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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목관ㆍ목곽묘의전개와사로국

국문초록

본고는경주지역에서발굴된기원전 2세기에서기원후 3세기대까지의목관묘와목곽묘에대한구조분석과그변화양

상을추적하여사로국의정치, 사회적인동향과성장과정을살펴본것이다. 한반도서남부지역의적석목관묘(積石木棺墓)가

기원전 2세기후반무렵영남지방으로파급되면서경주지역에서도철기가부장된군집묘(群集墓)가 조성되기시작하며이

후기원전 1세기후반에는한군현(漢郡縣)의설치에따라대동강유역의유이민이진한(辰韓)으로남하, 정착하면서전한경(前

漢鏡)과 와질토기(瓦質土器)가 부장된 중소형의 단순목관묘(單純木棺墓)가 경주지역에 등장하게 된다. 청동유물을 다량 부장

한 독립묘(獨立墓)의 주인공은 군집묘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최상위 계층의 것으로 사제왕(司祭王)일 가능성이 높으며 경

주의각곡간지역을범위로하는지역집단의수장묘(首長墓)로추정된다. 기원후 2세기에접어들면서단순목관묘는규모가

확대되고부장유물의종류와양이풍부해지는경향을보이는데이를잘보여주는것이사라리 130호묘이다. 이것은피장

자의주관옆에부장품을넣은목갑(木匣)을 설치하여칠기(漆器)나 동경(銅鏡) 등의위신재(威信財)를 부장한것으로, 이와같

은 구조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낙랑지역의 목곽묘에서 보이고 있다. 기존의 목관묘와 구조상에서 차이가 보이는 이러한

목관계목곽묘(木棺系木槨墓)의 출현은 변ㆍ진한의 철(鐵)을 매개로 한 낙랑과 이 지역과의 활발한 교섭관계를 대변해 주는

것이며지리적으로물류의집산지역할을한사라리집단은외부와의유통과교역을장악하여경주지역의정치와사회문

화적인거점으로서위치한것으로보인다. 2세기후반대이후정치체의규모가크게성장한경주지역의분묘시설에는부

장유물의안정적인공간을위한곽(槨)이라는 개념이정착하게되었고, 소형묘와입지상에있어차별성을가진대형의장

방형목곽묘가 3세기 전엽에 보편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지배집단 내 계층분화의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대형묘가소재하는지역이소국의중심지로써자리를잡게되었다. 이후 이지역목곽묘의평면구조가점차길어지는경

향은묘곽내에보다넓은공간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결국, 3세기후반대부곽이라는시설을갖춘경주식목곽묘(慶州式

木槨墓: 동혈주부곽식목곽묘)의 등장을 가져온다. 소형의 부곽은 점차 길이가 길어져 4세기대에는 주곽의 크기에 이르는데,

이는집단내계급의분화가급속도로진전되면서권력의집중화가표면화된것으로경주와주변지역대소집단간의통합

이진전되는분위기속에서집단내의질서를일원화해가는과정을보여주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주제어 |목관묘, 목곽묘, 경주식목곽묘, 사라리 130호묘, 지배집단의계층화, 권력의집중

이주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투고일자 : 2009. 07. 29 | 심사일자 : 2009. 08. 26 | 게재확정일자 : 2009. 09. 10



서론

한반도남부영남지역에있어서원삼국시대(原三國

時代) 또는 삼한시대(三韓時代)로 불리우는 기원전 3세

기에서기원후 3세기대까지의묘제와토기, 철기등에

대한고고학적조사와당시사회상을분석하려는연구

는그동안꾸준하게진행되어왔으며, 이제는어느정

도그시대의모습에대한큰그림을그릴수있는단계

에접어든것으로볼수있다. 특히, 변한(弁韓)과진한

(辰韓)지역의유적인경주조양동유적(朝陽洞遺蹟)과울

주하대유적(下垈遺蹟), 울산중산리유적(中山里遺蹟), 김

해예안리유적(禮安里遺蹟) 등의조사성과에기초하여

이시기의묘제(墓制)를목관묘(木棺墓)와목곽묘(木槨墓)

로크게나누고각단계별변화양상에대한세부적인

편년(編年)연구가이루어져삼한의문화상과그변화모

습에대한이해의수준이점점높아지고있음은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최근경주와경북지역에서새로이조

사된이시대의매장유적즉, 경주사라리유적(舍羅里遺

蹟)과황성동고분군(隍城洞古墳群), 구어리고분군(九於里

古墳群), 죽동리고분군(竹東里古墳群), 대구 팔달동유적

(八達洞遺蹟) 등에서는다수의목관·목곽묘관련유구

가확인됨에따라경주지역을중심으로한원삼국시대

사로국(斯盧國)의분묘연구에많은자료를축척하게되

었으며, 사로국을 비롯한 진한과 변한의 각 지역사회

모습을보다구체적으로엿볼수있는중요한정보를

학계에제공하게되었다. 

삼한시대목관·목곽묘에대한연구는그동안각

유구의구조(構造)와형식(形式), 계통(系統)과지역성(地

域性), 그리고출토유물의성격과의미등전반적인내

용에 대해 심도 있게 진행되어 왔으며(이재현,

2003:1~13), 개별 유적의 발굴조사에 따른 비교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수남, 1999; 박승규, 2000:

263~277; 안재호, 2000).특히, 목곽묘는츨현기(出現期)에

서부터 대형고분이 등장하기 전인 4세기 후반대까지

각지역소국(小國)단위지배자의중심묘제로서많은

연구자들로부터집중적인연구의대상이되어왔으며,

영남지방에 있어서 고총고분(高塚古墳)의 발생과 고대

국가(古代國家)로서의 신라·가야 정치체의 성립기(成

立期)를구명하는핵심적인자료로서비중있게다루어

졌다. 

본고에서는지금까지연구된선학들의연구성과를

바탕으로경주지역에서발굴조사된목관·목곽묘유

적<그림 1>을대상으로유구의구조와관련되는내용

을중심으로각각의특징과성격에대해살펴보고, 나

아가고고학적인변화양상을통해목관묘의출현과구

조변화에따르는당시사로국의정치·사회적동향등

에대하여추적해보고자한다. 

주요유적

1. 조양동유적(朝陽洞遺蹟)

조양동유적은경주시조양동 627, 634, 641번지일

대에동서로긴낮은구릉지상에넓게분포한원삼국시

대경주지역의대표적인분묘유적이다. 1977년 11월주

택을개축하기위해기존의가옥을철거하고집터를고

르던중유개대부장경호등 20여점의유물이우연히발

견됨으로써유적의존재가학계에알려지게되었는데,

1979년부터 1983년까지모두 5차에걸쳐국립경주박물

관에의해조사되었다. 조사결과목관묘 27기, 목곽묘

16기, 옹관묘 17기, 적석목곽묘 1기, 석곽묘 7기, 수혈

유구 3기등총 77기의유구가집중적으로확인되었으

며청동기시대의주거지와함께시기를달리하는여러

형식의분묘들이함께분포하고있어서경주지역선사

와고대의묘제를연구하는데중요한자료가되고있

다. 특히, 기원전 1세기에서 3세기대에이르는사로국

의사회와문화상을밝힐수있는양호한목관·목곽묘

가다수발굴되어오늘날까지학계의주목을받고있다

(한병삼, 1980, 1989; 최종규, 1983; 국립경주박물관, 2000,

2003).

발굴된유구중에서목관묘는묘광(墓壙)의평면형

태가장타원형을띠거나폭이좁은장방형을갖춘것으

로 묘광의 길이는 2.3m이고 폭은 1.5m내외, 깊이는

109 Lee, Ju Heun 경주지역목관ㆍ목곽묘의전개와사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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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慶州地域主要木棺墓및木槨墓遺蹟



1.2m정도로 깊은 편이다. 목관묘 중에서 목관의 구조

와부장유물의성격을통해당시대의문화상을잘보여

주고있는것은 5호묘와 11호묘, 38호묘이며 60호묘는

목관묘에서목곽묘로발전된모습을보여주는자료로

서널리알려져있다. 

