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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고분의 규모와 부장유물은 피장자의 사회적 신분 또는 지위를 나타내며, 나아가
지역간 발전정도를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이다. 이러한 고분 자료를
분석하여 매장과 관련된 행위를 추적하면 묘제상에 반영되는 당시 사회의 형태, 조직,
발전 정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다.
경주지역의 자연·지리적 환경과 고분의 분포를 고려하여 공간 구성을 구분하면 6개
권역으로 나뉜다. 6개 권역에 분포하는 고분들을 규모와 부장유물 조합상 등을 검토한
결과 고분과 고분군간에는 모두 9단계의 위계구조가 확인되었다. 그 결과 Ⅰ급-중심권역
〉 Ⅲ급-남부권역·서부권역 〉 Ⅴ급-북부권역·동남부권역 〉 Ⅶ급-동남해안권역 순으로
위계구조가 나타나고, 상위위계와 하위위계 간에는 묘제와 부장유물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차등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권역별 고분의 위계구조는 시기별로 특징을 가지며 나타난다. 적석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를 조영한 지배집단은 1~3기를 거치면서 점차 확대되고 규모와
부장유물에서 위계화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배집단의 위계화는 이전 시기부터 있었지만
적석목곽묘 조영기에 보다 세분되며, 규모와 부장유물에서 위계가 관찰된다. 특히
3기에는 거의 모든 지배집단에서 적석목곽묘를 축조하고, 수혈식석곽묘의 수가 크게
증가하며, 등급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후 4기에는 적석목곽묘의 조영은 점차
축소되고, 5기에는 적석목곽묘가 더 이상 조영되지 않고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고분의 위계에 따라 당시 지배집단의 정확한 등급을 알기는 어렵지만 A급에서 I급으로
갈수록 상위지배자에서 하위지배자에 해당하며, 피장자 생전의 지위가 그대로 고분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권역별 지배집단의 성격이 고분의 위계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분의 규모, 부장유물 등은 경주 중심권역과 주변권역
사이에 큰 차이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경주 주변권역은 고분의 규모와 부장유물
등에서 중심권역의 직·간접적인 규제를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적석목곽묘, 수혈식석곽묘, 위계구조, 등급, 변천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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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나라 고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 고분의 연구는 가장 활발한 연구가 진행된 분야라
할 수 있다. 특히 신라고분의 경우 일제 강점기부터 발굴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많은 자
료가 축적되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라고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리하여 고분의 분포상과 묘제의 변천상을 통해 영성한 문헌자료를 보충하면서 신라사회
의 문화 전반을 이해하고 신라지역에 존재한 정치체의 실체를 밝히는데 기여한 바가 컸
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신라지배층의 묘제인 적석목곽묘의 연구에만 편중되
어 신라고분을 통한 사회계층 연구나 문화상 등은 신라지배층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국한
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신라고분에 대한 연구 경향은 고분의 입지조건, 봉토와 호석의 유무 등의 외형적인 구
조와 묘곽의 규모, 평면형태, 축조방법 및 재료, 개석과 관·곽의 유무, 유물부장형태 등
의 내부적인 구조를 중심으로 연구된 고분의 구조에 대한 연구(姜賢淑 1992; 崔秉鉉 1992;
曺秀鉉 2003), 출토유물의 형식적 변화와 속성분석을 통해 단계와 편년을 설정하여 당시
사회를 복원하려는 부장유물에 관한 연구(朴普鉉 1995; 李尙律 1993; 李漢祥 1998; 李熙濬
1997; 趙榮濟 1990), 고분의 구조적 속성과 부장유물의 형식적 변화와 속성분석을 통해 고
분의 기원을 밝히고자 하는 기원에 대한 연구(李盛周 1999; 李熙濬 1996; 崔秉鉉 1992), 고
분 자료를 바탕으로 속성을 분석하여 위계화를 설정하거나, 고분군간의 관계를 구분하여
고분의 위계구조와 집단간의 성격과 양상 등의 비교를 통해 당시 사회의 구조와 문화 변
천상 등을 밝히고자 하는 집단의 성격에 관한 연구(金龍星 1998, 1999; 이동욱 2007; 李盛
周 1999)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현재까지 발굴된 고분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었으나, 당시의 사회구조, 계급의 분화, 각 단위집단의 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였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들이 대부분 경주 중심부에 위
치한 대형 고총고분들 중심의 연구들이었고, 경주 이외의 지역에서도 대형 고분을 중심
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경주지역의 고분 자료는 그 수가 다른 어떤 자료보다 많고,
고분이 당시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조성되었고, 한 곳에 고분이 계속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당시의 사회상을 파악하는 자료로서 적합하다. 고분 자료는 시간과
공간의 특정 지점에서 행하여졌던 매장행위의 결과로써, 고분의 구조와 부장유물 및 인골
자료 등은 그러한 매장행위가 일어났던 당대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자료에 대한 계량적이고 질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매장과 관련된 행위를 추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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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당시 사회의 형태, 조직, 발전 정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서 경주지역의 5~6세기 고분 자료를 분석하여 묘제상에 반영
되는 사회집단의 성격이해에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신라의 왕도인 경주지역을 자연·
지리적 환경과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권역을 구분하고, 고분의 규모와 출토된 부장품 등
을 기준으로 고분 및 고분군들의 위계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분의 위
계구조를 종합하여 당시 고분의 변천양상과 성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 고분의 분포 권역과 편년
1. 권역 설정과 유적 현황
경주지역에 대한 지리적 구분에 대해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경주지역
의 수계와 지형을 고려한 자연·지리적 환경과 문헌자료, 기존의 연구성과(이청규·김대
환 2000: 1; 이동욱 2007: 13-19; 최수형 2014: 33-36) 등을 검토하여 경주지역을 구분하여
권역을 설정하고자 한다.
경주지역은 자연·지리적 환경에 의해 세 강의 지류로 둘러싸이는 저지대 분지로 이루
어진 경주분지와 그 중심지 바깥으로 하천변을 따라 길게 이어진 산간계곡의 대지가 형
성되어 있는 경주 주변지역으로 지리적 공간을 구분할 수 있다. 경주 주변지역은 남쪽의
형산강 상류로 이어지는 언양 방면의 곡간, 서쪽의 대천으로 이어지는 영천 방면의 곡간,
북쪽의 형산강 하류로 이어지는 포항방면의 곡간, 동남쪽의 남천으로 이어지는 울산 방
면의 곡간, 토함산 동쪽의 동해와 면하는 감포지역으로 지리적 공간을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경주지역의 자연·지리적 환경과 고분의 분포를 고려하여 경주지역의 공간 구성
을 경주분지 일원의 중심권역, 내남면 일원의 남부권역, 건천읍 일원의 서부권역, 천북
면·강동면 일원의 북부권역, 조양동·구정동 일원의 동남부권역, 감포읍·양북면 일원
의 동남해안권역 등 총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34

제32호

<표 1> 경주지역 권역 설정 및 유적 현황
권역

지역

수계

주요 유적 현황

중심권역

경주분지 일원

형산강 중류,
남천, 북천

황남대총·천마총·서봉총·금관총·금령총
미추왕릉지구·인왕동고분군·월성로고분군

남부권역

내남면 일원

형산강 상류

덕천리고분군·월산리유적·화곡리고분군

서부권역

건천읍 일원

대천 유역

금척리고분군·사라리유적·사라리525유적,
건천휴게소부지유적·율동1108고분군

북부권역

천북면·강동면 일원

형산강 하류,
신당천 유역

손곡·물천리유적·오금리고분군·동산리유적

동남부권역

조양동·구정동 일원

남천 상류

조양동유적·천군동피막유적

동남해안권역

감포읍·양북면 일원

대종천 유역

봉길리고분군·봉길고분군Ⅰ·나정리고분군

1)

<표 1>에서 보듯이 중심권역 은 월성과 대릉원이 자리잡고 있는 경주분지 일원이다. 경
주분지 주위로는 해발 100~300m 정도의 구릉성 산지와 그 연봉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사이로 남천과 북천이 흘러 서천으로 합류하여 형산강을 이루고 있다. 중심권역에서는
현재까지 다수의 고분이 조사 보고되었다. 경주시내의 고분군으로는 황남동고분군, 황오
동고분군, 노동동고분군, 노서동고분군, 교동고분군, 인왕동고분군 등으로 나누어지지만
그것은 후대에 지형이 변경되고 없어진 고분들 때문이며, 원래는 모두 연결된 하나의 대
고분군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고분군 중 현재까지 발굴조사 된 고분으로는 황남대
총(金正基 外, 1985; 金正基 外, 1995), 천마총(金正基 外, 1974), 서봉총, 금관총 등의 적석
목곽분을 비롯하여, 미추왕릉지구, 인왕동고분군, 인왕동유적(國立慶州博物館 2003), 월
2)

