연안파와 소련파를 사대주의로 몰아 공격하려는 의도였다(서재진 2001: 25). 

4 박양진도 문화 발전의 자생과 독창성을 강조하는 북한 고고학의 입장을 주체사상의 근간이 되는 자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1998: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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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한편 발해에 대한 서술은 점차 강화되어 1970년대

부터는 통일신라보다 발해의 비중이 훨씬 커지게 된다. 

이는 송기호(1988: 191)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한국사의 

줄기를 고구려-발해-고려, 그리고 북한으로 연결하려는 

의도로써 이런 입장에서 한반도 최초의 통일은 신라가 아

닌 고려임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는 북한의 신라·통일

신라 연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2. 삼국 문화 ‘단일성’ 증명

이처럼 ‘주체’의 대두로 1960년대 이후 북한의 신라 

고고학 연구에는 큰 변화가 생기는데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문화에 서로 공통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

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과 주변 민족의 문화와 삼국의 문

화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도 강하게 주장한다. 즉 삼국시

대 문화는 중국의 문화와는 다르며 고유성을 가지고 있

고, 삼국의 문화는 서로 공통점이 많다는 시각으로 ‘우리

만의 고유성, 우리 문화의 단일성’의 강조는 사대주의 배

격을 주장하며 시작된 주체사상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50년대의 연구에서는 

삼국 문화의 공통점을 강하게 주장하는 글을 찾을 수 없

다. 오히려 한반도에 있는 여러 나라가 다양한 문화를 가

지고 있다고 설명되었다. 정백운(1957)은 한반도 각 지역

의 무덤이 다양하며 이는 고대 중국인을 비롯한 인근 제 

종족들의 형식이 결합하여 각양한 전형들을 창조했기 때

문이라고 하였다. 량익룡(1958)도 용성리 고분에 대한 설

명에서 이 지역의 고대 종종들이 신라 문화의 영향 아래

에서 자기의 고유한 풍습을 ‘다분히 견지하면서’ 살아왔다

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1960년대에 와서 크

게 바뀐다. 1965년 용성리 고분 출토 인골에 대한 보고에

는 이들이 한반도의 다른 지방 인골 및 현대 조선인의 경

우와 큰 차이가 없고 중국과 일본인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조선인’의 공통성을 주장하였다(백기하 1965). 결

국 1960년 후반 이후의 모든 분야에서 삼국 문화의 단일

성과 공통성, 고유성을 강조하게 된다.5 이후 『조선고고

학개요』(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에서 종합되는

데, 무덤에 대한 연구는 항상 석실분 구조의 공통점을 강

조하고 산성은 석성으로 치, 겹성 등 우수한 구조를 한 

점, 그리고 와전에서는 연꽃무늬를 사용하고 모두 높은 

생산 기술을 가졌다고 하였다. 장신구는 금관과 귀걸이

를 들어 삼국이 같은 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무

구, 마구는 창과 화살이 중국과 다르고 고조선부터 삼국

시대까지 같은 형태를 하고 있으며 마구도 삼국이 모두 

발달하여 높은 기마술을 보인다고 하였다.

1960년대 이후의 변화는 1960년대, 1970년대에 이

루어진 학문 영역에서의 ‘주체사상’의 완전한 침투, 그

리고 김일성 독재 체제의 강화에 따라 수령의 교시가 학

문 활동을 규정하는 지침이 된 상황을 보여 준다. 이선복

(1992: 47~53)이 소개한 바와 같이 김일성의 지침에 따라 

사회과학원 소속 학자들이 수년에 걸친 합동 연구 끝에 

학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를 정리한 일종

의 지침서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에 의

한 민족문화유산연구』(사회과학출판사 1972: 500)에도 

‘문화의 공통성, 단일성을 유적유물을 가지고 증명하는 

것은 우리민족력사의 유구성과 함께 … 특히 중요한 의의

를 가진다’고 적시하여 공통성과 단일성은 증명해야할 기

본 과제임을 분명히 나타내었다. 또한 1977년 발간된 『조

선고고학개요』에도 수령의 교시로 ‘원래 우리 민족은 수

천년의 오랜 력사를 통하여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온 단일민족입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사

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256). 북한의 학계는 이러

한 지침과 교시를 신라의 물질문화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

한 것이다.

5 박양진은 북한 고고학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체 발전과 독창성을 강조하는 것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예로 구석기시대 주민의 자체 발전 강조, 신석기시대 빗살무

늬토기의 독자성·고유성 강조, 농경의 기원에서 자생론 채택을 들었다(1998: 86). 한창균(2013: 200)과 임상택(2015: 60)도 북한의 신석기시대 토기 연구에

서 도유호의 문화이동론, 또는 계통론적 입장이 1960년대 중후반에 한반도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양시은(2016: 101)도 북

한의 고구려 고고학 연구에서 단일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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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구려 영향 강조

삼국 문화의 공통성과 단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단

순히 우리가 단일민족임을 주장하는데서 그치지 않는다. 

