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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고는 최근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구지역 중심고분군인 달성고분군의 편년과 축
조 양상, 축조집단의 성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출토유물을 바탕으로 3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부터 6세기 후엽까지 달성고분군 내에서 조사된 여러 고분의 편년을 실시하였
고, 3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 목곽묘 계열의 고분이 달성고분군 Ⅰ군이 위치한 구릉의 동
쪽 사면부 일대에 조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4세기대와 5세기 전엽을 전후한 시기
까지 목곽묘 계열의 고분이 달성고분군 내 Ⅰ군이 위치한 구릉의 동쪽 사면부 일대와 Ⅲ군
의 서쪽 일대에 조영된 것으로 보이고, 5세기 중엽이 되면 37, 41, 50, 51호분 등이 속
한 Ⅱ군을 비롯하여, 고분군 내의 각 군에서 고총의 조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6세기대에 들어서면 고분군 내에서는 주로 중소형의 고분이 축조
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고분의 매장주체부로는 석실묘가 채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출토된 금공 위세품과 개별 고분의 규모 등에서 달성고분군은 대구지역의 중심고분
군이자 지역 최고 지배층의 묘역으로 판단하였는데, 문헌기록을 통해서도 3세기 중엽 ‘달
성’을 축조한 세력이 달성고분군을 조영하였고, 300년 이상 대구지역 중심 집단의 묘역으
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고분군 내에서 확인된 대형의 판석조 석곽은 낙동강
중상류역의 제지역에서 확인되는데, 재지 지배층의 특수한 묘제로 인식되고, 고분의 시기
나 출토 유물의 위계 등으로 보아 달성고분군이 판석조 석곽 분포권의 중심지였을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주제어 : 달성고분군, 고분의 편년, 축조집단의 성격, 판석조 석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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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대구분지의 중심부에 자리한 달성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는 1923년 日本人에 의해 처
음으로 진행되었고, 그 기록이 당시 발간된 소략한 보고서에 남아있다. 이후 70여년이 지
난 1990년대 후반까지 달성고분군에 대한 추가적인 발굴조사는 전무하다시피 하였고, 자
연히 달성고분군에 대한 연구는 한 손에 다 꼽을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달성고분군 내에서 조금씩 구제발굴이 진행되기도 하였고,
2014년부터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달성 및 달성고분군 조사에 대
한 재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간행하고 있어, 그 동안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자
료가 새롭게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시점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고분에
대한 자료는 물론,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달성고분군의 범위 내에서 이
루어진 다수의 소규모 구제발굴에 대한 자료 역시 상당수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시점이 그 동안 연구자들 사이에 약간의 이견이 존재하였던 달성고분군의 편
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는 물론 고분군의 위상과 성격에 대한 재고가 가능해진 시점
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고는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고분과 1990년대 이후 달성고분군 내
여러 유적에서 확인된 목곽묘, 석곽묘 등에 대한 종합적인 편년을 실시해보고자 한다. 이
와 더불어 달성고분군 축조집단의 성격과 위계 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 달성고분군의 조사현황
달성고분군은 1923년 姜興周라는 인물이 택지 조성(현재의 대구 서문시장 부지)을
위한 토사 채취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고분이 파괴되었고, 이를 계기로 日本人
[小泉顯夫(고이즈미 아키오), 野守健(노모리 켄), 澤俊一(사와

이치) 등]에 의해

1)

34·37·50·51·55·59·62호분 등이 발굴조사 되었다. 이와 함께 당시 지표상에 잔존
하고 있던 총 87기의 고분에 대한 측량이 실시되었고, 봉분의 규모와 그 위치를 대략적으
로 파악할 수 있었다.
달성고분군은 지형과 고분의 배치 등을 기준으로 모두 7개의 분포군으로 나눌 수 있고

1) 姜興周에 의해 파괴된 고분(35·36·52·53·54·56·57·58호분)이 아닌 비교적 잔존 상태가 양호한 고분을 대상으로 발굴(일종
의 구제발굴)을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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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舜燮 1996: 356-362), 1923년 발굴조사된 7기의 고분은 모두 오늘날 행정구역상 대구
광역시 서구 내당2·3동 일원에 위치하며, 1990년대 이후 달성고분군 내에서 구제발굴된
여러 유적 역시 내당2·3동을 비롯한 그 북쪽의 서구 비산2∼4동 내에 위치한다.

1. 일제강점기(1923년) 조사
1) 34호분
34호분은 1923년 조사 당
시 잔존 봉분은 대부분 훼
손된 상태였고, 규모는 기
저부를 기준으로 직경 약

②

10.6m, 높이 4.5m로 알려
져 있다. 봉분 내에서 2개
의 석곽이 확인되었고, 그
외 미발굴된 봉분 내에도

③

소형 배장곽이 더 존재하
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
곽인 1곽의 장축 방향은 북
동-남서이고, 석곽의 규모
①

는 길이 약 3.94m, 너비 약

④

1.24m, 높이 약 1.5m이며,
출토된 유물로는 토기류,
마구류, 철기류, 그리고 은
제 관식, 세환이식, 은제 과
대, 수정제 곡옥, 경식, 금
⑤