성로고분군(國立慶州博物館·慶北大學校博物館 1990), 계림로고분군 등이 있다.
남부권역인 형산강 상류 지역은 경주 중심부에서 남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행정구역상
내남면 일대가 해당된다. 이곳은 언양, 양산을 거쳐 부산에 이르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지형은 금오산과 고위산을 잇는 금오산맥, 단석산과 고헌산을 잇는 주사산맥이 남쪽으로
뻗어있어 각각 동-서의 경계를 이루고 이들 산맥 사이로 형산강이 흐르고 있다. 이 일대
에는 다수의 고분군이 분포하지만 발굴조사 된 고분군은 덕천리고분군(吳在鎭 외 2005),
월산리유적(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2003), 화곡리고분군(박광열 외 2007) 등이 있다.
서부권역은 경주 중심부에서 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행정구역상 경주시 건천읍 일대
가 해당된다. 지형적으로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 지형으로 산지 사이를 흐

1)  중심권역은 경주시내의 월성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조성된 다수의 고분군이 자리잡고 있는 경주분지 일원이 해당된다. 이러한 견해
는 기존 연구성과에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이동욱 2007: 13-19; 최수형 2014: 33-36). 여기에서는 기존의 견해를 따라
중심권역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2)  1973년 경주시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미추왕릉지구 정화사업에 따라 도로가 나게 되어 國立慶州博物館에 의해서 2차에 걸
쳐 발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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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대천 유역에는 평야가 펼쳐져 있다. 이 지역에서 발굴조사 된 고분군은 금척리고분
3)

군 (金元龍 1960; 國立文化財硏究所 2001)을 비롯하여 사라리유적(박승규 외 1999), 사라
리525번지유적(박승규 외 2005), 건천휴게소신축부지유적(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1995),
율동1108번지고분군(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 등이 있다.
북부권역은 경주 중심부에서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행정구역상 경주시 천북면과 강
동면 일대가 해당된다. 지형은 300m 내외의 산지가 둘러싸고 있어 분지 지형을 이루고
있다. 형산강이 서쪽을 남-북 방향으로 곡류하며, 신당천 등의 소하천이 흘러 형산강에
합류한다. 형산강 유역 일원과 신당천 유역 일원에는 평야가 분포한다. 이 지역에서 발굴
조사 된 유적으로는 손곡·물천리유적(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 黃尙周 外 2002), 오금
4)

리고분군(中央文化財硏究院 2002), 동산리유적(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0b) 등이 있다 .
동남부권역은 남천의 상류지역으로 행정구역상 경주시 조양동과 구정동 일대가 해당된
다. 이 지역은 서쪽에 남산, 동쪽에 토함산, 남-북으로는 경주분지와 울산만까지 연결되
어 있는 구조곡 위에 평지가 넓게 펼쳐져 있으며, 그 중심에 형산강의 지류인 남천이 흐
르고 있다. 이 지역에서 발굴조사 된 유적으로는 조양동유적(國立慶州博物館 2000), 천군
동피막유적(張正男·金鍾吾 1999) 등이 분포하고 있다.
5)

동남해안권역 은 경주 중심부에서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행정구역상 경주시 감포
읍·양북면 일대가 해당된다. 이 지역은 동해와 접하는 곳으로 서쪽은 토함산이 가로막
고 있고, 남쪽으로는 울산지역과 연결되며, 북쪽으로는 포항과 연결된다. 토함산 일대에
서 발원한 소하천이 대종천을 이루며 동해에 흘러들어가고, 평지는 하천연안을 따라 분
포할 뿐 평야의 발달은 미약하다. 이 지역에서 발굴조사 된 유적으로는 봉길리고분군(慶
尙北道文化財硏究院 2005), 봉길고분군Ⅰ(蔚山大學校博物館 2000), 나정리고분군(尹容鎭
1985) 등이 있다.

3)  금척리고분군은 본격적인 학술적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1952년 국립박물관에 의하여 파괴된 고분 2기가 조사되었
고, 1976년 고분군 사이의 밭에서 소고분들이 발견되어 문화재관리국 경주사적관리사무소에서 조사되었다. 이후 1981년 민가 보
수중 파괴된 소고분들이 발견되어 국립경주박물관에 의해 8기가 조사되었다. 조사된 고분들은 적석목곽묘가 주류를 이루며, 출토
된 유물로는 금제이식, 곡옥부경식, 은제과대 등이다. 출토된 유물들로 보아 고분군이 조성된 중심 연대는 5세기∼6세기중반으로
추정된다.
4)  경주지역 권역 설정에서 안강 일대는 『三國史記』에 나오는 음즙벌국(音汁伐國)의 위치를 경주시 안강 일대로 비정할 수 있다는 견해
(이형우 2002: 92-93; 이희준 2007: 192-194)를 수용하였다. 따라서 안강 일대의 사방리고분군(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0a)은 북부권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5)  동남해안권역인 감포와 양남면 일대는 『三國史記』, 『三國遺事』등의 문헌자료에 의하면 사로국 초기 탈해집단의 이주와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경주 주변권역으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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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연번

유적명

중심권역

1

경주시내 일원 고분군 유적

2

덕천리고분군

남부권역

서부권역

북부권역

동남부권역

동남해안권역

3

월산리유적

4

화곡리고분군

5

금척리고분군

6

사라리유적

7

사라리525유적

8

건천휴게소부지유적

9

율동1108고분군

10

손곡·물천리유적

11

오금리고분군

12

동산리유적

13

조양동유적

14

천군동피막유적

15

봉길리고분군

16

봉길고분군Ⅰ

17

나정리고분군

<그림 1> 경주지역 권역별 유적 분포현황

한편, 동남해안권역인 감포지역의 경우 경주 중심부와는 토함산을 기점으로 지리적인
단절을 보이는 곳이다. 그런 이유로 이 지역을 경주 주변권역으로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감포지역은 사로국 초기 탈해의 이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三國
史記』 新羅本紀 脫解王 卽位條와 『三國遺事』 紀異 第四脫解王條, 『三國遺事』 紀異 駕洛國
記條 등의 기록에 의하면 탈해집단은 해로를 따라 남해안의 금관국을 거쳐 동해안 아진
포에서 도착한 후 세력을 규합하여 사로국의 중심부로 진출한 것으로 나온다. 탈해집단
이 정착한 위치가 감포와 양남면 일대 동해안지역(全德在 1998: 63-64; 이동욱 2007: 1618)으로 비정됨으로 이 지역을 경주 주변권역으로 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구분에 의하면 경주지역은 월성과 대릉원을 중심으로 한 경주분지 일원의
중심권역, 형산강 상류의 내남면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역, 대천 유역의 건천읍을 중심으
로 한 서부권역, 형산강 하류와 신당천 유역의 천북면·강동면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역,
남천 상류의 조양동·구정동을 중심으로 한 동남부권역, 토함산 동쪽에 위치한 대종천
유역의 감포읍·양북면 일대를 중심으로 한 동남해안권역 등 총 6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2. 고분의 편년
신라고분의 편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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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었다고 본다. 형식분류를 통한 신라토기의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큰 흐름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통된 견
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연대의 비정에 있어서는 연구자마다 견해차
가 크게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편년에 있어 가장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토기를 중심으
로 편년하고자 한다.
신라토기에 대한 편년은 연구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최병현 1992: 330-380; 金龍星
1999: 93-174; 이희준 2007: 101-165). 본 연구에서는 金龍星(1999: 93-174)의 편년안을 참
조하여 편년하고자 한다. 그리고 편년의 단계 구분은 기본적으로 3분기법(전·중·후반)
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는 신라토기의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큰 흐름은 대체
로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연대의 비정에 있어서는 연구자
마다 견해차가 크게 나타고 있어 안정된 편년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경주지역 고분에서 출토되는 토기를 중심으로 편년을 하고자 할 때 먼저 속성분석을 실
시하여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이러한 단계를 설정하는데 경주지역에
서 출토된 표지적인 유물로 그 근거를 삼았다. 즉, 황남동 109호 3·4곽, 황남대총 남분,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토기를 표지적인 유물로 설정하여, 경주지역의 고분에서 출토된 토
기의 형식과 비교하여 단계를 설정하였다. 이들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를 표지적인 유물
로 설정한 이유는 현재까지 편년과 관련된 연구 성과에서 형식분류를 통한 신라토기의
변천과정에 대해서 이들 유물이 연구자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큰 흐름
에 대해서는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유물이기 때문이다.
6)

고분의 편년 은 황남동 109호 3·4곽을 4세기 후반으로 비정하고, 황남대총 남분을 5세
기 중반에 비정하는 입장을 기본틀로 하여 편년하고자 한다. 따라서 황남동 109호 3·4곽
을 4세기 후반, 황남동 110호를 5세기 전반, 황남대총 남분을 5세기 중반, 월성로 가-15호
를 5세기 후반, 월성로 가-1호를 6세기 전반, 황룡사 창건기 토기를 6세기 중반으로 각각
설정하였다.

