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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형

(재)울산문화재연구원

울산 약사동 북동유적 

삼국시대 목곽묘 축조집단의 성격

본 글은 어느 특정 동일 집단에 의해 조성된 삼국시대 고분군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분의 변천과정과 축조집단의 성격을 파악하

고자 작성되었다. 

울산 약사동 북동유적 삼국시대 목곽묘는 4C 후반에서 6C 초까지 약 150~200년간 지속적으로 조영된 어느 지역 집단의 공동묘

역이다. 울산 약사동 북동유적 삼국시대 목곽묘를 분석한 결과, 목곽묘의 규모와 배치관계 그리고 출토유물의 구성 등에서 차이를 보

였다. 이러한 특징을 조합하면, 북동유적 목곽묘 축조집단은 총 5개의 계층으로 구분된다. 최상위계층과 상위계층은 목곽의 규모나 

매납 유물의 종류와 재질 등으로 볼 때, 목곽묘사회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지배층, 그리고 중위계층에서 최하계층까지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민의 신분으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연령(미성인-성인)에 따라 배치관계 및 성격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개인

의 신분 및 연령에 따라 사회적(공동체) 기능이나 역할, 성질, 목적 등은 달라지며, 신분이 갖는 의미와 값어치는 사회적 가치와 신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동의 목적과 유대관계를 위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체계하에서 행동하며, 또한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규범(규제) 속에서 조직 자체의 유지·존속을 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조직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의 결합

관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결합관계는 가장 핵심 요소인 혈연에 기초하여 훨씬 큰 사회공동체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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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고대의 무덤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서 그 특징에 차이

가 있다. 이러한 무덤은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요소와 함께 추상적인 요소가 포함된 것이 확인된다. 구체

적인 요소는 일반적으로 무덤의 입지조건, 내부구조, 규모, 

재료의 종류, 봉분의 유무 등 외부적 형태로 파악되는 요소

와 관과 곽의 채용 여부, 부장유물의 성격과 수량 및 종류, 

피장자 안치방법 등 무덤의 내부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추상적인 요소는 현재 고고학적인 자료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사상적, 제도적 개념을 통칭하는 것으로 당

시의 신분제도나 생활습성 등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 요소

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무덤 피장자 생시의 신분 및 

지위에 따라 무덤의 구조, 규모, 유물의 질과 매납량 등에

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무덤의 구조적·기술

적 변화와 묘제 자체의 교체 등은 당시 가족사회와 사회상

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고대 무덤은 당시의 생활

상을 축소해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장기간 연속적으로 조영된 고분은 같은 구성원

들에 의해 작업된 공동의 결과물로 그들의 기호나 관습 등

이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동일한 시·공간에 

입지한 사회집단은 대체적으로 공통된 사회적 문화를 영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실상은 동일한 유적(고분군) 내

에서도 다양성과 차별성이 존재한다. 이것은 한 집단 내의 

사회적 구조와 성격이 위계적이며,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4C 후반에서 6C 초까지 약 150~200

년간 지속적으로 조영된 울산 약사동 북동유적 삼국시대 

목곽묘는 고대의 사회 변천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Ⅱ. 연구 배경과 유적 소개

1. 연구 배경

최근 삼국시대 고분 연구는 묘제의 계통과 성장·발전 

과정을 추적하여, 다른 유적과의 비교 검토를 통한 지역 내 

혹은 지역 간의 관계와 특성을 밝히는 거시적 관점에서 논

의가 이루어지고 있다(金斗喆 2006). 또한 고분을 통해 정

치, 경제, 사회, 정신세계 등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정

보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방향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권

오영 2008).

그러나 주로 광범위한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

어졌기 때문에, 집단 간의 특징과 관계망 형성, 공간적 구

분 등에 치중되었다. 하나의 사회집단을 심층적으로 연구하

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내부 구조의 분화와 

심화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 또한 중요하다. 즉 어느 

특정 공동체 혹은 사회 집단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를 먼저 밝혀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

서 고분은 어느 특정 지역 집단의 사회 구조와 양상을 파

악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자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울산 약사동 북동유적 삼국시대 목곽묘를 대

상으로 먼저 목곽묘를 형식 분류한 후, 이에 따른 변천양상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목곽묘의 위계를 분류

하고 등급을 설정하며, 마지막으로 설정된 등급에 따라 유

구·유물들의 속성과 입지, 배치 등의 시·공간적 구성 양상

을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어느 특정 동일 집단에 의해 조성된 삼국시대 고분

군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동체의 계기적인 변천양상과 특징

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면서 그 전환과정을 추적하여, 공동

체 내의 사회구조 및 조직체계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2. 유적 소개

울산 약사동 북동유적은 청동기시대~조선시대 유구

가 조사된 유적이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21

동, 석관묘 1기, 수혈 1기, 삼국시대 목곽묘 76기, 석곽묘 233

기, 석실묘 39기, 소형 석곽묘 10기, 옹관묘 11기, 수혈 8기, 

통일신라시대 수혈 1기, 적석유구 1기, 고려~조선시대 묘 23

기, 주거지 3동, 건물지 3동, 삼가마 2기, 구상유구 2기 등 총 

435기가 조사되었다. 출토유물은 총 4,529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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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가 입지하는 양상을 살펴보면, 청동기시대와 고

려·조선시대 유구는 능선 전체에 고루 분포하고 일정한 정

형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삼국시대 고분군은 묘제에 

따라 분포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서쪽 능선에는 목곽묘, 

석곽묘가 서로 혼재되어 있고, 중앙 곡부에는 목곽묘, 석곽

묘, 석실묘가 같이 분포한다. 그리고 동쪽 능선에는 주로 석

실묘만 확인된다. 특히 삼국시대 고분군은 각기 다른 묘제

들 간의 중복 파괴현상 없이 연속적으로 축조되어 있기 때

문에 어느 특정 지역 집단의 공동 묘역으로 생각된다. 

각 묘제에 따른 배치 양상에 대해 살펴보면, 목곽묘는 

주매장체부묘를 중심으로 병렬적으로 배치가 된다. 또한 병

렬적 배치는 주매장 목곽묘를 중심으로 주위 (소형)목곽묘

그림 1.  울산 약사동 북동유적 삼국시대 목곽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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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에 따라 1기가 병렬적으로 배치된 경우, 2기 이상이 

병렬적으로 배치된 경우로 세분된다. 

석곽묘는 주구 안에 2~4기의 묘를 병렬으로 배치한

다. 또한 다양한 군집이 모여 대·소의 군집군을 이루고 있

으며, 구릉 전체에 걸쳐 다양하게 확인된다. 석곽묘 토층에

서 확인된 층위 양상과 유물 변화상, 연접한 석곽묘 간의 

선후 관계 등을 미루어 볼 때, 경사면 아래쪽에서 차츰 상

부로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석실묘는 주구들을 서로 덧대어 설치된 양상을 보인

다. 석실묘의 선후 관계를 파악해보면 전체적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축조해가면서, 또 구릉 아래에서 위로 축조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주구의 일부를 파괴하거나 덧대어 설치되

는 양상이 직접 확인되지 않은 석실묘의 경우에도 이러한 

축조상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삼국시대 고분군의 경우, 유적 

전체 중에서 일부분만 조사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

인 고분군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울산 약사동 

북동유적의 삼국시대 고분군(목곽묘 - 석곽묘 - 석실묘)의 

경우는 주변의 지표·시굴조사 결과, 하나의 단일 고분군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발굴조사에서도 고분군 전체를 대상으

로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동일 집단에 의해 목

곽묘 → 목곽묘·석곽묘 → 석곽묘·석실묘 → 석실묘로의 묘

제가 순차적으로 축조되어 있어, 묘제 변천의 전모를 파악 

할 수 있는 유적이다.

Ⅲ. 목곽묘의 변천과 편년

1. 형식 분류

발굴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목곽묘에 대한 정보1는 

주매장시설과 그에 딸린 부속시설물의 흔적을 통하여 원형

을 복원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묘형, 충전 재료와 방법, 

묘광의 평면 형태와 규모, 시상의 형태 등 목곽묘 자료에서 

나타나는 수치적 데이터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파

악하여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1) 묘형 분류

묘형 분류에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부곽

의 유무로 부곽이 없는 것을 단곽식, 부곽을 가진 것을 

주·부곽식으로 대별하기로 한다. 

주·부곽식의 경우 묘광 굴착 방법에 따라 동혈 묘광

과 이혈 묘광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부곽의 위치와 형태, 즉 

주곽과 부곽의 배치에 따라서 주곽의 폭과 동일하게 일렬

로 나란히 부곽이 설치된 것을 日자형, 부곽의 형태가 ‘ㅓ’자

상, ‘ㄱ’자상, ‘11’자상으로 주곽의 장축 옆에 설치된 것을 明

자형으로 세분한다.

