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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제형분 전통이 강한 영산강유역 지역사회는 5세기 후엽에 들어 원형분이 상류권을
중심으로 축조된다. 초현기 분형의 선호지역은 담양, 화순 등 영산강 상류권에서 높은
집중도를 보이다가 점차 중·하류지역까지 확산된다. 매장주체시설은 옹관, 목관,
석곽·석실이 모두 확인되지만, 대체적으로 석곽과 석실이 주류를 이룬다.
원형분은 변화양상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Ⅰ단계는 5세기 전엽∼중엽
으로 설정되며, 출현기에 해당된다. 서남해안지역에 소위 倭系古墳으로 지칭된 무덤이
출현한다. 매장주체시설은 석관·석곽이 중심이다. 이 시기 영산강유역은 전통 묘제인 제형
분이 확산·유행하였다. Ⅱ단계는 5세기 후엽∼6세기 전엽으로 설정되며, 확산기에 해당
된다. 영산강유역 고분이 극변하는 고총기로 圓臺形墳이 조성되는 등 백제지역 고분과
차이를 보인다. 매장주체시설은 옹관이 지속되지만, 주로 석곽·석실이 유행한다. 지역
단위체에서 전개된 분형 선택의 양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동일 묘역권에서
방형분과 원형분으로 나누어지고, 제형분에서 원형분으로 전환되고, 방형분에서
전방후원형분과 중소형의 원형분을 선택하기도 한다. Ⅲ단계는 6세기 중엽 이후로
설정된다. 백제 편입기로 영산강유역 전통이 와해된다. 매장주체시설은 백제식 사비기
석실로 전환된다.
원형분의 본격적인 출현은 분형의 공통점에서 Ⅰ단계의 고분부터 논의될 수는 있다.
그러나 단독분, 단세대적, 공간적 편재성, 석곽 조성 등에서 전통과는 이질적이다. 반면,
Ⅱ단계는 옹관 매장의 연속, 제형분 묘역과의 연속, 군집분, 누세대적, 영산강유역 전역
분포 등에서 Ⅰ단계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Ⅰ단계와 Ⅱ단계의 원형분 성격은 서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다만, 5세기 후엽 이후의 원형분 중 일부는 석실구조, 즙석시설 등에서
왜계고분과 유사한 면도 있어 재지세력의 내적 변화만으로는 출현 배경을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필자는 원형분의 출현 배경은 고총고분 출현 이후 개방화된 지역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결과적 산물로 이해한다. 분구 축조 기술은 성토방법 등에서 고총고분의
여타 분형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분구 성토에 동원된 노동력에서 큰 차이가
발생되었고, 심지어 제형분보다 적게 산출된 경우도 있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피장자의 사회적 위치가 분구 규모, 동원 노동력 등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더불어 원(대)형분의 본격적인 확산 시기가 백제의 한성 함락 직후부터라는 점에서 대외적
정세가 불안정해진 정치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주제어 : 영산강유역, 원형분, 전통, 백제, 왜(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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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고고학에서 무덤이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는 것은 무덤 속에 당시의 문화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고, 각 시기별로, 지역별로 변화되기 때문이다(최성락 2009: 108). 이 가운데 분구
는 생물학적 활동을 멈춘 시신을 매장하면서 현실과 차단시킨다는 내세적 관념을 반영한
고고학 자료이다. 고고학 연구자가 고분으로 인식하는 무덤은 그 안에 묻힌 피장자가 현
실에서 누렸던 권위나 권력의 정도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으로 논의될 수 있다. 그것의
주체는 피장자 자신이 아니더라도 그와 특정한 관계를 유지한 개인이거나 집단이 될 수
있다(한옥민 2010: 100).
이제까지 원형분에 대한 조사는 분구 전면으로 실시된 사례가 전무하다. 원형분에 대한
연구는 주제로 부각되지 못하고 방형분 등 관련 연구과정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성낙준 1997: 43-49; 이정호 1999: 100-106; 임영진 2002: 58-64; 김낙중 2014: 33-40; 최
영주 2015: 132-133). 1990년에 조사된 영암 옥야리 14호분을 시작으로 이후에 나주 장동
리고분(08년) 등이 원형분으로 알려지기도 하였으나, 분형과 관련된 정보가 모두 부정확
한 실정이다. 또한 발굴조사 사례가 모두 4기(담양 서옥 2·3·4·12호분)정도로 여타 분
형에 비해 미진한 편이다.
1)

영산강유역 에서 고총고분의 분형 변화는 방형분, 원형분, 전방후원형분 순으로 이해되
어 왔다. 그런데 최근 5세기 중·후엽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전방후원형분 자료가
확인되고, 제형분이 유행하던 5세기대에 서남해 연안을 따라 원형분이 축조되는 양상이
확인되면서 출현 배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5세기대 고총
고분 조영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원형분의 출현 배경 및 그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에 접근하기 위하여 원형분의 분포, 매장주체시설. 축조 기술, 노동력 등을 검토한다.

1)  영산강은 담양군 용추봉에서 발원하여 전남 서부지역을 지나 서해로 합류된다. 엄밀히 말하면 담양, 장성, 광주, 화순, 나주, 함평,
무안, 영암지역이 해당된다. 여기에서는 방형계 주거지 유행, 제형분 유행, 옹관 매장 등 동일 문화권이라는 의미에서 주변의 해남·
고흥지역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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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료 검토 및 분석
1. 분포 현황
원형분은 대상부 중앙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사방이 대칭을 이룬 채 분구 외연이 둥글게
마련되고, 분구 법면이 안식각을 갖은 채 성토되어 분정부를 갖춘 형태를 말한다. 다만
분정이 편평하거나 기울기를 갖는 면이 조성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빈약해 단면
2)

형태가 半球形인지, 圓臺形 인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한계라 할 수 있다.
영산강유역에서 원형분 출현은 상류권에서 시작된다. 이후 점차 중하류권으로 확대
된다. 상류권은 장성, 담양, 광주, 화순지역에서 보이고, 중하류권은 나주, 함평, 무안지
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원형분의 집중도는 대체로 상류권을 중심으로 두드러지는 양상
이다. 또한 해남, 고흥, 신안, 무안 등 서남해안 지역에서도 확인되는데, 대표적으로 신안
배널리, 무안 신기 등 소위 왜계고분이라고 지칭된 무덤들이다. 영산강유역 고총고분 등
장보다 이른 5세기 전반대이다.
원형분의 변화는 5세기 후엽에 극변한다. 이 시기에 분구가 본격적으로 고대화됨으로
써 고총고분의 범주에서 논의할 수 있다. 연구 자료가 전무했던 초창기에는 백제의 웅진
천도 이후에 원형분 일색으로 확인되고, 백제식 석실분의 경우 소형으로 규격화되는 양
상을 보임으로써 백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나주 반남고분군에서
백제 왕릉의 규모를 능가한 원(대)형분이 조성되고, 내부에 옹관 다장 전통이 유지되는
양상을 통해 이 지역의 고총고분 중 하나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한옥민·임지나 2018:
369). 원(대)형분의 밀집 고분은 덕산리고분군에서 잘 보여주며, 석곽·석실과 다르게 복
수의 매장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덕산리고분군의 경우, 분구 직경이
매장주체시설에 따라 차이를 잘 보여준다. 옹관이 주로 18m이상인데 반해 석실은 15m이
하로 구분된다(전남대학교박물관 2002: 113). 이후 본격적인 백제화가 진행된 시기인 6세
기 중엽부터 대형급 분구가 자취를 감추고 대부분 10~15m 내외로 축소된다.
원형분의 선호도는 가장 먼저 출현한 상류권에서 높은 비율을 보일뿐 아니라 1∼2열을
이루는 군집 양상이 확인되고 있다. 중하류권은 나주 반남고분군을 제외하고 10기 이상

