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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영남지방의 3~5세기 목곽묘 및 석곽묘의 목곽 구조에 대해 지난 10년간 꺾쇠
들의 분포를 근거로 세 가지 복원안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 복원안은 꺾쇠들이 외곽이
아닌 내곽의 결구에 쓰였음을 나타낸다는 설(내곽용설)이다. 두 번째 복원안은 꺾쇠들
이 내곽이 아니라 목관의 존재를 나타낸다는 설(목관용설)이다. 세 번째 복원안은 꺾쇠
들이 목곽의 蓋板들을 서로 연결하고 또 그 벽에 결구했음을 나타낸다는 설(개판연결용
설)이다. 세 가지 복원안은 이런 결론만을 보면 서로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여겨지지
만 통합의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런 통합을 위해 마치 학술회의의 종합토론처럼 상호간의 쟁점을 부각시켜 보면 다음
과 같다. 내곽용설은 기왕에 외곽 벽의 결구용으로 오해한 견해를 바로잡음으로써 새로
운 논의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특히 凹狀의 礫石床에 목관이 놓였을 가능성을 배제한 점
이 약점이다. 목관용설은 그간 간과된 목곽 내 목관의 존재를 부각시켰지만 그것이 반드
시 꺾쇠를 사용한 구조임을 논증하지 못한 약점이 있다. 개판연결용설은 장변 출토 꺾쇠
들은 외곽의 개판들을 연결한 역할을, 단변 출토 꺾쇠들은 그 개판을 목곽 벽에 고정한
역할을 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또 역석상 위 점토 도포를 지적함으로써 목관
용설이 내곽용설에 대해 제기한 내곽 설치의 역석상 불안정성 문제를 해소해주었다.
세 설은 모두 복천동고분군 목곽 자료를 토대로 하였는데 특히 개판연결용설이 든 구
체적 사례들을 재검토해보면 무엇보다 꺾쇠의 출토 정형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그런 해석의 출발점이 된 11호분 석곽묘 내 목곽의 꺾쇠들은 그 벽 위에 위
치했던 것인데 이를 외곽 벽보다 훨씬 안쪽에서 출토되는 목곽묘의 꺾쇠들에 그대로 대
입하면 개판의 가운데에 가까운 위치에서 그것들을 상호 연결한 셈이 되어 버린다. 그
러므로 이는 오히려 그런 지점에 목곽 벽을 둔 내곽이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한
다. 이런 재검토를 토대로 세 설을 통합하면 역석 위에 점토를 도포한 凹床 또는 平床
에 안치된, 꺾쇠를 사용하지 않는 구조의 목관을 보호하기 위해 개판들을 꺾쇠로써 서
로 연결하고 벽에 고정한 내곽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둘러싼 외곽의 개판은 꺾쇠 없이
덮은 구조였다는 복원안이 도출된다.
이 새로운 내곽용설을 고령 지산동 73호분 주곽 목곽과 경주 구어리 1, 2호 목곽
에 적용해 검정해보았다. 전자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재검토해 목관용설의 後稿
가 상정한 바와 달리 외곽 안에 240여개의 꺾쇠와 관정을 사용한 목관 하나가 아니라
내곽과 목관 그리고 부장용 상자 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후자에서는 외곽 안
에 1호묘는 凹床에, 2호묘는 平床에 놓인 목관을 덮은 내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
다. 이와 더불어 외곽 벽을 따라 확인되는 네 개의 기둥 구멍은 외곽 보강용, 외곽 설치
용, 하관용 풍비 기둥용이라는 의견들이 있으나 한 가지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내부
토층을 조사한 복천동 38호분의 경우에는 외곽 보강용이 분명하다.
주제어 : 목곽 구조 복원안, 꺾쇠, 외곽, 내곽, 목관, 개판, 점토상, 복천동고분군,
지산동 73호분, 구어리 목곽묘, 기둥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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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고학 유적에서 유기물로 된 시설물은 대개 썩어 없어진 상태로
출토된다. 운이 좋아야 바닥에 희미한 잔적이 남는 정도이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의 원래
형태 혹은 구조를 추론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으며 때로 많은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
다. 흔히 복원이라고 말하는 이 추론 작업을 하는 데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 시설물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유물의 출토 정황(context)을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근거로
삼게 마련이다.
이를테면 땅에 구덩이를 파고 목제 시설물을 설치했던 유구를 발굴한다고 할 때 원 시
설물은 썩어 사라져 버리고 그 부재들을 결구했던 철제 연결구들만이 바닥에 떨어진 상
태로 출토된다면 우리는 으레 여러 유구에서 동일한 역할을 한 그 연결구들이 어떤 분포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원래 존재했던 목제 시설물의 구조나 형태 혹은 크기
를 추론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구조 복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추론 작업의 중요한 근
거는 연결구들이 분포에서 모종의 규칙성 혹은 정형성을 띠는 현상, 즉 여러 유구에서 똑
같거나 유사한 출토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에 있다.
이 대목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어떤 정도로 정형성을 띠어야만 해당 유구들에 공통된
형태와 구조를 가진 시설물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이다. 그리고 이런 추론 작업의
최초 단계에서는 어떤 정형성에 일단 주목을 해서 상부 시설물의 구조 등을 잠정적으로
추정해 보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잠정적 결론을 하나의 관찰 틀로서 갖고 다시 다른
유구들에 비추어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뒤 같은 종류의 유구 모두에 대해 일반화를 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추론 작업의 결과로 도출되는 결론은 학자들
사이에서 하나로 수렴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크게 몇 가지로 나뉘는 수가 많
다. 이른바 학설이 그처럼 여럿으로 나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최초 단계
의 잠정적 결론이 토대로 삼은 자료의 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와 더불어
해당 학자의 경험이나 지식 등에서 유래한 일정한 관점, 즉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일 수
도 있다. 나아가 최종 결론이라 할 일반화를 하는 논리적 과정에서의 문제 또한 그 이유
가 될 수도 있다.
영남지방의 3~5세기 목곽묘 및 석곽묘 안에 설치된 목곽의 구조에 대해 지난 10년간 제
시된 일련의 상반된 복원안들은 이런 문제의 여러 측면을 잘 보여준다. 묘의 바닥에서 출
토된 꺾쇠들의 분포를 근거로 한 이 說들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복원안은 꺾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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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강토 면을 따라 존재했던 목곽이 아닌 또 하나의 내곽이 있었음을 나타낸다는 설(李
賢珠 2006)이다. 두 번째 복원안은 꺾쇠들이 내곽이 아니라 목관의 존재를 나타낸다는 설
(金斗喆 2010)이다. 세 번째 복원안은 꺾쇠들이 목곽의 蓋板들을 서로 연결하고 또 목곽
벽에 결구했음을 나타낸다는 설(崔鍾圭 2012)이다. 이런 결론만을 보면 세 가지 복원안은
서로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면 전혀 통합될 여지가 없이 평행선을 달릴
뿐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본고는 세 가지 복원안에서 명시적으로 말했거나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전제와 기
본 논리를 면밀하게 분석해 드러내고 그 논리 전개에 쓰인 자료의 적정성을 정형성의 수
준이라는 관점에서 따짐으로써 최종적으로 이들을 통합해 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물론 그 통합이란 각 복원안에서 요소를 취해 단순히 절충하는 조합이 아니라 각 설의 요
점을 상충하지 않는 한도에서 융합시키는 방식이 될 것이다.
먼저, 각 복원안이 제기된 순서에 따라 각각의 핵심 요지를 서술하되 통합의 초점이 될
요소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서로 어떤 부분에서 충돌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어야 하
므로 해당 부분을 거의 인용하듯이 좀 자세히 옮기기로 한다. 그러면서 상호간의 쟁점
을 부각시켜 본다. 이렇듯 다소 장황할 수도 있는 서술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때로는 논
자 자신도 모르게 표출하고 있는 인식과 관점을 집어내어 그에서 논리적 모순은 없는지
를 따져 보기 위한 것인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통합의 근거들이 제대로 추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의 제목에서 그저 검토라 하면 될 것을 굳이 종합토론이라 한 까닭은
바로 이런 논지 전개와 검토 과정이 마치 학술대회에서 종합토론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방불케 하리라는 뜻에서이다. 그 결과로 내곽이 존재했다는 설을 기반으로 해서
그 내부에 목관이 있었으며 꺾쇠는 내곽의 개판을 서로 연결하고 곽 벽에 결구하는 데 사
용한 것으로 통합 복원안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세 가지 복원안의 주된 자료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복천동고분군의 목곽 사례
들을 각 복원안에 비추어 분석을 함으로써 각 안, 특히 세 번째 복원안에서 파악한 정형
성들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정해보고 그 과정에서 통합 복원안의 설명력을 시험
해본다. 이어서 다음 두 章에서는 새로운 통합 복원안을 틀로 해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검토해 볼 목적으로 각각 고령 지산동 73호분 주곽의 구조와 구어리 1호분 주곽 및 2호분
목곽의 구조를 대상으로 분석 및 해석을 하였다. 한편 후자에서는 꺾쇠와 더불어 목곽의
구조를 복원하는 데 종종 관련짓는 요소 가운데 한 가지로 목곽 내에서 복수로 짝을 이루
어 확인되는 기둥 구멍의 기능에 관해 간략히 검토할 것이다.
논제에서 목곽의 연대를 3~5세기로 설정한 점에 대해 약간의 해명이 필요할 듯싶다. 3
세기까지로 확장한 이유는, 꺾쇠가 출토되기 시작하는 목곽묘의 연대를 흔히들 4세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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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잡지만 황남대총 남분의 주인공을 402년 사망한 나물마립간으로 보는 연대관(李熙濬
1995)에 설 때 넓게 보아 3세기 후반으로 비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본문에서 언급하는
복천동 22호분은 물론이고 11호분 또한 흔히 5세기 전반으로 보지만 이 연대관에 서면 실
은 4세기 후반으로 소급된다. 그래서 3~4세기로 했어도 무방하나, 역시 본문에서 다루는
고령 지산동 73호분의 연대가 금속 유물을 기준으로 보면 복천동 11호분과 병행기로서 4
세기 말까지 올려볼 소지가 있으면서도 토기를 기준으로 하면 황남대총 남분과 병행기로
보는 편이 안전하므로 3~5세기로 한 것이다.

Ⅱ. 최근 구조 복원안들에 대한 토론과 통합 복원안의 도출
영남지방에서 3~5세기에 조영된 목곽묘와 석곽묘 내의 목곽이 어떤 구조였는지를 추
론한 지난 10년의 논고는 동래 복천동고분군의 사례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든지 적어도
그것을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또 그에서는 꺾쇠의 출토 정형이 분석 및 복원의
주된 근거이며 이와 더불어 추정 목곽의 벽 내면을 따라 확인되는 기둥 구멍들도 때로 구
조와 관련지어 다루어지기도 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간 제시된 각 견해는 앞서 나온 견
해를 부정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펴는 형국이다. 그런데 얼핏 보면 새로운 주장이 으레 앞
서 나온 주장을 무용화하면서 정립된 듯이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여러모로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고를 起草한 것
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自說에 대한 비판에 답을 하는 형식의 後稿에서도 그 비판의 요지
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가운데 前稿의 기본 틀을 견지하려 함을 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제기된 설은 세 가지이다. 응당 제기된 순서대로 검토해야 하겠다. 첫 번째
복원안(李賢珠 2006)은 특히 목곽묘의 묘곽 바닥에서 출토되는 꺾쇠들이 그 이전의 견해
와 달리 충전토 혹은 보강토 內緣을 따라 설치되었을 목곽(의 측판 결구)에 쓰인 것이 아
니라 그 목곽 안의 별도 내곽을 결구하는 데 쓰였다는 것이 해석의 요점이다. 이를 꺾쇠=
내곽용설이라 명명할 수 있는데 아래서는 서술의 편의상 줄여서 내곽용설로 한다. 그 꺾
쇠들은 내곽의 벽을 구성한 판재들을 상하 연결하는 데 쓰이거나 아니면 蓋板을 벽에 결
구하는 데 쓰인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나 槨釘도 존재하는 점으로 보아 후자의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이 설에서는 내곽의 존재를 꺾쇠의 출현과 더불어 처음 나타난 현상이라고는 볼 수 없
으며 포항 옥성리 2-나-78호나 울산 하대 43호와 같은 초기 목곽묘에서도 그 흔적을 찾
을 수 있으므로 이후 그 존재가 꺾쇠 사용 개시기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나

