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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全

成 南*

요 약
지금까지의 목관묘단계는 목곽묘에 비해 연구성과가 미진하며, 각 유적의 문화복
원을 시도하지 않은 개별적인 사실을 공표하는 보고서 형태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필자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김해 대성동유적 중 특히, 목관묘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이 시기 단위유적 사회모습을 복원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현재까지 발굴된 목관묘를 자료화하여 편년을 정리하고, 유적ㆍ유구ㆍ유물에서 관
찰되는 목관묘 조영 플랜을 비교분석하여 목관묘 사회를 복원하고 나아가 以前시기
김해지역에서 조성되었던 묘제와 연계하여 대성동 목관묘의 계보를 찾으려 하였다.
대성동 목관묘는 3단계로 구분되었다. 기원 1세기 4/4~기원 2세기 2/4에 해당하
는 것으로 각 지구별로 조영된 시기의 지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주능선,
주변 ⅢㆍⅤ지구, D지구→구지로지구→주변Ⅰ지구로의 세력주체가 변화하며 1→3
단계로 갈수록 타 묘에 비하여 양적으로 우월한1) 부장유물을 가지는 목관묘의 수
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초기 다수의 리더로 분할되었던 권력이 목관묘단계 말기
에 이르러 소수의 리더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以前의 재지적인 묘제인 지석묘와는 단절된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조성된
새로운 묘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지석묘문화를 절멸시키면서 발달했다고 보
기보다는 상호 일정부분 영향을 주고받으며, 현재와 같은 양상의 목관묘사회로 정

* (재)한겨레문화재연구원 조사과장
1) 목관묘는 ‘박장’으로 불릴 만큼 후대 묘제에 비해 유물 부장이 적다. 대성동유적의 목관묘자료
를 검토한 결과, 10점을 양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타 목관묘유
적에 일괄적으로 적용시킬수 있는 기준은 아님을 명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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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되어 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기본적인 생업활동 즉, 농ㆍ공구류를 사용한 일차적인 식량생산이라는 영역에서
는 성별에 따른 구분없이 공동으로 분담하였으나, 이차적인 부분에서는 식량의 가
공ㆍ저장을 위한 제반행위는 여성, 수렵ㆍ전쟁수행ㆍ질서유지 등의 행위는 남성의
몫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몇 개의 단위집단이 잡거하였으며 그 중 주변Ⅱ지
구의 집단은 여타의 집단과는 다소 이질적인 출자나 성향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였
다. 유물 부장영역에서는 각 지구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여, 각 집단 나름의 특수성
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단위는 문헌에서의 용어인 ‘읍
락’으로 상정할 수 있고, 결국 대성동 목관묘사회는 이러한 읍락이 모여서 형성된
소국단계2)에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소국단계의 사회는 경제적인 차
이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르러 토기생산이 전문화ㆍ분업화되며 전문적인 공인집단의 가능성을
상정하여 前者를 수시적전업자(隨時的專業者), 後者를 항상적전업자(恒常的專業者)로
구분하였다. 철기류에서는 무기류의 부장량이 증가하고, 철창ㆍ환두대도 등 소위 수
렵보다는 전쟁이나 경찰력 행사 등에 적합한 기종들이 매납되는 것에서 개인이나 집
단간의 군사적인 무력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혀가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시기에
경제적 계층화에서 정치적 계층화된 집단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듯 2세기 후반의 대성동사회는 과도기로 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변화의 양
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주제어: 목관묘, 조영 플랜, 지석묘, 생업활동, 성별, 소국, 공인집단

Ⅰ. 머리말
김해 대성동유적은 1990년부터 2001년까지 6차례 試ㆍ發掘을 통해서 支石墓 1기,
甕棺墓 22기, 木棺墓 71기, 木槨墓 102기, 竪穴式石槨墓 33기, 橫口式石室墓 5기, 橫
2) 三國志 <魏書> 東夷傳 弁辰條의 변진구야국에 해당하는 단계로 비정하고 있으며, 몇 개의
읍락이 모여서 형성된 단위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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穴式石室墓 2기, 土壙墓 5기 등 총 241기의 분묘가 조사되었다. 靑銅器時代부터 三
國時代까지 걸친 분묘유적으로 加耶의 성립과정, 加耶史의 복원, 가야의 대외관계
등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그 중에서도 목관묘는 三韓時代 前期後半代
에서 後期前半代까지의 주묘제로3), 청동기시대에서 삼국시대로 이행하는 過渡期인
삼한시대 前期의 사회ㆍ문화를 복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재차 강조해
도 지나침이 없다.
현재, 목관묘유적이 다수 발굴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문헌적인 사료를 근거로 삼한시대의 발전단계를 상정한 연
구4)와 고고학적인 증거를 근거로 삼한시대의 전반적인 발전단계를 추정한 연구5),
그리고 삼한시대 개별 목관묘유적을 대상으로 한 연구6)로 구분된다.
그러나 현재의 선행연구는 삼한시대 全段階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특히 목곽묘단
계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또한 각각의 목관묘유적들에 대한 상세한 검토
없이 많은 목관묘유적들을 일괄해서 편년하고 문화상을 복원하면서 정작 개별유적
에 관한 사회ㆍ문화상 복원은 시도하지 않고, 개별유적에 대한 편년체계도 명확하
게 구분되어 확립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삼한시대 全般에 걸친 공통적
인 사회ㆍ문화에 대한 연구에는 적당하지만, 地域差에 따른 각 유적의 차별성을 연
구하는 즉, 지역성이라는 부분의 검토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그러한 지역성 검토라는 틀에서 우선, 자료적으로 한계는 있지만 김해 대성동유적
에서 확인된 목관묘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여, 김해 대성동 목관묘사회가 어떠한 형
태로 형성ㆍ발전하였는지 그리고 이후 목곽묘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자 한다.

3)
4)
5)
6)

신경철의 분류를 참조한 것이며
金廷鶴, 金泰植, 白承玉, 白承忠,
宋桂鉉, 申敬澈, 李盛周, 李在賢,
林孝澤, 安在晧, 李柱憲, 金亨坤,

대성동에 국한되는 것임을 명기해 둔다.
李永植, 李賢惠의 연구가 여기에 속한다.
李淸圭, 鄭仁盛, 崔鐘圭, 高久健二의 연구가 여기에 속한다.
金洙南의 연구와 대부분 유적 보고가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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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목관묘 검토
1. 개요
김해 대성동유적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434번지 구릉을
중심으로 한 주변평지에 위치하며 김해시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으로부터
약 60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김수로왕릉(사적 제73호)이 있다. 남쪽으로도 약 500m
정도의 거리에는 부산대학교박물관의 발굴조사에 의해 확인된 環濠聚落인 봉황대
유적(사적 제2호)이 있으며, 봉황대의 동쪽 一支脈으로서의 얕은 구릉에는 김해패
총으로 유명한 회현리패총이 위치하고 있다. 대성동유적의 바로 서쪽으로는 해반천
으로 불리는 소하천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으며, 이 하천의 서쪽으로 평야가 펼
쳐져 있는데 이 평야의 남쪽에는 임호산이, 서쪽으로는 경운산이 막고 있는 형상이
다. 전체유적은 6지구로 나눠지는데 주능선, 주변 Ⅰ지구, 주변 Ⅱ지구, 주변 ⅢㆍⅤ
지구, 구지로분묘군, 가야의 숲 조성부지내지구7)이다. ([도면 1ㆍ2]참조) 분묘 및 부
장유물의 개요는 [표 1]과 같다.

2. 유구의 편년
현재 삼한시대 목관묘의 편년작업은 선행연구 성과8)를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고, 또한 정착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다만, 각 편년연구가 어떠한 것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론에 의해 분석하는가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특히 김해 대성동 목관묘는 주된 형식이 판재형이고
출토유물도 와질토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 목관묘 간 시간적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목관묘 자체와 유물의 공반관계에서 보이는 미세한 차이는 시간

7) 편의상 ‘D지구’로 명명한다.
8) 신경철, ｢부산ㆍ경남출토 와질계토기｣, 한국고고학보 12, 한국고고학회, 1982.
안재호, ｢창원 다호리유적의 편년｣, 한국고대사와 고고학, 학산김정학박사송수기념논총, 학
연문화사, 2000b.
이성주, ｢진ㆍ변한지역 분묘 출토 1~4세기 토기의 편년｣, 영남고고학 24, 영남고고학회,
1999.
―――, ｢타날문토기의 전개와 도질토기 발생｣, 한국고고학회 42, 한국고고학회, 20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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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더불어 다양한 부분9)에 관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목관묘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의 속성분석을 통하여 형식을 분류하고 이를 기존의 편년10)에 대입하여 연
구대상의 선ㆍ후관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3단계로 편년된다.
[표 2] 대성동 목관묘 편년과 기존편년과의 비교
본
고

단계

1

2

3

해 당
목관묘

27, 60, Ⅴ3, Ⅴ11,
Ⅴ12, Ⅴ14, Ⅴ18, D3

67, Ⅲ3, Ⅴ10,
G7, G11, G12, G23

53, Ⅰ12, Ⅰ13 G25

기원 1세기 4/4분기

기원 2세기 1/4분기

기원 2세기 2/4분기

절대연대
한병삼(1989)11)

와질토기 Ⅲ기

신경철(1991)12)

와질토기시대 Ⅲ

임효택(1993)13)

Ⅲb단계

Ⅲc단계

이성주(1999)14)

Ⅰ-5단계

Ⅰ-6단계

Ⅰ-7단계

김용성(1999)15)

목관묘 3a기

목관묘 3b기

목관묘 3c기

안재호(2000)16)

Ⅶ기

Ⅷ기

Ⅸ기

이재현(2003)17)
일

본

목관묘 Ⅲ기
彌生時代 후기중경

9) 피장자의 성별, 연령, 신장, 출자, 계층, 경제적 부의 차이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신경철은 다호리 보고자에 의한 목관묘의 규모ㆍ부장유물에 의한 분류 중 가장 작은 Ⅲ유형
을 소아의 묘로 그리고 ⅠㆍⅡ유형은 부의 차이라는 경제적인 의미로 고려해 볼 것을 권고하
고 있다. 김두철은 예안리유적을 대상으로 목곽묘의 무덤 크기가 기본적으로 연령에 비례한
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다만 성별에 의한 구별은 남성 쪽에 약간의 우위가 두어지는 느낌은
드나, 예수의 문제도 있어서 뚜렷한 변별기준이나 의미는 추출해 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러한 의견은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며 목관묘의 경우는 더욱 더 다양한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신경철, ｢삼한ㆍ삼국시대의 동래｣, 동래구지, 동래구지편찬위원회, 1995a.
김두철, ｢김해 예안리유적의 재검토｣, 한국 고대사와 고고학, 학산김정학박사송수기념논총,
학연문화사, 2000.
10) 기종의 용어는 신경철의 속성ㆍ형식학적 방법론을, 개념은 곽종철의 실제 방법론의 대입을,
결과 분석에 있어서는 안재호와 이성주의 글을 많이 참조하였다.
신경철, 앞의 글, 1982.
곽종철, ｢편년표 작성을 위한 방법적 사례의 정리｣, 고대연구 제1집, 고대연구회, 1988.
안재호, 앞의 글, 2000b.
이성주, 앞의 글, 1999.
11) 韓炳三, ｢原三國時代 -嶺南地方の遺蹟を中心として｣, 韓國の考古學, 講談社,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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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유물들의 형식 분류를 통해 대성동 목관묘들의
단계를 정리하였다. 이는 대성동 목관묘가 전면 발굴된 것이 아니라는 한계를 전제
로 하여,18) 기 발굴된 목관묘들을 대상으로 출토유물에 대한 편년작업을 실시하였
다. 편년도출의 기준이 된 기존 연구의 방법론적인 논의와 지역차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점이 생길 가능성은 염두에 둘 수 있지만, 이후의 논지 전개에는 큰 문제
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므로 기존에 확립된 편년에 대성동 자료를 대입하여 대성동
의 편년을 정리하였다.
현재까지 대성동 목관묘들은 3단계로 구분되는데, 그 사이에 시간적 편차는 크지
않은 편이다. 이는 대체로 근거리에 위치하는 목관묘 사이의 조영연대가 크게 차이
가 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전면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주변의 발굴성과를 고
려하면, 1단계에 선행하는 목관묘가 출현할 가능성은 지극히 높다.
먼저, 단계별 부장위치를 살펴보면, 각 단계마다 차이를 보이는 기종은 조합우각
형파수부호와 철겸, 철부이다. 조합우각형파수부호는 1단계에는 관외 남장벽>서단
벽=북장벽>동단벽 순으로 부장되지만, 2단계에는 관내에 부장된다. 3단계는 다시 1
단계와 비슷한 양상을 띠나, 북장벽과 서단벽에만 부장되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철
겸의 경우 1단계에는 위치는 다양하지만 관외 보강공간에 부장되고, 2ㆍ3단계에서
는 관내에 부장된다. 철부의 경우는 1ㆍ3단계에서 관외 보강공간에 부장되는 예가
많고, 2단계에는 관내 부장의 예가 많다. 이러한 부장양상의 차이는 단계별 부장관
습19)에 차이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조합우각형파수부호와 철부의 경우 단계

12) 申敬澈, ｢韓國の瓦質土器 - 嶺南地方の墳墓出土資料を中心に｣, 韓日交涉の考古學 - 彌生時
代篇, 六興出版, 1991.
13) 林孝澤, 洛東江 下流域 伽耶의 土壙木棺墓 硏究, 漢陽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論文, 1993.
14) 이성주, 앞의 글, 1999.
15) 金龍星, 新羅의 高塚과 地域集團 -大邱ㆍ慶山의 例-, 춘추각, 1999.
16) 안재호, 앞의 글, 2000b.
17) 이재현, ｢변한사회의 형성과 발전｣, 가야 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
연구소편, 혜안출판사, 2003a.
18) 칠기도 편년을 위한 중요한 기종으로 생각되나, 현재 대부분 칠기흔만 남아 있을 뿐 확실한
기종이나 형태를 알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본 고의 편년작업에서 제외하였다.
19) 토기의 경우는 원래 부장 위치에서 이탈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철기의 경우는
피장자 생전의 착장유물인 경우와 피장자의 주변인이 부장하는 경우, 유구 조성과정 중에서
누락ㆍ폐기 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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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뀌면서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확실한 방향성 확보는 자료의 증대를 요
한다.
또한, 단계마다 속해 있는 분묘구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1단계에는 10점
이상의 부장유물을 가지는 분묘들이 다수 확인된다. 27(13점)ㆍ60(19점)ㆍV11(11점)

ㆍD3(14점)호로 1단계에 확인되는 8기 중 50%의 비율이다. 2단계에는 이러한 양상
이 변화하는데, 해당되는 분묘는 G12(11점)ㆍG23(10점)호로 2단계에 확인되는 7기
중 29%의 비율이다. 3단계에는 2단계와 비슷한 양상이며 해당되는 분묘는 Ⅰ13(15
점)호로 3단계에 확인되는 4기 중 25%의 비율이다. 이러한 분묘구성은 사회구조의
미세한 변화로 볼 수 있다. 1단계에는 다수의 사회ㆍ경제적 유력자들이 다양한 반
면에 2ㆍ3단계에는 점점 소수의 유력자들로 집중되어 가는 것이다. 이는 목관묘 최
말기(2C 전반 ; 2C 2/4)에 이르러 경제적인 부를 독점하는 계층이 출현하고, 무력 또
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러한 부를 유지하는 형태를 지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리고 현재 상대서열을 추정할 수 있는 분묘만을 대상으로 할 때, 각 단계에 해당되
는 분묘가 속해있는 지구의 차이가 보인다. 즉, 1단계는 총 8기 중 주변 Ⅴ지구가
5기, 주능선이 2기, D지구에 1기인 반면에, 2단계에서는 총 7기 중 구지로가 4기, 주
능선 1기, 주변 Ⅴ지구가 1기, 주변 Ⅲ지구가 1기로 3단계에서는 총 4기 중 주변 Ⅰ
지구가 2기, 주능선 1기, 구지로가 1기로 구성되어 있다. 지구별로 정리해보면, 주능
선지구는 1~3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조영되었고, V지구는 1단계에 적극적으로 조영
되나 2단계에 들어와 약화되고 3단계에서는 조영되지 않았다. 구지로지구는 2단계
에 적극적으로 조영되다가 3단계에는 약화되는 상황을 보인다. I지구는 3단계에 적
극적으로 조영된 양상을 나타낸다. 이는 단계에 따라 묘역의 조성과 유지가 변화함
을 알 수 있다. 또한 단계에 따라 소국 내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던 집단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20)
전체적으로, 대성동 목관묘들은 시간적 변화에 따른 사회의 구조의 변화가 엿보
인다. 즉, 주능선 지구는 1~3단계에 걸쳐 꾸준하게 나타나지만 ⅢㆍⅤ지구는 1~2단

20) 현재 구분되는 묘역구분은 작위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전면발굴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
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과정을 다루어 보
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확충에 따라 더욱 세부적인 관찰이 가능해질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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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걸쳐, G지구는 2~3단계, Ⅰ지구는 3단계에만 한정되어 조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각 지구별의 강성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즉, 주도권이라는 부분에서 ⅢㆍⅤ지구→G지구→Ⅰ
지구로의 이동ㆍ변화 양상이 확인되는 것이다. 물론, 전면발굴이 아니라는 한계를
무시할 수 없지만, 현 상태에서 나타나는 양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시간적인 방향성은 많은 변화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하지만, 다른 요인 즉, 출자나 집단의 상이 등의 요인도 대성동 목관묘의 분석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간적인 기준뿐만 아
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대성동 목관묘 자료를 분석ㆍ비교ㆍ검토해 대성동 목관묘 사
회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3. 목관묘 조영 Plan
1) 목관묘의 입지 및 離隔距離, 주축방향21)
대부분의 목관묘 입지는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로 평지에 입지하는 경우와 둘째
로 구릉사면에 입지하는 경우이다.22) 창원 다호리ㆍ경주 조양동ㆍ경산 옥곡동ㆍ경
주 황성동유적은 전자인 평지에 입지하는 형태이다.23) 김해 양동리ㆍ김해 내덕리ㆍ
울산 다운동ㆍ경주 팔달동ㆍ경주 사라리ㆍ경산 임당ㆍ성주 예산리유적은 후자인
구릉사면에 입지하는 경우이다.24)
21) 대성동 목관묘의 주축방향은 [도면 2]를 참조하기 바란다.
22) 물론 이와 같은 분류는 대상유적들이 전면발굴이 아니라 부분적인 발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
여 현재 나타나는 양상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밝혀둔다.
23) 이건무 외, ｢창원 다호리유적 발굴진전보고｣Ⅲ, 고고잡지 제5집, 1993.
――――, ｢창원 다호리유적 발굴진전보고｣Ⅳ, 고고잡지 제7집, 1995.
국립경주박물관, 조양동유적Ⅰ, 2000.
______________, 경주 조양동유적Ⅱ, 200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산 옥곡동유적 2차 현장설명회 자료｣, 2003a.
__________________, 경주 황성동유적Ⅰ, 2003b.
24) 동의대학교박물관, 김해 양동리고분문화, 2000.
이성주ㆍ김현희, ｢울산 다운동ㆍ중산리유적의 목관묘와 목곽묘｣, 삼한의 마을과 무덤, 제9
회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2000.
영남문화재연구원, 대구 팔달동유적Ⅰ, 2000.
________________, 경주 사라리유적Ⅱ,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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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동 목관묘의 경우, 전술하였듯이 주능선을 기준으로 6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져 있다. 주능선을 기준으로 북쪽에 주능선 지구, 북서쪽에 구지로 분묘군, 서쪽에
주변 Ⅱ지구, 서남쪽에 주변 Ⅰ구역, 동남쪽에 주변 ⅢㆍⅤ구역, 남쪽에 D지구가 위
치한다. 목관묘 상면의 해발고도는 6~12m사이로 주능선 선단부와 이에 이어진 평
지와 소구릉 등 앞에서 살펴본 유적들과는 약간 다른 복합형태를 띠고 있는 점에서
대성동 목관묘만의 특이한 조성입지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주능선 지구는 주능선
하부에 입지하고, 구지로분묘군은 소구릉 전면에 입지하며 주변 ⅠㆍⅡㆍⅢㆍⅤㆍD
지구는 평지에 입지하고 있다. 이는 묘역이 시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이
동했다고 보기 보다는 각 구역마다의 출자, 집단 등의 요인에 따라 묘역이 초기부터
구분되었고, 각자의 묘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목관묘가 조영되어왔던 것으로 판단된
다. 즉, 입지의 조건이 시간성보다는 공간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목관묘간의 이격거리를 살펴보자. 목관묘간의 이격거리도 구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주능선 지구와 주변 Ⅱ지구는 이격거리가 일정하지 않을 뿐더러 일
부는 거의 맞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조영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주변 ⅢㆍⅤ지구와
구지로 분묘군은 거의 일정한 이격거리를 가지고 목관묘 배치에 있어서도 규칙성을
보여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이격거리의 차이도 입지와 같이 출자, 집단 등의 요인
에 따른 묘역의 특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목관묘의 주축방향도 분석에 있어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인정된다. 대성
동유적의 목관묘 주축방향은 대부분 동-서향이다. 명세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대성동 목관묘 주축방향
主軸方向
E-50~60-N

墳 墓
D2

墳墓基數(基)

比率(%)

1

2

E-21~30〫
-N

Ⅱ-45

1

2

E-11~20〫
-N

26

1

2

E- 0~10〫
-N

27, Ⅰ-13, Ⅴ-16, G-7, G-17, G-23, G-39, G-40, D1, D3

10

18

E- 1~10〫
-S

66, 67, Ⅱ-32, Ⅱ-41, Ⅴ-2, Ⅴ-12, Ⅴ-14, Ⅴ-15, Ⅴ-17,
Ⅴ-19, G-12, G-47, G-48

13

23

E-11~20〫
-S

53, 60, Ⅱ-29, Ⅲ-1, Ⅲ-3, Ⅲ-9, Ⅴ-1, Ⅴ-4, Ⅴ6, Ⅴ-8,
Ⅴ-10, Ⅴ-18, G-45, G-10, G-11, G-16, G-25, G-31

18

32

김수남, ｢임당유적 원삼국시대 목관묘｣, 임당의 고분과 생활유적, 학연문화사, 2000.

金海 大成洞遺蹟의 木棺墓 硏究

13

E-21~30〫
-S

63, 64, Ⅰ-12, Ⅱ-31, Ⅲ-2, Ⅲ-10, Ⅴ-3, Ⅴ-11, Ⅴ-13

9

16

E-30~70〫
-S

Ⅱ-26, Ⅱ-39, Ⅱ-43

3

5

56

100

이상과 같이 대성동 목관묘의 93%가 E-0~30°-NㆍS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전체의
7%를 차지하는 4기만이 동서향을 벗어나 북북서-남남동을 주축방향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4기는 주축방향이 등고선과 평행하다. 다만, 특이한 점은 D2를 제외한 3기
가 주변 Ⅱ지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 구역 자체가 다른 구역과는 목
관묘의 주축방향 설정경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또한 등고선
과 주축방향이 직교하는 것을 노동력의 절감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평지나 정상부의 편평한 면에서 조영되는 목관묘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노동력의 절감이라기보다는 주축방향의 동서설정경향이 이 시기 대성동 목
관묘 조영자들에게 암묵적으로 인정된 관습으로 파악해야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성동 목관묘는 그 입지에서부터 목관묘간의 이격거리, 또 목관의
주축방향 등 목관묘의 조영경향이 구역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시간
에 따른 변화라기보다는 각 구역의 목관묘 조영집단의 차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검토는 뒤에 Ⅲ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 목관묘 구조의 분석
이제부터는 목관묘 자체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25) 목관묘의 구조는 크
게 외부구조와 내부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구조는 봉분과 주구 등으로 내부구
조로는 묘광의 형태, 보강방식과 관의 형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애매하
지만 두향의 설정26)도 이 항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5) 현재 목관묘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관의 형태와 보강방식 등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대
부분의 목관묘가 실체가 완벽하게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어서, 토층을 해석하거나 잔존하는
일부분을 보고 전체를 유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福永伸哉는 목관이 조합
된 형태와 굴광 방식 등으로 형식을 분류한 바 있는데, 형식차의 요인으로서 시기차, 지역차,
피장자의 성격(성별, 연령, 계층, 출자)으로 가정하여 결론에서는 피장자의 출자차이를 상정
하고 있다. (福永伸哉, ｢彌生時代の木棺墓と社會｣, 考古學硏究 第32卷 第1號, 考古學硏究
會, 1985.)
26) ‘애매하지만’이라는 용어는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는데, 필자는 인골이 확실하게 드러난 경우

14

東亞文化 7號

외부구조는 목관묘 자체의 묘역을 보여주는 것으로 목관묘 집단의 墓域區劃이라
든지 목관묘의 조영방식 등의 단서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일
반적으로 현재의 목관묘 유적 중 봉분이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다. 대부분이 시간
의 경과에 따라 봉분 자체가 관 내부로 함몰되는 경우가 많고 또, 후대에 삭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관묘의 외부구조에 관한 연구27)는 아직 힘
든 상태이다. 하지만, 周溝木棺墓28)의 자료는 이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好資
料로 생각된다. 주구 자체가 목관묘의 묘역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게 해주기 때
문이다. 애석하게도 대성동 목관묘유적에서는 봉분이나 주구가 전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목관묘 자체의 묘역을 정확하게 추정할 근거는 없다. 다만, 외부구조 중 봉
분의 조성방식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묘광 내에 함몰된 토층의 양상을 통해서이다.
그 중에서도 주변 Ⅰ지구 13호와 주변 Ⅱ지구 29호가 특히 주목되는데, 토층상 판축
의 기미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목관 매납 후, 봉분 조성시에 판축의 방법이 사용
되었다는 의미이다. 앞의 두 분묘 모두 대성동 목관묘유적에서 늦은 단계의 것으로
볼 때 판축이라는 봉분조성 행위는 현재 3단계 어느 시점에서부터 채용되기 시작했
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내부구조에 관해서이다. 내부구조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묘광의 길이ㆍ너비ㆍ깊이와 목관의 형태이다. 묘광의 규모는 피장자의 성격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요소로서 목관묘의 유형분류에 있어서 가장 널리 이용된다. 또한 묘
광의 규모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29) 대성동 목관묘는 먼저, 묘광의 길이로

는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착장유물을 통해 두향을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애매하
다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7) 외부구조에 관한 연구 중 이주헌은 목관묘가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유구 중심거리
의 절반지점을 반경으로 하는 최대한의 묘역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정은 모든
목관묘유적에 대입시키기는 곤란하다. 특히, 이격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목관묘와 반대
로 상당히 근접해 있는 목관묘에 대한 묘역을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주
헌, ｢삼한의 목관묘에 대하여｣, 고문화 제44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94.)
28) 국립중앙박물관, 淸堂洞, 1993.
______________, 淸堂洞Ⅱ, 1995.
이성주ㆍ김현희, 앞의 글, 2000.
29) 묘광의 규모와 부장갱의 유무 그리고 유물의 부장량 등을 조합해서 신분ㆍ신장차이 등을 나
타내는 요소로 간주하여 정치적인 계층화로 의미규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신
경철의 경우 규모가 두드러지게 작은 묘광을 가진 목관은 소아의 묘로, 그리고 나머지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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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할 수 있다. [표 4]는 대성동 목관묘를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대성동 목관묘의 묘광 규모는 140~301cm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묘광의 길이
200cm를 기준으로 2군으로 분류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묘광의 길이를 200cm를
기준으로 해서 200cm 초과의 것을 Ⅰ형, 200cm 이하인 것을 Ⅱ형으로 한다. 이 두
형식의 차이는 피장자가 매장될 당시 신장차이에 의한 것으로 이는 성인과 비성인
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생각된다.30) 그리고 Ⅰ형은 다시 묘광의 너비와 면적 그리
고 부장유물의 양을 기준으로 세분된다. 이 기준은 모든 분묘를 정확히 만족시키는
요소는 아니지만 대성동 목관묘의 대부분이 묘광의 너비가 넓을수록 많은 유물을
부장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부의 차이 즉, 경제적인 서열에 의해 나타나는 차
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유물의 부장이 양장벽쪽에 많이 치우치는 경
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즉, 묘광의 길이는 피장자의 신장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 너비는 피장자의 경제적인 능력과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지
만, 너비의 경우 길이처럼 100%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묘광의 규모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요소의 차이점은 일부 관찰되지만 정치적인 계층성 등에 관계되
는 요소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래 [표 4]는 묘광의 규모에 따른 형식 분류를 정리한
것이다.