2)  분구의 원형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5세기대 고분 자료 가운데 원대형분은 나주 덕산리 3∼6·9·10호, 나주 대안리 10호분 등이다.
나주 덕산리 3호분은 일제 강점기 당시 약측된 도면을 참조하면 분정 단면은 원대형이 아닌 원추형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동-서 단면도는 원대형을, 남-북 단면도는 원추형이다. 추가장된 옹관을 매장한 이후에도 흙으로 마감하였다는 정황을 유추하면
원대형보다는 원추형의 단면 형태를 띠었을 가능성이 높다. 1988년 분구 정비복원에서는 원대형으로 복원되었다. 나주 덕산리 4호
분은 1917년 谷井濟一에 의해 발굴조사되었는데, 일제 강점기 약측도면을 기준할 때는 단면형태가 원대형보다는 원추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덕산리 5호분은 일제강점기에 기록한 약측도면과 기록을 보면, 분구에 단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분구 중 하
단에 단을 두었다는 점에서 앞선 3·4호분과는 다른 모습이다. 평면형태가 원형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8

제33호

이 밀집된 경우를 보기 어려우나, 광주 평동·선암동, 담양 서옥고분 등 상류권에서는 밀
집·분포한다. 반면, 서남해안권은 대체로 1∼2기의 기수로 분포하는 차이가 있다.
한편 분형의 연속성으로 볼 때, 영산강유역에서 3∼5세기에 가장 유행했던 제형분과의
관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광주 평동(원두, 월전)의 경우 재지계 분구인 제형분의 묘역으
로부터 연속되어 방형분으로 이행되기도 하며(원두), 원형분으로 이행되기도 한다(월
전). 화순 내평리의 경우는 전 단계의 제형분에서 연속되어 구릉 능선부에 원형분만을
조성한다. 반면, 광주 선암동의 경우는 제형분의 조영이 보이지 않고 원형분으로 일색
되는 차이가 있다.

2. 매장주체시설
영산강유역 원형분의 매장주체시설은 크게 옹관, 목관, 석실, 석곽으로 구분된다. 이 가
운데 영암 옥야리 14호분이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라는 점에서 옹관을 매장주체부로 사
용한 4세기대에 원형분이 출현한다고 볼 수도 있다. 분구 형태가 제형계가 아닌 원형계라
면 1.7m에 불과한 높이라는 점에서 원대형보다는 반구형에 가까울 것이다. 필자는 주구
의 진행 방향성을 토대로 복원하면 제형계(단제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만약 원형분
일지라도 원대형분과의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원형분으로 보고된 나주 장동리고분의 경우, 분구 규모가 동서길이 26.5m, 남북길
이 19.7m로 확인되었다. 분구 되파기 후 4세기 중·후엽경에 옹관 1기, 6세기 중엽경에
석곽 1기가 조성되었다(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2010: 14-54). 조사단이 제시한 분구의 규
모로 볼 때 두 축의 길이가 비대칭을 이루게 된다. 분구 평면형태와 관련된 조사가 완벽
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형계로 분류되었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요구된다.
이들 고분은 모두 축조시기가 4세대로 비정되고 있는데, 여타 원형분이 일반화되는 시기
가 대체적으로 5세기 후엽∼6세기에 걸쳐 나타나는 양상과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원(대)
형분은 나주 덕산리 3·5호분, 대안리 10호분 단계부터 적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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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산강유역권 원형분 현황
권역

고분명

담양 서옥

담양 계동
담양 금구동

광주 산정동

입지

구릉
말단

평지
평지

구릉
말단

기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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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

매장
시설

2호:12.2×1.4

석곽

3호:12.4×1.4

-

4호:11.92×1

석곽

12호:12.67×1.2

-

1호:10.40-11×?

-

2호:10.40?

-

시기

비고

5C후

12중 4기 조사,
12호는 대도 매납

12

2
1

3

영산강
상류

광주 평동
(원두:A,
월전:B)

규모(m)
(직경×높이)

22

5C후
5C후

18×2.5

석곽

1호15.56〜15.72×1.14

목관

2호17.86〜18.82×0.37

-

3호:6.78-6.81× ?

-

A-38호;10.95-11.50×?

-

A-40호:7.40-8.30×?

-

B-2호:7.50×?

-

B-13호:12.40×?

-

B-15호:16.00-16.90×?

-

B-16호:10.30-10.55×?

-

B-17호:9.70-10.10×?

-

B-19호:9.70-10.20×?

-

B-20호:15.35×15.60×?

-

B-21호:17.75-17.90×?

-

B-23호:24.15×?

-

B-32호:7.60-7.90×?

-

B-33호:11.35-13.15×?

-

B-34호:10.70-10.95×?

-

B-35호:14.55×15.45×?

-

B-36호;15.10-15.95×?

-

B-37호:11.60×12.55×?

-

B-38호:12.00-12.55×?

-

B-39호:8.45-8.60×?

-

B-40호:11.70-11.90×?

-

B-41호:10.35×?

-

B-42호:12.85-13.5×?

-

6C전

5C후

원형분만 조영

제형분→방형분
이행속에 원형분
소수

5C후6C전
제형분→원형분
이행

권역

고분명

광주 선암동

입지

구릉
말단

기수

17

영산강
상류

규모(m)
(직경×높이)

매장
시설

윗마을 1호:11.35-12.20×?

-

윗마을 2호:11.88-12.28×?

-

윗마을 3호:13.40-13.92×?

-

윗마을 4호:4.76×?

-

윗마을 5호:5×?

-

윗마을 7호:8.89×?

-

윗마을 8호:10.92×?

-

윗마을 9호:10.44×?

-

윗마을 10호:17.6017.80×?

-

아랫마을 1호:14.2615.97×?

-

아랫마을 2호:17,1818.13×?

-

아랫마을 3호:10.09×?

-

아랫마을 4호:10.08×?

-

아랫마을 5호:12.72×?

-

아랫마을 6호:13.4413.60×?

-

아랫마을 7호:12-13.20×?

-

아랫마을 8호:8.7212.56×?

-

시기

비고

5C후6C전

원형분만 조영

광주 쌍암동

평지

1

11.6-12.6×1.8

석실

6C전

월계동고분과 인접

장성 영천리

평지

1

17×3

석실

6C전

사벽조임식

장성 만무리

구릉
말단

1

?×3-3.5

석실?

5C후

추정원형,
반지하식

화순 내평리

구릉
능선

석실?

5C후6C전

즙석,
제형분→원형분

9호:10.40×0.90
3

10호:17,70×2.30
11호:16.60×1.40

영산강
중하류

화순 백암리

구릉
말단

1

19×2.5

석실

6C전

즙석

화순 천덕리
3호분

구릉
능선

1

21×5

석실

5C말6전

방형분 2기와
군집, 현실-연도
주칠, 즙석

화순 사촌

구릉
능선

1

8,9-11.7×1.3

석실

5C후

4호:14×?

석실

6C중

5호:소멸

-

6호:소멸

-

10호:31×?

옹관

나주 대안리

구릉
능선

지하식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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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고분명

입지

기수

규모(m)
(직경×높이)

매장
시설

시기

1호:9-10×1.65

-

6C전

3호:43.81-45.5×9.24
4호:27.68-28.05×5.596.45

구릉
말단

5C후
옹관

5호:43.65-44.85×7.17.45
나주 덕산리

10

5C후

6호:18.8-20×?

-

7호:14-14.5×?

-

8-1호:10-11×?

-

9호:12-15.5×2.5

옹관?

6C전

석실

6C중

2호:20.12×4.15

옹관

6C전

3호:17.13×1.68

옹관?

6C전

6C전

석실:분구 되파기

12호:10×?

구릉
말단

2

나주 송제리

구릉
사면

1

20∼22×2.2∼5.6

석실

6C전

변형궁륭식,
현실 회칠

나주 복암리
1호분

구릉
말단

1

20×8,7

석실

6C중

연도 칸나누기 기법

나주 흥덕리

산사면

2

14×?

석실

6C말

추정원형, 쌍실분

나주 동수동

구릉
능선

1

18.20×?

-

5C후

빈 의례 후
원형분 매장

함평 신덕 2호분

구릉
능선

1

20-21×3

석실

6C후

전방후원분
1기 인접

무안 인평 1호
석곽분

산사면

1

7.2×?