영남지방 3~5세기 목곽 구조 복원안들의 종합토론

43

아가 내곽은 수혈식석곽묘가 등장한 이후에도 여전히 축조되면서 꺾쇠와 못이 사용된다
고 보았다.
내곽용설의 논자는 착안의 계기를 복천동 95호분 보고서 집필 과정에서의 관찰에 두었
는데, 거기서 4세기대 복천동 목곽묘들의 꺾쇠 출토 위치를 관찰할 때 장벽 쪽에 비해 단
벽 쪽의 출토 지점이 목곽의 외연이라고 생각되는 충전토에서 두 배 이상 안쪽에 위치하
는 점을 주목하고 그런 현상은 둘레의 목곽(즉 외곽)에 쓰인 꺾쇠들이 그것의 부식 함몰
과 더불어 내부로 떨어졌다기보다는 출토 지점 자체에 또 다른 목곽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는 것이다(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1997: 45, 주 14).
한편 기왕의 목곽묘에서 쓰이지 않던 꺾쇠가 새로이 그 내부 구조물인 내곽에 사용된
이유에 대해 유일하게 언급한 점이 주목되는데, 목곽묘가 처음 출현하고 시기가 지남으
로써 무덤의 규모가 대형화하고 부장품과 공헌품의 양도 증대되면서 발생한 일련의 현상
으로 꺾쇠의 사용 역시 그런 변화에 따라 규모가 크고 내구성이 강한 내곽의 형태로 채용
된 것이라고 보았다. 즉 대형목곽묘의 주인공인 상위 계층의 경제력과 정치적 권력이 집
중되면서 피장자의 신분을 더욱 과시하는 방향으로 심화된 현상이라고 해석하였다(李賢
珠 2006: 572). 한편, 내곽 안에는 목관이 존재하지 않고 바닥에 시신을 그대로 안치하는
有槨無棺의 형태였다고 보았다. 이 설의 논자가 요약 제시한 목곽 구조 복원도는 <그림
1>과 같다.
내곽용설은 그로써 그간
막연히 목곽(외곽) 벽의 결
구용으로 여겼던 꺾쇠의 용
도를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나중에 나온 주장들
의 일정한 입론 근거가 되
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림 1> 내곽용설의 구조 복원안

다만, 이에 따르면 관이 없

는 이중곽이라는 구조가 되는데 곽이 원래 관을 감싸는 시설임을 떠올리면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어지는 설들에서는 관의 존재를 부각시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런 내곽용설을 비판하고 나온 두 번째 복원안은 이를 포함한 기존 연구가 꺾쇠를 모
두 목곽의 결구용으로 본 오류를 범하였고 또 목관의 존재에 대한 인식 부족과 더불어 그
관이 통나무 관인지 상형관인지의 인식이 부족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서 내곽용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그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꺾쇠가 출토된 凹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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屍床部(凹床이라고 약칭) 둘레의 礫石 上面 높이가 고르지 않아 내곽을 설치하기에 불합
리하다고 하였다. 둘째, 꺾쇠들이 그곳에 일정 간격을 두고 한 점씩 배치된 점은 그것과
1)

관련된 원래 시설에 위치했던 높이가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음을 말한다고 볼 때 꺾쇠가
그 목곽이라는 것의 측벽과 蓋板 둘 다를 결구하는 데 쓰였다면 한 곳에서 2점씩 나와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은 점은 목곽의 존재를 부정하는 요소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凹床의
구조와 꺾쇠의 위치 등을 함께 고려해 추정해낼 수 있는 가장 가능성 큰 구조는 상하 두
부분으로 구성된 통나무 목관이라고 복원하였다.
그러면서 당시 꺾쇠를 사용하지 않고 장부와 둔테를 이용해 사개가 물리도록 결합하는
목곽 및 기술이 있었음에도 그 안에 꺾쇠를 이용한 시설물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
유는 그 목곽과 구조가 다른 것, 즉 목관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金斗喆 2010).
그래서 이 설은 꺾쇠=목관용설(줄여서 목관용설)이라 명명할 수 있으며 이 설의 논자가
요약 제시한 목곽 구조 복원도는 <그림 2>와 같다.
목관용설은 그간 목곽묘 구조 복원을 하면서 간과한 목관의 존재를 부각시켰다는 점에
2)

서 중요한 진전을 일구어내었다 . 다만, 내곽용설이 꺾쇠의 용도에 대해 내곽 개판을 측
벽에 결구하는 용도였을 가능성을 한층 크게 보았는데도 그 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측
벽의 결구에도 썼다고 한듯이
이해한 점은 오류이다. 또 내
곽용설이 그처럼 본 이상 한
곳에서 2점씩 나오지 않은 이
유가 자체로 설명되므로 비판
의 두 번째 항은 그 논거가 없
어진 셈이다. 어떻든 완전히
상치되는 듯한 두 설은 공통점
도 갖고 있으니 외곽에서는 꺾
쇠가 측판의 결구에는 물론이

<그림 2> 목관용설의 구조 복원안

고 그 개판에도 쓰이지 않았다고 본 점이다.

1) 사
 실 내곽용설의 논자도 그 전에 이와 비슷한 관점을 서술한 바 있다. 즉 충남 천안 화성리 백제묘 B지구 1호묘에서 목곽에는 꺾쇠
를 사용하지 않고 내부 목관은 꺾쇠를 머금은 채 부식되어 점토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록 상태가 잘 남은 사례이기는 하지만 그
로써 복천동 목곽묘를 유추할 때 꺾쇠의 위치 변동은 그리 큰 폭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바닥에서 뜬 상태로 세워진 모습
이라면 실제 위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하였다(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1997: 45, 주 14).
2) 물론 그 功은 후술하듯이 세 번째 설의 논자도 같은 때에 별도로 목관의 존재를 논하였기에 나누어 가져야 할 터이다. 단, 목관용
설 논자의 몫은 凹床의 존재와 둥근 하면을 가진 관을 결부지은 점에서 더 크다. 다만, 이미 지적했듯이(李熙濬 2012: 384) 刳拔
式 목관이라는 일본식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편이 좋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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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목관용설에서는 왜 지난 수백 년 동안 목관에 쓰이지 않던 꺾쇠가 그즈음에 새
로이 쓰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내곽용설에 대해 반박
하면서 외곽이 꺾쇠를 사용하지 않는 구조인 만큼 그 안에 내곽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그
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꺾쇠를 사용한 구조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외곽과는 다른 구조
의 시설, 즉 목관이 있었음을 말한다고 하였으므로, 거의 동일한 논리로 본다면 이 또한
설명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나 싶다. 즉 공시적 차원에서 접근해 내, 외곽에 차이가 있으
3)

니 입론이 곤란하다고 한 만큼 통시적 차원에서 보아 기왕과 달리 꺾쇠를 사용한 관이 사
용된 배경을 설명해낼 수 없다면 그 또한 내부 구조물이 목관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박약
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내곽용설의 약점으로 凹床 둘레 역석 바닥의 불안정성을 지적했는데, 이는 실은
그 논자 스스로 제시한 복원도에서 내곽의 벽이 굳이 요상 돌출부 위에 자리 잡은 듯이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더 강하게 준 측면이 없지 않다. 만약 내곽 벽의 위치를 돌
출부 바로 바깥 혹은 더 바깥으로 옮겨 설정한다면 내곽이 놓인 바닥의 불안정성을 이유
로 한 목관용설의 논박은 한층 그 기세가 꺾일 수밖에 없다. 그와 관련해 한 가지 지적할
점은 목관용설에서 목관이 놓였다고 본 凹床, 즉 棺床 역시 고르지 않기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다. 이는 세 번째 설에서 보완이 된다.
세 번째 복원안의
논자는 그가 그 전에
이미 제시한 포항 옥
성리 2-나-78호 목
곽묘의 내부 공간 분
할(혹은 구획)안(<그
림 3>)(崔鍾圭 2010)
에서 보듯이 목곽묘
가 최초로 등장하면
<그림 3> 개판연결용설의 포항 옥성리 78호묘 내부 공간 분할안

서부터 그 내부에 목
관이 필수적으로 놓

이고 때로 내곽을 가진 구조였으며 그와 더불어 부장품 등을 넣은 시신 머리맡 상자(혹은

3) 사실은 그처럼 내외로 차이가 나는 분묘 이전에도 외곽에는 꺾쇠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는 통시적 관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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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궤), 발치 상자, 곁 상자를 각각 의미하는 頭箱, 脚箱, 邊箱 등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공간
분할 원리를 전제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 설에서는 꺾쇠들 가운데 장변을 따라 출토된 것들은 목곽의 장축을 가로질러 놓인
개판들을 상호 연결한 것인 반면 단변 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연결된) 개판을 목
곽 단벽에 고정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내곽용설에서 꺾쇠의 역할을 다소 막연히 개판
을 목곽 벽에 고정하는 한 가지로만 한정한 데 반해 출토 부위, 즉 장변과 단변에 따라 그
용도에 차이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밝힌 셈이라 구조 복원에서 중요한 한 가지 진전을
이루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때의 목곽이란 물론 내곽이 없는 외곽을 가리킨다(崔鍾圭
2012).
이 설은 기본적으로 복천동고분군의 수혈식석곽묘인 11호분의 석곽 벽 장변과 단변 쪽
에서 출토된 꺾쇠들이 목곽의 존재를 나타내되 개석으로 덮인 석곽 내 공간이라는 특성
상 원 구조물에서의 위치와 관련해 평면상으
로 별반 변동이 없을 것이라서 구조 복원에
유리한 점에 착안해 그에서 보이는 정형성
을 주된 근거로 삼고 이를 목곽묘인 38호분
의 출토 정황에 응용한 후 나머지 목곽묘로
확대 적용한 감을 준다. 이 설은 꺾쇠=개판
연결·고정용설이라 부를 수 있지만 기본적
으로는 개판 상호간의 연결이라는 데 주안이
있으므로 줄여서 개판연결용설이라 해둔다.
개판연결용설의 출발점이 된 복천동 11호
분 내부의 꺾쇠 출토 양상은 <그림 4>(崔鍾圭
2012: 65)와 같은데 여기서 두 장변 쪽의 꺾쇠
들은 목곽의 장축을 가로지르는 각 개판 이
음매의 위치(즉 각 꺾쇠로써 좌우로 연결한
위치)를 반영하며 단벽 쪽의 꺾쇠는 개판을
단벽에 결구한 것으로 보았다(崔鍾圭 2012:
64). 만약 그렇다면 각 개판의 너비는 50cm
정도로 추정된다.

<그림 4> 복천동 11호분 꺾쇠 출토 정형

4) 이
 箱이라는 것은 개개의 상자를 가리키는 뜻으로 쓴 듯한데(崔鍾圭 2010: 23-24) 그냥 칸막이로 구획된 형태도 있지 않았나 싶
다. 여기서는 일단 후자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箱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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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설은 목곽묘인 38호분에서 출토된 꺾쇠의 용도에 대해 논급하면서 내곽용설과
목관용설이 있으나 전자에 대해서는 후자에 의해 비판이 가해졌다고 보아 생략하고 후
5)

자에 대해 다시 비판을 하였다. 그에서는 꺾쇠의 출토 위치가 목관의 범위 와도 일치하
지 않으므로 그 결구에 사용되었을 가능성 또한 부정하고 만약 꺾쇠들이 그렇게 관을 결
구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16개라는 숫자는 지나치게 많다고 보았다(崔鍾圭 2012: 68).
그 대신에 38호분, 57호분, 60호분 및 95호분의 예들로 보건대 그 관 부위가 頭廣足狹이어
서 요상에는 꺾쇠를 사용한 관이 아닌 창녕 송현동 7호분의 예와 같은 船棺이 놓였을 것
으로 상정하면서 그 목관의 蓋板 유무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礫石床의 상면이 고르지 않은 점을 보완하는 피복 粘土床의 존재까지 상정하였다. 그래
야만 관을 안정적으로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고고학이 본래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학문이라지만 이 마지막 사항은
탁견이라 하겠는데, 한편으로 이 점토상은 요상에만 적용된 것은 아니고 역석상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목관용설에서 내곽용설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기한 첫 번째 항(바닥
의 불안정성) 또한 해소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점이 유의된다. 사실 이로써 목관용설
이 내곽용설에 대해 성립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제기한 두 가지 문제는 거의 모두 풀린
셈이다.
개판연결용설은 목관용설과 공통되게 목곽 내 목관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실은 둘 사이
에 큰 차이가 있다. 개판연결용설에서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으나 관, 곽의 역할 혹은
관계를 말한 『禮記』 등의 부분을 인용한 데(崔鍾圭 2010: 24, 주 6)서나 목곽 내 공간 분할
의 원칙이 나타내듯 기본적으로 목관은 시신 보호용으로서 그 크기는 시신을 감싸는 정
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만 상정하며 또 그에는 특히 장변에 꺾쇠가 대개 쓰이
지 않는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볼 때 개판연결용설에서 상정한 두 장변 출토 꺾쇠끼리의 상호 대
응 관계와 다소 다른 출토 정황을 나타내는 사례, 이를테면 두 장변 꺾쇠의 숫자에 차이
가 상당히 있을 정도로 정형성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숫자 자체가 아주 적어 가로지른 개
판의 너비를 고려할 때 복원이 쉽지 않든지 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꺾쇠가 외곽 개판
연결용이라는 가설에 상당한 타격이 된다. 즉 그런 사례는 해당 꺾쇠들이 외곽의 개판들
을 연결한 것이 아니라 내곽 같은 구조물을 상황에 맞추어 이전과는 다른 식으로 결구했
을 가능성을 키워준다는 것이다. 또 개판연결용설에서는 목곽묘 등장 이후 쓰이지 않던
외곽 개판 꺾쇠가 왜 새삼 쓰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은 점이 약점이라 할 수 있다.