동제 굉갑(肱甲) 등이 있다.
부곽인 2곽의 규모는 길이
약 2.73m, 너비 약 0.45m이

<그림 1> 달성고분군 34호분 출토유물(① 금동 굉갑(金銅肱甲),
② 유자이기, ③ 관식, ④ 수정제 곡옥, 이식, 방추차, 이형토제품,
⑤ 마구류, ⑥ 은제 과대) (세종문화재연구원 2018)

고, 출토된 유물로는 유개
고배 3점, 적색호형토기 2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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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2) 37호분
37호분은 1923년 조사
당시 잔존 봉분의 평면형
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②

기저부를 기준으로 직경
19.7m, 높이 2.12m로 확인
되었다. 봉분 내에는 2개의
석곽이 있었는데, 1곽은 봉
분 남쪽에 위치하고, 장축

③

①

방향은 북동-남서이며, 규
모는 길이 약 4.27m, 너비
약 1.27m, 높이 약 1.56m이
다. 석곽의 벽은 판석을 세

⑤

운 뒤 빈 공간에 할석을 채

⑥

워 만들었고, 바닥에는 천
석을 깔았으며, 꺾쇠가 출
토된 것으로 보아 석곽 내
부에 목관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곽 내에
서 출토된 유물로는 토기
류, 마구류, 철기류, 그리
고 금동관 2점, 태환이식,

④

⑦

⑧

<그림 2> 달성고분군 37호분 1곽 출토유물(① 금동관, ② 행엽(杏葉),
③ 유자이기), 달성고분군 37호분 2곽 출토유물
(④ 삼엽환두대도(三葉環頭大刀), ⑤ 고배, ⑥ 이식, ⑦ 백화수피제
관모(白樺樹皮製 冠帽), ⑧ 관식) (세종문화재연구원 2018)

환두대도, 경식 등이 있다. 2곽은 1곽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석곽의 규모는 길이 약 3.8m,
너비 약 1.42m, 높이 약 1.56m이다. 석곽의 벽은 1곽과 마찬가지로 판석을 세운 뒤 빈 공간
에 할석을 채워 만들었고, 바닥에는 천석을 깔았다. 유물은 금동제 입식(立飾)과 은제 관
식이 부착된 백화수피제 관모, 세환이식, 은제 과대, 식리편, 환두대도 등이 출토되었다.

3) 50호분
50호분은 1923년 조사 당시 봉분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고, 규모는 직경 19.7m, 높이
4.2m이며, 봉분 외연을 따라 호석이 확인되었다. 봉분 내에는 2기의 수혈식석곽이 ‘T’
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남쪽에 위치한 1곽이 부곽, 중앙에 위치한 2곽이 주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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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된다. 1곽의 규모
는 길이 약 3.5m, 너비 약
0.68m, 높이 약 1.7m이고,
②

유물은 주로 석곽 양단벽
앞쪽에 부장되었다. 2곽
의 규모는 길이 약 3.9m,
너비 약 1.2m, 높이 약
1.7m이고, 바닥에는 천석
을 깔아 관대를 만들었다.

③

①

출토된 유물로는 태환이
식 1쌍, 대도, 철도자, 방
추차, 그리고 대부장경호
를 포함한 다수의 토기류

④

와 마구류 등이 있다.

4) 51호분
51호분은 1923년 조사
당시 잔존 봉분의 평면
형태는 타원형이고, 규모
는 동서 직경 16.7m, 남

⑤

⑥

<그림 3> 달성고분군 50호분 1곽 출토유물(① 이형토기(異形土器),
② 삼이부호, ③ 고배), 2곽 출토유물(④ 유자이기, ⑤ 행엽, ⑥ 재갈)
(세종문화재연구원 2018)

북 직경 21.2m, 높이 4.5m
로 확인되었으며, 봉분의 동쪽 및 남쪽 외연을 따라 호석이 확인되었다. 봉분 내에는 2기
의 수혈식석곽이 ‘T’자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봉분의 동쪽에 위치한 1곽의 규모는 길이 약
3.0m, 너비 약 0.9m, 높이 약 1.0m이다. 출토된 유물로는 철겸 1점과 토기 10여점이 있고,
북벽 인근에서 벼를 부장한 것과 같은 부식층이 발견되었다. 2곽은 봉분 중앙에서 동쪽으
로 약간 치우친 곳에 위치하고, 규모는 길이 약 4.6m, 너비 약 1.0m, 높이 약 1.7m로 확인
되었다. 유물은 토기류, 마구류, 도자 철촉과 같은 철기류, 그리고 금제 조익형 관식, 금
제 세환이식, 은제 과대, 환두대도, 금동제 식리편과 같은 착장형 위세품이 다수 출토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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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⑤

②

③

④

⑥

<그림 4> 달성고분군 51호분 출토유물(① 은제과대, ② 요패, ③ 관식, ④ 이식 및 패용금구, ⑤·⑥ 토기류)
(세종문화재연구원 2018)

5) 55호분
55호분은 1923년 조사 당시 잔존 봉분의 규모는 직경 18.2m, 높이 2.1∼3.9m로 확인되
었다. 55호분의 봉분 중심에는 1기의 석곽이 배치되어 있었고, 석곽의 규모는 길이 약
4.6m, 너비 약 1.7m, 높이 약 2.0m로 확인되었다. 석곽의 벽은 판석을 세운 뒤 빈 공간에
천석을 채워 점토를 발라 만들었고, 바닥에는 할석을 깔았다. 석곽 내에서 출토된 유물로
는 토기류, 마구류, 철기류, 금속용기류 그리고 관모, 이식, 경식, 과대, 금동환두대도, 금
동제 식리 등이 있다.