인의 묘로서 신분차이 보다는, 부의 차이에 의한 경제적인 계층화로 의미규정을 하고 있다.
대성동 목관묘 집단의 경우 후술 하겠지만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경제적인 의미의 계층성이
강하다고 생각되므로 후자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다만, 한 가지 의문이 남
는 것은 신경철은 소아의 묘를 묘광의 규모와 부장유물의 빈약함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대
성동 주변 Ⅱ지구 29ㆍ41호의 경우 두드러지게 작은 묘광의 규모에 비해 부장유물은 중급의
부장량을 가진다. 이러한 목관묘들은 묘광의 규모와 유물의 다과를 사회적인 구조에 따라 판
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Ⅳ장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이건무, 앞의 글, 1989.
신경철, 앞의 글, 1995a.
김수남, 앞의 글, 2000.
30) 물론, 굴장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성동 목관묘의 경우, 묘광의 길이가 200cm
이하인 분묘들은 그 너비가 대부분 100cm를 넘지 못하는 점에서 성인과 비성인의 차이로 보
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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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묘광의 규모에 따른 형식분류
形式

墳 墓

基數

比率(%)31)

Ⅰ
(墓壙의 長
200cm초과)

26, 27, 53, 60, 63, 64, 66, 67, Ⅰ13, Ⅱ26, Ⅱ31, Ⅱ32, Ⅱ
39, Ⅱ43, Ⅲ1, Ⅲ2, Ⅲ3, Ⅲ9, Ⅲ10, Ⅴ1, Ⅴ2, Ⅴ3, Ⅴ4, Ⅴ6,
Ⅴ8, Ⅴ10, Ⅴ11, Ⅴ12, Ⅴ13, Ⅴ14, Ⅴ15, Ⅴ16, Ⅴ17, Ⅴ18, Ⅴ
19, G7, G10, G11, G12, G16, G23, G25, G31, G39, G40,
G45, G48, D1, D2, D3

50

96

Ⅱ
(墓壙의 長
200cm이하)

Ⅱ29, Ⅱ41

2

4

[표 4]에서 나타나듯이 절대다수가 성인의 묘이다. 이는 대성동 목관묘집단에서는
어느 정도 생업활동 가능한 계층만이 사후에 묘를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비성인묘로 판단되는 Ⅱ형에도 부장유물이 상당한 양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출자의 배경, 즉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영향력에 의해 묘를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즉, 선대의 경제적 배경이 직계가족에
게도 세습되었거나, 이러한 소아묘의 후장을 통해 선대의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려
는 행위로 판단된다.
이번에 살펴 볼 요소는 목관을 고정시키기32) 위한 보강방식에 대해서이다. 보강
방식은 보강석33)의 유무와 판축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평면 조사과정
에서, 후자는 토층 조사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요소이다. 먼저, 보강석이 확인되
는 분묘는 53ㆍ66ㆍⅤ1ㆍⅤ12ㆍⅤ18ㆍⅤ19ㆍG40호로 총 7기이다. 총기수로 볼 때
약 13%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중 Ⅴ18호는 사방에 1개씩 4매의 석재가 확인되고

Ⅴ19호는 8매의 석재가 거의 등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나머지 5기는 모두 1매의
석재이며 그 위치도 북장벽쪽에서 확인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보강석의 의

31) 대성동 목관묘 자료는 총56기이나 4기는 길이를 알 수 없거나 교란으로 인해 판단하기 어려
운 자료이므로 총 52기를 대상으로 정해진 비율임을 밝혀 둔다.
32) 보강이라는 개념자체가 내포하는 의미이다. 하지만, 보강을 하는 공간 자체는 유물의 부장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전자의 의미에 대해서만 분석하며 후
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한다.
33) 여기서 보강석이라는 용어는 보강토 속에 포함된 석재를 지칭하는 것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
능하나, 보강방식의 일종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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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목관의 고정용인지, 아니면 어떠한 표시점인지, 노동력의 절감효과를 노린 것
인지, 또는 보강토를 잘 응집시키려는 中間財인지, 혹은 제의의 일종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이들 보강석을 가진 목관묘들이 대성동 목관묘 편년상 全段階에 걸
쳐 확인된다. 이는 보강석의 사용이 목관묘의 고ㆍ신의 판단요소라기 보다는 출자
나 집단의 차이에 따른 목관묘 조영경향의 차이로 판단된다. 보강토 중 판축기미를
보이는 것은 27ㆍⅡ31ㆍⅡ43ㆍⅤ17ㆍG12호의 5기이다. 총 기수로 볼 때 약 9%를 차
지하는 비율이다. 즉, 보강토의 판축경향은 극히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정묘에
만 한정된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판축경향이 확인되는 목관묘는 각
구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특이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
목관의 형태는 단면상의 토층과 상면에 잔존하는 평면 결구형태로 추정 가능하
다. 그러나 대부분이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의 토층과 함몰이나 토압과 그 외의 다
양한 요인으로 인해 목관자체가 변형되기 쉽다는 점에서 그리고 토층에 남은 목관
의 유기질 성분을 확인하고 형태를 추출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향후,
목관의 원형자체가 그대로 잘 남아있는 목관유적의 자료가 축적된 후에 더 상세하
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대성동 목관묘는 저판이 원형 그대로 남
아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이 2매의 판재형태인데, 이는 저판이라는 위치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인 형태는 판재조합식으로 생각된다.
현재 상태에서 추정 가능한 단면과 저면을 복원 해본 것이 [도면 3]이다.
목관의 단면은 AㆍBㆍC의 세 형태로 구분되는데 A형은 ‘ㅂ’자형으로 저판과 四方
板을 만든 후 상판을 끼웠넣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B형은 ‘ㅁ’자형으로 저판과 사방
판을 만든 후 상판을 사방판 위에 얹은 것으로 판단된다. C형은 ‘ㅛ’자형으로 저판
을 만든 후 그 위에 사방판을 올린 후 상판을 끼워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단면 복
원이 가능한 16기 중 A형이 10기(63%), B형이 4기(25%), C형이 2기(12%)이다. 이 가
운데 A형이 대성동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된 형태이며 나머지는 그 기본형에
서 약간 변형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목관 저판은 기본적으로 두매의 판재
를 측판으로 둘러싼 형태로 aㆍbㆍcㆍdㆍe로 구분되는데, a형은 ‘ㅍ’자형으로 양장
측판을 세운 후 양단측판을 끼워 넣은 형태로 보인다. b형은 a형에 한군데 모서리
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형태, c형은 a형에 한군데 모서리가 ‘+’자의 결구형태를 보이
고, d형은 두군데 모서리가 ‘+’자의 결구형태를 보인다. e형은 1~2매의 판재를 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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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깔고 그 위에 측판들을 올리는 형태로 판재 바로 위에 측판을 세운다는 점이
특이하다. a형을 기본형으로 해서 bㆍcㆍd형은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으로 관찰되
고, e형은 a형을 기본형으로 했다기보다는 약간 이질적인 형태로 판단된다. 저면 복
원이 가능한 11기 중 a형이 7기(64%), b형이 1기(9%), c형이 1기(9%), d형이 1기
(9%), e형이 1기(9%)로 a형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결구형태를 알
수 있다면 측판의 조영순서를 알 수 있겠지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
므로 이러한 부분은 발굴 성과의 확충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일반화된 결구
방식에 조성 당시의 상황이나 조영자의 개성에 따라 약간의 유연성이 허가되는 형
태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목재가공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두향의 문제이다.34) 대성동 목관묘에는 인골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두향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부 유존해있는 두개골과 치아, 그리고 피
장자의 두향을 판단할 수 있는 부장유물35)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목관묘는 67

ㆍⅡ32ㆍG12ㆍG16ㆍG31, G45호의 6기이다. 총 기수로 볼 때 약 11%를 차지하는 비
율이다. 6기 모두 두향이 동쪽으로 나타나는데, 판단할 수 있는 기수가 적기는 하지
만, 대성동 목관묘 피장자의 두향은 대체로 동쪽으로 추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향이 동쪽이라는 점은 목관묘의 조영plan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36) 즉, 이러한 두향의 설정경향은 피장자
집단의 강한 규제가 적용된 것으로, 남녀ㆍ장유ㆍ계층 구분없이 일관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에 어긋나 있는 묘들은 다양한 가정이 있을 수 있겠지
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출자의 상이에서 오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
정한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두향방향의 설정은 이 사회의 정신적ㆍ사회적인 관습
34) 피장자의 두향은 목관묘의 구조 분석이라는 명제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향도 목관묘
조영 Plan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본절에서 간단히 언급해 둔다.
35) 처음에는 이러한 성격의 부장유물로 다수 출토되는 옥류를 선정했으나, 목관묘 중에는 옥류
를 사방으로 흩어놓은 것이 있고,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발찌 등 다양한 부위의 장식품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따라서 호형대구와 철대, 청동환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36) 頭向과 墓葬配列 등이 고려된 묘지의 선정은 강한 집단적 규제에 의한 것으로 인식한 연구도
있다.
宮本一夫, ｢華北新石器時代の墓制上にみられる集團構造(一)｣, 史淵 第132輯, 九州大學文學
部,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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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의미의 반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목관묘 조영경향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해 복원한 것이 [도면 4]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유물의 부장에 관한 부분인데, 최대 4차에 걸쳐 유물이 부
장된다.37) 앞에서 살펴봤듯이 유물의 부장은 관내에서 1차, 관을 묘광에 안치하면
서 관과 묘광사이의 공간상면에 주로 철기류가 2차로 부장되고, 보강을 일부 진행
하면서 토기류와 철기류를 3차로 부장한다. 그리고 상면과 지면사이의 공간을 채우
면서 편구형단경호를 4차로 부장하였는데 일부 한정된 분묘에서만 확인된다. 이러
한 3~4에 걸친 부장패턴은 대성동 목관묘 사회의 부장관습의 일유형으로 분석된다.
피장자의 신체조건에
따라 관을 짬
↓
피장자 入棺

↓

→

관규모와 유물부장플랜에
따라 堀壙
↓
관을 묘광내에 안치

↓

→

充塡하여 관을 고정

↓

→

관의 형태나 방식이 결정되는
단계

→

피장자의 埋葬姿勢가
결정되는 단계

철기류ㆍ토기류ㆍ
장신구류 일부 부장

→

유물의 1차 부장과 祭儀가
이루어지는 단계

→

주축방향과 묘광규모가 결정되는
단계

→

두향이 결정되는 단계

철기류ㆍ토기류
일부 부장

→

유물의 2차 부장이 이루어지는
단계
充塡方式이 결정되는 단계

→
→

철기류ㆍ토기류
일부 부장

→

유물의 3차 부장이 이루어지는
단계

→

扁球形短頸壺 부장

→

유물의 4차 부장이 이루어지는
단계

지면과 上面사이의
공간을 채움

↓

봉분 조성

→

封墳築造 방식이
결정되는 단계

도면 4. 목관묘 조영 플랜38)

37) 여기서 4차라는 것은 봉분에 유물의 부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제외한 것이다. 공간상으로 봉분
에 부장될 가능성도 매우 크지만, 현재 봉분이 온전히 남아 있는 경우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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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물의 부장양상 ([도면 5-1ㆍ2ㆍ3] 참조)
‘묘에 유물을 부장한다’라는 행위는 고고학 연구에 있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
는 주제이다.39) 특히, 문헌자료가 남아 있는 시기에 있어 당시 사회와 정신문화를
복원할 수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고고유물이며, 사회와 정신문화의
복원이 고고학의 최종목표라 하겠다. 특히, 분묘에 부장된 유물은 ‘죽음’이라는 관념
에 대한 해당집단의 습속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즉, 피장자
의 사전세계와 사후세계의 접점에서 가해지는 행위라는 점에서 많을 것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대성동 목관묘 유적에서 관찰되는 분묘들에서 출토된 유물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대성동 목관묘 출토유물은 모두 180점으로 토기가 62점
(34%), 철기가 93점(52%), 기타유물이 25점(14%)이다. 부장위치와 부장량, 조합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표 1] 참조)

38) 관내부에 매납하는 철기류·토기류는 관외부에 매납되는 것과 기종상 구별되지 않는다. 다
만, 몸에 착장하는 철기류는 관내부에 출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각 단계의 세부적
인 내용은 본문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여기서는 목관묘 조영플랜을 시각적으로 간단히 표현
하고자 했다. 또한, 입지선정의 단계는 집단 공동의 문제로 생각하여 다루지 않았다.
39) 이러한 매장행위에 대한 글들은 상당히 많다. 그중 이에 대해 명쾌하게 풀어놓은 佐々田友規
의 글이 있어 인용해 보았다. “현재 고고학자들에게 공공연히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고고유물
연구에 있어 생각되는 부분이다. 매장이라는 일련의 행위 중에서, 사자의 신체와 부장품을 이
것들의 용기로 쓰이는 묘광이라는 공간속에 배치하기까지에는 묘광의 굴삭, 피장자의 신체
배치, 부장품의 선택, 부장품의 배치라는 4가지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부장품의 선
택과 배치의 단계는, 다시 복잡한 행위의 규칙이 보인다. 이 행위의 규칙성은, 묘광을 파게
된다면, 장축방향을 어느 일정한 방향을 향하게 굴착한다. 그리고 피장자를 묘광 내에 배치하
는 경우는, 머리를 일정한 방향을 향하게 한다. 또, 어떤 조합된 부장품을 선택한다면, 어느
특정한 공간적 관계에 의해 배치한다고 하는, 특정한 조건과 그것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행해
지는 행위가 일조된 복수의 프로그램의 연쇄에 의해서 형성되는 행위의 지식의 존재를 제시
하고 있다. 묘광의 장축방향, 피장자 두향의 결정은 지극히 획일적이며 조건의 차이에 의한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지만, 그 외 행위의 선택ㆍ결정은, 피장자의 성별, 지위, 계층, 직업, 혈
연관계,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나, 매장할 때의 자연 환경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변화를 받았던 것으로 상정된다. 그러나 분석대상으로 한 부장품의 선택과 배치에는 상관관
계가 있어, 부장품으로서 선택되었던 특정 조성을 조건으로 해서, 그것에 대응하는 특정한 배
치행위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행위의 지식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佐々田友規, ｢第1節繩文時代の埋葬行爲にかかわる知識-被葬者の身体と副葬品の空間的關係
の分析から-｣, 認知考古學とは何か, 靑木書店,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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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물의 부장위치
부장위치는 토기와 철기 그리고 기타유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토기는 일부 예
외는 있지만 목관과 묘광의 사이에 부장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철기는 철모, 철검,
철피, 낚시바늘은 관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외의 철기류는 관내와
관외에 비슷한 비율로 부장되어 있다. 그리고 옥류와 지석, 방추차, 청동기류, 철대
등의 유물들은 관내에 대부분 부장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머니호는 남

ㆍ북장벽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 조합우각형파수부호는 사방에 분포되어 있으나 특
히 서단벽부에 집중도가 높다. 단경호는 편구형단경호와 난형단경호가 상반된 형태
를 보여주는데 편구형단경호는 8점 중 7점이 평면적으로는 관내에 부장되어 있지만
모두 목관레벨보다 상당히 떠있는 상태로 출토되는 반면, 난형단경호는 남ㆍ북 장
벽쪽에서 4점 모두 분포되어 있으나 서쪽에 편향되어 있다. 이 점도 난형단경호와
조합우각형파수부호의 상관관계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소옹은 8점 중 6점
이 관외에 부장되어 있고 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양유부호는 7점 중 5점이 관외
에 부장되어 있고 역시 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토기류는 주머니호
와 편구형단경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종이 서쪽으로 편향되어 부장되어 있는 경우
가 많고, 편구형단경호는 일반적인 부장유물보다 상당히 높은 레벨에 부장되어 있
다고 할 수 있는데, 부장에 있어서 각 유물이 가지는 의미의 차이로 보인다.40) 특히,
토기류의 분포가 철기류의 분포에 비해 방향성의 측면에서는 더 규칙성을 보이는
것도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이는 추후 이 지역에 대한 주거지발굴성과 및 연구가
축적되면 분명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철기류 중 철부는 23점 중 10점을 제
외한 13점이 관외 양장벽 보강토 속에서 출토되었으나, 단벽쪽에서는 출토되지 않
는 경향이 있다. 철겸의 경우 12점 중 7점이 관외 보강토 속에서 출토되는데 부장위
치는 일정한 패턴 없이 다양하게 분포한다. 철촉은 다양한 위치에 분포하나 서단벽
쪽에서는 출토되지 않았다. 특이한 것은 한 분묘 내에서 2곳에서 출토된 경우가 있
는데 60호는 동단벽ㆍ북장벽 보강토, Ⅱ29호는 관내ㆍ동단벽 보강토, Ⅴ11호는 북장
40) 현재에도 각 나라마다 현실의 삶의 가치를 내세에 이어지게 하기 위한 행위들이 장제에서 나
타나는 경우가 많다. 삼국지 위서 변진조에 ‘부엌을 집 서쪽에 마련한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러한 집의 공간분할 개념이 묘에서 일부 투영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토기의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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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ㆍ남장벽 보강토에서 출토되었다. 철기류는 부장위치에 상관없이 기종만으로 일
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 유구에서 같이 출토되더라
도 관내에서와 관외에서의 위치에 따라 그 유물이 가지는 의미는 분명히 다르고, 관
내에서 동반 출토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장자의 신체 어느 부위에 있는지에 따라 차
이를 갖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장자의 생전에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부장하
는 것인지, 또는 피장자의 묘를 조성하는 이들에 의해 부장 관습상으로 부장되는 것
인지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정신적ㆍ무형적인 부분이라서 부장유물만으로
확실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지만, 부장유물의 위치에 따라 다른 의미
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며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옥류는 관내에 부장되어 있는데 분포지역은 동쪽>중앙>서쪽의 순이다. 부장위치
로 볼 때, 토기류는 분묘 내에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보강토 위나 내부에 부장되
며, 철기류는 다양한 위치에서 발견된다. 또한, 이러한 유물부장은 형태는 묘의 조
영순서와 방법에 관계된 것으로 좀 더 자료가 확충되면 묘의 조영 플랜의 한 요소
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도면 6]은 유물의 부장위치를 정리한 것이다.
2) 유물의 부장량
유물은 피장자의 생전 신분이나 생활양식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많은 분석
이 행해져 실제 적용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물의 부장량에 따라 신분의 차이
나 계층의 차이 또는 엘리트집단 등의 특정집단을 상정하기도 한다.41) 다음 [표 5]
41) 宮本一夫는 화북의 신석기시대 묘제에서 출토되는 유물분석을 통해서 “젠더(gender)의 차이”
에 의한 유물별 부장이나 유물량의 차이를 설명하고, 대우혼가족을 기초로 한 사회로 간주하
였다. 그를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적ㆍ사회적분업이 높은 집단으로 보았다. 또한 방추차
를 여성의 성적분업을 나타내는 부장품으로 판단하였고, 일정 유아에 대해서도 후한 매장을
행하는 것으로 집단조직내의 일정한 부유층의 존재와 재산권의 상속 즉, 소유관계의 계속성
이 보이는데 이것이야말로 혈연관계를 기초로 하는 집단조직의 계통적인 연속성, 내지는 집
단유지의 원리로 보았다. 渡辺芳郞은 “墓制”를 “묘장 구성요소 사이의 제관계”로 규정하고,
“피장자에 대한 평가의 표현”으로 가정하여 유림유적의 묘제를 검토해 전기부터 후기에 걸쳐
서 부장품의 현실을 규제하는 요소가 연령에서 묘군으로 변화한다고 해석했다. 이 변화는 피
장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개인적인 것보다도 그 개인이 속한 집단 내지는 획득적인 것에서
생득적인 것이 중시되는 것으로 보았다. 어떠한 부분에서는 대성동 목관묘에서 나타나는 현
상의 해석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볼 수있다.
宮本一夫, 앞의 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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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물의 부장량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표 5] 부장유물의 개체수에 따른 분류
부장유물
개체수

유 구

합 계

비 율

0

64, Ⅱ31, Ⅲ1, Ⅲ2, Ⅴ2, Ⅴ13, Ⅴ15, Ⅴ16, G16, G31, G45, D2

12기

21%

1

66, Ⅱ32, Ⅱ39, Ⅱ45, Ⅴ1, Ⅴ4, Ⅴ6, Ⅴ8, Ⅴ10, Ⅴ12, Ⅴ17,
G17, G39, G40, G47, G48

16기

28%

2

Ⅱ26, Ⅲ9, Ⅲ10, Ⅴ3, Ⅴ14, Ⅴ18, Ⅴ19

7기

12%

3

26, 53, 63, 67, Ⅰ12, Ⅲ3, G10

7기

12%

4

D1

1기

2%

5

Ⅱ41, Ⅱ43, G11, G25

4기

7%

6

G7

1기

2%

8

Ⅱ29

1기

2%

10

G23

1기

2%

11

Ⅴ11, G12

2기

4%

13

27

1기

2%

14

D3

1기

2%

15

Ⅰ13

1기

2%

19

60

계

1기

2%

56기

100%

[표 5]에서 보듯이 목관묘는 몇 기를 제외하고는 유물의 부장이 극히 빈약함을 알
수 있다. 전체 56기의 분묘 중 부장유물이 1점 이하인 경우가 50%에 달하고 10점
이상인 경우는 14%에 불과하다. 전술했듯이 Ⅱ29ㆍⅡ41호를 유력자의 자손인 소아
묘로 볼 때42), 이러한 분묘보다 부장 유물량이 많은 즉, 10점 이상인 분묘는 여타의
목관묘에 비해 상당한 지위를 가진 유력자의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장유물의 양적

渡辺芳郞, ｢劉林遺蹟墓制考｣, 史淵 第126輯, 九州大學文學部, 1989.
42) 본 절에서는 부장유물의 양적인 면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다과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질적인 면을 대상으로 할 때 예외적인 분묘는 67호인데, 부장유물은 3점이지만 ‘호형대구’가
부장되어 있는 점에서 여타의 3점 이하의 부장유물을 가진 분묘들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양적인 면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질적ㆍ양적인 유물에 대한
분석은 후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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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다과를 기준으로 상정되는 이러한 유력자는 정치적인 유력자라기 보다는 경제적

ㆍ사회적 의미의 유력자로 판단된다. 특히, 대성동 목관묘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러
한 10점 이상의 부장유물을 가진 유력자의 묘가 한 곳에 집중해서 나타나는 양상이
아니라, 현재 조사된 묘역마다 1기 이상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의미에 대해
서는 Ⅲ장에서 좀 더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3) 유물의 부장양상
유물의 부장양상은 피장자 개인의 출자, 신분, 생업 등을 추정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그 유물을 소유한 피장자가 소속된 집단의 성격과 구조 등을 추정할 수 있다.
대성동 목관묘유적에서 확인되는 유물의 출토상태 중 특이한 점을 몇 가지 살펴보
도록 하겠다.
먼저, 주머니호는 7점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조합우각형파수부호 2점 이상과 공
반하며 그 반대의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주머니호는 부장유물이 11점 이상
인 분묘에서만 출토되는 기종이다. 이 사실로 보아 대성동 목관묘 집단에서는 주머
니호는 상당한 위치에 있는 피장자의 분묘에만 부장된 기종으로 판단되고, 조합우
각형파수부호는 다양한 분묘에서 확인되므로 주머니호 보다는 좀 더 대중적으로 사
용된 기종으로 판단할 수 있다. 편구형단경호 또한 주로 조합우각형파수부호와 공
반되는 기종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편구형단경호는 부장유물이 10점 이상인 분묘에
서 출토되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일정한 지위가 있는 유력자의 장례
절차 중 다른 분묘와는 차별성을 가진 부장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철기
류 중에서 鐵鉈, 鐵鑿, 낚시바늘, 집게 등은 부장유물이 11점 이상인 분묘에서만 출
토되는 점으로 보아 상위계층에만 부장되는 특수한 기종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철도자의 경우는 부장유물이 5점 이상인 분묘에서 출토되어 앞의 철기류에 비
해 좀 더 다양한 계층에서 사용되는 기종으로 볼 수 있다. 대성동 목관묘는 환옥류
가 부장되어 있는 분묘가 많은데, 비율적으로 보면 32%를 차지하는 18기에 이른다.
환옥류는 무척 다양한 분묘에 부장되어 있는데, 일정한 규칙성이나 다른 기종과의
관련성은 관찰되지 않지만, 매우 다양한 계층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을 보여준
다. 즉, 분묘를 가질 수 있는 계층에서라면 평균 3명 중 1명은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환옥류는 대중적인 장신구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는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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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이미 이 시기에 대성동 목관묘 집단의 환옥류 생산과 이용이 상당한 수
준에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환옥류를 부장한 분묘들 사이에서도 양
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부장유물이 많은 분묘일수록 환옥류 자체의 부장량
도 많은 경향이 확인된다. 이러한 것은 유물 자체에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부의 차
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칠기는 흔적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칠기의 흔적이 남아있는 분묘들은
대부분 부장유물의 양이 빈약하다. 이는 칠기가 이른 시기의 분묘들에서 토기 등을
대신하여 쓰여졌을 가능성이 상정되지만, 흔적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외의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칠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능성만을 상정해 본다. 결론적으로, 상위
계층에서는 묘 조성시 여타와는 구별되는 기종의 유물이 부장되는 규칙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부장양상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하나의 분묘 내에 동일기종이
복수부장되는 것이다.43) 복수부장되는 유물은 다양한데, 조합우각형파수부호와 주
머니호, 양유부호, 연질옹, 소옹, 철부, 철모, 철검, 철착, 방추차 등이다. 복수부장이
확인되는 유구와 이들의 부장양상을 정리한 것이 [표 6]이다.

43) 권지영은 목관묘의 계층을 분류함에 있어서 무기류 특히, 검과 모의 복수부장을 상위계층의
필요 조건의 하나로 상정하고 있는데, 상당히 타당성 있는 의견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대성동
유적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성은 눈에 띈다. 하지만, 이러한 설정에 선기준이 된 전제, 즉
무기류를 소유한 계층은 보편적으로 분묘를 축조할 수 있었던 반면, 농공구만을 소유한 계층
은 분묘를 축조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이었다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 대성동유적은 생업
군에 따라 계층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무기류나 농공구류만을 소유한 분묘에서는 어떠한 계
층적 차이를 찾을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즉, 한두 점의 특정 유물에 의한 계
층적 차이를 찾는 것보다는 분묘에 포함된 유물 전체를 대상으로 분묘간에 대등한 비교가 이
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는 목관묘 시기를 정치적인 계층차이로 볼 것인가, 경제적인
계층차이로 볼 것인가라는 시각의 차이로 생각되는데, 필자는 후자의 시각이 옳다고 생각한
다. 부가하면, 한두 점의 특수한 유물도 물론, 중요한 판단요소지만, 더욱 주가 되어야 할 것
은 다수 유물의 조합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추출된 각 유적간의 계층에 대한
문제에서도 이런 점이 발견되는데, 전체적인 유물상의 조합보다는 특정 유물의 조합에 의한
계층구분이라는 점이 아쉽다.
권지영, ｢변ㆍ진한사회의 발전양상에 대한 연구-목관묘에서 목곽묘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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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복수유물부장 양상
호수

부장양상

총 부장
유물점수

60

조합우각형파수부호2ㆍ철모2ㆍ철부2ㆍ철착3(4종:토기류+무기류+농ㆍ공구
류)+낚시바늘 ,집게 ,지석 ,철사

19

Ⅰ13

조합우각형파수부호2ㆍ철모2ㆍ철부2ㆍ철검2(4종:토기류+무기류+농ㆍ공구
류)+대부조합우각형삼파수부호

15

조합우각형파수부호2ㆍ주머니호2ㆍ철부2(3종:토기류+농ㆍ공구류)+철환,
동과, 동경, 칠초철검

14

D3
27

조합우각형파수부호3ㆍ철모2(2종:토기류+무기류)+낚시바늘, 철사

13

V11

조합우각형파수부호2ㆍ주머니호2(2종:토기류)+철사

11

G12

조합우각형파수부호2(1종:토기류)+철대, 청동천

11

G23

철부3(1종:농ㆍ공구류)

10

Ⅱ29

연질옹2(1종:토기류)

8

G7

방추차2(1종:기타류)

6

Ⅱ43

철부2(1종:농ㆍ공구류)

5

G11

소옹2(1종:토기류)

5

G25

조합우각형파수부호2(1종:토기류)

5

Ⅰ12

양유부호2(1종:토기류)

3

여기서 볼 때, 총 부장유물점수와 복수부장이 되는 유물의 기종의 수는 비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물부장이 11점 이상인 묘에서는 특이한 유물들도 예외없이 부
장되어 있는 점도 확인된다. 특히, 60호와 Ⅰ13호는 토기류+무기류+농ㆍ공구류가
모두 복수부장되어 있는데, 부장량의 측면에서 다음 단계에 있는 묘들은 토기류+무
기류, 토기류+농ㆍ공구류, 토기류+토기류 등의 복수부장이 보인다. 이는 이러한 복
수부장이나 총유물량이라는 양적인 단계설정은 생업과 관계되는 경제적 차이에 따
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유물부장에 있어서 복수부장도 피장자의 경제적 지
위에 따라 사회적으로 어떠한 규제성을 가해지는 요소로 생각해도 좋을 것으로 본
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용도를 가지고 복수부장되는 기종은 한
정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성동유적의 목관묘 사회에서는 토기로는 조합우각
형파수부호와 주머니호, 철기로는 철모, 철부 등이 여기에 속하는 기종이었던 것으
로 보이고, 역으로 이러한 기종이 이 시기의 무기류와 농ㆍ공구류를 대표하는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큰 대과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복수유물부장은 유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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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량이라는 속성과 함께 유물의 양적 속성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상위계층
에서는 이러한 양적인 복수부장과 더불어 위신재로 판단될 수 있는 유물도 부장되
어 있어 질적인 면에서도 다른 계층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의미에 대해
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Ⅲ. 대성동유적의 목관묘 사회
1. 계보
김해 대성동 출토 목관묘의 계보에 관한 연구는 한반도 남부의 시기구분의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현재에
는 큰 아웃라인이 만들어져 있는데, 특히 신경철의 연구가 주목되며 [표 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7] 한반도 남부 청동기시대~삼국시대의 시기구분(신경철, 1995a 수정인용)
삼한시대
문헌사학

토기

삼국시대

무문토기시대
(전ㆍ중기)

고

전기

후기

무문토기시대(후기)

와질토기시대

도질토기시대

늑도식
대전괴정동식토기
토기
(단면원형점토대
(단면삼각형점토
토기)
대토기)

고
의기

세형동검1식44)
(의기)

세형동검2식
(의기)

목관묘

목관묘

학
묘제

지석묘

도구

청동기시대
B.C.4C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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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곽묘

철기시대
B.C.1C중엽

44) 이것은 윤무병의 세형동검 분류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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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관묘

A.D.3C말

영남지역에서는 B.C.4C말을 기준으로 큰 변화가 관찰되는데, 그것은 묘제상에서
지석묘의 종말과 새로운 형태인 목관묘의 출현, 토기상에서 점토대토기의 등장과
실용품으로써 철기를 사용한 삼한시대의 전개가 그것이다.45)
이러한 영남지역의 시기구분을 토대로 하여, 김해지역의 유적들을 비교ㆍ분석하
여 대성동 목관묘의 계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목관묘의 계보를 살펴보기 전에 영남지역의 청동기ㆍ삼한시대의 묘제에 대
한 일반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 [표 8]46)과 같다.
[표 8] 영남지역의 청동기ㆍ삼한시대 묘제 분석
주묘제

지석묘

시대구분

청동기시대

시기
입지조건

목관묘
삼한전기전반47)

~BC4C말엽
구릉ㆍ평지

구릉

목곽묘

삼한전기후반

삼한후기전반

삼한후기후반

BC1C중엽~AD2C전반

AD2C후반

구릉ㆍ평지

구릉

군집밀도

단독ㆍ저밀도

고밀도

묘역

생활공간에 포함됨

생활공간에서 분리되어 묘역이 조성됨

묘의 조성시
가용노동력
유물의
부장량

대규모(집단
전체행사)

소규모+
대규모

소규모(구성원 개인행사)
소량

소량+다량

45) 신경철은 이 시기구분을 확정하면서 세형동검의 출현과 철기의 시작과 지석묘의 종말이 궤를
함께 한다고 규정하고, 삼한시대는 세형동검 등을 비롯한 청동기는 부장용 또는 의기용으로,
철기는 실용품으로 사용한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삼한시대 전기의 전반대
에 한반도 남부에서 철기 출토예가 없는 것을 약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철
기가 실용품이어서 무덤에 부장되지 않는 점, 그리고 다음의 후반대에 비하면, 철기보급이 상
대적으로 열악하였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전기 후반대는 이 시기
에 상당하는 목관묘 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불확실한 점이 많지만, 삼천포 늑도유적
등의 경우를 들어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징원ㆍ신경철, ｢종말기 무문토기에 관한 연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예비적 고찰-｣, 한
국고고학보 20, 한국고고학회, 1987.
신경철, 앞의 글, 1995a.
46) 이 표는 영남지역 청동기ㆍ삼한시대 묘제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취합하고, 거기에 필자의 분
석을 덧붙인 것임을 명기해둔다. 아래의 글을 참조하였다.
신경철, 앞의 글, 1995a.
이재현, 앞의 글, 2003a.
조진선, 細形銅劍文化의 硏究, 학연문화사, 2005.
이현혜, 韓國 古代의 생산과 교역, 一湖閣,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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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조성
계층

일부상위계층

부장유물
종류

석기, 홍도 등

외부영향

거의 없슴.
토착적인
문화유지

계층성

세형동검,
세형동검, 철기,
원형점토대토기 등 삼각형점토대토기 등
중국 전국시대
연나라의 문화유입

유력자의 묘를
구분하여 조성

조영상태

다양한계층으로 확대

준왕일파의 남하에
의한 고조선
문화유입

철기, 청동기,
전기와질토기 등

철기, 청동기,
후기와질토기 등

낙랑군 설치를
계기로 한 낙랑군
문화유입

중국 남조의
문화유입

유력자의 묘를 구분하지 않고 혼재하여
조성

사회ㆍ경제적
사회ㆍ경제적
사회ㆍ종교적
엘리트계층 엘리트계층 생성기 엘리트계층 과도기

유력자의 묘를
구분하여 조성

사회ㆍ경제적
경제ㆍ정치적
엘리트계층 안정기 엘리트계층 생성기

다음으로, 이러한 견해들을 염두에 두고 필자가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성동
주변의 묘제들을 비교ㆍ분석하도록 하겠다. 김해에서 발굴된 지석묘유적을 살펴보
면, 대성동 주변에는 대성동 지석묘, 김수로왕릉공원내 지석묘, 서상동지석묘, 구지
봉지석묘, 회현리지석묘, 부원동지석묘, 내동지석묘가 있으며 그 보다 조금 더 떨어
진 곳에는 무계리지석묘와 율하지석묘군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의 명세는 [표 9]와
같다.48)

47) 영남지역에서 이 시기에 해당하는 목관묘자료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 그래서 지석묘와 목
관묘를 비교 연구하기에 어려운 바가 많다. 하지만, 향후 자료가 축적된다면 이 시기에 해당
하는 목관묘자료가 출현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 단계를 상정해 두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48) 이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였다.
이재현, 앞의 글, 2003a.
______, ｢金海地域 政治體의 성장과 무덤의 변화｣, 大成洞古墳博物館, 대성동고분박물관,
2003c.
하인수, ｢嶺南地方 支石墓의 형식과 구조｣, 伽倻考古學論叢1,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동아대학교박물관, 金海府院洞遺蹟, 1981.
김원룡, ｢金海茂溪里支石墓의 出土品｣, 東亞文化 1, 1963.
김정학, ｢金海內洞 支石墓調査槪報｣, 釜山堂甘洞古墳群, 부산대학교박물관, 1983.
임효택ㆍ하인수, ｢金海 內洞 제2호분 큰돌무덤｣, 부산직할시립박물관 연보 13, 1991.
정징원, ｢嶺南地方의 靑銅器遺蹟과 遺物｣, 韓國考古學報 12, 韓國考古學會,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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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김해지역 지석묘 유적
유적

입지

기수

형식

하부구조

출토유물

비고

대성동

평지

1

개석식

석관

홍도

주변Ⅰ지구

김수로왕릉공원내

평지

2

개석식(?)

ㆍ

ㆍ

ㆍ

서상동

평지

1

개석식

ㆍ

ㆍ

ㆍ

구지봉

구릉
정상

1

기반식

ㆍ

ㆍ

ㆍ

회현리

구릉

3(?)

