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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Gabala 유적은 Garachay와 Juvurlu강에 의해 형성된 침식대지 위에 축조된 성곽도시로서
유적의 중앙을 지나는 길을 경계로 Gala 유적과 Salbir 유적으로 구분된다. 본고에서 소개할 무
덤은 Salbir 유적 내의 일부 구간에서 피트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수 기의 무덤에 해당한다.
무덤은 성벽 축조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면 고르게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며, 무덤 축조 이
후에 형성된 공공 건물지, 도수관, 수혈 등의 중세시기에 해당하는 유구에 의해 미조사된 부분을
고려한다면 더욱 밀집되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Salbir 유적에서 엔틱에 확인된 무덤의 형
태는 기존의 북쪽 성벽 조사에서 토광묘, 와관묘의 존재가 밝혀진 바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동

북아지역의 地下式 橫穴墓1) 의 구조와 유사한 Catacomb의 실체가 확인되었다. 본고에서는 확
인된 수 기의 Catacomb 중 玄室과 연도(墓道)의 구조가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는 Catacomb
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地下式 古墳, 地下式廣, 竪口橫穴 등으로 불리며 지표에서 1m 혹은 수 m의 깊이로 수혈을 굴착한 후 그 바
닥에서 가로로 穴을 굴착하여 축조한 것이다. (齊蕂忠, 1982, 『日本考古學槪論』, 吉川弘文館, 石川恒太郞,
1973, 『地下式古墳の硏究』, 帝國地方行政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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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albir 유적 서벽구간 Catacomb 분포도 (축적:1/400)

II. 1호 Catacomb
S1W6 그리드의 북동쪽 모서리 부근에 위치하며 피트별 조사로 인해 연도는 일부 미조사되
었다.

연도는 풍화암반토의 상부에 형성된 엔틱 생토층(礫층)을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고 조성되었

사진1  1호 Catac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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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도의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규모는 길이 170cm, 너비 100cm 정도이다. 내부는 정
선된 흙을 채워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에서 현실로 이어지는 부분은 안쪽으로 20cm 정도
오목하게 들어간 후 현실이 마련되었다. 연도와 현실의 바닥의 높이는 동일하다. 현실은 연도에
서 남쪽으로 진행된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바닥은 평평한 편이다. 천정은 반구상의 돔 형태로
굴착한 구조이다. 규모는 길이 155cm, 너비 195cm 정도이다. 현실의 입구에는 문틀 구조의 현
문이 마련된 것으로 보아 목재로 제작한 폐쇄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현실의 서쪽 부근에서 고배를 비롯한 토기류 11점, 버클 1점, 청동 반지 1점, 중앙부
에서 버클 1점, 청동 팔찌 2점, fibula 2점, 구슬 673+α점, 동쪽 부근에서 호 1점이 출토되었다.

III. 3호 Catacomb
N1W3 그리드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있고, 남쪽 벽면에 위치하며 후대에 조성된 중세 수혈에
의해 상부가 파괴되었다. 토층 양상을 볼 때 최소 2번에 걸쳐 추가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1차 매장의 연도는 엔틱에 해당하는 흑갈색 사질점토의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평
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규모는 길이 84cm, 너비 41cm 정도이다. 연도에서 북쪽으로 현
실이 진행되며 현실은 연도에 비해 20cm 정도 낮게 조성되었다. 현실의 평면형태는 말갈장방형
이며 바닥은 평평한 편이다. 천정은 후대 수혈에 의해 파괴되었지만, 반구상의 돔 형태로 추정된
다. 규모는 길이 190cm, 너비 105cm, 높이 142cm 정도이다. 현실 내부에서 목판의 일부가 출
토되었는데 매장주체부는 목재를 사용한 시설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규모는 길이 138cm,
너비 90cm 정도이다. 유물은 파수부병 1점과 청동 반지가 출토되었으며, 인골편 일부가 확인되
었다.
2차 매장의 연도는 1차 매장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 단을 지어 조성하였으며 내부에서 중세
전돌편 등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후대에 조성된 수혈의 내부토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실
내부에는 대형의 옹관을 사용하여 피장자를 굴장하였다. 인골은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두
향은 동남쪽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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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3호 Catacomb

IV. 8호 Catacomb
S1W2 그리드의 중앙에 위치하며 후대에 조성된 중세 수혈에 의해 연도의 일부가 파괴되었
다. 토층 양상으로 볼 때 최소 2차례에 걸쳐 추가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연도와 현실의
주축방향은 거의 일치한다.
1차 매장 시 연도는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현실은 연도에서 서쪽 방향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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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8호 Catacomb