6) 1923년 경찰서 인계분 및 지주 제출분 토기
국립대구박물관 보고서(2015)에 재정리되어 소개된 ‘경찰서 인계분 및 지주 제출분 토
기’는 아마 1923년 강흥주에 의해 파괴된 고분들과 그 주변에서 출토되었을 가능성이 높
다. 보고서에 실린 기종을 확인해보자면, 개, 일단투창고배, 이단투창고배, 단각고배, 대
부완, 연질발(적갈색 소호), 대부장경호, 대부호, 병, 단경호, 양이부호, 삼이부호, 대호 등
으로 매우 다양하고, 130여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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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전체적인 기형과 문양 등이 잘 남아 있어 편년이 가능한 토기들이 다수 존재하는
데, 기종 별로 선택하여 편년을 실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다만, 해당 토기들을 실견할
수 없고 도면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편년작업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략
한 세기를 초·전·중·후·말 다섯 분기로 나누어 생각하자면, 경찰서 인계분 및 지주
제출분 토기는 5세기 후엽부터 6세기 후엽까지 편년이 가능하다<그림 15>.

2. 1990년대 이후 발굴조사
달성고분군 분포지역 내에서 1920년대의 조사 이후 199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추가
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 6.25전쟁 이후 대구지역 역시 1960∼80년대를 거
치며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1950년대까지 일부 지표상에 남아있었던 고분들도 완
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구제발굴이 진행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1998년 비산4동 일원에서 진행된 소방도로 개설 공사현장에서 주민의 신고로
의해 토기편이 발견되었고, 1923년의 발굴조사 이후 8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제발굴이
다시금 진행되었다. 이후 또 고분군 내에서 개발은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발굴조사는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 문화재보호법이 강화되며 주택 재개발
등에 따른 소규모 구제발굴이 다수 진행되었다.

1) 비산4동 200-82번지 유적
1998년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경북대학교박물관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4동
200-82번지 외 16필지에 대한 시굴 및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방도로 개설공사 도중 토기편들이 출토되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은 대구광역시와
서구청이 현장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시굴 및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토광묘 3기와 석곽
묘 2기 등 총 5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토광묘에서는 와질의 대부호, 회청색 경질의 대
부장경호, 단경호, 발 등을 비롯한 토기류와 철부, 철겸, 철촉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고,
석곽묘에서는 이단투창 유개고배, 회청색 경질 및 회황색 연질의 개, 이부호 등의 토기류
가 출토되었다.

2) 비산4동 202-1번지 유적
1999년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총 16일간 영남대학교박물관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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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4동 202-1번지 일대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1998년 비산4동 200-82번지 유적 발굴
조사 당시 비산동 202-1번지 유적 일대에서 다수의 토기편과 일부 유구(석곽)의 흔적이
확인되었고,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목곽묘 2기, 석곽묘 3기 등 총 5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목곽묘에서는 양이부
호, 삼이부호, 단경호, 기대편, 철모, 호편 등이 출토되었고, 석곽묘에서는 유개이부호, 고
배를 비롯한 토기편과 교구, 등자, 행엽, 철촉, 유자이기, 철겸 등의 금속류가 출토되었다.

<그림 5> 비산4동 202-1번지 유적 내 4호 석곽묘 전경

3) 비산동 405-1번지 유적
유적은 서부초등학교 개축공사로 인해 발굴조사 되었고, 2008년 7월 7일부터 9월 12일
까지 대동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석곽묘 12기, 수혈 4기, 구 1기, 고려∼조선시대 수혈 16기, 고상식
건물지 1동, 구 5기, 토광묘 2기, 조선시대 토광묘 3기, 목관묘 1기, 집석유구 1기, 우물 1
기, 주혈 8공 등 모두 55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 중 삼국시대 석곽묘의 경우 할석과
천석으로 벽체를 축조하였고, 상면시설은 대부분이 벽체완성 후 10㎝ 내외의 자갈로 바
닥 전면에 설치하였으나, 9호, 12호는 상면시설 설치 후 벽석을 축조하였다. 출토유물로
는 유개고배, 고배, 파수부완, 광구소호, 대부장경호, 대부호, 이부호, 단경호, 첨저호, 연
질파수부발, 적색연질발, 파수부배, 기대, 대호, 방추차 등의 토기류와 금동제 이식, 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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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③

①
<그림 6> 비산동 405-1번지 유적 내 3호 석곽묘(① 조사후, ② 유물출토상태, ③ 출토 금동제이식)

이기, 판상철부, 철겸, 철촉, 철환, 도자, 안교
복륜편, 교구 등의 금속류가 있다.

4) 비산동 171-39번지 유적
2013년 4월 29일에서 5월 9일까지 한국문화재
보호재단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
상지는 창고시설신축부지로, 현재 창고시설이
들어서 있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석곽묘 2기, 석실묘 1기
등 총 3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 중 석실묘
는 잔존 길이 175㎝, 너비 200㎝, 깊이 6㎝ 정
도이다. 현실의 벽석은 17∼35㎝ 가량의 큰 할
석으로 먼저 바깥 면을 맞추어 축조한 후, 후면
은 작은 할석으로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 시상
은 잔존상태로 보아 2차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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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달성고분군 41호분( ) 및
대구 비산동 171-39번지 유적( )
(세종문화재연구원 2018)

1차시상의 동쪽에 붙여 2차시상이 설치되었다. 유물은 금제 이식 1점, 고배, 개, 장경호,
꺽쇠, 도자, 경식 1련(94개) 등이 출토되었다.
유적 내에서 확인된 석실묘는 구조나 규모, 고분 분포도 상의 위치 등으로 판단해 보았
을 때 41호분의 봉분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을 매장주체부로 추정할 수 있다.