2) 충전 재료와 방법에 의한 분류

묘광과 목곽 사이에 인위적으로 충전하는 행위는 목

곽의 설치와 관계되는 것으로 충전 재료에 따라 크게 두 가

지로 구분된다. 먼저 흙으로만 채워진 충전토목곽묘(Ⅰ형)

와 흙과 돌을 함께 섞어 충전한 충전석목곽묘(Ⅱ형)2로 대

별된다. 

1   목곽은 그 구성 재질이나 가공 및 결구방법, 형태에 따라서 목곽묘의 계통이나 시기, 변천과정, 계층, 지역성 등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속성이다. 그러나 이러

한 목곽은 대부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구조를 명확히 알 수는 없다.

2   엄밀한 의미에서 흙과 함께 돌이 충전된다는 ‘충전토석’이라는 용어가 맞지만, ‘충전토’와 대비되는 의미로 ‘충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단곽식
동혈 日 동혈 明 이혈 日

주·부곽식

그림 2.  묘형의 분류

부곽

부
곽

부곽

주곽

주곽 주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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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석목곽묘는 천석(역석), 할석 등의 돌과 흙을 함께 

채우는 형태로 충전하는 돌의 양과 부위에 따라 다시 세분

이 가능하다. 소량의 판석이나 천석 등을 목곽 한쪽 면, 특

히 목곽 모서리 부분에 세우거나 채워 지지하는 형태(Ⅱa),3 

장단축 한쪽 면에만 돌을 가득 채워 충전하는 형태(Ⅱb), 

묘광과 목곽 네 면에 돌을 가득 채워 충전하는 형태(Ⅱc)로 

세분된다.

3) 묘광의 평면형태와 규모 분류

묘광의 평면형태는 시기에 따라 뚜렷한 변화를 보이

는 속성으로 묘광의 장·단축 비에 의해 1.5 : 1~1.9 : 1은 방

형(가), 2.0 : 1~3.4 : 1은 장방형(나), 3.5 : 1~4.0 : 1은 세장방형

(다)으로 분류하고자 한다.4 고분의 전체 묘역 크기, 내·외

적인 규모는 단위 묘제 안에서 피장자의 위계구조, 분화정

도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자료이다. 그러나 내·외형

적 속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되는 자연적인 훼손, 후대

의 교란, 고분 간의 중복관계, 목곽부의 부식과 함몰에 따

른 내부구조의 변동, 그리고 발굴 조사자들의 계측치에 대

한 일관성 부족 등이 변수로 작용되어 객관적인 자료로 활

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글

에서는 최대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곽묘의 전체 

묘광 면적을 분석하고자 한다.5

묘광의 장·단축 규모는 크기에 따라 장축 7.0m 이상, 

단축 2.5m 이상인 A, 장축 5.0~7.0m, 단축 1.0~2.5m인 B, 

3   돌을 채워 충전하기보다는 목곽 한 부분을 지지(보강)하는 지지석의 성격을 띤다.

4 단곽식은 단곽식 전체 묘광의 장단축비, 주·부곽식은 주곽의 전체 묘광 장단축비를 기준으로 한다.

5 상부 결실 등으로 인해 묘광 또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내·외적인 요소보다는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전체 묘광을 분석하고자 한다.

수

량 1 단곽식

방형 장방형 4 주 ·부곽식

7 65 숫자는 호수

6 45 64 74
5 76 43 19 46 63 75 세장방형

4 66 36 17 32 67 60 73 58 56
3 51 31 16 21 59 47 37 38 55
2 29 50 11 13 9 52 7 30 23 49 72 40 68
1 3 12 35 22 27 1 5 57 4 18 44 28 2 69 33 10 48 14 61 24 62 53

1.5 2.0 2.5 3.0 3.5 4.0
장·단축비

그림 4.  묘광의 평면형태 분류

Ⅰ형(24호) Ⅱa형(4호) Ⅱb형(11호) Ⅱc형(18호)

충전토목곽 충전석목곽

그림 3.  충전 재료와 방법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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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축 3.0~4.5m, 단축 1.5~2.0m인 C, 장축 1.5~3.0m, 단축 

0.5~1.5m인 D로 구분된다.

4) 시상의 형태 분류

시상의 형태는 바닥면의 처리 방법에 따라 생토면

을 정지한 것(A)과 역석을 깔아 시상으로 이용(B)한 두 가

지로 크게 구분된다. 그리고 목곽 바닥의 역석 설치 범위

에 따라 유물공간을 포함해서 바닥 전체에 걸쳐 설치된 것

(Ba), 유물공간을 제외한 바닥 전면에 설치된 경우(Bb)로 

세분하기로 한다.

2. 편년

울산 약사동 북동유적 목곽묘 축조 집단의 구조와 성

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분의 편년이 이루어져

야 한다. 영남지역 목곽묘 편년 연구는 출토 유물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하나의 분석 대상을 정하여 다양한 각도

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또한 여러 선학들에 의해 연구 

성과가 상당히 축적된 상태이다. 그러나 출토유물에 의한 

상대서열은 어느 정도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절대연대에 있

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6 그러므로 본 글에서

는 선학들의 편년과 역연대관을 기본 틀로 하고 일부 다른 

연구자의 편년관을 참조하여 편년을 시도하고자 한다.7 그

러나 연구자들의 편년관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일

반적인 편년 안을 기본 축에 두고 다른 연구자들의 편년을 

교차 편년하여 배열하고자 한다. 그리고 편년의 단계 구분

은 기본적으로 4분기법을 채택하였다.

본 글에서 목곽묘 절대연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

정하고자 한다. 목곽묘에서 출토되는 토기를 기준으로 고식

도질토기단계, 신라양식토기단계로 크게 구분된다.

고식도질토기는 토기양식에 있어 낙동강을 중심으로 

동·서 양대 양식으로 구분되기 전까지의 도질토기를 말하

며, 4C 대가 그 중심 연대로 간주되고 있다. 고식도질토기

에 대한 논의는 공통양식론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부산·

김해지역과 영남전역에서 공통양식론 속에 지역색이 존재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안재호·송계현 1986). 또한 공통

양식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지역양식론이 새롭게 등장하

단축

단곽식

주·부곽식

장축

8
A

B

C

D

7

6

5

4

3

2

1

1 2 3

그림 5.  묘광의 규모(m)

그림 6.  시상의 형태 분류 (● : 유물)

생토면(A)
전면(a) 피장자(b)

역석(B)

6   역연대 문제는 명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좁혀지기는 힘들 것 같다. 특히 연구자에 따라 4~6세기대의 역연대는 크게 50~100년의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목곽묘의 기원과 범주, 내·외부 구조와 유물의 분석, 축조 집단(신라)의 성격과 분포 그리고 확산 등과 관련된 연구 방법과 그에 

따른 해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7 유물의 상대순서 편년은 기본적으로 발굴 보고자의 안을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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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박천수 2000; 윤온식 2001).

도질토기의 출현은 재래의 와질토기와 중국 북방의 

자기문화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고대 낙동강 하류역에서 생

성된 특유의 도기로 규정할 수 있다(申敬澈 2012). 그리고 

『晉書』 東夷傳(馬韓·辰韓條)의 對西晉交涉記事 등의 문헌 

등을 바탕으로 3C 후반(280년 전후)에 도질토기가 발생하

였을 것으로 추정된다(申敬澈 1992). 이에 고식도질토기단

계는 도질토기가 출현하는 3C 후엽~4C 초에서 토기양식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분화하기 전인 4C 말~5C 전엽까지

로 볼 수 있다.8

신라양식토기는 신라지역 즉 경주와 그 주변지역에서 

소비된 토기의 종류와 형태(장식·제작기법 등) 등에서 공

통적인 특징을 가지는 것을 신라토기로 설정할 수 있다.9 그

리고 고식도질토기에서 보이는 일부 공통점은 사라지고 낙

동강을 중심으로 서안양식(가야양식토기)과 동안양식(신

라양식토기)으로 양분되는 분기점이 절대연대의 중요한 기

준이 된다. 본 글에서는 400년에 이루어진 고구려 남정의 

영향과 적석목곽묘 출현 시기를 근거로 신라양식토기가 성

립하는 시기를 5C 전반경으로 보고자 한다(申敬澈 1986; 

金斗喆 2007·2011).

이상과 같이 선학들의 편년과 절대연대의 기준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울산 약사동 북동유적 목곽묘를 편년하

면 다음과 같다.

울산 약사동 북동유적 목곽묘 출토유물 중에서 연대

와 성격을 가장 잘 파악 할 수 있는 토기를 중심으로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총 6단계가 확인된다.

