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호(2021.7)
111~141쪽
http://doi.org/10.35347/jkfa.2021..41. 111

원삼국시대 목관묘의 축조와 매장방식 접근

이원태*
목차

Ⅰ. 머리말
Ⅱ. 목관묘의 구조와 조사방법
1. 구조
2. 조사방법
Ⅲ. 목관묘의 축조와 매장방식
1. 축조양상
2. 부장품을 통한 매장방식
3. 산 자의 매장관점: 상장례
Ⅳ. 맺음말

* 금오문화재연구원 선임연구원

원삼국시대 목관묘의 축조와 매장방식 접근 111

국문초록
●○ 이 글은 원삼국시대 영남지방 목관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즉 목관묘의 구조와 조사방법을 정리하고 그것의 축조와 매장방식 그리고 유교적 상장례를
통한 산 자의 매장관점에 접근하여 유추하였다.
첫째, 목관묘 구조는 묘광(요갱), 목관, 충전토, 실토(實土), 봉토(목개)로 구성되는데,
이를 기초해서 조사를 진행한다. 즉 목관묘 조사는 유구확인→ 탐색Trench설정→ 토층조
사→ 내부조사 후 완료 순으로 진행되는데, 단계별 사진촬영, 기록, 실측 등이 추가된다.
둘째, 목관묘 축조는 묘광(요갱) 굴착→ 목관 하관 및 유물부장→ 충전토 내부 및 상부
유물부장→ 목관 상부 유물부장→ 실토 및 목개 설치→ 봉토 축조 및 유물부장 순이다.
부장품을 통한 매장방식은 요갱을 파서 묘광을 완성한 다음의 의례→ 목관의 안치 후 의
례→ 보강토(충전토)설치과정의 의례→ 목관을 보강토(충전토)로 완전히 봉한 후의 의례→
매토(실토) 과정의 의례→ 매토(실토) 완료 후 봉분 축조 이전의 의례 순이다.
경산 신대리 목관묘와 경주 사라리 목관묘로 볼 때 매장방식은 일률적이지 않고 위계가
높을수록 그것은 복잡화된다. 또 경산 신대리 목관묘 유물 부장위치 및 유물 수량으로 볼
때 토기류와 금속류는 충전토와 관련해서 압도적으로 집중된다. 따라서 목관묘 매장당시
목관 하관 후 충전토를 채우면서 가장 많은 매장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크다.
셋째, 산 자의 매장관점을 상장례에 초점을 두고 민족지 사례와 결부시켜 원삼국시대 영
남지방 목관묘를 살펴보았다. 즉 상복례 및 조상과 문상→ 묘택과 후토제→ 천광→ 발인→
장지 도착과 안장(패철로 좌향보기, 회다지)→ 평토제 및 반곡 순이다. 물론 민족지사례와
그것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보면 무덤의 구조적인 측면으로 볼 때 상
장례에 있어 유사한 부분도 많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축
조된 목관묘와 관련된 유교적 상장제도의 장송의례 줄거리와는 크게 다르지 않아 장례문화
에 있어 ‘학습성’과 ‘축적성’ 그리고 ‘공유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상장례는 망자에 대한 효 관념과 두려움 그리고 공포감이 복합되어 나타났다는 점
이다. 원삼국시대 영남지방 목관묘 역시 그것과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즉 목관묘를
조성하면서 진행되는 매장행위 즉 부장품 매납 등은 망자에 대한 효 관념과 대비된다. 또
부장품에서 확인되는 훼기현상 등은 두려움과 공포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매장행위의 표
출로 받아들여진다.
주제어 : 목관묘, 축조, 매장방식, 상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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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은 죽게 마련이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후사계를 만들
게 하였고, 이를 무덤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체현하게 되었다. 묘에 사용되는 장구는 기
능상으로 관, 곽, 실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외피시설의 재료에 따라 목관묘, 목곽
묘, 석실묘 등으로 나뉜다(김용성 2015: 11-21).
이러한 무덤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이별 공간이자 또 다른 만남의 장소로 그들의 연결
고리이다. 여기서는 원삼국시대 영남지방 전기를 대표하는 무덤인 목관묘의 매장방식에
접근하여 유추하고자 한다.
목관묘는 묘광을 파고 나무로 관을 만들어 시신을 넣고 목관과 묘광 사이에 흙(돌)을
채워 봉토를 쌓은 무덤이다. 목관묘는 내·외형적으로 보면 매장주체시설과 봉토로 크
게 나뉘는데, 복잡한 형태는 아니며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띤다.
하지만 목관묘의 구조가 통시적으로 볼 때 간단하다는 것이지 무덤을 축조하고 그 과
정에서 행한 다양한 매장방식인 상장의례는 그리 단순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목관묘
발굴사례를 통해 분석한다면 목관묘 축조 당시의 매장방식과 관련된 정보를 되찾을 가
능성은 있다. 그 단서로 목관묘 축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요갱, 목관, 충전토, 봉토 등의
부장품을 통해 접근한다면 매장방식을 유추할 수 있다. 물론 최근에 목관묘 매장에 따른
의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참고된다(김용성 2015: 51-62, 무라마츠 요스케 2009:
111-141, 鄭賢鎭 2015: 31-97, 崔鍾圭 2014: 162-178).
이 글에서는 원삼국시대 영남지방 목관묘의 매장방식에 접근함에 있어 먼저 최근 발굴
사례를 검토하여 구조 및 조사방법을 정리하고, 축조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행되는 부장
품에 주목한다. 또 민족지 사례와 유교적 상장례를 결부시켜 산 자의 매장관점에서도 바
라본다.
결국 원삼국시대 영남지방 목관묘의 축조와 매장방식에 집중하는 이유는 옛 사람들이
무덤을 축조하고 매장행위를 한 덕에 과거의 장례습속과 그 사회적 맥락에 관한 아주 다
양한 잠재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마이크 파커 피어슨·이희준 옮김 2009: 15). 굳
이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원삼국시대 영남지방의 연구는 토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어 그것이 부장된 무덤에 할애한다면 연구주제의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즉 원삼국시대 영남지방 고고학 자료의 대표성을 띠는 무덤과 토기에 다양한 접근
을 통해 진·변한 사회의 전망성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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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목관묘의 구조와 조사방법
목관묘 조사는 곧 구조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는데, 현재 많은 발굴사례를 통해 그
것의 구조는 뚜렷하게 밝혀졌다. 여기서는 목관묘의 구조를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조사방법을 정리한다.

1. 구조
목관묘 구조는 ①묘광(요갱) ②목관 ③충전토 ④실토(實土), ⑤봉토(목개)로 구성된다
<그림 1>.
①묘광 평면형태는 대부분 말각장
방형에 일단으로 굴착하는데, 간혹
경주 조양동 5호 목관묘(國立慶州博
物館 2003)와 울산 교동리 1호 목관묘
(蔚山文化財硏究院 2013) 등에서 보
듯이 이단 굴광의 예도 있지만 보편
적이지는 않다.
묘광을 굴착하고 중앙에 원형의 요
갱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간혹 대구
팔달동 45호 목관묘와 90호 목관묘
(嶺南文化財硏究院 2000) 등은 장단
벽에 치우쳐 부장갱이 확인된 예도
있다.
②목관 형태는 판재와 통나무로 나
뉜다<그림 2-상>. 판재 목관은 토층
과 평면조사를 통해 형태를 알 수 있

<그림 1> 목관묘 구조 모식도

다. 특히 토층과 평면에서 확인되는
회백색니질점토의 범위를 통해 ‘ㅁ’자형과 ‘ㅍ’자형의 결구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2-1∼3>.
통나무 목관의 실존 예는 창원 다호리 1호 목관묘(國立中央博物館 2008)가 유일한데,
이후 발굴과정에서 토층에 남은 목관의 흔적이 어떤 양상인지 구명하려는 노력을 기울
이기 시작하였던 계기를 마련하여 의미가 크다(李盛周 20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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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재 목관