불명

ㆍ

ㆍ

석관묘공존

부원동

평지

1

개석식

토광

홍도

ㆍ

내동

평지

3

남방식(?)

석곽

홍도

삼계동 신명

구릉

수기

불명

문감리

?

1

개석식

석곽

석검, 석촉2,
전형단도마연토기

주촌면 선지리 내선

구릉

1

불명

주촌면 원지리 석칠

평지

5

불명

주촌면 덕암리 용곡

평지

1

불명

주촌면 천곡리 내연

평지

2

기반식

주촌면 천곡리 연지

평지

1

기반식

원래7기

주촌면 양동리 가곡

평지

3

불명

소멸

유하리

평지

1

불명

가곡지석묘와
일렬배치

장유 무계리

평지

1

개석식

석곽

석검1, 석촉8, 관옥8,
동촉3, 홍도

율하

구릉
+평지

약90

개석식

석곽,목관,토광,
석개토광, 석관

홍도, 석촉, 석검,
세형동검

이들 지석묘군은 평지와 구릉에 입지하는데, 형식상으로 개석식이 대부분이다.
또한, 율하 지석묘군을 제외하고는 대개 1~3기의 분포정도를 보이는데, 이들 지석
묘에 대한 이재현의 연구가 주목된다.49) 씨는 지석묘 유적간의 거리가 1~3km정도
떨어져 있어 각각의 유적단위가 하나의 취락을 이루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김해지

49) 이재현, 앞의 글, 20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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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지석묘를 자연지리에 의해 김해시 일대, 주촌면 일대, 장유면 일대의 3개 지역권
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각의 지역권에는 내해연안과 천변의 충적평지를 중심으로
2~5개의 지석묘군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현재의 里단위와 거의 일치하여 취락
단위로 조성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 김해지역의 지석묘는 대부분이 가장 늦
은 시기에 속한다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필자도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후의 율하유적의 조사성과를 추가하여, 이 시기의 김해지역의 사회상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이들 지석묘의 지역권이나 취락단위가 수평구조가
아니라 중심세력과 주변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율하유적의 경우 약 90기의 지석
묘유구가 발견되었는데, 그 규모와 입지, 그리고 조영순서나 방법의 다양함, 하부구
조의 종류에서 김해의 어떤 지석묘군 보다 우월함을 알 수 있다. 즉, 청동기시대 김
해에서는 장유면 율하지역에서 토착적인 세력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 그 외의 지
역은 비슷한 규모의 취락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후
세형동검의 출현과 궤를 함께하는 목관묘사회에서는 묘제에서 나타나는 변화만큼
이나 중심세력의 위치나 사회상도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지석묘사회에서는 지석묘 자체를 조영하는 과정 그 중에서도 ‘可用 勞動力’이라는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동일한 지석묘유적 내에서 각 지석묘간
의 우위도 유물의 부장보다는 지석묘의 입지가 구릉이거나 단독 조성되었거나 또는
가용노동력의 양이 많은 쪽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율하유적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추정되는 지석묘는 AⅠ-12ㆍAⅡ-2ㆍAⅡ-7인데, 이
들은 타 지석묘가 열을 이루며 군집을 이루고 있는데 반해 구릉에 단독으로 조성되
었고, 각기의 지석묘 조영과정에서도 추정되는 사용노동력의 양도 타 지석묘에 비
해 상당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장유물에 있어서는 아예 부장유물이 없는 경우
와 있어도 타 지석묘에 비해 질적ㆍ양적으로 우월하지는 않다. 따라서 김해지역의
청동기시대의 지석묘 사회는 개인적인 재화의 생산보다는 공동적인 생산 혹은 의례
에 더 큰 비중을 두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석묘가 일정한 상위계층만의 묘로 상
정되었으나, 시기나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시행 되었을 가능성이 있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율하 유적의 B구역을 살펴보면, 주거지와 분묘가 근접
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김해지역도 청동기시대의 묘역과 주거역이 따
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따르고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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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후행하는 목관묘 즉, 삼한시대가 되면 이러한 양상은 일변한다. 현재 김해
지역에서 삼한시대 전기 유적은 조사성과가 미진하여 삼한시대 후기의 목관묘유적
인 대성동 목관묘유적을 중심으로 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장 큰 변화는 선행연구자들도 지적하였듯이 ‘묘’라는 개념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용노동력이라는 측면에서 지석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감소하
고 있고, 지석묘와 같은 박장이기는 하지만, 부장량에서 차이를 보이는 묘가 존재한
다. 즉, 지석묘사회에서는 상위계층 또는 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지석묘의 단독조영이나, 지석묘조영과정에서의 가용노동력이 타 지석묘에 비해 월
등하게 함으로써 구별함에 비해, 목관묘사회에서는 부장품의 질과 양을 타 목관묘
에 비해 월등하게 함으로써 구별한다. 또한, 이러한 목관묘는 다른 목관묘들과 입지
나 조영상에 있어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혼재해 있다. 그리고 대성동 목관묘유
적에서는 주거역으로 판단되는 유구의 발견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이 시기에 묘역
과 주거역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석묘사회와
후행하는 목관묘사회는 사회구조나 경제구조가 단절적임을 알 수 있다.
목관묘의 계보에 관한 연구 중 이재현50)의 연구가 주목된다. 씨는 영남지역 목관
묘의 특징적인 요소인 통나무관과 요갱은 중국의 서남부지역과 관련될 가능성이 크
며 戰國~漢初 혼란기의 이주민에 의한 전래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 판재식목관
은 동북아전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목관의 형태로 보고 청동기시대 이래의 토착
적 요소가 새로운 형태의 묘제로 변화하였거나, 한반도 북부지역에서 전래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요갱이라는 시설은 전시대의 재지적인 지석묘에서 채용된 사실이
없어 외부적인 요소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통나무관을 외부적인 요소로
판단하는 것은 재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김해에서 근래 발굴된 율하유
적의 경우 지석묘 하부구조 중 통나무관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51) 그
구체적인 전파경위나 경로에 대해 자세한 것이 밝혀지지 않은 통나무관을 외부적요

50) 이재현, 2003a, 앞의 글.
51) 통나무관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토층상에서 ‘U’자상의 목탄띠가 확인된 것을 주된 근거로 들고
있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앞의 글, 200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앞의 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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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즉, 이러한 지석묘가 조성당시 외부적
영향에 의해서 통나무관을 채용하게 된 것인지, 세형동검 출현을 궤로 하여 받아들
여진 문화적 요소를 재지적인 지석묘사회가 나름대로 소화하는 과정에서 개성적으
로 도출된 결과물이 통나무관이었는지의 여부가 그것이다. 특히, 창원다호리ㆍ대구
팔달동유적의 경우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통나무관이 이른 시기에 집중적으로만 나
타나는 것으로 보아 통나무관의 사용은 과도기적이며 한시적이었다는 사실은 흥미
롭다. 요갱과 같은 요소가 다양한 시기에 걸쳐 꾸준히 지속되는 것과 비교되는 부
분이다. 판재식 목관묘는 일반적으로 동북아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목관의
형태로 볼 수 있는데, 한국식동검문화의 출현과 함께 토착적인 지석묘를 대체하는
대표적인 묘제로 볼 수 있다. 씨도 지적하였듯이 영남지역의 석관묘 결구형태와 유
사한 점에 비추어 토착적 요소가 새로운 형태의 묘제로 변화하였거나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전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영남지역에서의 목관묘유적들이 중심적인 지
석묘군과는 거리를 두고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토착적 요소의 변형으
로 보기보다는 한국식동검문화의 유입과 궤를 같이해 전래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양문화의 접충ㆍ접변의 결과물이 세형동검류가 부장된 지
석묘나 흑도장경호가 부장된 목관묘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변ㆍ진한 형성기에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공존하면서 복잡다단한
사회 변화가 존재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영남지
역의 일반적인 흐름이 김해지역에는 아직 확고하게 적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지
석묘의 종말과 목관묘의 시원형식을 비교ㆍ분석할 수 있는 삼한전기의 유적의 조사
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대성동유적 주변의 전면적인 발굴이 행해지
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후 발굴성과가 축척되면, 이 시기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자료로는 청동기시대의 지석묘와 삼
한시대의 목관묘를 이질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서로 일정부분 영향을 授受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요약하면, 대성동유적의 목관묘는 이전시기의 재지적인 묘제인 지석묘와는 다른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조성되어진 새로운 묘제로 볼 수 있다. 즉, 기원전 5~4세기
무렵 연의 세력 확장을 계기로 중국동북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의 일부가 이주하면서
여러 지역의 문화요소가 융합ㆍ전이 되어 이식되어진 형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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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했듯이 기존 지석묘문화를 절멸시키면서 발달했다기 보다는 기존의 지석묘문
화에 외부의 새로운 묘제가 이식되는 과정에서 상호 일정부분 영향을 주고받으며
현재와 같은 양상의 목관묘사회로 정착되어 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2. 被葬者集團의 사회구조
피장자의 생업52)은 부장유물로 판단할 수 있다. 무덤은 피장자의 사전세계와 사
후세계의 과도기적 시점이므로 무덤에 부장된 유물은 피장자의 사전세계의 생업을
반영한다는 전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부장유물을 통해 피장자의
생업과 계층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철기류와 지석과 방추차의 용도는 선행연구자들53)에 의해 잘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분류하도록 한다. 즉 철겸과 주조철부는 농구, 낚시바늘은 어로구, 철
모ㆍ철검ㆍ철촉ㆍ철피 등은 무기ㆍ수렵구54), 단조철부ㆍ철사ㆍ철침ㆍ철착ㆍ집게ㆍ
철도자ㆍ지석 등은 공구55)로 분류하여 이 시기의 생업상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대
성동에서 무기류로는 철검(7/8)56)ㆍ철촉(10/71(?))57)ㆍ철모(13/16)가 비슷하게 확인
52) 생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류가 생존해가기 위해 주변환경에서 에너지원이나 영양소 등
을 얻는 주요한 전략으로 야생동물이나 수렵, 腐肉의 입수, 어로, 패류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
집과 재배, 집약적인 농경, 다양한 동물의 사육ㆍ목축 등의 경제적 행위를 포함한다. 게다가,
각 행위는 활동의 계절과 공간, 도구의 종류, 획득ㆍ수확한 양과 그 때 비용(cost), 조리나 보
존, 분배에 관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제단계를 구성인자로 가지고 있다.
山本典幸, ｢生業｣, 現代考古學の方法と理論Ⅱ, 同成社, 2000.
53) 김두철, 앞의 글, 2000.
김도헌, ｢고대의 철제농구에 대한 연구 -김해ㆍ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01.
54) 수렵은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하는데, 식량생산으로서의 수렵이나 경찰력과 같은 기능 뿐만
아니라 대외마찰에 의한 분쟁 등의 억지기능, 전쟁수행기능까지 다양아다. 그러나 여기서는
식량생산으로서의 수렵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로 설정된다.
55)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용도의 분류 중, ‘공구’라는 것은 비단 목제가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철기가공 등의 용도도 포함하고 있는 용어로 특히, 지석과 같은 유물은 후자의 기능을 가
진 도구로 생각된다. 농구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다양한 재료의 가공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
로 ‘공구’를 사용한다.
56) 해당 유물이 부장된 유구수/유물수를 나타낸 것임을 명기해둔다.
57) 철촉은 부장단위가 1점 부장된 경우와 다량 부장된 경우 부장의미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는 전체적인 부장
양상을 확인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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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농ㆍ공구류로 철부(19/23)ㆍ철겸(12/12)ㆍ철도자(6/6)의 분포를 보인다. 그리
고 농ㆍ공구류를 포함하고 있는 묘는 18기로 전체 54기의 성인묘를 대상으로 할 때
33%를 차지하며 이 시기의 농구류 중에는 목기도 상당히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까지 본다면, 대성동 목관묘집단은 농ㆍ공구류를 사용한 농업과 목재 등의
가공과 수렵을 주된 생업으로 하는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58) 그리고 어로행위은
특수계층에서만 가질 수 있는 생업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생업구조는 김해 대성동
주변의 자연환경과 이들 집단의 생업활동의 숙련도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
된다. 전술 했듯이 김해지역은 낙동강 삼각주가 생기기 이전에는 산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러한 산지도 배후가 신어산지로 이루어지면서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
농지면적의 한계가 올 수 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이 완만한 구릉부에 농지가 형성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농수부족 등의 제반여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 밖에도 논농사 기술의 숙련도 등에서도 대규모 농지조성과 경영은 힘
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문에 주위에 비교적 풍부한 목재를 이용한 목공업이
발달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목관묘와 주거지 제작 이외에도 목기의
제작, 배의 건조, 제철 등을 위해 상당히 많은 양의 목재를 필요로 하고 그에 따라
목공기술도 상당히 발달했을 것을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런 사실은 농ㆍ공구
류에서 단조철부의 부장이 가장 많으며 철도자와 철사, 철착 등의 2차 목공구도 확

58) 레오 프로베니우스(Leo Frobenius)는 전세계의 원시 부족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 가지의 대조
적인 태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했으며 목관묘라는 장제가 농경이 주가 되는 사회라는 가
설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 소개해 둔다. 수렵인의 삶의 양식은 살해의 기술
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적인 죽음이라는 유기체의 경험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에는 모든 죽음이 폭력의 결과이며 죽음은 생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영적
존재로 간주해서 풍장과 같이 짐승들에게 시신을 던져주는 행위 등을 한다. 농경인의 경우는
죽음이 생명의 자연스러운 단계이며 재생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순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예로 매장의례와 유골함 의례 등을 말할 수 있다. 프로베니우스는 수렵 부족의 태도를 “주술
적(magical)”이라고 명명하고, 농경부족의 태도를 “신비적(mystical)”이라고 명명하였다. 그 이
유로 전자는 유령을 물질적 존재로 이해하는데서 드러나듯이 준거영역 자체가 물질적인 반
면, 후자는 씨족이라는 실체 안에서 죽음과 생명의 교체라는 심오한 의미를 포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적용 가능한데, 특히, 일반적인 장제가 형성되는 청동기시대
부터는 농경을 주된 생업으로 상정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Leo Frobenius의 원논문은 Leo Frobenius, Monumenta Africana, Erlebte Erdteile, Bd. Ⅵ, 1929.
이나, 필자는 신의가면Ⅰ:원시신화(조지프 캠벨, 1977, 까치글방)에서 재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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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된다.59) 그리고 또한 수렵으로 인한 식량보충과 이러한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위도 존재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는 古金海灣이라는 지형이었다는 전제에 따라
일부 고기를 잡는 것도 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정리하면, 이 당시의 대성동 사회는
농업이 주가 되었지만, 농업만으로 모든 식량수요를 채우는 것은 힘들었고, 채집이
나 수렵 등을 보조적인 방법으로 이용해서 식량요구를 충족시켰으며 일부 계층에서
는 어로 행위도 행해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사회는 자연환경에서 추출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다양한 생업수단을 통해 얻는 자급자족적인 사회로 판단된
다. 그러나 일정시기에 이르면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함께 잉여생산도 가능할 정도
까지 발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유물이 나타내는 피장자의 성격과 사회계
층 등에 관한 것이다. 김해 예안리유적의 경우 유물과 성ㆍ연령과의 관계를 파악하
여 예안리 피장자 집단의 성격을 진단한 연구가 있는데,60) 대성동 목관묘도 시기는
다르지만 이러한 부분에 염두를 둔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이러한 사회집단 내에서
의 역할61) 구분에 개연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토기와 철기의 부장양상을 살펴봄으
로써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아래 표는 유구 내 토기와 철기유물의 부장양상을 정리
한 것이다.62)

[표 10] 대성동 목관묘의 토기ㆍ철기 부장양상
토기만 부장

토기>철기

토기<철기

철기만 부장

67, Ⅱ26, V1, V3, V4,
V10, V12, V18, G47

63, Ⅰ12, Ⅲ3, G7, G11,
G12, G25

27, 60, Ⅰ13, Ⅱ29, V11
G23, D3

66, Ⅱ39, Ⅱ41, Ⅱ43, Ⅲ9,
Ⅲ10, V17, V19, G10,
G39, G48, D1,

59) 김도헌은 단조철부와 철겸을 기본으로 여기에 철도자와 철착, 철사 가운데 1점 혹은 2점 있는
조합상을 목제품의 2차가공에 사용되는 목공구의 조합으로 보았다.
김도헌, 앞의 글, 2001.
60) 김두철, 앞의 글, 2000.
61) ‘역할’이라 함은 성에 따른 역할구분, 연령에 따른 역할구분, 계층에 따른 연령구분 등 다소
포괄적인 느낌의 역할을 말한다.
62) 주로 유구 내에서 토기와 철기의 양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한 것으로 토기:철기:기타 유물의
구성비를 제시하였다. 또한 철기는 역할을 구분하기 위해 기종을 표기하고, 기타는 어떠한
유물인지를 표기해 두었다. 그리고 후미에는 유구의 총부장양을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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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

7기

7기

27(5:8(검,촉,모2,부,겸,사,
낚시바늘) 총13점)
60(3:15(촉,모2,피,단부2,
67(63)2:0:호형대구1 총3
겸,도자,사,착3,침,집게,낚
63(2:1(겸) 총3점)
점)
시바늘):지석 총19점)
Ⅰ12(2:1(단부) 총3점)
Ⅱ26(1:0:절자옥1 총2점)
Ⅰ13(6:8(검2,촉,모2,단부
Ⅲ3(2:1(철부) 총3점)
V1(1:0 총1점)
2,겸):옥 총15점)
G7(2:1(도자):방추2:옥 총6
Ⅱ29(2:5(검,촉,모,단부,
V3(2:0 총2점)
점)
겸):옥 총8점)
V4(1:0 총1점)
G11(3:1(겸):옥 총5점)
V11(5:6(촉,피,단부,겸,사,
V10(1:0 총1점)
G12(5:4(단부,겸,도자,철
물미) 총11점)
V12(1:0 총1점)
대):청동천:옥 총11점)
G23(3:7(검,모,단부,주부2,
V18(2:0 총2점)
G25(3:1(단부):절옥 총5점)
겸,도자) 총10점)
G47(1:0 총1점)
D3(5:7(검,모,단부2,도자,
따비,철환):동과,동경 총14
점)

14기
66(0:1(단부) 총1점)
Ⅱ39(0:1(단부) 총1점)
Ⅱ41(0:4(촉,모,겸,도자):옥
총5점)
Ⅱ43(0:4(도,단부,주부,
겸):옥 총5점)
Ⅲ9(0:2(촉,모) 총2점)
Ⅲ10(0:2(촉,모) 총2점)
V17(0:1(모) 총1점)
V19(0:2(검,모) 총2점)
G10(0:2(촉,겸):곡ㆍ절옥
총3점)
G39(0:1(모) 총1점)
G48(0:1(단부) 총1점)
D1(0:4(검,모,단부,판부 총
4점)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도출된 경향성을 가지고 유구와 유물에 의미부여를 하고,
나아가 이 사회의 생활상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파악되는 사실은 토기만을
부장하였거나 토기부장양이 철기의 그것을 넘어선 경우에서는 무기류 부장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단 1구도 예외가 없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되어져야 할까? 필자는 이
러한 현상은 피장자의 성별에 의해 구분된 것으로 판단한다. 즉, 시기의 차이는 있
지만 예안리의 경우처럼 철모와 철촉은 극히 남성에게 많이 부장되었던 사실과 무
기류의 사용은 어느 정도의 근력과 담력을 요하는 것으로 주로 남성에 종속되는 것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토기의 경우, 토기만 부장되거나 토기의 부장량이 철
기의 그것보다 많은 경우, 기종이 주머니호나 조합우각형파수부호보다는 실용성이
강한 단경호나 소옹, 양유부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봐서 식량의 저장, 조리
등을 담당한 여성에게 주로 종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머니호나 조합우각
형파수부호와 같은 기종은 상징성이 강한 유물로 남녀의 역할차이 보다는 주로 계
층을 나타내는 기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장유물 구성에 있어서 토기
의 비율이 높은 것은 여성의 묘로, 철기의 비율이 높은 것을 남성의 묘로 구분할 수
있다.64) 이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대성동 사회는 남녀에 따른 역할에 구분이
63) 이것은 유물의 종류를 표시하는 것으로 토기:철기 만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며 청동기류와 옥
류는 포함시키지 않고 출토여부만 기입하였다.
64) 이 경우 남성과 여성의 묘 조성비율은 1.3:1정도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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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기본적인 생업활동, 즉 농ㆍ공구류를 사용해서 농사를
짓거나, 채집이나 목재가공 등 일차적인 식량생산이라는 영역에서는 성에 따른 구
분이나 구별이 없지만, 식량의 조리ㆍ저장 용도의 토기 사용과 제작은 여성의 역할
로, 식량확보의 보조 수단으로써의 수렵이나, 타집단과의 전쟁수행 또는 질서 유지
를 위한 경찰력으로서의 행위에 이르는 영역은 남성의 역할로 크게 나누어진다. 기
본적인 식량생산이라는 일차적인 영역에서는 남ㆍ녀의 성적 역할구분 없이 집단성
원 전체의 공동활동으로 충당되었지만, 식량의 가공이나 저장을 위한 제반의 행위,
전쟁수행, 질서유지 등의 이차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남ㆍ녀의 성적 역할구분이 되
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성적구분을 그대로 적용시켜 묘의 배치상태를 살펴
보면, 지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남ㆍ여의 유구가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확인되어 각각의 묘역에서 부부내지는 가족의 묘역이 상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
쳐진다. 이런 경우 대개 남성으로 판단되는 유구의 유물부장량이 더 많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 보다는 간혈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좀 더 확실한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많은 자료의 확충이 필요하므로 가능성 개진에
의미를 둔다.
다음으로, 대성동목관묘 사회의 계층(stratifcation)에 관한 부분이다. 계층이라는
개념은 사회적으로 구조화 된 불평등, 내지는 서로에 불평등한 개개의 集群의 것이
며 이 불평등은 財貨[富]ㆍ위신ㆍ권력에 있어서 사회적 자원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65) 이러한 불평등을 목관묘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부장유
물의 양과 질이다. 부장유물의 양의 차이는 경제적인 부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부장유물의 질은 위신의 차이 즉, 지위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계층의 경제적 위상과 위신적 위상을 들 수 있다.66)
먼저 부장유물량 구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Ⅱ29호이다. 이 유구는 규모상

65) 松木武彦, ｢階層｣, 現代考古學の方法と理論Ⅱ, 同成社, 2000.
66) 막스ㆍ베버는, 마르크스가 강조하는 계층의 경제적 위상으로서의 ｢계급｣과 출자ㆍ직업ㆍ생
활 등에 의거해서 계층의 위신적 위상으로서의 ｢신분｣을 한층 명확히 했다.
松木武彦, 앞의 글, 2000.
목관묘에서 나타나는 부장유물의 양상을 양적ㆍ질적인 면 어느 한쪽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두가지 면 모두를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부장유물의 양이 상징하는
것과 질이 상징하는 것을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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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 묘로 판단되지만 그 유물량은 8점에 달한다. 이 사실로 인해 2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데, 첫째, 사회자체는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의해서 자손의 묘를 후
장할 수 있었고 또한, 그러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할 수 있는 사회였
다는 점, 둘째,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시의 수준이 어느 정도 사회내의 규제에 한정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래서 필자는 Ⅱ29호의 부장량을 기준으로 8점보
다 많은 부장량을 가지는 유구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구분해
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장유물의 질이라는 점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떠한 유물기종이 어떤 한정된 유구에서만 출토될 때, 이를 질적인 기준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기준에 의하면 질적인 기준의 대상이 되는 유물
은 주머니호와 청동제 또는 철제 위신재이다. 그리고 다른 유구에서도 출토되지만,
그 출토형태가 다른 유구에 비해 이질적인 경우도 질적인 우위성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하여, 조합우각형파수부호, 철검, 철모, 철부 등의 복수부장의 경우를 포함시켰
다. 이러한 양적ㆍ질적 차이를 조합하여 계층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Ⅰ계층은 총 부장유물이 10점 이상이고, 주머니호를 부장했거나 유물의 복수부장
형태가 확인되고 위신재67)를 포함한 경우이다. 해당되는 분묘는 27호(13점 : 주머니
호 부장, 조합우각형파수부호ㆍ철모 복수부장, 낚시바늘ㆍ철사 부장), 60호(19점 :
주머니호 부장, 조합우각형파수부호ㆍ단조철부 복수부장, 낚시바늘ㆍ집게ㆍ지석ㆍ
철사 부장), Ⅰ13호(15점 : 주머니호 부장, 조합우각형파수부호ㆍ철검ㆍ철모ㆍ단조
철부 복수부장, 대부조합우각형삼파수부호 부장), Ⅴ11호(11점 : 주머니호 부장, 조
합우각형파수부호 복수부장, 철사 부장), G12호(11점 : 주머니호 부장, 조합우각형
파수부호 복수부장, 철대ㆍ청동천 부장), G23호(10점 : 철부 복수부장), D3호(14점 :
주머니호 부장, 조합우각형파수부호ㆍ단조철부 복수부장, 철환ㆍ동과ㆍ동경 부장)
이다.(총7기)

Ⅱ계층은 총 부장유물이 1점 이상 8점 미만인 유구이다. 해당되는 분묘는 26ㆍ53
ㆍ63ㆍ66ㆍⅠ12ㆍⅡ26ㆍⅡ32ㆍⅡ39ㆍⅡ43ㆍⅡ45ㆍⅢ3ㆍⅢ9ㆍⅢ10ㆍⅤ1ㆍⅤ3ㆍⅤ4
ㆍⅤ6ㆍⅤ8ㆍⅤ10ㆍⅤ12ㆍⅤ14ㆍⅤ17ㆍⅤ18ㆍⅤ19ㆍG7ㆍG10ㆍG11ㆍG17ㆍG25ㆍ

67) 위신재의 분류기준은 여타의 묘에서는 거의 출토되지 않는 특수한 기종의 유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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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9ㆍG40ㆍG47ㆍG48ㆍD1호이다.(총 35기)

Ⅲ계층은 유물이 없다. 해당되는 분묘는 64ㆍⅡ31ㆍⅢ1ㆍⅢ2ㆍⅤ2ㆍⅤ13ㆍⅤ15ㆍ
Ⅴ16ㆍG16ㆍG31ㆍG45ㆍD2호이다.(총 12기)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바로 [표 11]이다.

Ⅰ~Ⅲ으로의 계층 분류는 부장유물의 양적ㆍ질적인 기준에 의한 것으로 부장량,
희소성 있는 유물의 획득, 복수부장의 정도를 기준으로 각 유구들을 계층화한 것이
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분묘를 조영할 수 없었던 다수의 기반층이 있었
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계층의 차이는 어떠한 사회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일단, 위신재로 판단되는 유물은 극히 일부의 유구에서만 나타나므로 상위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67호인데, 호형대구를 가진
묘치고는 전체 유물부장량이 3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까? 아마도 이는 Ⅰ계층에 속하는 인물의 직계가족으로생각할 수 있다.
[표 11] 대성동 사회의 계층구분도
Ⅰ계층
27ㆍ60ㆍⅠ13ㆍV11ㆍG12ㆍG23ㆍD3

↓
Ⅱ계층
26ㆍ53ㆍ63ㆍ66ㆍⅠ12ㆍⅡ26ㆍⅡ32ㆍⅡ39ㆍⅡ43ㆍⅡ45ㆍⅢ3ㆍⅢ9ㆍⅢ10ㆍⅤ1ㆍⅤ3ㆍⅤ4ㆍⅤ6ㆍⅤ8ㆍⅤ10
ㆍⅤ12ㆍⅤ14ㆍⅤ17ㆍⅤ18ㆍⅤ19ㆍG7ㆍG10ㆍG11ㆍG17ㆍG25ㆍG39ㆍG40ㆍG47ㆍG48ㆍD1

↓
Ⅲ계층
64ㆍⅡ31ㆍⅢ1ㆍⅢ2ㆍⅤ2ㆍⅤ13ㆍⅤ15ㆍⅤ16ㆍG16ㆍG31ㆍG45ㆍD2

↓
Ⅳ계층68)
묘를 조성할 수 없는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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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위신재는 극히 일부분 나타날 뿐이다. 전체적으로 계층을 분류하
는데 적용 가능한 기준 또한 이러한 위신재의 유무 보다는 주머니호나 복수부장 또
는 전체 유물부장량 등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볼 때, 이시기의 신분을 표현하는
척도가 위신재보다는, 실질적인 생업도구의 양 즉, 다시 말해서 식량생산ㆍ확보 등
에 주안점이 주어진 사회로 볼 수 있다. 즉 이는 이시기의 대성동 목관묘사회가 실
질적인 생산경제를 축으로 이루어진 사회구조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문헌
상에서 나타나는 기사 중 “其俗少綱紀, 國邑雖有主帥, 邑落雜居, 不能善相制御,ㆍㆍ

ㆍㆍㆍㆍ其葬有棺無槨,ㆍㆍㆍㆍ 以瓔珠爲財寶, 域以綴 衣爲飾, 或以縣頸垂耳, 不以
金銀綿繡爲珍.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條)에서 ‘主帥’가 있었으나 읍락에 잡거
하며 서로 제어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부장유물상에서 경제적 차이는 존재하나 주거
나 묘의 조성 등 쌍방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분상에서는 대등한 관계였다는 점을 보
여준다. 즉, 경제적 차이는 있으되, 정치적으로나 무력적으로 불평등한 관계는 아니
라는 점을 증명한다.
또한,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 보이는 기사 중 “戶五天 無大君王 世世邑落 各
有長帥ㆍㆍㆍㆍㆍㆍ沃沮諸邑落渠帥 皆自稱三老.” (三國志 <魏書> 東夷傳 東沃沮
條)에 ‘三老’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는 이 시기의 상위계층이 정치적인 성격이 아닌
사회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는 증거로, 즉, 어떠한 위계화 된 형태가 아닌 관습적으
로 이루어진 형태로 볼 수 있다. 비록 동옥저의 사회상이지만 삼한사회와 비슷한
발전단계에 있다는 전제하에 살펴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계층의 형성은 다양
한 기준과 집단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세계사의 보편적인 형태이
고 현재에도 남아 있는 연령집단(age-group)69)으로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68) Ⅳ계층은 묘를 조성할 수 없었던 계층을 지칭하는 것으로 고고학적으로 이 계층의 존재를 증
명할 수 있는 방법 고민은 다음과제로 넘겨두고자 한다.
69) “아프리카의 여러 사회에서는 인구 전체가 몇 개의 연배(age-set)에 속하고, 이 연배는 연령단
계(age-grade)를 구성한다. 즉 연배란 동일한 성인식을 거친 사람들의 모임으로 구성된 것이
고 연령단계란 이 연배의 구성원이 일생을 통하여 지나가게 되는 지위의 연속체인 것이다.
사회유지에 필요한 책임과 의무 및 권리가 연령단계에 분배되어 있으므로 한 연배가 속한 연
령단계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담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몇 개의 연배들은 전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연령 단계를 지나면 일선에서 은퇴하여 그 사회의 정치나 윤리 등에 관한 일에
자문역할을 담당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로의 연령단계에 들어간다.”
김두철은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연령집단(age-group)을 사용한다. 두 가지 모두 시사하는 바

42

東亞文化 7號

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농ㆍ공구류 사용하는 일차적인 식량생산활동 외에도 어로
행위나 교역에까지 다양하게 영역을 넓혀갔고, 이러한 것을 통해 경제적인 우위를
점하며 대성동 사회에서 상위계층의 지위를 점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이러한 계층들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집단전체의 활동인 식량생산ㆍ확보에 리
더로서 일익을 담당했으며 생업활동과 함께 일시적 내지는 계절적으로 특정의 직업
즉, 어로나 교역활동을 한 수시적 전업자(part-time specialists)로 볼 수 있다.70) 앞에
서 성에 따른 유물의 부장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Ⅱ계층에서는 남ㆍ녀의 비율이 비
슷하지만, Ⅰ계층에서는 7기중 G12호만이 여성의 것으로 상정된다. 이를 통해 여성
도 최상위계층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남성에 비해서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남성 우위의 사회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대성동 목관묘 사회는 이렇게 복합된 사회구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화된 분업의 단계에 미치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면, Ⅰ계층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장악하고, 기본적인 생업활동 뿐만
아니라 어로행위 등을 통한 부차적인 식량생산이 가능하거나, 잉여생산물을 교역하
는 역할로서 교역대상이라든지 교역로 등의 특수한 지식을 가진 엘리트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수시적 전업의 형태로 평소에는 생업활동을 하다 일정한 시기에 어로

