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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이 글의 목적은 일본에서의 적색안료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의 현황을 소개하는 것
이다. 적색안료는 아직 고고자료로 충분히 인식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에 들어서서 새
로운 성과들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중에서 특히 죠몬시대의 벵가라와 야요이 및 고
훈시대의 수은주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우선 죠몬시대 벵가라의 획득과 이용에 대해서
는 니가타현 쯔난정에 소재하는, 죠몬시대 중기 및 만기에 속하는 유적들을 검토대상으
로 하였다. 유물과 유적 주변에서 채취한 적색안료 시료에 대한 현미경 관찰을 통한 분
석 결과, 시기마다 입수 경로와 선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야요이
및 고훈시대의 수은주에 대해서는 유황동위원소비 분석을 이용하여 일본 각지에서 출
토된 수은주 자료가 중국산인지 일본산인지를 식별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일본열도 내
에서 중국산 주부터 일본산 주로의 변환 시기와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고찰할 수 있었
다. 이상과 같이 적색안료는 고고자료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에
서의 활발한 연구도 기대된다.
주제어 : 적색안료, 벵가라, 주(朱), 죠몬(繩文)시대, 야요이(彌生)시대, 고훈(古墳)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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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광물에서 유래된 적색안료는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높아 시기가 지나도 변화가 적기 때
문에 자료가 매몰된 당시의 정보를 잘 남기는 고고자료 중 하나이다. 일본 내 유적에서
도 무덤에서 대량으로 출토되거나(그림 1-1·2) 토기에 도포된 상태(그림 1-3·4)로 확인
된 경우가 많다. 특히 적색도채토기(赤色塗彩土器)는 교착제(膠着剤)로 갖풀이나 옻이 이
용된 경우가 많아 당시의 정보를 보다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市毛勳 1975).
이러한 적색안료 및 적색도채토기의 특징은 출토유물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고고학을 통
한 역사 복원을 위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그림 1> 일본

내 유적 출토 적색안료 사례(1, 2: 佐賀縣 요시노가리 유적, 佐賀縣敎育委員會 제공, 3: 福井縣
도리하마 패총, 小川忠博 선생 제공, 4: 북해도 노다오이 1유적, 小川忠博 선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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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Edward Sylvester Morse)와 쥬엣(Frank Fanning Jewett)에 의해 실시된 오모리(大
森)패총 출토 자료의 조사로부터 축적된 일본의 고고자료로서의 적색안료 연구는 松田
寿男, 矢嶋澄策 등이 일본 전국의 지명과의 관련을 지적함으로써 폐업 후 확인이 어려

워진 수많은 안료 산출지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게 되었다(松田寿男 1968). 또한, 徳島県
阿南市에 소재한 진사(辰砂) 광산 근처에서 若杉山(와카수기야마)유적이 발견되어, ‘생
산유적’이라는 관점을 통한 생업사 연구로 위치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는데(市毛勳
1975·1998), 이는 연구의 큰 전환을 초래하였다. 최근에는 적색안료의 분류 및 동정 방법
이 거의 확립되었으며 이에 기초한 자료 집성도 진행 중이다. 원래 ‘분체(粉体)’이기 때문
에 고고자료로는 간과되어 폐기되어 왔지만 앞으로 적색안료를 둘러싼 고고학적 연구의
진행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청동기시대 적색마연토기에 도포된 적색안료의 분석(申叔靜 1997)을
선구적인 연구로 하여 최근에는 유적 출토 안료의 분석 및 실험적 연구(任鶴鐘 2012)도
발표된 바 있다. 그리고 특히 주목된 연구 성과로는 김은경(2012)에 의한 삼국시대 고분
출토 주(朱)에 대한 종합적인 논고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적색안료에 대한 연구는 한국
에서도 역시 향후 활발한 연구가 기대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Ⅱ. 적색안료의 특징과 선행연구
적색안료에 대한 용어 정리는 위에서 언급한 김은경(2012: 52-53)의 논고에서 정리된
바가 있다. 이 글도 기본적으로 이에 따르고자 하는데, 여기서는 일본의 선행연구를 중심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적색안료란 불용성의 적색색료를 말한다. 고고학에서는 일반적으
로 ‘주(朱)’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는 20세기 후반부터 보급된 명칭이다. 그 이전에는 ‘적색
색료’ 혹은 ‘적색물’ 등의 명칭이 일반적이었다(市毛勳 1975·1998).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적색안료’라는 명칭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시·고대에 사용된 적색안료로는 크게 벵가라(Fe2O3), 수은주(水銀朱, HgS), 연단(鉛
丹, Pb3O4)의 세 가지가 있으며(표 1), 이들이 적색안료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것들이다.
일본열도에서는 벵가라가 후기 구석기시대, 수은주가 죠몬시대 중기 말, 연단이 아스카
시대 이후에 이용되기 시작하였다고 생각된다(市毛勳 1975). 그리고 현재 고고자료로 확
인되는 것은 벵가라와 수은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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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적색안료의 분류(市毛勳 1975를 참고로 작성)
종류