‘ㅍ’ 자형 목관

‘ㅁ’ 자형 목관

통나무 목관

1. 경주 탑동 목관묘 2. 경주 사라리 130호 목관묘 3.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4. 울산 교동리 1호 목관묘
5, 6. 경주 화산리 1호 목관묘(필자 촬영) 7~9. 포항 초곡리 취락 C-6호 목관묘(필자 촬영)

1. 조사전 전경 및 탐색Tr 설정

2. 토층 전경

3. 조사중 전경1

4. 조사중 전경2

5. 유물출토 전경

6. 조사완료 전경

<그림 2> 목관묘 형태(상) 및 조사방법(하)

필자도 목관묘 조사 당시 경주 화산리 1호 목관묘<그림 2-5, 6> 토층에서 통나무 목관
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목관 상부는 내부토에 의해 함몰되는 양상이 뚜렷하였
다(이원태 2012). 또 포항 초곡리 취락 C-6호 목관묘도 바닥면에서 통나무 목관이 비교
적 잘 남아있었다<그림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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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충전토는 묘광과 목관사이에 대부분 흙을 채우는데, 간혹 대구 팔달동 목관묘 등처
럼 돌로 채운 예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포항 초곡리 취락유적 C-2호 목관묘는 생토를
다듬어서 충전토로 사용하였고, C-6호 목관묘처럼 충전토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이
원태 2014).
④실토는 고대 목관묘에서는 봉분이 남아있지 않고 실토 없이 봉토를 만든 경우도 있
기 때문에 봉토와의 과정적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경주 조양동 5호 목관묘와
영천 용전리 목관묘(國立慶州博物館 2007)에서 보듯이 실토 후에 봉토 부장을 한 예도
있다.
⑤봉토(목개)는 평지 위로 흙을 쌓아 만든 무덤의 표지시설을 말한다. 봉토(목개)가 남
아 있지 않아 묘광 내로 함몰된 흙을 통해 추론할 수밖에 없다(이재현 2009: 40). 다만 요
즈음 무덤 봉토처럼 불룩하게 솟아오르지는 않았고 위가 평평한 것으로 추정한다(이희
준 2016a: 31).
이상 목관묘의 구조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 가운데 한 가지는 목관을 묘광
안에 안치하고 나서 그 둘레와 묘광 사이를 흙으로 관 높이 정도까지 채워서 관을 고정
시킨 후 목관 상부의 묘광을 완전히 흙을 채우고 봉분을 쌓았느냐 아니면 일부만 채우거
나 전혀 채우지 않고 비운 채로 묘광을 목개로 덮은 다음 봉분을 쌓았느냐 하는 점이다.
이는 바로 묘광 내부 토층의 층위 해석과 연관된 문제라서 복잡하다. 두 경우가 다 있다
고 하더라도 목관 상부와 묘광 사이의 공간이 채워진 사례 쪽이 많았을 가능성은 크다
(정민 2008a: 15-16, 이희준 2016b: 286-287).
결국 목관묘 구조를 인지한 다음 조사방법을 세워 진행해야 잔존하지 않는 물적 증거
들에 대한 자료 확보와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2.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각 유구별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은 거의 비슷하다. 목관묘 조
사방법의 경우도 크게 ①유구확인→ ②탐색Trench설정→ ③토층조사→ ④내부조사 후
완료 순으로 진행되는데, 단계별 사진촬영, 기록, 실측 등이 추가된다<그림 2-하>.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유구확인: 제토 진행 중 혹은 완료가 되면 목관묘의 평면형태 등 유구확인하고 조사
전 촬영과 기록을 한다. 조사전 유구가 삭평되어 출토유물 등이 노출되거나 충전토가 평
면에서 확인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편 최종 배치도는 개별 도면의 작성 이후에 완성되겠지만 유구확인 진행과정에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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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할 수 있는 유구배치도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예인데(하진호 2014), 드론을 활용하면
한결 수월하다.
②탐색Trench설정: 목관묘의 평면형태가 확인되면 토층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
Trench를 설정한다. 탐색Trench는 ‘+’와 ‘-’자형으로 설정하는데, 그 중 중앙 단축에 ‘-’자
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 ‘+’자형의 탐색Trench는 장·단축 토층
양상을 모두 파악할 수 있어 유리하다. 다만 장·단축토층을 남겨 놓고 그 사이에 조사
자가 들어가서 조사를 하면 행동범위가 많이 제약적이고, 또한 조사 시간과 경제적인 요
소가 증가한다.

<그림 3> 경산 신대리 88호 목관묘 도면 예(정민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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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형의 탐색Trench는 ‘+’자형의 탐색Trench에서 보이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
만 단축토층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목관묘는 단축토층에서 여러 양
1)

상을 확인할 수 있어 ‘-’자형의 탐색Trench도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발굴조사 여건이 된다면 대표되는 목관묘는 ‘+’자형의 탐색Trench설정하여 조사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보인다. 간혹 경산 신대리유적 등의 조사에서 보듯이 ‘+’자형으로 설
정하여 조사한 예도 있어 주목된다<그림 3>.
③토층조사: 탐색Trench를 설정하고 토층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모든 유구조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즉 본격적인 내부조사에 앞서 토층에서 그 유구들의 구
조와 형태 등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어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목관묘의 경우도 마
찬가지로 토층조사에서 함몰양상 등을 통해 목관과 충전토의 범위, 실토와 봉토 그리고
목개의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내부조사에 임해야 한다. 특히 토층조사에서
목관과 충전토의 범위를 잘못 판단하면 평면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도 어긋나서 집
중이 필요하다.

<그림 4> 울산 창평동 8호 목관묘 도면 예(우리문화재연구원 2012)

1) 물론 목곽묘는 주곽과 부곽 사이에 격벽의 존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상의 탐색Trench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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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묘광내 토층에서 확인되는 토층과 함몰양상 등을 통해 목관묘의 구조와 정합적으
로 연결시킬 수 있다. 그 예로 울산 창평동 8호 목관묘의 토층을 보면 Ⅰ층은 봉토(상부
함몰토), Ⅱ·Ⅲ층은 실토(완만한 ‘U’자형은 실토), Ⅳ층은 목관 충전토(미세한 혹은 뚜렷
한 회백색니질점토 범위로 목관의 규모를 추정)로 구분된다<그림 4>.
④내부조사 후 완료: 토층조사에서 목관묘의 여러 양상을 확보하였다면 내부조사를 진
행한다. 목관묘는 내부토를 충전토 범위가 확인될 때까지 평면제토하면서 진행한다. 물
론 그 과정에서 유물이 출토되면 그것의 위치와 레벨을 명확히 기록하고 수습한다. 특히
출토유물은 봉토 등이 함몰될 때 묘광안쪽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어 당시 부장위치와 출
토위치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묘광 높이부터 목관상부까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당시 부
장위치와 출토위치의 구별이 필요하다. 또 당시 부장유물의 출토양상을 통해 매장방식
을 유추할 수 있어 실측 도면을 입체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그림 4>.
충전토 범위가 확인되면 그 안쪽이 목관이 놓인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평면제토하면서
유물이 출토되면 노출작업을 한다. 또 충전토 상부에 유물이 놓인 경우도 많아 목관 내
부와 충전토 상부 유물을 동시에 노출해서 기록하고 수습한다. 그리고 충전토 내부에서
유물이 출토되는 예도 많아 그것을 제거하면서 유물을 기록하고 수습한다. 마지막으로
바닥 정지면을 확인하고 중앙에 요갱이 있으면 조사를 하고 완료한다. 특히 조사 완료된
후 실측 도면과 사진 정리 등을 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기억력이 가장 생생한 현장
에서 바로 보완하도록 한다.

