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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영남지방 목관묘에서 관찰되는 복안(覆顔)의 형태는 한경(漢鏡)과 부채 등을 이용
한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부채 복안’은 조장(鳥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울산 교동리유적 1호 목관묘에서는 ‘포대(布袋) 복안’이 관찰되었다. 1호 목관
묘에서는 삼각형점토대 파수부옹, 두형토기 등을 비롯한 토기류와 소환두도, 세형동
검, 동모, 동과, 일산살꼭지(蓋弓帽), 원통형동기(圓筒形銅器) 등 청동제 유물이 출토
되었다. 이 중 소환두도, 초현기 세형동검, 원통형동기 등의 출토는 피장자가 한나라
혹은 고조선과의 관련 있음을 시사한다.
1호 목관묘 출토 유물 중에서 세형동검과 공반되는 검초, 검파를 추정 복원하였다.
일산살꼭지와 함께 한나라 관련 유물로 인식되는 원통형동기에 대해서도 출토 양상을 통
해 원통형동기가 원통형칠기에 삽입되는 모식을 파악하여 유물의 속성을 재고하였다.
탄소연대측정으로 1호 목관묘의 조성시기를 추정하는 한편 기존 청동제유물에 대한
납동위체 분석치를 재검증하였다. 1호 목관묘와 세형동검의 조성시기 및 제작연대가
기원전 2세기 중반까지 올라갈 가능성과 함께 청동제유물의 납동위원소 추정 산지가
양분되는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대장법(漢代葬法)에서 재지계장법으로 매장양식이 바뀌는 시간적 변화
중에서도 ‘포대 복안’은 특히 더 선행하는 조건으로 인식하였고, 자연과학적 분석결과
와 세형동검 등의 유물속성 재고를 통해 울산 교동리유적 1호 목관묘의 조성시기에 대
한 소급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주제어 :	복안(覆顔), 조장(鳥裝), 포대 복안(布袋 覆顔), 납동위체분석(lead isotope
analysis), 한대장법(漢代葬法), 재지계장법(在地系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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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울산 교동리유적은 청동기시대 주거지, 수혈, 구를 비롯해 삼한시대 수혈, 굴립주 건물
지, 분묘, 구, 구상유구, 목책열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석실묘, 화장묘, 건물지뿐 아니라
1)

고려~조선시대 분묘, 구, 구상유구 등 총 1,210기의 유구가 확인된 대규모 유적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분묘의 입지와 성격 등으로 주목 받는 것이 1호 목관묘이다.
1호 목관묘에서는 유개옹, 삼각형점토대 파수부옹, 두형토기, 소형편구호 등의 토기류
와 주조철부, 단조철부, 소환두도자, 소환두도, 철모, 철착, 동모, 동과, 일산살꼭지, 원통
형동기 그리고 검초와 검파를 공반한 세형동검 등의 금속제유물이 출토되었다. 이외에도
검초, 원통형칠기, 칠기호, 주칠개(朱漆蓋) 등의 칠기류와 유리제 장식 그리고 복안으로
추정되는 직물 및 유기물 일체가 확인되었다. 1호 목관묘의 조성시기는 기원전 1세기 전
엽~중엽으로 보고되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1호 목관묘에서 확인된 복안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종류와 성격을
검토하여 한대장법 및 재지계장법의 복안과 공반유물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미 보고된
청동제유물에 대한 납동위체분석을 재보정하고 청동제유물의 원료산지를 추정하여 구분
하였다. 또한 복안에서 확인된 식물유체 결속흔(結束痕)을 대상으로 한 방사선탄소연대
측정치와 세형동검 및 원통형동기 등의 재해석된 속성을 통해, 울산 교동리유적 1호 목관
묘와 출토 청동제유물의 조성 및 제작 연대가 기존의 보고 보다 1세기 이상 올라갈 가능
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복안
1. 복안의 정의와 종류
복안은 피장자의 얼굴 혹은 머리 전체를 특정 재질로 덮은 것을 통칭한다. 복면(覆面)
이라고도 하며, 재질에 따라 기능의 차이를 보인다. 금속 및 도토기(석재)와 같은 무기물
복안은 얼굴만을 덮는 것이 일반적이며. 직물과 같은 일반적인 유기물 복안은 머리 전체
를 씌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복안은 제일성(齊一性, uniformity)을 가지며 이집트,
잉카 등 시공을 넘어 현재에도 관찰된다. 망자가 숨을 거두었을 때, 시신을 덮어두는 것

1)	울산문화재연구원, 2013, 『울산 교동리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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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망자에 대한 예의로 인식되어 왔다. 아울러 시신과 함께 부후(腐朽)가 이루어지는 일
반적인 유기질 복안은 염(殮)의 성격도 강하게 가진다. 이상의 복안에 대한 인식은 현재
에도 공유되고 있는 개념이다.
<표 1> 영남지방 복안 출토 유적 일람
연번

지역

유적

유구

유형

시기

주요유물

비고

1

울산

교동리

1호목관묘

포대

BC1전

세형동검, 소환두도

(BC2중)

BC1중

와질토기, 환두도자

重圈銘帶鏡?