사료상에서 명칭

化合物名

원료

출현

벵가라

紫土ㆍ赤土

酸化第二鐵（Fe₂O₃)

赤鐵鑛ㆍ褐鐵鑛ㆍ鐵박테리아

후기 구석기시대

수은주

朱沙ㆍ朱砂ㆍ眞朱

硫化水銀（HgS)

辰砂ㆍ人工辰砂

죠몬시대 중기

연단

丹

四三酸化鉛（Pb₃O₄)

인공 생성품

고훈시대 후기

<표 2> 적색안료 이용의 변천(市毛勳 1975를 참고로 작성)
시기
안료
벵가라
수은주
연단

구석기시대
중기

후기 초창기 조기

죠몬시대
전기

중기

야요이시대
후기

만기

조기

전기

중기

고훈시대
후기

전기

중기

후기

분말
도료
분말
도료
분말
도료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세 가지 적색안료 가운데 특히 벵가라와 수은주에 대해서 이용
의 변천을 개관하고자 한다.
수은주란 주로 수은(Hg)으로 구성된 적색안료이며, 죠몬시대 후기 초(中津式토기의 시
기)부터 전국적으로 그 이용이 확인된다. 에도(江戶)시대의 문헌 『本草綱目』에는 수은주
에 대해서 양질의 수은주가 산출된 중국의 특산지인 辰州의 지명을 따라 진사(辰砂)라고
도 부른다는 기사가 있다. 진사는 수은을 주성분으로 하는데 천연주와 인공주가 있다. 죠
몬시대와 야요이시대에서는 주로 천연주가 이용되었다고 하는데 천연과 인공을 구별하
는 방법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상은 불분명하다.
정제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천연진사의 경우 광석을 갈아서 으깨는 선별공정을 통

해 미세한 분말을 추출할 수 있다(岡山眞知子 1996, 奥義次 1998). 한편, 인공진사는 정제
방법이 『胞朴子』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오래전부터 제작법이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이를 명료하게 나타내는 고고자료는 출토되지 않았다. 『魏書』 東夷傳 倭人條에는 魏王이
‘金八両·五尺刀二口·銅鏡百枚·真珠·鉛丹各各五十斤’를 하사하였다는 기사가 있는
데, 이 가운데 ‘真珠’가 인공진사였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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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적색안료의 정제과정

물론 북부규슈나 산인(山陰)지방을 중심으로 한 야요이시대 사회에서는 대륙에서 도입
된 진사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 안에 인공진사가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나라시대에 東大寺 大佛을 건립하기 위해 아말감 도금을 위
한 진사가 대량으로 필요하였을 때조차 이용 효율이 낮은 국산 진사를 공급했던 상황이
『萬葉集』에 기재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율령기 이전에 인공진사가 일본열도에 보급되었
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한편, 연단(red lead)은 납을 주성분으로 한 적색안료이다. 수은주의 대용품으로 인공적
으로 생성된 안료이다. 히로시마현의 嚴島神社와 같이 예전부터 존속된 신사의 건축재
방부제로의 용도가 알려져 있다(鶴田榮一 2000). 불교문화의 수용과 함께 전래된 도래계