5) 이는 凹床의 범위를 말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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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든 이 설은 이처럼 꺾쇠의 용도에 대한 전혀 새로운 시각과 함께 목곽묘에서 보강
토 내연을 따라 가끔 확인되는 네 개 한 組의 기둥 구멍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로운 견해
를 내놓았다. 복천동 38호분과 60호분에 보이는 기둥 구멍 네 개에 대해 많은 연구자가
목곽 내측을 지지하는 동시에 토광과 목곽 사이에 흙을 다져 올리는 판축 판을 받치는 역
할을 하는 楨 및 槨蓋를 받쳐 주는 지주 역할을 상정하였으나 그것을 몇 가지 근거로 부
정하고는 그런 4혈은 하관용으로 쓰인 도르레 시설의 일종인 豊碑의 기둥을 박았던 흔적
이라고 해석하고 豊碑穴이라 명명하였다. 물론 그 기둥은 하관이 끝나면 당연히 뽑아내
었을 것으로 보았다.
사실 매장의례에서 가장 중요한 하관이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름조차
생소한 시설을 『禮記』에서 찾아내어 적용한 博學이 놀랍다 아니 할 수 없다. 어떻든 상당
히 매력적인 설정이라 하겠다. 이에 관해서는 맨 마지막 구어리고분군 목곽묘 분석 장에
서 일괄 논급하기로 하는데, 단지 여기서 일단 지적해 둘 점은 2혈과 6혈인 경우도 있고
또 기둥 구멍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
는 문제이다.
이런 개판연결용설에 대해서는 목관용설의 논자가 後稿에서 반론을 폈다. 먼저, 개판
연결용설의 논지 전개에서 직, 간접적으로 바탕이 된 중국의 예제가 어떻게 전래되고 수
용되었는지 그 과정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대비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金斗喆 2013: 115). 타당한 지적이지만, 중국 측 기록의 내용을 엄격하게 구조화된 ‘예제’
의 차원이 아니라 마치 선사시대 자료에 대해 민족지 유추를 할 때 쓰는 類比物처럼 원용
하듯이 쓴 것이라면 이 시대의 자료를 해석하면서 하나의 준거 틀로서 빌려 쓰지 못할 이
유도 없다고 보인다. 과연 개판연결용설의 논자는 자신이 일련의 연구에서 사용한 예제
라는 개념은 중국학계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며 喪의 禮, 禮式 혹은 喪葬의 格式이란
의미로 스스로 造語를 했다고 함(崔鍾圭 2014: 6)으로써 이 단어가 풍기듯 강한 정형성을
토대로 한 해석이라는 뉘앙스를 누그러뜨리려 하였다. 그래도 여전히 그런 인상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어떻든 목관용설의 후고는 이런 전반적 비평에 이어지는 대목에서 우선 개판연
결용설의 핵심 논지를 엉뚱하게도 오해한 점이 눈에 띈다. 즉 개판연결용설이 꺾쇠를 내
부 목곽의 측판과 개판을 결구하는 데 쓴 것으로 해석한 듯이 파악하였다. 이는 개판연결
용설의 논자가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은 복천동 11호 석곽묘 내 목곽을 내곽으로 인식한
듯이 판단한 데서 어느 정도는 비롯된 것 같으나, 개판연결용설 논자의 글을 제대로 찬찬
히 읽지 않은 탓인지 아니면 그랬어도 간결한 표현을 지향하는 그의 문체에 걸려 넘어지
고 만 것인지 모르겠다. 물론 이는 완전한 오류이다. 그러므로 그에 관한 자세한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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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급은 徒勞가 되고 말았다.
한편으로, 개판연결용설이 凹床에 설치된 관을 통나무관이 아니라 꺾쇠와는 무관한 船
6)

棺으로 파악했다고 하면서 이는 凹床의 안쪽 평탄부만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 하였
다. 그리하여 남은 돌 시설뿐만 아니라 경주 구어리 1호분의 예에서도 보듯이 주조철부
7)

로 된 棺床 의 상부에 도포된 점토의 존재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 반론
의 서술이 다소 모호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개판연결용설에서 이미 요상 이외의 주위 역
석 위에도 점토가 도포되었을 것으로 본 점을 상기하면 여기에도 약간의 오해가 있지 않
나 싶다.
이어서 개판연결용설에서 꺾쇠의 출토 위치가 목관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목관
의 결구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한 데 대해 통나무 관의 외연이 요상의 최고점보다
도 더 바깥에 있다고 부연하고, 그래서 관이 썩어서 빠져 나온 꺾쇠는 그보다 더 외곽에
놓인다고 하면서 이런 凹床의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평면적으로만 파악했기 때문에 목관
과 꺾쇠가 별개의 (무관한) 것이 되고 말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런 확대 부연된 주장은 자칫하면 자가당착 혹은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왜냐
하면 모든 사례가 그렇지 않고 두 장변 가운데 어느 한쪽에서 오히려 요상의 최고점인 돌
8)

출부를 따라 출토된 예도 있기 때문이다 . 더욱이 그렇게 꺾쇠의 출토 위치를 그대로 관
의 크기와 직결시키면 통나무 관의 지름을 아주 크게 잡아야 하는 사례들이 생겨난다. 이
를테면 복천동 38호분과 같은 예는 두 장변 꺾쇠들 사이의 거리가 때로 거의 2m에 육박
하는데, 이 경우 목관이 그리 높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목관 지름이 그 정도가
되어버리니 과연 타당한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참고로 500년이 넘는 시차가 있는 창원
다호리 1호묘 목관과 창녕 송현동 7호분 목관은 각각 통나무관과 船棺인데 전자는 길이,
2.4m, 너비 0.85m, 높이 0.65m이며 후자는 길이 3.3m, 너비 1.0~1.2.m, 높이 0.40~0.55m
9)

정도 이다.
더욱이 정작 통나무 관에 쓰였다는 꺾쇠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목관용으로 보기 어
렵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유형의 관인 箱形棺에 한층 자세
한 설명을 더하였는데 무엇보다 <그림 5>(金斗喆 2013: 117)처럼 그렇게 많은 꺾쇠와 관정

6) 엄밀히 말해 개판연결용설이 무관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 다음 장에서 언급하듯이 이를테면 복천동 57호분, 60호분, 95호분의 경
우 꺾쇠들이 목관의 결구용일 가능성을 열어 두었기 때문이다.
7) 이처럼 주조철부와 철모 등이 깔린 凹床에 관을 놓았다고 단정했으나 후술하듯이 발굴보고자가 현장 관찰을 한 결과 그 철모의 바
닥에서 목질흔이 인지되었다고 한 점을 존중하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에 관해서는 해당 장에서 간단히 추측해보기로 하겠다.
8) 이를테면 후술할 복천동 54호분이 있다(<그림 9> 참조).
9) 보고서(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의 본문(p.236)과 고찰(p.254)에서 표기한 너비에 차이가 있으나 전자는 主棺材만을 기준으
로 한 것이고 후자는 副棺材까지 조립해 잰 것이라서 후자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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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했을지는 의문이 든다. 이는 고대의 기술 수준이 넓은 목판을 가공하기가 아마도
10)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과연 그렇게 선험적으로 단정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요컨대 목관용설은 내곽의 존재를 한사코 전면적으로 부정하려는데, 굳이 그래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미
지적된 대로 포항 옥성리고
분군 등의 초기 목곽묘에서
내곽의 존재가 인지되기 때
문이다. 물론 그렇게 인정하
는 경우, 꺾쇠를 사용했기에
그렇지 않은 외곽과는 다른
구조물임이 분명하고 그래
서 목관일 것으로 추정한 자

<그림 5> 목관용설의 꺾쇠 및 관정 사용 모식도

신의 논거가 무너지기 때문이기는 하다.
이상의 논고들에 이어 2011년 간기로 출판된 경주 구어리고분군 목곽묘 발굴보고서(嶺
南文化財硏究院 2011)에서도 꺾쇠와 기둥 구멍의 용도를 고려한 구조 해석이 제시되었으
나 그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그리고 내곽용설의 논자가 2010년 복
천동 38호분 보고서에서 목관용설에 대해 일종의 반론을 폈는데(이현주 2010) 그것도 다
음 장에서 살피기로 하겠다.
앞에서 요약하고 대비한 세 가지 설의 논자들이 마치 ‘영남지방 3~5세기 목곽 구조의
복원’이라는 공통 주제 아래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토론을 벌이는 상황으로 비유해
그 핵심 논점과 쟁점을 서술한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로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는
토론 양상이 아니라 내곽용설의 논자는 목관용설의 논자와 개판연결용설의 논자가 공동
으로 공격을 해오기에 대체로 수세에 몰려 있고 그런 가운데 뒤의 두 논자도 서로 공격을
하는 형국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개판연결용설의 논자는 내곽용설의 논자를 직접 공
격하지 않고 그저 목관용설 논자의 공격에 공감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목관용설의 논자
는 외곽과는 별도의 목제 구조물이 안에 있되 그것은 외곽과 달리 꺾쇠를 사용했기 때문
에 내곽일 수는 없고 목관일 것으로 추론했으므로, 만약 안팎의 구조물이 동일한 목곽이
라 해도 어떤 이유로 서로 다를 수 있으면 내곽용설이 성립할 여지는 넓어진다. 사실 내
곽용설은 이미 언급했듯이 그럴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실제적 측면에서