BC1중

원통형동기, 주머니호

草葉文鏡, 星雲文鏡

BC1중

주머니호, 판상철부

異體字銘帶鏡

2
3
4

A-I-122호묘
경북

5

임당

동경
(한경)

신대리

37호묘×2

BC1중

철검, 환두도자

異體字銘帶鏡
異體字銘帶鏡

6

경남

밀양교동

17호묘(昭明鏡)

BC1중

·

7

경북

탑동

1호목관묘

AD1전

한경?,

가야의숲

3호목관묘

·

소문경, 칠초철검

1호목관묘

BC1중

星雲文鏡, 오수전

24호목관묘

·

·

·

장란형토기, 주머니호

101호목관묘

·

단조철부, 칠기원형두

30호목관묘

·

·

4호목관묘

·

칠초동검

8
9
10

경남

11

다호리

12
13
14

예산리
경북

15
16
17
18
19
20
21

울산

경남

경북

22

성곡리

·

검파부철검

AD5중

유개고배, 유자이기

하삼정

·

·

·

대성동

91호목관묘

·

·

다호리

4호

황남대총

(북)

황오동

14호목곽묘

25
26

경북

27

황오리

28

30

운모

·

·

AD5중

농기구, 청동제장경호

·

·

천마도, 환두대도

(남)

AD5중

환두대도, 동경

(북)

AD5중

단야구, 유리잔

14호

·

·

16호

·

·

·

·

33호
82호

29

부채

9호목관묘

황남대총

24

36호 목관묘

195호석곽

북동

천마총

23

금
(동)

·

·

호우총

·

AD5말

환두대도, 목심칠면(木心漆面)
·

은령총

·

·

31

울산

조일리

·

·

·

32

대구

가천동

2지구 9호석곽묘

AD5중

대부장경호, 유자이기

합천옥전

M6호

AD6중

환두대도, 유자이기

창녕교동

1군 7호분

·

금동입주부운주, 등자

33
34

8

E-58호묘
E-138호묘×2

경남

Dead 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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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동남부를 중심으로 확인된 복안의 종류에는 동경, 부채, 운모, 금(동)관 그리고
2)

복대 복안 등이 있다. 진주 중천리유적 에서 출토된 인두형 토제품은 토제 마스크로 분류
되지만, 분묘가 아닌 수혈유구에서 출토되어 복안의 종류에서 제외하였다. 복안은 한식
복안과 재지계복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반하는 유물 또한 한식유물과 재지계유물로
구분된다. 재지계복안(유물) 대부분이 한식 복안(유물)의 영향이지만, 편년적인 관점에서
크게 분류하여 특징을 살펴보았다. 재지계 복안은 모방에 근거하는 만큼, 분묘에서 출토
되는 복안품을 매납위
치와 관계없이 공반여
부가 확인될 경우 복안
으로 인식하였다.
동경 중에서 이양수
3)

A3 한경(漢鏡) 의 부장
양상은 한대장법인 상
4)

형복면(箱形覆面) 의
전통으로 파악될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부장
양상을 띄는 것을 ‘동경
(한경) 복안’이라 하였
다(이하 한경 복안). 피
장자의 얼굴을 덮은 위

<그림 1> 1. 한대 상형복면(邗江姚庄 101호묘)
2. 경산 신대리유적 37호 목관묘 한경 복안(재가공품)

치에서 출토된 漢鏡만을 대상으로 하며, 한대장법으로 분류된다. 밀양, 경산을 중심으로
하는 ‘한경 복안’은 기원전 1세기 중반을 하한으로 하는 특징을 가진다.
‘부채 복안’은 다호리 1호 목관묘 출토품을 비롯하여 김해, 창원, 성주, 포항 지역의 1세
기대 목관묘를 중심으로 확인되는 재지계복안이다. 『三國志』 위서 동이전에 기록된 큰 새
5)

의 깃털을 이용하여 장례를 지낸다는 기록과도 상통하는 자료이다 . 깃털 부채를 이용하
여 가려진 망자의 영혼이 새와 같이 하늘로 날아올라 천상과 연결되었을 것이란 내세관
6)

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압형토기와 조장철기(鳥葬鐵器) 등과 함께 새깃장식은 조장
2)	우리문화재연구원, 2007, 「진주 중천리 공동주택 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우리문화재연구원 지도위원회 및 현장설명회 자료집.
3)	李陽洙, 2011, 「圓形으로 再加工된 漢鏡에 대하여 -破鏡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嶺南考古學報』 57, 嶺南考古學會.
4)	獨立行政法人 文化財硏究所·奈良文化財硏究所, 2002, 『中國古代の葬玉』 硏究論集Ⅷ, 奈良文化財硏究所學報 第64冊.
5)	국립김해박물관, 2004, 『영혼의전달자-새·풍요·숭배-』, p.119.
6)	조장의 요소를 가진 철기로서, 새를 직접 혹은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모양으로 전체 혹은 부분을 제작한 것을 의미한다. 오리모양과
새를 상징하는 가시형 자, 어린고사리문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장식이 부가된 종장판갑, 표비, 유자이기, 소도자, 곡도, 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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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장송의례적 상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개체가 시신의 얼굴을
가리는 위치가 아니더라도 분묘 내에서만 확인되면 복안으로 간주하였다.