석곽

6C전

무안 덕암 1호분

평지

1

13.8×2.2

옹관

5C후

나주 신촌리

1호:7×?
영광 대천
1-4호분

12

6호:주구에서
옹관편 출토

10호:15×0.7

구릉
말단

서남
해안

6C전

6C중

구릉
능선

영산강
중하류

비고

6C중

2호:7×1
산능선

4

보고서: 패형

6C전
석실

3호:7×2

5C말

4호:7×1

6C전

지상식,
사벽조임식

해남 황산리 분토

구릉
능선

1

1호:15.60×14.76×?

-

6C전

즙석가능성(할석재)

고흥 야막

구릉
말단

1

24×4

석곽

5C전

추정원형

고흥 길두리 안동

구릉
정상

1

36×3.6

석곽

5C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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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고분명

입지

기수

규모(m)
(직경×높이)

매장
시설

시기

해남 외도 1호분

구릉
정상

1

24×1.5

석곽

5C중

해남 월송리 조산

구릉
말단

1

17×4.5

석실

5C말

1호:12.40×3

석곽

5C후

3호:24×3

석곽

5C후

평지
해남 만의총

구릉
정상

2

1호:22×2.5-4
서남
해안

해남 용일리 용운

구릉
능선

3

2호:15×3.15

6C전?
석곽

6C전

즙석

3호:1×?

6C후

반지하식

2호:12×1.6

5C전

구릉
정상

2

구릉
사면

2

신안 도창리

산사면

1

18-20×2.8

석실

6C후

무안 신기

구릉
말단

1

6.7×1.06

석곽

5C전

신안 배널리

신안 읍동

비고

석곽
3호:5.3-6.8×0.70

5C전

1호:17.80-18.20×2.20

6C중
석실

2호:10-11×2.50

사비기 석실
6C말
사비기 석실,
괴임식

먼저 옹관이 매장주체시설로 조성된 경우를 보자. 원형분에서 옹관을 매장주체시설로
사용한 경우는 기왕의 연구를 통해서 나주 반남고분군 일대에서 성행했음은 주지하는 바
이다. 옹관이라는 재지계의 대표 매장시설을 쓰는 풍습뿐 아니라 지상식, 분구조정(수직
확장), 다장 풍습을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고총기의 최전성기에 조성된 원(대)형분의 매
장주체시설은 옹관으로 인식되고, 백제의 본격적인 진출이 완성되지 못한 지역정치체의
건재를 보여주는 자료로 이해되어 왔다. 특히 덕산리고분군은 신촌리 9호분과 대안리 9
호분 일대가 방(대)형분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수의 원(대)형분 조영이란 점에서 주목된
다. 또한 고총고분 속에서 중소형급이 아니라 방대형분과 동일한 고대화된 분구를 조영
했다. 덕산리 3호·5호분이 직경 45m정도의 규모로 조성되어 원형분 가운데 가장 대형
급이다. 지근거리에 조성된 덕산리 8-1호·10호·12호분은 석실로 대체되고, 15m이하의
규모로 조성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목관이 조성된 경우를 보자. 목관을 매장주체부로 조성한 경우는 광주 산정동
1호분이 유일하다. 묘광은 분구 중앙에서 남쪽으로 약간 치우쳐 자리하는데, 성토된 분구
를 굴착하여 마련하였다. 묘광 규모는 길이 3.3m, 너비 1.9m, 깊이 1m 정도로 단을 두고
있다(그림 1). 매장주체시설이 목관인지, 목곽인지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분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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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광주 산정동 1∼3호분

묘광을 파서 관을 매장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목관은 옹관 매장이 유행하면서 점차 사
라지는 양상이 일반적인데, 5세기 후엽에 확인된다는 내용에서 피장자의 출자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
원형분에서 석실(석관형석실)이나 석곽이 확인된 사례는 5세기 전반부터 6세기 후엽까
지 지속된다.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는 서남해지역에서 최근 조사가 증가하고 있는 석관
형석실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석곽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해남 외도 1호분, 신안 배널
리 3호분(그림 2), 무안 신기고분 등을 들 수 있다. 고흥반도의 야막고분과 안동고분 또한
원(대)형분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5세기 전반대에 축조된 서남해안지역의 고분은 모두 단독으로 축조된 경향을 보이는
데, 이 점에서 출자를 왜계로 보는 경향이 높다. 분구 규모는 10m 이내의 소형급(신안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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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3호분, 무안 신기고분)과
25m 이내의 중형급(고흥 야막,
해남 외도 1호분), 그리고 36m의
대형급(고흥 안동고분)으로 구
분할 수 있다. 고분은 대부분 단
독장으로써 영산강유역에서 유
행했던 다장 전통의 제형분과 비
교할 때, 이질적이다. 이후 석곽
이나 석실이 매장주체시설로 확
인되고 있는 고분은 영산강유역

〈그림 2〉 신안 배널리 3호분

에서 일반화된다. 담양 서옥고분
군, 화순 내평리 9∼11호분, 나주 덕산리고분군과 대안리고분군 일부, 함평 신덕 2호분,
나주 복암리 1호분·송제리고분 등이 알려져 있다.
영산강유역에서 원(대)형분은 나주 반남고분군 가운데에서도 덕산리고분군 구역에서
가장 많은 수가 확인되고 있다. 덕산리고분군의 경우 1호·3호∼7호·8-1호·9호·10
호·12호 등 14기 가운데 10기가 해당된다. 규모는 10m 내외의 소형급과 20m 내외의 중
형급, 그리고 45m정도의 대형급(3호·5호)이 있다. 이 가운데 8-1호·10호·12호분은 석
실을 매장주체시설로 갖추고 있다. 나주 덕산리 10호분은 직경 16.5m, 잔존높이 0.7m 규
모로 중앙에 횡혈식석실이 자리한다. 석실은 분구를 되파기하여 구축했을 가능성이 시사
되었다(전남대학교박물관 2002: 68). 이와 유사한 사례가 12호분에서도 확인되었다. 한편,
담양 서옥고분군은 10기 이상의 원형분이 열을 이루어 구릉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가운
데 2∼4호분과 12호분이 발굴되었으며, 2호분과 4호분에서만 석곽 조성의 매장주체부가
확인되었다. 화순 내평리유적에서 원형분은 모두 3기가 확인되었다. 전통적인 제형분 속
에 자리하고 있는 원형분은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9호분은 분
구 외면에 천석이 부분적으로 덮었고, 바닥석으로 옹관편들을 사용하였다. 10호분은 즙
석시설이 확인되고, 분구 중앙에 역시 석곽 계통의 매장주체부를 구축하였다. 백제계 개
배와 기대 등 상당량의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석곽이 아닌 석실 규모의 매장주체시설이
구축되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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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구 축조 기술
원(대)형분의 분구 축조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분구가 잔존
상태가 매우 불량하거나 분구 축조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부분 발굴조사된
이유도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분구 축조 기술과 관련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발굴조사가 진행된 담양 서옥고분군 4호분과 12호분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축조 공정은 크게 5단계로 진행되었다. ① 분구 평면형태와 기획, ② 정지작업, ③ 주구
굴착 및 분구 성토(최종 단계는 구축묘광 완성), ④ 석곽 구축, ⑤ 분구 완성 순으로 정리
된다. 분구가 들어설 입지에 대칭된 원상의 평면을 기획한 후(①단계). 개흙(mud)의 점질
토를 깔아 분구 기초면을 정지작업하였다(②단계). 이후 주구를 굴착하여 분구 외연을 따
라 토제를 선축하는데 구축묘광으로 조정하였다(③단계). 구축묘광 중앙에 석곽을 시설
하면서 바깥의 빈 공간을 동시 채움하였다(④단계). 최종적으로 피장자를 안치한 후 분
구를 완성하였다(⑤단계). 원형분
가운데 일부(화순 천덕리 3호분
등)는 분구 마감 과정에서 즙석
하여 분구를 피복하기도 한다(한
옥민 2016b: 170; 한옥민·임지나
2018: 371).
서옥고분의 매장주체부는 석
곽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 가운데 12호분의 경우 분
구 중앙에서 매장시설과 관련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2005년에 조사된 3호분의 양상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매
장시설을 조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목관(또는 구유형
목관)과 관련 흔적이 확인되지
〈그림 3〉 담양 서옥 12호분 전경 및 축조과정
(대한문화재연구원 2017; 임지나 2017)