Ⅰ단계는 고식도질토기단계로 통형고배와 와질제 중

형 단경호, 도질제 소형 단경호가 출현한다. 목곽묘 배치는 

구릉의 주 능선부 중앙(해발 40~50m)에 집중적으로 축조

되고 있다. Ⅱ단계는 신라양식토기로의 정형화가 이행되는 

단계이다. 3단각고배를 중심으로 배신이 깊고 대각이 ‘八’자

형으로 벌어지는 고배가 주로 확인된다. 아직까지 고식도질

토기의 전통이 일부 남아 있다. 목곽묘 배치는 앞 시기의 

목곽묘 사이와 북서쪽 구릉 사면을 따라 축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Ⅲ단계는 신라양식토기의 정형화가 완전히 성

립된 단계이다. 고식도질토기의 전통이 완전히 사라지고 3

단각고배와 2단각고배가 같이 공존하며, 원저장경호가 출현

한다. 목곽묘 배치는 북 - 북서쪽 능선에 집중되고 있고 계

곡부에서도 일부 조성된다. Ⅳ단계는 3단각고배와 2단각고

배가 같이 공존하지만 앞 시기의 대각 ‘八’자형은 사라지고 

직선화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그리고 대부장경호가 새롭게 

등장한다. 목곽묘 배치는 구릉의 중앙과 북 - 북동쪽 능선

8 도질토기는 3C 말에 낙동강 하류역에서 먼저 발생하고 점차 영남(경주지역은 4C 2/4)의 각지로 확산된 것으로 파악된다(申敬澈 2012).

9   신라토기의 대표적인 기종으로 品자형 투창을 가진 유개식고배와 2단 구획된 직립구경의 장경호를 표지적인 유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신라토기를 전기(적

석목곽묘 축조단계)와 후기(횡혈식석실분 축조단계)의 2시기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전기(4세기 후반·5세기 전반~6세기 전반), 중기(6세기 중엽

~7세기 3/4), 후기(7세기 4/4~8세기 말), 말기 양식(9세기 초~10세기 전반)으로 구분한다. 이 시기 구분은 신라토기의 시작을 영남지역의 고식도질토기의 공

통양식 토기에서 낙동강 이동의 신라토기로 분화하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경주지역의 적석목곽묘 출현과 관계된다고 볼 수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표 1.  울산 약사동 북동유적 삼국시대 목곽묘 편년표

       단계

시기

Ⅰ Ⅱ Ⅲ Ⅳ Ⅴ Ⅵ

4C 후반 5C 1/4 5C 2/4 5C 3/4 5C 4/4 6C 1/4

유구

53, 62, 45, 
63, 66, 52, 
48, 59, 33, 
38, 43, 44, 
46, 50, 51, 
55, 57, 58, 
61, 64, 68

23, 56, 
14, 60, 
75, 67, 
65, 40, 
19, 18, 
13, 17, 
74

21, 22, 
73, 49, 
37, 28, 
32, 4, 
5, 16, 

24, 72, 
12, 2, 
3, 11, 
15, 36, 
76, 35

31, 39 1, 10, 
30

       시기
묘제

4C 5C 6C

후반 1/4 2/4 3/4 4/4 1/4

목곽묘

그림 7.  시기별 목곽묘 축조 빈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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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중되고 계곡부에도 조성되고 있다. Ⅴ단계는 3단각고

배가 출토되지 않고 2단각고배만 확인된다. Ⅵ단계는 이단

각고배의 대각 높이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Ⅴ·Ⅵ단

계 목곽묘 배치는 기존에 조성된 고분 사이에 축조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단계(5C 4/4~6C 1/4)에는 목곽

묘의 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3. 변천 양상

이상으로 목곽묘의 구조를 분류하였고, 이러한 구조

의 속성들을 조합하여 목곽묘 유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또

한 유물의 편년을 토대로 하여 목곽묘의 변천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된 목곽묘의 묘형은 단곽식이 44기(75.8%), 주·

표 2.  목곽묘의 속성 조합에 따른 유형 설정(표 안의 숫자는 유구 번호임)

                                                                 단계 및 시기   유형 Ⅰ Ⅱ Ⅲ Ⅳ Ⅴ Ⅵ

속성 조합 유형 (4C 후반) (5C 1/4) (5C 2/4) (5C 3/4) (5C 4/4) (6C 1/4)

단곽식

Ⅰ-C-다-A 1 61, 68

Ⅰ-C-나-A 2 63, 48, 58 17 73, 37

Ⅰ-D-나-A 3
45, 66, 52, 
59, 38, 43, 
46, 50, 51

23, 60, 67, 
65, 19, 74

21, 22, 49, 5 36, 76

Ⅰ-D-나-Bb 4 13 ● ●

Ⅱb-C-나-Ba 5 56, 75 ● ●

Ⅰ-C-나-A 6 40 ● 72

Ⅰ-D-나-Ba 7 55

Ⅱb-C-나-Bb 8 32 ● 31

Ⅰ-C-나-Ba 9 16 ●

Ⅱb-D-가-A 10 12

Ⅱb-C-나-A 11 11

Ⅱa-C-가-Bb 12 35

Ⅱa-C-나-Ba 13 30

Ⅰ-C-나-Bb 14 10

Ⅱc-C-나-A 15 1

주

·

부곽식

동혈日 Ⅱb-B-다-Ba 1 53

동혈日 Ⅱc-C-나-Bb 2 33

동혈日 Ⅱc-A-나-A 3 44

동혈日 Ⅰ-C-나-A 4 57

동혈日 Ⅱc-B-다-Ba 5 62

동혈日 Ⅰ-B-나-Bb 6 64

동혈日 Ⅰ-C-나-Ba 7 14

동혈日 Ⅱc-A-나-Ba 8 18

동혈日 Ⅱa-B-나-Ba 9 28

동혈日 Ⅱa-C-나-A 10 4

동혈日 Ⅰ-B-다-Ba 11 24

동혈日 Ⅱb-C-나-Bb 12 2

동혈明 Ⅱc-C-가-Ba 13 3

동혈日 Ⅱb-B-나-Ba 14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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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곽식이 14기(24.2%, 동혈 日자형 : 12기, 동혈 明자형 : 1

기, 이혈 日자형 : 1기)를 차지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묘형, 충전 재료와 방법, 묘광의 평면 

형태와 규모, 시상의 형태 등의 총 5가지 구조적 속성을 조

합하여 목곽묘 유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묘형의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부곽의 발생은 목곽 안에 유물이 대

량 매납되는 등 공간구성 이용에 있어서 의식이 변화되었

다는 것을 보여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충전재료와 

방법은 내부적으로 목곽을 지지,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

한 기술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묘광의 평면형태

와 규모는 많은 유물 등을 매납하기 위한 규모나 구조적인 

확대현상으로 피장자 생전의 신분(지위)과 관련된 사회·위

계적 특성이 구조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시상은 매장 장송의례와 관련되는 행위로 시기와 지

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 5가

지 속성이 목곽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

된다.10

먼저 단곽식은 속성 조합에 따라 Ⅰ-C-다-A(1), Ⅰ-C-

나-A(2), Ⅰ-D-나-A(3), Ⅰ-D-나-Bb(4), Ⅱb-C-나-Ba(5), Ⅰ

-C-나-A(6), Ⅰ-D-나-Ba(7), Ⅱb-C-나-Bb(8), Ⅰ-C-

나-Ba(9), Ⅱb-D-가-A(10), Ⅱb-C-나-A(11), Ⅱa-C-

가-Bb(12), Ⅱa-C-나-Ba(13), Ⅰ-C-나-Bb(14), Ⅱc-C-

나-A(15) 등의 총 15개의 유형으로 설정된다. 그리고 주·

부곽식은 동혈日 Ⅱb-B-다-Ba(1), 동혈日 Ⅱc-C-나-Bb(2), 

동혈日 Ⅱc-A-나-A(3), 동혈日 Ⅰc-C-나-A(4), 동혈日 Ⅱ

c-B-다-Ba(5), 동혈日 Ⅰ-B-나-Bb(6), 동혈日 Ⅰ-C-

나-Ba(7), 동혈日 Ⅱc-A-나-Ba(8), 동혈日 Ⅱa-B-나-Ba(9), 

동혈日 Ⅱa-C-나-A(10), 동혈日 Ⅰ-B-다-Ba(11), 동혈日 Ⅱ

b-C-나-Bb(12), 동혈明 Ⅱc-C-가-Ba(13), 동혈日 Ⅱb-B-

나-Ba(14) 등의 총 14개의 유형으로 설정된다.11

단곽식과 주·부곽식은 Ⅰ~Ⅴ단계까지 서로 공존하고 

있으며, 입지와 규모 그리고 유물의 질과 양에서 주·부곽

식 목곽묘가 단곽식 목곽묘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각 단

계별 목곽묘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Ⅰ단계는 다양한 유형의 목곽묘가 조영되는 시기로, 