<그림 2> 성주 예산리 30호 목관묘 부채 복안 복원도

일반적으로 분묘 내에서 운모가 출토되는 경우, 도교를 배경으로 하는 제사의 의례적
7)

소모품으로 인식되어 왔다 . 부정형을 포함해 여러 가지 형태의 운모판이 확인된다. 다
만 주목할 것은 경주 황남대총 남분과 황오동 100번지 14호묘 등과 같이 분묘의 피장자
두부에서 출토되는 사례가 가장 많으며, 같은 형태의 운모판을 연결하기 위한 소공(小孔)
8)

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따라서 본고에서는 분묘에 매납된 운모 일괄 개체를
‘운모 복안’으로 인식하였다. ‘운모 복안’은 한(漢)대의 옥장(玉葬)을 전통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며 목관묘, 석곽묘 그리고 적석목곽묘에서 다양하게 오랜 시기 동안 계승된다. 옥
에서 운모로 재질이 바뀌어 계승되는 재지계복안으로 파악하였으며, 피장자의 얼굴을 덮
은 위치가 아니더라도 개체간의 결속흔 유무에 관계없이 분묘 내에서 확인되면 복안으로
간주하였다. 일반적인 재지계장법과 달리 조장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가장 오랜 동안 존
속되는 양상을 보인다.

등을 일컬어 지칭하고자 한다. 실용과 의례를 떠나 새의 상징성을 겸비하고 있는 철기로서, 다재다능과 장송의례 등 고대 새에 대한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
7)	金恩鏡, 2010, 「新羅古墳 出土 雲母의 性格」, 『한국고고학보』 77집, 학국고고학회.
8)	소공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수량 등에 따른 운모판의 연결 방식에 의문이 남는다. 한대의 옥장(玉葬)과 같은 규칙적인 배열이 아니
지만, 운모에 천공을 하고 일괄개체로 연결하여 두부 주변을 씌운 ‘옥장 복안’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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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황오동 100유적 14호 목곽묘 및 출토 운모 복안

금(동)관 특히 신라 금(동)관
의 기원에 대해 지금까지도 시
베리아 등의 원시신앙과 그 문
화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의심
9)

치 않고 있다 . 최고위급 분묘
의 두부에서 출토가 되는 경우
가 많아 당연히 금(동)관의 용
도에 대해서는 절대 권력을 가
진이의 부장품이며 머리에 씌
워지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나무와 사슴뿔 등과 같은 장
식은 토템신앙의 상징으로 인
10)

식되고 있다 . 다만 세부적인
부장양상 및 머리에 씌워져 고
정된 상태에서 매장되었다고

<그림 4> 한대의 옥장

9)	김병모, 1998, 『금관의 비밀 -한국 고대사와 김씨의 원류를 찾아서』, 푸른역사.
10)	임재해, 2008, 『신라 금관의 기원을 밝힌다』, 지식산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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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는 금(동)관 전후 압착 정도 및 추정 두부 보다 훨씬 큰 관테의 추정 둘레 등을 들
11)

어 죽은 자의 ‘Dead mask’란 주장이 있었다 . 본고에서는 이한상(2004)의 의견을 받아들
여 dead mask 나아가 복안으로 파악하였다. ‘금(동)관 복안’은 적석목관분을 중심으로 확
12)

인된다. 금(동)관 역시 조장 그리고 재지계장법으로 인식되어, 분묘 내 위치에 관계없이
개체가 확인되면 복안으로 간주하였다. ‘포대 복안’은 유기물의 잔존양상 확인에 어려움
이 있어, 현재 교동리유적 1호 목관묘에서만 확인되었다. 한대장법으로 공반유물까지 한
대유물일 가능성이 높고 편년적으로도 낙랑 설치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황남대총 북분 출토 금(동)관 복안

<그림 6> 중국 한묘 출토 포대복안 모식도

11)	이한상, 2004, 『황금의 나라 신라』, 김영사.
12)	금(동)관을 비롯한 고분 출토 조장 관련 유물(조장철기, 압형토기 등)은 재지계유물로 범위를 좁혀 인식될 수 있다. 영혼의 전달자
로서의 조장은 복안의 요소로 적합했으리라 추정된다. 상징을 떠나 제작상 조장철기 중 유자이기가 금(동)관과 같은 모티브로 제작
되었을 것이란 추정도 조장에 근거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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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동리 1호 목관묘 출토 복안
교동리유적 1호 목관묘 동단벽 목관 선단부 바닥 35×30cm의 범위에 직물과 식물유체,
치아 등이 혼재된 유기물층이 관찰되었다. 직물과 식물유체 역시 수습 당시 대부분 왜곡
되고 부후되었지만, 지름 1mm 두께의 식물유체가 뻗어나가는 양상은 확인하였다. 직물
의 위아래에서 가로, 세로 5cm 정도의 등간격으로 배열된 것으로 보아, 직물과 관련된 것
으로 추정된다. 해당 범위 내에서는 사람의 상·하악 치열이 확인되었다. 또한 유기물층
범위 내에서 유리제 환옥 1점이 출토되었다. 목관 내부에서 피장자의 두부로 추정되는 범
위에서만 관찰되는 직물과 식물유체간의 혼재 양상 그리고 그 안에서 이탈된 상·하악
치열을 고려하면, 복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포열(布裂) 혹은 포대 복안이 확
인된 바가 없다. 이는 부후가 잘 되는 재질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파악이 어려웠
기 때문이다.
교동리유적 1호 목관묘의 복안은 포대처럼 한 쪽 막힘이 확인되지 않았다. 잔존 직물
이 4겹 이상 겹쳐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2겹 이상의 포열로 추정할 수도 있었다. 직물
은 경사와 위사가 한 올씩 교대로 교차되는 평직으로 직조된 것이다. 제직(製織)에 사용
된 실의 평균 직경은 0.14~0.15mm로 가늘고 일정한 편이며, 꼬임은 확인할 수 없다. 직물
의 밀도는 cm당 21.7×25올 정도로 치밀한 편은 아니다. 직물의 전반적인 상태와 특성으
로 보아 가는 견사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직조하는 견직물의 일종으로, 실과 실 사이의 간
13)