10) 그의 후고 p.119의 서술 내용으로 보건대 그런 인식을 강하게 풍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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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쇠를 왜 사용했을지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또 반론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되받
아치지를 않았다.
개판연결용설은 목관용설을 비판, 보완하면서 후자가 내곽용설에 대해 문제점으로 제
기했던 두 가지 사항 가운데 한 가지, 즉 역석상의 구조로 인한 바닥 불안정성의 문제를
오히려 해소하는 결과를 낳았음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만약 개판연결용설에서
구체적으로 구분 상정한 꺾쇠의 두 가지 용도가 그 설과 달리 외곽에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것은 목관용설보다는 오히려 내곽용설을 유리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상황
이 이러함에도 내곽용설은 결정적 약점을 지니고 있으니 곧 내곽의 첫째가는 존재 이유
라 할 목관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다. 물론 목관용설에 따른다면 내곽과 목관은 양자택일
적이다. 그러면 내곽용설로서는 수세에서 빠져나갈 방책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내곽용설이 과감하게 다른 두 논자의 주장을 받아 들여 내곽 안에 목관이 놓인 것
으로 본다면 활로가 생겨난다. 그리하여 내곽이라는 것의 목적 자체가 목관을 1차적으로
직접 감싸 보호하는 데 있는 점에 주목한다면 반전의 계기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세 설은 이상과 같은 논리적 상호관계를 가지므로 이 논문이라는 ‘종합토론’으로써 이
들을 통합해낼 수 있는 여지는 없지 않다. 그 점이 본고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이지
만, 물론 그때 통합의 주체는 오히려 수세 쪽에 있는 듯한 내곽용설이 될 수밖에 없다. 목
관용설은 내곽이 아니면 목관이라는 식으로 양자택일적 관점에 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곽용설의 일부든 전부든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개판연결용설도 꺾쇠가 외곽용이라 했
으므로 내곽용설은 일부분도 수용할 수가 없다. 이들에 반해 내곽용설은 우선 목관용설
에서 凹床 혹은 平床의 목관 설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단서조항이 있으니 그 목관
은 꺾쇠를 사용하지 않은 목관이라는 개판연결용설의 견해를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역
시 개판연결용설에서 꺾쇠가 개판 연결용 및 개판 고정용이라는 해석을 받아들여 내곽에
접목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를 편의상 新內槨用說이라 부르기로 한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정작 중요한 문제는 과연 세 설이 모두 복천동고분군 자료에서 꺾
쇠 출토의 정형성을 충분히 확보했는지, 다른 식으로 말해 입론의 자료 기반을 든든히 갖
추었는지에 있다. 사실 내곽용설과 목관용설은 구체적 분석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전체
적 정형성을 거론해 결론을 제시하는 식으로 접근했다. 이를테면 후자는 소위 관정이 출
토된 54호분을 포함해 꺾쇠의 출토 정형에 대해 관정과 꺾쇠를 모두 관정으로 표현하면
서 언급하기는 했지만, “출토된 관정의 수를 보면 하나의 면만 해도 여러 매의 목재로 조
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목곽의 뚜껑이나 측벽을 조립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복원
하기는 어렵다. 역시 출토양상을 통해 동일한 높이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고 관과 뚜껑
의 조립과 관련시키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렇다 해도 사용 양상의 정형성을 찾기는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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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대체로 장변의 2~3곳과 단변의 1~2곳에 관정을 사용한 예가 많다는 것을 지적
할 수 있는 정도이다.”고 토로하였다(金斗喆 2010: 142). 그러므로 두 설을 구체적으로 검
정해볼 길은 없다.
반면에 개판연결용설은 구체적으로 꺾쇠의 출토 양상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절차를 진
행하였다. 다만, 그 방법은 사실상 순전히 귀납적이었다기보다 특히 석곽묘인 11호분에
서 잠정적으로 도출한 결론을 갖고 목곽묘 가운데 상대적으로 그와 정황이 많이 유사한
38호분에 응용한 뒤 어떤 측면에서는 연역적으로 다른 목곽묘에서의 상황을 해석하는 식
이었다.

Ⅲ. 복천동고분군 목곽 내 꺾쇠 출토 양상의 검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꺾쇠의 출토 정황을 근간으로 목곽 내부의 구조를 추론한 최근
의 세 설은 모두 영남 지방 전체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는 지향을 지니고
있다. 즉 출발점은 복천동고분군 자료이지만 특히 영남지방의 목곽묘에 대해 일반화를
하려 하였다. 내곽용설과 목관용설은 논고의 제목이 그것을 지향하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두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개판연결용설도 논고에서 사용한 점토상, 풍비혈 등의 용어가
발굴 현장에서 얼마만큼 검증의 체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나 동학의
엄격한 실사를 바랄 뿐이라 한 것(崔鍾圭 2012: 91)을 보면 비록 꺾쇠의 용도 항은 콕 집어
열거하지 않았으나 그를 전제로 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논의의 공통 출발점이 된 복천동고분군의 목곽묘 자료가 과연 일반화
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형성을 갖추고 있는지, 각 설이 그 자료들에 대해 실제로 설명력
을 지니는지, 그리고 각 설이 그 정형성을 설명해내는 과정은 적합했는지를 검토해볼 필
요가 있다. 그렇게 점검해봄으로써 다른 말로 하면 혹시 이들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11)

(fallacy of hasty generalization)’ 라는 논리적 추론의 오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해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복천동고분군의 수혈식석곽묘 안에 목곽이 설치되었다는 이해는 22호분 보고서에서
비롯된다. 이에서는 꺾쇠들이 그 목곽의 측판을 결구하는 데 쓰였다고 보았다. 다만, 석
곽 내부가 시신을 안치하는 공간과 유물을 매납하는 공간으로 구분된 가운데 이 목곽이

11) 불
 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귀납적 일반화에 도달하는 논리적 오류를 말한다. 다시 말해 제한된 증거를 갖고 성급하게 바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오류를 말하는데, 이를테면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그 예가 되겠다. 하나를 보아 열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결코 그렇지 않고 틀린 판단으로 드러나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영남지방 3~5세기 목곽 구조 복원안들의 종합토론

53

라는 것은 (전자에 해당하므로) 실은 주인공과 순장자를 위한 목관으로 파악한다고 하였
다(安在晧 1990: 59, 주 16). 그러나 이 논리를 그대로 따르더라도 그 안에 적어도 순장자
를 위한 관을 품은 구조물인 셈이므로 개념적으로 곽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없게 된다.
이후 한참 지나 꺾쇠가 목곽 바닥에 깐 초본류 발이나 휘장 같은 천을 천정까지 연장
부착하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역석상의 표면이 고르지 않음을 근거로 내곽
의 존재를 부정한 견해(李在賢 2004)가 발표되었다. 그러고 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내곽
용설과 목관용설, 개판연결용설이 제시되었는데, 모든 사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정
도로 출토 정황이 일률적이지 않음은 물론이다. 내곽용설의 논자는 목관용설의 논자가
自說을 비판한 데 대해 38호분 보고서에서 일종의 반론을 폈는데, “관 혹은 곽의 형태는
바닥 시상석이 凹字狀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김두철이 지적한 바와 같이 통나무처
럼 바닥이 둥글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꺾쇠가 뚜껑과 몸통을 연결하기 위한 도구
라는 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면서도 복천동고분군에서 꺾쇠가 나온 가장 이른 고분
인 84호분을 근거로 내곽용설을 다시금 주장하였다.
즉 84호는 “280×591cm 크기의 목곽 내부에 200×320cm 크기의 구조물이 목곽 한쪽 모
서리에 치우쳐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이 구조물은 매장 현장에서 설치한 것으로 목곽
모서리에 치우친 부분에서는 지탱할 수 있는 벽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꺾쇠를 듬성듬성하
게 박았으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조밀한 간격으로 발견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고, 그
후 38호에서 보이는 목곽 내부 구조물의 크기는 약 400×150cm 내외로 추정되는데 이외
에도 64호, 69호, 71호, 73호 등 4세기대 대형목곽묘 주곽의 내부에 존재한 구조물은 길이
가 260~400cm로 상당한 변이가 있으나 너비는 대체로 140~150cm 내외로 일정하며 나아
가 수혈식석곽묘 22호 내부 구조물의 크기와 거의 동일하다고 하였다(이현주 2010: 151).
물론 이 크기는 꺾쇠의 출토 위치가 상부 구조물에 원래 있었을 때의 평면상 위치를 그
대로 반영한다고 보고 계산된 것이겠다. 그리하여 그 구조물의 내부에 중형 토기 이외에
때로 순장자 관이 포함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과연 이를 목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런 의미에서 곽으로 규정
하고 외곽과 내곽으로 구분했다는 것이다.
사실 개판연결용설에서도 이 84호분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로는 불명한 점이 많
아 꺾쇠의 결구를 알 수 없으므로 더 이상의 追及을 삼가기로 하였다. 그 꺾쇠들은 배치
상 당연히 외곽 개판 연결용 및 결구용이 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자신의 곽내 공간 분할
원리에 따라 <그림 6>(崔鍾圭 2012: 63)처럼 내부 구조를 상정하되, (그렇게 되면 음영선
으로 표시한 부위가 관이 되기에는 너무 넓으므로) 곽 내부에 횡선 및 종선 각 두 선을 추
가할 수 있다고 한 데서 엿볼 수 있듯이 다시 그 안을 구획해 목관을 배치하는 안을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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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두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어떻든 꺾쇠들이 그 외곽 구획선에
정확하게 들어맞게 출토된 점을 설명해내지 못한
다. 그것도 길이 30cm나 되는 대형의 꺾쇠들이니
과연 목관용일까 의문스럽다. 차라리 내곽용설처
럼 그 부위에 또 다른 곽이 있어 그 개판들을 외곽
벽의 일부 및 내곽의 벽에 고정하는 꺾쇠들이 박혀
있었다고 보는 편이 순조롭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개판연결용설에서는 수혈식
석곽묘인 11호 및 22호, 목곽묘인 38호, 57호, 60호,
84호, 95호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으나 전체적으로
그 자료들에서 고도의 정형성을 추출해 보이기보
다는 오히려 다양성을 드러낸 듯하다. 이를테면 수
혈식석곽묘인 11호와 목곽묘인 38호의 경우(<그림

<그림 6> 복천동 84호분 꺾쇠출토양상과
개판연결용설의 목곽 내 공간 분할안

7>(崔鍾圭 2012: 67))에는 꺾쇠의 배치나 숫자가 그 설정에 상당히 잘 들어맞지만 수혈식
석곽묘인 22호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망실된 꺾쇠의 수가 너무 많은 점이 결점이라고
인정하였듯이(崔鍾圭 2012: 64) 정형성이 떨어지는 점이 다소 문제이다. 사실 다른 예에
서도 전체적으로 꺾쇠의 숫자가 적고 그 분포도 정
형성이 거의 보이지 앉는 점은 커다란 약점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개판연결용설을 다른 목곽묘의 예에 비
추어 검토하기 전에 자료의 정형성을 해석하는 융
통성의 정도 측면에서 개판연결용설과 앞 장에서
내곽용설을 보완해 설정한 복원안, 즉 新내곽용설
을 대비시켜 보기로 한다. 개판연결용설에서는 묘
광과 보강토라는 확정된 선을 전제로 하므로 꺾쇠
의 출토 정형성 추출 및 그 해석이 그에 크게 구속
을 받으며 더구나 그 정형은 항시 장변 출토품은
연결용, 단변 출토품은 고정용이라는 일종의 공식
에 들어맞아야 한다. 반면에 新내곽용설에서는 개
판이 덮어야 하는 범위가 훨씬 줄어들고 또 개판
<그림 7> 복천동 38호분 꺾쇠출토양상과
개판연결용설의 대응 관계 상정도

을 내곽 벽에 결구하는 기능이 우선이며 개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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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연결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장변에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유적 사
이에 출토 위치에서 다소 변이가 있거나 출토 정형에서 변이가 있더라도 융통성 있게 해
석하는 식으로 그에 대응을 잘 할 수가 있다. 설명력의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유리한 것이
다.
95호분의 경우는 꺾쇠가 남단벽에서 5점, 북단벽에서 3점 출토되었는데도 개판연결용
설의 논자는 3점씩 나온 것으로 오해하고 38호분과
반대 양상이라서 개판을 연결한 것으로는 보기 어
려우며 중국 黎族의 예처럼 목관의 단변을 결합한
것으로, 즉 각 단변에 꺾쇠로 3회 連한 것으로 보았
다. 57호분은 꺾쇠가 장변과 단변에서 2점씩 출토
되었는데 단변 것은 역시 목관을 連하는 데, 장변
것은 목관을 連하는 데인지 개판을 連하는 데인지
판단을 유보하였다.
한편 꺾쇠가 여러 점 나온 60호(<그림 8>(崔鍾圭
2012: 72))의 경우에 양 단벽에서 출토된 각 3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목곽 내부 공간 분할안에서 상정
한 목관과 인접한 위치라고 하면서 목관 단변을 連
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장변에서
한쪽은 7점 이상, 다른 쪽은 4점이 나온 데 대해 7
<그림 8> 복천동 60호분 꺾쇠출토양상과
개판연결용설의 대응 관계 상정도