5호묘<그림 2-ⓐ~ⓕ>는이단묘광(二段墓壙)을갖추

고있으며상단묘광은원형에가까운말각방형으로남

북이 250cm, 동서간의거리가 245cm이고깊이는 15cm

정도로낮은형태이다. 묘광의동쪽과북쪽에얕은구

(溝)가있으며이구(溝)와의경계에서철모, 철과, 무문

토기편이출토되었다. 하단묘광의장축방향은남동-북

서방향으로 양단벽은 둥글게 굴착되었고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길이 205cm, 너비 80cm, 깊이

130cm이다. 발굴조사과정에서 묘광의 가장자리를 따

라크고작은잡석이쌓여진특징이확인되어적석목관

묘(積石木棺墓)로분류되고있다. 묘광의바닥에서요갱

(腰坑)의흔적은확인되지않았고목관은묘광의남동

벽에붙여서안치되었는데보고서에나타난토층의모

습으로볼때, 목관의흔적으로추정할수있는상면부

근의토층단면이곡선상을띠고있어묘광내에둥근

통나무목관이안치되었을가능성도있을것으로생각

되며관의크기는대략길이 150cm, 너비 30~40cm전후

로추정된다. 묘광내부의상부에서는단면 U자상으로

함몰되어있는 1겹의적석층(積石層)이확인되며그아

래로회색점질토층이 30cm정도덮이고, 황갈색부식토

층이 90cm정도묘광내부에채워진상태이다. 유구에

서출토된유물은청동다뉴무문경·환두도자·철검(관

내 상면)과 철겸·소형옹·무문토기장동옹·흑색마연

장경호 1점(하단묘광 상부), 철탁·판상철부·흑색마연

장경호 2점·철과·철모·주조철부 2점(상단묘광내부),

대각편(적석상부)이있는데, 목관내부장된유물은거

울과소도자정도의소수이고토기와철기등대부분의

유물이관외와상부묘광바닥에부장되고있는것이특

징이다. 한편, 5호목관묘의구조와관련하여주목되는

점은유구에서출토된유물가운데무문토기옹의경우,

하반부는하단묘광어깨선에걸쳐서확인되었으며옹

의상반부는묘광내부의매몰토중에, 그리고구연부

편일부는묘광의상면가까이에서출토되고있는점을

들어, 묘광내부가빈공간을갖으며하단묘광에목개

(木蓋)가덮여있었다는근거가되고있다(한병삼, 1989;

최종규 1995:208).

11호묘<그림 2-ⓖ>의 묘광은 말각장방형에 이단광

을 이루며 장축은 동서방향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242cm, 너비 121cm, 깊이 169cm의깊은유구로묘광

의바닥은생토면을그대로상면으로이용하였고바닥

의 중앙부위가 깊게 곡선상으로 파여져 있다. 바닥의

상부에는 목관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두께 5cm내외의

청회색의니질점토가길이 205cm, 너비 45cm내외범

위에서세장방형으로뚜렷하게확인된다. 묘광바닥의

형태나점토띠의바닥형태로보아통나무목관일가능

성이높으며묘광벽면과의공간에는두께 20cm의회

갈색사질토를바닥에서 45cm높이까지충전한상태로

이는목관의높이와관련된것으로보인다. 유물은목

관의내부와외부에서부장하였는데, 관내에는서단벽

에주조와단조철부가군(群)을이루고있고동단벽으

로는 판상철부 1점이 확인되었다. 관외에는 동남모서

리쪽에주조철부, 철겸, 철모, 철사가북장벽으로는주

머니호 1점을 부장하였다. 그리고 남장벽 어깨선에서

40cm 아래의회갈색점질토상부에무문토기옹을장축

방향과 나란하게 부장하였는데, 이는 유구의 축조 시

매납된 것으로 매장의례에 제사토기(祭祀土器)로 공헌

된것임을알수있다. 

38호묘<그림 2-ⓗ~ⓙ>는 묘광의 평면형태가 세장

방형을이루며장축은동서방향이다. 묘광의규모는길

이 258cm, 너비 128cm, 깊이 150cm내외의깊은유구

로묘광바닥에장방형의요갱(腰坑)을갖추고있다. 요

갱은길이 80cm, 너비50cm, 깊이 30cm정도로사다리

꼴모양을띠며벽면과바닥이완만한경사를이루고

있다. 묘광내의토층상태는목관직상부에진갈색또

는 명회색점토(Ⅴ층)와 암회갈색점토(Ⅵ층)가 25~35cm

두께로, 그위로적황색토(Ⅳ층)가 55~65cm 두께로덮

여진상태이다. 묘광의어깨선상하로는회갈색점토(Ⅲ

층)와갈색토(Ⅱ층)가전체적으로두껍게덮여있어묘

광을밀봉하고있다. 유물은유구의상면에서내행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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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朝陽洞遺蹟木棺ㆍ木槨墓및出土遺物(ⓐ~ⓕ: 5號墓, ⓖ: 11號墓, ⓗ~ⓙ: 38號墓, ⓚ~ⓜ: 60號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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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경(內行花紋日光鏡)등 4면의한경(漢鏡)과철검·판

상철부 8점·유리제 및 마노제 옥·철사·철부 등의

소형철기류가확인되었고, 조합우각형파수부장경호 1

점과소형옹 1점·소형완 3점·도자는목관상부의적

황색토(Ⅳ층)에서, 철부 1점은묘광의어깨선높이의매

몰토(Ⅲ층또는Ⅱ층)에서출토되었는데토기류는주로

피장자의머리와발치쪽으로모여서출토되었다. 

60호묘<그림 2-ⓚ~ⓜ>는 조사구역의 북편에서 확

인된것으로장축이동서방향인장방형목곽묘이다. 길

이 409cm, 너비 170cm, 깊이 115cm의규모로암반층

을파고말각장방형의묘광을갖춘뒤목곽을안치한

형태로묘광과목곽의사이공간은회황색점질토로채

웠다. 묘광의바닥근처에서목곽의흔적으로보이는회

백색니질점토층이장벽과단벽에서확인되었는데길

이가 228cm, 너비 80cm이며토층상에서확인된목곽

의높이는 50cm정도이다. 묘광내의여러곳에서칠흔

(漆痕)이발견되는것으로보아칠(漆)을한목곽이안치

되었던것으로보이며, 두향은유구의중앙부위에서확

인된 청동마형대구(靑銅馬形帶鉤)의 상태로 보아 동향

(東向)일가능성이높다. 목곽내에서목관의흔적은발

견되지않으며출토된유물은와질단경호와주머니호,

양이부원저호의토기류와철모 5점, 판상철부 8점, 단

조철부, 철검, 철도자, 철사, 재갈, 철촉, 청동제교구, 철

환, 유리제옥등이있는데목곽의내부와목곽외부의

네모서리, 목곽과묘광사이의충전토(充塡土)내부와상

부, 그리고묘광을밀봉한봉분등에나누어매납되었다.

2. 사라리유적(舍羅里遺蹟)

경주시서면사라리 578-3번지일대에분포한해발

50m정도의 낮은 구릉의 남서사면에 입지한 분묘유적

으로 1995년부터 6개월간에걸쳐영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하여발굴조사되었다. 이유적은분포범위나출토유

물의성격을고려할때원삼국시대에서삼국시대에걸

친이일대의중심고분군으로평가되는데, 특히, 사라

리 130호묘는경주권역은물론이고영남전역에서도부

장유물이 탁월하여 사로국의 정치·경제적인 수준과

경쟁력이진·변한사회에있어서최고수준에이르고

있음을역력히보여주고있다. 공장신축부지일대에대

한발굴조사결과, 청동기시대주거지 5동과원삼국시

대 목관묘 7기, 삼국시대 목곽묘 67기, 적석목곽묘 43

기, 석곽묘 12기, 옹관묘 3기등모두 137기의많은유

구가 확인되었다(하진호, 1996: 299~316; 박승규, 1997:

55~67; 영남문화재연구원, 1999, 2001).

다수의목곽묘들사이에서확인된 7기의목관묘는

해발 41m에서 43m사이에 산발적으로 흩어진 상태로

분포하는데 130호묘가가장높은능선의사면에입지

하고있고, 목관묘의주축방향은능선의등고선방향과

직교(直交)하는것과평행(平行)하는것이혼재되어있

는것이특징이다. 사라리유적에서경주지역목관·목

곽묘단계의특징을잘보여주고있는것으로는 78호묘

와 110호묘, 그리고 130호묘가있다. 출토된유물의내

용으로보아 130호묘가 78호묘와 110호묘에비하여다

소앞선것으로편년되며각유구의내용을각각살펴

보면다음과같다. 

78호묘<그림 3-ⓐ~ⓒ>는구릉의동남부사면에위

치한것으로후대의유실로인해유구상부가삭평되어

깊이가낮은편이다. 묘광은장방형이고주축방향은등

고선방향에직교한다. 묘광의규모는길이 286cm, 너

비116cm, 깊이 57cm로약한경사를이루어파여졌으

며상면에는별다른시설을하지않았다. 목관의주위

에는암반편이포함되지않은명갈색점토로서충전하

였는데, 이로 보아 목관의 규모는 길이 177cm, 너비

65cm정도로추정된다. 유물은충전토와목관상부에부

장하였는데 원저단경호, 원저호, 조합우각형파수부호

와철부 1점은남북장벽의충전토상에, 주머니호 1점은

목관상부에부장하였는데주머니호는목관이부식되어

함몰됨에따라관내에위치하게된것으로보인다. 

110호묘<그림 3-ⓓ~ⓕ>는유구의상부가심하게삭

평되어묘광의깊이가낮은것으로묘광은장방형을띠

며 규모는 길이 240cm, 너비 110cm, 깊이 55cm이다.