Ⅲ. 목관묘의 축조와 매장방식
2)

목관묘는 축조하면서 매장행위 가 진행되기 때문에 먼저 축조양상을 살펴보고 그 과
정에서 관찰되는 매장방식 그리고 유교적 상장례를 통한 산 자의 매장관점에서 바라
본다.

1. 축조양상
목관묘는 묘광을 파고 나무로 관을 만들어 시신을 넣고 목관과 묘광 사이에 흙(돌)을
채워 봉토를 쌓은 무덤으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유물을 부장한다. 물론 원삼국시대 영남

2) ‘행위’는 ‘행태’나 ‘행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행위’가 행위자의 의도나 의미를 중요시하는 용어라면 ‘행태’나 ‘행동’은 단순한 신
체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용어에 가깝다(비판사회학회 2015: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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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목관묘의 축조양상은 모두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는 볼 수 없지만 큰 틀에서 보면
유사했을 것인데 다음과 같다.
①묘광(요갱) 굴착→ ②목관 하관 및 유물부장→ ③충전토 내부 및 상부 유물부장→ ④
목관 상부 유물부장→ ⑤실토 및 목개 설치→ ⑥봉토 축조 및 유물부장 순으로 축조된다
3)

<그림 5의 상>.

①묘광(요갱) 굴착: 목관묘는 대부분 구릉 말단부 또는 평지에 입지해서 그곳에 장지
를 선정하고 묘광 굴착한다. 간혹 중앙 바닥면에 요갱이 확인되기도 하고 앞서 언급했듯
이 대구 팔달동 45호 목관묘와 90호 목관묘 등은 장단벽에 치우쳐 부장갱을 설치한 예도
있다. 또 묘광 굴착후 바닥면에 5㎝ 내외의 고운 점토를 깔아 바닥을 정지하기도 하는데,
경산 신대리 63호 목관묘처럼 15㎝ 정도 바닥 정지한 예도 있다.
목관묘 축조에 있어 묘광 굴착은 가장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 중 하나로
묘광 크기와 깊이에 따라 그것이 차이를 보일 것이다. 묘광 굴착은 철부 등을 이용했을
가능성은 발굴사례에서 보듯이 알 수 있다. 그 예로 울산 교동리 1호 목관묘와 대구 팔달
동 90호 목관묘 등에서 바닥면과 장단벽에 굴지구흔이 뚜렷하게 확인되는데, 그 양상이
흡사하다<그림 5의 하>. 그 중 울산 교동리 1호 목관묘의 굴지구흔과 출토된 철부의 폭
이 비슷해서 그것을 이용하여 묘광 굴착한 후 부장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②목관 하관 및 유물부장: 묘광 굴착 후 목관 하관하고, 목관 내부에 금속류와 소형토
기 등을 부장한다.
③충전토 내부 및 상부 유물부장: 목관 하관 후 묘광과 목관 사이의 빈 공간에 충전하
면서 금속류와 소형토기 등을 부장한다. 그리고 충전토 상부에는 조합우각형파수부호와
주머니호 등을 부장한다.
④목관 상부 유물부장: 충전토 내부 및 상부에 유물부장 후 목관 상부에 유물을 부장한
다. 목관 내부와 충전토 내부와 달리 비교적 큰 토기 등이 부장된다.
⑤실토 및 목개 설치: 목관 상부에 유물부장 후 실토 및 목개 설치를 한다. 목관 상부에
서 묘광까지 채운 흙으로 토층조사에서 보면 그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도 확인된다. 또
목개는 묘광 위에 놓고 봉토를 덮는데, 토층에서 ‘V’자형과 ‘U’자형으로 함몰된 경우 전
4)

자는 목개가 있고 후자는 없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3) 물론 영남지방 목관묘의 축조양상이 모두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본 글에서 제시한 ②, ③을 목관 설치 및 충전토 내
부 유물부장→ 주인공 안장→ 충전토 상부 유물부장 순으로 고려할 수도 있겠다.
4) 앞서 목관묘 구조에서 실토를 언급했는데, 목개가 설치되는 경우는 실토가 없거나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따라서 목관
묘 구조에서 실토가 이루어졌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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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묘광(요갱) 굴착

2. 목관 하관 및 유물 부장

3. 충전토 내부 및 상부 유물부장

상
4. 목관 상부 유물부장

5. 실토 및 목개 설치

묘광 굴지구흔(1, 2. 울산 교동리 1호 목관묘

6. 봉토 축조 및 유물부장

3. 대구 팔달동 90호 목관묘)

하

<그림 5> 목관묘 축조 모식도(상) 및 묘광 굴지구흔(하)

⑥봉토 축조 및 유물부장: 실토 및 목개 설치 후 봉토 축조와 유물부장하고 마무리한
다. 지금까지 봉토가 확인된 예는 없다. 다만 경주 덕천리 주구나 깊은 목관묘에서 봉토
흙으로 보이는 것이 함몰되어 있는 양상으로 볼 때 봉분이 사용되었음은 분명하다. 그

원삼국시대 목관묘의 축조와 매장방식 접근 121

형태는 덕천리 주구가 장방형을 이루는 것에서 평면 장방형의 방대형으로 추정할 수 있
는데, 크기는 대략 길이 9m 내외, 너비 5∼6m로 볼 수 있다(김용성 2015: 59-60). 물론 원
삼국시대 영남지방 목관묘의 봉토 크기는 일률적이지 않았을 것이지만 경주 덕천리 목
관묘를 통해 그 일면은 유추할 수 있다.

2. 부장품을 통한 매장방식
인간의 생은 현세의 이승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저승에 가서 새로운 영생이 시작된다
고 믿어 죽음을 종말로 보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을 의미한다고 보았다(남민이
2001). 흔히 고대 한국인들은 영혼불멸을 믿었고, 영혼은 사후세계에서 현세와 똑같은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믿었다(나희라 2008 재인용). 즉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삶을 영원
히 이어간다는 사고를 가지게 되었고(김용성 2016: 323), 그 안식처는 바로 무덤이 된다.
결국 그 안식처인 무덤에는 죽은 자가 살아생전 소중히 다뤘던 물건 또는 살아있는 자
들이 떠나보내는 애절한 마음을 담은 물건들을 부장한다.
원삼국시대 영남지방 목관묘 역시 그러한 토기류, 금속류, 칠기류, 옥석류 등이 확인되
어 당시 매장방식을 유추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분묘의 물품 배치는 언어적
인 표현과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행해지는 의례적 실천의 결과물이고 분묘자
료는 그러한 상징성들이 쌓인 것이기 때문이다(李盛周 2014b: 109).
유물은 요갱, 목관 내부, 충전토 내부와 상부, 목관 상부, 봉토 내부에 부장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의례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즉 ①요갱을 파서 묘광을 완성한 다음의
의례→ ②목관의 안치 후 의례→ ③보강토(충전토)설치과정의 의례→ ④목관을 보강토
(충전토)로 완전히 봉한 후의 의례→ ⑤매토(실토) 과정의 의례→ ⑥매토(실토) 완료 후
봉분 축조 이전의 의례와 관련되었음을 상정하였는데(김용성 2015: 62), 이를 적용해 살
5)

펴보고자 한다.