격이 비교적 넓어 투공성이 높은 직물인 사(紗)로 추정된다 .
또한 직물의 위아래에 수착된 식물유체는 수종동정 분석결과, 싸리과보다는 덩굴과에
14)

가깝다는 결과를 얻었다 .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복안의 형태가 내부에 지지대가 있
는 모(帽)가 아니며, 포열 위를 규칙적으로 감았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포대 복안’이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장자의 두부로 추정
되는 범위 내에서 출토된 유기물 외에 유리제 환옥 1점에 대한 해석을 더한 것이다. 식물
유체는 지름 1mm의 두께이고, 유리제 환옥의 내경은 4mm이다. 포열이 아닌 포대를 씌
15)

운 다음 武威磨咀子48號 漢墓 와 같이 아래턱까지 덧댄 직물을 당겨 결속한 후 유리제
환옥으로 고정했을 가능성이다. 다만 교동리유적 1호분 출토 ‘포대 복안’은 직물을 추가
로 덧댄 것이 아닌 덩굴과의 식물유체가 환옥을 관통하여 결속한 형태일 것이다.

13)	박윤미·오광섭, 2013, 「울산 교동리유적 1호 목관묘 출토 유기물 분석」, 『蔚山 校洞里遺蹟』, p.385.
14)	박윤미·오광섭, 2013, 「앞의 논문」.
15)	獨立行政法人 文化財硏究所·奈良文化財硏究所, 2002,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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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바탕으로 교동리유
적 1호 목관묘 피장자의 복안
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두
부의 위아래가 중첩되어 수착
된 유기물의 잔존양상을 고려
하더라도, 2겹으로 된 평견 포
대를 덩굴로 5cm 가량의 등간
격이 유지되게 두부를 둘러 가
로 세로 결속하였다. 다만 목
부위는 세로 결속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턱 위에서 가로로
결속된 덩굴유체에 결속하였

<그림 7> 교동리유적 1호 목관묘 포대 복안 모식도

다. 그리고 측면에는 1줄의 덩
굴유체로 정수리에서 아래턱까지를 묶고 유리제 환옥을 끼워 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Ⅲ. 교동리 1호 목관묘 출토 청동제유물 및 복안의 재검토
1. 청동제유물 및 관련 유기물 속성 분석
교동리유적 1호 목관묘에서 출토된 동검과 부속구인 검파부, 검초부 그리고 원통형동
기를 중심으로 포대 복안과 공반되는 청동제유물의 속성을 재검토하였다.
기존 보고에서 언급되지 않은 세형동검의 검파부와 검초부는 유기물의 부식으로 그 형
태를 정확히 가늠하기가 쉽지 않았다. 다만 추가로 밝혀지는 제원을 중심으로 전체 동검
의 속성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검초부로 인식되는 필(珌), 초결입연결금구(鞘抉入部連
結金具), 패용금구(佩用金具), 봉(琫) 등이 확인되는데, 기보고된 ‘필’과 ‘봉’ 외에 추가로 청
동제 부속 개체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필은 초결입연결금구와 같이 투조(透彫)가 확

인되며, 대도의 초미(鞘尾)와 같은 형상을 띄고 있다 . 검초, 파부(把部) 그리고 반부(盤
16)

部)는 모두 목제에 칠을 입혀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문양은 새기지 않았다.

16)	상주 낙동리유적 등에서 출토된 검초부의 필과 동일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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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교동리유적 1호 목관묘 및 출토유물

울산 교동리유적 1호 목관묘 출토 복안(覆顔)과 청동제유물의 재검토

야외고고학-22호.indb 15

15

2015-03-24 오후 4:51:37

검신은 제2돌기(突起)까지만 마연되고 제2돌기 이하는 세
17)

형동검임에도 대청산식(大靑山式) 동검 의 하단과 동일한
형태를 띤다. 교동리유적 1호 목관묘 출토 세형동검은 한국
식동검이지만 상술한 특징으로 인하여, 제작기법상 한대유
물로 분류하였다. 단면M 입주형(立柱形) 검파두식(劍把頭飾)
또한 쌍조형(雙鳥形) 검파두식 보다 선행하는 속성임과 동시
18)

에 죽동리유적 등 에서 출토된 단면M 입주형 검파두식 중
에서 가장 크기가 크다. 이는 교동리유적 1호 목관묘에서 출
토된 검파두식이 방울의 기능이 부가된 초현기 단면M 입주
형 검파두식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19)