6)  신라고분의 편년은 기존의 연구성과에 충분히 연구되고 축적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편년안을 만들어 고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金龍星(1999: 93-174)의 편년안을 기본틀로하고, 편년의 단계 구분은 기본적으로 3분기법(전·중·
후반)으로 설정하여 편년(이동욱 2007: 40-47)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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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경주 중심권역 고분의 편년안
구분

1기

2기

3기

4기

5기

유구명

황남동 110호

황남대총 남분

월성로 가-15호

월성로 가-1호

황룡사 창건기 토기

시기

5세기 전반

5세기 중반

5세기 후반

6세기 전반

6세기 중반

유물

1기에 해당하는 적석목곽묘는 중심권역의 황남동 110호분, 황오리 제14호분 1곽, 미추
왕릉지구 제5구역 제6호분, 주변권역인 서부권역의 사라리 7호, 북부권역의 동산리 10호
등이고, 수혈식석곽묘는 동남해안권역의 봉길리 4-3·56·61호 등이다. 출토된 유물의
형식이 황남동 110호분 출토품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연대는 5세기 전반으로
상정된다.
2기에 해당하는 적석목곽묘는 중심권역의 황남대총 남분·북분, 금관총, 남부권역의
덕천리 2·4·5호, 서부권역의 사라리 8·14·33·49·70호 등이다. 수혈식석곽묘는 남
부권역의 월산리 A-30·31·44호, 서부권역의 율동 31·53·60호, 북부권역의 손곡·물
천리 6·7호, 동남해안권역의 봉길리 32·40호, 나정리 1·5호, 봉길Ⅰ 22·35호 등이다.
출토된 유물의 형식이 황남대총 남분의 출토품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연대는
5세기 중반으로 상정된다.
3기에 해당하는 적석목곽묘는 중심권역의 천마총·서봉총 등이며, 남부권역의 덕천
리 1호, 서부권역의 사라리 24·36·57호, 북부권역의 손곡·물천리 1호, 동산리 80호
등이다. 수혈식석곽묘는 중심권역의 인왕협성 5·9·19호, 월성로 가-15호, 남부권역
의 월산리 A-34·45·63호, 화곡리 9·33·35·39·44호, 서부권역의 사라리 129호, 율
동 3·10·15호, 북부권역의 손곡·물천리 3·4호, 오금리 1-1호, 동남부권역의 조양동
1호, 천군동피막 가-3·4·7호, 동남해안권역의 봉길리 29-2·29-3·49·66호, 봉길Ⅰ
8·26·33·36호, 나정리 7호 등이다. 이 단계에 속하는 고분이 권역별로 가장 고르게 나
타나고 있으며, 그 수 역시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다. 출토된 유물의 형식이 월성로 가-15
호의 출토품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연대는 5세기 후반으로 상정된다.
4기에 해당하는 적석목곽묘는 중심권역의 금령총·호우총·식리총·은령총·월성
로 가-1호, 서부권역의 사라리 90호, 사라리525번지 10호 등이다. 수혈식석곽묘는 중심
권역의 인왕동668-2번지 2호, 동남부권역의 조양동 1-2호, 천군동피막 가-2·5호,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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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의 월산리 A-43·46·108호, 화곡리 10·41·45호, 서부권역의 사라리 84호, 율동
9·12·34·56호, 북부권역의 손곡·물천리 1·2·C-1-12호, 오금리 1-2호, 동남해안권
역의 봉길리 23호, 봉길Ⅰ 2호 등이다. 출토된 유물의 형식이 월성로 가-1호의 출토품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연대는 6세기 전반으로 상정된다.
5기에 해당하는 적석목곽묘는 관찰되지 않는다. 수혈식석곽묘는 중심권역의 미추왕릉
지구 5구역 8호, 월성로 가-13-1·18호, 남부권역의 월산리 A-49호, B-21·25호, 화곡리
40호, 서부권역의 사라리 23호, 사라리525번지 13·17호, 건천휴게소부지 40·43·45호,
율동 71·73·75호, 북부권역의 손곡·물천리 C-1-1-6·7·16호, 동남해안권역의 봉길
Ⅰ 1·5호 등이다. 출토된 유물의 형식이 황룡사 창건기의 토기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연대는 6세기 중반 이후로 상정된다.
<표 3> 경주지역 고분군의 조영시기별 분포현황
권역

유적명

중심권역

경주시내 고분군
덕천리

남부권역

월산리
화곡리
사라리
사라리525번지

서부권역
건천휴게소부지
율동
손곡·물천리
북부권역

오금리
동산리
조양동

동남부권역
천군동피막
봉길리
동남해안권역

봉길Ⅰ
나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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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5C 전반)

2기
(5C 중반)

3기
(5C 후반)

4기
(6C 전반)

5기
(6C 중반)

Ⅲ. 고분의 속성 분석과 위계화
1. 위계의 기준
7)

고분의 위계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그러나 경주지
역 고분의 경우 해당 지역에 산재해 있는 고분군 전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나마 조사된 고분군의 경우 고분을 의도적 혹은 우발적인 훼손이나 도굴로 인해 조영
될 당시의 구조나 부장유물의 조합상이 원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
우도 많아 자료 자체에 왜곡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훼손되거나 도굴
된 고분을 제외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위계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물론 일부 고분의 자
료만을 기준 설정의 대상으로 삼아 검토하는 것이 과연 보편타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
는 의문도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자료 중에서 고분 자료
는 다른 어떤 것보다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과 훼손이나 도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분
을 제외하고 최대한 속성 분석이 가능한 고분만을 선별하여 검토한다면 비교적 안정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서 살펴본 경주지역 고분의 편년에 의하면 전시기에 걸쳐 모든 지역에 지속적으로 고
분이 조영되고 있었지만 3기인 5세기 후반대에 오면 적석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가 주로
조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5세기 후반의 고분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면
비교적 안정적이고 타당성 있는 기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고분의
위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시간의 폭이 너무 광범위할 경우 변화의 주기가 느려지고 위계
의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의 폭을 기준으로 정한다면 변화 주기에
비교적 근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경주지역 고분 중 3기에 해
당하는 고분 즉 5세기 중반의 늦은 시기부터 6세기 초반의 이른 시기까지의 시간의 폭을
가지는 고분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이 시기의 전·후 단계에 속하는 고
분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3기에 해당하는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들 중에서 피
장자의 신분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관, 관식, 이식, 과대, 지환, 식리 등의 장신구와 대도,
도자 등의 무기류와 마구, 토기 등의 부장유물 조합상과 고분의 규모를 중심으로 검토하
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묘제의 차이와 위계의 관계이다. 묘제상에서 볼 때

7)  고분 자료를 바탕으로 속성을 분석하여 위계화를 설정하거나, 고분군간의 관계를 구분하여 고분의 위계구조와 집단간의 성격과 양
상 등의 비교를 통해 당시 사회의 구조와 문화 변천상 등을 밝히고자 하는 집단의 성격에 관한 연구성과(金龍星 1998, 1999; 이
동욱 2007; 李盛周 1999; 李鍾宣 2000)를 참조하여 위계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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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해당하는 고분은 적석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가 중심을 이룬다. 묘제상으로 뚜렷한
구분되는 이 고분들의 규모를 보면 적석목곽묘가 소형이고 수혈식석곽묘가 대형인 경우
도 확인된다. 이때 어느 것을 상위의 위계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월산리유적
과 오금리고분군에서는 수혈식석곽묘가 4㎡ 이상의 대형으로 봉토와 호석을 갖추고 있
는 단일묘역의 고분이 확인되고 있다. 반면, 경주 중심권역이나 서부권역의 사라리고분
군에서는 4㎡ 이하의 적석목곽묘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부장 유물에서도 대형 수혈식석
곽묘의 경우 장신구를 비롯한 무기, 마구, 토기류가 부장된 반면, 소형의 적석목곽묘는
무기와 토기만 부장된 경우도 확인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묘제상의
분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분은 사회적 개인을 상징하고 있으므로 고분이 가진 여러 가지 속성으로 당시의 사회
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고분의 위치이다. 상위신분을 표시하는 고분은 그것들끼
리 군집화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또 같은 고분군내에서도 동시기의 고분이 신
분에 따라 그 입지 조건이 다른 것은 고분의 조성에 엄격한 규제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둘째, 고분의 구조이다. 대부분의 고분군에서는 상위신분을 표지하는 고분들
은 그것들끼리 동일한 구조를 가지며 지속되는 경향 즉 정형성이 있다. 그리고 그 고분의
복잡성, 크기, 축조재료 등은 신분적 차등성을 명확하게 해 줄 것이다. 셋째, 부장품이다.
상위 신분일수록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풍부한 부장품을 매납한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
이다. 경주지역의 경우 부장품의 질과 양은 묘곽의 구조, 크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
며, 특히 표지적인 유물인 금관, 관식, 금제이식 등은 특정한 고분에서만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사회의 신분체계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국면을 암시하는 바가 크다
(金龍星 1997: 34-35).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적석목곽묘는 대부분 그것들끼리 군집화하
여 입지한다. 고분의 구조에서도 적석목곽묘는 수혈식석곽묘보다 복잡성, 크기, 축조재
료 등에서 차등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부장품에서도 적석목곽묘가 양적으로나 질적으
로 풍부한 부장품이 매납되었다. 따라서 적석목곽묘는 수혈식석곽묘보다는 상위 위계에
속하는 묘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경주 중심권역에서 확인되는 적석목곽묘의 경우 고분의 규모나 부장유물이 압도
적으로 우월하므로 신라 지배층의 묘제로 보는 것에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즉 적석목
곽묘는 신라 중심부인 대릉원에 5세기 이전부터 최상위 지배층의 묘제로 사용되고 있었
던 것이다. 반면 수혈식석곽묘는 5세기 이후 경주지역에 출현하며, 신라 지배층의 묘역이
조성된 대릉원 일원에는 5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출현하고 있다(曺秀鉉 2003: 81). 그리
고 현재까지 확인된 고분 자료의 편년에 의하면 수혈식석곽묘가 유입된 이후에도 경주지
역에서는 적석목곽묘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영되고 있었다. 이는 상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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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층이 적석목곽묘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수혈식석곽묘는 하위의 묘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적석목곽묘는 경주 중심권역과 주변권역에 위치한다는 입
지적 조건의 차이와 규모의 차이, 부장유물의 차이는 다소 인정되지만 수혈식석곽묘보다
는 상위 위계에 속하는 묘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적석목곽묘가 조영되는
지역은 수혈식석곽묘만 조영되는 지역보다 높은 위계구조를 가진 집단으로 설정할 수 있
을 것이다.