묘광의바닥은생토를그대로이용하였고목관의흔적

은확인되지않으나충전토의상태로추정해보면목관

의규모는길이 180cm, 너비 58cm정도이다. 유물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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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舍羅里遺蹟木棺ㆍ木槨墓및出土遺物(ⓐ~ⓒ: 78號墓, ⓓ~ⓕ: 110號墓, ⓖ~ⓞ: 130號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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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에서확인된유리제경식을제외하고는모두목관과

묘광사이의 충전토 속에서 출토되었는데, 조합우각형

파수부호와장란형옹은세워진상태로출토되었고주

조철부, 단조철부, 철겸은모두북장벽의보강토속에

서 확인되었다. 경식의 위치로 보아 피장자의 두향은

동향(東向)으로추정된다. 

130호묘<그림 3-ⓖ~ⓞ>는구릉의남사면중위에위

치하며묘광의평면형태는말각장방형을띠고주축방

향은동서로등고선의방향과평행한다. 묘광의규모는

길이 332cm, 너비 230cm, 깊이 100cm이고그내부에

길이 205cm, 너비 80cm, 깊이 60cm내외의판재조립형

목관(板材組立形木棺)이 안치된 것으로 보인다. 유구의

바닥은생토암반면을이용하였으며피장자의허리부근

에길이 74cm, 너비 60cm, 깊이 15cm의요갱이설치되

었는데, 요갱 내에서는 별다른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

다. 유물의부장양상은봉토내, 충전토내, 목관내, 목

관과묘광사이에나누어부장하였는데토기류와마구

류는 봉토에 부장하였고, 철복( )과 연질토기호는

충전토내, 판상철부와동검, 호형대구, 유리제경식, 방

제경, 동포, 소도등은목관내피장자의주위에, 그리

고 주머니호, 조합우각형파수부호, 철겸, 원형유문동

기, 철부, 방제경, 와질소옹, 철촉, 칠기등은목관과묘

광사이의빈공간에부장되었다. 피장자의두향은유리

제경식과두개골편의위치로보아동향(東向)으로파

악된다. 

3. 황성동유적(隍城洞遺蹟)

1994년경주시황성동 545번지일대에위치하며국

립경주박물관과 경주대학교박물관, 동국대학교박물관

의 3개기관에의해발굴조사되었다. 모두 73기의분

묘가확인되었는데, 이유적에서조사된분묘는 2세기

후반에서 4세기전반에걸쳐축조된목곽묘가중심을

이루고있으나유구의깊이가일반적인목곽묘보다깊

거나유물을충전토내부또는윗면에부장하고있는

소위 목관계목관묘(木棺系木槨墓)와 순수 목곽묘로 구

성된다. 대체로영남지방의목곽묘는구릉지에분포하

며유구간의중복축조가일어나고있는것이특징인데,

이유적에서는분묘가모두평지에입지하고있으며유

구상호간의중복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는점이

주목된다. 묘광의평면형태는장방형과세장방형을띠

고있는데장방형은길이와폭의비가 1.2:1~2.7:1까지

이며세장방형은 3.1:1이상을가진다. 특히 4:1에이르

는매우세장한형태를띠는일부목곽묘는모두주·

부곽(主·副槨)의구조를보이고있다. 목곽묘의단계적

인변화양상을잘보여주고있는유구로는 68호분, 31

호분, 27호분, 33호분, 22호분을들수있다(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2000; 안재호, 1995: 121~140). 

68호분<그림 5-ⓓ~ⓖ>은 평면형태는 장방형을 띠

나서단벽쪽이파괴된상태이다. 목곽과묘광사이에유

물이 부장되는 목관계목곽묘로서 묘광은 잔존길이

350cm, 너비 210cm, 깊이 82cm이고목곽의규모는잔

존길이 250cm, 너비 100cm, 높이 45cm이다. 출토된치

아(齒牙)의존재로보아두향은동향이며유물은토기

와철기가확인되었는데, 충전토속에서소옹이출토되

었으며단벽쪽으로철부와철모등다수의철기가출토

되었다. 출토된와질제단경호는소형으로동체부가구

형이며평행타날이시문되었고침선이돌아간다. 침선

은와질토기의일반적인기법과다른것으로기면을약

간깍는듯이회전시킨것으로낙랑지역(樂浪地域)단경

호의영향을받아제작된것으로보인다. 또한철검 3

점이피장자의신부측면에서출토되었는데이중 1점은

악부(握部)와답부(踏部), 반부(盤部)로분리되는청동제

파수가착장되어있다. 

31호분<그림 4-ⓚ~ⓝ>은 묘광의 평면형태가 말각

방형을띠며일반적인목곽묘에비하여깊이가상당히

깊은편에해당하는목관계목곽묘이다. 묘광의규모는

길이 364cm, 너비 180cm, 깊이 125cm 정도이고상면

에서목곽의흔적이확인되었는데, 규모는길이 260cm,

너비 180cm, 높이 76cm이다. 곽의가장자리에는황갈

색점질토와냇돌을섞은충전토가채워져있고유물은

양단벽쪽으로토기한점씩과철부와철겸이부장되어

있다. 출토된유물중와질제의양이부원저장경호는동

체부가장동이며경부는약간나팔모양으로벌어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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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隍城洞遺蹟木槨墓및出土遺物(ⓐ~ⓔ: 22號墳, ⓕ~ⓙ: 27號墳, ⓚ~ⓝ: 31號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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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하고있어서목관묘에서확인되는조합우각형파

수부장경호의전통을잇는것으로파악된다. 

27호분<그림 4-ⓕ~ⓙ>의묘광평면은장벽과단벽

의비가 3.8:1로서세장한모양을한것으로유물의배

치상태로 보아 동혈주부곽식목곽묘(同穴主副槨式木槨

墓)로 추정된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475cm, 너비

125cm, 깊이 40cm 정도이고목곽의바닥에놓인유자

이기에초본류와같은유기물이부착된흔적으로보아

상면에는갈대와같은것을깔은것으로보인다. 목곽

의규모는길이 390cm, 너비 73cm, 높이 40cm이다. 유

물은서단벽쪽에토기류를동편으로는철기를부장하

였고목곽위에토기를부장한흔적이있다. 

33호분<그림5-ⓐ~ⓒ>은장축방향이동서향이며평

면형태가세장방형을이루고있다. 토광의바닥면에서

주·부곽의목곽흔적이확인되었는데, 작은판자로목

곽의한벽을막아서부곽과경계지운것과부장된유

물의배치상태로보아동혈주부곽식목곽묘로파악된다.

묘광의규모는길이 594cm, 너비 147cm, 깊이 47cm 정

도이고목곽은길이 550cm, 너비 95cm, 높이 47cm인데

주곽은 314cm, 부곽은 246cm의규모이다. 목곽을따라

서목탄과소토가확인되는것으로보아목곽의일부를

태우거나곽재를불에그으려이용한것으로보인다. 주

곽의유물은서단벽쪽에토기를매납하고그외공간은

철기를부장하였다. 부곽의토기는서단벽에모여있고

동편의공간이빈상태이므로순장(殉葬)했거나희생동

물(犧牲動物)을부장하였을것으로추측된다. 

22호분<그림 4-ⓐ~ⓔ>은주곽과부곽이일렬로배

치된이혈주부곽식목곽묘(異穴主副槨式木槨墓)로서주곽

은동편에위치하고부곽은주곽에서 60cm정도떨어진

서편에자리하고있다. 주곽의평면형은장방형으로묘

광은길이 420cm, 너비 190cm, 깊이 50cm이고, 묘광바

닥에서 두께 10cm정도 되는 목재를 사용한 길이

320cm, 너비 125cm, 높이 50cm의목곽의흔적이확인

되었다. 부곽은길이 245cm, 너비 100cm, 깊이 45cm 규

모로유물은대호를중심으로동편의주곽쪽에편재되

어 있어 대부분 유구의 유물매납 위치가 서편에 있는

것과는대조를이루고있어주목된다. 이유구는주곽과

부곽이일렬로배치된상태나부곽의상면이주곽보다

약간높은점, 부곽내의유물매납방법등으로보아부

산-김해식목곽묘(釜山-金海式木槨墓)로분류되고있다. 

4. 죽동리고분군(竹東里古墳群)

경주시외동읍죽동리 662-1번지에서우연히발견

된것으로 1996년 5월에국립경주박물관에의해서발

굴조사되었다. 이유적은조양동유적과구정동고분군,

그리고울산중산리고분군의사이에위치하며본격적

인 신라토기 생산 이전의 고식도질토기(古式陶質土器)

의특징을보이는 4세기대의목곽묘가발굴조사결과

확인되었다. (국립경주박물관, 1998) 3기의 목곽묘와 옹

관묘 1기가 조사되었는데, 목곽묘는 평면형태에 있어

길이와너비의비가 3.5:1이상의세장방형을띠며, 장축

은동-서향으로등고선의방향과대체로평행한상태이

다. 특히, 상태가양호한 1호<그림 5-ⓗ~ⓚ>와 2호목

곽묘<그림 5-ⓛ~ⓞ>는묘광내에격벽(隔璧)을설치하

여시신을두는주곽과부장유물을위한부곽을분리하

여둔동혈주부곽식목곽묘로밝혀졌으며, 두향은모두

동향(東向)으로 파악된다. 상면에 남아있는 목곽의 흔

적으로보아목곽의재료는원목(圓木)으로추정되며 1

호목곽묘의바닥에마련된할석시설물이시신을안치

하는견대(肩臺)나족대(足臺)로사용된것으로보아목

곽내부에별도의목관은설치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유물은주곽과부곽에나누어부장하였는데주곽에는

토기와철기가부장되나부곽에는토기만매납되어있

는점이특징적이다. 