추정된다 . 목관묘 단계는 제정분리가 시작되는 시기이며,
방울은 제사를 의미한다. 동검이 방울의 기능을 가지는 것은
아직 제정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거나, 제사
가 상징으로 남게 되는 계기를 대표하는 유물의 속성으로 판
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또한 유구와 공반유물의 편년에서
이른 시기로 비정되는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
20)

봉니통(封泥桶) 으로 추정되는 원통형동기는 낙랑지역 외
21)

에 경산 임당 E-58호묘

등 극히 일부지역 분묘에서 출토되

었다. 교동리유적 1호 목관묘에서 출토된 원통형동기는 청동
제뚜껑이 확인되지 않았고, 내부에 별도의 부속품이 확인되
지 않았다. 동기 표면 및 밑바닥 아래에 흡착된 칠흔이 관찰
되었다. 더군다나 밑바닥 아래에서는 창원 다호리유적 1호묘

<그림 9> 교동리유적 1호
목관묘 동검 모식도

에서 출토된 원통형칠기 내부 바닥의 十자새김흔과 동일한
새김흔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출토 정황과 유물의 속성으로 볼때, 교동리유적 1호 목관묘
에서 출토된 원통형동기는 별도의 원통형칠기(원통형동기집)에 삽입되어 매납되었던 것
을 알 수 있다.

17)	중국 동북지방에서 주로 출토되는 동검 중 하단의 폭이 상단보다 넓은 속성을 가진 것을 지칭한다. 칼몸이 칼 끝에서 하단까지 곧
바른 고산리식(高山里式)과 대비되어 분포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8)	미림리, 양동리 55호묘, 남양리 1호묘 등에서도 출토되었다(宮里修, 2009, 「韓半島 劍把頭飾의 分類와 編年」, 『嶺南考古學報』
50, 嶺南考古學會, p.13.).
19)	단면M 입주형 검파두식의 입주 내부에는 석재 혹은 토재의 환형 설(舌)이 존재했던 것이 일반적이다.
20)	국립중앙박물관, 2001, 『낙랑』.
21)	경산 임당 E-58호묘 출토 원통형동기는 토기 속에 배치하여 매납되었다(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 『경산 임당유적』 Ⅰ~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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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통형동기는 한대유물로
인식될 수 있다. 교동리유적 1호 목
관묘 이후에 조성되는 목관묘에서
도 원통형칠기(圓筒形漆器) 그리고
원통형토기 등의 출토예가 많이 확
인된다. 하지만 원통형동기가 원통
형칠기와 함께 확인되는 예는 보이
지 않는다. 원통형칠기의 부후를 감
안하더라도 원통형토기와 원통형칠
기의 공반 및 조합도 공식화되지 않
는다. 그럼에도 원통형칠기의 부장
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복수부장
역시 많이 관찰된다. 물론 모든 원

<그림 10> 교동리유적 1호 목관묘 원통형동기,
원통형칠기 모식도

통형칠기가 원통형동기와 원통형칠
기의 조합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다호리유적 100호 출토품 등 원통형토기
는 원통형동기를 모방한 것이며, 원통형칠기만이 관찰되는 경우는 원통형동기가 원통형
칠기에 삽입된 조합의 상징일 가능성이 높다. 원통형 동기·칠기·토기 역시 상징의 계승
과 조합상의 퇴화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 또한 한대유물에서 재지계유물로의 계승이다.

2. 복안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과 청동제유물의 납동위체 분석
울산 교동리유적 1호 목관묘에서 출토된 포대 복안에 사용된 식물유체를 대상으로 방
22)

사성탄소연대측정을 실시하였다 .
<표 2> 측정시료 및 처리
측정번호

PLD-27173

유적데이터
유구 : 1호 목관묘
시료No. 2

시료데이터

전처리

종류 : 생시료·기타 (덩굴과)
상태 : dry
곰팡이 : 있음
처리전 중량 : 35.30mg

초음파세정
산·알카리·산세정(염산:1.2N,
수산화나트륨:1.0N, 염산:1.2N)
처리후 중량 : 15.50mg

측정시료의 정보와 조제데이터는 <표 2>에 기재하였다. 시료는 삼한시대 목관묘의 두부(頭
部) 주변에서 출토된 식물유체 1점(덩굴과, PLD-27173)이다. 시료는 조제 후 가속기질량분석

22)	일본 Paleo Labo AMS그룹의 가속기질량분석법(AMS법)으로 측정을 실시하였다. 伊藤 茂·安昭炫·佐藤正敎·廣田正史·
山形秀樹·小林紘一·Zaur Lomtatidze ·Ineza Jorjoliani·孔智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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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팔레오·라보, COMPACT AMS：NEC製 1.5SDH)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얻어진 14C농
도에 대해서 동위체 분별효과 보정을 실시한 후 14C연대, 역연대(曆年代)를 산출하였다.
<표 3> 방사성탄소연대측정 및 역연대교정 결과
δ13C()‰

-27.01±0.13

연연 교정용 연대
(yrBP±1σ)

2159±17

14
C연대
(yrBP±1σ)

2160±15

C연대를 역연대로 교정한 연대범위

14

1σ역연대범위(68.2%)

2σ역연대범위(95.4%)