목관묘 부장품을 통한 매장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역 또는 단
일유적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여기서는 경산지역을
대표하는 신대리유적을 대상으로 한다. 그 이유는 목관묘가 112기 확인되어 자료가 안
정적이고 특히 도면을 통해 유물 부장위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장점이다(정민 외
2010). 따라서 경산 신대리유적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때로는 영남지방에서 잘 알려진 목

5) 물론 의례는 ‘법식이나 정해진 방식에 따라 치르는 행사’를 의미하고, 이에 비해 의식은 ‘정해진 방식에 따라 치르는 행사’로 의미 차
이가 있다. 뒤에서 상장례를 적용하여 그것의 과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어서 의례보다 ‘의식’ ‘또는 ’행위‘라는 용어가 적절한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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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묘도 언급하면서 진행하는데 아래와 같다.
 요갱과 묘광 부장품 부장- 신대리 목관묘에서 요갱은 18기(20.2％)에서만 확인되는
데, 유물은 66호 목관묘에서 불명철기 1점과 84호 목관묘에서 칠기흔 일부만 확인된
다. 또 묘광 4기(4.5％)에서만 유물이 확인되는데, 유물은 14호, 24호, 55호, 88호 목
관묘에서 주머니호편 1점, 조합우각형파수부호 1점, 금속류 10점 등이 확인된다.
 목관 내부 부장품 부장- 신대리 목관묘에서 목관 크기는 가장 작은 것은 56호 목관묘
로 길이 133㎝이고 가장 큰 것은 8호 목관묘로 길이 237㎝인데, 대부분 200㎝내외이
다. 목관 내부의 유물은 39기(43.7％)에서 확인되는데, 유물은 편구소호 1점과 호편
1점 그리고 금속류 69점, 방추차 6점, 유리보석 306점 등이 확인된다. 목관이라는 제
한적 공간으로 대부분 큰 토기보다는 금속류가 집중된다.
 보강토(충전토) 내부 부장품 부장- 신대리 목관묘에서 충전토 내부의 유물은 36기
(40.3％)에서 확인되는데, 유물은 주머니호와 조합우각형파수부호 등 토기류 31점이
고 금속류 48점, 칠기 2점 등이 확인된다.
 보강토(충전토) 상면 및 상부 부장품 부장- 신대리 목관묘에서 충전토 상면 및 상부
의 유물은 63기(70.6％)에서 확인되는데, 유물은 주머니호와 조합우각형파수부호, 단
경호 등 토기류 134점이고 금속류 66점 등이 확인된다.
 목관 상부 부장품 부장- 신대리 목관묘에서 목관 상부의 유물은 24기(26.9％)에서 확
인되는데, 유물은 토기류 24점으로 (대)호편이 가장 많고, 금속류 8점 등이 확인된다.
 봉토 내부(목개 위) 부장품 부장- 신대리 목관묘에서 봉토 내부(목개 위)의 유물은 13
기(14.6％)에서 확인되는데, 유물은 단경호와 (대)호편 등 토기류 45점이고 금속류 10
점, 칠기 2점 등이 확인된다.
이상 경산 신대리 목관묘 유물 부장위치 및 유물 수량으로 볼 때 토기류와 금속류는 충
전토와 관련해서 압도적으로 집중되는데 토기류는 총 165점, 금속류는 114점이다. 토기
류의 경우 전반적으로 대형토기는 망자의 발치 쪽(서쪽)에 부장되고, 소형토기는 머리쪽
(동쪽)에 부장된다(정민 2008b: 49).
반면에 요갱은 부장품이 가장 빈약하지만 다른 유적의 경우 유기질의 흔적이 종종 확
인된다. 목관 내부는 토기류보다는 금속류와 유리류가 우세한데, 토기의 경우 제한된 공
간으로 인해 소형토기만 확인된다. 금속류는 철검, 대구, 철부, 철모, 그리고 유리류가
가장 많이 확인되는데, 경식이 대부분이다. 목관 상부와 봉토 내부(목개 위)는 다른 곳과
달리 대형토기가 많이 확인된다<표 1>.

원삼국시대 목관묘의 축조와 매장방식 접근 123

<표 1> 경산 신대리 목관묘 유물 부장위치 및 유물 수량
요갱 및 묘광

목관 내부

충전토 내부

충전토 상면(상부)

목관 상부

봉토 내부(목개 위)

18기(20.2％)

39기(43.7％)

36기(40.3％)

63기(70.6％)

24기(26.9％)

13기(14.6％)

토기류: 0
금속류: 1
칠기류: 1

토기류: 2
금속류: 64
유리류: 306
칠기류: 2

토기류: 31
금속류: 48
석기류: 2
칠기류: 2

토기류: 134
금속류: 66

토기류: 24
금속류: 8

토기류: 45
금속류: 10
유리류: 4

부장품 빈약

주요부장품:
소형토기,
철검, 대구, 철부,
철모, 경식

주요부장품:
주머니호,
조합우각형파수부호 ,
철부, 철모, 철겸

주요부장품:
주머니호,
조합
우각형파수부호,
단경호,
철부, 철모, 철겸

주요부장품:
(대)호편,
단경호,
철부, 철모, 철겸

주요부장품:
(대)호편,
단경호,
재갈

결국 목관묘 매장당시 목관 하관 후 충전토를 채우면서 가장 많은 매장행위가 이뤄졌
을 가능성은 있다. 특히 충전토 내부에 놓인 유물의 레벨이 다른 경우는 한 번의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신대리유적의 목관묘에서 출토유물로 볼 때 그 중 계층이 높은 목관묘와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목관묘 12기정도는 위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토기 부장 등의 빈
약성은 무덤의 주인공에 대한 의례의 빈약성을 시사하면서 그 정치적 위상 또한 전반적
으로 낮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다(李熙濬 2011: 173).
원삼국시대 영남지방 목관묘에서 계층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로 경주 사라리
유적 목관묘를 들 수 있다. 1부류는 130호 목관묘이고, 2부류는 45호, 110호 목관묘, 3부
류는 43호, 74호, 78호, 111호 목관묘이다(이재현 2016: 93). 특히 1부류인 130호 목관묘에
서 유물은 총 177점으로 요갱, 목관 내부, 충전토 내부, 충전토 바닥, 봉토 내부에서 모두
확인된다. 반면에 2부류인 45호, 110호 목관묘와 3부류인 43호, 74호, 78호, 111호 목관묘
에서 유물은 목관 내부와 충전토 내부에서만 확인되고 유물 수량도 그것과 비교되지 않
는다<표 2>.
이처럼 기원 1세기 후반의 사라리 130호 목관묘는 다양한 청동기와 함께 아주 풍부한
철기가 부장된다. 그리고 그런 유물들은 무덤 구덩이와 목관 사이를 매운 흙 속에 여러
차례 나누어 넣은 정황이 나타난다. 이는 주인공의 장례 과정 또한 이전보다 아주 정교
하고 복잡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지배자의 생시 정치적 위상 또한 획기적으로 공
고해졌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영남지방에서 머지않아 목곽묘가 등장할 것임을 예고한다
(이희준 2016b: 100). 즉 망자 처리 방식의 다양성과 빈도로부터 사회적 차이 뒤에 내재한
원리들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는데, 그 이유는 각 개인이 생전의 사회적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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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경주 사라리 목관묘 유물 부장위치 및 유물 수량(嶺南文化財硏究院 2001)
위치

요갱

목관 내부

130호
(1부류)

45호
(2부류)

호수

충전토 내부

충전토 바닥

봉토 내부

유기질 흔적

칠초동검1,
청동검파부철검1,
소도3, 청동천3,
호형대구2,
동포9, 방제경2,
청동소환2, 도자1,
불명철기1,
판상철부65, 경식1

철복1,
연질토기1

주머니호1,
조합우각형
파수부호1,
연질유개옹1,
방제경2,
불명철기2,
원형유문동기1,
철촉23, 철겸3,
철부4, 판상철부5

교구1, 8자형동기2,
청동환1, 재갈3,
궐수형동기1,
u자형동기1, 철모1,
대호3, 호1

-

철검1, 철모1,
철부1, 철겸1,
경식1

-

-

-

-

-

110호
(2부류)