과연 삼국의 공통성과 단일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

은 바로 고구려의 선진 문화가 삼국 문화 형성에 기본적

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거대한 석성을 쌓

는 고구려의 우수한 기술이 신라에까지 전파되었으며(사

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212), 신라토기의 인화문은 

고구려의 누르기 기법이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주장하였

다(리광희 1991: 27). 또한, 고구려에서 이미 초기 자기를 

생산했으며 신라 유적에서 출토되는 자기들이 중국산이 

아니고 고구려산이라 주장하였다(김영진 1992: 22~30), 

신라와 일본에서 발견되는 삼채 역시 고구려에 연원이 있

는 발해 삼채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김영진 1997: 

20). 석실분은 3세기 고구려에서 발생하여 백제로 전파

되고, 다시 신라와 가야로 전해진 것으로 고구려의 선도

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궁성희 1987c; 1988: 

19). 장신구 중에 삼국의 금관은 고구려적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어 고구려 문화가 이웃 동족 나라들에 영향

을 주었음을 강조하고 귀걸이도 마찬가지인데 그 계기 중 

하나로 4~5세기 고구려의 남진을 들기도 하였다(궁성희 

1992: 16; 리광희 2003: 25, 지철영 2007). 또한, 고구려의 

발전된 무기와 갑주 및 마구가 큰 영향을 주었고(송태호 

2000: 36, 2001: 27; 리광희 2004: 17), 일본에 전해졌음을 

강조하였다(박진욱 1964b; 윤송학 2009).

결국 백제와 신라, 가야는 고구려의 선진 문물을 적

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삼국 문화가 융합되는 성과가 있었

으며, 이는 다시 발해와 ‘후기신라’로 전해지고 이것이 고

려로 이어져 고려에서 비로소 민족 문화의 진정한 통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앞 절에서 살펴본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4. 편년의 상향

삼국 문화의 공통성 및 단일성과 함께 북한 학계에

서 강조하는 것은 ‘유구한 역사’이며 이는 앞서 소개한 지

침(사회과학출판사 1972: 500)과 교시(사회과학원 고고

학연구소 1977: 256)에도 나타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

한의 신라 고고학 연구의 경향으로 편년안의 상향을 들 

수 있다. 신라 유적의 연대 추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고

학 자료는 호우총과 서봉총이다. 호우총 발굴은 북한의 

신라 무덤 편년을 대폭 상향하는 계기가 되었다. 초기 김

재원이 호우총의 연대는 ‘호우의 제작연도 415년에서 멀

지않다’라고 보고한 뒤(1948: 64~66) 이를 그대로 수용하

였다(사회과학원 고고학및민속학연구소 1966b). 이에 따

라 박진욱(1964)은 서봉총의 ‘연수원년(延壽元年)’에 대해

서도 391년까지 올려 보아 서봉총은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로, 보문리 부부총(합장분)은 5세기 전반에서 중엽으로 

보고, 당초 4세기 무렵으로 보았던 무덤 중에 많은 수가 

2~3세기로 올라간다고 설명하였다(고고학연구실 1966).

이러한 편년관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몇 가지 문제

를 해결해 준다. 우선 북한은 신라의 국가형성을 문헌 

자료에 입각해 2세기(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172), 또는 1세기 초·중엽(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91: 

164~174)으로 보는데, 이런 입장에서는 신라의 국가 형

성을 보여 주는 고고학 자료와 공백기가 생기게 된다. 즉 

신라의 ‘봉건성’을 보여 주는 지배층의 묘제인 적석목곽분

의 연대가 상향된다면 국가 형성과 이의 직접적인 증거인 

적석목곽분 출현 사이의 간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하

나, 북한 학계는 고구려 석실분의 영향으로 신라의 석실

분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는데 고구려 석실분의 발생 시

기를 3세기로 보고 4세기 후반기에 완성형이 출현한다고 

설명하므로 신라에서의 석실분의 도입-보문리 부부총(합

장분)-을 5세기 전반, 중엽으로 이르게 설정하는 게 더욱 

자연스러운 것이다.6

6 1980년대 후반에 다시 발표된 견해는 남한 학계의 성과를 반영하여 연대를 조금씩 늦춰서 호우총, 서봉총을 5세기 중엽으로 보고, 보문리 부부총(합장분)의 석

실분은 5세기 말~6세기 초로 편년하게 된다(궁성희 1988: 35). 그러나 여전히 편년을 올려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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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이상으로 북한에서 이루어진 신라 고고학 연구 현황

을 정리하고 몇 가지 특징을 검토하였다. 북한의 주된 관

심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에 있을 뿐, 신라·통일신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었기에 발굴 보고나 연구가 소략

하고 충실하지 않았다. 우리 학계도 북한의 선사시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고, 신라 고고학의 주요 

자료가 남한에 있어 북한의 신라 고고학에 대해서는 연구

가 부족하였다. 이 글은 향후 북한 자료를 다루기 위한 기

초 연구로써 시도하였다. 이하 그 내용을 요약하여 마무

리하고자 한다.