346BC(27.8%)321BC
206BC(40.4%)175BC

354BC(42.4%)296BC
230BC( 2.0%)220BC
213BC(50.7%)163BC
127BC( 0.3%)124BC

<표 3>에 동위체 분별효과의 보정에 사용되는 탄소동위체비(δ13C), 동위체 분별효과 보정
후 역연교정(曆年較正)에 사용되는 연대치와 교정하여 얻어진 연대 범위, 관용(慣用)에 따라
연대치와 오차를 조정하여 표시한 14C연대를 <그림 11>에서 역연교정 결과로 각각 제시하였
다. 역연교정에 사용되는 연대치(yrBP±1σ)는 한자릿 수를 조정하지 않은 수치로 향후 역연
교정곡선이 갱신되었을 경우에 이 연대치를 사용하여 역연교정을 하기 위해 기재해 두었다.
<그림 11>의 그래프 안의 종축(縱軸)에 있는 곡선은 14C연대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며,
이중곡선(二重曲線)은 역연대 교정곡선을 나타낸다.
시료에 대해 동
위체분별 효과의
보정과 역연교정
을 실시하였다. 1
호 목관묘의 두
부 주변에서 출토
된 식물유체(덩
굴과)는 1σ역연
대 범위에서 346
｀175cal BC에 포
함되었으며, 206-

<그림 11> 교동리유적 1호 목관묘 식물유체의 14C연대 확률분포 및 역연대교정곡선

175cal BC(40.4%)
에서 높은 확률을 나타내었다. 2σ역연대 범위에서 354｀124cal BC에 포함되었으며, 213163cal BC(50.7%)와 354-296cal BC(42.4%)에서 높은 확률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교동리유
적 1호 목관묘 출토 복대 복안의 결속을 감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식물유체(목제; 덩굴과)
를 대상으로 한 방사성탄소연대측정(AMS) 결과는 최소 163cal BC로서 기원전 2세기 중반
이상의 일정 기간 생존 연대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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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동리 유적 1호 목관묘 출토 원통형동기, 동과 그리고 검파두식을 포함한 세형동검
23)

24)

을 분석대상유물로 한 기 납동위체분석 결과 를 재해석하였다 . 분석데이터의 해석방법은 한
반도 납동위원소비 분포도를 이용하여 해석하였는데, 한반도 납동위원소비 분포도(KOPLID;
2012)는 기존에 사용되던 馬淵久 夫의 분포도(1985)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반도 남부지역의 방
연석 광산에 대해 분석하여 제작되었으며, 국내 지역별 추정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교동리유적 1호 목관묘 출토 대상 청동기의 원료 산지 추정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연구 결과(울산문화재연구원 2013)에서는 원통형동기(ys-1-01, 02)가 한국산 납
을 사용하였으며, 동과(ys-2), 세형동검(ys-3) 및 검파두식(ys-4)은 중국 북부와 밀접한 관
계를 지닌다고 추정하였다.
본고를 위한 재해석으로 한반도 납동위원소비 분포도(KOPLID; 2012)에 의하면 교동리
유적 1호 목관묘 출토 대상 청동기 4점은 zone 2와 zone 4에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통형동기의 경우, 납동위원소비 분포가 zone 2에 위치하여 출토지와는 먼 거리인 태
백산분지의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동과, 검파두식을 포함한 세형동검의 납동위
원소비는 zone 4에 위치하며 이는 분포도에서 가장 넓은 지역인 경기, 강원 및 북한지역
의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한반도 납동위원소 분포 연구
- 총 108개 광산, 346점의 시료 대상
- 방연석 내 납동위원소비 분석 수행
○ 한반도 납동위원소비 분포도
- 분석결과 및 지질학적 분포상황을
고려하여 제작
- Zone 1 : 경상분지(경상도 일대)
- Zone 2 : 태백산분지 및 영남육괴
(경상북도 및 강원도 일대)
- Zone 3 : 옥천대 및 영남육괴
(전라도 및 충청도 일대)
- Zone 4 : 경기육괴(경기도 일부)
<그림 12> 한반도 남동위원소비 분포도

23) 울산문화재연구원, 2013, 『울산 교동리유적』.
24)	최근 수년간 납동위체 분석치의 누적으로 인해 한반도, 중국 등의 분포영역이 세분화된 것을 감안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
학연구실 김소진 학예연구사의 도움으로 대상 납동위원소비를 재분석 및 재해석하였다(이하 분석 관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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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리유적 1호 목관묘 출토 대상 청동기 4점은 납동위원소비 분석을 통해, 원통형동
기와 동과·세형동검·(검파두식)의 2그룹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
를 통해 원통형동기는 한반도 고유의 원료를 사용하였고, 동과·세형동검·(검파두식)의
경우 중국 및 북한의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 교동리 1호 목관묘 청동제유물의 납동위원소비 재분석결과
Lead Isotope

유물명

Pb/204Pb

206

Pb/204Pb

207

Pb/204Pb

208

Pb/206Pb

207

Pb/206Pb

208

원통형동기(ys-1-01)

20.514

15.961

40.824

0.7781

1.9901

원통형동기(ys-1-02)

20.494

15.965

40.832

0.7790

1.9924

동과(ys-2)

17.423

15.572

38.603

0.8938

2.2157

세형동검(ys-3)