목관ㆍ목곽묘의 변천과 사로국

1. 목관묘의구조와성격

삼한시대전기부터등장하는영남지방의목관묘는

한반도서북지방으로부터진·변한지역에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공통성이인정되는토광묘의다양한변형

117 Lee, Ju Heun 경주지역목관ㆍ목곽묘의전개와사로국



MUN HWA JAE Annual Review in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2 No. 3, 2009 118

그림 5隍城洞遺蹟木槨墓ㆍ竹東里遺蹟木槨墓및出土遺物(隍城洞遺蹟 - ⓐ~ⓒ: 33號墳, ⓓ~ⓖ: 68號墳, 竹東里遺蹟 - ⓗ~ⓚ: 1號, ⓛ~ⓞ: 2號)

ⓐ ⓑ

ⓓ

ⓒ

ⓗ

ⓘ

ⓚ

ⓛ

ⓜ

ⓝ

ⓞ

ⓖ

ⓔ

ⓙ

ⓕ



가운데서찾아질수있는데, 초기목관묘들은세형동검

문화기(細形銅劍文化期)의 움무덤에서 그 계보를 구할

수 있으며 중부지방의 주구목관묘(周溝木棺墓)들도 예

외는아니다(이성주, 1997: 28~32).출현기의목관묘들은

지역에따라서조금씩내부구조상에차이가엿보이며

이러한세부적인차이를계보가다른외래묘제의유입

이나이주민집단의계통적인차이와연결시키기어렵

다는것이현재학계의일반적인견해이다. 영남지방의

목관묘에대한그동안의연구성과를종합하여볼때,

목관묘는한국식동검문화(韓國式銅劍文化)와함께한반

도남부지방에등장한무덤의형태로서묘광을파고시

신을 담는 목관만을 갖춘 무덤을 말한다(이재현, 2003:

85~109).따라서묘광의크기는사람의인체크기보다약

간큰정도로서길이 2~3m, 너비 1m 내외이다. 이러한

목관묘는목관의외부와상부를돌로써쌓거나채운것

(Ⅰ)과흙만으로채운것(Ⅱ)이있다. 목관의부재는통

나무(a)와판재(b)로구분되며목관의아래에는부장품

을넣기위한요갱(腰坑)을설치한것도발견되고있다.

경주지역에서발굴된원삼국시대목관묘의구조에

대하여서는조양동유적과사라리유적의목관묘를통하

여대체적인내용을파악할수있다. 이들유구를통하

여당시대에조성되었던목관묘의모습과유물부장형

태등에대한다양한정보를얻을수있고, 시간의흐름

에따라목관묘가점진적으로변화되는양상을통하여

당시사회의발전과정을유추해볼수있을것으로생

각된다. 따라서 목관묘의 구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나름대로의의미가있으며목관묘의쇠퇴와목곽묘의

출현이라는고고학적인현상은당시경주지역에서세

력을 성장시킨 사로국(斯盧國)이란 정치체의 성장과정

과도깊은관련이있으므로그의미는크다고볼수있

다. 경주지역에서확인되고있는목관묘역시영남지방

의목관묘와서로공통되는요소가많은것으로파악되

는데, 유구의형태와구조적인특징, 그리고출토유물

등으로보아크게 2유형으로나누어진다.

Ⅰ유형은서남부지역에다수분포하는적석목관묘

(積石木棺墓)의 전통이 영남지방으로 서서히 파급되면

서전형적인적석목관묘의구조에변화를가져오게되

며적석부의간략화현상과철기의부장이이루어진것

으로기원전 2세기후반부터나타난다. 경주입실리유

적(入室里遺蹟), 구정리유적(九政里遺蹟), 죽동리유적(竹

洞里遺蹟), 안계리유적(安溪里遺蹟) 출토자료가 이 유형

의목관묘에매납되었을가능성이높으며발굴조사된

유구로는조양동 5호묘와황성동강변로개설구간에서

발굴조사 된 2호 목관묘(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3:

35~42)가있다. 조양동 5호묘는묘광상부에적석이되

어있고묘광의평면형이세장방형을띠는점에서한반

도 서남부지역에 분포한 함평 초포리유적(草浦里遺蹟,

<그림 6-ⓐ>)와화순대곡리유적(大谷里遺蹟)과같은적

석목관묘의계통을잇는것으로이유형의목관묘01가

영남지방으로 확산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박

진일, 2002: 12~20).주체부인목관의구체적인형태에대

해서는적극적인근거자료가부족하나토층상에서보

이는목관의형태가통나무목관일가능성도배제할

수없으며, 유구에서확인된흑색마연장경호는무문토

기의전통을아직까지간직하고있고말기단계의소문

다뉴경과단봉식철과가공반되어유구의조성연대가

기원전 1세기전반 무렵으로 파악되는데, 재래요소인

청동제품은목관내부에매납되고새로운요소인철기

류는주로묘광주변에매납되는양상이보인다(이희준,

2002: 165~179).황성동강변로 2호목관묘<그림 7-ⓐ>에

서는목관의보강에강돌을충전석으로이용하고있음

이확인되었다. 이유구에서목관상부의적석은확인되

지않았지만조양동 5호묘와같은적석목관묘에서그

계통을구할수있을것으로보이며이와유사한구조

의목관묘인대구팔달동(八達洞) 96호묘<그림 7-ⓑ>가

1세기후반대의것으로파악되고있으므로이러한전

통은 단순목관묘(單純木棺墓) 단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볼수있다(영남문화재연구원, 2000: 17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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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화순대곡리유적에서는遺物이평평한목판위에서출토되었고遺物의상부에서는목재가출토되지않은정황으로보아출토된목판을屍床臺로보고, 木棺의존재를부정하는
의견이 있다. 또한, BC. 3ㆍ2세기대 청동기를 반출하면서 할석으로 매장주체부가 축조된 분묘들은 내부에 木棺이 없는 (積石)석관묘로 추정되므로 청동기시대의 묘제와는 직접
관련이없는새로운형태의묘제로파악하는견해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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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木棺墓및木槨墓推定復原案(ⓐ: 咸平 草浦里遺蹟, ⓑ: 朝陽洞 5號墓, ⓒ: 舍羅里 130號墓-김구군안, ⓓ: 필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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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양동 5호묘의 구조에 대해서는 최근에 발

간된조사보고서에서기존에알려져있던구조에대해

부분적인수정이이루어지고있어주목된다. 지금까지

5호묘는봉토는대부분없어졌지만, 묘광의주위와상

부에적석이남아있는적석봉토분(積石封土墳)으로추

정하며, 묘광의중심부에는길이 140cm, 너비 50cm정

도의목관을넣고목관과묘광사이는회색점토로채운

형태이다. 깊이 2.0m의깊은묘광내에목관을안치하

고목관의주위는충전토로써채웠으며목관상부는빈

공간으로추정되었고묘광의중앙벽에서흑색마연장경

호 1점이출토한점으로보아묘광에별도의목개(木蓋)

를 설치하고 조합우각형파수부호와 무문토기옹 등의

유물을부장한후, 적석을쌓아봉분을만든형태로파

악하였다<그림 6-ⓑ>. 5호묘를 이러한 구조로 파악하

게된근거는발굴당시묘광안에는위에서굴러내려

온것으로보이는돌과흙으로가득차있고, 묘광내부

의단면은 U자상으로함몰선을나타내고있으며, 유구

에서출토된유물가운데무문토기옹의하반부는하단

묘광어깨선에걸쳐있고옹의상반부는묘광내부의매

몰토 중에, 그리고 구연부편 일부는 상면 가까이에서

출토되고있는점등을근거로들고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의하면“묘광내부에 단면 U자상