ㆍ교역이라는 특수한 직종에 종사하는 계층이다. Ⅱ계층은 Ⅰ계층에 비해서는 하위
계층이지만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생업활동 뿐만 아니라 이차적인 토
기제작, 무기류를 사용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계층으로 볼 수 있다. Ⅲ계층은 사
가 유사하다고 생각되지만, 필자가 생업군의 형성에 관한 내용을 나타내고자 하므로, 연령집
단이라는 용어가 더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후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한상복ㆍ이문웅ㆍ김광억, 문화인류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김두철, 앞의 글, 2000.
70) 전업, 내지는 전문화(specialisation)라는 것은, 특정물자 생산의 집중, 다시 말해서 사회 속의
어떤 사람들이, 특정의 자원이나 기물을 반쯤 배타적 또는 계속적으로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단, 고고학에서는, 그 사람들 이외에, 운송종사자ㆍ신관ㆍ예인ㆍ병사ㆍ관료, 그 위에는 귀족
이나 왕 등, 교통ㆍ종교ㆍ운송ㆍ군사ㆍ통치 등의 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도 포함, 특정의 직
장을 가진 집단이나 계층이, 식료생산에서 거리를 두고 각각의 생산 내지는 서비스를 행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 많다. 그 경우, 식료생산에도 종사하면서 일시적 내지는 계절적으로
특정의 직장에 종사하는 자를 수시적 전업자(part-time specialists), 식료생산에 종사하지 않고
특정의 직장에 전념하는 자를 恒常的 전업자(full-time specialists)로 분류한다.
松木武彦, 앞의 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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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토기나 철기 유물의 부장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계층은 아니었지
만, 묘를 조성할 수 있는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71) 정확히 규모나 형태는 알 수
없지만 묘를 가지지 못한 Ⅲ계층의 하위 계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단지 이러한 계층구조는 정치나 무력에 의해 강제된 것이 아니라 지식이나 부의 축
적에 의해 자연스럽게 분류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대성동 목관묘 집단의 생업과 계층72)에 대해서 파악해 보았다. 하지만 피
장자의 성과 연령 등을 확실히 판별할 수 있는 인골자료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한
계로 남는다. 이런 이유로 가정에 가정을 더한 추론이 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발굴 성과의 증가에 따라 상당수 보완해 갈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대성동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관찰되는 제의에 관해 살펴보면,
환옥류를 매개체로 하는 것은 26ㆍⅠ13ㆍⅡ29ㆍⅡ32ㆍⅡ41호의 5기이다. 먼저 환옥
류는 관내에 부장되는 경우는 피장자를 관에 안치한 후 유물로서의 완성품을 해체
해 피장자의 주검에 흩어놓는 형태로서 주로 3부분으로 나누어 하거나 사방에 산란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형태는 유물로서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여타의
환옥류를 부장한 분묘와 구별되는 것으로 제의의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71) 하와이의 말레쿨라 원주민들의 경우에도 다섯 가지의 연령단계가 있다. ①남자 어린이, ②젊
은 남자, ③중년 남자, ④늙은 남자(회색 머리카락), ⑤아주 늙은 남자(백발)의 5단계로 분류
되는데, 이러한 것은 ‘경험의 축적’이라는 부분에 걸친 바가 크며, 특히, 정치적인 위계화 즉,
전문행정조직이 갖춰지기 전의 경제적 계층화가 주를 이루는 목관묘 사회에 있어서는 대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연령단계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
는 보편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John Layard,의 원논문은 John Layard, Stone Men of Malekula, 1942. 이나 필자는 문화인류
학개론(한상복 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에서 재인용했다.
72) 渡辺芳郞은 중국 신석기시대의 大汶口遺蹟制考에서 묘지자료를 묘지구성요소의 재분류를 통
해 계층적 변이를 살펴보고 있다. 피장자의 사회를 보여 줄 수 있는 요소를 “표현요소”로, 그
렇지 못한 것을 “비표현요소”로 상정하고 이러한 요소 중 대소ㆍ다과ㆍ우열에 의해서 상하관
계의 계층성을 인식할 수 있고 이들의 요소를 “계층화요소”로 그리고 이는 다시 수량에 의해
서 파악되는 “수량적 계층성”과 질의 우열에 의해서 파악되는 “질적 계층성”으로 파악하려 했
고, 변이를 가져 분류가 가능해도 계층성을 인식할 수 없는 요소를 “비계층화요소”로 분류하
여 대문구유적의 계층성을 파악하려 했다.
渡辺芳郞, ｢大汶口遺蹟墓制考-階層的變化を中心として-｣, 史淵 第129輯, 九州大學文學部,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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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묘로 추정되는 Ⅱ29ㆍⅡ41호에서 나타난다는 점이 특이하며 주능선, 주변Ⅰㆍ

Ⅱ지구에서만 보이는 현상이다. 다음으로 편구형단경호의 경우를 살펴보면 27ㆍⅠ
13ㆍⅤ3ㆍⅤ11ㆍⅤ12ㆍG23ㆍG25호의 7기에서 확인되는데, 편구형단경호는 레벨 상
으로는 목관상판의 위쪽, 평면적으로는 목관을 벗어나지 않는 위치에 있다. 편구형
단경호는 묘광에 목관을 안치하고 난 후에 목관 위에 부장하는 형태로 부장관습의
일행위로 볼 것인지 제의의 일양상으로 볼 것인지 애매하지만, 환옥류73)와는 달리
유물자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부장위치가 제의가 행해지는 단계로
설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부장관습의 일행위로 보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능선, 주변 ⅠㆍⅤ, 구지로 지구에서 보인다. 이로 볼
때 주능선과 주변 Ⅰ지구에서는 앞의 두 가지가 모두 확인되고 주변 Ⅱ지구에서는
환옥류를 매개체로 하는 제의만이, 주변 Ⅴ지구와 구지로 분묘군에서는 편구형단경
호의 부장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대성동 목관묘 사회가 다양한 집단으로 복합
되어 있었음을 추정 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이러한 현상은 유물의 부장량이나 조합
과는 상관없는 즉, 경제적인 계층성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언하자면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목관의 장축이 동-서향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등고선과 평행할 경우에도 동-서향을 고집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는 노동력 절감을
위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태양이 목관묘 조영방향 설정plan에 하나의 표시점으로
쓰였거나, 농경사회에서 주로 행해졌던 것처럼 태양에 대한 자연숭배사상에 의한
의도적 행위, 내지는 재생74)의 의미로 동쪽을 향하게 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
각이다. 하지만, 권력의 집중화를 상징하는 공동제의를 상정할 만한 자료는 검출되
지 않는다. 즉, 이 시기의 구성원들의 제의는 어떠한 집단적 틀을 벗어나지 않는 소
규모적인 형태라는 것이다.
73) 대성동 목관묘유적에서 환옥류가 부장된 분묘 중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분묘는 부장관습의
일행위로 파악하였으며 형태를 추정할 수 없도록 사방에 산란한 경우는 제의의 일양상으로
판단한다.
74) 조지프 캠벨(Joseph Campbell)은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들이 생활용품 및 희생제의용 동물들
로 둘러싸인 채 동-서의 축을 향하고 있는 것과 바이칼 호 부근의 말타에서 발견된 네 살짜리
어린 아이의 머리가 동쪽을 향하고 있는 것을 동쪽이 해가 뜨는 곳이고 태양의 재생을 의미
하는 방향이므로 두향이 동쪽을 향한다는 것은 피장자의 재생을 의식하는 무덤방향 설정plan
으로 인식하고 있다.
조지프 캠밸, 신의가면Ⅰ:원시 신화, 까치,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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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관묘 사회의 복원
대성동 목관묘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문헌의 내용과의 검토를 통해 대성동 목관묘
사회의 복원을 시도하도록 하겠다. 먼저, 명칭에 관한 문제인데 이는 문헌적인 내용
을 들어 弁辰狗邪國으로 비정된다.75)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로 농ㆍ공구류를 이용
하여 농업과 목제가공 등을 주로 하고 부가적으로 수렵 등을 주로 행하면서 일부
계층에서는 어로행위와 교역도 행해 졌던 사회이다. 또한 대성동 목관묘 사회는 어
떠한 계층까지는 자유롭게 분묘를 조영하는 것으로 보아서 어떠한 정치적인 위계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주로 성이나 경제적인 차이에 의해서 계층이 구별되는 사회
였을 것이다. 그리고 환옥류의 부장이 계층에 관계없이76) 어느 계층에나 보편화된
것으로 보아 이를 주된 장식품으로 사용하고 또한 그 가공품도 목관묘에서 출토되
는 상황으로 보아 귀걸이ㆍ목걸이ㆍ발찌 등 다양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금

ㆍ은 등은 전혀 출토되지 않는다.77) 또한 유물의 부장양상을 통해 판단한 결과 연
령집단78)의 존재가 상정되며 유물부장의 형태 중 토기가 철기에 비해 부장량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철기의 보급이 토기에 비해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최말기의 목관묘로 상정되는 Ⅰ13호에서는 토기와 철기가 균형적으로 다수 부
장되어 있고, 토기의 경우 기종도 다양할 뿐더러 그 양에 있어서도 대성동목관묘에
서 가장 많은 분묘로 인정된다. 또한 토기의 제작방법에 있어서도 이 단계에 속하
는 묘에서 앞단계에서 보이지 않던 격자타날 된 기종의 토기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다. 이 같은 사실로 보아 Ⅰ13호가 속해있는 단계에 일부 성이나 계층에 의해서 제
작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토기의 공인집단이 출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75) “弁辰 24國의 名稱에 관한 내용” (三國志 <魏書> 東夷傳 弁辰條).
76) 현재 대성동에서 보이는 환옥류의 부장은 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 따
라 큰 차이를 보인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특히 ⅡㆍG지구에서 많이 분포하는 경향이 보
인다. 이것으로 보아 환옥류는 계층보다는 피장자 집단의 성격ㆍ습관 등에 의해 부장되는 대
표적인 유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77) “其俗少綱紀, 國邑雖有主帥, 邑落雜居, 不能善相制御,ㆍㆍㆍㆍㆍㆍ其葬有棺無槨,ㆍㆍㆍㆍ 以
瓔珠爲財寶, 域以綴衣爲飾, 或以縣頸垂耳, 不以金銀綿繡爲珍.”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
傳).
78) 戶五天 無大君王 世世邑落 各有長帥ㆍㆍㆍㆍㆍㆍ沃沮諸邑落渠帥 皆自稱三老. (三國志 <魏
書> 東夷傳 東沃沮條). “三老”라는 名稱이 年齡集團과 직접적으로 相關關係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蓋然性이 있는 部分이 있어 補充資料로 한번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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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토기유물의 집중화를 토기제작자의 분묘로 인정해야 할 요소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목관묘 말기에 보이는 권력 집중의 의미로 해석해야 될지는 모호
하다. 그리고 이러한 토기는 지석묘시기의 재지적 요소를 기반으로 일부 외부의 영
향을 받아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대성동 목관묘 사회의 집단 구성에 관해 살펴보자.
대성동 목관묘는 현재 6지구79)에서 발견 되는데, 墓域의 입지조건에서부터 유물
의 부장양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인다. 아래 [표 12]는 이러
한 점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유구조성영역과 유물부장영역에서의 비교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목관
묘의 경우 유구조성영역에서는 집단내의 型式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은 반면에, 유물부장영역에서는 피장자의 계층이나 신분 또는 속해 있는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비교적 많기 때문이다. 유구조성영역
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은 장축방향과 이격거리ㆍ후대유구의 중복ㆍ소아묘의
유무 등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대부분의 목관묘가 그렇듯이 대성동에서도 목관
묘 주축방향은 동-서를 향해 있다. 이는 묘 조성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이면서, 가장
강한 규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성동에서는 그러한 주축방향 설정이
잘 지켜지는 편이지만 예외적으로 Ⅱ지구에서 3기(38%), D지구에서 1기(33%)는 주
축방향이 남-북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노동력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두 지구 모두 평지에 조성된 점에서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
다. B.C4~1C에 이르는 중부지방의 적석목관묘의 주축방향이 대개 남-북으로 설정된
것이 다수인 것과 연결될 가능성이 상정된다. 다음으로 유구간의 이격거리의 차이
다. 주능선ㆍⅠㆍⅡ지구의 유구들은 각각의 이격거리가 근거리로서 특히, 주능선ㆍ

Ⅱ지구는 거의 맞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조성되어 있는 경우도 관찰된다. 하지만
ⅢㆍⅤㆍ구지로지구는 유구 각각의 거리가 상당한 여유를 보일 만큼 떨어져 있다.

79) 지구구분이라는 것 자체가 당시 발굴자의 계획에 의한 표본적ㆍ작위적인 경향이 있지만, 주
능선을 경계로 구획되고, 지구간에 유구배치나 조영단계 또는 유물부장단계 상에서 차이가
인지되므로, 현재 발굴성과 그대로 지구 구분을 해도 무리는 없다고 본다. 부분 발굴이 아니
라 전면 발굴이 되면 좀 더 세분화된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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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대성동 지구별 비교분석80)
주능선지구

Ⅰ지구

Ⅱ지구

ⅢㆍⅤ지구

구지로지구

D지구

유구수

8

2

8

21

14

3

해당단계

1~3단계

3단계

ㆍ

1~3단계

2~3단계

3단계

유
구

입지조건

구릉

평지

평지

평지

구릉

평지

장축방향

동-서

동-서

혼합

동-서

동-서

혼합

조
성

유구간 이격거리

근거리

근거리

근거리

원거리

원거리

?

후대유구의
중복

○

○

○

×

○

×

소아묘

0

0

2

0

0

0

보강토 판축경향

○

×

×

○

○

×

보강석유무

○

×

○

○

○

○

철기부장
(부장유구/
총유구)

5/8(63%)

2/2(100%)

4/8(50%)

7/21(66%)

8/14(57%)

2/3(66%)

토기부장
(부장유구/
총유구)

5/8(63%)

2/2(100%)

2/8(25%)

9/21(43%)

6/14(43%)

1/3(33%)

부
장

환옥부장
(부장유구/
총유구)

2/8(25%)

1/2(50%)

6/8(75%)

1/21(5%)

7/14(50%)

0/3(0%)

영
역

편구형단경호
부장행위

○

○

×

○

○

×

소옹 부장

×

×

×

×

○

×

특이유물

지석, 집게,
낚시바늘
호형대구

대부조합우각
형삼파수부호

ㆍ

방추차

영
역

유
물

방추차, 철대. 철환, 동과,
청동천
동경

특히, 이 두지구의 유구들은 열상으로 느껴질 만큼 정돈된 느낌을 주는 반면 나
머지 지구는 그러한 정형성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ⅢㆍⅤㆍ구지로지구의 묘역을
사용하는 집단 내에서 묘역구획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후대유구와의 중복관계이다. 대성동은 삼국시대까지의 분묘가 혼재되어 있는 유적
이다. 한정된 공간에서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인 묘역의 조성은 여러 가지 이유81)로
80) 표는 前述한 특징들을 각 지구별로 명료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 정리한 것이며 각 지구의
조영 플랜의 비교를 위한 것임을 명기해 둔다.
81) 여기서 상정되는 점은 기본적으로 한정된 시기에 무계획적으로 유구를 조성하다 생기는 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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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상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구에서 후대의 목곽묘
나 석곽묘에 의해 중복되는 경우가 관찰된다. 이는 목곽묘단계에서의 묘역 부족현
상을 타개하는 수단으로써 중복조영을 하거나 아니면, 목관묘단계를 부정하는 의미
에서 훼손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ⅢㆍⅤ지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묘역 대부분이 목관묘만으로 조영되어 있으며, 서
쪽 끝단부에만 그것도 상당거리가 떨어져 목곽묘가 몇 기 조성될 뿐이다. 이는 어
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왜 이 지구에서는 유구의 밀집도가 다른 곳에 비해서 이렇
게 떨어지는 것일까? 필자는 이에 대한 판단을 위치에 따른 차이로 생각하고 싶다.
즉 첫째, 이 지역은 해반천과 가까운 지점으로 범람의 위험이 항상 내포되어 있어
묘를 쓰기에 적당치 않다고 생각했을 가능성, 둘째, 태양과의 상관여부로 구릉의 서
쪽은 동쪽에 비해 해가 잘 들지 않는 지역이다. 목곽묘의 중심묘역이 구릉정상부에
위치되어 있다는 것은 높은 곳, 사방을 우러러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태양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의미에서 목곽묘를 굳이 구릉의 동쪽면에 집중 조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ⅢㆍⅤ지구를 구성하고 있던 집단이 후대의 목곽묘 집단과 우호적인 관
계에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쨌거나, 이러한 측면에서 ⅢㆍⅤ지구는
여타의 지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소아묘는 현재 Ⅱ지구에서만 확인되는데, 이는 사
회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직계가족을 통한 경제

ㆍ사회적인 우월성의 과시는 앞 시기 지석묘의 발전단계와는 구별되는 사회임을 여
실히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 있다.82) 그리고 Ⅱ지구에서만 유일하게 유물부장량이
상당한 Ⅰ계층의 묘가 확인되지 않는데 이러한 후장의 소아묘의 존재는 이 지구에
서도 다른 지구에 못지않는 Ⅰ계층의 묘가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케 한다. 또

의 부족현상뿐만 아니라, 시기에 따른 선대와 그 뒤를 잇는 시기의 구성원의 관계가 호의적인
가, 그렇지 않은가 등의 요인을 상정할 수 있다. 필자는 상황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복을 파괴
적인 행위로 보고자 한다.
82) 高橋龍三郞은 보통, 호화로운 부장품을 가진 소아의 묘가 있으면 계층화사회의 세습제를 의
미한다고 생각해 首長制 내지 국가레벨의 사회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많은 의견에 대
해, 민족학적 사례를 근거로 그러한 부장품을 가진 소아묘들은 트랜스에갈리타리안
(transegalitarian)사회 속에서 출현하고, 거기에는 사회경제적인 계층화, 주거의 계층화를 포함
하고 있는 사회로 설정하고 있다.
高橋龍三郞, ｢總論:村落と社會の考古學｣, 村落と社會の考古學 現代の考古學6, 朝倉書店,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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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성동 목관묘의 중심권역이 이 주변 즉, 대성아파트와 Ⅱ지구 사이에 있을 가능
성이 크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요인으로 상정해도 무리는 없을 듯하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6개 지구는 하나의 통일된 묘역이나 묘의 조영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 지구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이한 집단의 묘역으
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차이가 심하게 나는 Ⅱ지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집단들은 비슷한 양식을 가진 것으로 판단해도 무리는 없다. Ⅱ지구는 주축
방향에서 다른 집단들과 이질적인 면을 보이고 소아묘의 존재에 있어서도 여타의
집단들과 다른 면모를 보이는 점에서 이를 구성한 집단구성원들이 다소 이질적인
출자나 성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면, 대성동 목관묘시기의 사회구조는
몇 개의 집단이 잡거하지만 목관묘끼리의 중복이나 일체의 훼손행위가 나타나지 않
는 것으로 보아 평화적인 잡거로 볼 수 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Ⅰ계층의 묘는 확
인되지 않았으나 후장된 소아묘의 존재와 후대 유구에 의해 중복상태가 많다는 점
으로 보아 중심 지구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부터는, 유물부장영역에서의 각 지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유물부장은 물론,
집단자체의 공공적인 규제나 전통에 의해 행해지는 것도 있으나 유구의 조성영역보
다는 조금은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살
펴보면, 먼저 철기의 부장은 전체 평균인 50%(28/56)에 모든 지구가 다 초과하는 비
율을 보이는 반면, 토기의 부장은 전체 평균인 45%(25/56)을 넘는 지구는 주능선ㆍ

Ⅰ지구이고, ⅢㆍⅤㆍ구지로지구는 거의 근접한 43%의 비율을 보이지만, Ⅱ(25%)ㆍ
D(33%)지구는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비율을 보인다. 또한, 환옥의 부장량을 살펴
보면 전체 평균이 32%이지만, ⅠㆍⅡㆍ구지로지구는 평균을 초과하고, 주능선 지구
는 근접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ⅢㆍⅤㆍD지구는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보인다. 또한
소옹은 모두 구지로지구에서만 출토되고 있다. 유물 부장 형태에 있어서도 각 지구
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각 집단마다의 개성적인 부분의 표출로 보아야 할 것
이다. 즉 각 집단은 목관묘 사회형성 초기부터 어떤 식으로든지 교감을 가지며 공
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했던 세력으로 볼 수 있다. 대성동 목관묘 사회는 이렇게
여러 집단83)이 공동생활을 영위했지만, 각 집단 나름의 특수성을 일부 유지하고 있

83) 이러한 부족이 혈연으로 이루어진 집단인지 다른 어떠한 요소로 통합된 집단인지는 인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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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사회로 볼 수 있다.
공간분석적인 면에서 볼 때, 대성동 사회는 생활구역과 묘역과의 공간분할이 잘
행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海畔川을 기준으로 동쪽은 묘역형성을 위한 공간, 서쪽
은 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방이 경령산ㆍ분성산ㆍ함박산ㆍ임
호산 등의 산과 남쪽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외부 방어시설 등은
필요하지 않았고, 바다와 해안을 이용한 교역과 어떤 집단의 이주 등으로 인해 상당
히 개방적인 사회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자연환경은 어느 시기까지 대성
동 집단이 커다란 변화 없이 재지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이러한 재지문화를 기반으
로 외부문화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바다를 이
용한 교역에 관계된 지역은 봉황대 주변이 아니었을까하는 추정이 가능하다. ([도면
7] 참조)
또한 묘역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대성동 중심부로 갈수록 유구의 밀집도가
현저히 높아져 상당히 복잡한 중복현상을 보이고, 시기도 중앙부로 갈수록 후대의
유구라는 점 등이다. 그리고 현재 대성동유적에서 보이지 않는 B.C 2C ~ A.D. 1C
후반까지의 분묘는 이러한 양상으로 보아 대성동 주변과 지석묘사이의 공간에 배치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분묘간의 배치상태도 이후의 묘역 보다는 여유가 있
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목관묘 중심묘역은 Ⅱ지구와 대성아파트의 공간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도면 1ㆍ2] 참조)
대성동 목관묘집단의 사회단위는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84) 이 시기는 주위 다
른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쓰였던 용어인 “邑落”의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대성동 목관묘 집단의 종말기인 2C 말에는 변진구야국이라는 “소국”단계를 형성해

검출되지 않고, 부장유물에서도 이러한 점을 관찰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의 증
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84) 邑落有豪民 民下戶皆爲奴僕 (三國志 <魏書> 東夷傳 夫餘條).
其民喜歌舞 國中邑落 暮夜男女群聚 相就歌舞 (三國志 <魏書> 東夷傳 高句麗條).
建安中 公孫康出軍擊之 破其國 焚燒邑落(三國志 <魏書> 東夷傳 高句麗條).

戶五天 無大君王 世世邑落 各有長帥ㆍㆍㆍㆍㆍㆍ沃沮諸邑落渠帥 皆自稱三老.(三國志<魏
書> 東夷傳 東沃沮條).
無大君長 邑落各有大人 虎山林之間.(三國志 <魏書> 東夷傳 挹婁條).
其邑落相侵犯 輒相罰責生口牛馬 名之爲責禍 (三國志 <魏書> 東夷傳 濊傳).
廉斯鑡爲辰韓右渠帥 聞樂浪土地美 人民饒樂 亡欲來降 出其邑落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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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읍락”은 대성동 목관묘 사회의
경우, 출자나 그 외에 다양한 관점에서 미세한 차이점을 가진 몇 개의 ‘집단’의 결합
단위였고, 변진구야국은 이러한 “읍락”이 결집된 단위가 “소국”이었을 것으로 보인
다.85) 그리고 대성동 목관묘 사회는 앞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소국에서의 중심읍락
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86) 또한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소국은 정
치적으로 지배ㆍ피지배 관계가 아닌 경제적인 차이에 의해 계층화가 자연스럽게 진
행되어 가는 단계로 보이며, 소국들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연맹체를 이루었다기 보
다는 교역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경제적 관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
다.
그리고 이 시기에 대한 성격을 규정한 글에서 신경철은 다호리 제1호 묘가 집단
내의 계층적 질서내의 정점에 위치한 인물임은 분명하나, 일반 대중과의 정치적인
엄격한 지배ㆍ피지배관계가 명백히 성립되지 않다는 고고학적인 결과를 문헌의 “國
邑有主帥 邑落雜居 不能善相制御”(三國志 <魏書> 韓傳)라는 기사와 비교해 계층
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엄격한 정치적 지배ㆍ피지배 질서 성립까지 도달하지
못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무렵의 사회까지는 삼한의 사회가 “國의 時代”이지
결코 “國家의 時代”가 아님을 고고학적 자료의 조작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는 의
견을 제시했다.87) 이재현도 여기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덧붙여 아직까지 국
읍의 主帥는 지도자적인 성격이 강하고, 일반대중과 분리되어 배타적인 권력과 지
위를 갖는 통치자의 면모는 갖추지 못하였다고 해석했다.88) 필자의 의견도 전술한
의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성동 목관묘사회의 경우에도 각 계층의 부장유물이
질적ㆍ양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Ⅰ계층의 묘가 특수한 묘역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계층의 묘와 혼재해 있는 것으로 보아 개인적인 부의 차이는 존재
하나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계층화의 존재는 상정되지 않는다. 즉 경제적인 차이에

85) 이러한 ‘小國’은 聯盟共同體일 가능성이 있는데, 목관묘시대의 이들 읍락들은 종속적인 관계
가 아니라 대등적인 관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86) 聚落分布 정형을 중심으로 三韓 小國 形成過程을 검토한 연구가 있다.
李熙濬, ｢삼한 소국 형성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의 틀- 취락 분포 정형을 중심으로-｣, 韓
國考古學會 43輯, 韓國考古學會, 2000.
87) 申敬澈, 앞의 글, 1995a.
88) 李在賢, 앞의 글, 20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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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자연적인 계층화가 이루어진 사회였지 정치적인 서열화, 즉 인위적ㆍ작위적
인 계층체계가 이루어진 사회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한 생업경제를 통한 부의 축
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교역을 담당한 엘리트계층의 존재가 생겨났
고 어느 정도 계층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생활경제에서도 생업과 교역이라는 이
원적인 사회로 계층화에서도 연령과 경제적 우위라는 이원적인 형태의 복합된 사회
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국의 리더는 연령과 경제력에서 우위를 가지는 형태의
신분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대성동의 경우, 주위의 목관묘 사회와 비교해 분묘의 기
수, 묘역, 입지, 부장량, 부장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변진구야국의 國邑으로
서의 기능을 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4. 목관묘에서 목곽묘로
먼저 영남지역의 목관묘에서 목곽묘로의 변화의 의의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신경철은 곽의 출현을 사회구조의 계층화가 현저하게 심화되었음
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성립의 최초의 징조를 보이는 적극적인 증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또 하나 목곽묘단계에서의 엄격한 묘역분리를 지적했다.89) 또 이
재현은 우선, 목곽묘를 영남지역의 독자성으로 해석했고, 이는 계급발생의 구체적
징표이며 이것이 출현하는 2C 중ㆍ후반대는 국가형성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시기라
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90) 필자의 의견도 이러한 선행연구의 軌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대성동유적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 자체가 어떠한 한 유적에 입안된 것이 아니라 영남지역 대부분을 아우르
는 부분이 있으므로, 필자는 영남지역 목관묘의 보편성이 대성동유적에도 어떻게
대입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성동유적만의 지역성91)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

89) 申敬澈, 앞의 글, 1995a.
91) 李在賢, 앞의 글, 2003a.
91) 지역성이라는 용어에 관해 戶澤充則이 명쾌하게 지정해놓은 것이 있어 용어설명을 이글로 대
신한다. “지역성ㆍ지방색ㆍ지역차라고 하는 세 개의 용어는, 단순히 영어로 전환하면, 모두
로컬(local)ㆍ컬러(color)라고 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용어가 가진 의미의 차이는 극히 미묘하다
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에 있어서 지역성이라는 단어에 구애되는
것은, 그 용어가 내포하는 것이 어느 고고사상이 가진 일정지역에 있어서 널리 퍼짐을 제시하
것은 그저 간단히 지리적ㆍ공간적인 차이로서 만이 아니라 인간의 문화와 그것을 따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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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방법론적인 부분으로 현재 대성동 최말기 목관묘인 Ⅰ13호
와 초현기의 목곽묘로 상정되는 45호92)를 비교해보는 것으로 이를 검토하고자 한
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13]이다.
[표 13] Ⅰ13호 목관묘와 45호 목곽묘 비교
호수

규모(cm)

토기

철기

기타

시기

Ⅰ13호

263×109×81

주머니호1, 短頸壺1,
組合牛角形 把手附壺2,
臺附組合牛角形 把手附壺1,
兩瘤附壺1

鐵鏃, 鐵鉾1, 鍛造鐵斧2,
鐵鎌1

琉璃製 丸玉

기원후
2세기 초

45호

750×475×91

軟質甕1, 短頸壺6,
爐形土器5

鐵鏃24, 鐵槍4, 鐵鉾4,
環頭大刀1, 鍛造鐵斧1,
보습2, 따비1, 棒狀鐵斧3

切子玉1

기원후
3세기 초

위의 표에서 보듯이 목관묘와 목곽묘의 부장형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규모
는 길이가 3배, 너비가 4배 더 커졌지만, 깊이는 거의 변화가 없다. 유물은 전체적으
로 부장량은 늘어났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토기의 경우 종류는 Ⅰ13호는 다섯
기종에 전체 부장량은 6점이다. 이에 반해 45호는 세 기종에 전체 부장량은 12점으
로 2배 정도 늘어난 셈이다. 게다가 45호가 온존한 상태가 아니라 도굴과 후대의 분
묘에 의해 파괴된 상태라 전체 부장량은 최소한 2배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
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동일 기종의 부장량이 늘어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전문적
인 토기공인집단을 상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다양한 기종의 소량생산
이 아닌, 몇 개의 선정된 기종을 대량생산하는 방식으로 체계가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토기생산이 전문화ㆍ분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생업활동을 겸하면서 필요에 따라 토기를 제작하는 자급자족 내지는 가내제작
이라는 수시적 전업자라는 개념에서, 생업활동의 의무가 대폭 감소되고 집단전체의
는 지역의 역사적 특질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있다. 따라서 그 때문에 고고
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지역의 역사서술을 하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고 이해하고 싶다.”
戶澤充則, ｢1.總論 -考古學にあける地域性｣, 文化と地域性 日本考古學5, 岩波書店.
92) 이는 발굴자의 편년을 따른 것임을 명기해둔다.
경성대학교박물관, 앞의 글, 20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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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필요에 따라 전문적으로 토기생산을 담당한 공인집단의 존재 즉, 항상적 전
업자라는 개념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혹은 자급자족의 형태에서 외부수주
의 형태로의 변화상을 상정할 수 있다. 이것은 목관묘 시기까지는 특수한 소수의
집단에 의해 필요에 따라 소량의 토기생산이 이루어 졌다면, 이후 목곽묘 시기에서
는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 틀을 대량생산하는 어떠한 공인집단이 존재했음을 시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확실한 직업의 분화를 의미하며 정치적 계층화의
단서로 판단할 수 있다.93) 또한 철기도 많은 변화가 발견되는데 먼저 무기류의 부
장량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무기류 중에서 철창ㆍ환두대도 등은 수렵이라는 일차적
인 목적보다는 주변의 집단들과의 전쟁이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력행사이라는 이
차적인 목적에 더 적합한 기종들로 판단된다. 이것은 이전의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어떠한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위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집
단이나 개인간에도 군사적인 무력이 이 시기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혀 가고 있음
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그리고 농구류의 경우 부장량은 그다지 늘어나지 않지만 질
적인 면에서 목관묘에서 보이는 농구류에 비해 기술적인 진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농업에서 도구의 효율성이 높아짐을 의미하고 이는 곧 생산력의 일정 진보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산성의 확대는 여잉생산의 양을 더욱 늘어나게 하였
고, 이는 교역ㆍ전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다음으로 45
호 목곽묘에서 눈에 띄는 것이 봉상철부인데, 이것은 판상철부와 비슷한 형태이나
판상철부보다는 소형이며 실용품이라기 보다는 교역품 형태로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이러한 고고학적인 자료검토를 통해서 상정되는 대성동 사회에서 묘제의 변
화 동인은 기본적으로 생산력의 진보로 인한 여잉생산과 이를 교역으로 이익을 취
하는 엘리트집단의 정치적인 계층화의 움직임, 거기에 전문적인 공인집단의 출현
등을 꼽을 수 있다. 즉 전시기 교역을 장악하여 경제적인 부의 집중화를 이룬 엘리