5) 비산동 265-9번지 유적
2017년 4월 24일에서 4월 27일까지 한국문화재재단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지는 근린생활시설 신축예정부지이다.
조사 결과, 석곽묘 1기가 확인되었다. 석곽묘의 개석은 판석이며, 개석 중 5매는 파손되
어 매장주체부 내부로 함몰되어 있었다. 개석의 크기는 길이 80∼90㎝, 너비 40∼50㎝이
다. 석곽묘의 규모는 290㎝, 너비 55㎝, 깊이 55㎝ 정도이다. 벽석은 양단벽은 1단만이, 양
장벽 5단 가량이 잔존한다. 양단벽은 40∼60㎝ 가량의 판석 1매를 와수적하였고, 양장벽
은 60∼70㎝ 정도의 판석을 와수적한 뒤, 상부에 25∼40㎝의 청석 암반과 천석을 종평적,
횡평적하여 축조하였다. 시상은 10∼15㎝ 가량의 청석 암반편을 이용하였다. 유물은 대
부장경호, 장경호, 유개고배, 연질발, 철겸, 소도자 등이 출토되었다.

<그림 8> 비산동 265-9번지 유적 내 석곽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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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분의 편년과 성격
1. 고분의 편년
여러 연구자들이 달성고분군에 대한 편년을 실시하였는데, 모두 1923년에 조사된 고분
을 대상으로 하였다. 공통적으로 5세기대를 중심으로 편년이 이루어졌고, 51호분이 편년
의 가장 앞쪽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있다<표 1>. 하지만 고분의 상대편년은 연구
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각 연구자 마다 나름대로의 편년 기준이 있었
기 때문이겠지만, 무엇보다도 1923년 보고서에 제시된 흑백의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편년
작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금의 편차가 더 발생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Ⅱ장에서 소개한 고분들의 편년을 새로이 제시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데, 1923년
보고서의 흑백사진이 아닌 최근의 달성고분군 보고서(국립대구박물관 2015, 2016)와 1990
년대 이후 발간된 각 유적의 보고서에 제시된 적확한 유물의 실측 도면을 적극 활용하고
자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편년이 안정된 경주지역 고분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달성고
분군 내 고총 및 중소형 고분의 편년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표 1> 대구 달성고분군 편년표
박광렬(1992)

김용성(1996)

전엽
∼
중엽

5
C

6
C

16

중엽
∼
후엽

내당동
51-1, 2
내당동
50-1

전엽
∼
중엽

내당동
50-2
내당동
55
비산동
37-2

중엽
이후

비산동
34-1, 2
비산동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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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전엽

내당동
51-1, 2

후반후엽

내당동
50, 55
비산동
34, 37-1

이희준(2007)
1
/
4

내당동
51-1, 2

2
/
4

비산동
37-2

3
/
4

비산동
37-1
내당동
50-1, 55

4
/
4

비산동
34-1

박천수(2010)

남익희(2014)

초

初

전

前

중

내당동
51-1, 2

中

내당동 51호
2곽

후

비산동
37-2

後

비산동 37호
1곽

말

내당동
55

末

내당동
34호, 55호

먼저 37호분 1곽 내에서는 유개고배, 일단투창고배, 단경호 등의 토기류와 금동관, 삼엽
환두대도, 금제 태환이식, 경식, 재갈, 행엽, 교구, 유자이기, 철겸, 철도자 등이 금속류가
출토되었고, 2곽 내에서도 유개고배, 일단투창고배, 대부완, 소호, 대부장경호 등의 토기
류와 백화수피제 관모, 관식, 금제이식, 대금구, 소도, 철모, 철부, 철겸, 철촉, 안교, 등자,
재갈, 행엽 등의 금속류가 출토되었다.

경주 쪽샘 A9호 적석목곽
출토 토기

달성 37호분 출토 토기

<그림 9> 달성 37호분 출토 토기 및 경주지역 출토 토기 비교(*축척부동)

이 중 유개고배는 단추형 또는 대각도치형 손잡이를 가진 개와 비교적 길고 늘씬한 느
낌의 절두원추형 대각을 가진 고배로 구성되고, 고배의 배신 외면에는 6∼7치구 내외의
집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고배 대각의 형태나 문양 등에서 경주 황남대총 북분, 월성로
가-11-1호분, 쪽샘 A9호 적석목곽 등과 같은 단계임을 알 수 있고, 함께 출토된 대부장경
호나 대부완, 일단투창고배 역시 같은 시기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50호분 1곽 내에서는 유개고배, 일단투창고배, 완, 호류와 짝이 되는 개, 유개
소호, 대부장경호, 대부직구호, 삼이부호, 시루, 대호 등의 토기류와 철부, 철겸, 철착, 철도
자 등의 금속류가 출토되었고, 2곽 내에서도 유개고배, 대부직구호, 유개삼이부호 등의 토
기류와 이식, 행엽, 재갈, 유자이기, 따비형철기, 철겸, 철도자 등의 금속류가 출토되었다.