-

경식1

조합우각형
파수부호1, 옹1,
개1, 철겸1,
주조철부1,
단조철부2

43호
(3부류)

-

철겸1, 철기편1,
경식1

단경호1, 단조철부1

-

-

74호
(3부류)

-

경식1

단조철부2

-

-

-

-

-

-

78호
(3부류)

-

-

주머니호1,
조합우각형
파수부호1,
단경호2, 단조철부1

111호
(3부류)

-

철검1

철겸편1

따라 매장되었을 것으로 상정되기 때문이다(마이크 파커 피어슨·이희준 옮김 2009에서
재인용). 따라서 신분적 차이에 따라 매장행위 절차가 일률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무덤은 단순한 상징적 표지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실상의 현실적 구성요소로
서 권력을 획득하고 과시하는 주된 수단이기도 하다(마이크 파커 피어슨·이희준 옮김
2009: 354).
주목되는 점은 신대리 목관묘와 사라리 목관묘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점 중 하나는
목관 내부와 충전토와 관련된 곳에 유물이 집중된다. 이는 망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유
물을 부장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보인다. 또 현재자료에 의하면 봉토는 남아 있는
것이 없지만 봉토 관련 흙으로 추정되는 곳에 비교적 큰 토기들인 대호와 단경호가 중심
이고, 재갈이 확인되어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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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례는 관습적 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참여자들은 간단한 예절 문제부터 시간
이 걸리고 정교한 종교적 의례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동의한 규약을 알고 있으며 그
절차는 의미가 모호하고 불가사의하거나 암시적일지라도 잘 규정되어 있고 또한 명시적
임을 알 수 있다(마이크 파커 피어슨·이희준 옮김 2009: 356). 또 의례는 인간의 전통적
인 형식적인 행위로 합의에 의해서만 상징적인 의미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무
라마츠 요스케 2009: 114).
이상 목관묘 부장품을 통한 매장방식을 유추하면 ①요갱을 파서 묘광을 완성한 다음
의 의례: 가장 먼저 장지 선정 후 묘광 요갱을 파서 묘광을 완성한 다음 철기와 칠기 등
을 간혹 부장하면서 매장행위를 한다. 떠나보내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망
자를 멀리 두기를 망설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망자의 안치 장소는 어떤 사회에서든 사람
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리 안에서 중대하고 강력한 의미를 가지게 마련이다. 또 망자
는-영 혹은 조상으로서 이 세상에 거주할 수 있기에-여전히 사회의 활기찬 성원일 수 있
다. 또 망자의 안치는 인간 사회가 그 조상, 땅, 산 자들 사이의 관계를 면밀하게 짜내어
표현하는 가장 가시적인 활동들 중 한 가지이다(마이크 파커 피어슨·이희준 옮김 2009:
259).
여하튼 목관묘 입지는 대부분 구릉(사면), 평지, 구릉(사면)+평지로 전반적으로 구릉
(사면)이 많고 간혹 경주 황성동유적 등처럼 평지에서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즉 목관묘
집단은 구릉 정상부를 선점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구릉(사면)과 평지의 선호도가 높
았다(이원태 2008).
한편 요갱에서 아무런 부장품이 검출되지 않는 것도 있어 반드시 부장품을 넣기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요갱 내에 유기질의 귀중품이나 유기질 용
기 속에 곡류나 식품을 부장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부장품을 넣는 용도로 파악하고 있
어(李在賢 2006: 86) 매장행위를 했을 가능성은 크다.
②목관의 안치 후 의례: 목관의 안치 후 망자 주변으로 철검, 대구, 청동팔찌, 경식 등
을 부장하면서 매장행위를 한다. 망자 처리는 현대 장례의 경우를 참고하면 수시, 염습,
입관, 영좌설치, 성복 순인데, 이 중 수시, 염습, 입관은 지금과는 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
6)

이겠지만 그 당시에도 그 같은 행위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물론 각 사회에서 각 인간 집
단이 망자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보편적 해석이란 없으며 각 조사의 정황에 따라

6) 수시는 시신을 바르게 한다는 뜻으로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손과 팔다리를 골고루 잘 주물러 굽힘이 없도록 바르게 펴고 묶어주는
절차로 주검이 경직되기 전 바로 자세를 반듯이 잡아주어야 한다. 염습은 시신을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히는 절차로 수의를 입힌 다
음 염배로 시신을 싸서 단단히 동여매는 절차이다. 입관은 예를 갖추어 시신을 관속에 모시는 절차이다(김갑석 외 2011
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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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람들의 태세와 이해를 복원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마이크 파커 피어슨·이희준
옮김 2009: 133)이지만 그리 녹록지 않다.
흥미로운 점은 망자의 머리를 무언가로 덮는 것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보편화된 문화
현상이다. 망자의 머리를 무언가로 덮는 것은 머리나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생명의
중요한 본질인 영혼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보기도 한다(나희라 2007: 45).
경산 신대리 1호, 94호 목관묘와 양지리 1호 목관묘<그림 6> 등에서 망자 머리를 덮은
부채와 울산 교동리 1호 목관묘에서 포대 복안이 확인되어 이러한 예를 방증한다.

<그림 6> 경산 양지리 1호 목관묘 복원도 및 출토 음식물(국립대구박물관 외 2020 재편집)

아울러 청동팔찌와 대구의 경우 착장하지 않은 예도 확인된다. 즉 경산 신대리 80호 출
토 청동팔찌, 마형대구와 82호 목관묘 출토 청동팔찌 그리고 사라리 130호 목관묘 출토
청동팔찌와 호형대구는 출토상황으로 볼 때 부장품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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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관묘는 기본적으로 나무로 된 그 구조 안에 시신을 담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서(이희
준 2016b: 288) 장구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장구는 통나무 목관과 판재 목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중 통나무 목관의 명확한 규
모와 형태를 알 수 있는 창원 다호리 1호 목관의 규모는 길이 240㎝, 너비 85㎝, 지름 65
㎝이다. 또 참나무의 장축 중앙을 반으로 자른 후 그 내부를 파내어 관 뚜껑과 몸체로 사
용하였다.
판재 목관은 경주 탑동 목관묘의 경우 평면형태는 ‘ㅍ’자형을 띠고, 규모는 길이 196㎝,
너비 84㎝, 잔존높이 49㎝이다. 목관은 바닥 길이 225∼230㎝, 너비 24∼30㎝ 내외의 판
재 3장 정도를 사용하여 바닥판을 만들고, 양장벽 쪽의 측판을 설치한 후 그 사이에 단벽
쪽의 측판을 끼워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판재의 결구와 관련된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1)고 한다<그림 7>.