으로 함몰되어 있었던 1겹의 잡석들은 묘광벽면에서

일정한거리를두고있고토층단면도에서본다면, 묘

광의어깨선면에성토되었던회색점토층의상층에해

당되기때문에묘광의어깨선보다는높은곳에놓여졌

으며한겹정도만묘광범위를중심으로깔려있었을

것”으로추정하였다. 그리고“묘광내부에는목관을안

치한후그상부를묘광바닥에서최소 90cm 높이까지

황갈색토로덮고그위를다시회갈색점토로묘광어깨

선에서 10cm 높이까지채웠다. 이과정에서목개의존

재는확인되지않으며묘광내부에빈공간도확인되지

않는다. 황갈색토는 목관의 부식과 자체 흙의 다짐을

통하여최소 30cm정도하강하였으며상부의회색점토

와 잡석면도 이와 비슷한 함몰낙차를 보인다. 따라서

회색점토로써묘광을봉하면서그속에흑색마연장경

호, 소형옹, 철겸등을부장하였다고생각되며상단묘

광내의 유물도 층위상으로 이들 유물과 같은 높이였

다.”고 파악하고 있다(국립경주박물관, 2003: 51). 결국,

구조에있어서묘광내의목관상부가빈공간이아니며

묘광에별도의목개가존재하지않았다는것이다. 제시

된 그림상으로 보면 후자의 견해가 설득력이 있으나,

묘광의상부와내부에서나누어진상태로출토된무문

토기옹에대해서는보고자의언급이전혀없으므로이

부분에대한보충설명이필요할것같다. 이무문토기

옹을조양동 11호묘와같이묘광내에부장한제사용

공헌토기로이를본다면후자의구조로도이해할수

있으며, 이를이후영남지방의목관묘에서일반화되고

있는유물의부장양상과관련지어볼때시사하는점이

있다. 부장유물을한정된분묘의공간을나누어매납하

는방식, 즉목관내부에는장신구와패용의이기류(利

器類)외에각종청동기가매납되고토기, 칠기, 철제농

공구와무기류는목관과묘광사이의공간에두며요갱

에서피장자의신분을상징하는위신재(威信財)로서청

동기와 철기가 출토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그리고

목관의상부에서묘광의상면에이르기까지소량의토

기가매납되며, 묘광의외측에서도토기가출토하는예

가있는데, 이러한유물의매납방식은청동기시대후기

의적석목관묘에서는보이지않는현상으로매장의식

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의식이전단계에비하여보다규범화되어가고있는양

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 할 수 있다(안재호, 2000:

181~182).

Ⅱ유형은서남부지역적석목관묘의전통이점차사

라지고중소형의단순목관묘가경주지역에본격적으로

등장하는기원전 1세기후반경에출현하며조양동 38

호묘가이에속한다. 38호묘는깊은묘광을파고상면

에는요갱이설치된구조02로서전한경(前漢鏡)과와질

토기, 그리고많은양의철제품이매납되고있는데특

히, 피장자의 시신 주위에 판상철부를 부장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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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38호묘의구조에대하여서도보고자는기존에소개된내용과는달리“묘광내부에는木棺과腰坑이외에는빈공간이없으며 5號墓의경우에서처럼木蓋를덮었다는적극적인증
거도없다.”라고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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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木棺墓및木槨墓關聯資料
(ⓐ: 慶州 隍城洞江邊路 2號, ⓑ: 大邱 八達洞 96號墓, ⓒ: 浦項 玉城里 11號墳, ⓓ: 蔚山 中山里Ⅶ-4號, ⓔ: 蔚山 中山里Ⅷ-90號, ⓕ: 浦項 玉城里 78號墳, ⓖ: 蔚山 中山里Ⅰ-C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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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특징이다. 판상철부는벌목용또는목제농공구의

가공등에사용된것으로추정되며진·변한지역에서

만확인되고있는특징적인철제품으로철소재로도활

용되었다. 또한, 기원전 1세기후반경부터유행하기시

작한중국제일광경(日光鏡), 소명경(昭明鏡), 사유경(四

乳鏡)등이출토되어이유구의조성연대가기원전후의

시기로올라가며, 최고식의와질토기가함께나타나고

있어한군현(漢郡縣)의설치에따라대동강유역의유이

민이경주지역으로남하하여정착한시기도아마이무

렵일것으로파악된다. 이시기의목관묘는묘광자체

가좁기때문에관내에는피장자의신변을장식한부피

가작은장신구류와철검, 도자등의이기류(利器類)가

주로부장되며, 토기와농공구류등상대적으로부피가

큰유물들은목관의외부나묘광과목관사이의빈공간

에부장되는경향이강하게보인다. 최근이유구에대

한정식보고서에서보고자는목관상부의빈공간을인

정하지않고있으나, 경주지역의목관묘가운데木棺의

안치후상부에별다른토층의충전없이묘광에목개

를덮고봉토를조성한예로는황성동강변로 2호, 3호

목관묘(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3: 35~42)가 알려져 있으

므로목개의존재에대해서는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

으로생각된다.

또한, 조양동유적의목관묘에서는기원전 2세기후

반경부터영남지방의목관묘유적에서공통적으로나타

나는군집묘(群集墓) 현상이확인되고있다. 무덤이군

집화한다는것은무덤의사용계층이확대되었음을의

미하는것으로집단내에서신분의계층화가진전되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김영민, 2004: 4~9). 그러나 경주

입실리유적, 구정리유적, 죽동리유적등에서확인된유

구들은대개기원전후한시기의독립묘(獨立墓)적인성

격의것들로목관묘가군집묘의형태로조성되기시작

한후에도그성격을강하게유지하고있음을알수있

다. 청동유물을부장한독립묘는당시신분적으로최상

위의신분층의무덤이며군집화된목관묘들과는묘소

를달리하고있다. 따라서독립묘와군집묘가이원화된

모습으로조성되어있는양상은군집묘의주인공들이

독립묘를조성한신분보다상대적으로낮은계층의존

재로파악되며독립묘의피장자들은부장유물의질적,

양적인수준으로볼때, 특수한신분을가진사제왕(司

祭王)의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 경주의 초기 목관묘단

계에있어서무덤의이원적조영방식은 1세기후반경

에이르기까지상당기간지속되었고, 경주와대구지역

은당시영남지역의중심세력이었던것으로보인다. 

한편, 경주지역에서 조사된 목관묘의 성격은 분묘

에서확인되고있는부장품의질과양으로집단내에서

의계급구분은가능하지만, 유구의규모와분묘의입

지면에서는별다른차별을보이지않고있으므로조성

된분묘의외형도유사한규모와형태를이루고있었다

고생각된다. 이러한양상은후기와질토기가유행하는

목곽묘단계의양상, 즉대형묘의등장과묘소의선정에

있어서유형화를이루며서로구별되는것과는큰차이

를보인다. 일반적으로목관묘단계의사회를성읍국가

(城邑國家)또는읍락국가(邑落國家)라고하는형태의소

국이있었던것으로파악하며이소국은일정한지역권

에있어중심집락인국읍(國邑)과주변에여러개의일

반집락으로 상하관계를 이룬 정치체로서 사제왕적인

성격을탈피한신지(臣智)라고하는추장이지배한사

회로파악하고있다(권오영, 1996).그러나이시기의신

분적인위계가목관묘라는분묘를통해서외면상전혀

표현되지않고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 아직도후기청

동기시대의 정치체적인 성격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한단계로보이며세속적으로도정치적이라는측면

이 강조된 사회구조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경주지역의목관묘단계에서는개인간의신분적

계층화(階層化)보다는 집단간의 정치적 성층화(成層化)

가강하게성립되어있어, 동일집단에있어서구성원

간의신분구분은그다지중요시되지않은사회단계일

것으로파악된다(안재호, 2000: 21~54).

또한, 기원전 1세기전반대의입실리, 죽동리유적과

기원전 1세기후반대의조양동, 안계리유적, 2세기전

반대의사라리유적과금호강유역의영천어은동유적

(漁隱洞遺蹟)은경주주변에사로국형성을고고학적으로

입증할수있는사제왕적인성격의존재를시사해주는

것으로, 특히조양동 38호묘는앞시기수장의표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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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인식된전통적인다뉴경(多紐鏡)대신에새로유입

된한식경(漢式鏡)을위세품(威勢品)으로활용하고있어

지역집단의수장묘(首長墓)로서주목된다. 따라서, 목관

묘의분포상태로보아경주분지의서부권, 동남권, 북

부권의주변지역에서유력집단의존재가인정되며목

관묘단계에 경주권역에서의 최고 신분의 우두머리가

있는중심취락은조양동유적이있는울산방면의동남

곡간인것으로파악된다. 이들유력집단에의해조성된

목관묘가운데청동제위세품이부장된일부분묘는경

주전역을통괄하는정치세력이기보다는각곡간지역

을범위로한지역집단의수장묘라고추정되는데, 이들

무덤을각읍락의수장묘라고한다면, 경주권에는목관

묘단계에여러읍락으로구성된소국이형성되어있음

을 엿 볼 수 있으며 그 소국의 범위는 대체로 직경

15km범위의공간적인범위를갖는다. 따라서, 경주지

역을비롯하여기원전후한시기의영남권혹은진·변

한소국들의성격자체는대체로읍락사회에서크게벗

어나지못한것으로생각된다. 

2. 사라리 130호묘의구조와출현배경

2세기에 접어들면서 Ⅱ유형의 단순목관묘에 구조

적인변화가생겨묘광의규모가확대되고, 판재목관이

본격적으로사용되며부장유물에있어서도종류가다

양하고풍부해지는경향을띤다. 경주사라리 130호묘

와조양동 60호묘가대표적인유구이며특히, 2세기전

반의이른시기에조성된것으로파악되는사라리 130

호묘는발굴조사당시유구의규모가커서목곽묘로파

악하여조사되었으나유물의출토양상과요갱의존재

등내부구조의검토를통해목관묘로최종확인되었다.