달성 50호분 출토 토기

경주 월성로 가-4호분 출토
토기

<그림 10> 달성 50호분 출토 토기 및 경주지역 출토 토기 비교토기 비교(*축척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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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1곽에서 출토된 고배는 배신 중위에 1조의 횡침선을 돌린 후 침선 상위에 사격자
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경주 은령총, 월성로 가-4호분과 동일한 단계로 판단할 수 있고,
앞서 언급한 37호분 출토품에 비해 고배의 기고가 약간 줄어들고 대각단이 살짝 말려올
라가는 등의 특징이 관찰된다. 함께 출토된 대부장경호나 대부직구호에는 2단으로 구분
된 대각이 부착되고, 원점문 등이 시문되어 37호분과는 분명한 단계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51호분 2곽 내에서는 유개고배, 일단투창고배, 대부완, 대부장경호, 소호, 삼
이부호 등의 토기류와 조익형 관식, 은제 과대, 금제 이식, 행엽, 철겸, 살포, 철촉, 철도자
등의 금속류가 출토되었다.

②

①
달성 51호분 출토 토기

경주 황남대총 남분 출토 토기

<그림 11> 달성 51호분 출토 토기 및 경주지역 출토 토기 비교토기 비교(*축척부동)

이 중 이단투창고배<그림 11의 ①>는 대각이 八자형을 띠면서 3단으로 분할되고, 비
교적 기벽이 두꺼운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함께 출토된 또 다른 이단투창고배<그림 11
의 ②>는 대각이 직선적으로 내려오면서 2조의 돌대에 의해 2단으로 분할되고, 하단부에
는 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다. 후자는 경주 황남대총 남분 출토 이단투창고배와 같은 단계
로 파악할 수 있고, 전자는 동시기 제작되었지만 대구지역 재지 양식이 반영된 고배로 판
단할 수 있다. 공반된 일단투창고배와 대부완, 대부장경호 역시 37호분, 50호분 출토품과
달리 전체적으로 기벽이 약간 두껍고, 대각단의 처리 등이 약간은 투박한 느낌을 준다.
다음 비산4동 200-82번지 유적 내에서는 앞서 설명한대로 토광묘 3기와 석곽묘 2기 등
총 5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는데,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는 와질의 대부광구호가 출토된 4호
토광묘를 상대 편년의 가장 앞쪽에 위치시키고, 이후 격자타날의 도질 단경호가 출토된 2
호 토광묘를 그 다음에 위치시키며, 마지막으로 신라양식 이단투창고배가 출토된 1호 석
곽묘를 위치시켰다.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는 절대연대의 비정과 관련하여 2호 토광묘를 3
세기 중엽에서 4세기 초엽으로 비정하였는데, 격자타날 단경호와 공반된 도질의 단경호
와 적갈색 연질발 등으로 보았을 때 4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로 한정하는 것이 나을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와질의 대부광구호가 출토된 4호 토광묘를 3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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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이단투창고배를 기준으로 1호 석곽묘는 5세기 후엽을 전후한 시기로 판단하는 것
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고배/기대

장경호

소호

9호 석곽

12호 석곽

10호 석곽

10호 석곽

11호 석곽

7호 석곽

4
C
後
9호 석곽 주구

*심천리Ⅱ10호 목곽

5
C
初
11호 석곽 주구

5
C
後

9호 석곽

12호 석곽

5
C
末

10호 석곽

6
C
初

1호 석곽

7호 석곽

6
C
前

8호 석곽

4호 석곽

4호 석곽

<그림 12> 비산동 405-1번지 유적 출토 토기 및 편년(*축척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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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비산4동 202-1번지 유적 내에서는 목곽묘 2기와 석곽묘 3기가 조사되었고, 3호 목
곽묘는 출토된 격자타날 단경호의 존재로 앞서 언급한 비산4동 200-82번지 유적의 2호
토광묘와 동일한 시기로 판단할 수 있으며, 4호 석곽묘는 출토된 개와 이단투창고배, 등
자 등을 기준으로 달성 51호분 2곽과 동일한 시기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 비산동 405-1번지 유적 내에서는 삼국시대 석곽묘 12기가 조사되었는데, 단각화
가 보이는 이단투창고배와 단추형 손잡이를 가진 개, 원점문이 시문된 대부장경호 등이
출토된 1, 7, 11호 석곽묘는 경주지역의 천마총, 호우총 등과 같은 단계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보다 한 단계 정도 더 늦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단투창고배와 대부장경호가 출
토된 4, 8호 석곽묘는 6세기 전∼중엽을 전후한 시기로 판단할 수 있다. 10호 석곽묘에서
출토된 이단투창고배의 배신에는 2치구의 집선문이 V자상으로 시문되어 있는데, 앞서 언
급한 달성 50호분과 같은 단계로 볼 수 있고, 9, 12호 석곽묘는 이단투창고배와 장경호 등
을 기준으로 달성 37호분과 같은 단계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9호 석곽묘의 주구 내에서
출토된 고배형 기대 대각에는 삼각형의 투창이 일렬로 뚫려 있는데, 칠곡 심천리Ⅱ10호
목곽 출토품과 같은 단계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1호 석곽묘의 주구 내에서 출토된 이
단투창고배는 외반하는 구연과 2단으로 구분되는 대각에는 상하 일렬의 투창이 뚫려있
는데, 칠곡 심천리 97호 목곽, 90호 석곽 등에서 유사한 형태의 것이 출토된 바 있다.
다음 비산동 171-39번지 유적 내에서는 석곽묘 2기와 석실묘 1기가 확인되었는데, 이
중 석실묘(달성 41호분)는 6치구 내외의 집선문이 시문된 개, 입방체형의 중간식을 가진
금동제 이식 등의 존재로 경주 황남대총 북분, 성주 성산동 58호분 등과 같은 단계로 판
단할 수 있다.