않았기 때문이다. 주목되는 점
은 분구 축조 과정에서 구지표면
을 정지한 후 일정 높이로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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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후 중심부를 남겨둔 채 참호형 으로 분구를 쌓아올리고 있다는 것이다(한옥민 2016a:
63). 이는 앞선 단계의 제형분이나 옹관고분에서는 보이지 않던 축조기술이다(그림 3).
매장주체부의 구조는 분구 중앙을 참호형으로 남긴 축조 공정에서 석곽을 시설하는
데, 영산강유역에서는 좀처럼 확인되지 않는 양상이다. 이외에도 석곽 구축에 천석을
주로 사용하였다는 점, 분구 끝단에서 확인된 부분적인 즙석시설을 비롯하여 출토유물
4)

5)

에서 가야 ·일본열도 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3호분과 12호분의 경우를 보
6)

면, 매장주체부 없이 단야구와 철제대도 를 매납함으로써 이질적인 고분 축조를 보여
준 점도 눈에 띤다. 이에 대해 조사자(이영철 2017: 118)는 분구 성토과정에서 일종의 의
례 행위가 이루어졌고, 피장자와 관련된 유물을 매납했다는 점에서 무안 고절리고분
(방형분)과 같은 수묘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일본 군마현 카나이히가시우라(金井東
裏) 1호분은 서옥 2호분과 2기의 매장주체시설, 즙석시설 등에서 매우 유사하다. 따라
서 서옥고분군의 축조 주체
가 왜계인지, 카나이히가시
우라의 원형분이 한반도계
인지의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영철 2017: 118-119; 임지
나 2017: 88). 이는 나주 덕산
리고분군을 중심으로 하는 영
산강 중하류권에서 분구 조정
을 통한 一墳多葬 전통, 옹관
매장이 연속되어지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서옥고분군을 축조한
집단은 재지계 전통의 옹관

〈그림 4〉 방형분(영암 옥야리 방대형 1호분) 층위도 및
축조과정(전용호·이진우 2013)

3)  제형분도 분구 중앙이 빈 공간으로 남겨진 형상을 띠기는 하나 분구 성토를 위한 공간 외부의 선축이다. 반면, 담양 서옥은 성토재
를 이용한 매장주체부의 공간 마련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다만 피장자를 안치하는 시점이 모두 동일하다는 점은 장제적 연속
성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4)  2호분 주구 출토 광구호 2점은 경부에 돌대를 형성, 경부상단에 최대경을 형성하여 견부를 강조하는 등 영산강유역에서는 흔하지
않는 것으로 섬진강유역권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다(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93).
5)  3호분 분정 출토 고배는 배신과 대각의 높이가 거의 비슷하고 대각단의 형태나 접지면 처리 등이 일본의 쓰에끼(TK23∼47단계)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12호분 출토 철재대도는 병부 끝단이 곡선형으로 잘린 듯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를 왜계요소로 구분하면서 일본 사가현 신카이고
분(新開古墳) 출토품과 유사하다고 보았다(고경진 2017: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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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 축조 세력과는 별개의 문화권을 가진 이질적 성격의 고분이라고 정리된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나주 가흥리 신흥고분에서 조사되었으며, 영암 옥야리 방대형 1호
분 또한 지목해 볼 수 있다(그림 4). 두 고분은 전방후원형과 방형분으로 각기 외형은 다
르지만, 매장주체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참호형 성토방식은 분구 축조를 포함한
장제의 변화 속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즉 다장 풍습 매장이 일반적인 전통적인 옹관고
분의 경우 분구를 완성한 이후에 되파기하여 매장주체시설을 묻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데, 분구가 고대화된 이후에는 담양 서옥 4호분과 유사한 방식으로 축조하는 과정이 확인
된다. 따라서 영산강유역에 고총고분 출현과 관련하여 분구의 축조과정과 방식이 변화되
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고총고분 출현 이후, 서옥고분과 같이 소형급에서도 이와 같은 축조방식이 적용된 사례
는 무안 덕암 1·2호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1호분은 패형인지 원형분인
지의 검토가 필요한 반면 2호분은 14~15m 규모의 방형분이다. 이들 고분은 모두 구축묘
광·성토재·점토블록(홍보식 2013: 60-78; 권오영 2014: 18-25) 등 축조방식과 기술에서
는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원형분의 축조 기술에 있어서 방형분과는 다른
축조 기술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분구 규모가 중대형급인 나주 덕산리와
대안리고분, 함평 신덕 2호분, 나주 복암리 1호분과 같은 경우는 달리 해석해볼 수도 있
지만,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론을 불가하다.
필자는 원형분 축조 기술과 내용은 방대형 고총고분이 출현하는 5세기 중엽 이후의 자
료와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는 분형이 원형계로 보고된 나주 장동리고분의 경우
에서 드러난 방사상의 구획을 바탕으로 진행된 축조 기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정
지층을 형성한 후에 황갈색점질토와 흑회색점질토를 상호 교호하면서 성토하였다. 특히
흑회색점질토는 방사상으로 뻗어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구획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축
조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조사 내용을 검토해 보면 밑면의 두 축(19.7×
26.5m)이 7m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분구 서변의 양 모서리 부분에 각이 형성되어 있는
등 원형계가 아닌 방형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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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구 축조 노동력
영산강유역의 5세기대 분형은 재지계의 제형분을 비롯하여 방형분, 원형분, 전방후원
형분(장고분) 등으로 다양하다. 매장주체시설은 제형분을 제외하고 모두 석곽·석실을
조성하고 있다. 원형분 역시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석곽·석실을 매장주체시설로
채택한다는 점에서 축조 공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비교할 만한 자료
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 고분 축조에 동원된 노동력은 분구라는 단순한 체적뿐 아니
라 기술적으로 축조되기 어려운 매장주체시설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는
자료의 한계상 분구 체적을 중심으로 산출하기로 한다. 노동력 산출에 필요한 전제 및 산
출방식은 필자(한옥민 2010: 104-109, 2016c: 175-180)의 안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각
분형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영산강유역권 분형별 분구 축조 노동력 비교(한옥민 2010, 2016c)
분형

고분명

규모(길이/직경×높이 m)

매장시설

분구부피(㎥)

총 인원

영암 신연리 10호분

30.5×11.2×1.8

(옹관,석실)

302

264

나주 용호 13호분

25×11×.0.8

목관

161

133

나주 용호 17호분

16.25×8.5×1.7

목관

136

113

나주 대안리 1호분

21.5×12.3×4

(옹관)

216

189

나주 대안리 2호분

11×9∼10.7×1.5

(옹관)

83

73

나주 신촌리 5호분

17×10.5∼13×2.5

(옹관)

194

170

나주 신촌리 6호분

31.5×11.5∼16.5×3

옹관

644

564

영암 신연리 9호분

19×16×0.75∼2

목관.옹관

304

266

영암 초분골 1호분

33×15×1

목관,옹관

430

358

영암 초분골 2호분

16.5×15×1.5

목관,옹관

299

249

화순 천덕리 2호분

30×30×3.5

-

1,836

1,606

나주 신촌리 9호분

30×27×5

옹관

2,156

1,797

나주 대안리 3호분

19×18×(5)

(옹관)

911

759

나주 대안리 9호분

44.3×34.94×7.35∼8.41

옹관

8,805

7,338

나주 복암리 2호분

20.5×14.2×4∼4.5

옹관

433

379

나주 복암리 3호분

42×38×6

석실

5,451

4,544

나주 복암리 정촌

40×37×11.6

석실

5,465

4,555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

51×51×9

(석실)