93) 이성주는 와질토기의 일부 기종은 부장품으로 쓰기 위해 적어도 반전문가에 의해 생산되었으
며, 신식와질토기단계에는 대부분의 와질토기도 전업적인 생산시스템에 의해 생산되었을 가
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李盛周, ｢原三國時代 土器의 類型, 系譜, 編年, 生産體制｣, 韓國古代史論叢 2, 駕落國史蹟開
發硏究院, 1991.
――――, ｢弁ㆍ辰韓地域 土器 生産技術의 形成과 移動｣, 弁ㆍ辰韓의 世界, 第2回 釜山廣域
市立博物館福泉分館學術發表會, 釜山廣域市立博物館福泉分館, 199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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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집단이 목곽묘시기에 이르러 정치적인 계층화를 시도하고 있는 시기로 판단된다.
또한, 목곽묘시기의 교역집단이나 공인집단은 전시기의 목관묘시기의 수시적 전업
자가 아닌 항상적 전업자의 형태를 띠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의 엘리트
집단은 교역과 무력이라는 경제ㆍ군사적인 힘을 배경으로 목관묘시기의 경제적인
불평등ㆍ사회적인 평등 관계를 목곽묘시기의 경제적인 불평등ㆍ사회적인 불평등
관계로 정립해 나가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전환기로 볼 수 있다. 평등
사회에서 불평등사회로의 변화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대성동 목관묘 최말기와 목곽
묘의 최초기인 2C 후반의 대성동 사회는 트랜스에갈리테리안사회(transegalitarian
society)94) 즉 과도기로 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 사회로 판단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94) 트랜스에갈리테리안사회(transegalitarian society)라는 용어는 제창자인 클라크와 블레이크, 헤
이덴들의 정의에 따르면, 평등사회와 정치적 계층화사회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과도적
인 사회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근년에 평등사회에서 수장제에 향하는 진화과정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헤이덴을 시작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의 복합화나 불평등의 원천에 풍부한 식
량생산과 여잉생산을 자랑하는 공동체 속에서, 야심적인 리더가 등장해서 다양한 수단을 통
해서 그의 개인적인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복합성, 불평등 사회
가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헤이덴은 사회ㆍ경제적인 불평등의 발전을 풍부한 식료자원과 여잉
생산에 결부시키고 있는 점에서 최초의 불평등이 자원부족이나 인구압의 증가 등에 기원한
다고 생각하는 다른 연구자들과 대조적인 입장에 서 있다. 또한 헤이덴은 이러한 트랜스에갈
리테리안사회를 Despot 공동체→ Reciprocator 공동체→ Entrepreneur 공동체의 3단계로 구분
하면서 각 공동체의 고고학적 측면을 정리해 놓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Despot사회의
고고학적 측면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동체가 된다. 현저한 전쟁의 흔적, 주거나 묘의 부장
품 등에 대개 차이가 보여지지 않는 것, 생산의 여잉이 적은 것, 식료를 경쟁적인 제사에 사
용하는 것이 적은 것으로 수렵채집민 사회나 단순한 원경민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구조로
파악했다. Reciprocator사회의 고고학적 측면은 합동 집단용의 대형건물이 제사용 시설로서
이용된다. 교환범위의 확대에 동반한 위신재의 획득, 묘의 부장품으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자식성장의 지불과 관련한 것으로, 만일 리더의 자식이 많은 부를 투자되고, 어려서 죽은 경
우에는, 부에 상응하듯이 호화로운 묘의 부장품이 동반될 것으로 생각된다. Entrepreneur 사회
에서는 엘리트와 비엘리트의 구별이 현저하게 되고, 가손에 의한 부의 편재나 엘리트의 세습
에 향한 사회적 기반이 서서히 정해지고 있는 자세를 보인다.
高橋龍三郞, 앞의 글, 2001.
필자는 2세기 후반대에서 3세기 초반대의 대성동유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 헤
이덴의 이 트랜스에갈리테리안사회(transegalitarian society)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격변기의 개념을 포함할 수 있는 용어로 생각된다. 특히, 이 시기의 대성동유적은
Reciprocator 사회와 Entrepreneur사회 중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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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본고에서는 삼한시대 목관묘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광역적으로 행해지는 경향에
대해 김해 대성동 목관묘라는 단일 유적만을 대상으로 대성동 목관묘 사회를 복원
해 보고, 그러한 사회가 선행연구들에 나타나는 목관묘시기의 보편성을 얼마만큼
적용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대성동 목관묘유적의 입지와 자연환경을 먼저 살펴보고 각 지구의 입지에
대해 알아 보았고, 기존연구에서 추출되어 활용되었던 속성에 필자가 자료정리를
하면서 추출하였던 속성들을 부가하여 각각의 목관묘들과 부장유물들을 검토하였
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유물의 편년작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상대편년의 결과
현재 발굴된 대성동 목관묘의 시기는 1C 4/4분기에서 2C 2/4분기의 비교적 짧은 기
간에 해당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자료 활용에 있어 각 분묘간의
수평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다음으로 자료 분석을 통해서 대성동 목관묘 사회를 복원하려 하였다. 그에 대한
순서로 목관묘의 계보와 목관묘 사회의 구성원들의 성격과 사회 구조, 나아가 이러
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여 목곽묘사회로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대성동 목관묘는 지석묘사회와는 이질적인 한국식동검문화와 함께 전래된 것으로
보지만, 재지적인 지석묘사회와 일정부분 교감을 가지며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견해
를 제시하였다. 또한 목관묘의 유물 출토상황을 근거로 판단하면, 일차적인 생산에
있어서는 남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함께 했지만, 이차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성
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았다. 즉, 여성은 일차적인 생산에 의해 확보된 식량을 가공

ㆍ저장하는 토기의 제작과 토기를 이용한 식량가공과 방추차를 이용한 직물생산 등
에 종사하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뛰어난 근력이나 담력으로 무기류를 이용한 사회
질서유지나 전쟁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직업전문화 내지는
분업의 형태라기 보다는 일차적인 식량생산에 종사하면서 필요에 따라 이차적인 활
동을 하는 수시적 전업자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유물의
질적ㆍ양적 차이를 종합해서 3계층으로 구분했으며 이러한 계층의 차이는 경제적
으로 자연스럽게 구분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이 사회가 연령집단으
로 형성된 연령계서제(年齡階序制)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金海 大成洞遺蹟의 木棺墓 硏究

57

유구조성영역과 유물부장영역으로 구분하여 현재 나뉘어진 지구들의 비교ㆍ분석을
통해 서로 다른 몇 개의 부족으로 대성동 목관묘 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상
정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주변 Ⅱ지구는 다른 지구들에 비해 그 상이함의 정도
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장 이질적인 존재로 구별했다. 즉 다양한 문화요소를
가진 세력들이 혼재하였던 사회로 생각되며 그 구조 또한 문화요소 만큼이나 다양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묘의 중복 내지는 훼손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러한 다양한 집단이 평화적인 잡거를 이루로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
러한 대성동 목관묘 시기는 토기제작은 항상적ㆍ전업적인 형태가 아니라 생업활동
을 하며 필요에 따라 소량생산하는 수시적 전업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잉여생산을
바탕으로 교역을 담당하는 엘리트집단이 존재했고 그에 따라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
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목관묘 최말기와 목곽묘 최초기
를 거쳐 일변하는데, 그러한 엘리트집단이 교역이나 전쟁수행 등을 통한 경제적인
부의 차이는 더욱 양극화되어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인 계층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
었다. 그리고 순환적인 구조로 이러한 정치적인 계층화와 더불어 교역이 더더욱 활
발해지는 형태를 보였다. 또한 토기의 대량생산을 담당한 전업적인 공인 집단의 존
재도 상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통해 이 시기를 일종의 과도기 내지는 전
환기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현재 발굴조사된 목관묘 자료를 바탕으로 영남지역의 변ㆍ
진한사회의 보편적인 양상과 발전과정의 규명에 집중한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그
에 비해 목관묘 단위유적에 관한 상세한 고찰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단위유적
에 대한 것은 발굴조사보고서의 사실기술에만 그치는 경향이 있었다. 필자는 이점
에 유의하여 대성동 목관묘유적만을 대상으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영남지역 변ㆍ진
한사회의 보편적인 모습과 발전과정이 단위유적에서는 어떠한 모습과 발전과정으
로 나타나는지, 또한 단위유적만의 개성은 어떤 식으로 도출되는지 등을 살펴보았
다. 다만 이러한 단위유적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유적간의
지역성의 요소를 뽑아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추후 자료의 확충과 단위유적의
상세한 연구결과들이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대성동 목관묘 유적만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지만, 후행하는 묘제의
상세한 검토와 비교를 통해 대성동유적의 공시적ㆍ통시적인 변화상을 규명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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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원고투고일자 2009년 11월 21일
원고심사완료 2009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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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Wooden Burial of Daeseong-dong in
Gimhae

The previous study on the wooden burial of Three Hans shows the tendency
focusing on many sites. So in this thesis, I try to restore the society of wooden burial
as singular site and apply the wooden burial's universality exposed in the previous
study to this society.
I constitute the chronology from the wooden burials excavated, analyze the
constructing process and restore this society. Further more I try to discover the origin
of the wooden burial in Daeseong-dong connected with Gimhae.
The wooden burials excavated in Daeseong-dong was constructed between 1C 4/4
and 2C 4/4. These are divided with 3 phases. As a result analyzing the location of
the wooden burials, I discover that the power of District Ⅲ, Ⅴ and D moved to
District Ⅰafter District Gujiro. As phase Ⅰ goes to phase Ⅲ, the wooden burials with
many remains fell off. From this aspect, I understand that the power is concentrated
on a few leaders.
This society of Daeseong-dong was diffused along with Korean Bronze Dagger
culture that was different from the dolmen. A culture of the wooden burial was not
different from dolmen but they were influenced together.
Moreover analyzing remains, I think that society members can't be divided into
men and women in first production but different in second life. In other words
women make potteries for food's process, storage and produce clothes making use of
spindle but men maintain a public order and make a war using arms with muscular
power and courage. But I think that members are temporary specialists acting
secondarily as well as producing food rather than division of labor.
The difference of remains in quality and quantity is synthesized and three classes
is classified. This stratified disparity is economically divided, the society is forme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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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group. I sort fields constructing relics and burying remains and this society is
organized as several groups. Area Ⅱ is most distinctive of groups.
This aspect is changed between closing and beginning time of wooden burials. The
difference of economic wealth is very bipolar through trade and warfare of first class,
the political stratification based on this is progressed. The circulated formation, not
only this political stratification but also trade is more vigorous. I suggest that
Daeseong-dong society of last 2C underwent a transitional period from this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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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海大成洞木棺墓研究

目前为止，木棺墓阶段的木椁墓的研究成果仍不是很多，大部分是对各遗址没有进
行文化复原，仅以发表个别内容的报告书的的形式研究，笔者正式基于这种认识，通
过金海大成洞遗址中木棺墓资料的分析研究试图来复原这一时期本地区的社会模式。
现在本地区发掘的木棺墓的的资料已经进行了系统的编年整理，并通过对遗址、遗
迹和遗物中木椁墓的修建进行分析研究来复原当时的木棺墓社会，来寻找以前金海地
区与大成洞木棺墓相联系的木棺墓系统。
大成洞的木棺墓可以分为3个阶段，通过观察我们发现各个地区在修建木棺墓时都
具有连续性，主要力量的变化表现为：周边的III区、V区—龟旨路地区—周边I地区，1
至3阶段越来越多的其他形式墓葬出现并带有大量随葬品，而木棺墓的数量却减少，表
明木棺墓时代初期领导的权力被分割（社会成员相对较为平等）；木棺墓时代末期出
现了权力向少数领导手中集中的现象（社会阶层出现了分化）。
而且以前本地的支石墓（石棚）由于外部因素的影响消失，出现的新的墓葬形制。
然而消失的支石墓文化曾经的繁荣也影响了本地接受其他文化的时间，和现在社会一
样的特征一定也存在于木棺墓社会。
当时基本的生产活动包括农业和手工业，最初的粮食生产大家不分男女共同承担，
其次关于粮食的加工和储存等活动由女性承担，而狩猎战争及维持社会平衡等活动可
能由男性承担。几个集团相互杂居，可能与周边地区其他集团存在着不同之处。遗物
中陪葬品在各个地区之间存在着一定的差异，各个集团自身的特殊性又维持着集团内
部的社会。
这样的社会单位，文献用“邑落”来假定，大成洞木棺墓社会正处于“邑落”形成的小国
家阶段。而且这样的小国家阶段由于经济的差异其内部被分成不同的阶层。
这一时期可能出现了专业化和职业化的专门工人集团，前者是随时的从业人员，后
者是经常的职业人员。随葬铁器中武器的数量增加，尤其是铁矛、环首大刀等比起作
为狩猎工具来更应该具有作为战争或者维持社会治安等的特点，而这些可以作为判断
埋葬的个人或者集团间军事武力的重要要素。这个时期是从经济的阶层化向政治的阶
层化集团转换的过程。
因此，推测2世纪后半叶大成洞的木棺墓社会可能正处于这一过渡时期而且出现了
各种变化的迹象。

80

東亞文化 7號

金海 大成洞 木棺墓 硏究

今までに木棺墓は木槨墓に比べ硏究の成果が蓄積されておらず、また各々の遺跡
の文化復元を考慮せず、個別的な事實だけを公表する形の硏究が殆んどである。筆

者はこのような点に着目し、金海大成洞遺跡の中で特に、木棺墓の資料だけを對象
とし、分析․檢討し、その時期の社會の姿を復元しようと試みた。

現在まで發掘された木棺墓を資料化して、編年を整理し、遺跡․遺構․遺物から
觀察される木棺墓の造營プランを比較分析して木棺墓社會を復元し、さらに以前の
時期の金海地域で造営された墓制と関連させ大成洞木棺墓の系譜を明らかにするこ
を試みた。

大成洞の木棺墓は3段階に區分される。紀元1世紀の4/4～紀元2世紀の2/4に各々の
地區別に造營された時期の持續性という觀點から見通した結果、主稜線、周邊Ⅲ․
Ⅴ地區、D地區→龜地路地區→周邊Ⅰ地區に勢力の主體が變化する。1→3段階になり
つつ量的には他墓に優越な副葬遺物を持つ木棺墓の数が減少することから、初期は

多數のリーダーに分割された權力が木棺墓時代の末期になって小數のリーダーに集
中する現象が見られる。
その上、以前の在地的な墓制の支石墓とは斷絶された外部の影響によって造営さ
れた新しい墓制と見ることができる。しかし、旣存の支石墓文化を絶滅しながら發

達したと言うよりはお互い一定の部分については影響を取り交わしながら、現在のよ
うな木棺墓社會に定着していたと見るのが正しいと思われる。

基本的な生業活動、つまり、農․工具類を使用した一次的な食量生産という領域
からは性による 區分はなく共同で分擔したが、二次的な部分からは食量の加工․貯

藏ための諸行爲については女性の可能性、狩獵․戰爭隨行․秩序維持等の行爲は男
性の仕事である可能性が提起される。いくつかの單位集團が雜居しているが、その
中で周邊Ⅱ地區の集團については他の集團とは少し異質的な出自と性向をもつこと
が判斷される。遺物の副葬からは各々の地區ごとに少しの差があり、各々の集團な
りの特殊性を維持していた社會と見ることができる。そのような社會單位は文獻か
らの用語である「邑落」と想定することができ、結局、大成洞の木棺墓社會はそ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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ような邑落が集まって形成された小國の段階であると見られる。そして、そのような

小國の段階の社會は經濟的な差によって、自然的に形成された階層で分けられてい
たと思われる。
その時期になって、土器の生産が專門化․分業化され、專門的な工人集團の可能

性が想定されることから、前者を隨時的專業者、後者は恒常的專業者と區分した。
鐵器類については武器類の副葬量が增加し、鐵槍․環頭大刀等の所謂、狩獵より戰
爭と警察力の行使等に適合な器種が埋納されることから、個人と集團の間に軍事的
な武力が重要な要所になることと思われ、この時期に經濟的な階層化から政治的な

階層化の集團に轉換することと判断した。
このように紀元2世紀の後半の大成洞社會は過渡期と見られるほど多樣な變化の樣

相をみせていると想定す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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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석곽묘 죽조과정에서의 葬俗
- 金海 竹谷里古墳群의 조사사례를 중심으로 -

1)최

경 규*

요 약
고고학적으로 무덤의 구조적인 측면 외에도 당시 사람들의 死後觀과 관련된 고고
학적 자료를 통한 정신적인 행위를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어 왔으나, 자료적
한계로 인해 추상적 해석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최근 조사가 이루
어진 김해시 진례분지 내에 위치한 죽곡리고분군에서 석곽묘 해체조사를 통해 축조
과정상에서의 장속을 복원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들 자료를 정리
하여 소개하고 유형화하여 앞으로의 무덤 축조과정에서 행해진 고대인들의 사후관
에 대한 연구에 기초자료로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석곽묘는 ①묘지의 선정→②묘광의 굴착→③매장주체부의 축조(시상면 조성, 벽
석축조, 목곽 등 부가시설마련)→④시신(관)안치 및 공헌품 부장→⑤매장주체부 밀
폐→⑥봉토조성이라는 6단계 정도의 축조과정을 거친다. 朱子家禮 등에 기록된
전통적인 상례 절차를 참고하면, 삼국시대 무덤은 ‘治葬’과 ‘及墓’~‘成墳’까지의 과정
이 고고학적 자료로서 잔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治葬은 시신을 안치하기 전까지
의 무덤 축조과정을 말하며, ‘②묘광의 굴착→③매장주체부 축조’까지의 절차에 해
당한다. 及墓~成墳까지의 절차는 下棺의 과정을 거친 다음 유물부장(貢獻)과 각종
장속을 행한 후, 석곽을 밀폐하고 상부에 봉토를 조성하는 과정까지를 말한다. 김해
죽곡리고분군에서 조사된 석곽묘의 장속은 ③매장주체부 축조, ④시신(관)안치 및
공헌품 부장, ⑤매장주체부 밀폐, ⑥봉토조성의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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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군 내에서 규모가 크고 부장품의 수량이 많은 위계가 높은 석곽묘일수록 축조 과
정마다 장속이 행해지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러한 장속이 위계성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김해 죽곡리고분군에서 다양하게 나타난 석곽묘 축
조과정에서의 장속을 ‘죽곡리식 장속’으로 造語하고자 한다.
죽곡리고분군을 통해 복원된 장속의 유형은 고고학적 자료로 잔존하는 것에 한정
되며 아직까지는 당시 무덤 축조과정에서의 장속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
서 향후 삼국시대 고분군 조사에서는 반드시 석곽묘 해체조사를 실시하여 축조과정
에서 행한 장속의 흔적을 찾아 고고학적인 새로운 시각을 전개하여야 할 필요성을
본고를 통해 강조하는 바이다.

Ⅰ. 머리말
일반적으로 무덤의 축조과정에서 건축ㆍ기술적인 공정 이외에 행해지는 행위를
‘儀禮行爲’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儀禮’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관념과 신앙체
계가 일정한 행위의 양식을 통하여 표현 되는 것’1)이라 한다. 즉, 일반적인 법도와
규범이 개입되어 있어야 하며, 정형화된 금기와 규칙이 존재하여야 한다.2) 그리고
사회는 의례를 통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무
덤의 축조과정에서 실시된 의례행위에는 반드시 정형화된 규범과 규칙이 있어야 하
고 이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된다면,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다는 의미의 ‘埋葬’이라
는 명사를 붙여 ‘埋葬儀禮’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상술했듯이 의례라는 것은 ‘정형화’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사회적인 관념상 공유
되고 인정되어야 하며, 집단 혹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삼국시대 단위 고분군이 속한 지역사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인지는 현재로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밝히기 어려우므로 본고에서
는 ‘의례’라는 용어 대신 ‘習俗3)’이라는 좀 더 비정형화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단
1) 한상복, 이문웅, 김광억, ｢제10장 문화와 종교｣, 문화인류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p.279.
2) 일정한 형식에 따른 관습화된 행동의 표현을 말한다.
今村仁司 編, ｢儀禮｣, 現代思想を読む事典, 講談社, 1988.

86

東亞文化 7號

어를 사용하여, 석곽묘 축조과정에서의 ‘埋葬習俗’, 줄여서 ‘葬俗’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자 한다.
고고학적으로 무덤의 구조적인 측면 외에도 당시 사람들의 사후관과 관련된 비물
질적인 행위을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어 왔으나, 대부분 추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4) 그런데 최근 조사가 이루어진 김해시 진례분지 내에 위치한 죽곡리
고분군에서는 석곽묘 해체조사를 통해 축조 과정상에서의 장속을 복원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 자료를 정리하여 소개하고 유형
화하고 고문헌에 제시된 축조행위에 장례절차 내용을 참고하여 앞으로의 삼국시대
가야지역 수혈식석곽묘 축조과정에서 행해진 고대인들의 사후관에 대한 연구에 기
초자료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Ⅱ. 김해 죽곡리고분군 개요
김해 죽곡리고분군5)은 진영평야와 김해시 사이에 위치하는 진례분지 내의 북쪽
에 치우쳐 위치한다. 해발 312.6m의 태숭산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을 중심으
로 삼국시대 고분군이 입지하고 있다. 조사된 삼국시대 무덤은 석곽묘 117기, 목곽
묘 1기, 석실묘 1기로 총 119기이며 그 외 삼한시대 주거지, 고려~조선시대 분묘를

3) 習俗이라는 것은 慣習 혹은 習慣화된 風俗이라는 의미로 사회에서 正禮化되지는 않았지만, 일
반화되어 당연히 받아드린다는 뜻을 포함한다.
4)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무덤 축조과정에서의 의례 혹은 제사에 관한 연구는 몇몇 연구자
에 의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안순천, ｢소형철제묘형 농공구 부장의 의의-대가야고분의 매장의례와 관련하여-｣, 영남고고
학 18, 1996.
강윤석, ｢신라ㆍ가야고분에 나타난 제사의식에 관한 연구-5ㆍ6세기 고분 축조과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이상길, ｢제3절. 장송의례의 복원｣, 청동기시대 의례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대구효성가톨릭
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김동숙, ｢신라ㆍ가야의 제의유구와 유물에 관한 연구｣, 영남고고학 30, 2002.
村松洋介, ｢목관묘 장송의례의 복원-밀양교동유적을 중심으로-｣, 코기토 65, 부산대학교인문
학연구소, 2009.
5) 기 보고된 다음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영남지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의회, 2008 유적조사발표회, pp.224~25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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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 김해 죽곡리고분군 위치와 주변 고분군(구글어스)

도면 1. 김해 죽곡리고분군 유구배치도(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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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포함해 총 444기의 유구가 조사된 대규모 유적이다. 특히 5세기대를 중심으로
하는 삼국시대 고분군은 진례분지 내에서 처음으로 조사되었으며 당시 금관가야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조사된 석곽묘의 주축방향은 주로 동-서향으로 등고선과 나란하며 고분군의 배치
양상은 구릉 정상부와 남쪽 사면을 따라 어느 정도의 소구역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크게 4개군 정도의 군집양상을 보인다. 군집간에는 시간적인 선후관계는 뚜렷이 확
인되지 않기 때문에 고분군 내에서 소집단(一家)의 묘역이 미리 계획된 상태에서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군집 내에서도 동일 등고선상에 나란하게 직렬로 조영되
어 있거나 병렬로 조영된 것, 일정한 공간 내에 밀집되어 석곽묘와 옹관묘가 분포되
어 있는 것 등 다양하다. 이러한 양상은 부부 이혈합장, 동일 항렬상의 친족묘, 가족
묘(부부묘+영ㆍ유아옹관묘) 등이 당시 중소형고분군을 이루는 구성요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군집 내에서 규모와 부장유물 면에서 월등하며 반경
5m 이내에는 다른 무덤이 조영되지 않고 단독으로 입지하는 유구도 보이는데, 이는
중소형고분군을 조영한 집단이라 할지라도 내부에 어느 정도의 위계성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김해 죽곡리고분군 조사에서는 석곽묘의 해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축
조과정에서의 매장습속 즉, 장속과 관련된 중요한 고고학적 정보를 확보하였다. 벽
석 축조과정에서의 토기편 파손 분리 매납, 시상면 시설과정에서의 토기편 및 철제
무기류 매납, 석곽 밀폐과정과 봉토 축조과정에서의 제의행위 후 통형기대와 대호
등 토기유물의 인위적인 파손 매납 등 다양한 장속을 밝힐 수 있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석곽묘 축조과정을 복원하고 그 과정에서 행해진 장
속에 대해 유형화를 시도해 보기로 하겠다.

Ⅲ. 석곽묘 축조과정 복원
수혈식 무덤의 축조과정은 크게 ①묘지의 선정→②묘광의 굴착→③매장주체부의
축조→④시신(관)안치 및 부장품 부장→⑤매장주체부 밀폐→⑥봉토조성이라는 6단
계 정도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매장주체부의 형태에 따라 축조과정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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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기도 한다. 석곽묘의 경우는 매장주체부를 축조하는 과정이 김해 죽곡리고분
군 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점토와 대호편 또는 소형 할석을 이용한 시상 설치 및 관
대석 설치 등의 바닥시설 마련과정과 벽석축조과정 그리고 석곽 내의 목곽 설치 등
부가시설 마련과정 등 3단계 정도의 절차가 부가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축조과정별로 살펴보면, 먼저 ①묘지의 선정은 피장자의 죽음이 확인된 후에 選
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김해 죽곡리고분군과 같이 단위 고분군내에서 소군집화
양상을 띠는 것으로 보아, 고분군 내 소집단(一家)의 묘역이 미리 계획되어 있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死者의 생전에 묘지는 이미 선정되었음이 일반적이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다만, 선정된 묘지의 정지행위는 피장자의 사후에 이루어졌을 것이
다. ②묘광의 굴착은 피장자의 위계에 연동되는 것으로 관곽의 구조와 부장유물의
多少에 의해 좌우된다. 동일 고분군 내에서도 개별 석곽묘의 규모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피장자 혹은 그 일가족의 위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미 묘광의 굴착단계에서
계획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묘광의 굴착에 있어서 깊이에 관한 부분은 삼국시
대 석곽묘에서는 피장자의 위계보다는 계통성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는 속성일 것
으로 판단된다.6) 묘광 굴착과정에서도 분명 다양한 가치관을 실천하기 위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상정되지만, 고고학적으로 이러한 행위의 흔적이라고 밝혀진 구
체적인 사례는 현재까지 찾기 어렵다. ③매장주체부의 축조는 석곽묘의 경우, 석재
를 사용하여 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석곽의 형태는 사용되는 석재, 축조 방법,
규모 등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석곽은 시신을 보호하고 안치하는 목관
을 외곽에서 감싸고 두른 것으로, 피장자에 대한 공헌품인 유물을 부장하는 공간까
지 포함하고 있는데, 前代(삼한시대)에 목재를 사용하여 곽을 조성하는 목곽묘와는
석재라는 재료상의 차이점을 보이되, 기능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석곽묘가
조성되는 동시기에도 목곽묘가 조영되는 것으로 보아 묘제의 계통성에 차이가 있다
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김해 죽곡리고분군 뿐만 아니라 석곽묘로 구성된
6) 그에 반해 삼한시대 목관묘의 경우는 묘광의 깊이와 용적률의 상관관계가 당시 무덤을 조성함
에 있어 노동력의 투여를 역산출할 수 있는 표본자료이며, 피장자의 신분적 우위 및 집단 내에
서의 서열화와 더불어 고분군을 조성한 집단간의 우위를 추정할 수 있는 수치적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음이 증명되기도 하였다.
신용민, ｢다호리유적 목관묘 시기의 묘제｣, 茶戶里遺蹟 發掘成果와 課題,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 20周年 國際學術 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p.1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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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군의 조사에서 매장주체부 내에서 꺽쇠와 관정이 동시에 출토되는 예가 있어
주목되는데, 이것은 1관 2곽의 구조로 석곽 내에 목재의 관과 곽을 동시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중소형고분군 내에도 관곽의 규범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연
구는 고분군을 구성한 소집단의 위계와 계통에 대한 적극적인 실마리를 제공할 것
으로 예상되며 동시기에 채용된 다양한 묘제연구에 있어서 앞으로의 중요한 선결
과제중의 하나이다. 석곽묘의 매장주체부 축조과정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현재의
자료로 볼 때, 대략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시신(관)을 안치하는 시상면 조성단계
와 석곽의 벽석 축조단계, 그리고 별도의 목곽 설치 등 부가시설 마련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김해 죽곡리고분군에서 조사된 시상면은 점토로만 정지면을 시설하는 무
시설 유형7)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유시설 유형은 소형 할석과 대호편을
사용하여 시상면을 조성한 것과 관대석을 마련한 것으로 구분되는데, 석곽의 규모
와 시상면의 유형별 상관관계에서 규모가 비교적 대형에 속하는 유구에 유시설 유
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④시신(관)안치 및 부장품의 부장은 무덤 축조과정
에서 다양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이 과정은 피장자와 유
족간의 단절을 의미함으로 이 단계에서 많은 관념적인 표현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흔적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부장품의 부장일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부장품이 부장되었는지에 따라 피장자의 사회적 성격뿐 아니라 피장
자와 관계된 가족, 그리고 참례자의 정보까지도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김해 죽
곡리고분군에서는 부장품 중, 특히 고배의 대각을 의도적으로 파손하여 각각 다른
지점에 부장하는 등의 축조과정에서의 장속도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⑤매장주체
부 밀폐과정은 석곽묘의 개석을 설치하는 단계로, 개석이 묘광의 아래에 위치하는
경우는 묘광까지 밀봉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삼국시대 석곽묘의 너비는 중소형급에

7) 기존의 석곽묘 조사에서 바닥면 즉, 시상면이 무시설 유형의 경우, 조사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
지 않았으며 대체로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하지만, 김해 죽곡리고분
군 조사에서 생토면을 시상면으로 그대로 이용한 유구는 거의 없으며, 무시설 유형의 경우는
대부분 점성이 강한 사질점토를 한 벌 깔아서 정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소형 할석을
사용하여 시상면을 마련한 경우와 관대석을 놓은 경우에도 정지토를 깔거나 채워서 정지면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시상면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상면의 조성과정에서 다양한 장속
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 석곽묘 조사에 있어서 바닥의 시상면 조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본고를 통해 강조해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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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일반적으로 60~80cm 정도의 세장한 형태로, 개석은 길이가 100cm 전후이다.
석곽묘는 너비가 넓은 경우에는 석개보다는 목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내부 퇴적토의 함몰 양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매장주체부의 밀폐는 피장자가
시야에서 단절되는 시점으로 가족과 참례자에게 슬픔이 극에 달하는 순간일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장속이 행해졌음이 김해 죽곡리고분군 조사에서 밝혀졌다.8) ⑥봉토 조
성9)은 고총고분에서는 그 형태를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중소형고분군
에서는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후대에 거의 삭평되고 잔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따라서 봉토의 존재유무는 석곽 내부 퇴적토의 함몰양상 등 토층조사를 통해
유추할 수밖에 없다.10) 김해 죽곡리고분군에서도 봉토가 잔존하는 석곽묘는 조사되
지 않았지만, 묘광 상부의 유물 출토상태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었으며,
특히 봉토조성과정에서 행해진 장속의 결과물로 대호와 통형기대, 주조철부 등이
출토되었다.
이상으로 김해 죽곡리고분군 조사를 토대로 석곽묘의 축조과정에 대해 개관해 보
았다. 상술한 중소형 봉분이 있는 수혈식석곽묘 축조과정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고

8) 진주 무촌 고려~조선시대 유적에서 고찰자는 ‘조선시대 무덤에서 하관하고 보강토를 채우고
나면 棺蓋만 보이게 되고 이 때, 棺蓋 위에 銘旌을 덮는다고 한다. 이 다음 과정이 始土인데,
여기서부터 관개가 가족과 참례자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고 어떤 의미에서 피장자와 가족
간의 진정한 단절이 시작되는 단계로 슬픔이 극에 달하며 어떤 형태의 제사가 있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고 한다.’
최종규, ｢Ⅲ. 고찰｣, 진주 무촌Ⅱ, 경남고고학연구소, p.207, 2004.
즉, 조선시대의 始土 과정이 삼국시대의 석곽묘에서는 개석 밀폐과정과 상응된다고 할 수 있다.
9) ‘봉토’의 개념은 매장주체부의 밀봉작업 후에 높이에 관계없이 성토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에
해 당되는 것을 봉토라고 한다. 이와 비교하여 ‘봉분’의 의미는 포괄적 개념으로 매장주체부
의 구축에서 상부밀봉과 성토작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박미정, ｢삼국시대 봉분축조 방법의 변화 시론-대구 불로동고분군을 중심으로-｣, 동아문화
6, p.37, 2009.
따라서 본고에서 석곽묘 축조과정의 한 단계를 이루는 것은 ‘봉토 조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한다.
10) 삼국시대 석곽묘의 내부는 개석의 시설로 밀폐되며, 원 상태는 흙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발굴조사과정에서 만나는 내부토는 단순히 후대의 교란으로 인해 매립된 흙
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보고서 기재에서도 누락되는 경우가 다수였다. 하지만 석
곽묘의 상부에 봉토를 조성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오랜 기간에 걸쳐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지
간에 분명, 상부의 봉토재가 석곽의 내부로 밀려들어와 퇴적되었을 개연성이 높으며, 봉토에
사용된 흙은 목탄을 혼입하거나 점성이 강한 흙을 사용하여 단순히 교란으로 유입된 퇴적토
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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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적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이보다 더 복잡한 과정으로 수혈식석곽묘를 축조하
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향후, 더욱 정치한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Ⅳ. 수혈식석곽묘 축조과정에서의 장속
장례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부터 매장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지
금까지 현존하며 발굴조사된 고고학적인 자료로는 장례행위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幽宅인 무덤을 축조하고 ‘及墓’ 및 ‘下棺’이 이루어
진 다음 봉토가 조성되는 과정까지의 복원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삼국시대 석곽묘
의 축조과정에 대한 기록은 잔존하지 않으므로 시기적으로 상관짓기 어렵지만 유교
적 관념하에 작성된 주자가례 등의 문헌에서의 상례 절차를 참고하여 앞장에서
기술한 삼국시대 석곽묘의 축조과정과 비교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
다. 먼저 주자가례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두산세계대백과사전 그리고
韓國儀禮의 硏究12)라는 저서에 게재되어 있는 전통 상례의 절차를 [표 1]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표 1] 전통 상례의 절차
단계

상례 절차

소렴
대렴

ㆍ임종에 대한 준비, 초혼, 收屍.
ㆍ숨을 거두면 죽은자의 웃옷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 북쪽을 향해 옷
을 휘두르며 죽은 자의 이름을 세 번 불러 招魂함.
ㆍ시신은 시상판 위에 묶고, 창호지로 둘러 덮어 병풍을 치고 香床을
차림.
ㆍ시신을 목욕시키고 의복을 갈아 입히는 절차.
ㆍ머리카락, 손ㆍ발톱을 잘라 조발낭에 담아둠.
ㆍ시신에 수의를 입히고 반함을 함.
ㆍ시신에 수의를 입히고 묶는 절차.(사망 후 2일째 되는 아침에 함)
ㆍ시신을 입관하는 절차.(사자와 생자의 1차 분리)

조상

ㆍ손님이 상인을 만나 조문하는 것.