비산동 171-39번지 유적 내 석실묘 출토 유물

성주 성산동 58호분 출토 이식

<그림 13> 비산동 171-39번지 유적 내 석실묘 출토유물 비교(*축척부동)

마지막으로 비산동 265-9번지 내에서 조사된 석곽묘는 출토된 유개고배와 대부장경호
등을 기준으로 달성 50호분과 같은 단계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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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 <표 2>와 같은데, 본고에서는 황남대총 남분의 피장자
를 458년에 歿한 눌지왕으로 보고, 그 시기를 5세기 중엽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이후 토
기 형식 변화를 기준으로 황남대총 북분을 5세기 후엽, 은령총을 5세기 말엽, 천마총을 6
세기 초엽에 각각 비정한다(남익희 2014: 19-20).
<표 2> 달성고분군 편년
달성고분군 내 고총

달성고분군 내 발굴조사 유적

3C 中
전후

비산4동 200-82유적 4호 토광묘

4C 初
전후

비산4동 200-82유적 2호 토광묘
비산4동 202-1유적 3호 목곽묘

4C 後

비산동 405-1유적 9호 석곽 주구출토 유물

5C

初

비산동 405-1유적 11호 석곽 주구출토 유물

前

·

中

51호분

비산4동 202-1유적 4호 석곽묘

後

37호분
41호분

비산4동 200-82유적 1호 석곽묘
비산동 405-1유적 9호, 12호 석곽묘
1923년 달성고분군 출토 지주 제출분 토기
<그림 15의 ②>

末

50호분

비산동 405-1유적 5호, 10호 석곽묘
비산동 265-9유적 석곽묘

初

비산동 405-1유적
1호, 7호, 11호 석곽묘

前

비산동 405-1유적 4호, 8호 석곽묘
1923년 달성고분군 출토 경찰서 인계분 토기
<그림 15의 ⑰>

6C
中
後

末

1923년 달성고분군 출토 경찰서 인계분 토기
<그림 15의 ⑱·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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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中
전
후
①

⑤

4
C
初
전
후
④

③

②

4
C
後

⑥

⑧

5
C
初

⑨

⑫

⑮

⑦

⑬
5
C
中

⑯
⑩

⑪

⑭

<그림 14> 달성고분군 출토 토기①(①: 비산4동 200-82유적 4호 토광묘, ②·③: 비산4동 200-82유적 2호
토광묘, ④·⑤: 비산4동 202-1유적 3호 목곽묘, ⑥: 비산동 405-1유적 9호 석곽 주구출토 유물,
⑦: 비산동 405-1유적 11호 석곽 주구출토 유물, ⑧·⑨: 비산4동 202-1유적 4호 석곽묘,
⑩∼⑯: 달성 51호분 2곽)*축척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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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後