그후이유구에대한몇차례의검토를통하여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대체적으로 학계에서는 목관묘

에서목곽묘로이행하는과도기적인유구로파악하고

있으나목관묘의성격이강한것으로분류하고있다03.

또한, 유구의성격에대하여서는대형화된목관과 70여

점에달하는판상철부, 철복, 그리고말기단계의세형

동검과 청동검파부철검 등이 4매의 방제경(倣製鏡)과

함께공반되고있는점으로보아이묘가당시경주지

역최고수장인사로국의왕묘(王墓)이거나주사(主帥)의

묘일것으로추정하기도하였다(권오영, 1997: 7~18). 이

묘에서는특히판상철부를비롯한철기의부장과많은

칠기들이눈에띠는데, 이는피장자의성격을나타내는

중요한정보로생각된다. 당시철소재를대량생산, 보

유하면서외부와의유통과교역을장악한자가사회의

지배세력으로큰영향력을가지고있었으며철기의통

제력여하가지역집단의정치와사회, 그리고문화적인

기반이되었음을잘보여주고있는것이다.

사라리 130호묘는구조에있어서기존의단순목관

묘가대형화한것으로만볼수없으며이유구가목곽

묘임을 강하게 언급하는 연구자도 있다(김구권, 2000:

171).이에의하면, “이묘는앞시기목관묘와는주축방

향과평면형태에서뚜렷이구별될뿐아니라, 묘광바닥

네모서리에놓인판상철부의존재에서도목곽이설치

된것임을짐작할수있다. 우선묘광의규모나형태에

서보아목곽의평면플랜을채용한분묘임은의심할

바가 없다. 그런데도 굳이 목관만을 채용했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다. 또한 앞서 본 판상철부의

경우를보면, 남동과남서쪽은각모서리, 북동쪽의것

은동단벽의북쪽에치우쳐서, 북서쪽의것은북장벽의

서단에서각각내부로넘어져있는것을확인할수있

다. 이부분에대한필자의주장은판상철부의출토정

황으로볼때하방의납작한날부분이본래꽂혔던위

치라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북서쪽으로 넘어져 있는

철부는그끝이곽내벽에해당된다. 다시말해서빈공

간이없었다고한다면절대이러한현상은나타날수

없는것이다. 따라서이를통해실측그림상에서복원

한다면길이 252cm, 너비 174cm인장방형목곽의규모

가산출된다<그림 6-ⓒ>. 이렇게되면유물의부장양상

에서도목곽과목관사이, 묘광과목곽사이의구분이새

롭게조합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라고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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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라리 130호묘, 조양동 60호묘와같이규모가큰木棺墓를목관묘의잔재가남아있는木槨墓라는의미로木棺系木槨墓로파악하는견해도있다.



견해는기존의단순목관묘에비하여사라리 130호묘의

규모와부장유물의수준이현격한차이가인정되고있

음을중시하여나름대로의미있는분석을시도한것으

로보이나다음의몇가지점이해명되어야할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사라리 130호묘의주축방향은등고선

의방향과평행하나두향은역시동향을취하고있으므

로영남지방에서확인되고있는목관묘의두향과대체

로동일한경향이다. 또한, 사라리유적에서확인된목

관묘가운데 74호묘와 111호묘는등고선과나란한방

향으로배치되어있어서주축방향을가지고목관묘와

목곽묘를구분하는것은보다신중히고려되어야할것

이다. 그리고, 묘광바닥의네모서리에놓인판상철부의

위치에큰비중을두어목곽의범위를복원하고있는

데, 판상철부가묘광의바닥에날부분이아래로하여

본래꽂혀있었다는적극적인증거는찾을수없으며

동단벽쪽에치우쳐놓여있는 1점의판상철부에대해

서별다른언급이없는점이의문이다. 또한, 추정목곽

선이동단벽에부장된조합우각형파수부장경호와크게

겹쳐져있는상황과제시된그림에서생토(生土)가암

반으로확인된북쪽묘광부분이보고서의그림과다소

차이가있는것으로보이는데, 이부분에대한합리적

인해명이필요하다. 

발굴보고서에기술되어있는것처럼사라리 130호

묘의구조를단순히묘광과목관의규모가극대화된대

형목관묘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점에서 의문이 있다.

앞으로관련연구자들의적극적인검토가요구되며이

묘의구조에대하여다양한각도에서접근해나가야할

것으로생각된다. 필자는이유구의구조에대하여피

장자의시신과신변에부장한장신구와이기류(利器類)

즉, 유리제경식, 호형대구, 동검, 철검, 방제경, 동환과

판상철부가부장된중앙의대형목관과함께남편과북

편으로줄지어서확인된다량의칠기(漆器)와방제경(倣

製鏡)을포함한길이 205cm, 너비 50cm 정도되는 2개

의유물부장용판재조립형측관(側棺) 즉, 목갑(木匣)이

배치된구조로보고자한다<그림 6-ⓓ>.분묘의구조를

이렇게보고자하는것은묘광과목관의사이공간에

부장된유물중많은량의칠기와 2면의방제경이주목

되기때문이다. 대체로칠기는유물의특성상목질부분

은부패하고여러겹의칠피막이덮여강화처리된부분

만이남아있는경우가많으며, 다호리(茶戶里) 1호묘에

서는원형에가까운상태를간직하며출토되는사례도

있다. 주칠과흑칠이화려하게외면에장식된각종칠

기류는낙랑에서도매우귀한것으로중대형의목곽묘

에서만선별적으로부장되고있어당시높은신분의지

배층사회에서주요한위신재로서크게활용되었던것

임을짐작할수있고, 원삼국시대의무덤내에서도칠

기류는상당한의미를지닌고급유물로목관내에두

거나요갱등에부장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 사

라리 130호묘처럼충전토내에화려한칠기를다량부

장하고있는것은매우드문경우라할수있다. 또한,

칠기류와함께발견된방제경역시피장자의사회적인

신분을나타내주는중요한위신재로서지금까지충전

토내에서출토된예는없으며, 직물로짠경낭(鏡囊)에

포장된상태로목관또는요갱내에서확인되고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묘광과 목관의 사이 공간을

보강한충전토내에별다른시설을갖추지않고위신재

를부장한것(이건무외, 1989: 5~174)04으로파악한사라

리 130호묘의 부장양상은 동종 유물의 부장양상과는

다소차이를보이는것이라할수있다. 따라서, 이것을

충전토내에단순히부장된것으로파악하지않고피장

자를안치한주관의옆에별도의공간, 즉부장용유물

을넣은목갑을설치하여칠기와동경과같은위신재를

부장하였다고보는것이더욱합리적이지않을까한다.

또한, 이유구가묘광과목관사이의공간을충전토로서

단단하게보강된구조라고한다면, 깊은목관묘에서목

관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U자상의 함몰이 토층상에서

파악되는것은자연스러울것이나, 보고서에제시된토

층의양상은전체적으로북장벽쪽으로쏠려무너진듯

125 Lee, Ju Heun 경주지역목관ㆍ목곽묘의전개와사로국

04 칠기제품이 비교적 많이 출토된 다호리1호분의 경우, 묘광과 목관사이의 북동부 공간에 놓여진 죽협 내에서 유개통형칠기가 발견되었고 목관내부에서 목제합이 확인되었다. 그
외 칠기들은묘광과목관사이의충전토또는묘광내에서교란된상태로발견되었는데, 칠기와함께목심에흑칠이된소쿠리테가많이발견되고있는것으로보아충전토와묘
광내에부장된칠기들은별도의용기에담아부장한것으로보인다.



한양상을보이고있는점으로볼때, 사라리 130호묘

의내부구조는단순한목관으로이루어지지않았음을

보여주는것이다. 그리고그림과사진상으로확인되는

漆器유물가운데圓形의漆容器아래에세장방형모양

의긴칠편이확인되고있는것으로보아, 칠용기(漆容

器)와는다른별도의긴칠편이존재하였던것으로생

각되는데(국립중앙박물관, 2002: 42~46; 국립경주박물관,

2003: 270~288)05, 이것이아마도목갑과관련된흔적은

아닐까생각된다. 