17.362

15.453

37.785

0.8900

2.1764

검파두식(ys-4)

17.580

15.513

38.363

0.8824

2.1822

<그림 13> 한반도 납동위원소비 분포도(KOPLID; 2012)를 이용한
교동리유적 1호 목관묘 청동제유물 산지추정결과

교동리유적 1호 목관묘 출토 대상 청동기 4점의 납동위원소비 재분석 결과 역시 원료
산지가 2그룹으로 나누어 분포됨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 결과 보다 분포 범위를 좁
히는 것 외에 편년에 근거하는 대상유물의 기술적 속성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원
통형동기가 동과·세형동검·(검파두식) 등의 청동제유물과는 다른 산지의 납을 사용했
다는 것은 확실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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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동리 1호 목관묘 및 청동제유물의 연대
울산 교동리유적 출토 1호 목관묘 출토 ‘포대 복안’은 한대장법으로 인식되며 공반된 일
산살꼭지, 원통형동기 등도 한식유물로 판단할 수 있다. 초현기의 세형동검과 삼각점토
대토기의 공반 역시 1호 목관묘의 조성시기를 앞당기는 요소로 작용한다. 검신의 마연
과 제2돌기 이하 하단부의 형태를 통해 초현기 세형동검의 속성을 가지며 환두도, 일산
살꼭지 등과 함께 원통형칠기집을 가진 원통형동기를 역시 한대유물 중에서도 빠른 편년
적 속성으로 인식하였다. 역시 한대장법으로 대표되는 ‘한경(漢鏡) 복안’은 기원전 1세기
중엽을 기준으로 이후 한경(韓鏡)도 매납하며, 피장자의 얼굴 위에 배치되는 경우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복안의 전통으로 계승될 뿐이다. 기원전 1세기 중엽부터 한대장법
(유물)의 영향을 받은 재지계장법(유물)이 유행하게 되는데, ‘부채 복안’과 주머니호, 원통
형토기 등의 등장으로 확인된다. 한정된 환두도와 범용되는 두형토기가 기원전 2세기 중
엽에서 기원전 1세기 중엽을 거쳐 1세기 중엽까지 확인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25)

<표 5> 한대장법과 재지계장법의 편년적 속성 일람
한대장법(BC 1C중 이전)
(BC 2C중)

재지계장법(BC 1C중 이후)
(BC 1C 중)

포대.(漢)

(AD 1C중) (AD 2C말) (AD 3C말) (AD 5C중)
부채.(韓)

동경.(A3한경漢)

금동관.(韓)
운모.(韓)