안료이며, 『일본서기』 推古天皇 １８년 ３월조에 있는 기사를 근거로 고구려의 승려 曇徴
이 전한 채색기법과 관련하여 도입되었다고 생각되고 있다. 거의 동시기에 건립된 건물
로 法隆寺를 들 수 있는데, 금당의 불교벽화에서 연단이 확인되었다(鶴田榮一 2000). 다

만, 이보다 이른 출토자료는 현재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연단은 正倉院宝物에 ‘丹’으로
남겨져 있으며, 『正倉院文書』에도 불상 조립 시에 ‘丹’을 대량 소비하였음을 알려 주는 문
서가 산견되기 때문에 율령기에는 주된 적색안료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연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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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시대에는 이용되지 않았으며 이 글의 대상 시기와 직접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
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
벵가라는 철을 주성분으로 한 적색안료이다. 수은주나 연단과 달리 원료 종류가 복수
존재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충분히 규명되어 있지 않다. 이 가운데 풍화된 적철광(赤鐵
鑛)을 분쇄한 ‘적철광 벵가라’나 화산재층 중에 철분을 많이 포함한 토양을 가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갈철광(褐鐵鑛) 벵가라’ 등은 원료로부터 정제하는 공정이 밝혀져 있는 사
례들이다(그림 2).
한편, 죠몬시대부터 고훈시대까지의 긴 시간
동안 대량으로 이용된 벵가라의 한 가지로 ‘파
이프 모양 벵가라’(見城敏子 1988)라는 것이 있
다(그림 3). 파이프 모양 벵가라는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가운데가 비어 있는 원통상을 나타내
는 발색이 양호한 벵가라이다. 다른 벵가라와
달리 철산화 세균 자체가 안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연질이며 분쇄를 위해 별다른
<그림 3> 파이프 모양 벵가라
(上條朝宏 선생 제공)

도구가 필요 없다는 특징이 있다.
파이프 모양 벵가라는 1980년대부터 주목받

기 시작하였다(見城敏子 1988). 그 당시부터 산출지에 대한 관심은 높았으며, 永嶋正春
(1996)은 그 분포 상황을 근거로 나가노(長野)현을 중심으로 한 한정된 지역에서 산출되
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그 후에 岡田文男(1997)이 파이프 모양 벵가라가 철박
테리아에서 유래한 생물계 벵가라임을 규명하였고,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
성을 지적하였기 때문에 산지 추정에 대한 관심은 급속히 감소하였다. 다만, 원료 획득에
서 소비까지의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산출지에 대한 추적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일본열도에서 적색안료의 사용과 전개는 수은주·연단·벵가라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글에서는 죠몬시대의 벵가라와 야요
이 및 고훈시대의 수은주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자 한다.

1)

Ⅲ. 죠몬(繩文)시대의 벵가라 생산과 유통

일본열도 중부에 위치한 니이가타(新潟)현 中越지역은 시나노(信濃)천이 개석(開析)한
1) 이 장 내용에 대해서는 新潟縣津南町敎育委員會 佐藤雅一 선생님의 협조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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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단구가 넓게 발달되었으며, 그 단구 위에 구석기시대 이후로 사람들이 거주해 왔다.
특히 시나노천의 지류인 나카쯔(中津)천 상류역에 위치한 中魚沼郡 쯔난(津南)町은 화염
토기 문화 안에서 벵가라의 획득 및 이용 형태의 시기적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장에
서는 모델케이스로 쯔난정 내의 시기가 다른 죠몬시대 유적들에서 벵가라의 양상을 검토
하여 그 획득과 유통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지역에는 죠몬시대 중기 중엽~말엽을 대표
하는 도우짓대(道尻手)유적(佐藤雅一 외 2005)과
죠몬시대 만기 전엽을 대표하는 쇼멘가하라(正面
ヶ原)Ａ유적이라는 죠몬시대 대규모 취락유적들
이 존재한다. 이 두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와 토제
품(이식)을 검토대상으로 삼았다(그림 4).
분석 결과, 도우짓대유적에서는 이번에 확인된
벵가라 가운데 대형 파이프 모양 벵가라를 제외
한 네 가지(소형 파이프 모양 벵가라·나선상 벵가
라·갈철광 벵가라·적철광 벵가라)가 기종 등에
상관없이 이용된 것에 반하여 쇼멘가하라Ａ유적에
서는 대형 파이프 모양 벵가라 한 가지로 한정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이 두 유적에서 확인된 벵가라 원료를
육안 관찰로 분류한 결과, 도우짓대유적에서는 갈
철광 벵가라 원료가, 쇼멘가하라Ａ유적에서는 갈
철광 벵가라와 적철광 벵가라 원료가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도우짓대유적에서 출토된 갈철광 벵가
라 원료는 토기에 사용된 갈철광 벵가라와 유사하
기 때문에 이들 원료를 토기 및 토제품에 도포하
<그림 4> 분석대상 자료(상: 벵가라 채취지점,
중: 벵가라 도채토기, 하: 갈철광
벵가라)