12,015

10,013

무안 구산리

12.2×9×2

옹관

151

126

무안 덕암리 2호분

14.8×13.7×2.5

옹관

260

218

영암 옥야리 방대형 1호분

36.70×32.23×6.71

석실

3,769

3,142

제형분

방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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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형

고분명

규모(길이/직경×높이 m)

매장시설

분구부피(㎥)

총 인원

나주 덕산리 3호분

45.5× 9.24

옹관

7,862

6,552

나주 덕산리 4호분

27.68〜28.05×5.95-6.45

옹관

2,293

2,006

나주 덕산리 5호분

43.65〜44.85×7.1-7.45

옹관

7,210

6,309

나주 덕산리 10호분

16.24〜16.52×0.49-1.25

석실

180

157

장성 영천리

17×3

석실

354

296

함평 신덕 2호분

20~21×3

석실

370

323

나주 송제리

20∼22×2.2∼5.6

석실

1,157

965

담양 서옥 2호분

12.2×1.4

석곽

83

70

담양 서옥 3호분

12.4×1.4

-

85

71

화순 천덕리 3호분

21×5

석실

1,110

971

화순 내평리 10호분

17.7×2.30

석곽

443

387

해남 월송리 조산

17×4.5

석실

558

466

고흥 길두리 안동

36×3.6

석곽

1,849

무안 신기

6.7×1.06

석곽

고창 칠암리

방부:28.4×5.7/원부:30.8×10.3

석관형석실

4,391

3,842

광주 명화동

방부:24×2.73/원부:18×2.73

횡혈식석실

1,388

1,157

광주 월계동 1호분

방부:16×4.9/원부:24×4.8

횡혈식석실

3,151

2,627

광주 월계동 2호분

방부:15×2/원부:18×2.3

횡혈식석실

628

524

나주 가흥리 신흥

방부:11.7×7.2/원부:19.7×1.8

횡구식석실

490

409

영암 자라봉

방부:20×13×2.4/원부:24×4.6

횡구식석실

2,160

1,801

해남 방산리 장고봉

방부:37×9/원부:43×10

횡혈식석실

12,636

10,531

해남 용두리

방부:17.5×17.5×3.8/
원부:24.3×5.2

횡혈식석실

1,633

1,428

원형분

전방후
원형분

19

1,542
17

분구의 밑면적 규모는 분구 축조에 소요되는 노동 비용과 밀접하게 상관되는 요소이다.
여기에 분구 높이가 더해질수록 채토의 양과 성토의 시간적 비용이 가중되는데, 동원 인
력의 정도 및 소요일수와 상관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형분은 입체식 공법에
필요한 고난도의 축조 기술이 발휘되지 않았던 점, 보통 3일 이내의 소요일수를 요하는
점, 동원 인원은 최소 1차례의 분구 확장이 있었음에도 600인 이하인 점에서 저비용과 저
공력만으로 축조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즉 노동 비용 등 제반 경비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던 수준에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한옥민 2016a: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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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 고총고분의 초현은 5세기 중엽의 영암 옥야리 방대형 1호분을 선봉으로
한다. 이를 기점으로 분구 높이가 고대화되고, 새로운 축조 기술이 선보인다. 분구 축조
에 동원된 노동력을 비교할 때, 제형분은 거점취락 자체 내의 동원력으로도 축조가 가능
했던데 비해 고총고분은 계층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보다 광역적인 인력 동원을 필요로
한다. 고총고분의 조성은 역대에 없었던 대규모 토목공사였다. 동원 노동력은 수학적인
수치에서도 말해주며, 이러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고총고분의 위용은 분구 높이에서도 여
실히 드러난다. 이전이 2m 이내의 높이를 가진 수준이었다면, 고총고분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대)형분, 원(대)형분, 전방후원형분은 대체로 3m 이상의 높이를 갖춘다. 원(대)형
분의 경우 최고 높이 9m이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총고분의 각 분형별 분구 축조에 동원된 노동력을 비교해 보자. 최대치의 경우, 전방후
원형분은 분구부피 12,636㎥, 동원 인원수 10,531인이다. 방형분은 분구부피 12,015㎥, 동원
인원수 10,011인이다. 원형분은 분구부피 7,862㎥, 동원 인원수 6,552인으로 산출되었다.
원형분은 분구 축조에 동원 인원수를 보았을 때 병행기의 다른 분형들보다 가장 적은
수준으로 조성된 분형이라 할 수 있는데, 노동력 차이는 생각했던 것보다 크다. 수학적인
수치를 그대로 말하면 방(대)형분과 4,153㎥의 차이가 발생되었다. 이는 분구 체적이라는
단순 비교이기는 하나, 영암 옥야리 방대형 1호분과 같은 고대한 고총고분 1기를 더 만들
수 있는 공력의 수준이므로 간과할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 고총고분을 통해 표현하려고
했던 위계의 정도가 다른 고총고분보다 높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원형분과 공존하는
방형분, 전방후원형분 중 어떤 것도 영산강유역 전체에 통일성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는 못했을지라도 상호간 위계 차이는 약간씩 존재했음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Ⅲ. 단계 설정 및 변화 양상
영산강유역 고분의 변천은 외부 요소와 내부 요소가 서로 조합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여러 연구자들의 지적이 있었듯이 분형과 매장시설과의 대응이 쉽지 않
다(최성락 2009: 125; 김낙중 2009: 97). 이는 영산강유역 고분의 특징으로 언급되어져 왔
던 다장성, 다양성, 분구 확장과 관련된다.
본고의 주제인 분형을 보더라도 지역별 변화 양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어렵다. 이
와 관련하여 신촌리 9호분 출토 옹관 유형(전형 3형식)은 나주 복암리, 무안 사창리를 중
심으로 한 직경 20㎞정도의 중핵에 집중된다는 주장(김낙중 2009: 62-63)이 주목된다. 영
산강유역은 고총고분 단계라 할지라도 특정 세력에 의해 통합되지 않았던 사회구조였다
는 것을 설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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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산강유역 기본 묘제인 제형분과 비교하면 편리
한 측면이 있다. 원형분의 등장 시점인 5세기대, 이 지역에서는 제형분이 가장 보편적이
었기 때문이다. 제형분은 4세기 중엽경부터 목관에서 옹관으로 대체가 이루어지지만 이
전 전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원형분은 석관·석곽이라는 새로운 매장시설을 채택
하고 즙석시설 등 다소 낯선 모습이다. 이후 5세기 중엽, 고총고분이 출현하면서 분구의
고대화 및 정형화가 이루어지며, 원(대)형분이 등장한다. 원(대)형분 축조에는 성토재 사
용 등 새로운 축조 기술이 적용되며, 옹관 매장, 다장 풍습, 분구 조정 등에서 이전의 전
통을 의연히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보다 앞선 5세기 전반기에 풍납토성에서 영산강유역
산 토기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백제 왕권과 교류하였음은 분명하나 고총고분 단계에
백제의 직접적인 지배력이 미쳤음을 시사하는 요소나 문물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김낙
중 2009: 309) 영산강 상류권보다는 중하류권이 재지 전통을 가장 늦게까지 유존된 곳임
을 시사한다. 6세기 중엽경에 백제로 편입되면서 지역 전통이 모두 사라진다. 이러한 대
략적인 변화 양상을 통해 원형분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Ⅰ단계는 5세기 전엽~중엽으로 설정되며, 출현기에 해당된다. 서남해안지역에 소위 倭
7)