①

②

5
C
末

③

④

⑦

⑥
⑤

⑧

⑨

6
C
初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6
C
前

6
C
中
·
後
⑱

⑲

<그림 15> 달성고분군 출토 토기②(①·③·④: 달성 37호분, ⑤·⑦∼⑨: 달성 50호분,
②·⑥:1 923년 지주 제출분, ⑩: 비산동 405-1유적 1호 석곽, ⑪·⑬: 비산동 405-1유적 11호 석곽,
⑫: 비산동 405-1유적 7호 석곽, ⑭: 비산동 405-1유적 8호 석곽, ⑯: 비산동 405-1유적 4호 석곽,
⑮·⑰∼⑲: 1923년 경찰서 인계분)*축척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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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달성고분군의 성격
1) 달성고분군 축조 양상
달성고분군은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내당동 일원에 위치한 해발 40∼50m 내외의 구
릉지에 분포하는데, 지형과 개별 고분의 배치양상 등을 기준으로 모두 7개 군<그림 17>으
로 나누어진다. 앞장에서 1923년에 발굴조사된 고분과 근래 조사된 유적 내 고분에 대한
편년을 실시하였기에, 이를 기준으로 당시 고분군의 축조 양상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까지 달성고분군 내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고분으로 판단되는 것은 3세기 중
엽을 전후한 시기로 판단되는 ‘비산4동 200-82유적(경북대학교박물관 2003)’의 4호 토광
묘와 4세기 초엽을 전후한 것으로 판단되는 ‘비산4동 200-82유적’의 2호 토광묘, ‘비산4동
202-1유적(영남대학교박물관 2002)’의 3호 목곽묘 등이다. 3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에
무덤의 축조에 돌을 사용하지 않는 목관·목곽묘 계열의 고분이 처음으로 달성고분군 내
에 등장한 것이며, 그 위치는 Ⅰ군이 위치한 구릉의 동쪽 사면부 일대로 판단할 수 있다.
이후 4세기 전엽에서 5세기 전엽을 전후한 시기에도 목곽묘 계열의 고분이 달성고분군
내에서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목곽묘가 조영되었던Ⅰ군이 위치한 구릉의 동쪽
사면부와 새로이 달성의 서쪽에 해당하는 Ⅲ군의 서쪽일대에도 고분이 축조된 것으로 판
단해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비산동 405-1유적’ 내 9호, 11호 석곽묘의 주구에서 출토된
토기 중 4세기 후엽과 5세기 초엽으로 편년되는 것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추정이 가능하
고, 전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고분이 축조되는 묘역의 범위가 기존의 Ⅰ군 일대는 물론 새
롭게 Ⅲ군 일대까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5세기 중엽∼말엽이 되면 Ⅰ군의 동남쪽에 북동-남서향으로 길게 뻗은 구릉
정상부(Ⅱ군)를 따라 고총이 본격적으로 축조되기 시작하는데, 37, 41, 50, 51호분이 대표
적이다. 또한 1923년에 조사된 고분 7기와 주변에서 파괴된 고분 다수가 5세기 중엽∼말
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비산4동 200-82유적’과 ‘비산4동 202-1유적’, ‘비
산동 200-8유적(세종문화재연구원 2017)’, ‘비산동 265-9유적’ 등에서 이 시기에 해당하는
석곽묘가 다수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Ⅰ군 내에서도 고총이 본격적으로 축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달성의 서쪽에 접한 Ⅲ군, Ⅱ군의 동쪽에 위치한 Ⅴ군 내의 고총들 역시 5
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조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6세기에 들어서면 영남지방 전역에서 대체적으로 고총의 조영이 중단되고,
중소형 고분이 주로 축조되기 시작하며, 지역에 따라서는 석곽묘를 대신하여 석실묘가
등장하기도 한다. 달성고분군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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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고, ‘비산동 405-1유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고대한 봉분을 가진 고분이 아닌 중
소형의 석곽묘가 밀집하여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23년 경찰서 인계분 및 지주 제
출분 토기 중 6세기 중, 후엽으로 편년이 가능한 토기가 다수 출토되었는데, 이를 통해 달
성고분군 내 고분의 축조는 최소 6세기 후엽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고
분의 매장주체부로는 석실묘가 채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달성고분군 축조집단의 성격
삼국시대 대구지역 내에는 크게 5개의 읍락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國邑으로

판단되는 達句火縣을 중심으로 喟火郡, 八居里縣, 舌火縣, 多斯只縣이 그것이다. 이들
2)

읍락은 각각 대구지역 내 대형고분군인 달성고분군, 대명동고분군, 구암동고분군, 성산
동고분군, 문산리고분군에 대응되는데(李熙濬 2000: 108-115), 달성고분군은 개별 고분의
수, 봉분의 크기, 출토된 유물의 위계 등에서 다른 고분군에 월등하여 중심 읍락(국읍)에
대응되는 고분군으로 손색이 없다.
<표 3> 삼국시대 대구지역 읍락 및 대형고분군
연번

대구지역 내 읍락

읍락 대응 고분군

현재 행정구역

1

達句火縣(國邑)

달성고분군

대구광역시 서구

2

喟火郡

대명동고분군

대구광역시 남구

3

八居里縣

구암동고분군

대구광역시 북구

4

舌火縣

성산동고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5

多斯只縣

문산리고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특히 달성 34호분에서 출토된 금동굉갑, 관식, 37호분에서 출토된 금동관과 백화수피제
관모, 관식, 55호분에서 출토된 장식대도와, 태환이식, 금동식리, 금동안교 등의 금공 위
세품은 왜 달성고분군이 대구지역의 중심고분군인지, 지역 최고 지배층의 묘역인지를 여
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유물들은 당시 신라의 수도인 경주지역과
3)

강한 연관을 가지는 것이지만, 신라의 지방지배체제 아래에서 최고 수준의 금공품을 사
여 받은 사실은 함께 매장된 피장자의 높은 위계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게 해준다. 더불
어 아래 도면의 달성 50호분 및 1923년 지주 제출분에서 확인된 칠곡 또는 성주지역산 고
2) 『三國史記』지리지의 기사에 8세기 대구지역은 壽昌郡(本喟火郡), 大丘縣(本達句火縣), 八里縣(本八居里縣), 河濱縣(本多斯只
縣), 花園縣(本舌火縣)의 다섯 단위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삼국사기』지리지의 각 군과 현은 진·변한-마립간기의 읍
락에 대체로 대응된다는 견해(朱甫暾 1995)를 따르자면, 삼국시대 대구지역에는 위에서 보이는 5개의 읍락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경주지역에서 각 지역으로 지방관이 직접 파견되기 전, 재지의 지배층을 통해 지역을 통제하는‘간접지배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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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1923년 경찰서 인계분에서 확인된 다사지역산 무투창 고배 등도 주변지역에서 행해
진 대구지역 중심 지배층에 대한 장례 봉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달성 50호분 출토품
(칠곡 또는 성주지역산 추정)

1923년 지주 제출분
(칠곡 또는 성주지역산 추정)

1923년 경찰서 인계분
(다사지역산 추정)

