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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부터 2011년에 걸쳐 충남 태안에서는 태안선과 마도 1호, 마도 2호, 마도 3호 등 4척의 고려시대 선박이 

발견되었고 동시기 목간 175건이 함께 출수되었다. 태안의 목간은 고려시대 목간의 유일한 발견 사례이며, 서사 재료

로서 종이가 목간을 대체한 시점에서 화물표[하찰목간]라는 특수한 용도로만 쓰이던 목간의 사용 실태를 보여준다. 

태안 목간에는 운송과 관련한 연대, 수취인, 발송지, 화물 종류, 수량 및 단위, 발송 또는 선적 책임자 등의 정보가 

적혀 있어 화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으며, 목간 내용의 기재 방식, 형태, 재료와 제작 방법 등의 고찰을 통해 고려 사

람들이 선호했던 목간의 형태와 특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태안의 목간은 기재 양식상 정해진 틀이 없이 자율적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화물에 부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형태인 상단에 홈이 있는 목간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제작 과정에서 작업의 효율성 제고, 제작 공정의 간소화를 

우선시하였다.

태안의 목간은 같은 시기, 동일한 용도의 신안선 및 중국 복건성(福建省) 천주만(泉州灣) 해선(海船)의 목간과 비

교해볼 수 있다. 기재 내용과 양식 면에서 중국의 목간은 화주(貨主)를 중심으로 표기하고, 태안의 목간은 수취인과 함

께 다른 정보도 비교적 자세히 기재하였다. 형태 면에서 중국의 목간은 두께 1cm 이하이고 하단부를 뾰족하게 다듬었

으나, 태안의 목간은 두께와 하단부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제작 방법과 재료 선택에서도 중국과 

한국의 목간은 차이가 있다. 이는 국내 화물 운송용이었던 고려 선박과 국제 무역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선박의 운항 

거리, 화물의 성격, 운송 관리 체계, 화물 포장 방식, 운송 주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과의 비교는 대상 연구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단편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향후 고려 목간 연구의 지평을 넓

히는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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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목간은 종이가 보편화되기 이전에 고대 동아시아에

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문자 기록 수단이었다. 

국내에서는 1975년 경북 경주 안압지에서 통일신라시대

의 목간이 출토된 이래 경주 월성해자, 경주 황남동, 부

여 궁남지, 익산 미륵사지, 함안 성산산성, 인천 계양산성 

등에서 다수의 고대 목간이 발견되었다. 주로 왕궁, 관청 

등 행정 중심지, 사찰, 지방의 행정 요지, 산성 등의 군사

시설에서 출토되었다. 고대 목간의 용도는 다양한데, 관

청 간의 왕래 문서와 물품을 관리할 때 쓰는 꼬리표 목간

[부찰목간(付扎木簡)]이 다수를 차지하고, 문장 연습 재료

로 사용되거나 논어 등 경전을 적은 것도 있다. 그 중 꼬

리표 목간의 기능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화물을 발

송할 때 발송인과 수취인, 물건의 종류, 수량 등을 적은 

하찰목간(荷札木簡), 둘째 물품을 보관할 때 종류와 수량

을 적은 협의의 부찰목간(付札木簡)이다. 목간은 고려시

대가 되면 종이의 보급에 따라 사용이 줄어들고, 종이로

는 대체하기 어려운 용도로 사용된다(국립부여문화재연

구소·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9: 6~7; 국립창원문화재

연구소 2006: 18~19; 三上喜孝 2009: 154; 市大樹 2010: 

347~348). 즉 목간과 지류 문서는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

어 목간은 주로 화물표의 기능을 하는 하찰목간(荷札木

簡)으로 사용되었다. 

고려시대의 목간은 2007년 충남 태안의 태안선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차례로 발굴된 마도 1호선, 마도 2

호선, 마도 3호선 등에서 총 175건이 조사되었다.1

고려시대의 선박이 발견된 태안반도는 고려부터 조

선시대까지 남부 지방의 물자가 북상하는 해운의 요지였

다. 한반도 지형은 국토가 남북으로 길고 하천이 동서로 

흐르기 때문에 주로 해운을 이용하여 남부 지방의 물자

를 수도로 운송하였는데, 지리적인 여건상 반드시 태안반

도를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태안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

한 ‘안흥량(安興梁)’은 곳곳에 암초가 있고 조류가 거칠며 

조수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난행량(難行梁)’이라고 불

렸고 이곳에서 배가 자주 침몰하였다(문화재청·국립해양

문화재연구소 2009: 56). 2000년 이후 태안 지역에서 침

몰 선박이 다수 출수된 것은 최근 방파제 건설로 인해 물

길이 바뀌면서 해저의 지형 변화가 생겼고 침몰 선박들이 

외부로 노출되었기 때문이다(문경호 2015: 116).2 

태안 지역에서 발견된 목간은3 현재 고려시대 목간

의 유일한 발견 사례로,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아 다

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4 그러나 대부분은 묵서의 내용

과 해석 방면에 집중되어 있고, 목간의 형태와 분류에 대

한 연구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발굴 보고서의 「목간의 

분류와 주요 내용」 논고를 제외하고는 활발히 이루어지

지 않았다(임경희 2009: 456~464, 2010a: 606~619, 2011a: 

438~447, 2011b: 207~226).5 태안 침몰선의 발굴 보고서

1 선박별 발굴 시기는 태안선 2007~2009년, 마도 1호선 2009년, 마도 2호선 2010년, 마도 3호선 2011년이다(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국립해

양문화재연구소 2010, 2011, 2012).

2 충남 태안에서는 고려시대의 선박 외에도 조선시대 조운선인 마도 4호선이 발견되었다. 

3 태안에서 발견된 목간은 일반 나무로 만든 목간(木簡)과 대나무로 만든 죽찰(竹札)을 포함한다.

4 태안 출수 목간의 서체에 대한 연구는 손환일, 정현숙에 의해 이루어졌으며(손환일 2008; 정현숙 2017), 마도 1호선을 비롯한 태안 침몰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문경호, 한정훈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다(문경호 2011; 한정훈 2011). 또한 마도 1·2호선 목간의 곡물 성격에 대한 연구(신은제 2012)와, 마도 3호선 목간의 

내용을 통해 본 김준 정권의 지지 기반에 대해 다룬 연구가 있다(강재광 2013). 목간 내용의 분석을 통해 문서 양식과 운송 체계를 추론하고(김재홍 2016), 지역

별 문서 양식과 선적 방식을 고찰한 연구도 있다(김재홍 2017). 그 외에 목간의 내용과 출수 유물들을 통해 고려시대의 음식 문화에 대해 고찰한 논고가 있으며

(고경희 2014, 2015), 고려 침몰선의 성격과 출수 유물 전반에 대해 다루면서 목간을 기재 방식에 따라 분류하고 유형별 화물의 성격에 대해서 언급한 연구도 

있다(신종국 2020). 

5 목간 발굴 후 학회를 통해 연구 성과를 발표한 후 내용을 보완하여 해당 침몰선의 수중 발굴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단 마도 3호선의 목간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논고를 싣지 않고 학술지에만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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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간된 이후 출수된 고려 목간 전체를 대상으로 형태

를 재분류하고 고대 성산산성 목간 및 중국·일본 중세 목

간, 조선시대 마도 4호선 목간과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

었다.6 그러나 태안 목간의 전반적인 성격이나 제작 방식 

등 특징에 대한 설명은 다소 소략한 편이다.