<그림 7> 경주 탑동 목관묘(1)와 창원 다호리 1호 목관묘(2)

③보강토(충전토)설치과정의 의례: 목관 내부 다음으로 망자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보
강토(충전토)설치과정에서 충전토 내부에 주머니호와 조합우각형파수부호, 철부, 철모
등을 부장하면서 매장행위를 한다.
④목관을 보강토(충전토)로 완전히 봉한 후의 의례: 목관을 보강토(충전토)로 완전히
봉한 후 (대)호편, 단경호, 철모, 철부 등을 부장하면서 매장행위를 한다. 특히 경산 양지
리 1호 목관묘<그림 6> 출토 단경호 내부에서 숭어뼈, 복숭아씨앗, 참외씨가 출토되어
7)

당시 토기 안에 담았던 음식물들을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

7) 단경호 내부에 채워진 흙을 물체질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이 확인되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목관묘 조사시 출토 토기 내부 흙
에 대한 정밀한 관찰이 행해지면 앞으로 음식물 자료가 더 많이 확보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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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 뚜껑이 덮인 상태에서 행해지므로 이전 단계의 의례들과 그 성격이 다른데, 즉
망자와 산 자의 본격적인 분리와 단절이 시작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鄭賢鎭 2015: 75).
⑤매토(실토) 과정의 의례: 매토(실토) 과정은 망자가 놓인 목관이 눈에서 사라지는 순
간이 연출되기 때문에 가장 슬픔이 고조된 상황이라 중요한 매장행위 중 하나이다. 망자
가 놓인 목관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기회라서 장지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그곳에
가까이 모여들어 그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⑥매토(실토) 완료 후 봉분 축조 이전의 의례: 매토(실토) 완료 후 봉분 축조 전후로 봉
토 내부에 (대)호편, 단경호, 재갈 등을 부장하면서 매장행위를 한다. 경산 신대리 88호
목관묘의 경우 봉토 내부 유물로 보이는 묘상부에서 호편과 조합우각형파수부호, 철부
가 출토되었는데, 같은 유물 봉토 유물이라 하더라도 층위의 차이가 확인되므로 봉토 축
조시 여러 차례에 걸쳐 유물이 부장된 것을 알 수 있다(정민 외 2009). 또 대구 팔달동 45
호 목관묘는 봉토 내부(목개 위)에 10∼40㎝ 정도 할석을 100여개 적석하였는데, 큰 할석
을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작은 할석을 쌓고 그사이에 지석과 토기편들이 섞여 있다(嶺南
文化財硏究院 2001).
주목되는 점은 신대리 66호와 88호 목관묘는 봉토 내부 유물로 보이는 대호편과 111호
목관묘는 같은 개체의 토기편이 충전토와 목관 내부에서 확인되어 훼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훼기란 사전적 의미로 기물을 헐거나 깨뜨려 버리는 일을 뜻한다. 습속에 따라서 완전
히 파쇄하여 뿌리는 행위, 본체를 파손한 후 같은 장소에 뿌리는 행위, 각각 다른 장소에
이격하여 뿌리는 행위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황창한 2013: 22). 즉 파손행위는 대
상을 깨뜨리는 소리에 액이 도망가거나 혹은 이를 통해 액을 쫓아버린다는 의미도 포함
되어 제액의 의미와 부정을 씻는 것을 상징하며, 이러한 의미로 용기의 일부를 깨뜨리는
의례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오샛별 2013: 209).
이처럼 유물을 훼기하여 부장한 것으로 볼 때 목관묘 축조시 여러 차례 의례가 행해졌
음을 알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이는 망자가 되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마이크 파거 피어슨·이희준 옮김 2009).
결국 무덤을 만드는 이유에도 사체 보존의 의미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무덤은 죽은 자
를 안치하기도 하지만 두려운 사체를 가두고 따라서 산 자에게 해악을 줄 수 있는 죽은
이의 영혼을 가두는 곳이기도 하다. 무덤에 그릇을 깨는 행위도 사령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한 단절의 기원과 사령에 대한 배려 모두가 혼합된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나희라
2008: 54). 즉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의 안녕을 위한 매장행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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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 자의 매장관점: 상장례
무덤은 죽은 자가 중심이지만 그것은 산 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관리된다. 따라서 죽
은 자의 관점에서 벗어나 산 자의 매장관점에 시선을 돌리는 것 또한 의미가 있겠다. 이
에 산 자의 매장관점을 유교적 상장례를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상장례란 사람의 일생에서 마지막 통과하는 죽음에 따르는 통과의례, 즉 상중에 행하
는 모든 의례를 이른다(鄭鍾秀 1990: 123). 또 상이란 죽음 자체를 의미하지만 ‘죽은 이에
대하여 애도를 표하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에 비해 장이란 ‘죽은 이를 매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한상 2016: 89). 흔히 상장과 장송을 동일시하거나 혼동하는데 상장
은 장송을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權五榮 2000).
상장례는 본인을 위해서 치르는 것이면서도 막상 본인이 주관하지 못하는 유일한 의례
로 산 자에 의해 주관되는 의례이다. 또 상례란 시대와 상관없이 인간에게 있는 가장 순
수한 본연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생전에 하지 못한 예를 다할 수 있는 것은 상중밖에
없어 온갖 정성과 예를 갖추어 그것을 치르기 때문에 효의 발로에서 나왔다.
중요한 점은 상장례는 죽은 자에 대한 공경심과 공포심 따위가 어우러지면서 그것은
어느 민족에게나 가장 ‘보수적인 문화’로 이어져 내려왔다(국사편찬위원회 2005: 16-17).
결국 상장례는 망자에 대한 효 관념과 두려움 그리고 공포감이 복합되어 나타났다는
점이다(국사편찬위원회 2005: 50-51). 원삼국시대 영남지방 목관묘 역시 그것과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즉 목관묘를 조성하면서 진행되는 매장행위 즉 부장품 매납 등은
사자에 대한 효 관념과 대비된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부장품에서 확인되는 훼기현상 등
은 두려움과 공포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매장행위의 표출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산 자의 상장례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을 까이다. 여기서는 민족지 사례
를 통해 일말의 접근을 하고자 한다.
민족지 사례의 예를 보면 ①상복례 및 조상과 문상→ ②묘택과 후토제→ ③천광→ ④
발인→ ⑤장지 도착과 안장(패철로 좌향보기, 회다지)→ ⑥평토제 및 반곡 순<그림 8>으
로 진행되는데(국사편찬위원회 2005: 93-109), 이를 적용하여 원삼국시대 영남지방 목관
묘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상복례 및 조상과 문상: 사람이 죽고 장례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평상복
을 입고했을 가능성은 적어 그것에 걸 맞는 상복을 입고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표했을
것이다. 또 상복은 죽은 자와의 (혈연)관계를 나타내서 장례에 모인 사람들 간의 구별되
는 수단이기도 하다.
죽은 자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죽음 소식을 듣고 슬픔을 나누기 위해 조상과 문상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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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복례 및 조상과 문상 2. 묘택과 후토제 3. 천광 4. 발인
5, 6. 장지 도착과 안장 7. 패철로 좌향보기 8. 회다지 9. 평토제 및 반곡

<그림 8> 장례 절차: 성복에서 안장까지(국사편찬위원회 2005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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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죽은 자에 대한 명복을 빌고 또 산 자들의 안녕을 기원하
는 행위가 진행되기 마련이다. 간혹 멀리 떨어져 살거나 왕래가 드문 사람들도 장례로
인해 만남의 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해서 그들이 결속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8)