였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이에 반하여 쇼멘가하라
Ａ유적에서는 갈철광 벵가라와 적철광 벵가라의
원료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기 및 토제품

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벵가라 원료가 어떠한 목적으로 채취되어 이용되었는
지는 불분명하지만 토기 및 토제품 이외로의 도포, 예를 들어 신체 장식 등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생각된다.
결국은 사용 목적에 따라 복수의 벵가라 원료를 선택하였다고 추정된다. 즉, 시대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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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갈수록 벵가라의 획득과 이용에 대해서 선택적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할 수 있으
며, 집약적 생산과 유통을 배경으로 벵가라 자체가 高附加價値化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산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추론이 가능하여야 한
다. 많은 산지 안에서 특정 지점을 선택한다는 전제가 없으면 위와 같은 가설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적 주변에서 산출된 벵가라에 대해서 실제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채취된 시
료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파이프 모양 벵가라는 철을 포식하는 박테리아가 사후에
몸 대부분을 구성하는 유기질 부분이 부식하여 소멸되지만 철 부분이 파이프 모양으로
유존한 결과 생긴 것이다(岡田文男 1997). 따라서 철박테리아가 생식하는 지점, 예를 들
어 상시 저습하여 붉은 물(실제로는 황갈색)이 용출되고 있는 지점을 찾아서 시료를 채취
하여 벵가라의 형태를 현미경으로 확인하였다. 이때 특정 형태를 가진 벵가라가 소비지
(출토 유적)와 공통되었다면 그 지점이 바로 산지의 후보가 된다. 물론 지형이 크게 개변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죠몬시대에 존재했던 산지가 현재 소멸되었을 가능성도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추론은 어디까지나 실증할 수 없는 추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조사에서는 도우짓대·쇼멘가하라Ａ유적 주변에 소형 파이프 모양 벵가라와 사
선상 벵가라가 분포하였으며, 대형 파이프 모양 벵가라의 산출지가 약간 떨어져 있는 지
점에 분포한다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그림 5, 6). 또한, 도우짓대유적의 죠몬시대 중
기 토기 및 토제품에서는 소형 파이프 모양 벵가라와 나선상 벵가라가 사용되었으며, 대
형 파이프 모양 벵가라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기의 토기 및 토제품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
이 복수의 벵가라 원료를 기종 등에 상관없이 사용하였는데, 파이프 모양 벵가라 이외에
적철광 벵가라와 갈철광 벵가라 원료도 유적 인근에서 채취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용된 벵가라는 모두 인근에서 채취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번에 밝혀진 파이프 모양 벵가라 산출지의 분포는 어디까지나 현재의 분포이
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성이 죠몬시대까지 소급된다는 보증은 없으며, 철박테리아 연구
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단, 죠몬시대 중기 벵가라 이용과의 정합성이
관찰되기 때문에 현재의 분포 경향이 죠몬시대와 어느 정도 공통될 가능성을 상정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도포되는 벵가라에 강한 선택성을 보이는 죠몬시대 만기
쇼멘가하라Ａ유적의 토기에 도포된 대형 파이프 모양 벵가라는 유적 인근에서 조달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죠몬시대 만기는 중기와 달리 원격지에서 벵
가라를 조달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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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5> 유적 주변에서 채취된 파이프 모양 벵가라(SEM로 촬영, a:대형, b:소형, c:나선)