된다. 연도의 형태는 세장방형으로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최소 4차례의 단을 형성하고 있
다. 2차 매장 시 연도의 경우 정확한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1차 매장 시의 연도를 동일하게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토층양상으로 볼 때 1차 매장 시 연도와는 달리 약 30~45° 정도
경사로 굴착하였다. 규모는 길이 465cm, 너비 170cm, 깊이 약 466cm 정도이다. 내부토는 연도
에서 현실로 경사지게 퇴적되어 있다. 1차 매장 시 현실의 규모는 길이 297cm, 너비 221cm, 높
이 295cm이다. 바닥은 평평하며 천정은 반구상의 돔 형태의 구조를 가진다. 내부토에서는 1차
매장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청동흔이 부착된 두개골 편과 엔틱 토기편 및 철기, 금제 장신구
가 확인되었다. 현실의 벽면을 따라 명황갈색 암반토가 다량 포함된 경도가 강한 보강토가 확인
되는데 목재시설을 사용한 방형의 매장주체부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현실의 남쪽에서 파수부호 1점, 파수부병 1점, 코인 1점, 청동제 2점, 철기 7점 출토
되었으며, 북서쪽 모서리 부근에서 약 50점 가량의 철촉이 출토되었으며, 북쪽으로 석재를 뚜껑
으로 사용한 대형 호 1점, 파수부병 1점, 파수부호 5점, Roman glass 2점, 철제 쌍지창, 등자 및
다량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토기 내부토 확인 결과 대형 호 내부에서 발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 1개와 장신구 1점, 파수부호에서 동물뼈가 소량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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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9호 Catacomb
S1W6 그리드의 북동쪽에 위치한 13호 수혈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유구는 2호
Catacomb의 서쪽 연도의 일부를 파괴하고 후대에 조성되었다.
연도는 엔틱에 해당하는 흑갈색 사질점토의 기반층을 굴착하고 조성하였으며, 현실는 연도에
서 북쪽 방향으로 진행된다. 연도는 현실에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 위치한다. 연도의 형태는 장
방형이며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고 바닥은 현실 쪽으로 약간 경사졌다. 규모는 잔존 길이 270cm,
너비 120cm 정도이다. 내부는 대부분 수평적으로 퇴적된 상태이다. 내부토에서는 엔틱에 해당
하는 소량의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현실은 연도에서 82cm 정도 아래에 조성되었다. 현실의 규
모는 길이 208cm, 너비 217cm, 높이 288cm 정도이다. 현실의 평면 형태는 말각방형이며 바닥
은 평평한 편이다. 천정은 반구상의 돔 형태의 구조를 가진다. 현실은 후대에 조성된 중세 수혈
로 인해 바닥에서 ⅓지점까지 굴착된 상태이며 천정은 원형으로 파괴되었다. 현실의 바닥에서
25~30cm 상부에서는 벽면을 따라 폭 25cm 정도의 보강토가 확인되는데 목재를 사용한 매장시
설로 추정된다. 내부 규모는 길이 123cm, 너비 177cm, 높이 30cm 정도이다. 연도 북쪽의 단벽

사진 4  9호 Catac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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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근에는 mud bricks을 횡방향으로 쌓아 현실을 폐쇄하였다. mud bricks은 최대 5단 정도 잔
존한다.
유물은 현실의 남동쪽 모서리 부근에서 호 1점, 파수부호 1점이 출토되었다. 현실의 내부토
에서 Roman galss편, 구슬 106점과 다량의 엔틱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VI. 13호 Catacomb

사진 5  13호 Catac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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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W2 그리드 동쪽 벽면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8호 Catacomb과 동쪽으로는
14호 Catacomb과 직선상으로 위치한다.
연도의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40cm, 너비 80cm 정도이다. 연도의 서쪽 방향으
로 현실이 진행되며 현실은 연도에 비해 50cm 정도 낮게 조성되었다. 연도와 현실 사이에는 점
토 덩어리를 사용하여 현실을 폐쇄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실은 후대에 조성된 중세 수혈에 의해
북쪽 부근의 일부가 파괴되었다. 규모는 높이 180cm, 너비 210cm 정도이다. 현실의 평면 형태
는 원형이며 천정은 반구상의 돔 형태이다. 내부는 흑색의 부식토가 채워져 있는데 후대에 조성
된 수혈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현실의 바닥에는 인골이 1구 확인되었는데 두향은 남쪽 방향이다. 인골은 側臥屈葬의 자세

이다. 유물은 인골의 척추 부근에서 유리 팔찌가 출토되었으며, 현실의 남쪽 벽면 부근에서 대형
의 양이부호 1점, 파수부호 4점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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