<그림 16> 달성고분군 내 추정 타지역산 토기

또한 달성고분군의 북동쪽에 위치한 달성은 아래의 문헌기록에서 보듯이 3세기 중엽에
4)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고, 달성고분군 내에서 조사된 이른 시기의 토광묘 와 시기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달성이 축조되는 것은 정치, 군사적 비중이 경산지역에
서 대구지역으로 옮겨졌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신라의 최전선이 낙동강으로 확대되는 것
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이 존재한다(朱甫暾 1996). 이를 통해 신라의 낙동강유역으로의
확대와 더불어 대구지역이 새롭게 정치적, 군사적 요충지로 부상하였고(김세기 2018: 2729), ‘대구지역의 중심 읍락(達句火縣)=달성 축조집단=달성고분군 축조집단’임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 달성이 축조된 시점부터 달성고분군은 300년 이상 대구지역 중심 집단의
묘역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5)

○ 沾解尼師今 15년(261년) 2월, 달벌성을 쌓고 내마(奈麻) 극종(克宗)을 성주로 삼았다.
{十年, 春二月, 築達伐城, 以奈麻克宗爲城主.(『三國史記』券 2(新羅本紀 2) 沾解尼師今
十五年條)}
한편, 위의 기사에서 신라 京位 17관등 중 비교적 중하위에 해당하는 奈麻가 대구지역
에 파견된 것으로 보아, 3세기 중엽 이전 이미 대구지역은 신라에 복속되어 있었던 것으
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래 파사이사금 29년조(108년)의 다벌국의 복속기사로 증명할 수
있다. 아래의 기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대구지역은 2세기 초엽에 신라에 복속된 것이

4) ‘비산4동 200-82유적’의 4호 토광묘 등.
5) 신라 17관등 중 제 1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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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2주갑 정도 내려서 이해하더라고 다벌국의 복속 시점은
3세기 전엽에 해당하게 된다.
○ 婆娑尼師今 29년(108년) 5월, 군사를 보내어 비지국(比只國)·다벌국(多伐國)·초팔
국(草八國)을 쳐서 신라에 아울렀다.
{二十九年, 夏五月, 遣兵伐比只國·多伐國·草八國, 幷之.(『三國史記』券 1(新羅本紀 1)
婆娑尼師今 二十九年條)}
마지막으로 달성 37, 55호분 내에서는 대형의 판석조 석곽이 매장주체부로 확인되었는
데, 큰 판석을 이용하여 무덤을 축조하는 것은 당시 영남지방 내 낙동강 중상류역에 위치
한 대구, 칠곡, 성주, 김천지역 등에서 확인되는 양상으로, 재지 지배층의 특수한 묘제로
인식되어 왔다(南翼熙 2011: 147-149). 특히 대구 달성고분군과 성주 성산동고분군 내에
서 확인된 판석조 석곽의 규모와 구조 등이 유사하여 양 지역 사이의 혈연 혹은 친연관계
등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김세기 2005: 149-154). 더불어 고분의 시기나 출토 유물의 위
계 등으로 보아 대구 달성고분군이 낙동강 중상류역에 위치한 판석조 석곽 분포권의 중
심지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Ⅳ. 맺음말
본고는 최근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구지역 중심고분군인 달성고분군의 편년과 축조 양
상, 축조집단의 성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지표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달성고분
군이지만, 삼국시대 당시 대구지역의 중심고분군으로 자리하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라 할
수 있으며, 낙동강 중상류역 고분문화의 중심지라 하여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
된다.
본고에서 제시한 기초적인 고분군의 편년과 성격 파악 등을 시작으로 더욱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길 바라며, 끝으로 본고는 본문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2018년에 진행된 대구광
역시 서구청과 세종문화재연구원의 ‘달성고분군 보호 학술조사 용역’의 조사과정과 결과
보고서에 상당 부분 아이디어를 얻었고, 실제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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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달성고분군 분포군 및 유적 분포도((國立大邱博物館 2015: 도면 2 수정 후 인용)

▶논문접수일(2019.8.18) ▶심사완료일(2020.2.12) ▶게재확정일(20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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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and character of Ancient Tomb of
Dalseong in the Daegu area
Nam Ikhee
(Sejong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spect of the construction and character of Ancient
Tomb of Dalseong in the Daegu area during the third and sixth centuries, and to examine
chronology of tombs. In the middle of the third century, the wooden chamber tombs
appeared for the first time in the east flank of the hill where 'Ⅰ group' was located. In the
4th century, the wooden chamber tombs were also newly constructed in the western part of
the 'III group' and existing in the east flank of the hill where 'Ⅰ group'. In the middle of the
fifth century, the great tumulus began to be built in earnest along the ridge of the hill where
the 'II group' was located. Along with seven tombs that were discovered in 1923 and many
of the tombs that were destroyed in the vicinity were considered to be in the middle of the
fifth century to the last. Also, beginning in the middle of the fifth century, the great tumulus
were made in the 'I, III, and V group'. Later, it was judged that the great tumulus continued
until the late 6th century.
Then again, In terms of the excavated gold artifacts and the size of the tombs,
Ancient Tombs of Dalseong were regarded as the central group of tomb and the burial zone
of ruling class in the Daegu area. And large slab stone lined tombs identified within the
group of tomb were recognized as special tombs of the ruling class, also it was estimated
that Ancient Tomb of Dalseong was the center of distribution area for the large slab stone
lined tombs.
Keywords : Ancient Tomb Dalseong, The chronology of Ancient Tombs, Character of
construction group, Stone slab lined t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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