<그림 6> 유적 주변에서 채취 가능한 각종 벵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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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벵가라 원료의 획득 및 이용 형태

일본고고학에서 적색안료 연구의 현황과 과제 113

야외고고학-4교.indb 113

2014-11-24 오후 2:31:27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죠몬시대 중기 중엽~말엽에는 인근에서 채취 가능한 벵가
라 원료를 기종에 상관없이 토기와 토제품에 도포하였다. 복수 원료가 섞인 것이 확인되
지 않기 때문에 채취부터 도포까지의 시간이 비교적 짧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만기
전엽에는 원격지에서 조달한 벵가라 원료만을 토기 및 토제품의 도료로 선택적으로 사용
하였으며, 인근에서 채취 가능한 적철광 벵가라 및 갈철광 벵가라에는 토기와 토제품 이
외의 도료를 사용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즉, 인접된 두 유적에서 죠몬시대 중기와
만기 사이에 벵가라의 획득부터 이용까지의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
다(그림 7). 향후 더 많은 자료의 확보를 통해서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Ⅳ. 야요이(彌生)~고훈(古墳)시대의 수은주(水銀朱) 획득과 유통
문화재과학 분야에서 고고자료를 대상으로 한 수은주(水銀朱)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미술품 수복재료 연구의 측면에서 실시되어 왔다. 야요이시대부터 고훈시대의 수은주와
벵가라의 구별 사용을 지적한 연구(本田光子 1988a)가 고고학적 관점으로 이루어진 유일
한 연구였다.
최근에 수은주의 유황동위원소비에 관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으며, 진사에 포함된 미
량성분의 함량 조성에 기초한 주(朱)의 산지추정 및 유황동위원소비를 이용한 정밀도가
높은 산지추정법을 이용하여 수은주 산지를 밝히는 방법이 확립되었다. 유황동위원소비
(32S에 대한 34S의 존재 비율)는 중국산과 일본산 혹은 일본 국내 산지별로 차이를 나타냄
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 중국산 주와 일본산 주를 유황동위원소비를 기준
으로 식별한 것이다(南武志 2002). 유황동위원소비는 광석 종류나 화합물에 의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즉, Canon Diablo 운석의 유화철의 유황동위원소비를 0으로 하였
을 때, 중국산 수은주는 유황동위원소비가 플러스로, 일본산 수은주는 마이너스로 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중국산과 일본산을 구별할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전자에서 후자로의 전환이 전방후원분의 발생기에 일어났음이 주장
되기도 하였다(今津節生 2006). 이 주장에서는 수은주 사용이 각 수장에 의해서 독자적으
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긴키(近畿) 중앙부를 기반으로 한 야마토(大和) 정권의 주도적인
역할을 상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수은주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죠몬시대 후기의
南伊勢지역(丹生지방)의 주산지에 대해서도 규명되었는데, 인근 지역에서 획득하여 이용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河野摩耶·南武志·今津節生 2012). 여기서는 야요이시대부터 고
훈시대까지의 중국산 주와 일본산 주의 분포를 통하여 해당 시기 정치체제를 보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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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수은주가 다량으로 사용된 것은 야요이시대 중기 후엽부터 고훈시대의 분묘 및 고분이
다. 일반적으로 매장 주체부 전체가 적색으로 시주(施朱)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하여도 유
해 부분에만 특별하게 수은주가 사용되는 것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피장자의
재생이나 유해 보존 혹은 벽사 등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런데 야요이시대
종말기부터 고훈시대의 수장묘에서 행해진 장송의례는 하나의 분묘에 몇 10kg의 주를 사
용하는 등 종교 행위를 넘은 정치적 시위 행위이기도 하였다. 기내(畿內)지역을 핵심으로
한 중심-주변 관계가 구축되었으며, 수은주도 거울이나 분형규격(墳形規格)과 같이 기내
정권에서 배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문에 일본산 주가 균일화되지 않았을까 싶다.