두형토기 -------------------------------원통형칠기 -------------------------------

압형토기-----------

주머니호

-- 삼각점토대토기

원통형토기

- 일산살꼭지, 원통형동기 세형동검, 환두도 ----------------------------목관묘

조장철기 ---------목곽묘, 석곽묘

적석목곽분

또한 한대의 옥장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운모 복안’은 1세기 중엽에서 적석목곽분
단계까지도 확인되는 재지계장법이다. ‘부채 복안’과 함께 조장에 근거한 재지계장법(유
물)으로 구분되는 ‘금(동)관 복안’은 적석목곽분 단계에서만 관찰된다.
한대장법(유물)은 시신의 얼굴을 덮는 위치에 출토되어야 복안으로 명명하였으며, 재
지계장법(유물)은 한대장법(유물)의 영향을 감안하여 분묘 내에서 공반이 확인되면 복안
으로 인식하였다. 아울러 재지계장법(유물)은 장송의례적인 조장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25)	‘漢’은 한대장법을 표시하고 ‘韓’은 재지계장법을 나타내며, ‘A3’는 이양수(李陽洙, 2011.5., 「앞의 논문」, p.91 그림 4)의 주장
에 근거하고자 한다. ‘환두도’는 목곽묘 단계부터 출토되는 환두대도와는 별도의 속성으로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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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한대장법(유물)과 재지계장법(유물)의 관계를 통하여 울산 교동리유적 1호
목관묘의 조성시기 및 출토유물의 제작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포대 복안’의 결속을 위한 식물유체의 방사성동위원소 분석에서도 기원전 2세기 중반
이상의 보정연대가 확인되었으며, 원통형동기 그리고 동과, 동모, 세형동검의 납동위체
분석을 통한 산지 분포가 이원화되는 것 또한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개별 유물의 속성 및
자연과학적 분석과 복안으로 대표되는 한대장법의 특징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교동리유
적 1호 목관묘는 기원전 2세기 중반을 상회하는 편년적 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Ⅴ. 맺음말
울산 교동리유적 1호 목관묘를 중심으로 영남지역 고분에서 보이는 한대 장법과 유물
그리고 재지계 장법과 유물을 분류하였다. 아울러 한대장법(유물)과 재지계장법(유물)을
편년상 속성으로 인식하였다. 교동리유적 1호 목관묘 출토 ‘포대 복안’ 외에도 ‘부채 복안’,
‘한경 복안’, ‘운모 복안’ 그리고 ‘금(동)관 복안’을 대상으로, 공반유물의 상대편년을 통하여
한대 혹은 재지계로 구분을 시도함과 동시에 장법으로서 복안의 성격도 함께 기술하였다.
연대기적으로 교동리유적 1호 목관묘 출토 ‘포대 복안’, ‘동경(한경; 漢鏡) 복안’은 한대
장법(유물)으로 그리고 ‘부채 복안’, ‘운모 복안’ 그리고 ‘금(동)관 복안’은 재지계장법(유물)
으로 인식하였다.
물론 시간적으로 후행하는 목관묘의 재지계 장법과 유물 또한 한대의 그것에 기원을
찾을 수 있으나, 편년과 유물 공반관계에서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한대장법으로는 ‘복
대 복안’이 관찰된 것과 ‘상형복면’의 수용으로 인식될 수 있는 ‘동경(한경; 漢鏡) 복안’의
존재가 확인된 것이 고무적이다.
한대장법인 옥장의 전통으로 재지계장법인 ‘운모 복안(운모장)’이 등장하는데, 목관묘
에서 적석목곽분 단계까지 오랜 시기 유행한다. 또한 조장으로 대표되는 ‘부채 복안’ 역시
재지계장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경주를 중심으로 적석목곽묘에서 많이 관찰되는
‘금(동)관 복안’ 역시 재지계장법으로 조장과 Dead mask를 상징한다.
한대장법과 공반되는 한식유물로서는 일산살꼭지, 원통형동기, 한경(漢鏡) 그리고 초
현기 세형동검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달리 재지계유물로는 부채, 주머니호, 조장철기,
금(동)관 등이 기원전 1세기 중반 이후 각각 분묘의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 공반된다.
한대 장법과 유물을 공반한 목관묘는 축조시기가 재지계의 그것에 앞서며, 정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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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지역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다. 공반되는 한대 유물의 제정일치적인 개별 속성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이다. 한대 장법과 유물이 공반되는 목관묘와 재지계 장법과 유물이 공반
되는 목관묘는 기원전 1세기 중반으로 대략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납동위체분석의 재
해석을 통해서도 한대와 재지계 유물의 혼재상이 확인되는데, 기원전 1세기 중반을 기준
으로 한대와 재지계 중, 한쪽으로 유물의 질적 비중이 커지는 것이 관찰된다.
교동리유적 1호 목관묘 출토 세형동검은 신부의 마연과 제2돌기 이하 하단부 형태에서
초현기 세형동검의 속성을 가지며 환두도, 일산살꼭지 그리고 원통형칠기집을 가진 원통
형동기 등에서도 편년적 속성을 파악하였다.
‘포대 복안’의 결속을 위한 식물유체의 방사성동위원소 분석에서 기원전 2세기 중반 이
상의 보정연대가 확인되었고 원통형동기 그리고 동과, 동모, 세형동검의 납동위체 원산
지 분포가 이원화되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따라서 한대장법으로 분류되는 복안 중에서도
울산 교동리 1호분에서 확인된 ‘포대 복안’과 더불어 교동리 1호분 출토 유물의 속성 재해
석 및 방사성탄소연대측정(AMS분석) 등을 종합해 보면, 교동리 1호분의 축조시기가 최
소 기원전 2세기 중반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논문접수일(2014.12.24) ▶심사완료일(2015.2.4) ▶게재확정일(20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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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Dead mask and bronze relic from
No.1, Gyodong-ri archaeological site, Ulsan
Gwang-seob Oh and Hyun-seok Jeong

(Ulsan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It’s common for using Chinese Han-mirror, fan with a feather etc. that the dead
mask’s form that is observed on the acient wooden coffine in Yeongnam province. The
dead mask made of fan with a feather have been especially recognized to mean the bird
symbolizing the decorations. But the hemp sack dead mask was discovered in the acient
wooden coffine No.1, Gyodong-ri archaeological site, Ulsan. Sword with patternless ring
pommel, initial slender bronze dagger etc. were unearthed as associated. Buried person was
expected to exist as there is a relationship and impact of Chinese Han or Ancient Chosun.
It’s excavated bronze spears, sunshade at the end, bronze pail and bronze dagger
including woody sheath, grip etc. Especially resumption was restored features of the
bronze dagger to be an element of the chronology and the woody sheath, grip those were
associated. Through the residual aspects about the bronze pail recognized as an artifact
related to Nangnang(colony of Chinese Han) with the sunshade at the end, reconsidering
the features of the artifact to figuring out a type that cylindrical lacquerware was inserted
in the bronze pail.
In the meantime, the construction of the time to carbon dating estimated the acient
wooden coffine No.1, the relics and associated facilities of the features were reviewed to
retestify the value analysis of bronze relics for the Lead isotope. To exceeding the middle
of the second century B.C were reconfirmed those are slender bronze dagger of production,
period when the acient wooden coffine No.1 had been built up and estimated production
facilities are divided in the analysis of bronze relics for the Lead isotope.
To conclude, the hemp sack dead mask is recognized a condition for particularly
ahead of it in the characteristics of chronology that can change funeral form from Chinese
Han-style funeral process to Korean-style funeral process. Through the scientific analysis,
review relics such as the slender bronze dagger of the characteristics, it can be raised
the possibility of retroactive chronology that it's the construction of the time to the acient
wooden coffine No.1, Gyodong-ri archaeological site, Ulsan.
Key words : Dead mask, The bird symbolizing the decorations, Hemp sack dead mask,
Lead isotope analysis, Chinese Han-style funeral process, Korean-style
funer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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