이상의 가능성은 원삼국시대 영남지방의 목관묘가 100기 이상 확인된 경산 신대리유
적, 대구 팔달동유적, 창원 다호리유적 등을 보더라도 그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친인척과
지인 등이 인근에 모여 살았을 규모가 충분하다. 예를 들어 경산 신대리 목관묘 집단에
서 사람이 죽으면 그 위계에 걸 맞는 수준의 인원이 죽은 자를 찾아 상주와 고인에게 예
를 표했을 가능성이다. 또 인접한 임당 목관묘 집단의 사람들도 찾아와 그러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출토예가 드문 한경 재가공품이 신대리와 임당
유적에서 출토 위치와 유물 규격이 거의 흡사(정민 2010: 279)하기도 해서이다.
이렇듯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사회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특히 집단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또 집단을 유지하
기 위한 ‘고유한 관행, 규범, 규칙, 문화’ 등이 있기 마련이다(비판사회학회 2015: 191).
②묘택과 후토제: 죽은 자가 살아생전에 묻힐 장소를 정하거나 산 자들이 그곳을 정했
을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무덤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조성한 경우를 볼
때 무덤 자리를 고르는 행위는 시대를 막론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그렇다면
원삼국시대 영남지방의 목관묘는 그 공간을 얼마나 사용했을 까가 궁금하다. 공간은 말
그대로 텅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닌 인간을 비롯한 여러 행위 주체들의 사회적 관계와 행
위가 이루어지고 또 이 관계를 매개하는 동시에 의미되는 장소로 이해되어야 한다(김종
일 2006: 120).
흥미로운 점은 경산 신대리 목관묘 간 이격거리는 평균 5m이상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청동기류를 부장한 목관묘는 반경 7m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특히 94호 목관묘
는 12m 내외에 다른 목관묘는 조성되지 않았다. 반면에 소형 목관묘는 1∼2m의 공간만
을 이격한 채 조성되어 있어 대조된다(정민 2010: 262). 이는 자연히 봉분 크기와도 연관
이 있을 것이어서 주목된다.
무덤 자리를 고른 다음 지신에게 고하는 후토제를 지내는데, 원삼국시대 영남지방 목
관묘에서 확인되는 요갱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8) 공동묘지는 말 그대로 함께 쓰는 곳이지만 모두가 쓸 수 있는 공간은 아닐 것인데, 이것도 위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무덤을 쓴 자
와 못 쓴 자간의 차이는 반드시 존재했을 가능성이 커서 不공동묘지인지도 모르겠다.
한편 경주 황성동유적의 경우 묘역의 경관은 한 읍락의 정치·종교적 정체성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기도 해서 주목된다(이창희
2020: 17). 경관은 다층적으로 이해되거나 해석될 수 있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 그 집단구성원의 동일성을 표상하는 상징
으로 또는 반대로 다름이나 차이를 표상하는 상징으로 여겼을 가능성이다(김종일 2006: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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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천광: 묘택과 후토제가 끝나면 죽은 자가 묻힐 곳을 파는데, 장지 도착 후에 바로 할
지 아니면 미리 파 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여하튼 죽은 자가 살아생전 살았던 집이 있
었다면 천광은 이제 묻혀 잠들 집을 짓는 첫 순간으로 그를 위한 행위가 진행되기 마련
이다.
원삼국시대 영남지방 목관묘의 묘광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 많고, 규모는 전반적으
로 길이 300㎝를 넘지 않으며 너비도 150㎝이내이다. 경산 신대리 112기 목관묘 중 1호,
99호 목관묘만 300㎝이상이라서 참고된다.
④발인: 발인은 죽은 자를 장지로 떠나보내는 것으로 그가 살던 공간에서 영원히 벗어
나는 순간이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즉 살던 공간에서 묻히는 공간으로의 완전한 이
동이다. 이때 그들이 같이 했던 공간에서 행위가 있었을 것이고 또 장례 행렬이 진행되
면서도 그러했을 것이다. 물론 원삼국시대 영남지방 목관묘와 시기차이는 보이지만 목
곽묘에서 출토되는 유자이기는 장례 행렬의 깃대와 관련된 유물일 가능성이 크다. 즉 유
자이기는 공부가 마련되어 장대 등에 꽂아 사용한 것으로 깃발의 끝장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김용성 2014: 85). 따라서 원삼국시대 영남지방의 목관묘 단계에서
도 그러한 장례 행렬을 등한시할 수 없다.
⑤장지 도착과 안장(패철로 좌향보기, 회다지):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했던 공간에서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는 순간이다. 죽은 자를 안장할 때가 장례 절차에서 슬픔이 가장
고조되는 순간이다. 또 관이 제대로 안치되었는지 패철을 이용해 좌향을 보고, 나무뿌리
나 동물이 침범 못하게 회다지를 한다.
원삼국시대 영남지방 목관묘는 앞서 언급했듯이 구릉(사면)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어
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한 중요하다. 특히 일상의 삶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산이었다. 산은 높았으므로 하늘과 직접 통교하는 통로라는 믿음을 갖고 있
었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주보돈 2014).
원삼국시대 영남지방 목관묘는 전반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목관을 안치하기에 공간
이 비좁고 또한 묘광 깊이가 깊은 것도 있다. 따라서 목관 하관은 묘광면에 서서 밧줄 등
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창원 다호리 1호 목관묘는 족부 쪽은 ‘ㄴ’자형 구
멍의 밧줄을 그대로 이용하였고, 두부쪽은 굵은 밧줄을 관 밑에 넣어 사용하였다. 목관
안치 후 줄은 잘라 버렸다고 해서(이건무 2008: 168-169) 이를 방증한다.
⑥평토제 및 반곡: 봉분이 완성되면 무덤 앞에 제물을 놓고 평토제를 올린다. 물론 평토
제는 봉분이 완성되지 않더라도 지면과 메워진 광중이 같아 평토가 되면 지내기도 한다.
원삼국시대 영남지방의 경주 사라리 130호 목관묘의 경우를 통해 유추 가능하다<그림 9>.
장례가 끝나면 죽은 자를 두고 산 자들은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를 반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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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경주 사라리 130호묘의 예제 ①하관제(2차) ②시토제 ③평토제(崔鍾圭 2014)

한편 집단이 유지되려면 그 집단에 소속된 개인들의 행위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필수
적이다. 이러한 규제는 보상과 제재라는 이중적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진다. 보상이 ‘긍
정적 규제’라면, 제재는 ‘부정적 규제’이다. 이러한 상벌체계를 통해 집단은 개인이 집단
의 목표에 충실히 따르도록 규제할 수 있게 되는데(비판사회학회 2015: 193), 장례가 끝
나면 그것에 참여했던 인원들에게 보상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다.
9)

이상 민족지 사례를 적용시켜 원삼국시대 영남지방 목관묘의 상장례를 살펴보았다.

즉 민족지 고고학은 고고학 자료를 이용해 검정될 수 있는 과거 행위의 예측 모델을 수
립하는데 있어 동시대 사람들로부터 민족지 자료의 활용이다. 이러한 모델들과 이들
이 근거한 유추는 현재 관찰될 수 있는 과정들은 과거에 작용했던 과정들과 기본적으
로 같은 것들이라는 동일과정설(UNIFORMITARI-ANISM)의 원리로 현재와 과거 주민
들 사이에 존재한다고 알려진 역사적 연관성에 기초해 이루어지기도 해서이다(Molly
Raymond Mignon 지음·김경택 옮김 2006).
아울러 민족지 정보는 과거 인간 행위가 현존 인간 집단들을 대상으로 한 민족지 문헌
에서 그간 기록된 것보다 훨씬 다양해서 장점이다(T. 더글라스 프라이스 지음·이희준
옮김 2013: 128). 물론 민족지 사례와 그것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보면 무덤의 구조적인 측면으로 볼 때 상장례에 있어 유사한 부분도 많았을 것이라 판단
된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축조된 목관묘와 관련된 유교적 상장제도의 장
10)