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되 57호분의 경우와 비
교해서 유사하므로 목관의 장변을 連하는 데 사용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해 목곽의 개판을 連하는 데 사용된 것
으로 보고자 하였다.
이처럼 복천동고분군 목곽묘의 꺾쇠 출토 정황은 고도의 정형성을 띠기는커녕 변이가
더 심한 편이다. 그러므로 개판연결용설은 물론이거니와 목관용설까지도 그다지 일률적
으로 유효하게 적용될 것 같지는 않다. 이를테면 개판연결용설에서 60호분의 단변 꺾쇠
는 목관용으로, 그리고 장변 꺾쇠는 목곽 개판 연결용이라고 보고자 하였으나, 그러면 단
변 쪽 꺾쇠에 대해 개판을 목곽 벽에 고정한 것으로 설정한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이는
물론 그냥 자신의 원칙대로 목곽 개판의 연결용(장변 쪽 꺾쇠들) 및 개판 고정용(단변 쪽
꺾쇠 3개)으로 할당할 경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 그리한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특히 <그림 8>의 아래쪽 토기 부장군보다 안쪽에 외곽
벽이 서 있었던 것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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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하지 않고 그냥 출토 꺾쇠들 모두를 내곽 개판용으로 보고 그 꺾쇠들이 출토된
바로 그 위치 언저리의 상부에서 개판을 곽 벽에 고정하거나 개판끼리 연결을 한 것으로
보되, 이 경우 개판연결용설에서 장변 쪽과 단변 쪽에 각각 할당한 기능과는 반대로 장변
쪽은 종축을 따라 놓인 개판을 내곽 벽에 고정했고 단벽 쪽은 개판들을 좌우로 연결했다
고 하면 개판연결용설처럼 상황에 따라 목관을 개재시키기도 함으로써 해석 원칙을 스스
로 허물고 마는 수고를 덜 수 있는 것이다.
57호분의 경우에도 내곽용으로 보고 이와 같이 융통성 있게 해석하면 두 장변에서 두
점씩만 나온 점도 설명해낼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즉 당시 만들 수 있었던 목판의 너비
에 대해 그다지 넓게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는 목관용설의 부정적 견해를 설령 수용하더
라도 그 출토 간격에 따라 그때그때 장, 단벽에서의 역할을 할당함으로써 한층 신축성 있
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95호분 같은 경우도 긴 蓋板 한두 매를 縱으로 덮은 상태에
서 두 단벽 쪽에 결구만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더해 54호분은 복천동고분군에서 조사된 목곽묘 가운데 유일하게 꺾쇠가
출토되지 않고 쇠못만이 출토되었기에 개판연결용설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았지만
여러모로 문제가 되는 무덤이다. 이는 이혈주부곽식 목곽묘인데 凹床을 지닌 주곽에서는
꺾쇠 대신에 관정(혹은 槨釘)만 10점 출토되었다(<그림 9>). 이것들은 일단 꺾쇠가 아닌
못이라는 점에서 목곽 개판
들을 상호 연결한 용도로는
보기 어렵다. 또 출토 위치는
요상 주체부 주변이지만 그
렇다고 통나무 관의 상·하
부를 연결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꺾쇠가 아닌 못이기
<그림 9> 복천동 54호분 주곽 내부도

때문이다. 사실 못의 출토 위
치를 그대로 구조물의 규모

와 관련지어 본다면 대략 길이 4.5m, 너비 1.6m라서 설사 그 못들을 어떤 식으로든 통나
무 관을 결구하는 데 썼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큰 목관이 왜 쓰인 것일까 하는 의문
이 든다.
더욱이 그 관이라는 것 안에서 토기가 출토된 점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출토 당시 제대
로 바닥 한 가운데에 놓여 있기도 했거니와 설령 관 위에 놓았던 것이 관의 腐朽와 함께
떨어졌다 하더라도 혹시 箱形棺이라면 또 몰라도 둥근 면을 가진 관이기에 그 위에 (위태
롭게) 놓았던 것이 그처럼 바로 아래로 얌전히 떨어졌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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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54호분의 내부 구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당할까? 일단 요상을 가진 이상 둥근
바닥을 가진 관이 쓰인 점은 분명하다고 해야 하겠다. 그것이 선관이든지 아니면 통나무
관일지라도 다호리 1호 목관처럼 꺾쇠를 사용하지 않은 구조였다고 하면, 못의 출토 상황
등은 新내곽용설로만 설명을 해낼 수 있으니 다음과 같다. 즉 그 관이 특히 전자라서 바로
시신의 위가 노출되는 점을 감안해 그 관보다 좀 크면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내곽 벽을
둘레에 먼저 설치하고 길이 2m를 크게 넘지 않는 목관을 안의 凹床에 안치한 후 그 머리
맡과 발치에 작은 토기 등을 넣은 상자를 배치함으로써 기본 매장의례를 끝내고 내곽 위
에 개판들을 縱架한 다음 그 내곽 주연을 따라 못들로 개판을 내곽 벽에 박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관이 쓰일 리 없는 부곽에서도 이 관정이라는 것이 6점 출토되
었는데 그 중 3점은 남단벽(즉 주곽 쪽 벽)에 연해 부장된 토기들 사이에서 출토되었다는
보고서의 서술이다(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2001: 38). 다만, 나머지 3점의 출토 위
치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어떻든 그 못 가운데 2점은 주곽에서도 똑같은 형태가 출토
되었기에 관정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관정이라는 표현은 물론 보고 당시에
막연히 주곽 내에 관이 있었다고 상정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 그 6점은 부곽 개판의 고정
에 쓰인 것으로 보아야 할 터이다. 그러므로 이 부곽 출토 못들은 주곽 출토 못들이 목관
이 아닌 목곽의 개판을 곽 벽에 고정하는 데 쓰인 역할을 했음을 다시금 뒷받침하는 중요
12)

한 방증이 되는 것이다 . 이 때 꺾쇠들의 출토 위치로 보면 주곽의 목곽이라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내곽일 수밖에 없다.
실은 60호분 부곽에서도 이와 아주 유사한 상황이 보인다. 주곽 쪽인 서쪽 부분 일부만
13)

남은 부곽 의 서단벽 쪽 토기군 앞에서 꺾쇠 3점이 출토되었다(釜山大學校博物館 1996:
37). 이는 주곽과 부곽 모두에 꺾쇠로 결구한 목제 구조물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데, 그렇다고 전자의 꺾쇠는 목관 결구용으로, 후자의 그것은 부곽 개판 결구용으로 구분
해서 보기는 어려울 터이다. 다만,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면 전자 또한 그 외곽의 개판 연
결용 및 결구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그 내곽에 동일한 용도로 썼다고 하는
편이 순조로운 해석임은 이미 언급하였다.
한편 54호분에서는 기둥 구멍 6개도 확인되었는데 그것의 기능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
어리 고분 검토 장에서 일괄해서 다루기로 하고, 일단 이 고분의 기둥 구멍은 <그림 9>에
서 보듯이 6개소에서 나타나고 그것들은 모두 바닥 역석들로 덮인 상태였다는 사실만 지

12) 그 못들의 크기도 이에 부합된다. 부곽 출토품 가운데 잔존 길이가 22.8cm에 달하는 것도 있고 완형 길이 16.6cm도 있다. 주
곽 출토품은 완형의 길이가 16.0cm, 17.0cm, 잔존품의 길이가 18.3cm인 것이 있다.
13) 보고서 자체에서 이 부곽이 과연 60호분의 부곽인가에 대해 발굴자 사이에 논란이 있음을 인정하였지만 여기서는 일단 그렇게 보
고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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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해 두고 넘어가기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복천동고분군 목곽묘들의 꺾쇠 출토 양상은 상당히 다양하기에 개판연결
용설로써는 그것을 포괄적으로 일관되게 설명해 내는 데 난점이 적지 않다. 개판연결용
설은 이런 점을 의식해 목관용설의 지적대로 84호형(목곽형)==38호형(할죽형, 선관형, 구
유형)==22호형(대형 석곽)의 세 종류로 나뉘는 각 무덤 구조 유형 안에서도 개별 사례 사
이에 약간씩의 차이가 보이므로 엄격한 定式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먼저 시기별 기본형
이 있고 여기에 준해 개별 장식을 고안했던 것 같다고 하였다(崔鍾圭 2012: 62). 하지만,
그 다양성은 이런 단서를 붙인 해석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안 될 정도의 수준이라 보아야
할 듯싶다.
그런데 개판연결용설은 이런 자료의 정형성 추출 부족 문제에 더해 자체의 방법론에서
도 아주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바로 관찰의 출발점이자 기준이 된 석곽묘 11호
분의 경우와 목곽묘들의 경우에 모두 똑같이 장변 쪽 꺾쇠들을 개판 연결용이라고 해석
을 했지만 전자에서의 분포 정형을 근거로 후자에 응용을 하는 데서는 실은 양자의 꺾쇠
출토 위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개판에 그것을 박은 위치에도 커다란 차이가 생
겨난 점을 간과해버린 것이다. 즉 11호분의 경우에는 장변의 꺾쇠들이 석곽 벽 가까이에
서 출토되었으므로 응당 그 내부 목곽 벽 위에 걸쳐진 개판의 끝 부분 쯤에서 서로를 연
결하는 꺾쇠를 박았다고 상정하였다. 그렇지만 목곽묘들의 경우에는 모두 목곽 벽에서
안으로 어느 정도 혹은 상당히 들어 간 위치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11호 석곽묘의 경우
와는 달리 횡가한 개판의 끝 부분 쯤이 아닌 위치, 이를테면 60호 목곽묘의 경우 외곽 벽
에서 안으로 1m 가까이 들어간 위치에 박은 것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는 애초에 복천동 11호분의 석곽을 외곽으로, 그리고 그 안의 목곽이라 파악한 것을
내곽이라 인식하고서 목곽묘 자료들을 바라보았더라면 생겨나지 않았을 어긋남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즉 이를테면 두 장변에서 출토된 꺾쇠들의 대응 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38호분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보강토 및 그에 연한 목곽을 (11호분의) 석곽에, 안의 꺾쇠
출토 구조물을 (11호분의) 목곽에 상응하는 것으로 설정했더라면 바로 그 꺾쇠들의 위치
가 복천동 11호분의 경우처럼 개판들을 상호 연결한 (내부) 목곽의 벽 상부 위치라고 해
석함으로써 한층 합리적인 자료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다시 말해 11호분 꺾쇠들의 출토 위치가 목곽 벽의 바로 상부에 해당한다고 보았듯이
목곽묘의 경우에도 그렇게 보았더라면 그 꺾쇠들의 위치는 그대로 목곽 안에 있는 어떤
시설물, 즉 내곽의 벽 상부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개판연결용설에서
특히 장변 꺾쇠들이 개판들을 서로 연결한 용도를 가졌을 것이라고 본 점은 더 없이 훌륭
한 착안이었지만 만약 그 위치에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바로 내곽의 존재를 인정하는

영남지방 3~5세기 목곽 구조 복원안들의 종합토론

59

성과로 이어짐으로써 금상첨화가 되었을 것이 아닌가 싶다.
더욱이 바로 밑에서 언급하듯이 외곽에 횡가한 개판의 끝은 그 벽 위에 있는 것이 아
니라 그 바깥 보강토 위로 더 뻗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개판연결용설의 목곽묘 외
곽 개판 연결 꺾쇠 추정 위치는 더욱 부자연스럽게 되고 만다. 물론 목곽묘의 경우 장축
을 가로질러 횡가한 외곽 개판들의 견고성을 높이기 위해 그랬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작업도 번거롭거니와 역학적으로 반드시 견고성을 높일 수 있는지도 의문
스럽다. 보강토 내연을 따라 존재한 벽 상부쯤에서 상호 연결하거나 아예 보강토 외연(즉
묘광 벽)에 가까운 끝 부위에서 상호 연결하는 것이 한결 자연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를테면 복천동 38호 목곽묘의 장변에서 출토된 꺽쇠들은 그 내곽의 벽 위에
서 끝나는 개판 端部들을 상호 연결한 정황을 나타낸다고 해석하는 편이 순조로운 것이
다. 물론 어떤 내곽의 경우에는 단벽의 너비가 좁아 오히려 장축을 따라 놓인 판재들을
단벽 쪽에서 상호 연결하고 장벽 쪽에서 목곽 벽에 결구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新내곽용설은 원래의 내곽용설에서 결구 방법을 다소 막연하게 상정한 약점을 보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꺾쇠를 사용하는 내곽이 새로이 등장한 기술적, 문화적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내곽용설에서 상정한 그런 매장의례의 장엄성 추구 경향에 더해 실제
적 측면에서 외곽 안에 놓인 목관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더 느껴 그 바로 바깥에 꺾쇠
를 이용한 내곽을 설치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는 없을까? 물론 이 경우에도 외곽
에는 꺾쇠를 사용하지 않는데 굳이 내곽에 그렇게 한 점이 바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는 외곽에 개판을 어떻게 덮었을지 상상해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다. 외곽
을 복개하면서 자칫 목곽 벽에 맞추어 재단한 판재들을 횡가하거나 목곽 벽에 사개가 물
리도록 결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반드시 그렇게 설정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싶다. 즉 묘광 내의 목곽 둘레에 그 벽 높이만큼 다져 채운 보강토 위까지 덮는 길이의 개
판을 걸쳤다고 상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 추정의 가부는 목곽묘 자료 자체에서는 결판이
나기 어렵다. 발굴 시에 충전토의 윗면에서 이를 확인해야 할 터인데 그것이 이루어진 사
14)