  그리고 태안선의 고려시대 목간이 발굴된 이래 아

직 고려 목간 전체를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이루어지

지 못했다.7 이에 필자는 그동안 선박별로 개별 소개되었

던 태안 목간을 총괄·정리하는 한편, 기존 연구에서는 상

세히 다루지 않았던 목간의 기재 양식, 제작 방식상의 특

징 등을 살펴보고 목간의 형태별 사용법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동시기(同時期)인 송·원대(宋·元代) 중국의 

화물표 목간과의 비교를 통해 목간 기재 양식, 형태, 제작 

방법과 당시 한·중 화물선 및 화물 성격의 상호 연관성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Ⅱ. 태안 목간의 내용과 특징

1. 묵서 내용과 화물의 성격

태안 목간은 모두 화물표이므로 묵서의 내용은 모두 

화물 및 운송과 관련되어 있다. 태안 출수 목간 총 175점 

중 묵서 판독이 가능한 150점을 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을 

항목별로 분류하였다. 그 구체적인 기재 항목은 연대(간

지와 일자), 발송지, 수취인·수신처, 화물 종류, 수량, 포

장 단위, 선적 또는 발송 책임자(성명 또는 수결) 등으로 

나눌 수 있다(표 1).8

가장 먼저 발견된 태안선은 대량의 청자를 운반하던 

도자기 운반선이었다. 실려 있던 도자기는 사용 흔적이 

없는 청자들이었고, 목간의 내용과 도자기의 형태, 특징 

등을 통해 태안선이 당시의 탐진현(현재의 강진)에서 생

산된 도자기를 개경으로 옮기는 도중에 난파된 것임을 확

인하였다. 마도 1·2·3호선은 한국의 남부 지방에서 출발

표 1 목간의 묵서 항목 및 내용 

구분 시기
발송지

(현재 위치)9 목적지 수취인 화물 종류 수량 및 포장 단위
발송 또는 선적 

책임자
침몰 추정 시기10

태안선 - 탐진현(耽津縣, 강진) 개경 관료, 개인 도자기 외(畏), 과(裹) 등 향리
12세기 중반~

13세기 초반

마도 1호선
丁卯(1207년), 

戊辰(1208년)

회진현(會津縣, 나주), 

죽산현(竹山縣, 해남), 

수녕현(遂寧縣, 장흥), 

안로현(安老縣, 영암)

개경 관료, 개인 곡물, 발효식품 등
항(缸), 석(石), 

병(柄), 두(斗) 등
향리, 개인 1208년

마도 2호선 3月*

장사현(長沙縣, 고창), 

무송현(茂松縣, 고창), 

고부군(古阜郡, 정읍), 

고창현(高敞縣, 고창)

개경 관료, 개인
곡물, 식재료, 

발효식품 등

석(石), 두(斗), 

과(裹), 진(斤), 

항(缸) 등

개인 1197~1213년

마도 3호선 - 여수현(呂水縣, 여수) 강화도
관료, 개인, 

관청

해산물, 곡물, 식재료, 

발효식품, 포(布) 등

항(缸), 석(石), 필(疋), 

두(斗), 개(介) 등
향리 1265~1268년

* 연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6  한정훈은 태안에서 발견된 4척의 고려시대 침몰선에서 출수된 하찰목간의 형태적인 특징을 살피고 일본의 중세 목간과 중국의 신안선 목간을 중심으로 비교하

였다(한정훈 2015). 또한 고려 목간 전체를 대상으로 형태를 재분류하여 그동안 소홀히 다루었던 구멍형 목간에 대해 고찰하고, 고려 목간과 고대 목간의 비교

를 통해 고려시대 목간이 하찰목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형화 및 규격화가 진전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한정훈 2016). 이 외에 마도 4호선의 

조선시대 목간과 고려시대 목간의 형태·묵서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화물 운송 양상을 연구한 논문이 있다(한정훈 2017).

7 고려시대 목간 전반을 다룬 논고가 있으나, 주로 고려시대 침몰선과 목간의 발굴 개요 및 출수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노경정 2017).

8 묵서의 내용은 해당 선박의 발굴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였다(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2011, 2012).

9 발송지 및 현재 위치는 김재홍, 2017 논고를 참고하였다.

10 선박의 침몰 추정 시기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수중 발굴 보고서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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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도(개경 또는 강화도)로 향하던 화물 운반선이었

다. 마도 1호선의 화물은 쌀[米], 콩[太], 조[粟], 메밀[木麥] 

등의 곡물류와 젓갈류, 메주[末醬], 대나무 제품 등이었으

며, 마도 2호선에는 쌀, 콩 등의 곡물류와 메주, 누룩[麴], 

참기름[眞], 꿀[精蜜], 알젓[卵醢] 등의 식품, 마도 3호선에

는 보리[麥]·겉보리[皮麥] 등 곡물류와 생전복[生鮑]·말린 

홍합[乾䗊]·상어[沙魚] 등의 해산물과 젓갈류, 물고기 기

름[魚油]·개고기포[犭]·베[布] 등이 실려 있었다. 화물은 

수량 또는 포장 단위 등과 함께 기재된 경우가 많았다. 

화물의 수취인은 대부분 개경에 있는 개인이었으며 

마도 3호선만 예외적으로 관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 발송 또는 선적 책임자의 정보를 표기하였

는데, 대부분은 ‘차지(次知)’ 또는 ‘사자(使者)’ 등과 함께 

책임자의 성 또는 이름이 병기되어 있지만, 일부는 ‘차지

재강(次知載舡)’, ‘즉식재선장(卽式載船長)’처럼이 업무 

범위를 직접적이고 명확히 표현한 경우도 있다. 발송 또

는 선적 책임자는 성 또는 이름만으로 표현된 개인과, 관

직 또는 소속이 함께 기록된 향리 등이 있으며, 다른 내용 

없이 수결만 적혀 있는 경우도 있다. 

목간에 기재된 수취인·수신처와 발송 및 선적 책임자

를 통해 침몰선에 실린 화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태

안선과 마도 1·2호선의 수취인은 모두 개경에 있는 개인 또

는 관료이며 이 중에는 산관(散官)이 포함되어 있는데, 산

관은 전시과(田柴科) 제정 시에는 전시를 받았지만 문종 30

년(1076년) 전시과 개정 시 산관에 대한 토지 분급 규정이 

없어졌다.11 또한 관직 없이 성으로만 표현된 ‘개인’이 수취

인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태안선, 마도 1·2호선 화

물은 개인 소유 토지의 지대(地代) 또는 선물 등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12 수취인 또는 수신처에 조

창 이름이나 기관명이 없는 점과13 화물의 발송 또는 선적 

책임자가 전원 향리가 아니라 개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도14 태안의 침몰선들이 개인 화물의 운반선이었다는 논지

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마도 3호선의 경우 수신처에 관청

명이 있어 공적인 성격의 화물도 포함된 것으로 추측된다.

2. 묵서의 기재 양식

태안 목간의 묵서 세부 내용을 전부 합쳐서 완전한 

양식을 조합하면 ‘연대+발송지+수취인·수신처+화물 종류

+수량 및 포장 단위+발송 또는 선적 책임자’의 형식이 된

다.15 그러나 완전한 양식으로 기재한 목간은 판독 가능한 

11  『高麗史』卷七十八 志 卷第三十二 食貨 一 田制 田柴科.  

일부 연구에서는 마도 1호선 출토 목간에 기록된 동정직이나 검교직 등은 무전산직(無田散職)이 아닌 경우도 있었고, 고려 의종 및 명종 이후 토지 제도의 변칙

적 운용으로 무신들의 수조지가 사패지, 군인전, 공신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산직이라 해도 수조지를 가질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마도선에 

적재된 화물을 조곡(漕穀)으로 파악하기도 한다(문경호 2011: 137~138). 그러나 본고에서는 관직이 포함된 수취인이 관직이 없는 개인 명의와 동일하게 사용

되었다는 점에서 개인 표기 방식의 일종으로 보았다. 