위와 같은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 북부규슈(九州)·이즈모(出雲)·도쿠시마(徳島)·긴

키에서 중국산 주와 일본산 주의 분포 양상 차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8).
야요이시대에는 북부규슈가 중국산 주의 반입 창구였다고 생각되며, 옹관묘에서 장송

의례 등에 중국산 주가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후쿠오카(福岡)현 히에(比恵)유적 제57차
조사에서는 진사 입자가 수혈 내에 저장된 것이 확인되어, 반입된 중국산 주의 저장 형태
를 상정할 수 있게 되었다(本田光子 1997a). 그리고 이 지역 고훈시대 전기 초의 즈코쇼가
케(津古生掛)고분에서 일본산 주가 확인되었는데(本田光子 1988b) 그 입지는 玄界灘 연안
이 아니라 내륙이다. 즉, 玄界灘 연안지역은 히에·나카(那珂)유적군에서 나타나는 것처
럼 중국산 주의 비중이 높으며(本田光子 1997a), 거기서는 일본산 주가 들어오지 못하였
을 것이다. 시기가 내려가지만 후쿠오카현 이키산초시즈카(一貴山銚子塚)고분에서 중국

산 주가 존재하는 것(本田光子 1997b)도 이 지역에 중국산 주에 대한 취향을 나타내는 것
처럼 보인다.
이즈모에서는 西谷 ３호분을 정점으로 하여 수은주가 야요이시대 태상묘나 고분에서
이루어진 의례에서 사용되었는데, 북부규슈와 같이 핵심이 되는 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계층적 서열에 따라 중국산 주와 일본산 주를 보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南武志
2008).
도쿠시마에서는 요시노(吉野)천 하류역 및 나루토(鳴門)지역의 분묘 및 고분군을 검토
대상으로 하였다. 이 지역에는 도쿠시마현 남부에서 진사를 산출하는 수이(水井)광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와카수기야마유적에서는 주의 정제 등이 이미 야요이시대부터 행해
졌다. 한편으로 하기와라(萩原) 1·2호묘에서는 중국산 주가 공급된 점이 주목된다(南武
志 2010). 이 분묘는 위석식목곽을 주체부로 한 초기 전방후원분인 나라현 호케노야마고
분과의 공통성이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며 기내와의 관련을 상정할 수 있는 분묘이다.

일본고고학에서 적색안료 연구의 현황과 과제 115

야외고고학-4교.indb 115

2014-11-24 오후 2:31:27

<그림 8> 중국산 주(위)와 일본산 주(아래)의 광산 및 유황동위원소비

다만, 공헌된 주는 중국산 주이며 긴키 중앙부가 주도한 일본산 주와 차이가 있다. 따라
서 도쿠시마와 긴키는 매장 주체부 구조에서는 상호 영향을 주었지만 수은주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긴키지방 중앙부의 초기 전방후원분 동향을 살펴보면 나라현 니이자와(新澤) 500호분
등의 사례가 있으나 일본산 주가 탁월한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다. 이 가운데 연대가 올
라가는 고분은 마이너스 값이 적으며, 시대가 내려갈수록 마이너스 값이 커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것이 광산의 차이를 나타내는지 아닌지는 유황동위원소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수은동위원소 등 다른 요소와 함께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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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동해 연안에서 중국산 주의 분포

이상에서 살펴본 중국산 주과 일본산 주의 분포를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8). 일본에서 중국산 주의 거점은 博多灣이다. 히에유적 제57차 조사에서 확인된 것
처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진사 입자 상태에서 반입되었다고 상정할 수 있다. 긴키지방