연구 현황은 우리가 주로 다루는 고고학 주제에 맞

춰 무덤, 성곽, 왕경, 토기, 와전, 장신구, 무구, 마구로 나

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북한의 신라·통일신라 연구에 

대한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주체사상

이 북한 학계의 삼국통일 해석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

이다. 1955년에 처음 제기된 ‘주체’는 사대주의의 반대 개

념으로 중소분쟁의 틈바구니에서 주창되었다. 이에 따라 

당초에는 적극적으로 인정하던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을 

외세와 결탁한 사건으로 보고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게 되

었다. 통일신라에 대한 기술과 북한의 연구를 검토할 때 

1962년부터 이러한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반사대주의의 영향으로 삼국 문화의 ‘고유성’과 ‘단일성’을 

증명하려는 경향이다. 한반도의 문화가 중국과는 다른 

고유성을 가지며, 삼국의 문화는 상호간에 공통점이 많다

는 것이다. 이 역시 1950년대의 연구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우며, 1960년대 주체사상 확립의 영향으로 강화되었

다. 세 번째, ‘단일성’의 원천은 고구려의 ‘우수한’ 선진 문

화이며, 고구려의 문화가 백제와 신라, 가야에 전파되어 

‘민족문화의 단일성’이 형성되었음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고구려의 선진 문물이 발해와 ‘후기신라’에 전해지고 다시 

고려로 이어져 민족문화의 진정한 통일이 일어났다고 설

명한다. 네 번째는 남한 학계에 비해 신라의 무덤이나 유

물의 연대를 상당히 올려 보는 점이다. ‘조선의 유구한 역

사’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신라의 건국을 1세기 초·중엽으

로 설정했기 때문에 국가 형성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

의 연대를 올려볼 수밖에 없다. 또한, 고구려 석실분이 신

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하기 위해서도 석실

분 연대의 상향이 필수적이다.

신라의 삼국통일을 외세에 의한 사대주의의 결과물

로 보고 삼국은 상호 공통성이 큰 단일한 문화를 가졌으

며, 이는 고구려의 선진 문물이 주된 역할을 했다는 결론

은 한국사의 줄기를 고구려-발해-고려, 그리고 북한으로 

연결해서 보려는 의도가 신라·통일신라의 연구에도 반영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1960년대에 크게 변화된 연구 특

징은 지금까지도 북한 학계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 

지침이 되었다.*

* 이 글은 한국고고학회와 국립문화재연구소 주최로 2019년 9월 19일에 개최되었던 ‘분단 70년 – 북한 고고학의 현주소’ 학술대회에 발표하였던 글을 논문 형식

으로 재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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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Archaeological Research on Silla  
in North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state of  archeological research on Silla and Unified Silla conducted in North Korea 

and identifies its characteristics. In South Korea, most research has focused on prehistoric times in North Korea, 

and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Silla and Unified Silla. Noting this, we attempted to examine the history of  

archaeological research in North Korea to provide foundations upon which to go forward. The research was 

examined in terms of  general archaeological themes including tombs, fortresses, the capital city, earthenware, roof  

tiles, ornaments, weapons, and horse harnesses, and we identified four characteristics from the examination. First, 

Juche ideology had a great influence on interpretation of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The Juche ideology 

was first proposed in 1955, and at the time, it was not fully established as an ideology but rather seen as constituting 

opposition to toadyism. Accordingly,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led by Silla was seen as amounting to 

collusion with foreign forces and was not acknowledged. A piece of  evidence shows that this change took place 

around 1962. Second, an inclination to testify to the ‘uniqueness’ of  the cultures of  the three kingdoms is observed. 

The argument is that culture in the Korean peninsula has unique characteristics that set it apart from Chinese 

culture, and that the cultures of  the three kingdoms share much in common. This inclination was not mentioned 

in research until the 1950s, and it can be seen as an effort to comply with Juche ideology and prove the principle of  

unity as stated in the national leader’s instructions in the 1960s. Third, the influence of  Goguryeo on the formation 

of  Silla culture is emphasized. Related research explains that Baekje, Silla, and Gaya adopted the ‘superior’ culture 

of  Goguryeo, and could establish ‘uniqueness’ of  culture accordingly. It is claimed that an advanced Goguryeo 

culture was disseminated throughout Balhae and Unified Silla, and then to Goryeo, resulting in a true unification of  

the ethnic culture. Fourth, researchers in North Korea presume the Silla tombs and other relics to be far older than 

South Korean researchers’ estimate. From a standpoint of  highlighting the long history of  Korea, they estimate the 

Silla Dynasty was founded in the early or mid-first century. Accordingly, archeological evidence that demonstrates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is dated as far back. Such an estimate is also indispensable in justifying the explanation 

that the chamber tombs of  Goguryeo had a direct influence on Silla. These research characteristics which arose 

during the 1960s continue to be basic guidelines for North Korean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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