2. 속성 분석
8)

1) 부장유물

상위 신분일수록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풍부한 부장품을 매납한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
실이다. 경주지역의 경우 부장품의 질과 양은 묘곽의 구조, 크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
며, 특히 표지적인 유물인 금관, 관식, 금제이식 등은 특정한 고분에서만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사회의 신분체계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국면을 암시하는 바가 크다
(金龍星 1997: 35).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하위 신분의 묘제에도 부장품의 질과 양적인
면을 분류한다면 당시 사회의 신분적 차등성을 구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크게 장신구, 무기, 마구, 농공구, 의기, 용기, 토제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크게 착장유물과 부장유물로 나눌 수 있다. 착장유물이
란 피장자를 매장할 때 피장자의 신변유물로 피장자에게 착장시켜 부장한 유물을 의미하
는데, 위세품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착장유물은 다른 어떤 유물보다도 피장자의
신분을 잘 나타내 주는 것으로 차등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
에서는 경주 중심권역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들 중에서 위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장
9)

신구와 무기, 마구, 토기 등의 조합상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8)  고분의 부장유물 조합상에 대한 검토는 고분 자료가 훼손되거나 도굴된 고분을 제외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최대한
속성 분석이 가능한 고분만을 선별하여 검토한다면 비교적 안정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적석목곽묘에서 토기만 부장되는 예도 있다. 수혈식석곽묘는 토기만 부장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어 9식으로 설정하였지만 적석목
곽묘는 토기만 부장되는 경우가 일부만 관찰되어 따로 구분하지 않고 5식에 포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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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고분의 부장유물 분류표
묘제

적석목곽묘

구분

부장유물

1식

금관, 이식 등 장신구 + 무기 + 마구 + 토기

2식

금동관, 이식 등 장신구 + 무기 + 마구 + 토기

3식

이식 등 장신구 + 무기 + 마구 + 토기

4식

이식 등 장신구 + 무기 + 토기

5식

무기 + 토기

6식

이식 등 장신구 + 무기 + 마구 + 토기

7식

이식 등 장신구 + 무기 + 토기

8식

무기 + 토기

9식

토기

수혈식석곽묘

<표 4>에서 보듯이 적석목곽묘의 경우 금관이 부장된 1식, 금동관이 부장된 2식으로 구
분된다. 금관의 경우 경주 중심권역의 고분에서만 출토되는 유물로 경주 인근 및 타 지역
에서는 출토되지 않고 있다. 반면 금동관은 경주 중심권역의 고분 뿐만 아니라 경산, 대
구, 의성, 창녕, 양산, 울산, 부산 등에서 출토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착장 금공 위세품 중 특히 관류(冠類)는 경주로부터 하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희
준 2007: 78). 금관은 당시 신라 왕족들의 부장품으로 보고, 금동관은 왕경의 일부 귀족들
이나 지방의 수장층 또는 유력자들의 부장품으로 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견
해를 따른다면 금관과 금동관에서 분명 차등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식 정도의 장신구+무기+마구+토기 등의 조합에 따라 3식~5식으로 구분이
된다. 이식은 장신구가 부장된 고분에서는 대부분 출토되는데, 이는 이식이 장신구 중에
서는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식과 마구의 경우 함께 확인되거
나 이식만 확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피장자의 성별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별개로 보고 구분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피장자의 성별 구분의 기
준이 마구와 이식의 부장 차이로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수혈식석곽묘는 이식 정도의 장신구+무기+마구+토기 등의 조합에 따라 6식~9식으로
구분이 된다. 이 또한 적석목곽묘의 3~5식에 해당하는 부장양상과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토기만 부장되는 9식의 수혈식석곽묘도 확인된다.
이상과 같은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경주지역 고분의 권역별 부장유물 조합상을 살펴보
면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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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경주지역 고분의 부장유물 조합상에 따른 분포현황
적석목곽묘
권역
중심권역

수혈식석곽묘

유적명
경주시내 고분군

계
1식

2식

3식

4식

5식

6식

7식

8식

9식

5

5

10

11

8

1

4

5

9

3

1

덕천리
남부권역

4

월산리

2

화곡리
사라리

1

사라리525번지

1

58

5

11

8

26

2

6

6

14

3

1

11

6

2

3

3

3

서부권역
건천휴게소부지
율동

1

손곡·물천리
북부권역

1

오금리

1

23

17

42

1

12

9

23

1

동산리

10

조양동

1

1

2
10

2

1

4

1

2

1

4

봉길리

4

33

15

52

봉길Ⅰ

2

3

8

13

3

3

6

104

83

275

동남부권역
천군동피막

동남해안권역

나정리
계

5

5

13

14

26

5

20

한편, 적석목곽묘인 3~5식과 수혈식석곽묘인 6~8식의 부장유물 조합상이 동일하다. 이
렇게 부장유물의 조합상이 동일할 경우 이 고분의 피장자들이 같은 위계를 가진 자들인
지 아니면 상-하의 위계 차이로 보아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이 문제를 해명하는데 단
서가 되는 것이 위계는 관등체계와 신분제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점이다.
신라의 관등체계와 신분제에 관한 연구(전덕재 2002)에 의하면 니사금시기에 존재하였
던 관등은 외위의 간(干) 아래의 관등인 일벌, 일척, 아척 등이었고, 마립간시기에 간지
(干支)를 칭하던 존재들을 왕권 아래의 일원적인 관등체계에 편제하여 위계화시키는 과
정에서 간지계열 관등을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520년 무렵에는 하위 관등을 차례로 증설
하여 17관등체계를 완비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당시 17관등체계에 편제된 사람들은 훼
부와 사훼부의 핵심 지배세력에 한정되었다. 6부의 지배세력 모두에게 17관등체계와 신
분제를 확대 적용한 시점은 530년대였다. 이후 진덕여왕대에 골품제가 확립되었다(전덕
재 2002: 328-329). 이러한 신분제는 진골의 경우 최하위의 조위에서 이벌찬까지 오를 수
있지만, 6두품은 아찬까지, 5두품은 대나마까지, 4두품은 대사까지 오를 수 있었다(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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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2002: 250-251). 여기에서는 두 가지 사실이 주목된다. 하나는 각 골품에 속한 사람이
상위 관등에 오르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위 관등에는 그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관직 또는 관등체계가 신분제의 운영원리에 의하여 규제를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일정한 신분의 성원들이 오를 수 있는 관등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에서
보듯이 골품제 하에서는 상위 신분으로의 신분상승이 어려웠다는 점이다(李鍾旭 1999:
455-467).
이러한 신분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분자료에 적용한다면 적석목곽묘를 사용할 수 있
는 신분층과 수혈식석곽묘를 사용하는 신분층 사이에는 신분적 구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
이며, 각각의 신분에 해당하는 고분을 조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520년 무렵 17
관등체계에 편제된 사람들은 훼부와 사훼부의 핵심 지배세력에 한정되었는데, 이 시기
최상위 고분은 경주 중심권역에 조영된 적석목곽묘이다. 따라서 당시 핵심 지배세력은
적석목곽묘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적석목곽묘 5식에 해당하는 부장유물을 매
납한 피장자는 상위 위계에 속하고, 수혈식석곽묘 6식에 해당하는 부장유물을 매납한 피
장자는 하위 위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동욱 2007: 55-56). 이러한 논지의 타당
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을 여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묘제와 부장유물 조합상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가능성을 제시해 두고자 한다.
10)

2) 규모

고분 자료에서 추출할 수 있는 구조적 속성으로는 고분의 위치, 봉토와 호석의 유무, 형
태, 규모 등을 나타내는 외부구조와 피장자와 부장품이 매납되는 매장주체부와 관련하여
추출할 수 있는 내부구조로 나눌 수 있다. 내부구조를 이루는 속성으로는 묘곽의 규모,
평면형태, 장축방향, 축조방법 및 재료, 바닥시설, 유물의 부장형태, 침향 등을 들 수 있
다. 이러한 구조적 속성들 중 외부구조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삭평되거나 유실되어 그
흔적이 잘 남아있지 않은 편이다. 반면 내부구조는 지하에 매납되어 있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경주 중심권역의 적석목곽묘와 수혈식
석곽묘를 중심으로 형식학적 분류를 행하였다. 이 중 비교적 속성 분석이 가능하고, 고분
의 위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묘곽의 규모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고분의 규모는 당시 고분 축조에 동원되었던 인적·물적 자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고분의 규모는 피장자의 사회적 신분 또는 지위를 나타내며, 나아가 지역