중앙부에 전방후원분이 등장하여 정치적인 중심-주변 관계가 구축된 후에는 三角縁神
獣鏡 등과 같이 기내 정치권력이 문물 교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중국산 주
를 대체하여 일본열도 내 수장에게 배포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일본산 주이다.
그 산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시대가 내려갈수록 유황동위원소비의 마이너스
값이 증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서서히 산출 광산이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일본산 주의 배포가 정치권력과 관련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산지 이동도
수장계보 변동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Ⅴ. 맺음말 : 고고자료로서의 적색안료
기존의 고고학 조사에서 적색안료는 벵가라인지 수은주인지를 과학적으로 구별하는
것 이외에는 발굴현장에서 적색안료를 시료로 채취하는 정도에 머물러 왔다. 그런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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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죠몬시대의 벵가라 산지 추정이나 야요이시대 및 고훈시대에서
주 배포와 정치적인 동향과의 관련성 등과 같이, 적색안료는 공반된 다른 고고자료와 함
께 고찰함으로써 집단관계나 사회구조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고고학연구에서도 이를 알게 된 것이 최근의 일이며 아직 분석 사례도 충분히 축
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서 소개한 연구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주의 유황동위원소비가 한국에서 어떠한 값을 나타내는지는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낙랑군 출토 자료는 한·중·일 모든 지역 자료를 검토하
는 데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최근에 출토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칠기에 사용된 적색안료에 대해서도 좋은 연구 성과가 기대된다.
또한, 무덤 출토 자료가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색안료 이용과 관련된 정신세
계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다. 이 때문에 적색안료를 고고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을 통해서 한반도 내에서도 벵가라·수은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이에 기초
한 한일의 고고학적 공동연구에 대한 지평이 새롭게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논문접수일(2014.4.25) ▶심사완료일(2014.6.5) ▶게재확정일(2014.10.14)

118

야외고고학 제21호

야외고고학-4교.indb 118

2014-11-24 오후 2:31:28

[참고문헌]
김은경, 2012, 「三國時代 古墳出土 朱와 그 意味」, 『영남고고학』 61, 51-74, 영남고고학회.
申叔靜, 1997, 「붉은간토기(홍도)의 과학적 분석연구」, 『南漢江流域의 先史文化』, 서울大
學校博物館.
任鶴鐘, 2012, 『紅陶의 成形과 燒成 實驗』, 대구: 대동문화재연구원.

岡山真知子, 1998, 「弥生時代の水銀朱の生産と流通-若杉山遺跡を中心として-」, 『考古
学ジャーナル』 438, 19-23, ニュー・サイエンス社.

見城敏子·浅井俊雄, 1988, 「古代赤色顔料について」, 『考古学雑誌』 73(3), 77-86, 日本考
古学会.

今津節生·南武志, 2005, 「綾部山39号墳出土朱の硫黄同位体比」, 『綾部山39号墓発掘調
査報告書』, 89-92, 御津町教育委員会.

, 2006, 「福岡市前原市域出土朱のイオウ同位体」, 『三雲·井原遺跡』,

187-190, 前原市教育委員会.

, 2008, 「大和における古墳出土朱のイオウ同位体比分析」, 『ホケノヤマ

の研究』, 187-190, 橿原考古学研究所.

南武志, 2006, 「出雲市西谷墳丘墓出土赤色顔料の分析」, 『西谷墳墓群』, 157-160, 出雲市教
育委員会.

, 2010, 「萩原2号墓出土の赤色顔料-朱-のイオウ同位体比分析」, 『萩原2号墓発掘

調査報告書』, 48-50, 徳島県教育委員会·財団法人徳島県埋蔵文化財セン
ター.

南武志·今津節生他, 2002, 「イオウ同位体より見た朱の産地推定」, 『日本文化財科学会第
19回大会研究発表要旨集』, 日本文化財科学会.

南武志·岩橋孝典·大庭俊次·伊藤智·柴崎晶子·坂本豊治·今津節生·渡辺貞幸,

2011, 「硫黄同位体比分析から推測する出雲地域西谷墳墓群および他の墳墓
出土朱の産地」, 『考古学と自然科学』 62, 65-72, 日本文化財科学会.

南武志·楊主明·豊遙秋·島崎英彦, 2009, 「中国における辰砂が産出された古代鉱山の
探索」, 『考古学と自然科学』 58, 25-29, 日本文化財科学会.

南武志·竹内章記·高橋和也·今津節生, 2012, 「遺跡出土朱の産地推定のための同位体
分析」, 『日本地球化学会第59回講演要旨集』, 346-347, 日本地球化学会.

일본고고학에서 적색안료 연구의 현황과 과제 119

야외고고학-4교.indb 119

2014-11-24 오후 2:31:28

徳島県立博物館編, 1987, 『若杉山遺跡発掘調査概報』, 徳島県立博物館.