12 기존 연구에서는 마도 1호선 목간에 나오는 전출(田出)에 대해서 지대(地代)로 해석하였으나(임경희 2010a: 617; 박종진 2010), 마도 2호선에 대해서는 공적

인 성격과 개인의 지대를 싣고 가던 것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임경희 2011a: 446). 이와는 상반되는 의견으로 마도 1호선을 조운선

으로 파악한 연구가 있다(문경호 2011: 115~157).         

이와 관련하여 태안선, 마도 1·2·3호선에 적재된 화물의 수신처 중 상당수가 개인의 집이며, 1척의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수신처가 개경에 있는 10곳 이상이라

는 점을 근거로 화물이 사적(私的)인 성격을 띠며, 나아가 선박도 개인 소유의 사선(私船)일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한정훈 2011: 81~113).

13 태안 해역에서 발견된 마도 4호선은 조선시대 사례이긴 하지만, 내섬명(內贍銘) 분청사기와 ‘나주광흥창(羅州廣興倉)’이 적힌 목간이 발견되어 전남 나주에서 광

흥창으로 향하던 조운선임이 확인되었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6: 19).

14 태안선, 마도 1·2호선의 화물이 개인적인 용도라면 발송 또는 선적 책임자에 향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고려시대

의 사심관(事審官) 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 사심관은 지방에 연고가 있는 고관에게 자신의 출신지를 다스리도록 임명한 특수 관직으로, 사심관은 지방의 향리들과 동

향이거나 동족인 경우도 있어서 양자는 매우 밀접한 관계였다. 따라서 개인적인 성격의 화물이라도 해당 지역의 향리를 통해 발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5 김재홍은 목간의 완전한 표기 형식을 ‘연대, 발송지(+발송인), 수취인, 물품(+수량), 印(封), 선적인(船積人), 화압(花押)’으로 보고, 항목 표기 양식에 따라 ‘수취인’

만 기록된 것을 Ⅰ형식, ‘수취인+물품(+인+화압)’을 Ⅱ형식, ‘수취인+물품+발송지(+인+화압)’을 Ⅲ형식, ‘수취인+물품+발송지(+印+화압)+선적인’을 Ⅳ형식, 연대

를 포함하여 ‘수취인+물품+발송지(+印+화압)+선적인+연대’를 Ⅴ형식으로 분류하였다(김재홍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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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점 중 단 3점으로 수량이 매우 적으며, 가장 간단한 기

재 양식은 수취인만을 적은 것이다. 태안 목간의 항목별 

정보의 기재 빈도는 <표 2>와 같다.

목간 항목별 정보의 기재 빈도는 중요도에 따른 것

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기재된 정보는 수취인이며 그 다

음으로는 화물 종류, 수량 및 포장 단위, 발송 또는 선적 

책임자, 발송지, 목적지, 시기 순이다. 수취인은 화물 운

송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정보인 동시에 발송 화물의 최

종 소유주를 뜻하기도 했기에 가장 빈번하게 기재되었

다. 수취인은 성(姓)과 관직·소속을 함께 쓰거나 ‘성+이름’ 

또는 간단히 ‘성(姓)’만을 표기하기도 했다. 또한 동일 수

취인의 소속과 이름의 순서를 바꾸어 기재하는 경우(표 

3)와 심지어 수취인을 아예 기재하지 않는 경우 등 그 양

식이 다양하다.16 이 외에 태안 목간은 기재 순서도 일정

하지 않아서 발송 또는 책임자의 정보는 대개 뒷면에 기

재하지만 앞면에 다른 정보와 함께 쓴 경우도 발견된다. 

목간의 내용은 순서, 표기 양식뿐 아니라 기재하는 항목 

자체도 선택적이어서 기재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 정보가 

생략되거나 추가되었다. 

항목별 기재 양상은 ① 항목의 선별적인 표기, ② 항

16 고려 목간은 수취인 정보의 간략화 및 다양한 표현 방식에도 불구하고 운송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침몰선에 실렸던 화물의 생산자와 

발송자, 운송자 간에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암시한다(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6: 486).

표 2 목간의 항목별 정보의 기재 빈도

구분 태안선
마도 
1호선

마도 
2호선

마도 
3호선

총계

수취인 13 49 32 27 121

화물 종류 7 42 29 25 103

수량 및 포장 단위 7 45 26 22 100

발송 또는 선적 책임자 5 13 9 14 41

발송지 4 12 21 1 38

시기 - 9 1 - 10 

표 3 수취인의 다양한 표기 양식

‘성(姓)+관직’ 표기 ‘성(姓)’ 표기
동일 수취인의 다른 표기

‘성(姓)+소속’ ‘소속+성(姓)’

崔
大
卿  

宅
上

뒷
면 

使
者
金
順

앞
면 

茂
松
縣
在
京
韓
宅
田
出
末
醬
壹
石

                             

各
入
貳
拾
斗

뒷
면 

五
□
使
者
閑
三

앞
면 

奇
牽
龍
宅
上
卵
醢
一
缸
入
二
斗
□

牽
龍(

奇)

宅
上
■

태안선 목간 14 

(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380)

마도 2호선 죽찰 29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291)

마도 2호선 목간 28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290)

마도 2호선 목간 4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306)

□: 미판독, (   ): 추정, ■: 적외선 촬영 결과 묵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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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자유로운 기재 순서, ③ 동일 항목의 다양한 표기 등

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태안 목간 

기재 양식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율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목간 내용 기재에 일정한 규칙이 없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로운 기재 양식이 운송에 전

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별도의 장부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화물에 붙이는 목간에는 

화물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자유롭게 기재하여 

작업 현장에서의 효율을 높이고 완전한 정보는 별도의 장

부로 관리하는 식으로, 필요한 경우 목간과 장부의 내용

을 대조하여 화물의 정보를 확인하였을 것이다. 

3. 형태 분류와 사용법

태안 목간의 용도는 모두 화물표이므로 기본적으로 

화물에 부착하기 편리한 형태로 만들었다. 따라서 목간

의 대부분은 끈 등으로 화물에 묶기 위한 홈이 있고, 홈이 

없는 목간은 13건에 불과하다. 본고에서는 태안 목간 175

점 중 파손·결락으로 인해 형태를 알기 어려운 53점을 제

외한 122점에 대해 분류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류는 기

능에 중점을 두어 홈·구멍 등 화물에 고정하기 위한 장치

의 유무를 기준으로 Ⅰ형과 Ⅱ형으로 구분하고, Ⅰ형 중 

상단에 홈이 있는 A식, 중간에 홈이 있는 B식, 하단에 홈

이 있는 C식, 상하단에 홈이 있는 D식, 구멍이 있는 E식, 

한쪽 끝에 단이 있는 F식으로 나누었다. Ⅱ형은 장방형 a

식, 한쪽 끝이 뾰족한 b식, 양쪽 끝이 모두 뾰족한 c식으

로 분류했다. 하단의 모양은 일정하지 않고 심지어 다듬

은 흔적조차 없는 것도 있어 기능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분류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표 4).