단곽식 1~3유형, 주·부곽식 1~6유형이 확인된다. 특히 단

곽식 1유형과 주·부곽식 1·5유형은 세장방형의 평면형태

를 가지는 유형으로 울산, 포항, 경산 등 경주 인근에서만 

나타나고 있다.12 따라서 신라지역(사로국)을 중심으로 한 

특징적인 묘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분포 범위를 중심

으로 구정동-중산리식, 경주형목곽묘, 경주식목곽묘, 신라

식목곽묘, 사로식목곽묘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그리고 부

산·김해 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이혈 주·부곽식목곽묘가 

경주지역에서도 일부 확인되는 점을 주목하여 세장방형목

곽묘를 지역적 분포 특성 이외에 사회계층 분화(위계)의 진

전된 결과로 파악하기도 한다(車順喆 1999). 묘광 규모에 

있어서는 단곽식은 C·D그룹의 하위규모만 확인되고 주·

부곽식은 A~C그룹의 중·상위 규모가 확인된다. 충전방법

에 있어서는 단곽식과 주·부곽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

다. 단곽식에서는 흙만 충전된 Ⅰ형식(충전토목곽묘)만 확

인되고, 주·부곽식에서는 Ⅰ형식과 더불어 흙과 돌이 함께 

충전된 Ⅱb·Ⅱc형식이 확인된다. 시상은 단곽식에서는 생토

면을 정지한 A형식 만이 확인되고, 주·부곽식에서는 A형식

과 유물공간을 포함해서 바닥 전체에 걸쳐 역석이 설치된 

Ba·Bb형식 모두 확인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Ⅰ단계는 단

곽식과 주·부곽식이 서로 채용된 형식에 있어서 뚜렷한 차

이를 보이는 시기이다.

Ⅱ단계는 전단계에 비해 주·부곽식 유형은 줄어들고 

10   목곽묘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목곽‘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목곽은 그 구성 재질이나 가공 및 결구방법, 형태에 따라서 목곽묘의 계통이나 시기, 변천

과정, 계층, 지역성 등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속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곽은 대부분 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구조를 명확히 알 수는 없다.

11   다양한 목곽묘 유형 중에서 극히 소수를 점하는 유형들이 확인된다. 이러한 유형들은 대부분 주·부곽식목곽묘이며, 각 단계에서도 소수 만이 확인된다. 이러

한 유형들은 목곽의 규모와 출토유물 그리고 축조 수량 등을 볼 때 상위 계층의 목곽묘로 추정된다. 

12 Ⅰ단계 이후로는 이러한 세장방형의 목곽묘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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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곽식 유형은 늘어난 시기이다. 단곽식 2~7유형, 주·부곽

식 7·8유형이 확인된다. 단곽식·주·부곽식의 묘광 평면형

태는 전단계의 세장방형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고 장방형

만 확인되고 있다. 묘광 규모에 있어서는 전단계와 마찬가

지로 단곽식은 C·D그룹의 하위규모만 확인되고 주·부곽

식은 A·C그룹의 중·상위 규모가 확인된다. 충전방법에 있

어서는 단곽식에서도 Ⅰ형식과 더불어 처음으로 흙과 돌을 

함께 사용한 Ⅱb형식이 출현한다. 주·부곽식은 Ⅰ·Ⅱc형식

이 확인된다. 단곽식의 시상에 있어서도 A형식과 함께 새롭

게 Ba·Bb형식 모두가 확인되고 있다. 주·부곽식에서는 Ba

형식만 확인된다.

Ⅲ단계는 단곽식 2·3·8·9유형, 주·부곽식 9·10유형

이 확인되며, 전체적으로 Ⅱ단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단곽식·주·부곽식의 묘광 평면형태는 모두 장방형만 확인

된다. 묘광 규모에 있어서는 전단계와 마찬가지로 단곽식은 

C·D그룹의 하위규모만 확인되고, 주·부곽식은 B·C그룹의 

중위 규모가 주로 확인된다. 단곽식의 충전방법에 있어서는 

Ⅰ형식과 Ⅱb형식이 확인되고, 주·부곽식은 Ⅱa형식이 처음

       묘형

단계

단곽식목곽묘 주·부곽식목곽묘

Ⅰ단계

2 12 1 1 1 1 1 1

1 1

1 1

1

1

A B C A Ba Bb

1 1

8

6

3 1

1

11 1

1 1

1 1

1 1 2

2 12 1 1 1 1 1 1

1 1

1 1

1

1

A B C A Ba Bb

1 1

8

6

3 1

1

11 1

1 1

1 1

1 1 2

Ⅱ단계

Ⅲ단계

Ⅳ단계

Ⅴ단계

Ⅵ단계

2 12 1 1 1 1 1 1

1 1

1 1

1

1

A B C A Ba Bb

1 1

8

6

3 1

1

11 1

1 1

1 1

1 1 2

※ 모식도 아래의 숫자는 해당 수량을 의미함. 묘광 평면 형태 시상 형태
충전석

충전 범위

그림 8.  목곽묘 유형 변화 모식도



14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8. No. 2

표 3.  각 단계별 충전방법의 변화양상

                              단계

   유형

4C 후반                                                                                                                                                                         6C 1/4

Ⅰ Ⅱ Ⅲ Ⅳ Ⅴ Ⅵ

단곽식

Ⅰ

Ⅱa

Ⅱb

Ⅱc

주·부곽식

Ⅰ

Ⅱa

Ⅱb

Ⅱc 추정

13   Ⅱa형은 매장주체부 시설의 특정 부위를 보강하기 위하여 소량의 판석이나 천(할)석 등을 세우거나 채워 넣어 지지(보강)하는 형태이다. 특히 목곽의 단벽 

모서리 부분에 지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형태가 북동유적에서는 소수만 확인되고 있지만, 울산 산하동유적에서는 대부분의 목곽묘에서 확인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成旻浩 외 2014).

으로 출현한다.13 단곽식의 시상에 있어서도 A, Ba, Bb형식 

모두가 확인되고 있다. 주·부곽식에서는 A·Ba형식만 확인

된다.

Ⅳ단계는 단곽식 3·6·10~12유형, 주·부곽식 11~13

유형이 확인된다. 단곽식·주·부곽식의 묘광 평면형태는 장

방형과 함께 새롭게 방형이 출현한다. 이러한 방형은 주로 

소형의 목곽묘에 국한되는 특징을 가진다. 묘광 규모에 있어

서는 전단계와 마찬가지로 단곽식은 C·D그룹의 하위규모

만 확인되고 주·부곽식은 B·C그룹의 중위 규모가 확인된

다. 단곽식의 충전방법에 있어서는 Ⅰ형식과 Ⅱa·Ⅱb형식이 

확인되고, 주·부곽식은 Ⅱa형식이 Ⅰ형식과 Ⅱb·Ⅱc형식이 

확인된다. 단곽식의 시상에 있어서는 A·Bb형식, 주·부곽식

에서는 Ba·Bb형식이 확인된다.

Ⅴ단계는 단곽식 8유형, 주·부곽식 14유형이 확인된

다. 그리고 Ⅵ단계는 단곽식 13~15유형이 확인되고 주·부

곽식은 확인되지 않는다. Ⅴ·Ⅵ단계의 목곽묘는 전반적으

로 전 단계와 유사한 유형 패턴을 가지지만, 전 단계에 비

해서 목곽의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을 가진다. 그리고 Ⅴ·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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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는 목곽묘의 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점차 소

멸단계에 접어든다.

울산 약사동 북동 목곽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

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묘광과 목곽 사이에 충전하는 재

료와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석된 58

기의 목곽묘 중에서 흙으로만 채워진 충전토목곽묘(Ⅰ형)

가 38기(65.5%), 흙과 돌을 함께 섞어 충전한 충전석목곽

묘(Ⅱ형)가 20기(34.5%)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충전석목

곽묘(총 20기) 중에서 Ⅱa형식은 4기(6.9%), Ⅱb형식은 9기

(15.6%), Ⅱc형식은 7기(12.0%)를 차지하고 있다.

Ⅰ·Ⅱ형식은 채용 및 존속 시기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

고 있다. Ⅰ단계의 단곽식 목곽묘에서는 Ⅰ형식만 보이고 있

고 Ⅱ형식은 주·부곽식 목곽묘에 먼저 나타나고 있다. 이 후 

Ⅱ단계에 들어서 단곽식에서도 Ⅱ형식이 채용되기 시작한다.