례는 寡聞이지만 없고 또 실제로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
다만, 복천동고분군의 초기 木蓋石槨墓인 93호분의 사례는 그 이전 목곽묘의 覆蓋 방
식을 거의 그대로 이은 것이라고 여길 수 있으므로 위의 추정에 방증이 된다. 보고서의
기술에 따르면 석곽의 두 장벽 위로 횡가한 木蓋의 끝부분으로 추정되는 곳 주위에 할석

14) 앞의 <그림 1>과 <그림 2>로 보건대 내곽용설과 목관용설의 논자는 외곽을 직접 덮는 개판이 곽 벽까지만 도달한 것으로 상정하
였다. 다만, 후자의 그림을 보건대 다시 그 위에 공간을 두고 또 하나의 개판을 묘광 위에 걸친 후 봉토를 덮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발굴에서의 증거를 토대로 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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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깔았는데 특히 東長壁으로는 묘광 벽에 붙어 석곽 측벽 최상단석보다 1단 정도 높게
할석이 한 줄 놓여 있기에 그것들은 역시 목개의 밀폐를 위한 것으로 보았다(釜山廣域市
立博物館 福泉分館, 1997: 17). 이 표현은 두 장벽에 걸쳐진 개판 끝부분이 바로 그 앞까지
닿았다고 상정함을 뜻한다. 좀 나중 시기의 사례이지만 지산동 73호분 보고서에서도 그
러했을 정황을 서술한 대목을 다음 장에서 보게 될 것이다. 다만, 경주 일원 목곽묘의 경
15)

우는 묘곽의 깊이가 거의 언제나 아주 얕은 상태로 노출 되기에 대개 애초부터 목곽 벽
이 지상으로 올라왔을 것으로 추정되어서 이와 다른 설명이 필요하기는 하다.
어떻든 외곽에는 개판을 덮고 따로 고정하지 않더라도 위의 봉토로 고정이 되는 반면
에 내곽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므로 다른 방도를 구해야 했을 것이다. 바로 그 방안으로
서 장부와 둔테를 이용해 목개를 벽에 짜 맞추는 대신에 편리하게 꺾쇠 또는 못으로 결구
하는 새로운 방법이 창안된 것은 아닐까? 이런 이유 때문에 무덤 자체의 규모나 내곽의
형태 혹은 크기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복천동고분군의
꺾쇠 출토 양상은 바로 이런 측면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을까? 물론 그 이전에도 내곽
이 있었던 사실 만큼은 분명하므로 이런 설명으로써 새삼 꺾쇠가 사용된 이유가 완전히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혹시 이전의 내곽이라는 것이 일종의 이중관과 같은 성격
이 강했다면 이제 이중곽과 같은 성격의 구조로 바뀌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지나친 추
측일까?
그리고 84호분의 예로 보건대 처음에는 외곽 벽에 잇대어 설치하기도 한 내곽에 앞에
서 언급한 식으로 꺾쇠를 사용했다가 이윽고 凹床을 한가운데 정격으로 설치하는 정형이
생겨나면서 본격적으로 이를 보호하는 구조를 지닌 내곽이 설치되고 꺾쇠도 다양하게 사
용되었을 것이다. 목관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만약 요상에 놓인 관의 형태를 위가 노출
된 船棺이었다고 가정하면 그런 요상이 설치된 이후로 더욱 커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 그래서 꺾쇠가 등장한 요인을 이렇게 해석함은 그런 상황 변화와 정합을 이룬다고도
할 수 있겠다.

Ⅳ. 고령 지산동 73호분 주곽의 꺾쇠와 내부 구조
지산동 73호분 주곽의 꺾쇠 출토 정황은 개판연결용설(실제로는 앞에서 내곽용설을 중
심으로 다른 설의 요소를 통합해 도출한 新내곽용설, 즉 꺾쇠=내곽 개판 연결 및 고정용
15) 하
 진호(2011: 217, 주 28)도 경주지역 목곽묘의 깊이가 얼마 되지 않는 것 또한 부산, 김해지역 목곽묘와 다른 특징 가운데 하
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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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복천동고분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
된다. 다만, 여기서는 복천동고분군과 달리 목곽의 장축 방향으로 덮인 개판들을 상호 연
결하였으리라고 여겨지는 꺾쇠들이 그대로 바닥에 내려앉아 장축을 가로질러 여러 줄을
지은 정황을 나타낸다. 이런 열을 지은 꺾쇠들 이외에 그 좌우에도 꺾쇠들이 위치하고 또
그와 더불어 못도 다수 출토되었기 때문에 구조 복원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꺾쇠 등이
과연 보고서의 서술대로 목곽(즉 외곽)의 개판들을 연결한 용도였다고만 보아야 할지, 아
니면 목관용설의 후고에서 추론했듯이 석곽묘 내 대형 목관의 존재를 나타내는지, 그도
아니고 외곽 안에 별도의 내곽이 존재했음을 가리킬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고분의 보고서(曺永鉉 2012)에서는 주곽의 구조에 대해 서술하면서 주변에 붙여 쌓
은 충전석재로 보아 목곽임이 분명하다고 못 박고 시작한다. 그 목곽의 구조 복원을 구체
적으로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관한 생각을 어느 정도 비치고 있다. 우선 꺾쇠와 관정
을 비롯해 주변부의 부장유물과 그 둘레 충전석면 사이의 간격이 15~25cm로, 특히 내부
출토 유물 중 가장 바깥에 定置된 상태인 토기의 저부들도 충전석 면에서 그만큼 떨어져
있어서 이를 목곽의 두께로 보았다.
문제는 목곽의 높이인데 보고서에서는 그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로 네 가지를 든
다(이하 <그림 10> 참조). 첫째, 충전석의 최고 높이는 2.4m인데 바닥의 敷石面에서 1.5m
내외 높이를 기준으로 그 위와 아래의 충전석이 정연성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아래로는
‘築石狀’과 ‘積石狀’이 혼재된 반면 그 위로는 거의 모두 ‘積石狀’이다. 둘째, 그 경계 부분
이 바로 두 장변부에 설치된 순장곽 2기의 개석면 위치이다. 셋째, 그 개석면 여러 부위
에서 목질흔이 검출되었다. 넷째, 북쪽 모서리의 장벽 목재 끝부분이 있었던 높이가 약
1.5m이다. 이런 네 가지 점을 종합해 볼 때 목곽의 높이는 바닥 부석면에서 약 1.5m로 판
단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목곽 표면의 규모는 길이 5.0m, 너비 2.1m, 높이 1.5m로 추정하
였다.

<그림 10> 지산동 73호분 묘곽 단축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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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한편 꺾쇠와 관정의 출토 상황에 대해서는, 목곽의 연결구인 꺾쇠와 槨釘 이 목곽 내
에서 거의 전면적으로 골고루 출토되었는데 꺾쇠 대다수는 열로 나타나 있고 또 脚部가
위로 항한 것과 아래로 향한 것이 혼재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보면 전자는 목개에 사용되
17)

었을 가능성이 있고 후자는 底板用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또 바닥에서 두꺼운 목질

이 확인되었는데 주피장자가 안치된 범위와 그 인접부로 한정된 점은 목관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보았다. 즉 목곽의 저판도 있었고 그 중앙부에는 목
관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考察’에서는 축조공정을 서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단계를 나누었다. 제4공정:
묘광 상면에 부석을 하고 주·부 목곽을 격리 설치한 다음 그 사이의 공간을 주곽의 주변
으로 인식하고 충전적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1차 적석의 높이는 목곽 높이의 거의 절반
에 해당하며 다음 단계인 목곽 상반부 (적석) 범위에 위치한 순장곽을 설치하기 이전 단
계이다. 제5공정: 순장석곽들을 설치하면서 그 높이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충전적석을 함
으로써 목곽 상단과 순장석곽 벽체 상단의 레벨을 맞추었다. 제6공정: 신변품을 패용·착
장한 무덤 주인공 안치와 의례·공헌제사, 식음료부장품·순장자 배치가 이루어지고 목
개 혹은 개석을 ‘橫架’한 다음 상부를 밀봉하였다. 제7공정: 묘광의 肩部까지 몇 차례 단계
별로 묘광 주변부의 충전벽석 범위를 따라 그 위로만 추가 적석을 하고, 이 추가 적석과
그것들로 둘러진 목곽 위의 공간 범위는 모두 점질토로 채웠을 것이다.
그런데 목관용설의 後稿에서는 지산동 73호분을 목곽묘가 아닌 석곽묘일 가능성도 결
코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는 다시 그 註에서 여러 상황을 검토한 결과 석곽묘로 보는 쪽
이 좀 더 합당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하였다(金斗喆 2013: 140, 주 27). 그리고 꺾쇠들은
열을 지어 출토된 모습과 그 이면에 남은 목질의 방향을 보면 장축 방향으로 놓인 개판들
을 상호 연결하는 용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았다. 이는 올바른 지적이다. 전고를 이은 논
고라 당연한 일이지만 이 고분의 주곽에서 출토된 꺾쇠 및 관정에 대해서도 그 용도를 목
곽이 아닌 목관에 쓰인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주피장자 주변부와 패용품의 상, 하면에
두껍게 남은 목질에 대해 보고자가 이 무덤을 목곽묘로 파악했기 때문에 석곽(보고서의
충전석 부위를 이렇게 해석한 것임) 벽 둘레 안쪽에 목곽을 상정함으로써 바닥에 도포된
朱의 존재나 목관의 존재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꺾쇠나 관정을 목곽의 결구에 사
용된 것으로 (잘못) 파악했다고 하였다.

16) 보
 고서의 유물 서술에서는 못 형태를 모두 관정으로 기술하였으므로 이 용어는 그것들 가운데 일부가 목곽용일 수 있다고 보고 쓴
용어인 듯하다.
17) 그
 러나 이는 그저 논리적 유추일 뿐 저판이 있었을 경우 과연 그 판재들을 꺾쇠로 연결할 필요가 있는지가 우선 의문이고, 만약 연
결했다면 곽 외에서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해서 바닥에 놓아야 하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했을지도 상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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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고에서 제시한 지산동 73호분 목관의 추정복원도는 <그림 11>(金斗喆 2013: 139)과
같은데 그 크기는 길이 260~280m, 너비 160~180m 정도로 폭이 매우 넓고 장대한 전형적
箱形木棺이라 파악
하였다. 그리하여 이
는 바로 김해 대성동
유적에서 추정한 목
관의 형태와 극히 유
사하다고 하였다. 그
러면서도 “실제로는
이보다 크기가 작아
도 무방하다. 모식
<그림 11> 목관용설 후고의 지산동 73호분 주곽 내 목관 복원도

도에서는 효과상 관

정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이들은 붕괴 시 자리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양 단벽
쪽 중앙이 무질서하게 더 튀어나 있는 것이 그러한 현상 때문으로 판단된다. 부장 토기도
범위 내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金斗喆 2013: 142, 주 29).
우선, 과연 이런 크기의 관을 상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느낌이 든다. 다시 말해
관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신 포장용이라는 점(李盛周·金眩希 2000)을 고려할 때 특
히 그렇게 넓은 관을 상정하는 것이 올바를지는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또 개별로 보고된
꺾쇠와 관정을 합
친 숫자가 247개인
데 그것들이 모두 하
나의 관에 쓰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 하기는
어쩌면 후고에서 이
를 염두에 두고 앞서
인용한 箱形棺의 모
<그림 12> 지산동 73호분 주곽 내 꺾쇠 및 관정 출토 양상 구분도