형태를 식별할 수 있는 122건의 목간 중에서 홈, 구

멍, 단이 있는 Ⅰ형은 109건으로 89.3%에 해당한다. Ⅰ

형 109건 중 홈이 있는 것이 107건 98.1%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 중에서도 상단에 홈이 있는 것이 102건 

93.5%이므로 고려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목간 중 상단

에 홈이 있는 Ⅰ-A형식을 가장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일

부 목간은 홈에 끈이 묶인 상태로 발견되어 홈의 사용 방

법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홈이 있는 목간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는 상단

에 홈이 있는 Ⅰ-A형식이지만, 이 외에도 홈의 위치에 따

라 중간 홈 Ⅰ-B, 하단 홈 Ⅰ-C, 상하단 모두 홈이 있는 Ⅰ

표 4 태안 목간 형태 분류 및 발견 수량

형식
Ⅰ Ⅱ

미상 총계

A B C D E F a b c d

형태 상단 홈 중간 홈 하단 홈 상하단 홈 상단 구멍
편단 

계단식
장방형

편단 

첨형

양단 

첨형

가공흔 

없음

도식

측면 단면

 
-

수량 102 1 3 1 1 1 8 3 1 1 53 175

 마도 1호선 목간 08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353)

 마도 2호선 죽찰 1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275)

그림 1 초본류 끈이 묶인 채로 발견된 목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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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이 있다. 이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Ⅰ-C형식으로, 목간

을 제작할 때는 Ⅰ-A와 동일한 형태이지만 내용을 기재

한 후에 상하단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Ⅰ-C형식은 태안에서는 3점만 발견되었으나 함안 성

산산성에서 출토된 신라 목간에서 다수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Ⅰ-C형식의 목간은 끈으로 목

간을 화물에 고정한 상태에서 각도를 조절하면서 글씨를 

쓰기 편한 장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17·18 또한 Ⅰ

-C형식 목간은 글씨를 쓰고 화물에 고정한 후에는 글씨의 

상하 방향이 거꾸로 되어 읽기가 어렵지만, 문자 읽기의 

편리함보다는 고정된 상태에서 문자 쓰기의 편이성을 중

시하였기 때문에 사용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기재의 편이

성과 읽기의 편리성, 양자 간의 선택에 따라서 Ⅰ-A형식

은 글자를 쓴 후 화물에 고정하고, Ⅰ-C형식은 화물에 묶

은 후에 글씨를 쓰는 순서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고찰하

였다(三上喜孝 2007: 97~98). 그러나 도기에 담은 젓갈류 

등 상하 구분이 가능한 화물의 경우에는 목간의 글자 방

향이 의미가 있으나 곡물류·도자기류처럼 꾸러미 형태의 

화물에는 일단 목간이 부착되고 나면 상하를 구분할 수 

없게 되어 문자 읽기의 편리함을 논하기 어렵다. 다만 Ⅰ

-A형식 목간이 대다수를 구성하는 태안의 목간은 묵서 분

량과 홈 부분의 묵서로 볼 때 전반적으로 먼저 내용을 작

성한 후 화물에 부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19 즉 목간의 내용 기재 시 화물의 완전한 정보가 담

긴 운송 장부를 확인하면서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차후에 

화물과 대조하면서 목간을 부착한 것으로 추정된다.20

홈이 있는 목간 중 Ⅰ-A,Ⅰ-C형식 외에 Ⅰ-B, Ⅰ-D형

식은 각 1점씩으로 화물은 콩과 죽제품이다. 이는 화물의 

포장 상태와 끈의 매듭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부착할 수 있

도록 별도로 가공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

도 지적했듯 태안의 목간은 관례적으로 상단 부분에 홈을 

팠지만, 사용 목적에 부합하기만 하면 어떤 위치든 상관없

어 임의대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임경희 2011a: 438). 

목간을 화물에 부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간이 화물과 분리되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이다. 그러

나 홈에 끈을 묶는 방법만으로 화물에 목간을 매달 경우 

목간은 늘어뜨린 모습이 되어 물품에 완전하게 밀착되지 

못하므로 운반 과정에서 새끼줄이 끊어지는 등 유실의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홈을 이용하여 화물과 

연결하고 새끼줄 등으로 다시 묶어 유실의 위험성을 최소

화했다고 생각된다. 수중 발굴 중 목간에 홈이 없는 부위

를 화물에 묶은 사례가 발견되어 이를 뒷받침한다(그림 

2). 즉 홈 또는 구멍 등을 만드는 것은 화물과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목간이 매달려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두지 않고 끈으로 한 번 더 묶어 고정하는 추

가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홈 외에 화물에 목간을 고정시키기 위한 장치로는 

구멍과 단(段)이 있고, 이를 각각 Ⅰ-E와 Ⅰ-F형식으로 분

류하였다. Ⅰ-E형식처럼 구멍이 있는 목간은 고대의 목간

에서 다수 발견되는데 태안의 목간에서는 1점만 출수되

었다. 고려시대에 구멍형 목간의 수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고대에서 다양한 용도를 가졌

17 실제로 하단을 묶은 후에 목간에 글씨를 쓰면 상단의 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목간을 화물 위에 세우거나 하단부를 기대어 안정적으로 글씨를 

쓰는 것이 가능하다. 

18 하단에 홈을 판 목간에 대해 지역과 시대에 따른 유행의 차이로 이해한 연구(이경섭 2013: 349~350)와, 정보 확인의 편리성에서 기인한 형태로 보는 연구가 있

다(한정훈 2017: 84~85). 후자의 경우 마도 4호선의 하단에 홈이 있는 목간 중 앞뒷면 묵서의 기재 방향이 반대인 것을 근거로 들었는데, 고려시대 목간은 앞뒷

면의 기재 방향이 동일하고 한 면에만 글씨가 있는 것도 있어서 동일 형태의 목간 전체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19 고려시대 목간의 대부분은 홈 부분에도 묵서가 이어지므로 글씨를 쓴 후에 매듭을 묶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홈 부분에 글씨가 없고 홈을 중심으

로 아래위로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서 매듭을 묶은 후 기록한 듯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 같은 사례는 마도 1호선 목간 43이 유일하므로 예외적인 상황으로 파악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0 기존 연구(三上喜孝 2007)에 따라 하단에 홈이 있는 Ⅰ-C형식이 화물에 고정한 후의 기재 편이성에 특화된 형태임을 감안하면 태안에서 발견된 Ⅰ-C형식 목간

은 처음 내용 기재 시 누락되었거나 또는 차후 포장 상태를 변경하거나 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에 한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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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구멍형 목간의 용도가 하찰로 한정된 것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화물표의 기능을 하기 위한 부

착 부위로서 홈이 보편화되면서 효용성이 떨어진 구멍은 

사라지게 된 것이다(한정훈 2016: 182). Ⅰ-F형식의 목간

은 한쪽 끝을 계단식으로 다듬은 형태인데, 홈보다 단단

히 고정되지는 않았겠으나 줄이 풀리지 않고 묶여 있을 

정도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국립해양문화

재연구소 2012: 248).

홈과 구멍 등이 화물에 묶기 위한 장치인 동시에 용

도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홈이 없는 목간은 어떻게 

사용했을까? 홈이 없는 목간으로 분류된 13건의 화물은 

그 종류를 알기 어려운 2건을 제외하면 도자기 1건과 곡

물류이다. 곡물로는 백미, 중미, 콩, 메주 등 볏섬을 포장 

용기로 이용하는 것들이다. 볏섬으로 포장한 화물은 젓

갈, 꿀 등을 담은 단지와 비교하여 목간과의 연결이 쉽기 

때문에 홈이 없는 목간도 사용되었다(한정훈 2015: 272). 

위에서 언급한 마도 3호선의 죽찰 09(그림 2)처럼 홈과 

상관없이 초본류의 끈으로 묶었거나 화물 사이에 끼워 넣

는 방식으로 사용한 것 같다. 막대와 새끼줄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도자기(김병근 2008: 186) 역시 화물과 포장재 

사이에 공간이 있어 포장이 완료된 꾸러미 사이에 목간을 

놓아두거나 끼워 넣는 방식으로 홈이 없는 목간을 사용했

을 것이다(임경희 2009: 459).

4. 재료와 제작 방식

태안 목간의 재료는 크게 일반 목재와 대나무로 나

누어지는데, 일반 목재로 만든 것은 ‘목간(木簡)’, 대나무

로 만든 것은 ‘죽찰(竹札)’이라고 한다. 일반 목재는 소나

무, 밤나무, 느티나무, 느릅나무, 상수리나무, 오동나무 

등이다.21 이 나무들은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나무들이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나무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중서부 해안, 남

부, 제주도 등지에서 자란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15

세기 대나무의 분포 지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고창, 

나주, 영암, 장흥, 정읍 등이(공우석 2001: 448) 태안 목간

에 기재된 화물의 발송지와 일치한다. 이는 태안의 목간

과 죽찰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했음

을 알려준다. 