10)  고분의 규모에 대한 검토는 훼손된 고분을 제외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최대한 안정적인 속성 분석이 가능한 고분
만을 선별하여 검토한다면 비교적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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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발전정도를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규모를 분석하
기 위하여 묘곽의 내부 평면을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하여 계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6> 고분의 규모 분류표
묘제

구분

면적

a식

20㎡ 이상

b식

10㎡~20㎡ 사이

c식

5㎡~10㎡ 사이

d식

5㎡ 이하

e식

4㎡ 이상

f식

2㎡~4㎡ 사이

g식

2㎡ 이하

적석목곽묘

수혈식석곽묘

<표 6>에서 보듯이 고분의 면적을 비교하면 적석목곽묘의 경우 20㎡ 이상의 대형에서
부터 5㎡ 이하까지 모두 4가지 형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수혈식석곽묘는 4㎡ 이상에서부
터 2㎡ 이하까지 모두 3가지의 형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적석목곽묘는 수혈
식석곽묘에 비해 면적이 넓으며, 부장유물의 조합상에서도 위세품이 출토되는 고분일수
록 비교적 넓은 면적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수혈식석곽묘는 일부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부장유물의 조합상에서도 적석목곽묘보다 떨어지고, 면적에서도 적석목곽묘보다
작은 면적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과 같은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경주지역 고분의 권역별 면적에 따른 분포현황은
<표 7>과 같다.
<표 7> 경주지역 고분의 규모에 따른 분포현황
적석목곽묘
권역
중심권역

경주시내 고분군
덕천리

남부권역

수혈식석곽묘

유적명

계
a식

b식

c식

d식

e식

f식

g식

3

9

4

4

1

3

5

1

3

월산리

4
11

화곡리
사라리

10

사라리525번지

1

29

12

3

26

4

10

14

2

4

16

2

3

서부권역
건천휴게소부지
율동

8

4

4

34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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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석목곽묘
권역

수혈식석곽묘

유적명

계
a식

b식

손곡·물천리
북부권역

c식

d식

e식

1

오금리

f식

g식

4

18

2

동산리

10

조양동

1

23
2
10

4

5

6

6

동남부권역
천군동피막

동남해안권역

봉길리

15

37

52

봉길Ⅰ

2

11

13

1

2

3

6

15

52

141

255

나정리
계

3

9

6

29

<표 7>에서 보듯이 a식과 b식이 각각 3기와 9기로 중심권역에서만 확인된다. c식과 d식
은 중심권역과 남부권역, 서부권역, 북부권역, 동남부권역에서 확인되며, 동남해안권역
에서는 적석목곽묘가 전혀 보이지 않고, e~f식의 수혈식석곽묘만 확인되고 있다. 이는 동
남해안권역이 아마도 적석목곽묘를 축조할 수 없는 집단으로서 수혈식석곽묘만 축조하
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수혈식석곽묘에서도 각 권역별로 e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고분군이 있는 반면, e식이 확인되는 고분군도 있는데, 이는 월산리고분군 축조집단은 4
㎡ 이상의 규모를 가진 수혈식석곽묘를 축조할 수는 있지만, 적석목곽묘는 축조하지 못
하는 집단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북부권역의 오금리고분군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같은 권역에 고분을 축조하고 사용한 집단 내에서도 묘제
의 사용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각 권역의 고분군은 약간의 지역성도 인정이 되지만 그 분포와 규모는 다양
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지역 고분군 축조집단 사이의 위계 차이가 있
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적석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라는 묘제상의 차이에 의한
위계 구분 뿐만 아니라 규모에 의한 위계 구분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Ⅳ. 고분의 위계구조 검토
1. 고분의 위계구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분 자료를 중심으로 개별 고분을 부장유물과 내부 규모를 중
심으로 각각 분류해 보았다. 이러한 분류 기준을 종합해 보면 보다 객관적인 위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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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고분의 분류 기준을 종합해
고분의 위계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위계의 기준이 되는 부장유물 조합상과 고분의
규모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표 8>과 같다.
<표 8> 고분의 위계 분류표
묘제

적석목곽묘

구분

부장유물

규모

A급

1식 : 금관+장신구+무기+마구+토기

a·b식 : 10㎡ 이상~30㎡ 이하

B급

2식 : 금동관+장신구+무기+마구+토기

b식 : 10㎡ 이상~20㎡ 이하

C급

3식 : 장신구+무기+마구+토기

c식 : 5㎡ 이상~10㎡ 이하

D급

4식 : 장신구+무기+토기

c·d식 : 10㎡ 이하

E급

5식 : 무기+토기

d식 : 5㎡ 이하

F급

6식 : 장신구+무기+마구+토기

e식 : 4㎡ 이상

G급

7식 : 장신구+무기+토기

f식 : 2㎡ 이상~4㎡ 이하

H급

8식 : 무기+토기

g식 : 2㎡ 이하

I급

9식 : 토기

g식 : 2㎡ 이하

수혈식석곽묘

이러한 분류기준을 중심으로 고분의 분포 권역별 대표적인 고분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심권역에서는 A급~I급까지 모두 9단계의 위계가 확인되고 있다. A급은 천마총·금
관총·황남대총 북분·금령총, B급은 황남대총 남분·식리총·은령총, C급은 황남동
110호, 황오리 14곽, 미추왕릉지구 C구역 1호·4호, D급은 인왕동 688번지 1호·6A호, 미
추왕릉지구 5구역 2호, E급은 인왕동 688번지 2호·인왕동 협성주유소부지 1호 적석목곽
묘,, F급은 월성로 가 15호, G급은 미추왕릉지구 5구역 16호·인왕동 688번지 2호, H급은
인왕동 협성주유소부지 9호·20호, I급은 인왕동 협성주유소부지 5호·19호 수혈식석곽
묘 등이다.
남부권역은 C급~I급까지 E급을 제외한 모두 6단계의 위계가 확인되고 있다. C급은
덕천리 1호·4호, D급은 덕천리 5호 적석목곽묘, F급은 월산리 45호, G급은 월산리 43
호·화곡리 33호, H급은 월산리 67호·화곡리 44호, I급은 월산리 131호 수혈식석곽묘
등이다.
서부권역은 C급~I급까지 모두 7단계의 위계가 확인되고 있다. C급은 금척리고분군, D
급은 사라리 7호·사라리525번지 10호, E급은 사라리 8호·24호 적석목곽묘, F급은 율
동 10호, G급은 율동 51호, H급은 율동 19호·65호·사라리 92호, I급은 율동 12호·56호,
사라리 23호·사라리525번지 13호 수혈식석곽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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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역은 E급~I급까지 G급을 제외한 모두 4단계의 위계가 확인되고 있다. E급은 손
곡·물천리 1호·동산리 80호 적석목곽묘와 F급은 오금리 1-1호, H급은 손곡·물천리 1
호·7호, I급은 손곡·물천리 4호·6호·C-1-1-10호 수혈식석곽묘 등이다.
동남부권역은 E급·H급·I급까지 모두 3단계의 위계가 확인되고 있다. E급은 조양동
5호 적석목곽묘, H급은 조양동 1호·2호·천군동피막 가-2호·5호 수혈식석곽묘, I급은
조양동 4호·천군동피막 가-7호 수혈식석곽묘 등이다.
동남해안권역은 G급~I급까지 모두 3단계의 위계가 확인되고 있다. G급은 봉길리 18
호·54호, 봉길Ⅰ 22호, H급은 봉길리 29-3호·봉길Ⅰ 36호·나정리 7호, I급은 봉길리
1-2호·21-3호·봉길Ⅰ 21호 수혈식석곽묘 등이다.
<표 9> 권역별 고분의 위계구조 분포현황
구분

적
석
목
곽
묘

수
혈
식
석
곽
묘

중심권역

남부권역

서부권역

북부권역

동남부권역

사라 8, 24

손곡물천 적석1
동산 80

조양 5

오금 1-1

동남해안권역

A급

천마총,금관총
황남대총 북분
금령총

B급

식리총,은령총
황남대총 남분

C급

황남110, 황오14
미추 C구역 1·4

덕천 1·4

금척리

D급

인왕688 1·6A
미추 5구역 2

덕천 5

사라 7
사라525 10

E급

인왕688번지 2
인왕 협성 1

F급

월성로 가15

월산A45·64

율동 10

G급

미추5구역 16
인왕688번지 2

월산 A-43
화곡 33

율동 51

H급

인왕 협성 9
인왕 협성 20

월산 A-67
화곡 44

사라 92
율동 19·65

손곡물천 1·7

조양 1·2
천군 가-2·5

봉길 29-3
봉길Ⅰ
36·나정 7

I급

인왕 협성 5
인왕 협성 19

월산 A-131

사라 23
율동 12·56

손곡물천 4·6
·C-1-1-10

조양 4
천군 가-7

봉길12·21-3
봉길Ⅰ 21

봉길 18·54
봉길Ⅰ 22

2. 고분의 권역별 위계구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분의 부장유물과 규모를 기준으로 위계구조를 검토한 결과 각
권역별로 고분의 위계구조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피장자의 신분
에 따라 사용하는 묘제와 부장유물,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
기에서는 앞서 검토한 개별 고분의 위계를 중심으로 고분군간 위계구조를 살펴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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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각 권역별 위계구조도 검토하고자 한다. 고분의 위계구조를 각 권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권역별 고분의 위계구조 현황
구분