, 1997, 『辰砂生産遺跡の調査-徳島県若杉山遺跡-』, 徳島県立博物館.

本田光子, 1988a, 「弥生時代の墳墓出土赤色顔料―北部九州に見られる使用と変遷―」,
『九州考古学』 62, 39-46, 九州考古学会.

, 1988b, 「津古、生掛古墳出土の赤色顔料」, 『津古生掛遺跡Ⅱ』, 小郡市文化財調査
報告書第44集, 87-90, 小郡市教育委員会.

, 1997a, 「比恵遺跡57次調査出土の辰砂について」, 『比恵遺跡群 (24) -第57次調
査報告書-』, 福岡市埋蔵文化財調査報告書第530集, 101-104, 福岡市教育委
員会.

, 1997b, 「一貴山銚子塚古墳出土赤色顔料」, 『再見！糸高の博物館』前原市立歴史
資料館.

山崎一雄, 1987, 『古文化財の科学』, 京都: 思文閣出版.

松田寿男, 1968, 『丹生の研究』, 東京: 早稲田大学出版部.
市毛勲, 1975, 『朱の考古学』, 東京: 雄山閣.

, 1998, 『新版朱の考古学』, 東京: 雄山閣.

奥義次, 1998, 「縄文時代の赤色顔料 伊勢における朱の開発をめぐって」, 『考古学ジャー
ナル』 438, 17-18, ニュー・サイエンス社.

佐藤雅一他編, 2005, 『道尻手遺跡』, 津南町文化財調査報告書 第47輯, 津南町教育委員会.

河野摩耶·南武志·今津節生, 2012, 「前方後円墳発生期における朱の交易-イオウ同位
体比分析による産地推定をとおして―」, 『古代学研究』 190, 33-36, 古代学
研究会.

, 2013, 「北部九州における朱の産地-イオウ同位体比からみた

前方後円墳発生期の地域相-」, 『日本文化財科学会第30会大会研究発表要
旨集』, 54-55, 日本文化財科学会.

鶴田榮一, 2000, 「顔料の歴史」, 『顔料の事典』, 144-155, 東京: 朝倉書店.
Takeshi Minami, Akira Imai, Michiaki Bunno, Kunihiko Kawakami, Setsuo
Imazu, 2005, Using sulfur isotopes to determine the sources of
vermillion in ancient burial mounds in Japan, Geoarchaeology 20:
79-84.

120

야외고고학 제21호

야외고고학-4교.indb 120

2014-11-24 오후 2:31:28

Review on the Archaeological Studies on
Red Pigment in Japan
Maya Kawano, Takeshi Minami*, Toru Tateishi**,
Shinya Shoda*** and Setsuo Imazu****
(Kinki University*, Agency for Cultural Affairs**, University of York***
and Kyushu National Museum****)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archaeological studies on red pigment in Japan
in order to capture the attention in Korean archaeology. Although until now red pigment
has not been regarded as major archaeological remain, recent studies are changing this
situation. Considering this, the authors introduced the research result of colcothar in the
Jomon period, and cinnabar in the Yayoi and Kofun period. Two sites belong to the Middle
and Final Jomon in Nigata prefecture were selected for the research area. Samples of red
pigments were collected not only from the archaeological remains but the natural resources
around the sites. As a result, different procurement strategy for pigment is revealed, that
is, they got colcothar much more far from their settlement in the Final Jomon, which
indicates in this phase they gave higher value on the red pigment than earlier period. On
the other hand, surfer stable isotope analysis reveals that the isotope ratio from Chinese
and Japanese cinnabar are clearly distinguishable. About 40 sites belongs to the Yayoi
and Kofun period were sampled for this analysis. As a result, the selection between
Chinese/Japanese cinnabar is different in each region, which indicates the procurement
of cinnabar was directly related to the local political units. As a whole, red pigments are
very informative archaeological remains and it should be important to work on the Korean
material.
Key words : Red pigment, Colcothar, Cinnabar, the Jomon Period, the Yayoi Period, the
Kofu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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