목간과 죽찰의 제작 공정은 다음과 같다(표 5).22

목간은 일반적으로 제작 수량에 따라 목재의 가공 

방식이 달라진다. 동일한 목적으로 다량의 목간이 필요

한 경우에는 큰 나무의 판재를 사용해서 만들지만, 비교

적 적은 수량이 필요할 때는 나뭇가지를 채취하여 간단하

게 정리하여 사용한다(박상진 2000: 210~211). 목간에 사

용된 목재가 나무의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

해서는 연륜 연대 배열 분석을 해야 하지만, 태안 목간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러

나 태안의 목간은 공정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비교적 거칠

게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수피, 옹이, 목심[髓] 등이 남아 

있고, 이를 통해 직경 1~4cm 정도의 나뭇가지를 채취하

여 목간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표 6).

21 태안 목간의 수종에 대해서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참고하였다(문화재청·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410~417;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512~527, 2011: 402~414, 2012: 413~437).

22 목간의 제작 공정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5: 24를 인용하였으며, 죽찰의 제작 공정은 馬場基 2021: 260~265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죽찰 세척 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2: 232)

죽찰 발견 당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2: 233)

그림 2 마도 3호선 죽찰 09의 부착 현황 및 매듭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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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찰의 제작 공정은 목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대

나무로 목재를 대신하면 목간의 공정 가운데 수피를 벗겨

내고 기재 면을 정리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대

나무는 세로로 쪼개지는 성질이 있어 가공하기 쉽고, 목

간이 전체 제작 공정을 거쳐 1~2개를 만들 수 있는 것과 

달리 죽찰은 대나무를 2분의 1 또는 4분의 1로 쪼개서 만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최대 4개를 만들 수 있어 작업 효

율이 높다. 죽찰은 태안의 전체 목간 175건 중 102건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아마도 작업의 효율성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목재보다는 대나무를 선호했기 때

문으로 보인다. 태안의 죽찰에 사용된 대나무는 주변에

서 구하기 쉽고 가공하기 편리한 목재의 대체 재료였던 

것이다. 

고려시대 목간의 형태와 가공 흔적으로 볼 때 당시 

사람들이 태안 목간을 제작할 때 중시했던 것은 재료 조

달의 용이함, 작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이었던 것으로 추정

된다. 고려 목간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이용하

여 가공을 최소화함으로써 인건비와 재료비를 절감하여 

제작한 것이다.

Ⅲ. 중국의 화물표 목간의 특징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중국의 송대(宋代)·원대(元代)

에는 중국과 한국 모두 서사 재료로서 종이가 목간을 대체

하였기 때문에 목간은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화물표 같

은 특정한 용도의 목간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 

예가 한국의 태안과 신안선,23 중국 복건성(福建省) 천주만

(泉州灣)의 송대(宋代) 해선(海船)에서 발견된 목간이다. 

23 신안선의 국적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배에서 발견된 목패의 내용에 일본과 관련된 정보가 많아 일본에서 파견한 무역선일 가능성도 있다

(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6: 388~389). 그러나 배의 형태와 구조를 보면 건조 지역이 중국이고, 출항지가 중국이며, 중국의 주방 도구 등이 발견되

어 중국의 국제 상인들이 관여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목간 역시 당시 중국에서 사용하던 형식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신안선에서 발

견된 목간을 중국의 것으로 파악하였다. 

표 5 목간과 죽찰 제작 공정 모식도

종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목간

나뭇가지 채취 종방향으로 쪼갬
수피를 벗겨내고 

기재 면 정리
적당한 길이로 자름 홈을 파냄 내용 기록 목간을 화물에 묶음

죽찰
-

대나무 채취 종방향으로 쪼갬 - 적당한 길이로 자름 홈을 파냄 내용 기록 목간을 화물에 묶음

표 6 수피, 옹이, 목심의 흔적이 남아 있는 태안 목간

수피가 
남아 있는 목간

옹이와 목심[髓]이 
남아 있는 목간

목심[髓]이 
남아 있는 목간

마도 2호선 목간 2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288)

마도 1호선 목간 3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297)

마도 1호선 목간 3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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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선은 원대(元代)에 중국 영파[寧波: 당시의 경원

(慶元)]에서 출발하여 일본 후쿠오카[福岡]의 하카다[博

多]로 향하던 국제 무역선이었고,24 도자기를 비롯한 각종 

무역품과 화물 정보가 적힌 화물표 목간 364건이 발견되

었다(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6: 268). 천주

만(泉州灣)에서 발견된 해선(海船)은 중국 복건성(福建

省)을 출발하여 동남아시아를 경유하고 중국으로 회항하

던 국제 무역선으로,25 동남아시아산 향료 등의 각종 상품

과 96건의 목간이 발견되었다(福建省泉州海外交通史博

物馆 编 2017: 26~32).26

1. 묵서 내용 및 기재 양식

신안선 목간의 기재 내용은 연월일,27 화주(貨主)의 

정보, 화물의 종류, 무게·수량·화폐 단위 등이다. 신안선 목

간의 대부분은 가장 중요한 정보인 화주를 인명(人名), 도

후쿠지[東福寺]·조자쿠안[釣寂庵]·하코자키[筥崎] 같은 사

찰 및 신사(神社)의 이름, 강사(綱司)라는 직책명, 부호 또

는 수결 등으로 표기하였다. 개인 화주는 이름만 쓴 것, 이

름과 수결을 함께 적은 것, 이름과 수결을 생략하고 간단

히 부호만 표기한 것 등이 있다. 또한 화주의 이름이나 수

결을 생략하고 일자(日字)나 화물의 수량을 기록한 목패도 

있다. 일자나 화물의 수량은 주로 뒷면에 기록했는데, 일

자와 수량을 병기한 것도 있으며, 수량과 당시의 화폐 또

는 무게·부피 단위 등을 표기한 것도 있다(문화재청·국립

해양문화재연구소 2006: 271). 특이한 것은 도후쿠지명[東

福寺銘] 목간에는 모두 공용(公用) 또는 공물(公物), 강사

명(綱司銘) 목간에는 모두 사(私)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는 

점인데, 이를 통해 화물에 공사의 구분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6: 268).

중국의 천주 해선 목간 내용은 주로 화주(貨主) 또

는 그 대리인의 정보만을 간략하게 표기한 점이 특징적이

다. 화주를 기록하는 방법은 직책명, 상호, 인명 등 세 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직책명은 선원들의 직책을 나

타내는 것으로, ‘성(姓)+직책의 약칭’ 양식으로 표기하기

도 하였다. 증간(曾幹), 임간(林幹), 장간(張幹), 주고(朱

庫), 예천(禮天), 구정(丘碇), 장반(張絆), 장십(張什), 양

공(楊工), 우공(尤工), 진공(陣工), 삼구공(三九工), 안주

(安廚) 등이 그에 해당한다. 상호명은 ‘남가(南家)’와 ‘구간

(狗間)’으로 썼는데, 이는 송대 천주 지역 상가(商家)의 명

칭이다. 인명은 오흥(吳興), 왕미(王美), 아리(啞哩), 산중

(山中), 육십(六十), 소진(小陳)과 안군(安郡), 창군(昶郡), 

조군(兆郡), 하군(河郡)28 등이 있다. 이 외에 ‘서하장과(西

河醬瓜)’라고 적은 목패가 있어 화물의 종류를 적는 경우

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庄为玑·庄景辉 2017: 212~216). 

대개 2~4자 정도로 간단하게 표기하여 한눈에 화물의 소

유주 또는 그 대리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였다. 