系古墳 으로 지칭된 무덤이 출현한다. 매장주체시설은 주로 석곽이 중심이다. 이 시기 영
산강유역은 전통 묘제인 제형분이 확산·유행한다. 고분 명칭에서 통해 알 수 있듯이 지
정학적 위치나 전통에서 재지계와 구별되는 요소를 보임을 반영한다. 이들 무덤은 재지
적 전통(제형, 다장, 군집분, 목관·옹관 매장 등)을 미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서
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공간의 편재성, 단독장, 즙석시설, 석곽유형, 갑주 등
부장품 양상에서 재지계 요소와 차이를 보인다. 해남 외도 1호분, 무안 신기, 신안 배널리
등이 있다.
Ⅱ단계는 5세기 후엽~6세기 전엽으로 설정되며, 확산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 영산강유
역은 고분이 극변하는 고총기로써 백제 왕릉 규모를 능가하는 원대형분 조성, 一墳多葬
전통 등에서 백제지역 고분과 차이를 보여준다. 매장주체시설은 옹관이 일부 지속되지
만, 주로 석곽·석실이 유행한다. 목관은 광주 산정동고분이 유일하다. 지역단위체 내에
서 전개된 분형 선택의 양태 역시 서로 차이를 보인다. 동일 묘역권에서 방형분, 원형분
으로 나누어지고(광주 평동), 제형분에서 원형분으로 전환되고(화순 내평리), 방형분에서
전방후원형분과 중소형의 원형분을 선택하기도 한다(함평 표산).
이 단계의 원형분은 Ⅰ단계와 확연히 구분된다. 재지계의 전용옹관 매장, 분구의 수직
확장(나주 덕산리), 제형분 묘역과의 연속성 및 군집분 조성(광주 평동), 누세대적, 방형

7)  연구자에 따라 남해안지역 고분(최성락 2014: 16-17), 왜계고분(김낙중 2013:160-161)으로 다르게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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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원형분의 공존(화순 회덕, 나주 덕산리), 소형급(담양 서옥)까지 고총고분의 축조 기
술(구축묘광, 성토재 사용 등)이 확대된 양상을 열거할 수 있다. 또한 분구 축조에 고난도
8)

의 입체식 공법이 이용되는 점은 질적 인 진전으로 이해된다. 나주 덕산리 3·5호분, 화
순 천덕리 3호분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Ⅰ단계와 Ⅱ단계의 원형분 성격은 서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다만, 5세기 후엽 이후의 원형분 중 일부는 석실구조, 즙석시설 등에서 왜계
고분과 유사한 면도 있어, 재지세력의 내적 변화만으로는 출현 배경을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표 3> 영산강유역권 원형분의 단계별 양상
Ⅰ단계

Ⅱ단계

Ⅲ단계

출현기

확산기

백제 편입기

점유 시기

5C전-중엽

5C후엽-6C전엽

6C중엽 이후

분구 높이

저분구

저·중·고총분구

저·중분구

동일 묘역권 내 분형

-

제형, 방형, 전방후원형

방형, 전방후원형

제형분과의 관계

비연속

연속 多, 비연속 少

-

점유 기간

단세대

누세대

누세대

군집 양상

단독분

군집분 多, 단독분

단독분, 군집분

공간적 편재

공간적 확대

공간적 확대

서남해안지역에 한정

영산강유역 전역

도서지역으로 확산

매장주체시설

왜계 석관·석곽

옹관·목관 少, 석곽·석실 多

사비기 석실

매장 위치

(반)지하식, 지상식

지상식

(반)지하식

축조 기술

구축묘광, 성토재 등

구축묘광, 성토재 등

-

구분

점유 지역

Ⅲ단계는 6세기 중엽 이후에 해당된다. 백제 편입기로 영산강유역 전통이 와해된다. 매
장주체시설은 백제식 사비기 석실로 전환된다. 이 지역은 6세기 중엽부터는 석설분이 산
록으로 올라가면서 점차 백제의 특징을 가지며 부여에서 조사되는 것과 구조적으로 똑같
은 것이 상당수 섞여 있다(임영진 1997: 137). 이 단계에 들어와서 재지계의 옹관 매장이
완전히 사라진다. 또한 6세기 전엽까지 조성되어졌던 원대형분과 외형에서 차이를 보이
는 반구형의 소형분 위주로 축조된다. 신안 읍동 2호분(11m), 나주 덕산리 12호분(10m)·

8)  이러한 변화는 취락에서도 보이는데, 고총고분이 등장 시점인 5세기 중엽에 조성된 광주 동림동취락이 대표적이다. 유적은 영산강
상류의 충적대지를 개발하여 새롭게 건설된 도시로 대형의 벽주건물, 64동의 창고건물, 원형수혈, 도로, 우물, 인공 수로, 수리
시설 등의 경관을 갖추고 있다. 그 주변으로 수공업 제품들을 대량 생산해 내는 다수의 거점취락이 배치되는 구조를 보인다(이영철
2015: 13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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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리(14m) 등에서 보여준다. 분구 주위로 조성된 주구 출토유물로 비추어 볼 때 이전에
비해 출토양이 확연히 줄거나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백제지역처럼 고분에서 토기 사용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양상과 같은데(서현주 2006; 163), 백제의 영역화가 진행된 이후 의례
시 토기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었음을 시사한다.

Ⅳ. 출현 배경과 축조 의미
1. 출현 시점과 배경
원형분 자료 검토·분석 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영산강유역 전통 묘제인 제형분
이 유행하던 시기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5세기대에 들어 서남해안 연안을 따라 출현하는
데 공간적 편재성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영암 옥야리 14호분이 조사된 이후 영산강유역 고분 자료에서 원형계의 분구
를 채용한 시기는 3세기 후반경부터 가능하다는 가설이 성립될 수 있었다. 옥야리 14호분
은 신산식을 띤 합구식 옹관이 매장된 단독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의 경향은 신산식
9)

의 출현이 4세기 전·중엽경으로 논의 되고 있다. 따라서 3세기 후반경의 원형분 출현은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형분의 출현이 4세기 전반이나 중엽부터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
제가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암 옥야리 14호분과 나주 장동리고분은 분형과 관련된
발굴조사 정보가 부정확한 상태여서 분형에 대해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는 4세
기 후엽·말에 조성된 나주 화정리 마산 5·6호분의 검토 결과도 동일하다. 마산 5·6호
분은 12m, 10m 직경의 규모를 갖추고 잔존 높이가 1m 내외로 확인되었다. 2기 모두 분
구 유실이 진행되어 외연을 추정 복원하여 원형분으로 보고하였다. 보고서의 〈도면 17〉,
〈도면 30〉을 참조해 보면 분구 외연이 호선이 아닌 각을 이룬 변이 관찰된다(그림 5).
또한 옹관 매장이 가장 유행했던 나주나 영암지역에서 원형을 띤 분구 축조가 이루어졌
다고 보는 것은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설사 분형이 원형계일지라도 높이가 2m 이내로
낮다는 점에서 이들은 원대형분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9) 오동선(2008: 126-129)은 신산식·송산식을 Ⅱ식 옹관(발전기 옹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고창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ⅡA,
무안·나주 등의 영산강유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ⅡB으로 볼 때, 후자의 경우 4세기 전·중엽경에 시작되고, 5세기 중엽까지도 존
속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4

제33호

<그림 5> 영암 옥야리 14호분 및 나주 화정리 마산 5·6호분

따라서 원형분 축조와 관련한 초출 자료는 5세기 전반부터 논의할 수 있다. 서남해안지
역에서 확인되는 신안 배널리 3호분과 무안 신기고분 그리고 해남 외도 1호분이 그 대상
이다. 모두 단독분으로 다장 전통의 재지 묘제와는 다른 모습이다. 더욱이 고흥 안동고분
이 동일선상의 해상 루트 기항지에 위치한다는 점에서도 상통됨으로써 원형계의 분구 축
조는 가야지역이나 일본열도와의 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본다. 마한고토 지역에서는
최근 조사된 천안 구도리고분도 상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간적 편재성을 확인하는데 있어 주목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보고된 고분 관련
의 분형 자료를 살펴보면, 한강과 금강유역을 포함한 고창 이북 지역에서는 좀처럼 원형
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전남 동부지역의 순천 운평리고분군으로부터 이
동지역의 가야고분 자료에서는 원형분 자료가 풍부한 편이다. 이러한 분포권을 염두 할
때, 원형분의 출현 배경을 영산강유역 내부에서 찾기는 어렵다.
5세기 전반 이후, 영산강유역에서 적잖은 수의 원형분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백제 웅
진기에 해당하는 6세기 전후 무렵이다. 앞서 정리하였듯이 함평, 나주, 무안, 광주, 장성,
담양, 화순지역에서 주로 확인된다.
그런데 영산강유역 원형분 자료를 살펴보면, 분포 상에서 지역적 집중도가 다르게 확인
된다. 특히 광주와 담양, 화순, 장성과 같은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원형분 출현이 두드러지
고 있다. 이들 지역 관련 자료는 대부분이 분구가 훼손된 채 주구 형태만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양상은 상류지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평과 나주를 포함한 중하류권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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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의 축조시기가 대부분 5세기
후엽에서 6세기 전반대에 집중된
다는 점에서 볼 때, 횡혈식석실이
유입되는 5세기 말을 전후하여 원
(대)형분 축조가 시작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형분의 출현은 3세기
후반이나 4세기 전·중엽부터 논
의하기 보다는 5세기 이후부터 검
토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출자나
축조집단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재
지적인 관점보다는 외부적 관점에
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광주나 화순지역의 경우, 제형계
의 분구 축조도 확인되지만, 뒤이
어지는 분형은 원형계가 주를 차
지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그림 6〉 화순 내평리 원형분(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3)