Ⅰ형식은 Ⅰ~Ⅵ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기

본적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곽

식의 가장 보편적인 묘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Ⅱ형식

은 주·부곽식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Ⅱ형식은 Ⅱ

a  → Ⅱb  → Ⅱc로의 변화가 일반적이지만(최수형 2010), 울

산 약사동 북동유적의 목곽묘에서는 Ⅱa형식을 제외하고 

각 형식의 초현 시기는 Ⅰ단계부터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

로 생각된다. 다만 목곽묘 유형과 존속 기간에 있어서는 다

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Ⅱa형식은 주·부곽식 Ⅲ단계, 단곽식 Ⅳ~Ⅵ단계에서 

확인되어, 목곽묘 유형과 채용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Ⅱb형식은 주·부곽식 Ⅰ~Ⅴ단계, 단곽식 Ⅱ~Ⅳ단계에

서 확인된다. 특히 목곽 바닥에서 상부까지 흙과 함께 돌이 

충전되며, 초기에는 단벽 쪽에 판석을 세우고(Ⅱa 형태) 다

른 장벽에는 돌을 가득 채워 넣은 형태에서 점차 돌만 가

득 채운 형태로 변화된다. 그리고 장·단축의 한쪽 면을 따

라 처음에는 ‘ㅣ’ 혹은 ’ㄴ’자 형태로 충전되다가 점차 ‘||’ 혹

은 ‘ㄷ’자 형태로 충전 범위가 확대되어 간다.

Ⅱc형식은 충전석 충전 방법 중에서 가장 발달된 형태

라고 할 수 있으며, 주·부곽식 Ⅰ~Ⅳ단계, 단곽식 Ⅵ단계에

서 확인된다. 즉 주·부곽식에서 주로 채용되며, 마지막 단

계에 단곽식에서 채용되지만 곧 소멸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Ⅱc형은 4C 후반에 대형의 주·부곽식목곽묘에서 가장 먼

저 채용이 된다. 5C 대에는 중·대형분에서 주로 확인되며, 

5C 후엽 이후에는 일부 소형분에서도 축조되고 있다. 주·

부곽식목곽묘의 경우 주곽과 부곽 모두 돌로 충전되고는 

있지만, 부곽 보다는 주매장시설인 주곽을 한층 더 충전시

켜 보강하고 있다.14

이상과 같이 목곽묘의 충전재료와 방법에 따른 각 형

식은 목곽묘 유형·존속·소멸 시기가 서로 상이하며, 크게 

묘형(단곽식 - 주·부곽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입지에 따른 목곽묘의 시기별 축조 현황

을 살펴보면, Ⅰ단계에서는 구릉의 주 능선부 중앙(해발 

40~50m)에 집중적으로 축조되고 있다. 특히 단곽식은 

좌측, 주·부곽식은 우측으로 서로 양분되어 축조된 특징

을 보인다. Ⅱ단계에서는 앞 시기의 목곽묘 사이와 남쪽 

사면, 북동쪽 구릉 사면을 따라 축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Ⅲ단계에서는 북쪽 능선 중앙에 집중되고 있고, 계

곡부에서도 일부 축조된다. Ⅳ단계에서는 구릉의 북쪽 능

선에 집중되고, 일부 계곡부에도 축조되고 있다. Ⅴ·Ⅵ단

계에서는 기존에 축조된 고분 사이에 조성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목곽묘는 구릉의 주능선 중앙부를 기점

으로 해서 Ⅰ단계는 능선부 중앙에 집중되고, Ⅱ단계는 북

쪽 능선과 남쪽 사면부, Ⅲ·Ⅳ단계는 북쪽 능선과 계곡부, 

Ⅴ·Ⅵ단계는 기존 목곽묘 사이에 축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14   충전석목곽묘(Ⅱ형식)의 석재 충전 이유는 목곽묘의 구조가 점차 복잡해지고 규모가 대형화 됨에 따라 목곽을 보강(지지)하거나 붕괴를 방지하여 무덤을 한층 

더 견고하게 축조해야 할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목곽묘 매장 주체부에 목재(목곽)가 사용됨에 따라 흙으로만 충전되기도 하지만 목곽을 한

층 더 보강하기 위하여 채택된 부재가 석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점차 석재 활용 기술이 진보하면서 완성된 형태의 충전석목곽묘(Ⅱa →Ⅱb →Ⅱc)로 발전해

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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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Ⅰ~Ⅳ단계에서는 일정한 공간적 군집성이 보이고 있지

만, Ⅴ·Ⅵ단계에 들어서는 군집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Ⅳ. 축조집단의 성격 

1. 위계 분류와 등급 설정 

위계화15는 대상물의 규모와 구조, 그리고 출토유물의 

질과 양 등으로 판별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내포된 

수준을 평가하여 사회적 위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하여 당시의 사회조직이나 지배형태 등에 대한 접근이 가

능하다. 그러므로 유구와 유물이 모든 분류의 객관적인 기

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1) 위계 분류

고분에 매납된 유물의 기종, 재질, 수량 등은 피장자의 

사회적 지위(경제적 부)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척

도가 된다. 또한 유물의 매납 습관, 양상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는 피장자의 신분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목곽 내부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들 중에서 피장자 생전의 권력과 부를 가름할 수 있는 

Ⅰ단계 축조 목곽묘 Ⅱ단계 축조 목곽묘 Ⅲ단계 축조 목곽묘

Ⅳ단계 축조 목곽묘 Ⅴ단계 축조 목곽묘 Ⅵ단계 축조 목곽묘

그림 9.  각 단계별 목곽묘 축조 현황 (▒ : 각 단계 축조 목곽묘,  : 주·부곽식목곽묘)

15   위계화란 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즉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직업으로 인해 신분 혹은 계층이 나뉘게 된 조직·집단질서, 개인에 있

어서의 권력적·신분적·기능적 상하, 서열관계가 정돈된 피라미드형의 체계(신분적 계층적 질서)를 뜻한다(홍두승·구해근 2008; 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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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세품과 일반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16 목곽내 

유물은 크게 피장자에게 착장시켜 매납한 착장형 위세품17 

과 피장자에게 직접 착장되지는 않지만 일정한 공간에 위

세품의 성격으로 부장되는 보유형 위세품(갑주, 마구 등)으

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착장형 위세품은 소수의 유구

에서 소량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세분화하지 않고 함께 살

펴보고자 한다.

먼저 위세품으로 볼 수 있는 유물로는 갑주, 마구류, 

환두대도, 장식형 철기, 장신구류 등을 들 수 있다. 갑주는 

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한 보호장구로 彎

曲縱長板冑(4호)과 縱長板冑와 頸甲(44호)이 출토되었다. 

환두대도는 80cm 내외의 장신형과 60cm 내외의 중신형 

대도가 확인된다. 장식형 철기는 궐수문 등의 장식이 붙은 

철기로 실용성 보다는 장식성 및 의기성이 강한 철기이다. 

장신구류는 소수의 유구에서 경식, 이식이 확인된다. 이 중

에서 갑주, 마구, 환두대도는 상위 위세품, 장식형 철기, 장

신구류는 하위 위세품으로 다시 세분한다.18

다음으로 일반품은 철촉, 철모 등의 무기류, 철도자, 

철착, 철겸, 철부 등의 농·공구류, 고배, 개, 옹, 호류 등의 토

기류가 해당된다.

표 4.  유구별 유물의 조합 관계표

                 유물 조합

         호수

위세품 일반품

상위 하위  무
기

 류

농
·
공
구

 류

토
기

 류갑
주

마
구
류

환
두
대
도

장
식

 형
철
기

장
신

 구
 류

44 ● ● ● ● ●

4 ● ● ● ● ●

11 ● ● ● ● ●

59, 18, 28 ● ● ● ●

23 ● ● ● ● ●

33, 24 ● ● ● ●

65 ● ● ● ●

75, 73, 37, 2, 3 ● ● ●

57 ● ● ●

63, 64, 60, 19, 
74, 14, 16, 5, 69

● ● ●

45, 52, 46, 53, 62, 
40, 17, 13, 72, 35, 

12, 36, 31
● ●

48, 61, 58, 68, 50, 
51, 55, 66, 38, 43, 
56, 67, 32, 21, 22, 
49, 76, 1, 10, 30

●

그림 10.  유물 분류

위세품

갑주

마구류

환두대도

장식형 철기
장신구류

일반품

무기류

농·공구류

토기류

16   유물이 매납되는 양상은 크게 목곽내 매납과 목곽외 매납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목곽내 유물을 중심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목곽 외부에 

매납되는 유물은 후대의 의례나 제사 등의 봉헌적 성격이 강하여 피장자의 생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목곽 내부의 유물과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17   착장형 위세품은 피장자에게 착장할 용도로 만들어진 물품으로 그 자체로서 피장자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냄과 동시에 사회조직 내에서의 위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희준 2007; 76~80). 이러한 착장용 위세품으로 환두대도, 장신구류 등을 들 수 있다.