문상

ㆍ상제가 먼 곳에 있다가 상사를 들었을 때 행하는 절차.

1

초종(初終)

2

습(襲)

3

殮
(염)

4

弔問

삼국시대 석곽묘
축조

주요내용

11) 朱熹(임민혁 譯), 주자가례, 예문서원, 1999.
12) 송재용, 韓國 儀禮의 硏究, 제이앤씨, 2007.

삼국시대 석곽묘 죽조과정에서의 葬俗

93

5

치장(治葬)

6

천구(遷柩)

7

발인(發靷)

8

급묘(及墓)
~
성분(成墳)

ㆍ장지와 장일을 정하고 장지에 가서 광중을 파고 신주(神主)를 만드
는 절차.
ㆍ상주가 장일의 아침에 곡을 하고 장지에 가서 토지신에게 고함.
ㆍ상주는 돌아와 영좌 앞에서 곡하고 재배하며 일꾼들은 광중을 판
후, 지석(誌石)과 신주를 만듬.
※실제 관행에서는 상을 당하면 장지와 장일을 택하고 장일 당일에
광중을 팜.
ㆍ영구를 사당에 옮겨 고하고 영구를 다시 안채 마루에 옮김.
ㆍ발인 전날 아침에 복인이 모두 모여 조전(朝奠)을 올리고 영구를 사
당에 옮김.
ㆍ영구가 장지로 떠나는 절차.
①급묘(及墓) : 혼백과 상여가 도착하면 혼백은 교의(交椅-다리가 교
차되게 접을 수 있는 의자)에 모시고 제물을 진설함. 관은 광 가까
이 지의(地衣-돗자리)를 펴고 굄목을 놓은 뒤, 그 위에 올려놓고 공
포로 관을 훔치고 명정을 덮음, 주인 이하 곡을 함.
②폄(窆) : 하관을 말함.
③증현훈(贈玄纁) : 현훈(검은색, 진홍색의 폐백)을 받들어 관 왼쪽 옆
에 넣는 것.
④가횡대(加橫帶) : 나무를 횡판으로 하여 5판 또는 7판으로 하되 매
판 정면에 ‘壹貳參肆伍陸漆’이라 숫자를 명시하고 내광을 아래서부
터 덮되 위로 1장을 남겼다가 현훈을 드린 뒤 상주 이하가 2번 절하
고 곡할 때 덮는다.
⑤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냄.
⑥외광 앞쪽에 지석(誌石)을 묻는다.

묘광굴착
벽석축조
시상면 시설

시신안치
(하관)
유물부장
석곽밀폐
봉토조성

⑦제주(題主) : 신주에 함중(陷中)과 분면(粉面)을 써서 교의에 봉안하
고 혼백과 복의(復衣)는 신주 뒤로 둔다. 신주를 모시지 않는 가정
은 지방으로 대신함.
⑧설전(設奠) : 제주전(題主奠)이라 한다.
⑨성분(成墳) : 봉분을 만드는 것. 높이는 대개 4자 정도로 하고 묘 앞
에는 묘표를 세우며 석물(石物)로는 혼유석(魂遊石)ㆍ상석(床石)ㆍ
향로석을 차례로 배치하고 망주석(望柱石) 2개를 좌우에 세운다.
ㆍ平土祭, 成墳祭.
ㆍ사자의 시체를 매장하였으므로 그의 혼이 방황할 것을 우려하여 위
안하는 의식.
ㆍ우제는 초우제, 재우제, 삼우제 3번.

9

우제(虞祭)

10

졸곡(卒哭)

ㆍ무시곡(無時哭)을 마친다는 뜻. 삼우를 지낸 뒤 당일에 행함.

11

부제(祔祭)

ㆍ신주를 그 조상의 신주 곁에 모실 때 지내는 제사. 졸곡 다음날 지
냄.

12

소상ㆍ대상
담제ㆍ길제
사당ㆍ묘제

ㆍ초상으로부터 ○○일에 지내는 제사를 일컫음.
ㆍ사자에 대한 생자의 추도기간.

토기제사

: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 축조와 관련된 절차

※

※ 주자가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송재용, 한국의례의 연구,
2007을 참조하여 재정리

이상과 같이 문헌에 기록된 儒敎의 전통적인 상례 절차는 대략 12단계로 구분되
어지며, [표 1]의 상례 절차 중 삼국시대 무덤에서 고고학적인 자료로 잔존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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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인 ‘治葬’과 8단계인 ‘及墓’에서 ‘成墳’까지에 해당된다. 치장이라는 것은 시신
을 안치하기 전까지의 무덤 축조과정을 말하는데 수혈식석곽묘의 축조과정에서 ‘②
묘광의 굴착→③매장주체부 축조’까지의 절차에 해당한다. 그런 다음 遷柩 후에 發
靷하여 葬地까지 이동하게 되고, 장지에 도착하여 여러 의식을 거친 후에 매장의 절
차에 들어간다. 급묘에서 성분까지의 절차를 수혈식석곽묘에서 살펴보면, 장지에
도착하여 빈소를 차리고 시신 안치 즉, 하관의 과정을 거친 다음 유물부장(貢獻)과
각종 장속이 행해진 후, 석재 또는 목재로 석곽을 밀폐하고 상부에 봉토를 조성하는
과정까지를 말한다. 김해 죽곡리고분군에서 조사된 구체적인 조사사례를 바탕으로
상기의 전통 상례 절차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도면 2. 김해 죽곡리고분군에서 수혈식석곽묘 배치양상
( □ 안은 축조과정에서의 장속이 조사된 석곽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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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治葬단계에서 나타나는 장속
죽곡리고분군에서 해체 조사한
석곽묘의 경우, ③매장주체부 축
조과정 중, 벽석 축조 단계와 시
상면 조성 단계에서 장속이 나타
난다.
1) 벽석 축조 단계
벽석 축조 단계에서 나타나는
장속13)은 다수의 개체에 해당하
는 여러 기종의 토기편을 매납하
는 행위이다. 김해 죽곡리고분군
에서 5기의 석곽묘(13호, 45호,
47호, 75호, 94호)에서 공통적으
로 나타나며, 주로 묘광과 벽석
사이의 보강토 내에 분리한 토기

도판 2. 김해 죽곡리고분군 45호 석곽묘
묘광-벽석 사이 토기편 출토상황

편을 매납하는 장속이다. 고배
대각편과 호류의 동체부편 등을
매납하였는데, 분리된 개체는 석
곽 내부에 부장되지 않는 특징을
보이는 석곽묘(13호, 45호, 47호)
와 고배의 대각을 분리하여 대각
편은 묘광과 벽석 사이에 매납하
고 배신부는 석곽 내부에 부장하
는 석곽묘(75호, 94호)로 구별된

도판 3. 김해 죽곡리고분군 47호 석곽묘
묘광-벽석간 출토 토기편

13) 벽석 축조 단계에서 행해진 장속은 석곽묘를 해체 조사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다. 앞으로
석곽묘 조사에서 반드시 해체조사를 실시하여 고대인들의 관념적 측면까지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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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 김해 죽곡리고분군
13호 석곽묘 1차 토기편 매납

도판 5. 김해 죽곡리고분군
13호 석곽묘 2차 토기편 매납

도면 3. 벽석 축조과정에서의 장속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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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94호 석곽묘는 배신부를 유물 부장공간이 아닌 바닥의 정지면 아래에 매
납한 것이 다른 유구와 차이점이 있다. 이는 관을 안치하기 이전 시상면을 정지하
기 전에 이미 토기를 파손하여 그 일부를 바닥에 놓고, 또 나머지 일부는 벽석 축조
과정에 매납하는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벽석 축조과정에서 토기편 매납의 두가지 양상을 보이는 석곽묘는 고분군 내에서
입지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는 고분군 내 소군집을 이루고 있는 집단간의 장속의 다
양성에 기인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2) 시상면 조성 단계
시상면 조성 단계에서
나타나는 장속은 ⅰ) 정지
면을 조성하기 전에 유물
을 매납하는 행위와 ⅱ)
대호를 파손시켜 그 편으
로 시상면을 조성하는 행
위로 구분된다. 정지면 조
성전 유물을 매납하는 것
은 5기(27호, 55호, 77호,
94호, 107호)의 석곽묘에

도판 6. 김해 죽곡리고분군 94호 석곽묘
정지면 아래 출토 유물

서 조사되었다. 매납된 유
물중 철기는 주로 무기류인 철촉과 도(검)가 매납되고 토기로는 연질 고배와 파배
가 매납 기종으로 선호된 것 같다. 철기 중에 철부와 철겸도 포함되는데, 이때 매납
되는 철부와 철겸을 무기로서 매납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14)

14) 전통 상례 절차 중 하관하기 전, 묘광에 方相이 내려가 창(槍)으로 묘광의 네 모퉁이를 치는
행위를 하는데, 이것은 악귀를 쫓기 위한 의식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신이 안치되기 전에
생토면에 무기를 매납한 것이 아닌가 한다. 方相은 연말의 구나(驅儺 : 악귀로 분장한 사람을
방상시가 쫓는 연극) 때 또는 기타 행사 때 역귀(疫鬼 : 역병을 일으키는 귀신)를 쫓는 나자
(儺者 : 나례를 거행하는 방상시 등). 임금의 행차나 외국 사신의 영접, 기타 궁중의 행사에
사용하였으며, 장례 때는 광중(壙中 : 시체를 묻는 구덩이)의 역귀를 쫓는 데 사용하기도 하였
다. 이는 중국 고대 주(周)나라 때부터 있어오던 풍습이라고 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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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는 주로 연질 고배를
매납하는데, 27호 석곽묘
에서는 대각을 분리하는
행위 없이 그대로 바닥에
놓아서 정지면을 조성한
반면, 55호 석곽묘에서는
도판 7. 김해 죽곡리고분군 77호 석곽묘
정지면 아래 출토 유물

연질 고배 2점의 대각부
를 분리하여 별도의 장소

(단벽 아래의 관대석 하부)에 매납하였다. 107호 석곽묘에서는 고배의 대각을 분리한
유개고배 1조와 파배 1점을 정지면 내에 매납하는 등 다양성이 간주된다.

도면 4. 시상면 시설과정에서의 장속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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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시상면 시설과정 장속 모식도와 관련 사진

2. 及墓~成墳 단계에서 나타나는 장속
④시신(관)안치 및 부장품 부장→⑤매장주체부 밀폐→⑥봉토 조성까지의 절차에
해당한다. 다만, 시신(관)안치 과정에서 행해진 장속은 김해 죽곡리고분군의 조사에
서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1) 유물부장15)
유물부장과정에서 보이는 장속은 특히 토기의 파손 후 별도 부장하는 형태로만
나타나며16) 3기(26호, 77호, 75호)의 석곽묘에서 조사되었다. ⅰ) 26호와 75호 석곽
15) 유물의 부장상태, 부장품의 배치는 무덤에서 이루어진 각 단계 의례의 최종 행위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일정한 의례에 사용된 후에, 즉 다시 말하면 사용이 완료된 것으로 배치되었을
것이다.
今尾文昭, ｢古墳祭祀の劃一性と非劃一性-前期古墳の副葬品配列から考える-｣, 橿原考古學硏
究所論集 6, 創立50周年記念, 吉川弘文館 刊行, 1984.
16) 발형기대, 고배 혹은 대부장경호의 대각을 파손하여 분리 매납하는 양상을 신라문화권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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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에서는 고배의 대각을
분리한 후, ⅱ) 26호는 봉
토 조성시에 매납한 것으
로 추정되며, ⅲ) 75호 석
곽묘는 묘광과 벽석 사이
의 보강토 내에 매납하였
다. ⅳ) 77호 석곽묘는 발
형기대 1점의 대각을 정확
히 2등분하여 목관의 상부

도판 8. 김해 죽곡리고분군 26호 석곽묘
출토 고배

에 놓았고, 다른 1점의 대
각편은 봉토 조성시에 매

납17)하는 등 세부적으로 4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도판 9. 김해 죽곡리고분군 75호 석곽묘 도판 10. 김해 죽곡리고분군 77호 석곽묘
대각 파손 후 분리 매납된 발형기대
출토 고배

징적인 양상으로 가야와 백제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다.
권용대, ｢경주ㆍ울산지역의 삼국시대 훼손토기 연구｣, 호서고고학 16, 2007.
하지만, 금번 죽곡리고분군에서 이러한 토기 파손 매납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가야 지역에
도 일반적으로 행해진 장속의 유형으로 파악된다. 앞으로 주변 고분군 자료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한다면, 신라와 가야의 장속에 대한 비교연구에 좋은 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17) 시기는 달리하지만, 삼한시대 목관묘의 유물의 부장위치에 따른 행위의 순서를 정치하게 분
석한 연구가 있어 참고된다.
신용민, ｢다호리유적 목관묘 시기의 묘제｣, 茶戶里遺蹟 發掘成果와 課題,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 20周年 國際學術 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p.1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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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유물 부장과정에서의 장속 모식도

2) 매장주체부 밀폐
매장주체부의 밀폐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속은 개석을 설치
하고 묘광과 개석 상부를 충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94
호 석곽묘에서 정연한 형태로
조사되었는데, 통형기대와 대
호를 장속 행위가 완료된 후,
인위적으로 파손하여 개체의
分散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매납하였다. 77호 석곽묘에서

도판 11. 김해 죽곡리고분군
77호 석곽묘 밀폐 후 출토 유물

도 통형기대와 연질 단경호가 동일한 상황으로 출토되었다. 일반적으로 통형기대는
피장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위신품으로 이해된다.18) 그러한 통형기대를 파손하여 매
납하는 장속이 나타나는 77호 석곽묘(규모 : 길이 312cm, 너비 105cm)와 94호 석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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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규모 : 길이 348cm, 너비 94cm)는 남사면 서편 석곽묘 군집군에 속하며 규모가
김해 죽곡리고분군 내에서 대형19)에 속하고 시기적으로도 이르며, 철기의 다량 매
납, 매장주체부의 내부공간 분할, 관ㆍ곽의 채용 등 제 속성상 비교해 볼 때, 고분군
내에서는 有力者로 판단할 수 있다.

도면 7. 석곽 밀폐과정에서의 장속 모식도

18) 朴天秀, ｢伽倻, 新羅地域の首長墓における筒形器臺｣, 考古學硏究 40-4, 1994.
19) 김해 죽곡리고분군의 석곽묘 규모에 대한 분석
에서 길이 300cm 이상이 대형으로 분류 가능하
다. 장속이 나타난 분석 대상의 석곽묘 11기 중
에서 석곽의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104호 석곽
묘를 제외한 10기 중에서 7기가 300cm 이상으
로 고분군 내에서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호수
27호

길이
258

호수
26호

길이
334

호수
55호

길이
312

77호

312

75호

218

107호

325

94호

348

13호

367

45호

298

47호

393

단위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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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봉토 조성
김해 죽곡리고분군에서 봉토
가 외형상 잔존하는 유구는 조
사되지 않았지만, 77호 석곽묘의
경우, 봉토 조성 과정에서 매납
되었던 유물이 오랜 기간이 지
난 뒤 함몰로 인해 묘광 상부에
유존하고 있었다. 석곽묘 축조
과정상 전 단계인 매장주체부의
밀폐 과정에서 매납된 유물보다
토층상으로 상층에서 출토되었
으며, 유물의 성격도 차이를 보

도판 12. 김해 죽곡리고분군 77호 석곽묘
봉토 조성과정에 사용된 장속 유물

여 봉토 내에 매납되었던 것으
로 파악된다. 출토된 위치로 볼 때, 개석 등 매장주체부를 밀봉하고 난 뒤, 봉토 조
성과정 중 가장 기초단계에서 장속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묘광의 동쪽으

도면 8. 봉토 조성과정에서의 장속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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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질제의 단경호와 대호, 그리고 주조철부 2점이 매납되었는데, 토기는 모두 잔
편으로 파손된 상태였다. 즉, 토기류로는 대호와 연질 단경호, 통형기대, 철기로는
주조철부 등의 유물을 놓고 의식을 행한 후, 석곽 밀폐과정에서만 동일하게 인위적
으로 토기를 파손하여 개체의 分散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매납한 형태이다.
4) 成墳 이후 단계에서의 장속
봉토 조성까지 외형적 공정
이 마무리되어 봉분을 이루는
무덤이 조성된 후 행하는 虞祭
와 같은 의식 행위를 말하는
데, 일반적으로 ‘墓祀’라고 부
르는 행위의 결과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45호 석곽묘의
동편에 위치한 제사유구와 김
해 죽곡리고분군의 남사면의
동편에 군집을 이루는 석곽묘
도판 13. 김해 죽곡리고분군 45호 석곽묘 제사유구

군의 경사 아래에 위치한 1호,

2호 수혈이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행위의 결과물로 해석 가능하다. 45호 제사유
구는 묘광의 동쪽으로 가까이 위치하며 발형기대20)와 대호, 단경호, 소형기대, 대부
완 등의 유물을 봉토 앞에 놓고 의식을 지낸 뒤 대호와 발형기대, 단경호는 그 자리
에서 파손하여 매납한 형태이다. 77호와 94호 석곽묘에서 통형기대를 파손하는 장
속이 있었는데, 주로 석곽의 규모가 크고 부장유물이 월등한 유구에서 나타난다. 45
호 석곽묘는 비록 도굴의 피해를 입어 유물이 잔존하지는 않지만, 조사된 장속의 단
계와 규모로 볼 때, 김해 죽곡리고분군에서 상위 위계에 속하는 유구로 볼 수 있다.
1호, 2호 수혈은 정확히 어느 석곽묘의 제사유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인근한 석곽

20) 발형기대를 사용한 제사행위는 함안 도항리 6호분의 동쪽 지점에서 조사된 바 있다. 당시 아
라가야의 최상위급 봉토분의 제사에 발형기대가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45호 석곽묘 제사유구
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함안 도항리 6호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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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군집군이 친연관계를 가지는 가계의 묘역이라고 한다면, 묘역 전체에 대한 제사
유구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도판 14. 김해 죽곡리고분군
1호 수혈 및 출토유물

도판 15. 김해 죽곡리고분군
2호 수혈 및 출토유물

도면 9. 성분 이후 단계의 장속 모식도

이상으로 김해 죽곡리고분군에서 발굴조사된 중소형급의 수혈식석곽묘의 축조과
정에서의 장속행위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수혈식석곽묘의 축조
과정은 총 6단계로 설정 가능하다. 이 때, 고고학적 결과물로서 장속은 ③매장주체
부의 축조과정에서 벽석 축조와 시상면 조성, ④부장품 부장, ⑤매장주체부 밀폐,

⑥봉토 조성과정에서 나타났다. 김해 죽곡리고분군 조사에서는 시상면 조성과정의
장속에는 토기편 분리매납, 철제 무기류 매납, 토기 매납갱 설치 등 다양한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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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고분군 내에서 규모와 유물부장상에서 상위 위계
로 보이는 77호와 94호 석곽묘에서 3개 이상의 축조과정상의 장속이 나탄난 점은
고분군 내에서 위계에 따른 장속의 규제가 어느 정도 존재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표 2] 참조)
[표 2] 죽곡리고분군 장속 관련 유구 속성표
출토유물
호수

년대

장속유물
토기류

철기류

27호

연질고배2,
고배1(상부수습)

철촉1(유엽형)

94호

고배11,파수부완1,
장경호2,단경호3,
연질옹1,대호1,통
형기대1

철검1,철촉10(유엽형
8,역자형1,능형1),교
구1,재갈1,왜제갑옷1
세트(경갑1,견갑1,충
각부주1),단조철부1,

장신구류

장속단계

내용

시상면
조성

정지토 내에 연질고배
2점 매납.

기타

벽석 축조

77호

5
세
기

유개고배4,고배6,
연질고배2,파배2, 대도1,도자1,철촉2(
연질소옹2,대부장 유엽헝1,능형1),주조
경호1,장경호2,단 철부1,단조철부3,철
경호2,연질단경호1
겸1,철착1
,기대2

고배5,파수부고배1
,연질소옹1,대부장
경호1,장경호3,연
질단경호2,기대1,

45호
45호

발형기대2,연
질단경호1,통
형기대1,파배1
,주조철부1,대
도

꺽쇠5

방추차1,꺽
쇠10,관정3

도자1,단조철부1

토기편8

구

철지금장
이식1,석제
곡옥

26호

고배6,대부장경호1
,장경호1,단경호2

75호

유개고배1,장경호1 철촉1(유엽형),단조철
부1

13호

5
세

시상면
조성

고배 배부편 및 철기류
정지토 내 매납

석곽
밀폐 후

통형기대＋대호 파손
매납

시상면 조성

파배, 대도, 철부 등 철
기류 정지토내 매납

유물부장
석곽
밀폐 후

발형기대대각
파손 분리매납
통형기대＋연질호파손
매납

봉토 조성

주조철부, 대호, 연질단
경호 매납

벽석 축조

토기편 파손 매납

45호 동쪽에 대호와 발
봉토
형기대,소형기대,단경
조성 후 제사 호,대부완 등의 토기제
사

소형기대1,대부완2
,단경호1,발형기대
1,대호1

제사유

47호

통형기대,대호,
철촉10

꺽쇠2

유개고배5,파배1,
장경호1,대부호1,
연질단경호2

소도1,도자4,철촉1

고배3,단경호1,연
질단경호1

소문환두대도1,철촉1
6(도자형11,유엽형5)
,철모1,주조철부1,단
조철부2,철착1

유물 부장

고배 대각 파손
리 매납

벽석 축조

고배 대각 파손 후 묘
광과 벽석사이 분리 매
납

유물 부장

유물부장:대각파쇄된 고
배 신부 부장

벽석 축조

고배 대각부 파쇄 후
묘광과 벽석사이에 매
납(2차)

시상면 조성

대호편 파손 시상으로
사용

벽석 축조

연질, 경질의 토기편 묘
광과 벽석사이 매납

시상면 조성

연질고배 2점 대각 파
손 후 배신부는 바닥에
설치한 매납갱에 매납,
대각편은 동단벽 아래
관대석 하부에 모아서
매납.

시상면 조성

철촉, 파배 정지면 내에
매납

시상면 조성

대호편 파손 시상으로
사용

고배각부파쇄

금제세환이
식1쌍

방추차

대호(시상),토
기편

기
55호

107호

114호

고배 대각편 분리매납

연질고배2,파배1,
장경호1

유개고배5,고배1,
파배1,대부장경호3 철촉8(도자형2,능형2
,장경호1,단경호2 ,역자형2,?2),철착1

연질고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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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1호
수혈
2호

6
세
기
전
반

연질유개고배3,대
부장경호1,장경호2

고분 축조 후 별도의 수혈을 조성 후,
제사
토기 매납

연질유개고배8,연 철촉9(도자형6,역자
질옹1,대부장경호2
형2,?1)

고분 축조 후 별도의 수혈을 조성 후,
제사
토기와 철기 매납

김해 죽곡리고분군의 수혈식석곽묘 축조과정상의 장속에 관한 내용을 단면 모식
도와 함께 표를 통해 모델화ㆍ도식화하면 다음의 [표 3]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 석곽묘 축조과정의 장속 유형 및 죽곡리고분군 해당유구
내용

죽곡리고분군
해당유구

③매장주체부
축조
(벽석축조)

벽석을 세우고 묘광과 벽석
사이의 보강토 충전과정에서
토기편을 매납하는 장속. 고
배 대각편과 호 동체부편,
연질토기편 사용.

13호, 45호,
47호, 75호,
94호

③매장주체부
축조
(시상면 조성)

정지면 마련 전에 생토면 바
닥에 철기와 토기 매납. 철
기는 주로 무기류가 매납되
고, 토기는 대각을 분리한
고배 배신과 파배를 사용.

27호, 47호,
55호, 77호,
94호, 107호

④시신(관)
안치 및 부장품
부장

고배와 발형기대 등의 대각
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매납.

축조과정

단면 모식도

①묘지의 선정→②묘광 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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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호,
75호,
77호,

⑤매장주체부
밀폐

석곽을 개석 혹은 목개로 밀
폐한 후 상부를 충진하는 과
정에서 통형기대와 대호, 연
질호 등을 파손하여 매납.

77호,
94호

⑥봉토 조성

봉토 조성 단계에서 대호,
연질호의 파손 매납과 주조
철부의 매납.

77호

⑦무덤 축조 후
제사

봉토 조성 이후 어느 시점에
서의 토기 제사.

45호,
수혈1,2

Ⅴ. 맺음말
이상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수혈식석곽묘는 ①묘지의 선정→②묘광의 굴
착→③매장주체부의 축조(시상면 조성, 벽석축조, 목곽 등 부가시설마련)→④시신
(관)안치 및 부장품 부장→⑤매장주체부 밀폐→⑥봉토조성이라는 6단계 정도의 축
조과정을 거친다.『朱子家禮』등에 기록된 전통적인 상례 절차를 참고하면, 삼국시
대 무덤은 ‘治葬’과 ‘及墓’~‘成墳’까지의 과정이 고고학적 자료로서 잔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治葬’은 시신을 안치하기 전까지의 무덤 축조과정을 말하며, ‘及墓~成墳’
까지의 절차는 下棺의 과정을 거친 다음 유물부장(貢獻)과 각종 장속을 행한 후, 석
곽을 밀폐하고 상부에 봉토를 조성하는 과정까지를 말한다. 김해 죽곡리고분군에서
조사된 석곽묘의 장속은 ③매장주체부 축조, ④시신(관)안치 및 공헌품 부장, 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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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체부 밀폐, ⑥봉토조성의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고분군 내에서 규모
가 크고 부장품의 수량이 많은 위계가 높은 석곽묘일수록 축조 과정마다 장속이 행
해지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러한 장속이 위계성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본고에서 분석한 수혈식석곽묘 축조과정에서의 장속에 대한 내용은 김해 죽곡리
고분군에서만 나타나는 양상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복원된 수혈식석곽묘
축조 과정과 장속의 유형은 고고학적 자료로 잔존하는 것에 한정되어 아직까지는
당시 무덤 축조과정에서의 장속 중 일부분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일련의 의
식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어떤 형태로든 흔적을 남기며 무덤의 축조과정에서
행해진 의식의 한 부분도 반드시 그 흔적을 남겼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향후 삼국시
대 고분군 조사에서 반드시 수혈식석곽묘 해체조사를 실시하여 축조과정상에서 행
한 장속의 흔적을 찾아 고고학적인 새로운 시각을 전개하여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
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 그런 의미에서 5세기 석곽묘 축조과정에서 확인된 상기
의 장속을 ‘竹谷里式 葬俗’으로 造語하고자 하며, 앞으로 자료가 증가되어 그 유형이
구체화, 세분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본고는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해 죽곡리 유적Ⅰ(2009)의 고찰에 수록된 ｢김
해 죽곡리고분군 수혈식석곽묘 축조과정에서의 葬俗｣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원고투고일자 2009년 11월 21일
원고심사완료 2009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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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uneral Convention of the Process Constructing
the Stone-lined Tomb at the Three Kingdoms
Period
- Focusing on Jukgok-ri tumuluses in Gimhae -

I try archaeologically to discover not only the structural side of tombs but also the
posthumous view of then men. However there is nothing but to assume because of
the limited material. I get some materials about the funeral convention, dismantling
the stone-lined tomb of Jukgok-ri tumuluses in Jinrye basin, Gimhae. I compile,
introduce and classify materials from this result, so want to give the basic materials
for the research about ancestor's posthumous view in the process constructing tombs.
The stone-lined tomb are constructed through 6 stages-①Choosing the graveyard,

②Digging a ground, ③Constructing a burial space, ④Burying a corpse(coffin) and
goods, ⑤Covering up a burial space, ⑥Making s mound. With reference to the
traditional funeral process recorded in Jujagarye(朱子家禮), the formation is
archaeologically discovered in the tomb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The funeral
convention in Jukgok-ri tumuluses is identified variously in these processes-③
Constructing a burial space, ④Burying a corpse(coffin) and goods, ⑤Covering up a
burial space, ⑥Making s mound. More funeral conventions are surveyed in the
stone-lined tombs of higher rank where the large scale and many remains are found.
I suggest that this funeral convention is connected to social standing. I want to call
this cultual aspect from the process constructing the stone-lined tomb ‘the funeral
convention of Jukgok-ri style’.
Types of the funeral convention from Jukgok-ri tumuluses are restrictive and partial
as archaeological material. Therefore I emphasize that the funeral convention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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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found from the examination dismantling the stone-lined tombs for the new
archaeologic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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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国时代石椁墓修建过程中的葬俗
- 以金海市竹谷里古墓群的调查为中心 -