중심권역

남부권역

서부권역

북부권역

동남부권역

동남해안권역

A급
적
석
목
곽
묘

B급
C급
D급
E급

수
혈
식
석
곽
묘

F급
G급
H급
I급

<표 10>에서 보듯이 A·B급의 위계를 가진 적석목곽묘는 중심권역에서 상위급 고분으
로 확인된다. C·D급의 위계를 가진 적석목곽묘는 남부권역과 서부권역에서 상위급 고
분으로 확인된다. E급의 위계를 가진 적석목곽묘는 북부권역과 동남부권역에서 상위급
고분으로 확인된다. G급의 위계를 가진 수혈식석곽묘는 동남해안권역에서 상위급 고분
으로 조영되고 있다. 수혈식석곽묘의 경우 F급은 중심권역·남부권역·서부권역·북부
권역에서 확인된다. F급은 수혈식석곽묘 중에서 가장 다양한 부장유물이 매납되어 있고,
면적 또한 4㎡ 이상의 대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위계로 설정하고자 한
다. 그리고 H·I급의 위계를 가진 고분으로 대체로 모든 지역에서 확인되고, 가장 다수가
확인되는 고분이다. 이렇게 위계별로 조영된 고분을 구분하면 모두 9단계의 고분군 위계
가 설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고분군의 위계 분류표
묘제

적석목곽묘

구분

고분의 위계

Ⅰ급

A급의 적석목곽묘가 조영된 고분군

Ⅱ급

B급의 적석목곽묘가 조영된 고분군

Ⅲ급

C급의 적석목곽묘가 조영된 고분군

Ⅳ급

D급의 적석목곽묘가 조영된 고분군

Ⅴ급

E급의 적석목곽묘가 조영된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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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제

구분

고분의 위계

Ⅵ급

F급의 수혈식석곽묘가 조영된 고분군

Ⅶ급

G급의 수혈식석곽묘가 조영된 고분군

Ⅷ급

H급의 수혈식석곽묘가 조영된 고분군

Ⅸ급

I급의 수혈식석곽묘가 조영된 고분군

수혈식석곽묘

<표 11>에서 보듯이 9단계의 고분군간 위계가 구분된다. 이를 기준으로 각 권역별 고분
군의 위계구조를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 권역별 고분군의 위계구조 현황
구분

중심권역

Ⅰ급

적
석
목
곽
묘

남부권역

서부권역

덕천리

금척리

동남부권역

손곡·물천리
동산리

조양동

동남해안권역

경주시내
고분군

Ⅱ급
Ⅲ급

사라리
사라리525

Ⅳ급
Ⅴ급

수
혈
식
석
곽
묘

북부권역

Ⅵ급

월산리

Ⅶ급

화곡리

Ⅷ급

율동

오금리
봉길리
봉길Ⅰ

건천휴게소
부지

천군동피막

나정리

Ⅸ급

<표 12>에서 보듯이 고분군 사이에는 조영된 고분에 따라 다양한 고분군의 위계가 확인
되며, 이를 중심으로 각 권역별 위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Ⅰ급의 고분군이 조영된 중심권역은 최상위집단으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Ⅲ급의 고분군이 조영된 남부권역과 서부권역이 다음 단계의
집단으로 설정된다. 그리고 Ⅴ급이 조영된 북부권역과 동남부권역, 마지막으로 Ⅶ급이
조영된 동남해안권역 순으로 권역별 위계구조가 설정될 수 있다. 즉, Ⅰ급-중심권역 〉Ⅲ
급-남부권역·서부권역 〉Ⅴ급-북부권역·동남부권역 〉Ⅶ급-동남해안권역 순으로 위계
구조가 나타난다.
중심권역의 경우 경주분지 일원으로 당시 신라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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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서 인정된다. 남부권역과 서부권역은 중심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비교적 대형의 고
분을 조영할 수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북부권역과 동남부권역은 적석목곽묘가 조영
되고 있지만 남부권역과 서부권역보다는 그 위계가 낮은 고분이 축조되고 있다. 반면 동
남해안권역은 적석목곽묘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수혈식석곽묘만 조영되고 있으며, 수혈
식석곽묘의 규모나 부장유물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소형
의 고분을 조영할 수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지형적 단절이나 지역적 차
이로만 이해하기 보다는 동남해안권역이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위의 위계에 있
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Ⅴ. 경주지역 고분의 변천양상과 성격
1. 고분의 변천양상
1) 1기(5세기 전반)
1기에는 경주 중심권역과 서부권역, 북부권역에서 지배층의 묘제로 인식되는 적석목곽
묘가 조영되고, 동남해안권역에서는 수혈식석곽묘가 조영되고 있다. 이 단계 고분의 특
징을 살펴보면, 규모는 적석목곽묘의 경우 1.8㎡~18.1㎡ 정도가 관찰되며, 수혈식석곽묘
11)

는 1.44㎡~2.27㎡가 확인된다. 평면형태 는 모두 장축과 단축의 비율이 4:1 이하인 장방
형이다. 바닥시설의 형태는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한 것과 피장자의 시신이 안치되는 주
공간인 가운데 부분에만 자갈이나 할석을 깐 형태가 확인되었다. 유물의 부장형태는 적
석목곽묘의 경우 양단부장이 관찰되며, 수혈식석곽묘는 한쪽 단벽에만 부장한 형식이 확
인된다. 출토된 유물은 적석목곽묘에서 장신구류, 무기류, 마구류, 토기류가 부장되어 있
으며, 수혈식석곽묘에서는 장신구류, 무기류, 토기류만 부장되어 있다.
1기에는 경주 중심권역에서 적석목곽묘가 본격적으로 축조되는 시기이다. 중심권역에
서 C급·E급의 적석목곽묘가 조영되고, 서부권역의 사라리고분군과 북부권역의 동산리
유적에서 D급·E급의 적석목곽묘가 조영되기 시작한다. 동남해안권역의 봉길리고분군
에서는 G급·H급의 수혈식석곽묘 조영된다.

11)  묘곽의 평면형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제시를 위해 묘곽의 형태를 단벽길이에 대한 장벽길이의 비율로서 계측하였다. 즉, 장축과
단축 길이의 비율이 4:1 이상인 것을 세장방형, 4:1 이하인 것을 장방형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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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기(5세기 중반)
2기에는 동남부권역과 동남해안권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적석목곽묘가 조영되고,
수혈식석곽묘는 동남부권역을 제외하고 조영된다. 이 단계 고분의 특징을 살펴보면, 적
석목곽묘의 규모는 대체로 3㎡ 정도에서부터 30㎡ 정도 크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확인되
고 있으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과 장방형이 확인되지만 대부분 장방형이 주를 이룬다.
바닥시설의 형태는 대부분 피장자의 시신이 안치되는 주공간인 가운데 부분에만 자갈이
나 할석을 깐 형태이지만, 덕천리 2·4호는 바닥 전면에 자갈이나 할석을 깐 형태이다.
유물의 부장형태는 양단부장이 대부분이다. 출토된 유물은 중심권역에서 금관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장신구류와 마구, 무기, 토기 등이 부장되었다. 주변권역에서 무기, 마구,
토기류 중심으로 부장되어 있으며, 장신구류는 소량 확인되고 있다.
수혈식석곽묘의 규모는 대체로 2㎡ 이하가 대부분이고, 2㎡~3㎡ 정도의 규모도 일부
관찰된다. 평면형태는 대부분 세장방형이다. 바닥시설의 형태는 대부분 피장자의 시신이
안치되는 주공간인 가운데 부분에만 자갈이나 할석을 깐 형태이지만,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유물이 부장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자갈이나 할석을 깐 형태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유물의 부장형태는 양단부장이 대부분이고 한쪽 단벽에 부장한 형
태도 일부 관찰된다.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무기, 토기류 중심으로 부장되어 있으며, 장
신구류는 일부에서만 확인되었다.
2기에는 중심권역에서 적석목곽묘가 주로 조영되고, 주변권역에서는 적석목곽묘도 조
영되지만 수혈식석곽묘가 주로 조영되고 있다. 적석목곽묘는 중심권역에서 A급~E급이
조영된다. 남부권역에서 C급·D급의 적석목곽묘가 조영되고, 서부권역에서 C급~E급의
적석목곽묘가 조영된다. 수혈식석곽묘는 남부권역, 서부권역, 북부권역에서 F급~I급의
수혈식석곽묘가 조영된다. 동남해안권역에서는 G급~I급의 수혈식석곽묘가 조영된다. 주
변권역의 수혈식석곽묘는 대부분 F급·G급보다는 H급·I급이 다수를 차지한다.