신안선과 천주 해선 목간에 표기된 묵서 내용을 정

리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24 신안선 목간(보고서에는 목패(木牌)로 표기)의 묵서 내용 가운데 현재의 후쿠오카[福岡]에 있는 조자쿠안[釣寂庵], 하코자키[筥崎] 신사(神社), 교토의 도후쿠지[東

福寺] 등의 사찰명이 있었고, 청동 저울추에 ‘경원로(慶元路)’라는 명문이 있어 신안선은 중국 영파에서 후쿠오카로 가던 배로 볼 수 있다(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

재연구소 2006: 342).

25 천주 해선은 천주를 출발하여 남중국해, 인도차이나 반도, 스리비자야를 경유하여 인도네시아 자바 섬, 킬리만탄 섬 남부, 필리핀 등지를 항해했던 배로 추정된

다(福建省泉州海外交通史博物馆 编 2017: 79). 

26 천주만 송대 해선 발굴 조사 보고서(福建省泉州海外交通史博物馆 编 2017: 32)에서는 목간의 형태에 따라 방형·팔각형 등은 목패(木牌), 세장방형은 목첨(木签)

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목간으로 통일하여 부른다.

27 신안선에서 발견된 목간 중에는 연호인 지치 3년(至治參(三)年) 외에도 월일을 표기한 것이 있는데, 시기별로 나누면 4월, 5월, 6월 세 종류이며 이는 화물을 선

박에 적재한 시기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6: 284).

28 안군(安郡), 창군(昶郡), 조군(兆郡), 하군(河郡) 등의 묵서에 대해서 중국 또는 외국의 지명이라는 의견(福建省泉州海外交通史博物馆 编 2017: 80)과, 성씨를 대

신하는 봉호(封號)로 보아 인명에 포함시키는 견해가 있다(庄为玑·庄景辉 2017: 212~216). 여기에서는 후자를 따랐으며 ‘오흥(吳興)’에 대해서도 庄为玑·庄景辉 

2017에 근거하여 지명이 아닌 인명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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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태 및 제작 방법

신안선의 목간은 소나무와 삼나무를 깎아 만들었는

데, 대체로 세장방형이며 길이 10~20cm, 너비 2~3cm, 두

께는 0.5~1.0cm 정도로(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6: 270) 일정한 편이다. 화물에 연결하기 위한 홈 또는 

구멍의 유무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하단의 형태도 방형(方

形), 규형(圭形), 첨형(尖形), 삼각형, 반원형(半圓形) 등

으로 나눌 수 있다(岡内三眞 1987: 542). 전체적인 모양

이나 홈, 구멍의 형태도 일정한 편이며, 하단과 기재 면도 

정돈되어 있다. 천주만 해선의 목간은 삼나무를 톱질하

여 만들었고 표면은 대패질하지 않아서 비교적 거칠다. 

하찰 목간의 일반적인 형태인 세장방형 외에도 마름모형, 

팔각형, 방형 등이 있다(그림 3). 팔각형과 방형 목간의 

크기는 한 변이 약 7~13cm, 두께는 0.7~1.0cm 정도이고, 

구멍이나 홈 등이 없으며 화물에 묶었던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29 세장방형과 마름모형 목간은 길이 약 8~17cm, 

폭 2~4cm, 두께 0.5~1.0cm로, 모두 상단 혹은 중간에 홈

을 파서 화물과 연결하기 쉽게 만들었다(福建省泉州海外

交通史博物馆 编 2017: 32~36).

중국 목간의 재료로는 일반 목재를 사용하였는데, 

신안선은 소나무와 삼나무, 천주 해선은 삼나무를 사용하

였으며, 태안처럼 대나무로 만든 죽찰은 확인되지 않았

다. 비교적 큰 나무 판재를 균일하게 가공하여 필요한 모

양을 만들었으며, 수피 같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비교적 정돈된 형태를 보인다. 또한 상하단의 모양도 정

형화되어 있다.30

Ⅳ.   화물표 목간을 통해 본 화물의 성격과 
운송 관리 체계

태안과 중국의 화물표 목간은 화물의 발송지와 목적

지, 화주 또는 수취인, 시기, 화물의 종류, 수량 등이 기재

되어 있으며, 화물표라는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만큼 공

통점이 많지만 기재 양식과 형태, 제작 방법 면에서 차이

가 있다. 

먼저 기재 양식을 살펴보면 태안 목간은 수취인을, 

신안선과 천주 해선의 목간은 화주를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다. 수취인과 화주는 화물의 소유주라는 점에서 같은 

29 특이한 형태인 장방형·팔각형 등의 목간은 비교 및 참고 자료가 없어 정확한 사용법에 대해서 알기 어렵지만, 끈으로 화물에 묶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특수

한 화물 포장 및 연결 방법 등이 있었던 게 아닌가 추정된다. 

30 목간 하단은 형태에 따라 세분류가 가능하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여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표 7 중국 화물표 목간의 묵서 내용

묵서 내용 신안선 천주 해선

화주

개인명:   八良, 菊一, まこ三郞, 

とう二郞, 本とう二郞, 

いや二郞, 又七, 又三

郞 등

승려명:   敎仙, 道阿㫆, 隨忍, 常

得, 秀忍, 元仁, 守中, 

子哲, 妙行, 得法, 戒心, 

正悟 등

사사명(寺社名):   東福寺 , 釣寂

庵, 筥崎 등

직책명:   主士, 綱司 등 

특수 기호:   , ,  등 

수결

개인명:   吳興, 王美, 啞哩, 山中, 

六十, 小陳, 安郡, 昶郡, 

兆郡, 河郡 등

직책명:   曾幹, 林幹, 張幹, 朱庫, 

禮天, 丘碇, 張絆, 張什, 

楊工, 尤工, 陳工, 三九

工, 安廚 등

상호명(商號名): 南家, 狗間 등

연월일

지치 3년(至治參·至治三年),  

지치 3년 5월(至治三年五月), 4
월 23일(四月廿三日), 6월 1일

(六月一日) 등

-

특수어
보(寶), 족(足), 권진(勸進), 봉가

전(奉加錢) 등
-

화물 종류
약(藥), 대전(大錢), 진피(陳皮), 

감초(甘草) 등
서하장과(西河醬瓜)

수량 단위
관(貫), 문(文), 두(斗), 포(包), 

본(本), 근(斤) 등
-

그림 3   천주만 송대 해선 발견 목간(泉州海外交通史博物馆 홈페이지 www.qzhjg.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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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의 정보로 볼 수 있는데, 한국과 중국의 목간 모두 화

물의 소유주를 가장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태안

의 목간은 수취인과 함께 다른 정보를 적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화주만을 기재하는 중국의 것보다 훨씬 상

세하고 글자 수도 많다. 태안 목간은 앞뒷면에 모두 묵서

가 있는 경우가 많으나, 신안선은 앞뒷면을 모두 활용하

더라도 10자 내외, 천주 해선 목간은 2~4자를 쓴 것이 대

부분이다. 이러한 차이는 화물의 성격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 무역선이었던 신안선과 천주 해선에 실

리는 화물은 판매를 위한 국제 무역 상품이었으며, 목적

지에 도착한 이후 하선 및 매매 과정에서 목간의 기능이 

사라진다. 그러나 태안의 경우는 주로 개인에게 보내는 

국내 운송 화물이었기 때문에 목간은 택배 운송장의 역할

을 했고, 그 기능은 수취인에게 화물이 도착할 때까지 유

지되었다. 