다. 원형분이 군집된 담양 서옥고
분군을 축조한 집단은 재지계 전

통의 문화와 이질적이다. 분구 배열구도, 3호·12호분에서 매장주체시설을 대신하여 단
야구와 철제대도를 매납한 양상, 석곽 구축에 천석을 주로 사용 등을 언급할 수 있다. 특
히 매장주체시설이 확인된 화순 내평리고분에서 알 수 있듯이 고분군은 원형분 축조 단
계에서 정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6). 분형을 비롯한 즙석시설과 부장유물에서 나
타난 이질적 요소들은 5세기 전반에 시작된 정황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원형분은 이후 웅진기를 거쳐 사비기에 이르러서도 지속되는데, 해남 용일리 용운고분,
함평 신덕 2호분, 나주 복암리 1호분 등이 해당된다. 이들 고분 또한 백제의 지방양식을
띤 석실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백제 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비기 석실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원적 요소를 바탕으로 출현한 지방 양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형
분의 축조는 가야지역이나 일본열도와의 관계 속에서 출현한 이후, 영산강유역에 대한
백제의 완벽한 지배가 진행된 사비기에도 축조됨으로써 지역화된 재지사회의 일면을 보
여주는 자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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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장자 성격 문제
다음은 옹관이 매장주체시설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된 나주 반남지역의 자료를 통해서
원형분과 관련된 출자문제와 지역사회 내부의 움직임을 살펴보겠다. 이와 관련해서 김낙
중(2009: 158-159)과 이영철(2015: 268-270)의 연구를 보자.
김낙중은 반남고분군 자료를 정리하면서 다양한 분형의 존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기
술하였다.“5세기 중엽에 영암 시종 일대 고분의 형태를 계승한 제형계의 고분이 먼저 자
미산 북측 동서 가지 능선에 조영되고 바로 이어 신촌리 9호분, 대안리 9호분 일대의 방
형분이 주도적으로 축조되며 5세기 후엽에는 수직 확장으로 분구를 高大化한다. 초대형
방대형분 주변에는 이보다 작은 방대형분이 거의 동시에 조영된다. 이 시기에 구릉 말단
의 덕산리에도 3호분과 같은 원대형분이 조영된다. …(중략)… 왜 원대형이라는 분형을
취하였는지는 알 수 있는 실마리는 찾기 어려우나 신촌리 9호분 일대 구릉부 피장자 집단
과는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은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매장시설이 동일하
고 부장유물 구성에서만 차이가 나므로 차별화의 필요성은 반남이라는 지역공동체 내부
에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의 견해를 정리하면 원대형분을 채용한 집단은 방대형분 집단과 차별화될 필요성을
가졌다는 것인데, 이는 출자나 계통의 구분을 표현하려는 의도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
다. 동일 지역권에 공존한 여러 세력 가운데 덕산리 일원에 자리한 집단이 유독 원(대)형
분을 선호한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필자는 출자나 계통의 차이라는 측면
에서 수긍이 가지만 이전 시기부터 반남 일원의 덕산리, 신촌리, 대안리 일대에는 제형분
을 공통적으로 축조하고, 옹관이 매장주체시설로 안치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각도
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5세기 후엽·말에 이르러 분형을 집단마다 달리 선호했는지에 대
한 답을 찾아야 한다. 필자는 5세기 중엽 이후로 고총고분을 축조하는 사회적 환경과 관
련된다고 판단한다.
5세기 중엽에 시작된 고총고분 출현 이후, 고대한 분구 축조의 유행은 영산강유역 전역
에서 발생된다. 분구의 규모를 통해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형성된 것이다. 당
시 사람들에게 고총고분 분구는 기념물적인 구조물로 인식되었다고 본다. 때문에 반남고
분군이 자리한 지역단위 내에서도 집단마다 고대화된 분구들을 축조하였다. 다만 분형
을 달리한 면에 있어서는 다른 이유가 내포되었다고 판단되는데 말하자면 권력거리가 작
은 사회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방(대)형분이 백제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받기 위한 채
용(이영철 2015: 268〜270)이라면 뒤이어 등장하는 원(대)형분은 이러한 의미를 포함해

영산강유역 원형분의 출현 배경과 의미

27

다원화된 대외적 관계를 표명하
기 위한 선택적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원(대)형분의 본격적인 축조
시기가 5세기 후엽부터라는 점
에서 알 수 있듯이 한성 백제의
함락에 따른 백제 왕권의 위기
속에서 가능한 것은 아닌가 생
각된다. 즉 한성 수도의 함락과
〈그림 7〉 광주 평동유적의 분형 변동 양태(이영철 2015)

웅진으로의 천도는 지방 세력의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
황을 야기하는 사건이다. 고구

려를 비롯한 백제, 신라와 같은 국가 간의 각축 속에서 지역사회에 깊숙이 관여되기 시
작한 대가야를 비롯한 가야 세력, 일본열도의 세력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역세력들은 저
마다 대외적 관계망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혼란은 지역사회 내부 단위에서도 전개되었을 것이며, 고분의 분형 선택
에도 반영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때의 반남지역 세력 또한 신촌리, 대안리, 덕산리로 구분되는 여러 주체 세력들이
공존했었다. 신촌리 9호분의 주인공이 백제 왕권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상황
에서 벌어진 혼란스런 사회적 상황은 대안리나 덕산리 세력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
하였을 것이다. 그 결과 가운데 하나가 덕산리 일대에 집중된 원(대)형분의 축조가 아닌
가 싶다. 백제 왕권과의 관계가 형성된 기존의 체제 속에서 대외적 활동을 전개했던 여
타 집단 가운데 일부는 새로운 대외적 관계망을 시도하였을 것이며, 이는 사회적 기념
물로 인식된 고총고분의 축조에 있어 방대형이 아닌 원(대)형분을 선택한 경우로 발생
했다고 본다.
이영철(2015: 240-241)은 광주 평동 A·B(원두·월전)·산정동과 하남동취락에서 확
인된 고분 분형의 이원화 현상과 동일하다고 지적하였다(그림 7). 그가 지적하였듯이
지역공동체 내부에서 피장자 집단간의 차별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답이 아
닌가 싶다.
〈그림 8〉을 참조하면 김낙중(2009: 153)이 분류한 모식도의 대안리군 집단은 제형에서
방대형분 축조의 경향성이 짙다. 반면, 신촌리 1군과 2군, 덕산리군 집단은 제형이나 방
대형에서 원대형분 축조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집단마다 분형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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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앞서 기술하였듯이 한
성 백제의 몰락에 따른 지역 단
위 세력들의 선택적 결과이자
변화의 적응결과라 정리한다.
분형 선택의 변화는 비단 반
남지역 일원에서만 벌어진 정
황만은 아니라는 점도 필자의
생각을 뒷받침한다. 함평천 수
계의 무안 고절리고분 집단과
함평 표산고분 집단이 방형분

〈그림 8〉 나주

반남고분군의 분형 변천(김낙중 2009; 이영철 2015)