식도를 작성한 것인
지도 모르겠다는 생

각이 든다. 나아가 주곽을 석곽묘로 파악하다 보니 혹시나 그 안에 든 구조물은 목곽이
아닌 목관이라야 한다는 관념이 작용한 탓에 무리한 설정을 한 것은 아닌지 싶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석곽묘인 복천동 11호분 안의 구조물은 목곽이라 보아야 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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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굳이 그런 구조 관념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여겨진다. 설사 그 안에 관이 있었
다 하더라도 진·변한 초부터로 계산하면 이미 약 50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꺾쇠나 관
정을 사용하지 않고 결구한 목관을 써온 터에 판재들을 결구하기 위해 그토록 많은 꺾쇠
와 관정을 사용하였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보고서의 유물번호로만 보면 관정
74개, 꺾쇠 173개가 하나의 관에 쓰인 셈이니 말이다.
지산동 73호분 주곽에서 출토된 꺾쇠들은 이 장의 첫머리에서 언급했듯이 개판연결용
설대로 장축 방향으로 놓인 개판들을 연결한 용도로 주로 쓰였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
꺾쇠들이 외곽을 덮은 개판들을 그렇게 연결한 것으로 보기에 대단히 곤란한 점이 보고
서에서 서술되었다. 즉 목곽의 높이를 추정하면서 서술한 둘째 및 셋째 항이 문제가 된
다. 목곽의 높이는 敷石面에서 1.5m 내외인데 그 높이는 바로 두 장변부에 설치된 순장곽
2기의 개석면 위치이며 그 개석면 여러 부위에서 목질흔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다. 보고
서의 고찰 항에서 서술한 축조의 제6공정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는 橫架한 목곽 개판이 거
기까지 덮었던 흔적이다.
일단, 보고자의 관찰과 보고 내용을 取信한다면 이 횡가 개판들은 충전석재에 연해 존
재했던 목곽의 상부를 덮은 것들로 보아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바닥 꺾쇠와 관정들, 특히
전자는 오히려 둘레의 목곽과는 별도의 목제 구조물이 그 안에 있었음을 말한다고 해석
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줄을 지은 꺾쇠들이 놓인 방향을 볼 때 그것들은 ‘橫架’가 아닌
‘縱架’된 판재, 즉 개판들을 상호 연결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처럼 많은
수의 꺾쇠와 관정 등은 외곽 안에 다시 내곽 및 목관 그리고 여러 상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을 개판연결용설의 논자가 구획한 식으로 배치해 제시할 능
력은 없으니 몇 가지 단서들을 꼽아보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상상도만 그려보기로 한다.
<그림 11>과의 대비를 위해 앞에 배치한 <그림 12>는 꺾쇠와 관정의 출토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색깔로 구분했고 또 꺾쇠도 그 이면에 붙은 목질흔 방향에 따라 橫方向과
斜方向으로 다시 구분한 것이다. 이에서 파악되는 분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목관용설의 후고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대략 넉 줄로 장축을 가로
지른 꺾쇠 열들이 있다. 다만, 이 열들은 모두 가운데 장축을 따라 끊어진 듯한 분포 양상
을 띤다. 둘째, 이 꺾쇠들은 이면 목질흔이 횡방향, 즉 주곽의 장축 방향이다. 셋째, 그 이
외의 꺾쇠들은 주로 그 좌우 바깥의 가운데에 각각 군집한 양상이다. 넷째, 사방향 목질
흔이 남은 것들은 그림의 아래쪽 충전석재 면에 인접한 1점과 장축 한 가운데의 1점을 빼
고는 셋째 항에서 언급한 꺾쇠들과 대략 동일한 지점에 모여 있다. 다섯째, 관정이라 보
고한 것들은 대부분 꺾쇠 열들의 범위 바깥 좌우에 분포하는 가운데 셋째, 넷째 항에서
언급한 꺾쇠들 주변에 주로 모여 있다. 여섯째, 이 군집한 꺾쇠 및 관정 두 群을 장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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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연결하는 부위에서는 가운데 넉 줄의 꺾쇠 열들이 마치 끊어진 듯한 양상을 띤다.
위에서 열거한 꺾쇠 및 관정의 분포 특징들을 한꺼번에 모두 포괄해 설명해내는 내부
구조를 정확하게 상정하기란 至難한 일이다. 그래도 좀 과감하게 많은 상상을 보태어 추
측을 해보기로 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오른쪽 등의 방향은 <그림 12>를 기준으로 한 것이
다. 일단, 넉 줄의 꺾쇠들은 목관용설의 후고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것들을 박은 개판들이
장축 방향으로 놓였음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이는 내부 목곽의 개판들로 추정된다. 그 내
곽의 오른쪽 끝은 대략 대도 군집 바로 오른쪽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반대편은 토기 군
집 오른쪽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곳들의 사방향 목질흔 꺾쇠와 소위 관정들 가운데
일부는 개판연결용설에서 상정한 것처럼 개판을 목곽 단변에 결구한 것들로 추측된다.
다만, 사방향 목질흔 꺾쇠의 수가 다소 적어서 문제인데 혹시 그것들은 이 내곽 안에 놓
인 목관의 결구에 쓰였을지도 모르겠다.
내곽 안에는 목관이 놓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위치는 목곽 장축 한 가운데로 대도
두 점과 경식을 포함하는 너비 1m 전후 부위였을 것이다. 여기서 추측에 추측을 더한다
면 가운데 꺾쇠 열들이 끊어진 듯한 양상을 띤 이유는 내곽이 썩어 내려앉으면서 개판들
이 그 아래에 위치한 이 목관에 부딪혔기 때문은 아닌가 싶다. 이외에는 내곽 좌우에 頭
箱과 脚箱이 각각 있었고 또 오른쪽 아래 모서리 부위에는 순장자용 관들이 있었을 수 있
다. 이는 지산동고분군 순장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로 순장자에게도 묘곽을 마련해준 점
을 염두에 둔 설정이다. 물론 내곽의 목관 좌우(그림의 해당 부위 위와 아래)에도 邊箱이
있었을 것이다.

Ⅴ. 경주 구어리 1호분 및 2호분의 목곽 구조
구어리고분군 목곽묘들의 발굴
보고서는 간기가 2011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그 인용문에서 보듯
이 목곽묘 내 내곽의 존재를 부정한
견해(목관용설)는 참고하였으나 꺾
쇠 및 기둥 구멍에 대한 새로운 견
해(개판연결용설)는 참고하지 못한
듯하다.
<그림 13> 구어리 1호분 주곽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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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혈주부곽식 목곽묘인 구어리

1호분의 주곽은 풍화암반에 길이 624cm, 너비 340cm, 깊이 20cm인 장방형 구덩이를 일
차로 판 후 다시 그 안에 길이 460cm, 너비 160cm, 깊이 20~30cm로 파서 이중 구덩이를
마련한 데다 설치하였다. 하단 묘광의 둘레를 따라 기둥 6개를 대략 같은 간격으로 세
운 구멍이 있고 그 바깥에 면해 곽을 설치한 흔적이 바닥에 남아 있었다. 그 크기는 길이
522cm, 너비 190cm이며 평면은 ‘ㅍ'자 형태이다(<그림 13>).
단곽식 목곽묘인 구어리 2호분의 묘광은 길이 540cm, 너비 290cm, 잔존 깊이 80cm이며
그 안에 길이 450cm, 너비
210cm 정도의 곽을 설치했
던 흔적이 바닥에 남아 있
었으며 다시 그 안에 설치
했던 구조물의 바닥 흔적이
서쪽 일부만 남아 있었는데
마침 端部가 온전히 잔존해
서 너비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으니 98cm 정도로 파
악된다. 추정 길이는 290cm
18)

이다(<그림 14>) .

<그림 14> 구어리 2호분 묘곽 평면도

보고서에서는 구어리 1호
분 주곽의 외곽 안에 목관 대신 내곽이 놓였던 것으로 상정하였다(하진호 2011). 이는 역
석상의 가운데 빈 곳 발치 쪽에 정치된 양이부호의 존재를 고려하면서 같은 고분군의 2호
분에서 보이는 현상을 참고한 것이
었다. 이에 따르면 하단 묘광 안 바
닥 둘레로 10~30cm 크기의 천석들
을 두어줄 정도 깔고 그 안에 길이
410cm, 너비 80cm의 내곽을 설치
한 것이 된다(<그림 15>).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목관용설
을 인지했으면서도 주조철부 및 철

<그림 15> 구어리 1호분 보고서의 내곽 복원도

18) 구
 어리 2호분을 구성한 유구 각 부의 수치는 보고서 114쪽의 서술에 혼선이 있어서 도면 등을 기준으로 일부 수정한 수치이다.
또 1곽의 주곽 및 2곽의 평면도에 표시된 보강토 선은 둘 다 아마도 최초 노출 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목곽 흔
도면을 우선시한다면 본고 <그림 13>에 목곽 흔과 겹쳐 나타낸 도면에서 일부 보강토선이 그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이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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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등으로 이루어진 凹床에 놓인 관의 존재는 받아들이지 않고 내곽만 설정했는데 그러
면 그 안에 놓인 철기들이 장축을 따라 함몰된 양상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또 앞에서 언
급했듯이 관이 없는 이중곽 구조가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한편 그 내곽이라는 것의 너비
가 좀 좁은 느낌을 준다. 더욱이 꺾쇠(<그림 15>의 검게 칠한 것)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그 추정 내곽의 범위를 많이 벗어난 위치에서 나온 점도 설명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앞의
장에서 통합한 복원안에 따라 내곽 안에 반드시 목관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목
관의 길이는 철모와 주조철부가 깔린 범위 정도(약 240cm)였고 내곽의 벽은 꺾쇠의 출토
위치로 보아 안의 목관을 한 가운데 두고 좀 더 바깥에 존재하였으며 그 너비는 발치 쪽
에서 출토된 꺾쇠 세 점을 포함하는 너비, 즉 1m를 조금 넘는 정도였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외곽에는 저판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부에 2단 굴광을 해서
주체부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구어리 2호분은 이런 관·내곽·외곽이라는 목곽 구조 설정이 아주 적합함을 잘 보여주
는 사례로 여겨지는데 우선 관이 아닌 내곽이 남긴 것이라고 보아야 할 흔적이 외곽 안 바
닥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만, 역석상은 요상은 아니고 平床이다. 내곽 흔은 보고서의
추정 복원도인 <그림 16>에서 보듯이 머리 쪽인 동쪽으로 치우쳐 위치하는데 그 내부 바
닥에 역석들이 깔리고 양단에 토기들
이 안치되어 있어서 그 토기들 사이
를 목관의 범위로 볼 수 있다. 다만,
19)

꺾쇠가 9점이 나왔는데

그 장변에

는 적고 오히려 발치 쪽인 서쪽 단변
쪽에만 4점으로 많이 분포한 양상이
다. 위치 불명의 한 점을 빼고 좀 억
지를 부린다면 장축을 따라 놓인 내
<그림 16> 구어리 2호분 보고서의 내곽 복원도

곽 개판의 장변 쪽은 내곽 벽에 결구

를 하고 두 단벽 가운데 발치 쪽에서 내곽 벽에 고정했던 것은 아닌가 싶다. 내곽 안의 양
단 토기들은 頭箱과 脚箱에 넣어 안치했을 것이다.
한편 구어리 1호분에서 요상에 맞게 곡면을 띤 선관 형태나 통나무관 형태의 목관이 놓
였다고 볼 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다름 아니라 구어리 1호 발굴자의 현장 관찰을 존
중한다면 요상에 놓인 철모의 아랫면에서 목질흔이 확인된 것이다. 보고자는 자신의 구
조 해석 관점에 따라 이를 내곽 하판 흔적으로 파악하였으나(하진호 2011) 그 요상의 곡