또한 목간의 기재 양식은 화물 성격에 따른 화물 관

리 체계의 영향을 받았다. 신안선은 화주 또는 대리인이 

승선하였으며 인원도 상당수를 차지한다.31 천주의 송대 

해선도 신안선과 크기가 비슷하고32 국제 무역선이라는 

공통점을 감안하면 승선 인원 중 화주가 포함되는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화주가 승선하는 국제 무역

선은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본인 소유 화물의 수량 확인 

및 하역 등 관리 업무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때 목간은 각자의 화물을 식별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므로 

목간에는 알아보기 편하도록 단순한 글자 또는 기호 등

을 적었다. 이와는 달리 태안에서 발견된 4척의 침몰선은 

해안선을 따라 서남해안의 물자를 수도로 운반하는 배였

으므로 항해 지역이 국내로 한정되고 승선 인원 중에 1~2

명의 화물 운송 책임자가33 화주를 대신하여 화물 관리 및 

지역별 분배 등의 업무를 했다. 이는 한·중 목간에 공통적

으로 나타나는 수결(手決)의 차별화된 사용법을 통해서

도 짐작할 수 있다. 중국 목간의 수결이 화물의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을 표시하는 것으로 화물의 소유주를 쉽게 식별

하기 위한 것이라면, 태안 목간의 수결은 화물의 발송 또

는 선적 책임자의 것으로 화물의 선적과 하역 과정 중의 

확인 절차를 위한 것이다. 즉 한국과 중국의 화물표 목간

은 그 사용 목적이 약간 달랐고, 태안의 목간은 하역 이후

에도 수취인에게 도착할 때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비교적 

자세한 정보를 담는 것이 편리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과 중국 목간의 형태를 비교·검토해보

면 한국과 중국의 목간 모두 공통적으로 글자를 쓰기 위

한 납작하고 평평한 기재 면을 만들고, 대부분은 화물에 

효과적으로 부착하기 위한 홈 또는 구멍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하단의 모양과 두께는 큰 차이를 보인다. 태안 목

간은 모두 세장방형이며, 일반 목재로 만든 목간은 길이 

12.6~38.7cm, 폭 1.0~6.7cm, 두께 0.32~2.7cm이고, 죽

찰은 길이 11.2~44cm, 폭 0.8~4.0cm, 두께 0.17~0.65cm

로 목간별 편차가 크며 하단의 모양은 형태를 특정하기 

어렵다. 반면 신안선과 천주 해선의 목간은 크기와 형

태, 두께가 일정한 편이며, 특히 하단부는 대부분 뾰족하

고 두께는 1.0cm 이내이다. 이는 태안 목간의 두께가 약 

0.2~2.7cm인 것과 대조적인 양상으로, 가장 두꺼운 목간

을 비교하면 약 3배에 달한다. 목간의 두께가 얇으면 화

물에 부착할 때 포장 끈의 매듭 사이에 끼워 넣는 등 화물

에 고정하기 쉬운 장점이 있기에 중국 목간은 두께를 일

정하게 유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태안의 목간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죽찰 역시 두께가 얇아서 사용에 편리

함이 있었을 것이고, 이 때문에 고려 사람들이 목간보다

31 목간의 내용을 통해 신안선에는 화주 또는 그 대리인 등이 최소 33명 승선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배를 운영하기 위한 선원 등을 더하면 총 승선 인원은 

약 50~60명에 달했을 것으로 보았다(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6: 268).

32 신안선의 복원 추정 크기는 길이 32m, 너비 11m, 깊이 4m이며(최광남 1988: 8), 천주 해선의 복원 추정 크기는 길이 32.5~37.5m, 너비 10.5m, 깊이 

4.15m이다(扬槱 2017: 185~186).

33 태안 선박의 승선 인원은 화물의 운송 책임을 지는 책임자로서 선원들을 감독하던 지방의 향리 1~2명과 선장 1명, 선원과 잡부 10~12명 등 총 11~14명 정도

였다(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9: 243; 문경호 2016: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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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죽찰을 선호했을 가능성도 있다.34 그러나 태안의 목간

과 죽찰이 부착되었던 화물의 종류는 큰 차이가 없고 포

장 방법 또한 다르지 않아서 목간과 죽찰은 쓰임새 구분

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목간의 두께가 용도상 큰 

의미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화물의 

종류와 포장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태안 침몰선의 화물은 도자기, 곡물, 젓갈류 등이 

주를 이룬다. 그 중 도자기는 포개어 쌓은 후 나무 막대

기와 새끼줄로 묶어 꾸러미를 만들고 그 주변과 도자기 

사이를 짚·갈대 등의 완충재로 채웠으며(成洛俊·金炳菫 

2009: 244~246; 주영선 2010: 8~22), 곡물은 볏섬으로 된 

자루에 담고 새끼줄 등으로 묶었다. 이렇게 포장한 도자

기와 곡물은 포장재와 완충재, 화물 사이에 공간이 생기

므로 목간 하단부의 모양이나 두께와 상관없이 목간을 매

듭과 화물 사이에 끼워 넣거나 부착하는 것이 가능했다. 

젓갈류는 옹기항아리에 담아 나무 뚜껑과 직물류를 이용

해서 밀봉하였는데, 구연부에 끈을 이용하여 목간을 매달

아 늘어뜨리는 방식으로 연결했으므로 목간의 하단 모양 

또는 두께는 큰 의미가 없었다.

  신안선의 주요 화물은 도자기, 금속기, 칠기, 석제

품 등의 각종 공예품과 동전, 자단목 등으로, 선저에 자단

목과 동전을 골고루 적재한 후 그 위에 각종 공예품들을 

넣은 방형 또는 원통형 상자를 포개 쌓았다(김병근 2004: 

187~188)(표 8). 일부 상자에는 일정 간격을 두고 끈 같

은 것으로 묶은 흔적이 있어(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258~262) 화물을 상자에 넣은 후에 새끼줄로 한 번 

더 묶었음을 알 수 있다. 천주 해선에서는 화물 수납용 상

자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침몰선이 속한 시대와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신안선과 유사하게 상자를 이용하여 화물을 포

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34 태안 전체 목간 175건 중 102건이 죽찰로 약 58.2%를 차지한다.

표 8 화물 종류별 포장 방법

도자기 포장

태안선 도자기 발견 당시(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20, 195) 도자기 포장 방법 복원(주영선 2010: 11)

곡물 및 
젓갈류 포장

마도 1호선 볏섬 및 볍씨 발견 당시(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23)  마도 3호선 도기 항아리와 나무 뚜껑(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9: 75)

공예품 상자 포장

신안선 포장용 상자 및 도자기 수납 현황 (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6: 299, 165, 262,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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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를 이용한 포장 방법에서 목간의 뾰족한 하단

부와 얇은 두께는 상자에 단단히 묶은 끈이나 매듭 사이

에 끼워 넣기 위한 것이며,35 이 작업을 통해 목간은 상자

에 매달린 상태가 아니라 부착·고정된 상태가 되므로 분

리 및 유실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태안 목간

의 투박한 하단부 모양과 일정하지 않은 두께는 상자를 

이용하지 않고 꾸러미 형태로 포장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

다. 아마도 국외 장거리 항해를 위한 신안선 및 천주 해선

과 달리 태안의 침몰선은 국내 해안선을 따라 국내 물자

를 옮기는 화물선이었고 항해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목간을 거칠게 가공하는 것이 용인되었던 것 같

다.36 결론적으로 태안의 목간은 화물표라는 목적에 부합

하기만 하면 형태뿐 아니라 두께에 대해서도 특별히 정해

진 규칙 없이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태안과 중국의 목간은 제작 방식도 차이가 있는데, 

태안의 목간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나무 또는 

일반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비교적 간단한 공정을 거쳐 만

들었다면 중국의 목간은 큰 목재 판재를 잘라 만들었다. 

이는 운송 주체 및 목간의 지속적인 수요와 관계가 있다. 