18 상위 위세품이란 피장자의 정치·사회적 권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유물을 뜻하며, 하위 위세품이란 일반적인 위세품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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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분류 기준으로 유구별 유물의 조합관계

를 정리한 것이 <표 5>이며, 가에서 사까지 총 7개의 유물

조합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각 유물조합 유형의 특징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유형은 갑주, 마구류, 환두대도 등의 상위 위세품 3

가지 중에서 2~3개를 포함하고, 무기류, 농·공구류, 토기류

의 일반품 3개류 중에서 3개를 포함하고 있다. 나유형은 갑

주, 마구류, 환두대도 등의 상위 위세품 3가지 중에서 1개

만을 포함하고, 무기류, 농·공구류, 토기류의 일반품 3개류 

중에서 3개를 포함하고 있다. 다유형은 장식형 철기, 장신

구류 등의 하위 위세품 2개 중에서 1~2개를 포함하고, 무

기류, 농·공구류, 토기류의 일반품 3개류 중에서 3개를 포

함하고 있다. 라유형은 장식형 철기, 장신구류 등의 하위 위

세품 2개 중에서 1개 만을 포함하고, 무기류, 농·공구류, 토

기류의 일반품 3개류 중에서 2개를 포함하고 있다. 마유형

은 무기류, 농·공구류, 토기류의 일반품 3개류 중에서 3개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바유형은 일반품 중에서 농·공구류

와 토기류가 조합된 것만 확인된다. 사유형은 일반품 중에

서 토기류 1개만 확인된다.

2. 위계등급 설정

앞에서는 목곽묘에 매납된 유물의 기종 구성조합(공

반관계)을 중심으로 위계를 분류하였다. 여기서는 목곽묘 

묘광의 규모와 앞에서 살펴 본 유물의 구성조합을 통합하

여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위계등급을 설정하고자 한다.

목곽묘에서 추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속성 중

에서 고분의 전체 묘역 크기, 내·외적인 규모는 단위 묘제 

안에서 피장자의 위계, 분화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유효한 

자료이다. 왜냐하면 목곽묘의 묘광 규모의 차이는 피장자

를 위한 사후공간인 매장 주체부 규모의 확대와 유물을 대

량 매납하기 위한 부곽이 발생하는 등 피장자 신분(위계)에 

따른 유물 소유 등의 차별화가 확연히 나타난 결과라고 생

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 장에서 분류한 묘광의 규모에 

따라 장축 7.0m 이상, 단축 2.5m 이상인 A, 장축 5.0~7.0m, 

단축 1.0~2.5m인 B, 장축 3.0~4.5m, 단축 1.5~2.0m인 C, 

장축 1.5~3.0m, 단축 0.5~1.5m인 D유형의 4개의 군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목곽묘 묘광 규모와 유물조합 유형을 상호 

조합해 보면, A가(1), C가(2), A나(3), B나(4), D나(5), B다(6), 

C다(7), D다(8), C라(9), B마(10), C마(11), D마(12),B 바(13), 

C바(14), D바(15), C사(16), D사(17)의 총 17개의 위계등급

으로 조합된다. 

이상과 같이 울산 약사동 북동유적 목곽묘의 위계는 

갑주, 마구류 등의 상위 위세품과 일반품이 모두 매납되고, 

* 2~3/3 : 총 3개의 유물 중에서 2~3개의 유물을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 

표 5.  유물 구성조합에 따른 유형 분류표

유물 조합 유형

위세품 일반품

상위 하위
무기류 농·공구류 토기류

갑주 마구류 환두대도 장식형 철기 장신구류

가 2~3/3 ● 3/3

나 1/3 ● 3/3

다 1~2/2 3/3

라 1/2 2/3

마 3/3

바 2/3

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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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각 단계별 목곽묘 위계 등급표

단계
위계

등급

유구

면적

유물

조합

유형

해당 호수

위세품 일반품

상위 하위

무기류

농

·

공구류

토기류
갑주 마구류

환두

대도

장식형

철기
장신구류

Ⅰ

1 A 가 44 ● ● ● ● ●

5 D 나 59 ● ● ● ●

7 C 다 33 ● ● ● ●

9 C 라 57 ● ● ●

10 B 마 64 ● ● ●

11 C 마 63 ● ● ●

13 B 바 53, 62 ● ●

15 D 바 45, 52, 46 ● ●

16 C 사 48, 61, 58, 68 ●

17 D 사 50, 51, 66, 38, 43 ●

Ⅱ

3 A 나 18 ● ● ● ●

8 D 다 23 ● ● ● ● ●

8 D 다 65 ● ● ● ●

9 C 라 75 ● ● ●

11 C 마 14 ● ● ●

12 D 마 60, 19, 74 ● ● ●

14 C 바 40 ● ●

14 C 바 17 ● ●

15 D 바 13 ● ●

16 C 사 56 ●

17 D 사 67, 55 ●

Ⅲ

2 C 가 4 ● ● ● ● ●

4 B 나 28 ● ● ● ●

9 C 라 73, 37 ● ● ●

11 C 마 16 ● ● ●

13 D 마 5 ● ● ●

16 C 사 32 ●

17 D 사 21, 22, 49 ●

Ⅳ

2 C 가 11 ● ● ● ● ●

6 B 다 24 ● ● ● ●

9 C 라 2 ● ● ●

9 C 라 3 ● ● ●

14 C 바 72 ● ●

14 C 바 35 ● ●

15 D 바 12, 36 ● ●

17 D 사 76 ●

Ⅴ
10 B 마 69 ● ● ●

14 C 바 31 ● ●

Ⅵ

16 C 사 1 ●

16 C 사 10 ●

16 C 사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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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광의 규모가 장축 7.0m 이상, 단축 2.5m 이상인 1등급에

서 토기류만 매납되고, 묘광의 규모가 장축 1.5~3.0m, 단축 

0.5~1.5m인 17등급까지 총 17등급으로 분류된다

목곽묘의 등급별 분류 기준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1등급에서는 갑주·마

구류 등 최상위 위세품과 일반품을 포함하고 있고, 묘광의 

규모에 있어서도 가장 큰 A군에 속한다. 2등급은 유물조합

에는 Ⅰ등급과 유사하지만, 묘광 규모에 있어서 C군에 속한

다. 3등급은 상위 위세품 중에서 갑주·마구류는 확인되지 

않고, 환두대도만 포함하고 있다. 묘광의 규모는 A군을 점하

고 있다. 4·5등급은 유물 조합상에서는 3등급과 유사하지

만, 묘광 규모에서 각각 B와 C군에 속한다. 6등급부터는 상

위 위세품은 확인되지 않는다. 6~9등급은 하위 위세품과 

묘광 규모 B~D군의 조합에 따라 구분된다. 

10등급부터는 앞의 1~9등급에 비해 유물 조합구성과 

묘광의 규모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10등급부터는 위세

품은 확인되지 않고, 일반품만 포함된다. 10~12등급은 일

반품(무구류 + 농·공구류 + 토기류)과 묘광 규모 B~D군의 

조합에 따라 구분된다. 그리고 13~15등급은 일반품(농·공

구류 + 토기류)과 묘광 규모 B~D군의 조합에 따라 구분된

다. 마지막으로 16·17등급은 일반품 중에서 토기류만 매납

되고, 묘광 규모가 가장 작은 C, D군으로 각각 구성된다. 

3. 축조집단의 구성과 특징 

동일한 시·공간에 입지한 사회집단은 대체적으로 공

통된 사회적 문화를 영위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실상은 동

일한 유적(고분군) 내에서도 다양성과 차별성이 존재한다. 

이것은 한 집단 내의 사회적 구조와 성격이 위계적이며, 복

합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장자의 사회적 신분

(지위)과 연령(성인 - 미성인) 등을 파악하여 공동체의 구성

과 특징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1) 신분 분류

신분(지위)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 즉 혈연, 지연, 직무, 

경제력 등에 따라서 특정한 사회적 평가와 대우를 받는 계

층(구성층)을 말한다. 주지하다시피 고대사회는 지배·피지

배계층 등의 신분에 따라 엄격한 차별이 존재한다. 이러한 

고대사회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고분에 매장된 피장자 생시의 사회적 신

분은 고분의 규모, 부장된 유물의 기종구성 등에서 대략적

인 파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19 이에 따라 앞에서 분류

된 고분의 위계(고분 규모 + 유물 구성조합)를 중심으로 피

장자 생시의 신분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갑주·마구류·환두대도 등의 상위 위세품

과 일반품을 모두 포함한 것을 최상위층, 장식형 철기·장신

구류 등의 하위 위세품과 일반품 모두를 포함한 것을 상위 

2개의 계층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무기류·농공구류·토기

류 등의 일반품 모두를 포함한 것을 중위계층, 일반품 중에 

농공구류·토기류만 포함한 것을 하위계층, 마지막으로 일

반품 중에 토기류만 포함된 것을 최하위계층의 3개의 계층

으로 구분한다. 이상과 같이 울산 약사동 북동유적 목곽묘 

축조사회는 최상위계층에서 최하위계층까지 총 5개의 신분

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계 1~5등급은 최상위계층(6.8%), 위계 6~9

등급은 상위계층(17.2%), 위계 10~12등급은 중위계층

(15.5%), 위계 13~15등급은 하위계층(22.5%), 위계 16·17등

급은 최하위계층(38.0%)에 속한다.