19) 그림에는 8점만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 1점의 위치는 보고서 도면에서도 확인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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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생각하면 수용하기 어렵다. 목관의 존재를 전제로 할 때 상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 정도이다. 첫째, 그 凹狀의 粘土床에 맞추어 세로 길이의 판재를 깔고 그 위에 철
모와 주조철부 등을 배치한 후 다시 그 위에 시신이 든 목관을 놓았다고 상정하는 것, 둘
째, 그런 철기들 위에 바로 시신을 그대로 안치했다고 상정하는 것, 셋째, 목관을 점토 요
상에 놓고 그 안에 예의 철기들을 깐 후 시신을 안치했다고 보는 것이다.
제2안은 목관의 존재를 배제한다는 점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고 볼 때 제1안을
취하려고 해도 다소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제3안의 가능성을 더 크게 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구어리 1호분보다 오래 전의 무덤이기는 하지만 경주 사라리 130호 목
관묘에서 목관 안에 판상철부를 깔고 그 위에 시신을 안치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철모들이 목곽묘 바닥에서 철도 침목처럼 출토된 사례가 있는 경주 덕천
리유적의 동혈주부곽식 세장방형 목곽묘의 사례를 이와 관련지어 고찰해볼 수 있다. 이
미 개판연결용설의 논자가 꺾쇠가 출토되기 이전 단계 목곽묘의 구조에 대한 그의 前稿
에서 이 덕천리유적을 분석하면서 鐵矛床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다루었다(崔鍾圭 2010:
26). 그 위에 관을 올린 것인지 아니면 殮을 했거나 그러지 않은 시신 그대로를 눕혔는지
는 不明이라고 하면서 정황으로 보았을 때 관 안에 철모상을 깔고 그 위에 염습한 시신을
안치했거나 철모상 위에 그대로 염습한 시신을 안치했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그렇
지 않고 철모상 위에 목관을 올렸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추정하면서 그렇기는
해도 이는 정황론에 불과하며 어느 쪽인지 특정할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고 하였다.
또 구어리 1호분에서는 외곽 바닥 흔적에 연해서 기둥 구멍 여섯 개(앞의 <그림 13>)가
확인되었다. 이처럼 목곽묘에서 확인되는 기둥 구멍은 네 개인 경우와 여섯 개인 경우,
그리고 두 개인 경우가 있는데 모두 두 장변에 서로 대응하는 위치에 나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내곽용설에서는 이 기둥 구멍들을 일괄해서 외곽 보강용 기둥을 세운 흔적으로
보았고, 목관용설에서도 매장과정을 구체적으로 복원하면서 木柱를 세우고 그 바깥에 목
곽의 측판을 대며 사방의 측판들을 조립한다고 하였으니(金斗喆 2010: 162) 이와 동일하
게 보는 의견이다. 한편 개판연결용설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네 개의 기둥 구멍으로
한정해 ‘풍비혈’이라는 설을 내놓았다.
구어리 목곽묘 보고서에서는 이 구멍의 용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곽 바닥 조성에 필
요한 천석들이 주혈을 일부 덮고 있는 점으로 보건대) 그에 세운 기둥들은 외곽을 조성
할 때 설치되었다가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다. 즉 그런 구멍들은 기둥이
쓰였음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외곽의 한 구성 요소로서 목곽 안에 그대로 남았던 것이 아
니라 목곽 벽을 구축할 때만 쓰인 기둥의 잔적이라 본 것이다(하진호 2011: 217). 발굴 시
의 현상으로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여겨진다. 복천동 54호분 보고서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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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곽의 축조 시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다소 모호하게 표현(釜山廣域市立博物
館 福泉分館 2001)하기는 하였으나 역시 같은 견해인 듯하다. 그것은 앞 <그림 9>에서 보
았듯이 바닥 역석들이 기둥 구멍들을 전면적으로 덮고 있기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어리 1호분의 경우에는 천석들이 구멍을 전면적으로 덮은 것은 아니고 평면
상 일부만 중복되는 듯해서 달리 볼 여지는 있다. 즉 기둥이 외곽 벽에 붙여 세워진 채로
매장이 끝나고 봉분 조성까지 되었지만 유적이 폐기된 후 변형 작용이 일어나면서 곽과
함께 썩어 없어졌고 그와 더불어 천석들이 일부 움직인 탓에 무너져 내린 봉토 흙으로 메
워진 그 구멍 일부를 원래 덮었던 듯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곧 서술하듯
유사한 양상을 띤 사례로 기둥 구멍 안의 토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복천동 38호분의 경
우가 있다.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니고 풍비혈일 가능성도 남아 있다. 사실 기둥 구멍들이
역석으로 덮여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둥들이 (네 개인 경우 풍비용인지 아니면) 축조
용인지 보강용인지는 그 내부에 차 있는 흙에 대한 조사로 판가름할 수밖에 없다.
복천동 60호분의 경우(<그림
17>)(釜山大學校博物館 1996)에
는 역석이 구멍 주연을 일부 덮
고 있기는 해도 마치 그 기둥
둘레로 붙여 깔았던 듯 구멍을
중심으로 한 부위에는 역석이
빠져 있어서 그 구멍들이 풍비
<그림 17> 복천동 60호분의 역석상과 기둥 구멍의 배치도

혈의 기능을 했을 수 있다고 여
겨진다. 같은 4혈식인 38호분의

경우에도 역석들이 이보다는 구멍 선 안쪽으로 물고 들어와 있기는 해도 기본적으로는
덮지 않은 듯한 양태이다. 이런 사례들은 풍비혈 아니면 보강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어
느 쪽인지는 기둥 구멍 내부의 토층 양상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구멍에 대한 조
사 결과가 상세히 기술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이 문제이다.
그런데 마침 복천동 38호분 보고서에서 이를 자세히 언급(福泉博物館 2010: 32)하고 있
으므로 보기로 하자. 주혈의 바닥 부분은 완전히 외곽 내면과 면하였다. 이는 기둥 구멍
을 굳이 풍비혈로 보려는 데 불리한 요소이다. 풍비 기둥을 세운다면 반드시 그렇게 외곽
벽에 붙여 세울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외곽 벽을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는 방식으
로 풍비 기둥을 설치했던 것이라면 그럴 수도 있기는 하다. 그리고 구멍 안은 함몰된 봉
토 제Ⅳ층의 흙으로 채워져 있었다고 하면서도 다시 그 내부의 기둥 둘레로는 갈색 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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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황색 사질토를 채워 매우 단단히 다졌다고 한 것으로 보건대 그 봉토란 기둥이 썩은
뒤에 들어온 흙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풍비혈이라면 일단 외곽 벽을 축조하고 풍비 기둥을 외곽 벽에 밀착을 시키든 않
든 세운 후 내부의 棺床을 포함한 역석 바닥을 완성하고 하관을 끝냄과 더불어 그 기둥을
제거하고 나서 그 구멍 부위를 흙으로 채웠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풍비 기둥을 세웠다면
그 구멍의 토층에 기둥을 세운 보강토가 제대로 남아 있다거나 기둥이 썩어 없어진 흔적
은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적어도 복천동 38호분의 사례는 그 기둥 구멍에 외곽 보강용
의 기둥을 세웠음을 가리킨다 하겠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풍비 기둥을 이런 목곽 벽
보강용을 겸해 네 지점에 설치해 하관을 하고 나서 그 기둥을 목곽 벽 높이로 잘라내고
외곽 개판을 덮은 후 봉분을 조성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Ⅵ. 後言
장례습속은 당연히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변화하지만 같은 시기일지라도 지역 사이의
변이는 더욱 크다고 본다. 그러므로 논제에서 ‘영남지방’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그렇다고
신내곽용설이 영남지방 3~5세기 목곽묘 모두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
다. 다만, 적어도 본고에서 검토한 사례들에서는 상당한 타당성을 지님을 알 수 있었으므
로 소기의 목적은 이루었다고 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이 논문은 내심 다음
과 같은 부수 목적도 품고서 기초한 것이었다.
첫 번째로, 근년에 발표되는 소장학자들의 글에서 기왕의 연구를 검토하는 행태를 보
고 적지 않은 우려가 느껴지기에 그 점을 환기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녔다. 다름 아니고
논문이면 으레 서두에서 행하게 되는 기존 연구의 검토에서 요컨대 결론적으로 무엇을
주장했는지에만 관심을 두고는 해당 연구의 전제가 과연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지, 논지
전개 과정에 논리적 비약이나 모순은 없으며 논리의 전후 연결고리는 튼튼한지 등을 세
심하게 살피고 그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통찰력을 심화하는 노력을
별반 기울이지 않는 풍조가 거의 일반화되다시피 한 것이다. 그저 형식적으로 각 연구의
결론만을 성급하게 요약, 열거한다거나 심지어는 다른 연구자가 요약 혹은 열거한 내용
을 전재한 것은 아닌가 싶은 사례조차 있는 듯하다.
이는 아주 개탄스럽다 할 만한 풍조로서 고고학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여
겨진다. 아니 앞으로 커다란 저해 요소가 될 듯싶다. 왜냐하면 학문의 진보는 언제나 기
왕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나아가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

영남지방 3~5세기 목곽 구조 복원안들의 종합토론

71

이다. 그래서 기왕의 연구를 요모조모 뜯어보고 음미할 필요, 말 그대로 천착을 해볼 필
요가 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하나의 예시로써 조금이나마 새로운 풍토를
진작해보자는 계발적 의미에서 이 글을 기초한 것이다. 꺾쇠의 기능에 바탕을 두고 제시
된 세 가지 복원안을 요약하면서 각각의 핵심 내용을 논자의 원문대로 거의 인용하다시
피 하는 식으로 서술한 소이가 여기에 있다.
한편으로, 이런 취지와 더불어 고고학 자료 자체가 요즈음의 연구사 검토 풍조처럼 어
떤 학설이 일언지하에 틀렸다느니 맞다느니 할 정도로 결코 단순치 않음도 보여주고 싶
었다. 누구의 연구든 특별한 예외를 빼고는 대개 나름의 장, 단점을 지니므로 항상 진지
하게 읽을 필요가 있음을 다시금 첨언해둔다.
두 번째로, 흔히들 ‘유적이 말을 해 준다’고 하듯이 고고학 연구의 과정이 순전히 귀납
적으로만 진행되는 듯 착각하는 데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발하자는 것이었다. 고고
학 연구는 물질 자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칫 귀납적으로, 즉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환상을 가지기 쉽다. 물론 자료의 축적에 따라 이해가 달라짐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적은 그래도 말이 없다. 바꾸어 말하면 말을 하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 실은 ‘유적이
말을 해 준다’고 하는 話者가 유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만드는 형식으로 자신의 말을 하
는 것이 고고학에서의 해석이다. 이런 해석은 일부 자료들을 보고 귀납적으로 도출한 잠
정적 결론을 갖고서 다시 연역적으로 자료들을 검정해 일반화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런 과정을 따라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면 그 일반화가 성급한 것이었는지 아닌지가 드러
날 것이다. 본고는 이런 고고학 연구 과정의 본질적 성격을 한번 예시해보고자 하는 또
한 가지 계발적 목적을 갖고서 마련한 것이었다.
다만, 위와 같은 언외의 목적을 품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논자들의 논리
적 취약점을 지나치게 까발리고 끄집어내어 거론한 탓에 실례를 범하지 않았나 하는 생
각도 들기에 부디 양해해 주시기를 빈다. 그 과정에서 인용 부분의 문투를 다듬느라 혹시
라도 잘못 옮기거나 해당 說의 본뜻을 곡해해 표현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순전히 필자의 책임이다.
▶논문접수일(2015.12.1) ▶심사완료일(2016.2.6) ▶게재확정일(20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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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irtual comprehensive discussion of recent
reconstructions for the structure of wooden
chamber tomb in Yeongnam region of the 3-5
centuries AD based on iron cramps’
distributional patterns
Hee-joon Lee

(Dept. of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For the inner structure of wooden chamber tomb in Yeongnam region of the 3-5

centuries AD, three hypothetical reconstructions based on the iron cramps' distributional
patterns on the chamber ﬂoor have been proposed during the last ten years. According to the
earliest reconstruction, there was an another inner wooden chamber without a cofﬁn within

it. The second one points to the existence of a cofﬁn hooked up with iron cramps, but denies

an inner wooden chamber around it. The last and third reconstruction agrees on the existence
of a cofﬁn, but denies the possibility of existence of any inner structure using iron cramps.

Instead, it proposes to allocate to those iron cramps the function of connecting and ﬁxing the
covering boards of the outer chamber.

After the strong and weak points of reasoning of apparently contradicting three

reconstructions having been analysed, an integrated new hypothesis is proposed, which

presumes that an inner chamber covered with boards connected and ﬁxed with iron cramps
had a cofﬁn in it and they were surrounded with an outer chamber without those cramps.

This new integrated reconstruction together with other three competing ones,

especially the third reconstruction were tested against the original data of Bokcheon-

dong Tombs site on which these had been based. As a result, while the third reconstruction

revealed an inconsistent methodology and contradictions among data applications, the new
reconstruction fitted well into the data. Furthermore, this reconstruction was also tested

against two other data from Jisan-dong Tumulus no.73 at Goryeong and Gueo-ri wooden

chamber tombs at Gyeongju respectively. These tests proved to be successful, thereby
strengthening the persuasive power of the new reconstruction.

Key words : reconstruction of wooden chamber tomb, iron cramp, inner chamber, coffin,

covering board, Bokcheon-dong Tombs site, Jisan-dong Tumulus no.73, Gueori wooden chamber tom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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