송의례 줄거리와는 크게 다르지 않아(김용성 2014: 100),

장례문화에 있어 ‘학습성’과

9) 다만 민족지 사례라고 해서 우리 고유의 자생적 문화로 모두 인식할 수는 없어 그러한 유사성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종합인 접근
이 필요하다.
10) 최근에 유교적 상장례를 적용하여 신라 옹관묘의 장송의례를 종합적으로 복원한 연구도 주목된다(김은경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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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성’ 그리고 ‘공유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문화는 사회나 집단 속에서 학습되고 축적되어 전승된다는 점에서 ‘학습성’과 ‘축
적성’이 있다. 또 문화는 특정 개인에 고유한 것이 아닌 다수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규
칙, 규범, 가치를 통해 사회적 교류와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유성’이 있기 때
문이다(비판사회학회 2015: 151-152).
그 예로 경주분지의 경우 여러 묘역에서 무덤의 크기나 부장 유물의 상태 및 내용 구성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비슷한 정형성을 보임이 특징이다. 이는 물질문화뿐
만 아니라 장례의식이나 절차 등 장의문화를 일정 정도 공유하였음을 뜻해서 주목된다
(주보돈 2016: 36). 여기에 상장례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나 보이는 민
속 현상을 나타내는 의례(국사편찬위원회 2005: 54-55)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IV. 맺음말
이 글은 원삼국시대 영남지방 목관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즉
목관묘의 구조와 조사방법을 정리하고, 그것의 축조와 매장방식 그리고 유교적 상장례
를 통한 산 자의 매장관점에 접근하여 유추하였다.
첫째, 목관묘 구조는 묘광(요갱), 목관, 충전토, 실토(實土), 봉토(목개)로 구성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즉 목관묘 조사는 유구확인→ 탐색Trench설정→ 토층조
사→ 내부조사 후 완료 순으로 진행되는데, 단계별 사진촬영, 기록, 실측 등이 추가된다.
둘째, 목관묘 축조는 묘광(요갱) 굴착→ 목관 하관 및 유물부장→ 충전토 내부 및 상부
유물부장→ 목관 상부 유물부장→ 실토 및 목개 설치→ 봉토 축조 및 유물부장 순이다.
부장품을 통한 매장방식은 요갱을 파서 묘광을 완성한 다음의 의례→ 목관의 안치 후
의례→ 보강토(충전토)설치과정의 의례→ 목관을 보강토(충전토)로 완전히 봉한 후의 의
례→ 매토(실토) 과정의 의례→ 매토(실토) 완료 후 봉분 축조 이전의 의례 순이다.
경산 신대리 목관묘와 경주 사라리 목관묘로 볼 때 매장방식은 일률적이지 않고 위계
가 높을수록 그것은 복잡화된다. 또 경산 신대리 목관묘 유물 부장위치 및 유물 수량으
로 볼 때 토기류와 금속류는 충전토와 관련해서 압도적으로 집중된다. 따라서 목관묘 매
장당시 목관 하관 후 충전토를 채우면서 가장 많은 매장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크다.
셋째, 산 자의 매장관점을 상장례에 초점을 두고 민족지 사례와 결부시켜 원삼국시대
영남지방 목관묘를 살펴보았다. 즉 상복례 및 조상과 문상→ 묘택과 후토제→ 천광→ 발
인→ 장지 도착과 안장(패철로 좌향보기, 회다지)→ 평토제 및 반곡 순이다. 물론 민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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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그것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보면 무덤의 구조적인 측면으
로 볼 때 상장례에 있어 유사한 부분도 많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우
리나라에서 축조된 목관묘와 관련된 유교적 상장제도의 장송의례 줄거리와는 크게 다르
지 않아(김용성 2014: 100), 장례문화에 있어 ‘학습성’과 ‘축적성’ 그리고 ‘공유성’ 등을 고
려해야 한다. 여기에 상장례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나 보이는 민속 현
상을 나타내는 의례(국사편찬위원회 2005: 54-55)이기도 해서 참고된다. 또 민족지 정보
는 과거 인간 행위가 현존 인간 집단들을 대상으로 한 민족지 문헌에서 그간 기록된 것
보다 훨씬 다양해서 장점이다(T. 더글라스 프라이스 지음·이희준 옮김 2009: 128).
중요한 점은 상장례는 망자에 대한 효 관념과 두려움 그리고 공포감이 복합되어 나타
났다는 점이다(국사편찬위원회 2005: 50-51). 원삼국시대 영남지방 목관묘 역시 그것과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즉 목관묘를 조성하면서 진행되는 매장행위 즉 부장품 매
납 등은 사자에 대한 효 관념과 대비된다. 또 부장품에서 확인되는 훼기현상 등은 두려
움과 공포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매장행위의 표출로 받아들여진다.
이 글에서는 영남지방 원삼국시대 전기 목관묘의 매장방식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후기
목곽묘도 결부시켜 진행해야 원삼국시대 영남지방 무덤의 매장방식을 종합적으로 접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향후과제로 삼고자 한다.
▶논문접수일(2021.4.18.) ▶심사완료일(2021.6.11.) ▶게재확정일(20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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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pproach to the Construction and Burial Style
of Wooden Coffin Tombs During the Period of the
Original Three Kingdoms
Lee, Won-tae

(Geumo Cultural Properties Research Institute)
This study examines wooden coffin tombs in Yeongnam Region during the period of
the Original Three Kingdoms in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Specifically, the present study
summarizes the structure of wooden coffin tombs and the investigation methods in the
perspective of living persons about burial based on the construction and burial styles and
Confusion funeral customs.
First, the structure of wooden coffin tombs consisted of the grave hollow (central
pit), wooden coffin, filling earth, fertile soil (實土), and earthen mound (wooden cover),
which were the basic elements of investigation. The wooden coffin tomb investigation
included the remains analysis → trench setting for exploration → soil analysis → internal
element analysis in order. Photographing, documentation, and actual measurement were
added in each step.
Second, the wooden coffin tomb construction was conducted in order of grave
hollow (central pit) excavation → wooden coffin bottom and relics burial → relics burial
inside and on top of filling earth → relics burial on top of the wooden coffin → installation
of the fertile soil and wooden cover → earthen mound construction and relics burial.
The relics burial style included the following steps: the ritual following the central
pit and grave hollow completion → the ritual following the enshrinement of a wooden coffin
→ the ritual for the reinforced soil (filling earth) installation process → the ritual following

the complete covering of the wooden coffin with reinforced soil (filling earth) → the ritual
for top soil (fertile soil) installation → the ritual after top soil (fertile soil) installation and
before mound construction.
In the case of wooden coffin tombs in Sindae-ri, Gyeongsan, and Sara-ri, Gyeongju,
the burial style was inconsistent and became complicated depending on the hierarchical
rank. In view of the location and quantity of relics buried over wooden coffin tombs in
Sindae-ri, Gyeongsan, the earthen vessels and metallic materials were concentrated around
the filling earth. Thus, it is highly probable that at the time of wooden coffin tomb burial,
the act of burial was practiced mostly during the filling earth application after wooden
coffin was laid.
Third, with funeral customs viewed mainly in the perspective of living persons
about burial, wooden coffin tombs in Yeongnam Region during period of the Original
Three Kingdoms were investigated in connection with ethnographic cases. The steps were
in order of funeral rituals and condolence → tome house selection and rites for gods of land
→ grave hollow making → departure of the funeral procession → arrival at the burial ground

and burial (determining the exact direction, hwedaji) → burial without erecting a m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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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ost-burial wailing. Although matching exactly with ethnographic cases would not be
practical, it is thought that there would have been many similar aspects in terms of funeral
customs specifically regarding the structural elements of tombs. Since the characteristics
were not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Confucian funeral rituals and funeral attendance for
wooden coffin tombs constructed in Korea, characteristics of the funeral culture such as
‘learnability’, and ‘accumulatise’, and ‘shareability’ need to be considered.
After all, funeral customs were developed in the complex interaction of the
perception of filial piety towards the dead, fear, and scare. Wooden coffin tombs in
Yeongnam Region during the period of the Original Three Kingdoms are not exceptions
in this regard. The relics burial acts during the construction of wooden coffin tombs are
in contrast with the concept of filial piety towards the dead person. The destruction traces
found in grave goods seem to reflect the act of burial to get rid of fear and scare.
Keywords : wooden

coffin tomb, construction, practice of burial, funeral 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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