각 단계별 신분 구조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Ⅰ·Ⅱ

단계에서는 총 5개의 신분이 모두 확인되지만, Ⅲ·Ⅳ단계

에서는 4개, Ⅴ단계에서는 2개, Ⅵ단계에서는 1개만 확인된

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분의 수도 줄어들고 점차 하

위신분만 확인된다. 특히 Ⅴ단계(5C 4/4) 이후 이러한 현상

이 두드러진다. 즉 이 단계부터 목곽묘사회는 점차 소멸기

19   하나의 고분을 축조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명시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특정 인물이 사망하면 그의 출생 신분

과 생시의 사회적 지위나 업적에 따라 고분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규정하고, 부장품의 내용은 어떤 수준으로 하는 등 상당히 엄격하고 철저하게 적용되었으리

라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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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각 단계별 신분 분류

단계
위계

등급

유구

면적

유물

조합

유형

유구

수량

위세품 일반품

신분 분류
상위 하위

무기류

농

·

공구류

토기류
갑주 마구류

환두

대도

장식형

철기

장신구

류

Ⅰ

1, 5 A, D 가, 나 2 ● ● ● ● 최상위계층

7, 9 C 다, 라 2 ● ● ● ● 상위계층

10, 11 B, C 마 2 ● ● ● 중위계층

13, 15 B, D 바 5 ● ● 하위계층

16, 17 C, D 사 9 ● 최하위계층

Ⅱ

3 A 나 1 ● ● ● ● 최상위계층

8, 9 C, D 다, 라 3 ● ● ● ● 상위계층

11, 12 C 마 4 ● ● ● 중위계층

14, 15 C, D 바 3 ● ● 하위계층

16, 17 C, D 사 3 ● 최하위계층

Ⅲ

2, 4 B, C 가, 나 2 ● ● ● ● 최상위계층

9 C 라 2 ● ● ● ● 상위계층

11, 12 C, D 마 2 ● ● ● 중위계층

16, 17 C, D 사 4 ● 최하위계층

Ⅳ

2 C 가 1 ● ● ● ● 최상위계층

6, 9 B, C 다, 라 3 ● ● ● ● 상위계층

14, 15 C, D 바 4 ● ● 하위계층

17 D 사 1 ● 최하위계층

Ⅴ
10 B 마 1 ● ● ● 중위계층

14 C 바 1 ● ● 하위계층

Ⅵ 16 C 사 3 ● 최하위계층

로 접어들며, 다음 단계의 석곽묘사회로 재편되어 가는 것

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신분에 따른 배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각 

신분에 따라 일정한 패턴이 확인된다. 최상위계층은 해발 

45m 이상의 구릉 동쪽에 집중 분포하고, 상위계층은 해발 

45m 이하의 구릉 좌·우 사면에 집중 분포한다. 그리고 중

위계층은 해발 43m 이하 구릉의 좌측 사면과 해발 50m 

이상의 구릉 우측 사면에 2개의 군집을 이루며 분포한다. 

또한 하위계층에서도 해발 48m 이하 구릉의 중앙 능선과 

해발 50m 이상 구릉의 동쪽 사면에 2개의 군집을 이루며 

분포한다. 마지막으로 최하위계층은 주로 능선의 주 중앙

부를 따라 분포하고 있다. 대형의 중심 고분의 경우, 주 능 그림 11.  신분에 따른 배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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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중앙부에 위치하거나 주 능선을 따라 축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울산 약사동 북동유적의 최상위·상위 신분

의 목곽묘들은 주 능선의 좌·우 사면에 주로 축조되고 있

으며, 오히려 하위·최하위계층의 목곽묘들이 상-하 주 능

선을 따라 축조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각 계층들은 그

들이 축조할 수 있는 목곽의 규모나 부장 할 수 있는 매납

품의 종류과 재질 그리고 수량에 있어서 엄격한 원칙과 제

한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고분의 내·외적 

규모나 매납품의 수량·종류·재질 등의 내용은 피장자의 

출생 신분과 생시의 사회적 신분(지위)이나 업적에 따라 다

르게 적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울산 약사동 북동유적 목곽묘에서 확인된 각 계층을 

직접적인 신분(지위)에 적용해보면 크게 지배층과 일반민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상위계층과 상위계층은 목곽의 규

모나 매납 유물의 종류와 재질 등으로 볼 때, 목곽묘사회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지배층(24%), 그리고 중위계층에서 

최하계층까지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민(76%)의 신분으

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개인의 신분에 따라 사회적(공동체) 기능

이나 역할, 성질, 목적 등은 달라지며, 신분이 갖는 의미와 값

어치는 사회적 가치와 신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2) 연령 분류

일반적으로 하나의 단일 고분군 내에서 조사되는 다

양한 무덤들 중에 크기가 작은 소형 무덤(소형묘, 배묘, 옹

관묘 등)이 간혹 확인되는데, 이러한 무덤의 성격을 미성인

(유·소아묘)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고분 크기만으로 성인묘와 미성인묘로 추정하는 것은 한계

가 있다.20 왜냐하면 연령을 알 수 있는 인골과 특정 유물

(장난감 등)이 출토되지 않는 한, 성인묘와 미성인묘 양자

를 구분 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과 특징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골이 출토되어 연령을 알 수 있는 유구

를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미성인묘와 성인묘 양자 간의 고

분 규모에서 차이를 파악한 연구에 의하면 미성인묘(유·소

아)는 피장자 안치 공간과 유물 매납 공간의 총 장축 길이

가 200cm 이하, 피장자 안치 공간만의 장축 길이가 140cm 

이하라는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 기준

을 근거로 하여 본 글에서는 성인묘 미성인(유·소아)묘로 

분류하고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된 58기의 목곽묘 중에서 김해 예안리고분군의 

미성인(유·소아)묘 기준21인 피장자 안치 공간 + 유물 매납 

공간 장축의 길이가 200cm 이하는 총 11기, 피장자 안치 

공간 장축의 길이가 140cm 이하는 총 16기이다. 그러나 울

산 약사동 북동유적의 피장자 안치 공간 장축 길이의 히스

토그램을 분석했을 때 장축 길이 120cm 전후를 경계로 2

20   성별 혹은 연령은 사망 원인과 시점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목곽의 규모나 특정 유물로만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대체적

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1   무덤 내에 성별과 연령을 알 수 있는 인골이 양호한 상태로 출토된 김해 예안리고분군의 무덤 내부 공간의 크기만을 살펴 볼 때, 미성인묘(유·소아)는 신장 등

의 생물학적인 특성에 기초하여 성인묘 보다는 확연히 작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즉 유·소아묘의 무덤 내부의 크기(피장자 안치공간 + 유물 매납공간)는 다

른 성인묘와는 달리 장축 길이가 200cm 이하에서 군집을 이루는 특징을 가진다. 이것은 미성인과 성인의 무덤 내부 공간의 규모는 사회적 지위나 위계에 따

라 구분되기 보다는 신장 등의 생물학적인 특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최수형 2011).

그림 12.  무덤 내부 규모 분석 모식도 (단곽식의 예)

유물 매납
공간을 제외한
피장자

안치 공간

유물

매납 공간

김해 예안리 고분군
133호 목곽묘

울산 약사동 북동유적
11호 목곽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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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그룹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약사동 북동유적 목곽묘

의 피장자 안치 공간 장축 길이는 예안리의 기준인 140cm

보다는 120cm로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피

장자 안치 공간 장축 길이가 120cm 이하인 목곽묘는 총 11

기로, 앞의 피장자 안치 공간 + 유물 매납 공간 장축의 길이

가 200cm 이하의 목곽묘 유구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과 같이 분석된 총 58기의 목곽묘 중에서 성인묘로 추

정되는 것은 총 47기(81%)이고 미성인(유·소아)묘로 추정

되는 것은 총 11기(19%)이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분류된 성인 - 미성인묘 상호간의 

배치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인 - 미성인묘 상

호 간의 배치관계에 따라 크게 6개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1기가 독립적으로 배치된 미성인묘(Aa)와 성인묘(Ba)

가 각각 확인된다. 그리고 성인묘 2기가 나란히 병렬적으로 

배치된 형태(Bb), 성인묘 1기와 미성인묘 1~2기가 병렬적으

로 배치된 형태(ABb)가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성인묘 1기

와 미성인묘 1~2기가 반원상으로 배치된 형태(ABc)가 확

인된다.