에서 중소형의 원형분이나 전
방후원형분을 선택, 해남 분토리의 경우 제형분에서 원형분의 선택, 광주 평동과 선암동
에서 제형분으로부터 원형분을 축조한 것은 화순 내평리고분군의 경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대형분은 다른 고총고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력으로 축조될
수 있는 점에서는 분형 선택의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당시 사회 구성원들에
게 공인되어진 고총고분의 상징성으로 본다면 권위의 역할이 다른 고총고분보다 적었음
을 시사할 가능성이 있다. 분구 축조에 동원 노동력 정도가 방형분이나 전방후원형분 심
지어는 제형분보다도 적게 산출된 연유는 지역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피장자의 사회적 위
치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고, 출자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축조 기술
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형이라는 외형만 다를 뿐 여타 고총고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
미 방형분이 조성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새롭게 원형분을 선택한 것은 지역사회의 대외적
관계망을 표현하기 위한 결과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영산강유역 고총고분의 분
형이 통일성을 갖지 못하고 다양성을 보이는 것도 이와 관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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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제형분 전통이 강한 영산강유역 지역사회는 5세기 후엽에 들어 원형분이 상류권을 중
심으로 축조된다. 매장주체시설은 옹관, 목관, 석곽·석실이 모두 확인되지만, 대체적으
로 석곽과 석실이 주류를 이룬다. 초현기 분형의 선호지역은 담양, 화순 등 영산강 상류
권에서 높은 집중도를 보이다가, 점차 중·하류지역까지 확산된다.
영산강유역 원형분은 변화양상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Ⅰ단계는 5세기
전엽∼중엽으로 설정되며, 출현기에 해당된다. 서남해안지역에 소위 倭系古墳으로 지칭
된 무덤이 출현한다. 매장주체시설은 주로 석관·석곽을 조성한다. 이 시기 영산강유역
은 전통 묘제인 제형분이 확산·유행한다. Ⅱ단계는 5세기 후엽∼6세기 전엽으로 설정
되며, 확산기에 해당된다. 영산강유역 고분이 극변한 고총기로써, 圓臺形墳 조성, 一墳多
葬 전통 등에서 백제지역 고분과 차이를 보인다. 매장주체시설은 옹관이 지속되지만, 석
곽·석실이 중심이다. 대부분 분구가 훼손된 상태이나, 담양 서옥, 화순 내평리고분 등으
로 볼 때 석곽이나 석실 계통이 다수이다. 지역단위체 속에서 전개된 분형 선택의 양태는
서로 다르며, 나주 반남일원에서 벌어진 정황만은 아니다. 동일 묘역권에서 방형분, 원형
분으로 나누어지고(광주 평동), 제형분에서 원형분으로 전환되고(화순 내평리), 방형분에
서 전방후원형분과 중소형의 원형분을 선택(함평 표산)하기도 한다. Ⅲ단계는 6세기 중엽
이후에 해당된다. 백제 편입기로 영산강유역 전통이 와해된다. 매장주체시설은 백제식
사비기 석실로 전환된다.
원형분의 본격적인 출현은 분형의 공통점에서 Ⅰ단계의 고분부터 논의될 수는 있
다. 그러나 대체로 1∼2m정도 높이의 저분구, 단독분, 단세대적, 공간적 편재성 등에
서 재지 전통의 제형분과 다른 양상을 띤다. 반면, Ⅱ단계는 재지계의 옹관 매장의 연
속, 제형분 묘역과의 연속, 군집분, 누세대적, 영산강유역 전역 분포 등에서 Ⅰ단계
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Ⅰ단계와 Ⅱ단계의 원형분 성격은 서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다만, 5세기 후엽 이후의 원형분 중 일부는 석실구조, 즙석시설 등에서 왜계고분과 유사
한 면도 있어, 재지세력의 내적 변화만으로는 출현 배경을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Ⅲ단계는 분형이 원대형보다는 반구형으로 변화되고, 분구 규모도 축소된다.
이에 필자는 원형분의 출현 배경은 고총고분 출현 이후 개방화된 지역사회의 일면을 보
여주는 결과적 산물로 이해한다. 분구 축조 기술은 성토재, 성토방법 등에서 고총고분 출
현 이후 축조되는 여타 분형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분구 성토에 동원 노동력에
서는 큰 차이가 확인되는데,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동원 노동력 정도가 방형분이나 전방
후원형분 심지어는 제형분보다 적게 산출된 연유는 지역사회 내에서 차지하는 피장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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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치가 분구 규모, 동원 노동력 등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인되어진 고총고분의 상징성으로 본다면 권위의 역할이 다른 고총
고분보다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원(대)형분의 본격적인 확산 시기가 백제의 한성
함락 직후부터라는 점에서 대외적 정세가 불안정해진 정치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으로 보았다.
▶논문접수일(2018.9.21) ▶심사완료일(2018.10.21) ▶게재확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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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the Appearance
of a Round Tomb in the Yeongsangang River Basin
Ok-min Han
(Daehan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In the community of the Yeongsangang river basin, which has a strong tradition
of the trapezoidal tomb, round tombs were built around the upstream region in the late
5th century. The tomb of the initial stage was highly preferred in the upstream region of
Yeongsan river basin such as Damyang and Hwasun, and gradually spread to midstream
and downstream regions. Although jar coffin, wood coffin, and stone-lined tomb·stone
chamber are all confirmed as the burial facilities, stone-lined tomb and stone chamber are
the mainstream of those facilities.
The stage of a round tomb is mainly classified into three stages according to the
change patterns by period. Stage I corresponds to the early to mid-5th century. It's the
first time it's appeared. A tomb called “Wa(倭)-style tomb” appeared in the southwestern
coastal area. Stone coffins·stone-lined were mainly used as the burial facilities. In the
Yeongsangang river basin of that stage, a trapezoidal tomb, which is a traditional tomb
form, was spread and prevailed. Stage Ⅱ corresponds to the late 5th to the early 6th
century. It is the time it spread. During this period, tombs with high mounds are formed. A
round tomb with a high mound is made and it is different from the Baekje tomb. Although
jar coffins were continuously used as the burial facilities, stone-lined tomb·stone chamber
was mainly popular. The shape of the selection of the form developed in the regional unit
is different. In a region where the same tomb form was used, the form of a tomb is divided
into a square tomb and a round tomb; a trapezoidal tomb changed into a round tomb; a
keyhole-shaped tomb and a small and mid-size round tomb were selected for a square
tomb in some cases. Stage III, which corresponds to the period after the mid-6th century,
is a period when the region was incorporated into Baekje Kingdom. In that period, the
tradition in the Yeongsangang river basin region collapsed and the burial facilities changed
to Baekje-style Sabigi stone chamber.
For the appearance of a round tomb, the similarities of tombs can be discussed from
the tombs in Stage Ⅱ. However, it i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 in the form of single tomb,
tombs for single generation, spatially uneven distribution, and the construction of stone
chamber. On the other hand, Stage Ⅱ differs from Stage Ⅰ in terms of the succession of
burial using jar coffins, the succession of trapezoidal tombs, clustered tombs, tombs for
multi generations, and the distribution in the overall Yeongsangang river basi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characteristics of round tombs between Stage Ⅰ and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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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some of the round tombs after the late 5th century are similar to Wa-style tombs
in the structure of stone chamber and the stone facility placed on a tomb. Thus,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background of their appearance only by the internal changes of local forces.
In this study, the background of the appearance of a round tomb was interpreted as a
resultant product showing one aspect of the open community after ancient tombs appeared.
The technology for building burial mound was not far different from the technologies for
tomb forms of ancient tombs in terms of the embankment method.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abor force mobilized for embanking burial mound, which
was even lower compared to a trapezoidal tomb. It seems that the social status of a buried
person in the community is partly reflected in the scale of burial mound and the size of
mobilized labor force. Moreover, it seems that the appearance and spreading of a round
tomb were relevant to the political situations such as unstable foreign circumstances in that
it started immediately after the fall of Hanseong Castle of Baekje Kingdom.
Key words : Yeongsangang river basin, Round tomb, Tradition, Baekje, Wa(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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