通过考古学观察古代墓葬的结构可以从侧面了解当时人们的死后观念和与之相关的
非物质的行为，由于资料的限制目前这一方面大多数的认识还处在推测的阶段。最近
对金海市进礼盆地竹谷里古墓群石椁墓修建过程的全面调查，为复原当时的葬俗提供
了资料上的依据。对古墓群资料的系统整理我们会在以后详细介绍，本文写作的目的
是表明古代墓葬修建过程是我们了解古代人们死后观念的基本材料。
根据石椁墓修建过程中的先后顺序可以将其分为以下6个阶段：①墓地的选择，②墓
圹的修建，③墓葬主题部分的修建(包括墓室的完成、墓壁的砌筑及木椁等附属设施的
修建)，④葬具的安放及随葬品的放置，⑤墓室的封闭，⑥墓葬封土的形成。≪朱子家
礼≫等文献记载的传统丧礼顺序可以作为三国时期墓葬“治葬”、“及墓”和“成坟”过程中
考古学资料的参考。“治葬”是尸体下葬前墓葬的修建过程，依其顺序可以分为墓圹的
修建和墓室的修建。“及墓”依其顺序可以分为葬具的安放、随葬品的放置和各种葬俗
进行后石椁的掩埋及封土的形成。被调查的竹谷里古墓群石椁墓修建过程中的葬俗包
括墓室的修建、葬具的安放及随葬品的放置、墓室的封闭和封土的形成，古墓群内规
模较大的石椁墓随葬品数量较多、墓主人地位较高、而在修建的每个过程中都存在着
葬俗，这样的葬俗可能反映了当时墓主人的地位较高。因此竹谷里古墓群在石椁修建
过程中表现的多种葬俗可以用“竹谷里式葬俗”这样的术语来说明。
通过现有的考古学资料来复原竹谷里古墓群的葬俗类型可能只是当时墓葬修建过程
中葬俗的一部分。因此，以后对于三国时期古墓群的调查一定要对石椁墓的修建过程
进行全面仔细的了解以寻找墓葬修建过程中葬俗的痕迹，从而为考古学的研究开拓新
的视野和角度，这也正是本文强调的必要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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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時代の石槨墓の築造過程の葬俗
- 金海 竹谷里古墳群の調査事例を中心に -

考古學的に墳墓の構造的な側面の以外に、當時の人々の死後觀に關聯した非物質
的な行爲を明らかにするための努力があったが、資料的な限界によって、推論に留
る場合が殆んどであった。ところが、最近に調査された金海市の進禮盆地のなかに

位置する竹谷里古墳群の石槨墓の解體調査を通じ、築造の過程上の葬俗を復元しう
る資料を確保することができた。その資料を整理し、紹介し、類型化して、今後、

墳墓の築造過程における古代人の死後觀に対する硏究の基礎資料を提示しようとす
るのが本考の目的である。

石槨墓は①墓地の選定→②墓壙の掘鑿→③埋葬主體部の築造(屍床面の造成, 壁石
築造、木槨等の附加施設の用意)→④屍身(棺)安置及び貢獻品の副葬→⑤埋葬主體部
の密閉→⑥封土造成という6段階の築造過程でつくられる。‘朱子家禮’ 等に記錄され
た傳統的な喪禮の節次を參考すると、三國時代の墳墓は‘治葬’と‘及墓’から‘成墳’まで
の過程が考古學的な資料として殘存することが分かる。治葬は屍身を安置する前ま
での墳墓の築造過程をいい、‘②墓壙の掘鑿→③埋葬主體部の築造’までの節次に当て
はまる。及墓から成墳までの節次は下棺の過程を経てから遺物の副葬(貢獻)と各種の

葬俗を行った後、石槨を密閉し、上部に封土を造成する過程までをいう。竹谷里古
墳群で調査された石槨墓の築造過程の中での葬俗は③埋葬主體部の築造、④屍身(棺)
安置及び貢獻品の副葬、⑤埋葬主體部の密閉、⑥封土造成の過程で多樣に見られ
る。古墳群の中でも規模が大きく、副葬品の數量が多い、位階が高い石槨墓の場

合、築造の過程ごとに葬俗が行なわれていると判断され、そのような葬俗は位階性
を反映する可能性が高いと思われる。このように竹谷里古墳群の三國時代の石槨墓
の調査で明らかになった築造過程上の葬俗を ‘竹谷里式 葬俗’と呼称したい。

竹谷里古墳群を通じて復元された葬俗の類型は、考古學的な資料として殘存して
いることに限られ、今のところ、當時の墳墓の築造過程の中で行われた葬俗の中で
の一部分にすぎない。それゆえに、埋葬部分だけではなく、古墳の築造過程について
の葬俗の痕迹を明らかにするために、今回の調査例は考古學的な新しい視野を広げ
ることにな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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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海 竹谷里古墳群 수혈식석곽묘에 관한 소고
- 매장주체부 공간이용을 중심으로 권종호

- 목 차 Ⅰ. 머리말
Ⅱ. 검토대상 유적
Ⅲ. 수혈식석곽묘 축조속성
Ⅳ. 수혈식석곽묘 축조속성을 통한 계층관계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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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海 竹谷里古墳群 수혈식석곽묘에 관한 소고
- 매장주체부 공간이용을 중심으로 -

1)권

종 호*

요 약
가야의 주묘제인 수혈식석곽묘는 지금까지 지배층의 묘제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중소형고분군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활발한 발굴
조사의 성과로 가야지역의 중소형고분군에 대한 자료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적으
로 중소형고분군은 입지나 규모, 구조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으며 중소형고분군을 조영한 집단은 피장자의 신분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소형고분군을 조영한 집단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위계성이 있
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위계화와 관련되는 분석대상으로 매장주체부의 공간활용 즉,
관곽의 채용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형고분군을 조영한 집단의 위계 분석을 시도하였
으며 김해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죽곡리고분군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매장주체부의 규모, 시상면의 설치, 매장주체부 공간배치, 유물의 조합 등의 제속
성을 분석한 결과, 김해 죽곡리고분군의 수혈식석곽묘는 규모에서 4단계의 계층 분
화를 도출하였으며 각각의 계층에 따라 매장주체부 내부의 피장자가 안치되는 공간
인 시상면 설치와 유물 부장에 따른 내부공간의 배치, 유물의 조합관계에서 차이가
있고 결국 이러한 차이는 위계를 반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죽곡리고분군과 같은 중소형고분군 내에서도 고고학적 자료를 통한 분석을 시도
한 결과, 계층분화의 정도를 추론할 수 있었으며 특히, 고분군 내에서의 상위계층의

*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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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식석곽묘 축조에서는 매장공간 이용에 대한 관념이 상당 수준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고고학적인 결과물인 관ㆍ곽의 채용과 관념적인 결과물인 장속 절차
등은 상위계층 내에 葬制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Ⅰ. 머리말
묘제는 상장제도 속에서 사람을 매장하는 행위에서 이루어진 결과로서 당시의 여
러 사회ㆍ문화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즉, 묘제는 사회의 형태나 발전 정도의 이
해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며 고분의 구조와 부장유물의 분석과 함
께 매장과 관련된 상징적인 행위의 분석은 그 사회의 제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근
거가 된다.1)
묘제는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요소와 함께 추상적인 요소도 포함되
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요소는 일반적으로 입지조건, 내부구조, 규모, 재
료의 종류, 봉분 유무 등 외부적 형태로 파악되는 요소와 棺과 槨의 채용여부, 부장
유물의 성격과 수량 및 종류, 피장자의 안치방법 등 무덤의 내부적인 요소를 의미한
다. 추상적인 요소는 현재 고고학적인 자료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사상적,
제도적 개념을 통칭하는 것으로 신분제도나 당시 관습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 요소
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당시 신분제도에 따라 무덤 구조, 규모, 유
물 매납량 등에서 차이를 두고 있음을 문헌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2)
우리나라의 경우 무덤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문헌상에 기록된 예가
많지 않아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 신분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무덤의 구조적 다양
화를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야의 주묘제로 인식되고 있는 수혈식석곽묘 중 흔
히 지배층의 묘제로 파악되고 있는 대형 고총을 가진 일부 수혈식석곽묘에서는 문
헌상에서3) 위계에 따른 특징으로 기록되어 있는 매장주체부 공간활용 즉, 棺ㆍ槨의
채용 여부가 고고학적인 자료에서도 관찰되고 있다.4)
1)
2)
3)
4)

강현숙, ｢가야 석곽묘연구시론-구조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23, 1989.
辛勇旻, 漢代木槨墓硏究, 학연문화사, 2000.
荀子 禮論 “天子棺槨七重, 諸侯五重, 大夫三重, 士再重”이라 기록하고 있다.
복천동고분군 22호에서는 꺾쇠와 바닥에 부장된 철정에 남아 있는 목질의 흔적으로 석곽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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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활발한 발굴조사의 성과로 가야지역의 중소형고분군에 대한 자료가 증가하
고 있으며 중소형고분군의 축조수법이나 성격 등에 대한 개별 연구자들의 성과 또
한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중소형의 수혈식석곽묘에
서는 단순히 무덤의 크기나 부장유물의 다수 등이 주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그
리고, 일반적으로 중소형 규모의 고분의 경우 입지나 규모면에서의 절대적 우위는
찾아볼 수 없고 지배층의 묘제에서와 같이 구조적인 면에서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중소형급고분을 조영한 집단은 피장자의 신분차가 크게 나타
나지 않고 유물의 부장양상에 따라 일반성원과 수장층의 계층분화 정도만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5)
본고에서는 중소형급고분을 조영한 집단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위계성이 있
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위계화와 관련되는 분석대상으로 매장주체부의 공간활용 즉,
관․곽의 채용에 초점을 맞추고, 집단의 위계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근
무하고 있는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최근 발굴조사하고 보고서가 간행된 김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죽곡리고분군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죽곡리고분군은
117기6)의 수혈식석곽묘가 조사되었으며 일부 개석이 잔존하는 등 상당수의 유구가
목곽과 목관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안재호, ｢관ㆍ곽에 대하여｣, 동래복천동고분군Ⅱ, 부산대학교박물관, 1990.
도항리 6호분에서는 장벽의 길이가 1,000cm에 이르는 초대형분은 주피장자를 관속에 안치한
후, 주피장자의 발치쪽에 순장자를 안치하고 그 전체를 감싸는 목곽을 설치한 1棺2槨형태이
고, 장벽의 길이가 700cm 내외인 대형분은 목관은 설치되었으나 목곽은 설치되지 않은 1棺1槨
의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벽의 길이가 400cm 내외의 중형분에서는 꺾쇠가 출토
되고 있어 역시 1棺1槨의 형태로 추정되나 장벽의 길이가 300cm 이하의 소형분에서는 석곽
내에 시신을 보호하는 관을 채용하지 않은 형태로 보고 있다.
박미정, ｢함안 도항리ㆍ말산리 고분군 수혈식석곽묘 구조 검토｣, 함안도항리6호분, 동아세
아문화재연구원, 2008.
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券30, 夫餘條에 따르면, “殺人殉葬, 多者百數. 厚葬, 有槨無棺”
이라 하여 부여에서는 곽은 있으나 관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지만 가야지역의 지배계층
의 묘역에서는 1棺2槨의 문헌에 기록된 三重의 관․곽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5) 武末純一, ｢韓國 禮安里古墳群の 階層構造｣, 古文化談叢 28, 九州古文化硏究會, 1992.
예안리고분군의 조영집단을 일반농민층으로 비정하고 고분군 내 계층분화는 일반성원과 수장
층으로 단순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각 계층의 특징은 일반성원의 고분인 A군
은 석곽의 길이는 200cm 내외, 도자, 촉, 단조절부, 겸을 기본 조합으로 하고 있으며, 수장층인
B군은 석곽의 길이 300cm 이상이고 일반성원의 기본조합에 더해 탁, 도, 대도, 마구, 철정 등이
부장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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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을 유지하고 있어 가야지역 고분 연구에 유효한 유적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매장주체부의 규모, 시상면의 설치, 매장주체부 공간배치, 유물의 조
합관계 등 제속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소형급고분이 밀집조영된 죽곡리고분군
의 피장자의 계층관계를 추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이를 모델화하여 김해 금
관가야지역의 5세기대 수혈식석곽묘 조영집단의 계층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Ⅱ. 검토대상 유적7)
김해 죽곡리고분군에서 수혈식석곽묘는 총 117기가 조사되었으며 태숭산의 동남
방향의 주능선인 나b지구에만 집중분포하고 있다. 주축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한 동
서향이며 일정 공간의 공지를 두고 군집을 이루면서 밀집 조영되었다. 구릉 정상부
와 남사면에 동서로 크게 4개군 정도의 군집양상을 보이며 군집간에는 시간적인 선
후관계는 뚜렷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고분군 내에서 소집단의 묘역이 미리 계획
된 상태에서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석곽묘는 대체로 장벽 길이 200~350cm, 단벽 길이 40~80cm, 장폭비 4:1~5:1의 세
장방형이 주류를 이룬다. 벽석의 축조방법은 주로 최하단 벽석은 가로세워쌓기하고
단벽을 주로 1~2매의 장방형의 판석상 석재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시상면은
대부분 바닥에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고 생토면 위에 점성이 강한 사질점토를 깔아
정지면을 조성하였으며, 할석 시상이나 관대시설을 마련한 석곽묘도 조사되었다.
석곽묘는 군집 내에서도 1호-2호, 9호-10호, 11호-38호, 12호-13호, 16호-17호, 34호
-35호, 36호-45호, 37호-44호, 46호-47호, 55호-56호, 106호-106-1호, 107-108호와 같이
남북으로 병열식 배치를 보이는 석곽묘가 다수 분포하는데, 친연관계로 판단되며
6) 죽곡리고분군에서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는 후대의 조선시대 분묘조성에 따른 파괴, 후대의
도굴, 자연유실 등으로 대부분 훼손되었다. 따라서 조사된 117기의 수혈식석곽묘 중 도굴과 파
괴, 교란이 되었더라도 축조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75기의 수혈식석곽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
다. 물론 일부 벽석이 유실되었더라도 시상면설치 등의 나머지 속성들은 분석할 수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규모를 분석하여 피장자의 계층관계를 추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논지를 전개하였
으므로 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75기만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7)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해 죽곡리유적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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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봉토에 매장된 이혈합장묘로 상정된다. 그리고 구릉 정상부에 26호-27호-29
호-30호와 남사면에 57호-59호-60호-61호-62호 등과 같이 동일 등고선 상에 석곽묘
가 직렬배치를 이루는 것도 관찰된다. 또한 陪墓로 추정되는 소형 석곽묘(48호,
106-1호)와 옹관묘가 다수 조사되었는데, 소형 석곽묘는 主墓에 인접하여 동일 봉토
내에 배치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옹관묘의 경우는 석곽묘의 묘광 내, 봉토 내에 매
장되는 등 다양한 형태이다. 석곽묘의 축조과정에서 개석 밀폐 후, 봉토 축조과정에
서 묘광 내에 배치되는 옹관묘(2호, 3호, 4호, 5호, 6호, 10호)가 다수를 점하며, 7호
와 8호 옹관묘는 107호-108호 석곽묘의 봉토 조성과정에서, 9호 옹관묘는 봉토 조성
이후에 묘광을 구축하여 매장하는 등 다양성이 관찰된다. 이상의 군집상황과 主ㆍ
副葬의 무덤 설치 등을 감안하면 고분군 내에서 소집단간의 유구 군집상황이 관찰
되며 부부이혈합장, 가족묘(부부+영유아묘), 동일 항렬상의 친족묘 등이 혼합된 양
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인골, 부장유물의 性別 등 보다 적극적인 고고학적인 자
료는 검출되지 않아 확실한 것을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Ⅲ. 수혈식석곽묘 축조속성
1. 규모
석곽묘의 규모(길이, 너비, 깊이)는 무덤 축조에 동원되었던 인적ㆍ물적 자원력과
직접적 비례관계에 있으며 사회적 신분이나 사회 분화 정도의 차이를 추론할 수 있
는 가장 적극적인 속성이다. 죽곡리고분군에서 조사된 수혈식석곽묘의 길이는
200~350cm 정도, 너비는 40~80cm 사이, 장폭비는 3.5~4.5:1로 세장병형이 주류를 이
룬다.[표 1]
기존의 연구 성과8)에서는 주로 장벽의 길이9)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죽곡
리고분군에서는 장벽의 길이가 200~350cm 사이에 밀집분포하고 있어 장벽의 길이
8) 홍보식, ｢수혈식석곽묘의 형식분류와 편년｣, 제3회 영남고고학회 발표요지, 영남고고학회,
1994.
9) 피장자의 신분이 높을수록 부장유물의 양은 늘어가게 되어 개석을 얹는데 영향을 미치는 단벽
의 길이는 늘어나지 않고 장벽의 길이가 자연스레 늘어나게 되므로 장벽의 길이를 계층적인
속성으로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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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규모를 분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무덤 축조시 투입된 에너지의
총량을 계산하기 위해 석곽의 내부 평면을 기준으로 한 面積(장벽길이×단벽길이)과
입면을 기준으로 한 體積(장벽길이×단벽길이×석곽높이)을 모두 산출하여 석곽 규
모의 계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1] 죽곡리고분군 수혈식석곽묘 장단축비

[표 2] 죽곡리고분군 수혈식석곽묘의 면적과 체적에 따른 그룹분류

A그룹(2.479㎥)

B그룹(1.298㎥)

C그룹(0.898㎥)
D그룹(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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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표 2]와 같이 면적과 체적은 비례하고 있지만 크게 4그룹으로 세분 가능
하였다. 면적 2.5㎡ 이상, 체적 1.5㎥ 이상인 것을 A그룹, 면적 2~2.5㎡, 체적 1.5㎥
내외인 것을 B그룹, 면적 1.3~2㎡, 체적 1㎥ 내외인 것을 C그룹, 면적 1.3㎡ 이하,
체적 0.5㎥ 내외인 것을 D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 그룹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A그룹 17%, B그룹 20%, C그룹 42%,
D그룹 21%로 나타났으며 대형의 AㆍB그룹보다 중소형인 CㆍD그룹의 비율이 높다.
일반적으로 석곽의 규모를 피장자의 신분 또는 경제적 우열을 나타내는 고고학적
속성으로 감안하다면, 죽곡리고분군은 규모가 큰 석곽묘가 중심이 되는 고분군이
아닌 중소형급 석곽묘가 중심이 되는 고분군으로 판단된다. 석곽묘의 축조에 투여
된 노동력을 감안할 때, 석곽묘의 규모 [표 3] 규모별 점유비율
가 피장자 혹은 그 존속세력의 위계를

D그룹
16
21%

간접적으로 반영한다면 규모의 분포에

A그룹
13
17%

서 나타나듯이 죽곡리고분군 조영집단
내에서의 위계화는 분명히 존재한 것으

C그룹
31
42%

로 판단된다. 석곽의 규모에서 파악된

B그룹
15
20%

고분군 전체의 계층분화 정도는 다음
장에서 석곽의 구조적 속성 및 부장유
물의 분석과 동시에 파악하고자 한다.
[표 4] 그룹별 평균 규모
그룹

유구 번호

평균면적
(㎠)

평균체적
(㎤)

점유율

A

11,13,36,38,40,45,46,47,63,77,84,87,94

27,393

2,479,000

17%

B

8,10,12,20,37,44,49,53,55,56,64,67,69,82,99

18,920

1,298,000

20%

C

6,7,18,19,25,26,27,29,30,41,42,51,52,54,57,59,
61,62,70,73,74,78,90,91,96,98,100,106,107,108,
114

14,710

897,500

42%

D

5,17,50,60,71,75,76,79,81,86,89,105,109,110,
111,115

9,863

518,800

21%

한편, 시간의 차이에 따른 규모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각 시기별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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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분포양상을 살펴보았다.10)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형의 A그룹은 5세기 전기에서 중기에 걸쳐서 집중
분포하며 B그룹도 5세기 중기에 집중 분포한다. 고분군 내에서 점유율이 높은 C그
룹은 전시기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지만 소형의 D그룹은 5세기 전기에는 보이지 않
다가 5세기 중기부터 6세기 전기까지 분포하고 있다.

[표 5] 규모별 시기와의 상관관계
A그룹

3

8

B그룹

9

C그룹

1

2

4

D그룹

13

5

0
5세기전기

[표 6] 시기별 규모 점유비율

2

7

1

5

5

10
5세기 중기

15

20

5세기 후기

25

30

5세기 전기

3

5세기 중기

8

5세기 후기

1

6세기 전기

1

4

9

2

0%

6세기 전기

A그룹

13

5

7

2

5

20%

40%

B그룹

60%

C그룹

80%

100%

D그룹

[표 6]을 통해 시기별 규모 점유비율을 정리해보면 5세기 전기에는 7기의 석곽만
조영되었지만 대형의 A그룹 3기와 중형의 C그룹 4기가 조영되었다가 5세기 중기는
A~D그룹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고분군 내에서 규모면으로 볼 때, 계층화가 심화
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5세기 후기와 6세기 전기가 되면 규모가 가장 대형
인 A그룹은 조영되지 않고 중소형인 CㆍD그룹이 80%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며 주
로 조영된다. 이상에서 죽곡리고분군 내에서 이른 시기에 규모가 큰 석곽묘들이 먼
저 조영되어 죽곡리고분군을 塋地로 택하게 되었고 이들 후손들이 5세기 중기에 들
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곳에 각각의 군집을 영위하면서 신분 또는 경제적 우열에
따라 고분의 규모를 달리하면서 고분군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5세기 후
기부터는 이곳에 고분군을 축조하는 숫적 감소와 함께 그 규모도 축소되어 죽곡리
고분군을 조영한 집단의 쇠퇴를 짐작할 수 있다.

10) 구조분석에 이용된 75기의 수혈식석곽묘 중 유구의 시기를 검출할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된 석
곽은 60기로 시간적 속성에 의한 분석은 경우 60기의 석곽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각 유구의 편년은 신용민ㆍ김미경, ｢죽곡리고분군 출토 토기 소고｣, 김해 죽곡리유적Ⅰ, 동
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9 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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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상면 설치
석곽묘에서 시상면은 시신과 목관의 안치 및 유물의 부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죽곡리고분군에서 조사된 수혈식석곽묘의 시상면은 시설의 설치
有無로 대별되며 설치비율을 [표 7]로 나타내었다.

[표 7] 시상면 설치비율

無시설
48
64%

[표 8] 시상면 有시설 유형 점유비율
有시설
27
36%

이단굴광
4
15%
시상설치
10
37%

관대설치
13
48%

석곽 바닥에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고 생토면 위에 얇게 점토를 깔아 정지한 후,
시상면을 마련한 무시설은 유효 고분에서 64%를 점하며 죽곡리고분군에서 다수를
차지한다.
유시설은 설치방법에 따라 다시 3가지로 세분되며 비율을 [표 8]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시상면 설치 방법을 살펴보면, 관대와 시상을 설치한 것은 축조 공정상 생토
면까지 굴착한 후, 각각 관대석11)과 시상석12)을 깐 다음 점토를 이용해 수평상의
정지면을 조성하였다. 이단굴광13)은 생토면까지 굴착한 후, 시상면이 마련될 부분

11) 77ㆍ87호 석곽의 경우, 관대석이 부분적으로 깔려 있거나 상면이 평편하지 않은 등 관대석
보다는 관고임석 등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석곽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 유형을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넓은 의미에서 관대석으로 보고자 한다.
12) 47호 석곽은 할석 대신 토기편을 이용해 시상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석곽묘의 축조과정상 葬
俗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13) 이단굴광의 경우 시상면에 시상석이나 관대석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지는 않았으나 석곽 축조
과정에서 생토면을 ‘U’자상으로 굴착하고 점토를 깔아 정지하는 공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시설
을 설치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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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하단석보다 얕게 다시 굴착하고 점토를 이용해 수평상의 정지면을 조성하였
다.
한편, 시간에 따른 시상면 설치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표 9]와 같이 유시설과
무시설 모두 전시기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시상면 설
치유무는 시간적인 속성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14)
다음으로 석곽의 규모에 따른 시상면 설치 비율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이 대형
인 AㆍB그룹은 유시설이 무시설 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중소형인 CㆍD그룹은
무시설이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즉, 규모가 큰 석곽들은 시상석이나 관대석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규모와의 상관관계에서 시상면의 시설 유무가
계층성을 반영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표 9] 시기와 시상면 설치와의 상관관계 [표 10] 규모별 시상면 점유비율
5세기 전기

3

3

5세기 중기

A
13

5세기 후기

4

6세기 전기

2

B

22

10
시설 有

20
시설 無

30

40

6

7

D

5

2

9

C

8

0

11

24

3

0%

13

20%

40%
시설 有

60%

80%

100%

시설 無

죽곡리고분군에서는 11ㆍ36ㆍ40ㆍ45ㆍ64ㆍ67ㆍ69ㆍ77ㆍ94호의 총 9기의 석곽에
서 꺾쇠가 출토되었고 이 중 36ㆍ45호 석곽은 꺾쇠와 관정이 함께 출토되었는데,15)
14) 김해ㆍ부산지역의 중소형고분군의 일반적인 시상면 설치 방법은 무시설이 주를 이루며 시간
이 지나면 유시설로 변화해 간다.
권종호, ｢부산 지사동유적 수혈식석곽묘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반면, 경주지역의 수혈식석곽묘의 시상면 설치양상은 유시설의 출현 빈도가 높다.
조수현, ｢경주지역 수혈식석곽묘에 관한 일고찰｣,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5) 꺾쇠는 양쪽 끝을 꺾어 구부려서 ‘ㄷ’ 자 모양으로 만든 형태로 주로 두 개의 물체를 나란히
겹쳐 서로 벌어지지 않게 하는 용도로 쓰이며 꺾쇠의 출토는 목곽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반면, 관정은 ‘ㅡ’ 자 형태로 두 개의 물체를 엇갈리게 겹쳐 결구 하는 용도로 쓰여 목관의 존
재를 상정할 수 있다. 이는 같은 시기 고구려 적석총의 발굴조사에서도 그 내용을 참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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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규모가 큰 AㆍB그룹이며 시상면은 유시설이다. 꺾쇠의 부장이 목곽의 존재 가
능성을 나타낸다면 AㆍB그룹 가운데 상당수의 석곽묘는 棺ㆍ槨이 함께 채용된 1棺
2槨의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규모가 작은 CㆍD그룹에서는 꺾쇠가 출토
되지 않으며 무시설이 많은데, 이러한 중소형의 석곽묘에서는 목곽을 채용하지 않
는 1棺1槨의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죽곡리고분군 내에서
시상면 설치와 관ㆍ곽의 채용이 위계를 반영하는 속성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기존 연구성과에서16) 가야지역의 지배층의 묘제에서는 3重 이상의
棺槨制度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죽곡리고분군 내에서는
상위 위계에서는 내부에 목관을 설치하고, 그 외에 목곽을 두르고 마지막으로 돌로
써 전체를 감싸는 1棺 2槨판의 多重槨단의 棺槨制度가 채용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러한 양상이 중소형고분군을 조영한 다른 가야의 집단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
는 현상인지에 대한 판단은 향후 면밀한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3. 매장주체부 공간배치
매장주체부는 크게 피장자가 안치되는 공간과 피장자를 위한 유물부장 공간으로
대별된다. 피장자의 안치공간은 시상면 설치와 관ㆍ곽의 채용으로 검토하였으며 다
음으로 유물부장 공간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유물부장 공간은 피장자의 관점에서 볼 때, 중앙에 피장자가 안치되고 나면 頭部
와 足部가 부장공간이 된다. 유물부장 공간은 頭部와 足部 중 한 쪽만 이용하기도
하고 양쪽 모두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3式으로 세분 가능하다. 죽곡리고분군에서
피장자의 두향은 고분군 내에서 출토된 환두대도의 병부 위치와 피장자가 착장한

있다.
孫仁杰ㆍ迟勇, 集安高句麗墓葬, 香港五洲出版社, 2007.
죽곡리고분군에서는 꺾쇠와 관정이 출토된 석곽이 9기밖에 되지 않아 석곽 내의 목관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70ㆍ87호 석곽묘에서와 같이 관고임석이 출토되는 석곽이 존재하
고 있어 구유형목관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관곽의 개념에서 곽은 관을 감싸는
구조로 내부에 반드시 관이 있는 구조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죽곡리고분군 내에서 꺾쇠
와 관정의 출토 비율은 낮지만 죽곡리고분군의 수혈식석곽묘에서는 기본적으로 목관을 사용
한 것으로 추정된다.
16) 주 4 참조.

金海 竹谷里古墳群 수혈식석곽묘에 관한 소고

127

이식과 경식의 출토 위치 등을 고려하면, 대부분이 동향17)으로 추정되어 동단벽 쪽
이 頭部, 서단벽 쪽이 足部로 판단된다.
각각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18)
양쪽 단벽 부장과 한쪽 단벽 부장이 [표 11] 유물부장 공간 점유비율
비슷한 비율을 점하고 있으며 한쪽 단
벽 부장에서는 서단벽 부장의 점유율
이 높게 나타난다.
토기류의 부장양상은 도굴과 교란

서단벽
22
33%

동단벽
8
12%

양단벽
37
55%

이 많아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양쪽 단벽에 부장하는 유형은 頭部에
고배ㆍ소호 등의 소형 토기류를 부장
하고 반대쪽인 足部에 대호ㆍ대부장
경호 등의 대형 토기류들이 부장되고 있다. 피장자의 관점에서 볼 때 유물을 주로
피장자의 足部에 부장한다는 일종의 부장관념이 존재한 것으로 매장주체부 내의 공
간활용 양상의 일면이라 판단된다.
시간에 따른 유물부장 공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표 12]와 같이 각 유형 모두
전시기에 걸쳐 비슷한 비율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5세기 후기에는 양쪽 단벽 부장
의 비율이 높아지는 등 일부 시기성이 관찰되지만, 대체적으로 유물부장 공간의 변
화양상은 시간적인 속성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물부장
공간은 시간적인 속성보다 피장자의 사회적 신분과 규모에 따른 측면이 강하게 작
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17) 두향을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된 석곽은 8ㆍ10ㆍ12ㆍ13ㆍ19ㆍ36ㆍ44ㆍ47ㆍ53ㆍ62ㆍ65ㆍ
69ㆍ77ㆍ99호의 총 14기이다.
18) 유물부장 공간에 대한 분석은 구조분석 대상 75기 석곽 중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거나 교란된
8기를 제외한 67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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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시기별 유물부장 공간 점유비율
5세기 전기

2

3

5세기 중기
5세기 후기

10

10

6세기 전기
0%

20%
양단벽

3

0

3

A

1

17

2

40%

60%

서단벽

동단벽

80%

[표 13] 규모별 유물부장 공간 점유비율
7

B

2

C

1

D

100%

5

10

1

13

20%

3

9

5

0%

1

5

6

40%
양단벽

2

60%
서단벽

80%

100%

동단벽

[표 13]을 통해 규모별 유물부장 공간의 분포비율을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 고분
군 내에서 규모가 비교적 큰 B그룹은 양단벽 부장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중소
형의 CㆍD그룹은 양쪽 단벽 부장과 한쪽 단벽 부장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 유
물부장 공간이 위계화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규모가 가장 큰 A그
룹에서는 양단벽 부장보다 서단벽 부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앞선 결과와 상반된
다.
개별 석곽들을 통해 A그룹의 유물부장 공간 사례를 살펴보면, 94호 석곽의 경우
서단벽 아래쪽에서만 토기들이 부장되고 있는데 유물부장 공간이 장벽을 기준으로
1m에 이르고 있다. 비록, 한쪽 벽면만을 부장공간으로 이용하였지만 양쪽 단벽을
모두 이용한 유형보다 넓은 면적을 부장공간으로 남겨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7
호 석곽은 양쪽 단벽 모두 토기를 부장하였는데 유물 부장 공간이 1㎡에 이르고 있
어 역시, 양쪽 단벽을 부장공간으로 사용하는 B그룹의 유물부장 공간 0.3㎡~0.5㎡
에 비해 월등히 면적이 넓다. 또한, 46호 석곽의 경우 서단벽 아래에서 토기들이 3
열로 배치되어 다량으로 출토되었는데 시상면 설치과정에서 피장자의 안치 공간에
만 관대석을 마련하고 있어 서단벽 아래쪽을 부장공간으로 따로 마련한 듯하다. 즉,
석곽의 축조과정에서부터 매장공간의 이용에 대한 관념이 존재했다는 것으로 매장
주체부 내에서 피장자안치 공간과 유물부장 공간을 구분하고 있다. 먼저, 석곽을 축
조하고 시상면을 설치한 후, 중앙에 피장자를 안치하고 피장자의 발치쪽에 부장공
간을 따로 마련하여 유물을 부장하고 있다. 이러한 매장형태는 규모가 큰 석곽들에
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석곽에서는 葬制의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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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잘 지켜진 것으로 보인다.19)

4. 유물 조합관계
부장유물은 피장자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신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장행위
의 주체가 되는 당시 집단의 인식체계 또한 복합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므로 부장유
물의 분석은 개개 유물의 형식분석과 더불어 전반적인 동반관계의 분석도 중요하
다. 죽곡리고분군에서는 후대의 도굴과 유실 등으로 석곽묘 내부가 대부분 교란되
어 부장유물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은 불가한 실정으로 각 규모별로 유물의 조합관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장유물은 토기류, 철기류, 장신구류 등으로 대별되지만 죽곡리고분군에서 피장
자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유물 가운데 무기류에 관하여 세부적 특징을 분석하였
다.20)
이들 유물의 부장양상을 살펴보면 갑주와 재갈, 통형기대는 77ㆍ94호 석곽과 같
이 유시설 시상과 규모가 가장 큰 A그룹에서만 부장되고 있어 고분군 내에서의 최
상위계층에서만 부장되는 유물임이 증명된다. 하지만 환두대도와 대도는 13ㆍ47호
등의 A그룹에서도 부장되고 있지만 8ㆍ10ㆍ44ㆍ53호 등의 B그룹과 59호와 같이 규
모가 작은 C그룹에서도 부장이 되어 최상위계층에서만 부장되는 유물이 아닌 것으
로 추정된다. 이는 환두대도와 대도가 부장된 BㆍC 그룹의 석곽은 모두 무시설 시
상이라는 점에서 갑주, 재갈, 통형기대에 비해 위계가 낮은 유물로 판단된다. D그룹
에서는 위계를 반영하는 유물은 부장되지 않고 무기류 중 도자와 철촉 수점만 부장
되고 있다.
다음으로 고분군 내에서 도굴과 유실 등이 많으므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는 없지만 토기의 부장수량을 참고로 살펴보면, 규모가 큰 AㆍB그룹에서는 45ㆍ46

ㆍ77ㆍ94호 석곽묘 등에서 20점 이상의 토기를 부장하고 있다. C그룹에서는 10ㆍ53
ㆍ64ㆍ99호 석곽묘 등에서 10점 이상의 토기를 부장량을 보이며 D그룹에서는 17ㆍ
19)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함안 도항리 6호분, 2008
20) 무기류의 위계별 조합관계는 김경탁, ｢죽곡리 출토 무기류 소고｣, 김해 죽곡리유적Ⅰ, 동아
세아문화재연구원, 2009 를 참조하였다. 무기류의 분석에 따르면 갑주ㆍ재갈ㆍ장식대도→환
두대도ㆍ대도→소도ㆍ도자→도자ㆍ철촉 순으로 위계화가 나타나고 있다.