유물을부장하는목갑의존재는 1세기대의낙랑지

역 목곽묘에서 그 계보를 찾을 수 있으며(高久健二,

1995: 134~228)06, 목갑과같은시설이사라리 130호묘에

나타나게된것은한의대외정책이전한무제(武帝)의

고압적인 정복론(征服論)에서 전한후기 선제대(宣帝代

BC.74~BC.49)무렵의주변민족에유화적인기미론(羈靡

論)으로 바뀐 이후, 후한 안제대(安帝代 AD.107~124)에

이르기까지낙랑과삼한이활발한교섭관계를유지하

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윤용구, 2003:

125~143). 특히, 왕망대(王莽代) 염사치( )의 조공

이후 2세기전반대에이르기까지낙랑과삼한과의교

역관계가바탕을이루고있는것으로, 낙랑호족은삼한

등토착사회와의교역에참여하면서막대한부를축척

하였고이것이그들분묘를더욱화려하게하였을것으

로파악된다. 사라리 130호묘에서출토된 70매에달하

는대형의판상철부는진한에서철기의대량생산이체

계화되었음을시사하는것이며농공구로서의기능에서

철소재로서의 기능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삼

국지』동이전변진조(『三國志』東夷傳弁辰條)에보이는철

관련 기사와 관련지어 볼 때, 이미 2세기 전반무렵에

진한에서는철생산이본격화되었으며진한지역의철

은낙랑과의교역에있어서주요한물품으로등장하였

음을암시하고있다. 경주는한반도동남부지역의해안

에서서북부지역의내륙으로통하는육로의길목에해

당하는지리적위치에있으므로역내의교환체계에서

일찍부터다른지역에비해우위에설수있었고결국

부룰 축척하여 세력 성장의 큰 배경이 되었다(이희준,

1996: 11~37).이러한상황을감안한다면, 경주분지의서

북쪽길목에위치한사라리집단은철의산지보다는물

류의집산지로서의역할에더큰무게를둘수있으며,

사라리 130호묘에서출토된다량의칠기류와철도, 철

복등은진한의철에대응하여낙랑으로부터입수한위

신재로서당시사로국과낙랑지역과의유기적인관계

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라리집단의 출현배경과 그

역할을짐작하게한다. 

3. 목곽묘의전개와사로국의성장

영남지방에목곽묘가본격적으로유행하는시기는

지금까지의자료로볼때, 대체로 2세기후반무렵으로

파악된다. 기존 목관묘의 기능을 대체하면서 집단 내

유력자의분묘로적극채용되기시작한목곽묘는구조

면에서분명하게목관묘와차별되며부장유물에있어

서도큰변화를보인다. 따라서영남지방에있어서목

곽묘의등장은단순한묘제구조상의변화에만그칠뿐

아니라사회전반에걸친중요한변화를암시하는것으

로해석되어왔다(권지영, 2006: 96~101)07.경주지역에서

2세기전반경까지집단의중·소유력자의분묘로사

용되던목관묘는 2세기후반대에접어들면서본격적으

로목관묘자체내에서구조적으로변화된모습을보인

다. 즉, 목관묘에서목곽묘로의실질적인변화가이루

어지는것으로분묘내에부장하는유물의량이증가하

고이들부장유물에대한안정적인부장공간의마련을

위해곽(槨)이라는개념이분묘에적극적으로수용되는

모습을보이고있다. 이미사라리 130호묘단계에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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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세기후반대의것으로파악되는평양정백리 13호분에서확인된목관은목재의속을파내고만든것으로木棺의안팎에朱漆을하였으며, 상면에도黑漆을한위에朱를바른것
이발견되었다. 또한, 木棺의목질부분은모두부폐하고오직외면에만漆을했던黑漆피만남아있는것도발견되었다. 조양동 60호묘에서도木槨線남장벽을따라漆痕이확인
되어漆을한槨이안치된것으로보고있다.

06 낙랑지역의木槨墓중主槨안에內槨을설치하고그안에 2개의木棺을넣으며主槨옆에副槨을배치한 BⅡ형식은정오동4호분, 정백리127호분등이있으며 2세기전반경까지
낙랑지역을중심으로유행한것으로파악된다.

07 변화의역량과근원에대해서는사회자체적인발전으로보는견해와외부자극을중시하는입장이있다.



전시기의목관묘와는비교가안될정도의넓은부장공

간을 갖춘별도의측관(側棺)형태의목갑(木匣)이등장

하고있으나지금까지의자료로볼때, 이러한구조의

분묘는특정지역집단에의해조성된것으로해석될수

있으며당시경주지역을중심으로한사로국의전반적

인흐름은아니었다. 

사로국의소지역단위에이르기까지기존목관묘의

구조가점진적으로규모가크고정형화된목곽묘의형

태로변화되는모습을보이고있는것은황성동, 죽동

리유적에서 확인된 목곽묘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황성동유적목곽묘는매장주체부의구조와평면

형태에따라목관계목곽묘(Ⅰ형)와장방형목곽묘(Ⅱ형),

세장방형목곽묘(Ⅲ형)로분류되며부곽의유무에따라

서단독형(a)과주·부곽식(b)으로세분된다. Ⅰ형은묘

광의폭이좁고다소깊거나유물을목곽과묘광사이의

충전토내부또는충전토상면에부장하고있는소위

목관계목곽묘로서 전시기에 유행한 목관묘의 요소가

남아 있는 특징을 가진다. 황성동 68호분을 비롯하여

조양동 60호분, 포항옥성리(玉城里) 11호분<그림 7-ⓒ>,

12호분, 울산다운동유적(茶雲洞遺蹟)등이있으며일부

연구자들은 2세기전반대의사라리 130호묘도이유형

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Ⅱ형은 묘광의 장벽과 단벽의

비가 3:1이하인 것으로 단독형목곽묘(Ⅱa형)는 목곽묘

출현기인 2세기후반경부터존속한것이나주로 3세기

대에성행하며 4세기대에이르기까지적은수가존속

한다. 별도의부곽이마련된이혈주부곽식(Ⅱb형)은황

성동 22호분과구어리1호분이있는데, 지금까지부산-

김해식목곽묘라고 불리워졌던 것이다. 유행시기는 김

해 대성동고분군(大成洞古墳群) 29호분과 동일한 단계

로파악되며경주지역에서소문도질단경호등의도질

토기가 출현하는 시기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심시기가 3세기전엽또는중엽에해당된다. Ⅲ형은

묘광의 장벽과 단벽의 비가 3:1이상으로 매우 세장한

것이특징인세장방형목곽묘이다. 경주식목곽묘(慶州式

木槨墓)(이희준, 1998: 149; 김형곤, 1997: 22: 이성주, 1996:

55; 부산대학교박물관, 1985)08, 또는동혈주부곽식목곽묘

(차순철, 1999)라고불리우는것으로대부분부곽이설

치되어있으며, 장방형목곽묘와공존하기도한다. 유물

은황성동 27호분에서출토한와질제단경호처럼경기

부에서직립또는약간외반하다한번꺾여벌어지는

경부를갖춘것<그림 4-ⓗ>과평저와원저의양이부호

<그림 4-ⓘ>가공존하며, 격자타날이시문된평저양이

부호와 단경호는 죽동리 1호분 출토품<그림 5-ⓘ>과

같은형태이다. 환두대도, 유경식철촉, 도질토기, 유개

대부직구호등의유물로보아 3세기후엽에서 4세기전

반무렵에성행한것으로생각된다. 따라서황성동유적

에서확인된목곽묘의종류와구조변화를근거로하여

볼때, 경주지역의목곽묘는목관계목곽묘와장방형목

곽묘가 병행하는 단계(2세기후반대)에서 장방형목곽묘

만이 축조된 단계(3세기전엽), 그리고 장방형목곽묘와

세장방형목곽묘가유행하다(3세기후반)이지역의정형

화된분묘양식인경주식목곽묘가목곽묘말기단계(4세

기전반)에 유행하는 변화가 간취되며, 이후 4세기후반

에이르면대형의적석목곽분이경주분지의중심지에

등장하게되는것이다. 

이러한목곽묘의구조적인변화는당시경주지역에

존재하였던진한사로국의사회변화와큰관련이있을

것으로해석된다. 목관묘의구조가본질적으로피장자

의시신을보호하는데에큰의미를둔다면, 2세기후

반부터출현하게되는목곽묘는피장자의시신은물론

이고집단의경제적성장과유력자의출현에따른부장

유물의증가에적절하게대처하기위해많은양의토기

와철기를비롯한각종의상징적인유물을안전하게격

납하는공간확보차원에서마련된것에의미를둘수

있을것이다. 이런관점에서본다면, 경주지역에있어

서목곽묘의출현은이미사라리 130호묘에서볼수있

는바와같이부장유물을안전하게보호하는시설로서

돌발적으로측관형태의목갑이나타난것이아니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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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무덤형을 하나의 문화양상을 해석하는 단위개념인 형식(type)으로 파악하여‘型’을 사용하고 하위분류체계에서‘式’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慶州型木槨墓”라
는명칭으로불리거나, “九政洞型木槨墓”, “新羅式木槨墓”, “초기신라의목곽묘”, “斯羅式木槨墓”라고도불리운다.



관묘말기단계에유물의부장을위한전용공간의필

요성이인식되었고, 이후이것이점차적으로정형화되

어묘광이커지는형태로진행되어나간것으로파악된

다. 아직까지경주지역에서는대형의장방형묘광을갖

춘출현기의목곽묘가발견되지않고, 중소형의목곽묘

가서로혼재된상태이어서이러한변화의모습을직접

적으로확인하는것은어렵지만, 당시사로국의영향권

아래에있었다고생각되는울산중산리Ⅶ-4호<그림 7-

ⓓ>나 Ⅷ-90호 목곽묘<그림 7-ⓔ>와 경주권 인접지역

인포항옥성리 78호목곽묘<그림 7-ⓕ>의예로본다면

이같은변화는자연스럽게이해될수있으므로경주지

역내에서도대형목곽묘로상징되는수장의무덤이존

재할가능성은매우높다(이청규외, 1997: 28~32)09.