이러한 배치(군집) 현상은 전체적으로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구릉에 걸쳐 고르게 분

포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인묘의 경우 일정한 패턴이 확인

된다. 독립적으로 배치된 경우(A)는 주로 주능선 중앙부

에 집중 분포하고, 성인묘와 함께 배치된 경우(ABb, ABc)

는 주 능선부을 따라서 축조되어 있다. 특히 군집으로 나타

나는 이러한 배치 현상은 순장의 일종으로 죽은 자와 친연, 

군신관계 등의 혈연적 혹은 신분적 위치로 인해 죽은 당사

자의 무덤 주위에 딸려 조성된 무덤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이다. 2기가 나란히 병렬로 배치된 목곽묘(Bb)의 경우 양자

의 목곽묘 크기가 서로 비등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 이러한 이유로 Bb형식은 부부묘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성인묘 주위로 1~2기의 미성인묘가 배치된 경우는 배묘적 

성격으로 파악된다.

단축

수량

장축

장축

피장자 안치 공간 + 유물 매납 공간 장·단축 길이(cm)

피장자 안치 공간 장축 길이(cm)

150

150

50 100 120 150 200 2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100

50

5

1

그림 13.  목곽 내부 공간 분석



24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8. No. 2

배묘는 한 무덤의 옆에 딸린 조그만한 무덤으로써 종

속적인 성격을 가진다(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84). 또한 순

장의 일종으로 죽은 자와 친연관계, 군신관계 등의 혈연적 

혹은 신분적 위치로 인해 죽은 당사자의 무덤 주위에 딸려 

조성된 무덤을 말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이러한 배

묘의 신분, 사회적 성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주 

무덤 주위에 딸려 조성된 소형 무덤(배묘)은 정치·사회적 

종속적인 관계 보다는 주 피장자와 혈연적으로 관련된 유·

소아 즉 친족 관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울산 약사동 북동유적에서 미성인(유·소아)

유형 유행시기 미성인묘(A) 성인묘(B) 미성인묘 + 성인묘(AB)

독립적 배치(a) 4-5C

병렬적 배치(b) 5C

반원상 배치(c) 5-6C

그림 14.  미성인묘와 성인묘의 배치관계



25  Choi Soo-Hyeong   울산 약사동 북동유적 삼국시대 목곽묘 축조집단의 성격

묘와 성인묘의 배치관계는 묘제 및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

이고 있다. 독립적으로 배치된 형태는 목곽묘 이후 단계인 

석곽묘, 석실묘에서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성인

묘 주위로 미성인(유·소아)묘가 병렬상으로 배치된 경우

는 5C 대의 목곽묘 단계와 석곽묘에서만 확인된다. 그리고 

5C 말 반원상으로 배치된 형태가 목곽묘에서 출현하고, 이

후 6~7C 석곽묘·석실묘 단계에서만 확인된다. 이처럼 성인

묘와 미성인(유·소아)묘의 배치관계가 병렬상의 배치(목곽

묘 - 석곽묘)에서 점진적으로 반원상의 배치(목곽묘 - 석곽

묘 - 석실묘)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성인묘와 미성인묘의 유물 부장 양상을 

살펴보면, 성인묘로 추정되는 유구에서는 철모, 철촉, 대도, 

유자이기 등 다양한 기종의 철기류가 부장되는 반면, 미성

인(유·소아)묘로 추정되는 유구에서는 철촉, 철겸, 철도자

만이 한정적으로 확인된다. 이 중에서 철촉, 철겸은 미성인

(유·소아)묘 내에서도 목곽 내부 규모가 큰 유구에서만 부

장되고 있다.22 즉 철촉, 철겸이 부장된 무덤은 미성인(유·

소아) 내에서도 연령이 높은 소아(6~11세)일 가능성이 크

다. 그리고 철도자는 모든 연령층의 유구에서 확인되고 있

어, 가장 대표적인 실용구라고 할 수 있다. 장신구류와 토

기류는 성인묘에 비해 미성인묘에서 극히 소량만 부장되고 

있다.

이상으로 울산 약사동 북동유적 목곽묘 축조집단의 

위계에 따른 신분 구조와 연령(미성인 - 성인)을 분류하고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동의 

목적과 유대관계를 위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체계하에

서 행동하며, 또한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규범(규제) 속에서 

조직 자체의 유지·존속을 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를 위해서는 조직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의 결합관

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결합관계는 혈연에 

기초하여 훨씬 큰 공동체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고

대사회에 있어서 혈연관계의 인식 정도는 얼마인지, 공동체

적 유대관계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단언 할 수는 

없지만, 고대의 사회구조에 있어서 가장 기초를 이루는 핵

심 요소인 것은 틀림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축조집단의 대외적 위상

울산 약사동 북동유적이 위치한 곳은 울산 - 경주간 

구조곡(동천강유역)의 울산 선단부에 해당하며, 언양(양산, 

밀양방향) - 웅촌(김해, 부산방향) - 동해안으로 갈라지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이러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북동유

적은 일찍이 신라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북동유적에서 북쪽으로 약 5km정도 떨

어져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유일한 철광석 채광지인 달천광

산이 위치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신라의 경제적인 성장과 

대외 팽창 과정에서 소요되는 철자원의 공급을 울산 달천

광산에서 담당했다. 철의 생산은 신라의 성장을 촉진하는 

경제적 기반이 되었고, 신라가 고대국가로 성장하는데 핵심

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울산 약사동 북동

유적은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함에 따라 일찍이 신라의 지

배권에 편입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울산 약사동 북동유적 목곽묘에서는 끌 등의 단

야구23와 각종 무구류, 농·공구류 등의 철기가 다량 출토

되어 주변에 위치한 달천광산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북동유적의 목곽묘가 중점적으로 축조되는 

5·6C 대는 신라가 가장 활발히 영토 확장을 꾀하던 때이

다. 특히 신라가 낙동강 중·하류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적 

역할로 울산지역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이러한 맥락에서 울산 약사동 북동유적 삼국시대 목곽

묘 축조 집단은 달천광산이라는 우수한 철 생산지를 배경

으로 신라의 군사적 방어와 세력 확장을 위한 철제 무구류

22 목곽 피장자 안치 공간 + 유물 매납 공간의 장축 길이가 150~200cm, 피장자 매장 공간의 장축 길이가 100~140cm 정도를 차지한다.

23 단야구는 철기 제작 중 단조 가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도구를 말하며, 제철유적과 더불어 고대 철문화 양상을 살펴보는데 매우 중요한 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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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과 공급, 그리고 군사적 성격이 강한 집단이었을 것

으로 생각된다.

Ⅴ. 맺음말

삼국시대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고분이다. 지금까지 삼국시대 고분에 대한 연구는 

유구·유물 분석을 통한 편년 작업, 묘형 분류와 내부 구조 

분석을 통한 묘제의 기원과 변천, 정치체의 발전과정 등에 

집중되어왔다. 그러나 풍부하게 축적된 자료와 연구에도 불

구하고, 삼국시대 고분군 자체의 면밀한 분석과 해석을 통

한 공동체 집단의 사회구조와 조직 체계에 대한 연구는 미

비한 실정이다. 이처럼 고분 자체에 대한 연구는 당대의 사

회의식이나 관습이 폭넓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

한 인류의 과거 모습을 복원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어느 특정 시·공간 속에 형성된 울산지역 삼국시대 목곽묘

유적을 대상으로 고고학적인 방법으로 분석·검토하여 공

동체 내 사회단위의 구성과 변화과정 등에 대한 성격 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논리 전개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리비약과 자료와 연구의 미흡으로 부분적인 검토와 논의

에 머무르고 말았다. 추후 울산 약사동 북동유적의 석곽묘

와 석실묘 축조집단과의 변천과정,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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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considered generally gradational change aspect, character of community for the tombs of the Three 

kingdoms prepared by some certain homogenous groups. It was completed by tracing the transfering process to grasp 

character of social structure and organizing System in the community. 

For this reason, it's analyzed that Wooden chamber tomb was formed in some certain Time-Space of the Yaksa-

dong Buk-dong archaeological site in the Three Kingdom Period. Constructed group was distinguished by the five 

classes. So perhaps scale of Wooden chamber and sort, material of burial relics, the top layer and the upper layer were 

established two status those are active the ruling class led the Wooden chamber tomb's society, the general public 

hold a large majority from the middle class to the lowest class. And it depends on age(nonage-adult) that differed in 

relation of arrangement, character. It's changed with function or roles, property, purpose etc. of social community 

in accordance with these individual position, age. Received signification, value of social status were considered with 

social worth, faith. Members in a community had been conducted under premeditated, organised system for common 

target, relatedness. Also it seems to attempt organization's own maintenance, persistiveness in norms that given at 

common law. To do that, relation for combination between members who consisted systems had to be organic. 

The relation for combination was considered to form relation for the much larger community in based on blood 

relationship that most vital part. 

One social structure had established family(house, household) community in based on individual blood 

relationship, family communities gather up to develop into relative(blood relative, same race) community gradually. 

Furthermore, relative(blood relative, same race) communities, that focus on the public good gather up to develop into 

social community in based on regionalism. It's considered to go through the Development Process of family(house, 

household) community - relative(blood relative, same race) community - soci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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