130

東亞文化 7號

60ㆍ75호 석곽묘 등에서 10점 이하의 토기를 부장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각 계층별로 유물 조합관계를 살펴보면, 최상위계층은 갑주, 재
갈, 통형기대 등의 위세품에 20점 이상의 토기를 부장하며 그 아래 계층은 환두대
도, 대도 등의 위세품에 10점 이상의 토기를 부장하고 하위계층은 도자와 철촉 수점
을 부장하는 조합관계가 성립된다. 각 계층별 유물 조합관계는 유물 조합이 각각의
유구에 모두 공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위의 위세품을 공반하고 있는 유구는 상위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유구의 축조속성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계화
를 부장유물의 조합관계로서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Ⅳ. 수혈식석곽묘의 축조속성을 통한 계층관계
앞장에서 구조적 속성 중 규모, 시상면의 설치, 매장주체부 공간배치, 유물의 조
합관계 등의 세부 속성을 분석하여 죽곡리고분군 수혈식석곽묘의 특징을 살펴보았
다. 그 결과, 죽곡리고분군의 수혈식석곽묘는 규모에서 4단계의 계층 분화를 시도
할 수 있었으며 각각의 계층에 따라 매장주체부 내부의 피장자가 안치되는 공간인
시상면 설치와 유물 부장에 따른 내부공간의 배치, 유물의 조합관계에서 차이가 있
고 결국 이러한 차이는 위계를 반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규모, 시상면 설치, 내부공간 배치, 유물 조합관계 등 수혈식석곽묘의 구조적 속
성 외에 관념적인 의미인 葬俗에서도 위계화가 반영되고 있다. 죽곡리고분군에서는
석곽묘 해체조사를 통하여 축조과정상에서의 장속절차를 복원해 본 결과21) 규모가
대형인 A그룹에서는 2차례 이상의 장속절차가 시행되었고 BㆍC그룹에서는 1차례
의 장속이 시행되었으며 소형의 D그룹에서는 장속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금번조
사에서 모든 석곽묘를 다 해체하지 못하여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축
조과정에서 행해진 장속에서 A그룹은 복수, BㆍC그룹은 단수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고 가정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죽곡리고분군의 계층 구조는 [표 14]와 같은 마름모꼴의 구조를

21) 장속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서는 최경규, ｢죽곡리고분군의 석곽묘 축조과정에서의 장속｣, 김
해죽곡리유적Ⅰ,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9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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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고 있으며 각 계층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14] 축조속성으로 본 죽곡리고분군 계 [표 15] 시기별 계층 분포양상
층구조
100%

1
8

⇒ 제 1층

80%

3

7

40%
4

⇒ 제 2층

Ⅰ

9

60%

13기(17%)

1

2

Ⅱ
5

13

Ⅲ
Ⅳ

20%
5

2

0%

15기(20%)

5세기전기 5세기 중기 5세기 후기 6세기 전기

⇒ 제 3층
31기(42%)
⇒ 제 4층
16기(21%)

제 1층은 규모가 대형의 A그룹으로 석곽의 축조과정부터 매장공간 이용에 대한
관념이 존재했다. 매장주체부 내에서 피장자의 안치공간과 유물 부장공간을 구분하
여 시상면에 시상석이나 관대석을 설치하고 목관을 안치한다. 이후, 따로 마련된 유
물부장 공간에 위세를 나타내는 통형기대, 갑주, 재갈, 환두대도 등의 유물과 20점
이상의 토기를 부장한다. 장속은 벽석축조 단계, 시상면설치 단계, 유물부장 단계
이후 등 수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제 1층은 棺ㆍ槨이 함께 채용된 1棺2槨의 구조에
복수의 장속 절차가 시행되는 등 다양한 장례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통형
기대, 갑주, 재갈, 대도 등과 같은 피장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위신재를 부장하고 있
다. 대표적인 유구는 45ㆍ47ㆍ77ㆍ94호 석곽묘이다.
제 2층은 규모가 B그룹으로 유시설 시상과 무시설 시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
시설 시상은 매장주체부 내의 공간이용이 제 1층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무시
설 시상 은 유물 부장공간으로 피장자의 頭部와 足部 양쪽을 이용하고 있다. 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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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유물은 환두대도와 대도 등이 있으며 토기는 10점 이상 부장
하고 있다. 장속은 벽석축조 단계나 시상면 설치 단계에서 한차례 정도만 시행되며
제 1층에 비해 장례절차가 간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유구는 8ㆍ55ㆍ64ㆍ
69ㆍ99호 석곽묘이다.
제 3층은 규모가 C그룹으로 매장주체부 내의 시상면에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고
생토면 위에 얇게 점토를 깔아 정지한 후 피장자를 안치한다. 이후, 피장자의 頭部
와 足部 양쪽이나 足部 한쪽에 소도, 철모 등의 유물과 10점 이하의 토기를 부장하
며 장속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 3층은 석곽 내에 목곽을 채용하지 않는 형태로 죽곡
리고분군에서는 상위계층인 제 1층과 제 2층에서만 1棺2槨 구조였던 것으로 판단된
다. 대표적인 유구는 6ㆍ26ㆍ29ㆍ51ㆍ62호 석곽묘 등이다.
제 4층은 규모가 가장 작은 D그룹으로 제 3층과 마찬가지로 시상면에 시설을 하
지 않고 피장자를 안치한다. 유물 부장공간은 피장자의 발측 한쪽만 이용되며 철촉,
도자 등 소수의 철기와 5점 내외의 토기를 부장한다. 대표적인 유구는 17ㆍ60ㆍ75

ㆍ109호 석곽묘 등이다.
시기적으로 죽곡리고분군의 계층서열의 변화양상을 [표 15]로 나타내었다. 고분
군이 조영되기 시작하는 5세기 전기에는 고분군 내 최상위계층인 제 1층과 중위계
층인 제 3층만 존재하고 있다. 유적 형성 성행기인 5세기 중기에는 계층분화가 심
화되어 전기의 2개층이 4개층으로 확대, 분화되면서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비율이
비슷한 전형적인 능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 5세기 후기에는 중기와 마찬가지로 4층
이 능형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상위계층의 비율은 줄어들고 하위계층의 비율이 늘
어난다. 6세기 전기가 되면 최상위계층인 제 1층은 사라지고 제 2ㆍ3ㆍ4층만 위계
화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죽곡리고분군에서 조사된 수혈식석곽묘의 제속성을 통해서 고분군
내의 위계화에 대해 살펴본 결과, 죽곡리고분군의 조영집단 내에서는 다양한 계층
분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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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이상에서 최근 우리 연구원이 발굴조사한 김해 죽곡리고분군의 중소형급에 해당
하는 수혈식석곽묘의 구조적 속성 중 규모, 시상면의 설치, 매장주체부 공간배치,
유물의 조합관계 등의 분석을 통하여 고분군 내의 계층분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문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죽곡리고분군과 같은 중소형고분군 내에서도 계층분
화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위계층에서는 석곽의 축조과정부터 매장공간 이
용에 대한 관념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 고고학적인 결과물인 관ㆍ곽의 사용과
관념적인 결과물인 장속 절차 등은 상위계층 내에 엄격한 장제의 규율성이 존재하
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활발한 발굴조사의 성과로 가야지역의 중소형급고분에 대한 자료가 증가하
고 있으며 중소형급고분의 축조수법이나 성격 등에 대한 개별 연구자들의 성과 또
한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죽곡리고분군이라는 한정적인 자료를 대상
으로 한 금번 분석의 결과가 가야지역 중소형급고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
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차후, 주변 고분군과의 면밀한 비교 검토
를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본고는 김해 죽곡리유적Ⅰ의 고찰 ｢김해 죽곡리고분군의 수혈식석곽묘 소고｣를
수정ㆍ보완하여 게재한 것임
[표 16] 죽곡리고분군 수혈식석곽묘 속성표
호
수

면적
(㎡)

체적
(㎥)

시
상
면

꺾쇠
출토

공간
배치

중요
유물

토기
수량

장속
횟수

77

3.27

2.29

관대

●

양단벽

대도,
통형기대

29

4

서단벽

갑주,재갈
통형기대

20

3

양단벽

대도,도자

17

2

서단벽

철모,철촉

6

서단벽
서단벽

재갈,철모
환두대도

6
20

양단벽

철촉

11

94

3.27

2.22

관대

13

2.94

2.17

이단굴광

38

2.87

2.35

할석

36
47

2.78
2.71

2.37
2.25

할석
토기

63

2.7

2.29

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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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시기

계층

5세기
전기

5세기
중기

제
1
층

11

2.4

1.8

할석

46

2.43

2.07

관대

45

2.18

1.64

할석

84

2.49

1.67

87

2.69

40

●

서단벽

철겸,도자

서단벽

4
20

양단벽

철부,도자

25

무시설

양단벽

소도

11

1.67

관고임

동단벽

도자,철촉

4

2.88

2.22

할석

서단벽

철촉

3

철부,도자

●

●

12

2.29

1.49

이단굴광

양단벽

37

2.09

1.67

무시설

양단벽

44

2.08

1.71

무시설

동단벽

환두대도

4

64

1.23

0.76

관대

양단벽

소도,철촉

10

56

2.03

1.72

무시설

●

?

9

9

55

1.93

1.78

관대

동단벽

82

1.35

0.81

무시설

양단벽

대도,철촉

8

99

1.38

0.72

무시설

양단벽

대도,소도

10

53
67

1.25
1.97

0.92
1.34

무시설
관대

양단벽
양단벽

환두대도
소도

13
22

49

2.08

1.54

무시설

양단벽

소도,철촉

3

69

2.22

1.53

이단굴광

20

2.58

1.44

할석

8

2.14

1.28

무시설

●

5세기
후기
6세기
전기

11

양단벽

●

2

4

동단벽

1

5세기
중기
5세기
후기

제
2
층

2

양단벽

대도,소도

1

10

1.76

0.76

무시설

서단벽

환두대도

6

27

1.6

0.96

관대

동단벽

철촉

3

29

1.53

0.96

무시설

양단벽

57

1.45

0.97

무시설

서단벽

철촉

14

?

7

74

1.7

1.09

무시설

서단벽

18

1.68

1.08

무시설

교란

철촉,도자

5세기
전기

10
3

19

1.65

1.32

무시설

양단벽

철겸

7

25

1.6

0.8

이단굴광

남단벽

도자

3

41

1.23

0.9

무시설

서단벽

42

1.37

0.82

무시설

양단벽

도자,철촉

3
7

51

1.51

0.98

무시설

동단벽

도자

12

52

1.69

1.22

무시설

서단벽

54

1.45

0.87

무시설

동단벽

62

1.28

0.68

무시설

양단벽

철모
철촉

5세기
중기

11

제
3
층

5
4

73

1.27

0.76

무시설

양단벽

98

0.91

0.49

관대

서단벽

10

108

1.98

1.29

관대

양단벽

96

1.9

1.2

무시설

양단벽

6

106

1.79

1.27

무시설

동단벽

4

10
철촉

14

1
5세기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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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1.35

0.68

무시설

동단벽

3

91

1.57

1.15

관대

양단벽

11

70

1.1

0.57

관고임

양단벽

107

1.15

0.6

무시설

양단벽

도자

5

100

1.4

0.6

무시설

양단벽

9

6

1.18

0.91

무시설

양단벽

7

2.01

1.04

무시설

서단벽

30

1.33

0.68

무시설

교란

61
90

1.28
1.47

0.68
0.84

무시설
무시설

교란
양단벽

78

1.19

0.58

관대

5

1.18

0.77

무시설

양단벽

철촉

8

철모,철촉

1

8
6세기
전기

3
1

도자,철촉
1
3

17

1.25

0.54

무시설

서단벽

철촉

4

60

1.02

0.68

무시설

서단벽

철촉

4

81

1.56

0.89

무시설

서단벽

철촉

3

75

0.83

0.44

무시설

교란

철촉

4

86

1.09

0.58

무시설

양단벽

7

115

0.98

0.25

무시설

양단벽

4

105

1.7

0.99

무시설

양단벽

3

89

1.06

0.49

무시설

동단벽

4

109

1.03

0.54

무시설

서단벽

9

110

1.12

0.56

무시설

상부

6

111

0.44

0.21

할석

서단벽

4

71

0.92

0.49

할석

서단벽

1

50

0.36

0.24

무시설

76

0.64

0.35

할석

동단벽

79

0.6

0.28

무시설

양단벽

철촉

2

?

5세기
중기

5세기
후기

6세기
전기

제
4
층

?

4

원고투고일자 2009년 11월 21일
원고심사완료 2009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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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도면 1. 제1층 매장주체부 공간이용 양상(① 45호 석곽묘, ② 94호 석곽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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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도면 2. 제2층 매장주체부 공간이용 양상(① 37호 석곽묘, ② 56호 석곽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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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rief Study on the stone-lined tomb in Jukgok-ri
tumuluses, Gimhae
- Focusing on the spatial arrangement of the burial space -

The stone-lined tombs, main tombs of Gaya, have been studied but the study on
the small and medium tumulus is imperfect. The material of the small and medium
tumuluses is rising much but generally these are said not to be different in location,
scale and structure. It is assumed that the group to construct these small and medium
tombs doesn't have difference in social position.
Assuming that the group to construct the small and medium tumulus has the rank,
I analyze the application of the burial space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coffin
and outer coffin. The object of analysis is Jukgok-ri tumuluses located in Gimhae.
As a result analysing the scale and the spatial arrangement of burial space, the
installation of flat part, the combination of remains, the stone-lined tombs in Jukgok-ri
tumuluses have 4 ranks. In accordance with each rank, the tombs are different from
making flat part, placing and combining remains. Finally, this differences are reflected
in rank.
As a result analysing the archaeological material of the small and middle tombs as
Jukgok-ri tumuluses, I understand the class differentiation and specially the sense
using a burial space in the process constructing the stone-lined tombs. Besides, It is
identified that the use of coffin and outer coffin as archaeological product and the
process of the funeral convention as imaginary thing exist in the high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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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金海竹谷里古墓群竖穴石椁墓小考
- 墓室空间利用为中心 -

伽倻的主要墓葬形制为竖穴式石椁墓，目前为止关于其统治上层的墓葬形制研究非
常活跃，而关于中小型古墓群的研究则明显不足。最近多次的调查发掘成果为研究伽
倻地区的中小型古墓群提供了资料，通常根据中小型古墓群的占地规模及结构上的不
同，我们推测中小型古墓群墓主人在身份上存在着明显的差别。
本文以中小型古墓群墓主人的阶级性及其与阶级性相关的资料为分析对象，通过金
海地区的竹谷里古墓群对墓室空间的利用即棺椁的使用来分析中小型古墓群墓主人的
阶级性。
墓室的规模、放置棺木的空间的设置、墓室空间的安排、随葬品组合关系等诸多特
征的分析结果表明，竹谷里古墓群的竖穴式石椁墓可以分为4个阶层。各个阶层及与之
相对应的墓主人尸体的安排、尸床面的设置、随葬品的放置及随葬品的组合关系之间
存在着明显的差异。这种差异正好也反映了不同的阶层，并且这种观念也意味着葬俗
在不同阶层之间有着不同的反映。
通过对竹谷里古墓群及其中小型古墓群中考古学资料的分析，来研究墓主人之间阶
层分化的程度。特别是古墓群内部上层阶层的竖穴式石椁墓在石椁墓修筑及埋葬空间
利用的观念上已经达到一定的水平。此外，考古学上发现的棺椁及随葬品放置的顺序
证明在上层阶级之间存在一定的埋葬制度的差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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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海竹谷里古墳群 竪穴式石槨墓に対する小考
- 埋葬主體部 空間利用を中心として -

伽耶の主な墓制の竪穴式石槨墓は今まで支配層の墓制に対する硏究は活発に進行
されているが、中小型古墳群に対する硏究はそれほど進んでないが實情である。最
近、活発な發掘調査の成果によって伽耶地域の中小型古墳群の資料が増加している
が、一般的に中小型古墳群は立地と規模、構造的に差異がないことが把握されてい
るし、中小型古墳群を造營した集團は被葬者の身分差はさほどないと推定されてい
る。
本考では中小型古墳群を造營した集團であるけれど、どれぐらいの位階性はある
という、假定のもとに位階化と関連する分析對象を、埋葬主體部の空間活用、つま
り棺槨の採用に焦點をあてて、中小型古墳群を造營した集團の位階分析を行い、金
海地域に位置する竹谷里古墳群を分析對象とした。
埋葬主體部の規模, 屍床面の設置, 埋葬主體部の空間配置, 遺物の組合關係等の諸
屬性を 分析した結果、竹谷里古墳群の竪穴式石槨墓は規模からは4段階の階層分化
が成っており、各々の階層によって埋葬主體部の內部の被葬者が安置される空間で
ある屍床面の設置と遺物の副葬による內部空間の配置、遺物の組合關係が異なって
おり、結局、その差は位階を反映しているのがわかる。
竹谷里古墳群のような中小型古墳群の考古學的の資料を通した分析を行った結
果、階層分化の程度を推論することができた。特に、古墳群の中に上位階層の竪穴
式石槨墓の築造から埋葬空間の利用に対する觀念が、よほどの水準に至ったのを分
かる。即ち、考古學的な結果物である棺槨の使用と、觀念的な結果物である葬俗の
節次等は上位階層の中に葬制が存在したことを示していると思われる。

金海 竹谷里古墳群 수혈식석곽묘에 관한 소고

141

연
보
및
휘
보

1. 연 혁
연번

기 간

내 용

1

2009. 3. 19~2009. 12. 3

2

2009. 4. 7~

학술협력체결 - 중국 북경사범대학교

3

2009. 5. 29~

학술협력체결 -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4

2009. 11. 22

개원 6주년

제2회 시민교양강좌 개최 “경남지역의 문화”

2. 간행물
1) 학술지
연번

서명

발행처

발행일

5號

東亞文化 5號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8. 12

6號

東亞文化 6號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9. 6

2) 발간보고서
(1) 지표조사
연번

보고서명

발행처

발행일

95집

산청 왕산사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9. 1

96집

거제 대포항 진입도로 개설구간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9. 1

97집

양산 명곡 컨트리클럽 조성사업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9. 5

98집

남강댐 소문 속사제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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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집

진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지표조사 보고서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9. 6

100집

사천 묵곡 토취장 부지 및 진입로 개설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9. 6

101집

경남혁신도시 서측진입교량 가설공사(T/K)
설계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9. 6

102집

기장군 도예촌 관광지 조성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9. 9

103집

거제 수월동 산 39-10번지 주택건설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9. 11

(2) 발굴조사
연번

보고서명

발행처

발행일

29집

창원 가음정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昌原 加音丁 複合遺蹟 上 下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昌原市

2009. 1

30집

산청 청암~삼장간 국도 확 포장 구간내
山淸 坮下里遺蹟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釜山地方國土管理廳

2009. 2

31집

巨濟 廢王城 集水址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巨濟市

2009. 6

32집

晋州 妙嚴寺址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晋州市

2009. 6

33집

昌原 新方里 低濕遺蹟

東亞細亞文化財硏究
慶尙南道昌原敎育廳

2009. 7

34집

金海 生鐵里遺蹟
金海 釜谷里遺蹟

東亞細亞文化財硏究
慶尙南道昌原敎育廳
(주)혜림기업

2009. 8

35집

機張 盤龍里遺蹟

東亞細亞文化財硏究
釜山都市公社

2009. 9

36집

金海 竹谷里遺蹟

東亞細亞文化財硏究
韓國鐵道施設公團

20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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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활동
1) 학술교류
교류기관

교류기간

교류내용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2007. 4. 23 ~

일본 사이타마대학교
교양학부 및 대학원

2008. 5. 15 ~

상 동

일본 유기제작
기술연구회(토야마대학)

2008. 8. 22 ~

상 동

중국 북경사범대학교

2009. 4. 7 ~

상 동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2009. 5. 29 ~

상 동

1) 교원 연구원 학생 교류
2) 공동연구 계획 및 실시
3) 학술자료 간행물 및 정보 교환

2) 학술세미나
연번

제 목

1

井上主稅
(일본 카시하라
고고학 연구소) 외
다수

1)
2)
3)
4)

창원 동중 및 기장 고촌 출토 왜계토기 분석
왜계토기 구분법
한국 내 출토 왜계토기와 일본 토기자료 소개
GIS 출장보고 및 사례발표

2009. 3.
27

국제학술심포지움
“거제 폐왕성과
동아시아의
고대성곽”

1) 거제 폐왕성의 조사성과 : 조헌철(동아세아문
화재연구원)
2) 거제 폐왕성의 고고학적 의의 : 심종훈 구형
모(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3) 고대의 거제와 폐왕성 : 이영식(인제대학교)
4) 고려 후기 거제 지역사회의 변동과 폐왕성 :
김광철(동아대학교)
5) 중국 동북지역 산성 분포 및 유형과 거제 폐왕
성의 비교 연구 : 孫仁杰(중국 길림성 집안박
물관)
6) 거제 폐왕성과 일본 고대산성과의 비교검토 :
向井一雄(일본고대산성연구회)

2009. 10.
23 ~ 24

2

내 용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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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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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심포지움
“한국 고석청동기의
제작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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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고석청동기의 제작기술에 관한 한 일
공동 연구의 경위와 의의 : 신용민(동아세아
문화재연구원)
2) 일본 고대의 유기 : 菅谷文則(일본 카시하라고
고학연구소)
3) 한국 고주석 청동의 재료학적 특성 : 조남철
김규호(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4) 아시아의 이원계 고석청동용기의 전개 : 淸水
康二(일본 카시하라고고학연구소)
5) 청동유물 제작기술 검토에 관한 구체적 사례
보고 : 이은석(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6) 경남지역 고려~조선시대의 분묘 출토 청동시
연구 : 이상용(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7) 고려~조선시대 고석청동기의 금속조직 : 長柄
毅一 이상용(일본 토야마대학 동아세아문
화재연구원)
8) 현대 한국의 고석청동 제작 기법 : 권주한(대
구대학교), 庄田愼矢 淸水康二(일본 카시하
라고고학연구소), 三船溫尙 長柄毅一 일본
토야마대학
9) 현대 한국의 고석청동기 제작 : 村松洋介(부산
대학교 고고학과)
10) 유기의 열처리와 가공기술 : 長柄毅一 三船
溫尙(일본 토야마대학), 淸水康二(일본 카시
하라고고학연구소), 庄田愼矢(일본 나라문화
재연구소), 村松洋介(부산대학교), 이은석(국
립가야문화재연구소), 권주한(대구대학교),
한민수(국립문화재연구소), 이상용(동아세아
문화재연구원), 김하연(수원대학교)

3) 해외 유적 답사 및 심포지움
연번

답사내용 및 출장자

답사지

기 간

1

일본 문화답사(14명)

일본 구주

2009. 2. 4
~ 2. 7

2

캄보디아 문화답사(46명)

캄보디아 씨엠립

2009. 3. 8
~ 3. 12

3

중국 유적답사(4명)

중국 산서성, 하남성

2009. 4. 18
~ 4. 24

4

중국 동북지역 고구려
유적답사(11명)

중국 요령성, 길림성

2009. 5. 8
~ 5. 16

5

第10回 弥生文化シンポジウム
倭と韓-靑谷上寺地遺跡は語る 鳥取県敎育委員会(4명)

日本 鳥取県

2009. 9. 25
~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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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논문 심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동아세아문화재 연구원의 학술지인 동아문화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편집위원회)
1) 동아문화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
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의 자격은 해당분야 연구업적이 많은 전문연구자로 한다.
4)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호선을 통하여 결정한다.
5)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투고 논문에 대한 1차 심사
(2)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3)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게재여부 판정
(4) 기타 학술지 편집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 (심사위원)
1) 심사위원은 동아문화 편집위원 전원 및 접수된 논문과 동일 또는 근접한 학문
분야를 전공하는 외부 학자들 중 소수를 편집위원회 결의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편당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심사위원은 원고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고논문심사결과 보
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심사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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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심사절차 및 기준)
1) 심사대상은 편집위원회가 공고한 모집기한까지 본원에 제출된 원고에 한한다.
2)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집필을 의뢰한 기획원고와 비평논문 및 서평 등은 일
부의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연구 주제ㆍ분야ㆍ체제ㆍ분량ㆍ논지의 적합성 여부를,
2차 심사는 해당 분야 심사위원이 연구 방법ㆍ내용의 적합성과 독창성ㆍ논리전
개의 학술성과 객관성 및 학계 기여도 등 학문의 종합적 성격을 각각 판정하며,
3차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1~2차 ｢투고논문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게재여
부를 최종 판정한다.
제5조 (심사결과 판정)
1) 편집위원회는 1차 논문 심사를 통해 게재 가부를 결정하며, 2차 심사를 맡은 심
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적 객관성을 심사하여 ｢투고논문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
(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2) 심사위원은 수정 내용과 게재 불가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2차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1) B등급 이상인 경우 : 게재
(2) C나 D등급이 하나인 경우 : 수정후 재심사하여 B등급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게재
(3) C나 D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 : 게재 불가
제6조 (심사결과 통보)
1) 편집위원회는 투고 원고의 게재 여부를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2차 심사 결과 심사위원의 수정 제의가 있는 경우 투고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정 거부 사유서를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
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54

東亞文化 7號

제7조 (소유권)
동아문화 게재 논문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 귀속된
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제8조 (기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투고논문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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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논문 심사결과 보고서

심사논문 제목
심사위원

성 명

연락처

소 속

전 공

1. 평가내용 : A) 우수 B) 보통 C) 미흡 D) 많은 문제점이 있음
분야

세부 평가 항목

평가
A

B

C

D

가.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며, 제목이 관련분야의 주제로
적절한가?

Ⅰ. 논문의
체계와 논지 나. 목차와 분량은 적절한가?

다. 일관된 논지를 갖추고 있는가?
라. 전문적인 연구논문의 내용을 갖추었는가?
마. 기존 연구성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Ⅱ. 논문의 바. 기존 연구와 다른 독창적 내용을 담고 있는가?
내용
사. 사료의 인용과 해석이 정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아. 논리전개는 비약이나 왜곡이 없으며, 객관적인가?
자. 사용된 용어나 개념은 정확한가?
※ 해당되는 곳에 ‘○’나 'V'를 표시해 주십시오

2. 종합평가
A. 게재 가능

B. 수정 후 게재

C. 수정 후 재심사

D. 게재 불가

※ 해당되는 곳에 ‘○’나 ‘V’를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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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판정 B, C의 경우는 구체적인 지적 사항이나 수정의 방향을, D의 경우는 판정
이유를 다음 장의 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심사결과 보고서는 심사의견서와 함께 우송(또는 E-Mail로 전송)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투고논문 심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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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견서
1. 선행 연구의 소개ㆍ비판과 연구의 독창성

2. 연구방법ㆍ내용 및 논지 전개의 타당성(제목과 목차 설정의 타당성 포함)

3. 자료 활용의 적절성(새로운 자료의 활용 및 기존 자료의 새로운 해석)

4. 기타 수정 사항

5. 연구 결과의 학계 기여도와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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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거부 사유서

심사논문 제목
투고자

성 명

연락처

소 속

제출일시

수정거부 사유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수정거부 사유서

159

원고 작성 요령
1) 본문은 한글세대가 읽을 수 있는 쉬운 한국어로 풀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문의 번호는 Ⅰ(로마자), 1(아라비아), 1), (1), ①의 순으로 한다.
3) 글자의 크기는 논문제목을 16호, 각 장의 소제목을 13호로 한다.
4) 연대는 서기로 하고 왕조년으로 표기된 연도일 경우에는 서기를 ( )속에 표기한다.
예 : 順治14년(1657), 민국 44년(1955), 선조원년(1567), 고종원년(1862)
5) 인물의 경우 생몰연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로 표시한다.
6) 문안의 작성은 ｢글 97｣ 이상으로 작성한다. 편집용지는 가로 190cm, 세로 260cm
로 한다. 글씨체는 바탕 11 Point, 줄간격은 175로 작성하며, 사료는 10 Point, 들여쓰
기 10칸 정도로 하고, 각주는 9.5 Point로, 줄간격은 140으로 한다.
7) 한자병기의 경우 괄호 표시는 한글 명칭과 한자음이 동일한 경우에는 ( )로, 일치
하지 않는 경우는 [ ]로 표기한다.
8)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문교부 고시 제 88-1호: 1988.1)을 따른다.
9) 본문과 각주의 書名은  , 편명이나 단편 글, 논문명은 ｢ ｣, 인용문은 “ ”, 작은
인용문은 ‘ ’, 강조는 < >, 중간점은ㆍ등으로 표기한다.
10) 원고는 논문이 게재된 CD 1매(파일 형태)와 출력본 1부를 제출한다.
11)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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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서의 경우 : 저자, 출판년도, 책명, 출판사 순
(2) 논문의 경우 : 저자, 게재년도, 논문명, 게재지(간행처), 순
12) 잘 알려진 사서의 경우에는 저자명을 생략한다.
13) 참고문헌의 순서는 한국, 중국, 일본, 비한자문화권 순서로 하고, 1차 자료를 최우
선으로 기재한다. 논문과 단행본은 구별 없이 연도순으로 한다.
14) 논문 등에 부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목 뒤에 콜론( : )을 쓰고 부제를 적는다.
15) 역주서의 경우 원저자를 역주자 다음의 ( )속에 병기하며, 원전과 역주서의 책명
이 다른 경우에는 역주서 다음의 괄호( )속에 원전도 병기한다.
16) 서명과 편명을 적을 때는 서명ㆍ편명의 형식으로 한다.
예 : 논어ㆍ술이, 좌전ㆍ소공, 삼국사기ㆍ신라본기, 고려사ㆍ지리지
17) 각주 항목의 저자명은 한국과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기 원어로 표기한다. 저자가
여러명일 경우 3명까지는 모두 열거하며, 동양인의 경우는 저자명 사이에 중간점

ㆍ을 찍어 구분하고, 서양인의 경우에는 2명이면 ‘◯◯and☆☆’의 형식으로 표기한
다. 4명이상일 경우 맨 처음의 저자명만 적되, 동양의 경우 ‘◯◯외’를, 서양의 경
우에는 ‘◯◯et al.’ 을 쓴다.

원고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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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文化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財)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의 학술지인 東亞文化에 학술 연구 및 연구
논문을 발표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 및 기준을 규정하여 진
정한 학술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저자는 자신이 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마치 자신의 연구결과나 주장
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2)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
의 독창적인 주장인지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
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이중게재
(1)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
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게재에 해당한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데이터
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이중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 이중 게재
는 일반적으로 논문의 경우만 해당하며,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일반 학술지에 짧은 서간 형태(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의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 데이터를 추가 또는 자세한 연구 수
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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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
계나 어떤 선입견 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
게 취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
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4조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한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
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
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
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의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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