3) 3기(5세기 후반)
3기에는 동남해안권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적석목곽묘가 조영되며, 수혈식석곽묘
는 모든 권역에서 조영되고 있다. 이 단계 고분의 특징을 살펴보면, 적석목곽묘의 규모는
대체로 3㎡ 이하의 소형에서부터 10㎡ 이상의 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평면형태는
대부분 장방형이 주를 이룬다. 바닥시설의 형태는 대부분 바닥 전면에 자갈이나 할석을
깐 형태이다. 유물의 부장형태는 양단부장이 대부분이다. 출토된 유물은 중심권역에서
금관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장신구류와 마구, 무기, 토기 등이 부장되었다. 주변권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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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무기, 마구, 토기류 중심으로 부장되어 있고, 장신구류는 소량 확인되고 있다. 수혈
식석곽묘의 규모는 대체로 2㎡ 이하의 소형이 대부분이고, 2㎡~4㎡ 정도의 규모도 일부
관찰된다. 평면형태는 대부분 세장방형이며, 월산리에서는 장방형이 확인된다. 바닥시설
의 형태는 대다수 피장자의 시신이 안치되는 주공간인 가운데 부분에만 자갈이나 할석을
깐 형태이지만,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유물이 부장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
분에 자갈이나 할석을 깐 형태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천군동피막 가-3호의 경우 바닥에
할석을 이용하여 관대 시설을 한 형태도 확인되었다. 유물의 부장형태는 양단부장이 대
부분이고, 한쪽 단벽에만 유물을 부장한 형태도 일부 관찰된다. 출토된 유물은 무기, 토
기류 중심으로 부장되어 있으며, 장신구는 일부 고분에서만 확인되었다.
3기에는 중심권역에서 A급~I급까지 모든 등급의 적석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가 조영된
다. 주변권역에서는 적석목곽묘도 조영되지만 수혈식석곽묘가 주로 조영되고 있다. 남부
권역과 서부권역에서는 C급~E급의 적석목곽묘가 조영되고, 북부권역과 동남부권역에서
는 E급의 적석목곽묘가 주로 조영된다. 수혈식석곽묘는 주변권역 대부분에서 F급~I급이
조영되지만, 동남해안권역에서는 G급~I급의 수혈식석곽묘가 조영된다. 수혈식석곽묘는
대부분 F급·G급보다는 H급·I급이 다수를 차지한다.

4) 4기(6세기 전반)
4기에는 적석목곽묘가 중심권역과 서부권역에서만 조영되고, 수혈식석곽묘는 모든 권
역에서 조영되고 있다. 이 단계 고분의 특징을 살펴보면, 적석목곽묘의 규모는 3㎡ 이하
의 소형에서부터 10㎡ 이상의 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평면형태는 대부분 장방형
이다. 바닥시설의 형태는 대부분 바닥 전면에 자갈이나 할석을 깐 형태이며, 유물의 부장
형태는 양단부장과 한쪽 단벽에만 부장한 형태가 관찰된다. 출토된 유물은 장신구, 무기,
마구, 토기류 중심으로 부장되어 있다. 수혈식석곽묘의 규모는 대체로 2㎡ 이하가 대부분
이고, 월산리에서 3㎡ 이상이 일부 관찰된다. 평면형태는 대부분 세장방형이며, 월산리
에서는 장방형이 확인된다. 바닥시설의 형태는 대부분 피장자의 시신이 안치되는 주공간
인 가운데 부분에만 자갈이나 할석을 깐 형태이지만,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유물
이 부장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자갈이나 할석을 깐 형태도 일부 확인되고 있
다. 유물의 부장형태는 양단부장이 대부분이고, 한쪽 단벽에만 부장한 형태도 일부 관찰
된다. 출토된 유물은 무기, 토기류 중심으로 부장되어 있다.
4기에는 이전시기와 마찬가지로 중심권역에서는 A급~I급까지 모든 등급의 적석목곽묘
와 수혈식석곽묘가 조영된다. 주변권역에서는 서부권역에서만 적석목곽묘가 조영되고,
수혈식석곽묘는 모든 권역에서 조영되고 있다. 서부권역에서는 D급·E급의 적석목곽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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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영된다. 수혈식석곽묘는 주변권역 대부분에서 G급~I급이 조영되고, 대부분 G급보
다는 H급·I급이 다수를 차지한다.

5) 5기(6세기 중반)
5기에는 경주지역에서 적석목곽묘는 관찰되지 않고, 석실묘가 등장하는 시기이다. 수
혈식석곽묘는 대부분의 권역에서 조영되고 있다. 이 단계의 고분의 특징을 살펴보면, 수
혈식석곽묘의 규모는 대체로 2㎡ 이하가 대부분이고, 3㎡ 정도가 일부 관찰된다. 평면형
태는 대부분 세장방형이며, 일부 장방형이 확인된다. 바닥시설의 형태는 대부분 바닥 전
면에 자갈이나 할석을 깐 형태이다. 유물의 부장형태는 한쪽 단벽에 유물을 부장한 형태
가 대부분이고, 손곡·물천리유적에서 장벽 중앙 아래에 유물을 부장한 형태도 일부 관
찰된다. 출토된 유물은 무기류, 토기류 중심으로 부장되어 있다.
5기에는 적석목곽묘가 더 이상 조영되지 않고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수혈식석곽묘는
주변권역 대부분에서 H급·I급이 조영되고 있다.

2. 고분의 위계구조와 성격
고분의 규모와 부장 유물의 조합상 등을 검토한 결과 고분과 고분군간에는 모두 9단계
의 위계구조가 확인되었다. 그 결과 고분 분포 권역간에는 상위위계와 하위위계의 구분
이 확인되었으며, 분포 권역간의 위계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즉 Ⅰ급-중심권역 〉
Ⅲ급-남부권역·서부권역 〉Ⅴ급-북부권역·동남부권역 〉Ⅶ급-동남해안권역 순으로 위
계구조가 나타나고, 상위위계와 하위위계 간에는 묘제와 부장유물이 질적으로나 양적으
로 차등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13> 고분군의 위계와 변천양상
1기
(5C 전반)

2기
(5C 중반)

3기
(5C 후반)

4기
(6C 전반)

Ⅰ급

중심:경주시내고분

중심:경주시내고분

중심:경주시내고분

Ⅱ급

중심:경주시내고분

중심:경주시내고분

중심:경주시내고분

구분

적
석
목
곽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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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급

중심:경주시내고분

남부:덕천리
서부:금척리

남부:덕천리
서부:금척리

중심:경주시내고분

Ⅳ급

서부:사라리

서부:사라리

서부:사라리

서부:사라리,
사라리525

Ⅴ급

북부:동산리

북부:동산리,
손곡·물천

북부:동산리,
손곡·물천
동남:조양동

북부:손곡·물천리
동남:조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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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6C 중반)

구분

1기
(5C 전반)

Ⅵ급
수
혈
식
석
곽
묘

2기
(5C 중반)

3기
(5C 후반)

4기
(6C 전반)

남부:월산리
서부:율동

남부:월산리
서부:율동
북부:오금리

남부:월산리
서부:율동
북부:오금리

5기
(6C 중반)