또한, 영남지방의목곽묘에대한분석을통하여볼

때대형묘와소형묘가입지상에서확연히구분되는현

상은지배집단내의계층분화의양상이명확하게반영

되는것으로해석될수있고, 이는진·변한사회의계층

화가전단계인목관묘시기보다더욱진전된모습을보

이는것이다. 유구입지의차별화는대·소형묘의입지

가구분되는분묘군을조영한집단과그렇지않은집단

과의위상차이를나타냄과동시에대형묘가소재하는

읍락이국의중심지로서확립된것을보여주는것으로

이해할수있다. 이러한현상은경주지역을중심으로하

는사로국의경우에도그대로적용될수있으며울산중

산리유적에서확인되고있는대형목곽묘의존재는이를

암시해주는것이라생각된다. 그리고, 황성동유적과구

정동, 구어리, 죽동리유적의목곽묘처럼유구간의간격

이 1m내외의일정한거리를유지하며병렬로배치되고

있는현상은낙랑지역의이혈합장묘(異穴合葬墓)의영향

으로보는시각이강하며(이성주, 1997: 28~32) 가야권역

의목곽묘에서는발견되지않고있으므로이를경주식

목곽묘의배치상주요한특징으로이해하여도좋을것

같다. 가야권과뚜렷하게구별되는이러한특징은경주

를중심으로한사로국의목곽묘등장기부터계통을달

리하는것으로영남지방목곽묘의출현과정이다원적이

고복잡한구조속에서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준다. 

한편, 목곽묘의 구조에 있어서는 평면묘형이

1.5:1~2:1의 장방형모양인 Ⅱ형에서 3:1이상의 Ⅲ형의

형태로점차길이가길어지는경향이간취되는데, 이는

목곽묘내에보다넓은공간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

부곽의등장과깊은관련을갖는다. 부곽의출현은당

시사로국사회에나타나고있는중요한변화를반영하

는것으로이해할수있는데, 경주지역내에서동혈주

부곽식세장방형목곽묘의형태로부곽을갖춘목곽묘

가출현하는것은대체로 3세기후반대이며부산, 김해

지역의이혈주부곽식목곽묘와는대조적으로경주를중

심으로 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사라리유적의 일부

유구와황성동, 구정동, 죽동리등지에서확인된바있

으며중산리Ⅰ-C3호<그림 7-ⓖ>에서도이른시기의부

곽이확인되고있다. 일반적으로경주지역의장방형목

곽묘에서토기가주로매장된발치쪽의공간이독립적

으로운영되면서부곽이나타나고있는데소형의횡장

방형형태로처음등장한부곽은시기가흐르면서점차

길어지며 4세기대 이후에는 부곽이 더욱 확대되면서

주곽의 규모에 근접하는 양상을 보인다. 일정한 수준

이상의분묘에부장되는유물의양이대폭증가함에따

라등장하는부곽의존재는집단내의계급분화가급속

도로진전되면서권력의집중화가표면화되는것을의

미하며, 부장유물의 성격도 수장권의 상징이 될 만한

유물이 대형분을 중심으로 집중되기 시작한다. 특히,

제사권의 상징으로 파악되는 유자이기와 궐수문철모,

곡도자등의유물이 3세기후반에이르러중소형분묘

에매납되고있는상황으로보아정치권과제사권의균

형이이미상당히무너진상황을보여주고있으며제사

권은이미그상징적성격을상실하고통치권에통합되

어버린것을의미한다. 또한, 이시기이후구어리목곽

묘와구정동목곽묘에서볼수있는것처럼경주지역의

분묘에서도무구류의양이대폭증가하는것으로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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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경주분지의중심지인황남동과인왕동지역에서발견되는와질토기의존재를들어 2세기대의대형목곽묘가존재할가능성과이곳에국읍의존재를추정하는견해에대하여, ‘월
성과주변지역이 3세기이전에축조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영남지역초기목곽묘가 완만한구릉지에입지하는 점으로보아그가능성은 적으며, 있다 하더라도 신라도읍중심
지로서후대의왕경에의해파괴되었을것’으로보는견해도있다.



기존사회에급속한변화가일고있음이감지된다(김영

민, 2002: 47~68).따라서장방형목곽묘에서경주식세장

방형목곽묘로의단계적인변화는당시사로국내의긴

박한사회정세에기인한결과로경주와주변지역의대

소집단간의통합이진전되는사회분위기속에서집단

내질서를일원화하는과정에서나타나게되는것으로

이해되며, 3세기후엽을기점으로영남지방내집단간

의통합을목표로한실력자의출현은소국의영역확대

를위한정복전쟁에돌입하게만들었다. 

결론

경주지역의목관묘와목곽묘의구조에초점을맞추

어발굴조사된유적을중심으로목관묘에서목곽묘로

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발굴된 유적의 수가 적고

제한된몇몇유구에대한분석에만그쳐당시사로국의

역사사실과어느정도괴리가있을지도모르나, 소형

목관묘에서점차규모가커지고부곽이딸린대형목곽

묘로변화되는고고학적인사실과이러한경향성은사

로국(斯盧國)이진한의일개읍락에서철자원과지리적

인이점을이용하여낙랑지역과의폭넓은교류관계를

적극적으로활용하여점차지역의소국으로성장해가

며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넓혀 단계적으로 신라(新羅)

라고하는고대국가로발전해나가는정치·사회적인

변화를보여주는것으로생각된다.

영남지역을중심으로삼한시대의대표적인묘제인

목관묘와목곽묘에대한발굴조사와연구는그동안꾸

준히이루어져왔으며구조와계보에대한논란도지속

적으로진행되어오고있다. 그러나아직도관(棺)과곽

(槨)에대한명확한개념이마련되지않은상태이어서

연구자마다보는시각에따라서해당유구의범주가달

라지는경우가있고, 동시기의반드시비교되어야할마

한(馬韓)지역의묘제와토기등에대한구체적인연구

성과가미흡한것이우리학계의현실이다. 또한, 경주

지역내에서도사로국의국읍으로인정할만한 2세기

후반대이후의대형목곽묘의존재를찾고실체를밝히

는일은초기신라세력의성장원동력과조직체계를파

악하는데있어서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할과제일것

이다. 

앞으로, 1~3세기사로국의성장과 4세기이후신라

세력의등장에대한연구에있어서는당시의분묘유적

에대한자세한분석뿐만아니라, 생산유적인황성동유

적과주변지역의다양한고고자료에대한체계적인연

구를통해다각도로접근해야할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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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Wooden Coffin(木棺) and
Chamber(木槨) Tombs in Gyeongju(慶州) and
Sarokuk(斯盧國)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analysis of structure and development pattern about wooden coffin and chamber tombs in

Gyeongju from the 2nd century B.C. to the 3rd century A.D. for researching to socio-political tendency and growth

process of Sarokuk. 

Tombs buried with iron objects were built in Youngnam(嶺南) from the 2nd century B.C. with spread wooden coffin

with stone mound(積石木棺墓). Also medium or small sized wooden coffin tombs buried with bronze mirror of western

Han(前漢) and soft stoneware(瓦質土器) were appeared the 2nd century B.C. in Gyeongju, because of establishment of

Han's commanderies(漢郡縣) in the Korean Peninsula and refuge from Daedong river(大同江) to Jinhan(辰韓).

Separate tombs(獨立墓) with lots of bronze object ware assumed high ranked tombs of parsonage(司祭王) or local

chief(地域首長).

From the 2nd century A.D. the size of wooden coffin tombs became enlarged and funerary objects ware abundant,

for example Sarari 130th tomb(舍羅里 130號). The burying pattern of this tomb is similar to wooden chamber tombs

in Lelang(樂浪), which had prestige goods like lacquer ware and bronze mirror in wood box(木匣) beside coffin.

Appearance of these wooden chamber tombs that were different from original wooden coffin tombs imply

interaction between Lelang and these area with iron. Sarari community that held right of trade and distribution to

outside through the geographical advantage grew up centered position in Gyeongju politically, socially, and

culturally.

Chamber in tomb as a new structural notion that can secure funerary objects became firmly was established from

the 2nd century A.D. in Gyeongju and large sized wooden chamber tombs were generally built early of the 3rd

century A.D. This tendency was reflected in stratification of community and growth as center of local state. After late

of the 3rd century A.D. Gyeongju type wooden chamber tomb(慶州式木槨墓) which had subordinate outer coffin(副

槨) was appeared and then subordinate outer coffin was as bigger as main chamber(主槨) the 4th century A.D.,

because of centralization and stratification in society and unification of various communities among the Gyeongju

area.

Keywords | wooden coffin, wooden chamber tombs, Sarari 130th tomb, Gyeongju type wooden chamber tomb,
stratification of ruling classes, concentration of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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