송·원대의 국제 무역은 전문 상인 또는 상단(商團)에 의

해 주도되었고 목간은 상품의 소유주를 구분하는 중요한 

표식이었으므로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소모품이었다. 따

라서 한꺼번에 많은 수량의 목간을 만들어 보관해두었다

가 필요시에 꺼내 쓰는 방식을 선택했고, 이 과정에서 목

간의 형태는 상인 또는 상단별로 어느 정도 표준화가 이

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안선 목간이 화주별로 비

슷한 모양이라는 점이(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6: 271)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 외에도 신안선의 목

간에는 화주의 이름이나 수결을 적지 않고 일자(日字)나 

선적 화물의 수량을 기록한 목패도 꽤 많은 편인데(문화

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6: 271), 이는 화주의 이

름이나 수결 외에도 기재 양식 또는 목간의 모양에 따라 

화주 식별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반면 태안의 

목간은 수취인 또는 발송지에 따라 목간의 형태를 구분하

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는 목간을 제작하고 사용했던 주

체가 발송 또는 선적 책임자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향리

였기 때문이다. 선적 화물도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물품

이라는 점에서 목간의 지속적인 수요는 발생하지 않았고, 

발송 또는 선적 책임자는 목간을 대량으로 만들어 보관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주변에서 구

하기 쉬운 나뭇가지와 대나무로 빠르고 간단하게, 그리고 

필요한 수량만 만들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Ⅴ. 맺음말 

  이상과 같이 태안의 화물표 목간을 대상으로 기재 

양식, 형태, 재료 및 제작 방식 등을 분석하여 고려 목간

의 성격과 특징을 정리하였다. 또한 동시기 중국 화물표 

목간과의 비교를 통해 한·중 목간의 차이점과 화물의 성

격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태안 목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재 양식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목간에는 화물 운송에 

필요한 정보들이 내용·순서와 관계없이 선택적으로 기록

되어 있어 내용 기재상 정해진 규칙이 없었음을 알 수 있

다. 둘째, 화물에 효과적으로 고정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

고 편리한 형태를 취하였다. 형태별 분류와 발견 수량 조

사를 통해 고려시대에는 상단에 홈이 있는 목간이 압도

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곡물·도자기·

도기에 담긴 식품류 등 다양한 화물과 포장 상태에 보편

적이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위쪽에 홈이 있는 형태

35 岡內三眞은 신안선 목간의 하단을 뾰족하게 만든 목적을 화물에 찔러 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단히 묶은 끈이나 매듭에 끼워 넣기 위한 것으로 보았으나(岡內三

眞 1987: 552) 두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36 기존 연구에서는 신안선의 목간은 상단부의 홈과 구멍뿐 아니라 하단부의 첨형(尖形)도 적극 활용하였으며, 이는 신안선이 고가(高價)의 다양한 물품을 장거리 

운항 활동을 통해 교역했으므로 목간과 짐을 보다 확실히 연결시키기 위해 취한 조처였다고 보았다(한정훈 2016: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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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간이었다. 셋째,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이용

하여 최소한의 공정을 통해 만들었다. 목간의 재료는 대

나무와 일반 목재로, 모두 화물의 출발지에서 구하기 쉬

운 것들이다. 이 가운데 대나무는 세로로 쪼개지는 성질

이 있어 가공하기 쉽고, 기재 면을 다듬을 필요가 적으며, 

한꺼번에 최대 4개를 만들 수 있어 효율적이다. 일반 목

재로 만든 목간은 공정 최소화를 위해 나뭇가지를 이용하

였으며 수피, 옹이, 목심 등도 다듬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

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특징은 태안 목간이 작업 현장의 

자율성, 재료 조달의 용이함,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우선

시하여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며 물품 운송을 위한 1회성 

문서였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태안 목간은 동시기 중국 목간과 비교할 때 기재 

내용 및 양식, 형태, 제작 방법상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

는 화물의 성격과 운송 관리 체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

인다. 중국 신안선과 천주 해선에 실린 화물은 해외 무역

을 위한 상품이며 배에 화주 또는 대리인이 승선하여 화

물을 관리한 반면, 태안의 화물은 국내 운송용이었으며 

소수의 개인 또는 향리가 운송 과정 전반을 책임지는 방

식으로 운영되었다. 화주 식별용으로 사용된 중국의 목

간과 달리 태안의 목간은 택배 운송장 역할을 했으므로 

상대적으로 기재 내용이 다양하고 자세하였다. 또한 신

안선은 화물을 포장할 때 주로 상자를 사용하였는데, 각

종 공예품을 상자에 넣고 끈으로 묶은 후 목간을 단단히 

상자에 고정하기 위해 목간 두께를 1cm 이하로 하고 하

단을 뾰족하게 다듬었다. 그러나 태안은 도자기·곡물 등

은 꾸러미형으로 포장하고 젓갈 등은 도기 등에 넣어 밀

봉하였기 때문에 하단부 모양과 두께는 크게 중요하지 않

았다. 재료와 제작 방법 역시 태안의 목간은 주변에서 쉽

게 구할 수 있는 나뭇가지와 대나무를 최소한으로 다듬어 

사용한 반면, 중국의 목간은 큰 목재 판재를 잘라 만든 차

이가 있다. 송·원대의 국제 무역을 주도한 전문 상인들에

게 목간은 지속적인 소모품이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량

을 만들어 보관해두었다가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태

안의 화물은 개인 또는 향리 등이 발송 또는 선적을 책임

졌고 화물이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물품이라는 점에서 목

간의 지속적인 수요는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변에

서 구하기 쉬운 나뭇가지와 대나무로 빠르고 간단하게 필

요한 만큼만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송·원대의 목간은 사진 및 도면 등 전체 자료

가 공개되지 않아 태안 목간과의 비교는 단편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이와 관련한 연구는 향후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 그간 고대 목간에 비

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고려 목간의 형태, 제작·사용 방

식, 재료 방면에 대한 고찰이 향후 해당 연구의 지평을 확

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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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2007 to 2011, four Goryeo Dynasty vessels, namely the Taean treasure ship, Taean Mado Shipwreck No.1, 

No.2, No.3 were discovered in Taean area, Chungcheongnam-do province. From the shipwrecks, 175 pieces of  

mokkan (wooden tablet) were excavated. These mokkans are the only case  of  Goryeo Dynasty and represent the 

unique usage of  mokkan as cargo tags, after the paper replaced the wooden tablets as writing materials.

The Taean mokkans provide details, such as the year, recipient, port of  origin, types of  the cargo, quantity and 

unit, the name of  the responsible person for shipment. Thus, they enable us to speculate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rgo. Furthermore, through studying the writing style, form, material and manufacturing method, researchers 

can extract which form and characteristics were favored at that time. 

The Taean mokkans have no preset style for writing. Therefore, they can be written selectively and freely. And 

since the mokkan were attached to cargos, mokkans with furrows on upper side were favored, and efficiency and 

simplification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were priorities in making mokkans.

The Taean mokkans can be compared to those from the Shinan ship and the Quanzhou ship because those are 

of  the same era and use. On the writing styles and information, Chinese mokkans are focused on the cargo owners, 

while The Taean mokkan includes more detailed information, such as the recipients. In forms, Chinese mokkans 

have maximum thickness of  1.0 centimeter and have pointed edges in lower parts, while mokkans from Taean do 

not have fixed thickness or edges. Furthermore, Chinese mokkans and Korean mokkans have different styles from 

manufacturing methods and material selections. These differences between Chinese and Goryeo mokkan are related 

to the differences between littoral-transport Goryeo ships and ocean-transport Chinese ships, such as shipping 

distances, types of  cargo, shipping systems, packing methods, and transport operators. At the moment, because 

there are only small amount of  data and materials of  Chinese mokkan, comparative studies regarding Goryeo and 

Chinese mokkan can only be fragmentary. However, this article can be a base from which to expand the scope of  

Goryeo mokk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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