Ⅶ급

동남해안:봉길리

남부:화곡리
동남해안:봉길리,
봉길Ⅰ

남부:화곡리
동남해안:봉길리,
봉길Ⅰ

남부:화곡리
동남해안:봉길리,
봉길Ⅰ

Ⅷ급

동남해안:봉길리

동남해안:나정리

동남:천군동피막
동남해안:나정리

동남:천군동피막

중심, 남부, 서부,
북부, 동남해안

남부, 서부, 북부,
동남해안

중심, 남부, 서부,
북부, 동남,
동남해안

중심, 남부, 서부,
북부, 동남,
동남해안

중심, 남부, 서부,
북부, 동남해안

Ⅸ급

중심권역의 경우 경주분지 일원으로 당시 신라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
지로서 인정된다. 남부권역과 서부권역은 중심권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비교적 대형의
고분을 조영할 수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북부권역과 동남부권역은 적석목곽묘가 조
영되고 있지만 남부권역과 서부권역보다는 그 위계가 낮은 고분이 축조되고 있다. 반면,
동남해안권역의 경우 적석목곽묘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수혈식석곽묘만 조영되고 있으
며, 수혈식석곽묘 중에서도 그 규모나 부장유물이 다른 권역에 비해서 질적으로나 양적
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소형의 고분을 조영할 수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지형적 단절이나 지역적 차이로만 이해하기 보다는 동남해안권역이 다른 권
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권역별 고
분의 위계구조는 시기별로 특징을 가지며 나타난다.
1기는 경주 중심권역에서 적석목곽묘가 본격적으로 축조되는 시기이다. 경주 중심권역
에서 C급·E급의 적석목곽묘가 조영되고, 서부권역과 북부권역에서 D급·E급의 적석
목곽묘가 조영되기 시작한다. 동남해안권역에서는 G급·H급의 수혈식석곽묘 조영된다.
이 단계까지는 월성로고분군과 인왕동고분군, 황성동고분군을 통하여 볼 때, 순수목곽묘
나 위석목곽묘의 축조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이 시기 적석목곽묘의 채용주체가
넓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당시의 상위지배자 등급에서 적석목곽묘를 채용하여 본격적으
로 축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2기는 경주 중심권역에서 적석목곽묘가 발전되는 시기이다. 중심권역에서 B급~E급의
적석목곽묘가 주로 조영된다. 주변권역에서는 C급~E급의 적석목곽묘가 조영되지만 F급
~I급의 수혈식석곽묘가 주로 조영되고 있다. 수혈식석곽묘는 대부분 F급·G급보다는 H
급·I급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 시기에는 순수목곽묘나 위석목곽묘의 축조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이는 적석목곽묘의 채용주체가 이전 시기보다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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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상위지배자 등급에서 적석목곽묘를 집중적으로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묘곽
의 평면형태, 내부구조, 규모, 부장유물 등에서 등급 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기는 경주 중심권역에서 적석목곽묘가 완성되는 시기이다. 중심권역에서 A급~I급까
지 모든 등급의 적석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가 조영된다. 주변권역에서는 C급~E급의 적
석목곽묘도 조영되지만 F급~I급의 수혈식석곽묘가 주로 조영되고 있다. 이 단계에 속하
는 고분이 권역별로 가장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수 역시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특징은 이전 단계에 비해 수혈식석곽묘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
다는 것이다. 또한 적석목곽묘의 채용주체가 당시의 지배자 등급에서 대부분 축조한 것
으로 판단되고, 묘곽의 평면형태, 내부구조, 규모, 부장유물 등에서 등급 간에 차이가 나
타나고 있다.
4기는 경주 중심권역에서 적석목곽묘가 변화하는 시기이다.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중심권역에서는 A급~I급까지 모든 등급의 적석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가 조영된다. 주변
권역에서는 서부권역에서만 D급·E급의 적석목곽묘가 조영되고, G급~I급의 수혈식석곽
묘는 모든 권역에서 조영되고 있지만 G급보다는 H급·I급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 시기의
특징은 이전 시기에 비해 적석목곽묘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수혈식석곽묘의 수는
이전 단계와 비슷하게 조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묘곽의 평면형
태, 내부구조, 규모, 부장유물 등에서 등급 간에 차이가 확인된다.
5기는 경주 중심권역과 주변권역에서 적석목곽묘가 소멸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특
징은 이전 시기에 비해 적석목곽묘가 더 이상 조영되지 않고 소멸한 것으로 보이고, 수혈
식석곽묘는 주변권역 대부분에서 H급·I급의 소형이 조영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석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를 조영한 지배집단은 1~3기를
거치면서 점차 확대되고 규모와 부장유물에서 위계화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배집단의 위
12)

계화는 이전 시기 부터 있었지만 적석목곽묘 조영기에 보다 세분되며, 규모와 부장유물
에서 위계가 관찰된다. 특히 3기에는 거의 모든 지배집단에서 적석목곽묘를 축조하고, 수
혈식석곽묘의 수가 크게 증가하며, 등급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후 4기에는 적
석목곽묘의 조영은 점차 축소되고, 5기에는 적석목곽묘가 더 이상 조영되지 않고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고분의 위계에 따라 당시 지배집단의 정확한 등급을 알기는 어렵지만 A급에서 I급으로

12)  경주지역 목곽묘 연구성과에 의하면 지배집단의 위계화는 3~4세기까지 5개 그룹으로 위계관계가 식별이 되었고, 4세기 후반부
터는 A그룹이 분화하여 6개 그룹으로 식별된다(윤온식 2016: 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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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상위지배자에서 하위지배자에 해당하며, 피장자 생전의 지위가 그대로 고분에 반
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권역별 지배집단의 성격이 고분의 위계에 어느 정도 반
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분의 규모, 부장유물 등은 경주 중심권역과 주변권역 사
이에 큰 차이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경주 주변권역은 고분의 규모와 부장유물 등에서
13)

중심권역의 직·간접적인 규제 를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Ⅵ. 맺음말
고분은 시간과 공간의 특정 지점에서 행하여졌던 매장행위의 결과로써, 당시 고분 축조
에 동원되었던 인적·물적 자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고분의 규모와
부장유물은 피장자의 사회적 신분 또는 지위를 나타내며, 나아가 지역간 발전정도를 추
론할 수 있는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고분의 위계에 대한 연구는 당시 사
람들이 고분에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고자 했던 방법을 찾아내어 매장관념을 복원하는 작
업이라 할 수 있다.
경주지역의 자연·지리적 환경과 고분의 분포를 고려하여 경주지역의 공간 구성을 구
분하였다. 그 결과 경주지역은 월성과 대릉원을 중심으로 한 경주분지 일원의 중심권역,
형산강 상류의 내남면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역, 대천 유역의 건천읍을 중심으로 한 서부
권역, 형산강 하류와 신당천 유역의 천북면·강동면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역, 남천 상류
의 조양동·구정동을 중심으로 한 동남부권역, 토함산 동쪽에 위치한 대종천 유역의 감
포읍·양북면 일대를 중심으로 한 동남해안권역 등 총 6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경주지역 6개 권역에 분포하는 고분들을 규모와 부장유물 조합상 등을 검토한 결과 고
분과 고분군간에는 모두 9단계의 위계구조가 확인되었다. 그 결과 고분 분포 권역간에는
상위위계와 하위위계의 구분이 확인되었으며, 분포 권역간의 위계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즉 Ⅰ급-중심권역 〉Ⅲ급-남부권역·서부권역 〉Ⅴ급-북부권역·동남부권역 〉Ⅶ
급-동남해안권역 순으로 위계구조가 나타나고, 상위위계와 하위위계 간에는 묘제와 부
장유물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차등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13)  김용성(1997: 34-35)에 의히면 고분이 신분에 따라 그 입지 조건이 다른 것은 고분의 조성에 엄격한 규제 아래에서 이루어졌음
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고분의 복잡성, 크기, 축조재료 등은 신분적 차등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표지적인 유물인 금관, 관
식, 금제이식 등은 특정한 고분에서만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사회의 신분체계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국면을 암시하
는 바가 크다고 논하였다. 이는 묘곽의 규모와 부장유물 등에서 규제를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라의 관등체계와 신분제에 관한 연구성과(전덕재 2002: 250-251)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상위 관등에 오르는 것은 한
계가 있지만 하위 관등에는 그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관직 또는 관등체계가 신분제의 운영원리에 의하여 규제를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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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권역별 고분의 위계구조는 시기별로 특징을 가지며 나타난다. 적석목곽묘와 수
혈식석곽묘를 조영한 지배집단은 1~3기를 거치면서 점차 확대되고 규모와 부장유물에서
위계화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배집단의 위계화는 이전 시기부터 있었지만 적석목곽묘 조
영기에 보다 세분되며, 규모와 부장유물에서 위계가 관찰된다. 특히 3기에는 거의 모든
지배집단에서 적석목곽묘를 축조하고, 수혈식석곽묘의 수가 크게 증가하며, 등급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이후 4기에는 적석목곽묘의 조영은 점차 축소되고, 5기에는 적석목곽묘
가 더 이상 조영되지 않고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고분의 위계에 따라 당시 지배집단의 정확한 등급을 알기는 어렵지만 A급에서 I급으로
갈수록 상위지배자에서 하위지배자에 해당하며, 피장자 생전의 지위가 그대로 고분에 반
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권역별 지배집단의 성격이 고분의 위계에 어느 정도 반
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분의 규모, 부장유물 등은 경주 중심권역과 주변권역 사
이에 큰 차이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경주 주변권역은 고분의 규모와 부장유물 등에서
중심권역의 직·간접적인 규제를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논문접수일(2018.4.26) ▶심사완료일(2018.5.31) ▶게재확정일(20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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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erarchy and Changing Patterns of
Ancient Tombs in the Gyeongju Area in
the Fifth and Sixth Century
Dong-wook Lee
(Sejong Research Institute of Cultureal Heritage)
The Gyeongju area is divided into six zones in terms of spatial composition
according to its natural and geographic environments and the distribution of its ancient
tombs. The investigator reviewed the ancient tombs in the six zones and their size and
combination of artifacts buried along with the deceased and found a hierarchy of total nine
stages among them. The hierarchical structure went from Grade I: the central zone through
Grade Ⅲ: the southern and western zone and Grade V: the northern and southeastern zone
to Grade Ⅶ: the East Coast zone.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tomb style and the quality
and quantity of artifacts buried along with the deceased between the upper and lower stages
of hierarchy.
This hierarchical structure of ancient tombs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by the
period. The ruling class that made wooden chamber tombs with a stone mound gradually
expanded from Period 1 to Period 3 with the hierarchy of the internal structure and artifacts
buried along with the deceased within their ancient tombs. In Period 3, in particular,
almost every ruling class made a wooden chamber tomb with a stone mound with appare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grades. Entering Period 4, they gradually reduced in the
number of wooden chamber tombs with a stone mound, which were no longer made and
disappeared in Period 5.
Although it was difficult to know the exact grade of each ruling class those days
based on the hierarchy of ancient tombs, the upper and lower rulers decreased and
increased, respectively, from Grade A to Grade I. It seems that the status of the buried
during their lifetime was reflected on their ancient tombs as it was. In additi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upper and lower rulers became clearer with the passage of time.
There were especially huge differences in the size of ancient tombs and artifacts buried in
them between the central zone of Gyeongju and its surrounding zones. The surrounding
zones of Gyeongju must have been under the direct and indirect control of the central zone
in the size of tombs and artifacts buried in them.
Key words : wooden chamber tomb with a stone mound, stone chamber tomb in a pit style,
hierarchical structure, grade, changing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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