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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자료로본
5~6세기신라의강릉지역지배방식

국문초록

본 고는 강릉지역에서 발굴조사된 고고자료를 검토하여 문헌기록과 비교하면서 신라가 강릉지역으로 진출하여 재지

세력을지배해나가는과정에대해가설을세워본것이다. 강릉지역의고고학적양상은신라가처음이지역을복속하고

재지세력들에침투하는과정을잘보여주는데, 필자는이지역의5~6세기고고학적특이양상에대해적극적인해석을시

도하였다. 

강릉지역은신라진출이전예국이라는읍락국가가존재하고있었다. 신라는 4세기 4/4분기에처음으로강릉지역으로

진출하였으며, 기존의 예국을 복속한 후 지역 실정에 맞게 재지세력을 통치해 나갔다. 이에 대해 고고자료와 문헌기록을

비교검토해 본 결과, 신라가 강릉지역을 복속한 후 취한 지배정책은 간접지배와 직접지배의 2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었

다. 간접지배는 다시 초입기(Ⅰ단계)와 정착기(Ⅱ단계)로 구분하였는데, Ⅰ단계는 신라가 처음 강릉지역으로 진출한 시기로

신라는재지세력의자치를그대로허용하며간접지배를실시하였으며, 그시기는 4세기 4/4분기부터 5세기 2/4분기로보

았다. 그리고Ⅱ단계는신라가강릉지역의재지세력들에게위세품을하사하여적극적인정책을펼치면서동시에신라중

앙에의해강릉지역중심세력인초당동과병산동세력에게위세품을분여하여서로견제를하게만들어재지세력간힘의

균형을통제하였다. 그 시기는 5세기 3/4분기에서 5세기 4/4분기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신라는 강릉지역을 북진의 전초

기지로인식하고나서는직접지배체제로전환하기시작한다. 즉, 신라중앙에서파견한지방관을상주시켜지방제도를확

립하고재지세력에대한재편과정을거쳐중심세력을초당동·병산동세력에서신라와친연성이가장강한영진리·방내

리세력으로교체하고강릉지역을완전장악하기에이른다. 그시기를6세기 1/4분기부터로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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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삼국사기』에기록된신라(사로국)의소국정복기사

를살펴보면, 대외로진출하는방향에특성을보이고

있다. 즉, 먼저울산·동래등의동남해안방면으로진

출하고, 다음으로포항·삼척·강릉등의동북해안방

면이다. 그다음경산·창녕등서쪽의낙동강중류방

면과남해안방면, 그리고의성·상주등의서북쪽낙

동강상류순으로나타난다. 여기서신라가동해안지

역으로가장먼저진출하고있는데, 이는 지형적으로

교통로상 장애가 가장 적었기 때문이겠지만, 사실은

동해안지역이군사및경제적으로중요한위치를차지

하고있었기때문이다. 

그동안동해안지역으로신라의진출에대한연구는

문헌자료를중심01으로이루어졌으며, 고고학적으로는

별진척이없는상태였다. 그러나최근동해안지역에

서발굴조사가활발히이루어짐에따라고고학적으로

도주목을받게되었다. 이중발굴조사가가장활발하

게이루어진강원도강릉지역을중심으로심도있는연

구02가진행되기시작하였다.

강릉지역은신라가진출하기전에예국이란읍락국

가가존재하고있었다. 신라는기존의예국을복속하

고, 이지역을직접통치하는데는상당한기간이소요

되었다. 특히 신라는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부체제(部體制)라는 단계를거치게되는데, 이로 인해

지방통치는체계적이지못하였다. 그러나직접지배후

에는신라의행정구역으로편제되어지역정치체는더

이상성장하지못하였으며, 신라는각지역실정에맞

게지방의정치체를통치03해나갔다. 

그렇다면, 신라는삼국을통일하기전 5~6세기강

릉지역을어떠한방식으로지배하였을까? 이에대해강

릉지역의고고학적양상으로신라의지배유형을살펴

볼수있다.

그러므로본고에서는강릉지역의고고자료를검토

하여신라가이지역으로진출한후 5~6세기동안재지

세력을어떻게통치해나갔는지그지배방식에대해연

구해보고자한다. 

강릉지역 고분문화의 양상

1. 고분군과묘제

강릉지역의 지형을 살펴보면, 동쪽은 바다와 접해

있어서낮고, 북쪽도낮은지형이나, 서쪽은태백산맥

에의해높고, 남쪽도다른지역보다높은산들이많이

분포되어있어넓은평지는거의없다. 이러한지세의

영향으로강릉지역유적들은 <그림 1>과같이크게연

곡천(북쪽지구), 남대천(중심지구), 그리고주수천(남쪽지

구)등하천을중심으로분포한다.

이중발굴조사된유적은초당동, 병산동, 영진리·

방내리, 하시동, 주문리, 주수리, 금산리, 방동리, 입암

동, 홍제동고분군및강문동, 송정동유적등 12개소이

며, <표 1>과같이유구중묘제로는목곽묘, 적석목곽

묘, 수혈식석곽묘, (석곽)옹관묘, 횡구식석실묘, 횡혈식

석실묘등이확인되었으며, 이외의주거지등생활유적

007 Shim, Hyun yong 고고자료로본 5~6세기신라의강릉지역지배방식

01 백홍기, 1972, 「신라의 동북경 변천에 관한 고찰 -강릉지방을 중심으로-」『논문집』4, 강릉교육대학출판부 ; 이도학, 1987, 「신라의 북진경략에 관한 신고찰」『경주사학』6, 경주사
학회 ; 이형우, 1993, 「사로국의동해안진출」『건대사학』8, 건국대학교사학회 ; 문안식, 1997, 「‘삼국사기’신라본기에보이는낙랑, 말갈사료에관한검토 -동해안로를통한신라
의 동북방 진출과 토착세력의 재지기반의 운동력을 중심으로-」『전통문화연구』5, 조선대학교전통문화연구소 ; 서영일, 1999, 『신라의 육상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 김현숙,
2002, 「4~6세기경소백산맥이동지역의영역향방 -『삼국사기』지리지의경북지역‘고구려군현’을중심으로-」『한국고대사연구』26, 한국고대사학회.

02 이상수, 2002, 「영동지방 고분의 분포양상과 그 성격」『삼국의 접점을 찾아서』, 한국상고사학회 ; 이한상, 2003, 「동해안지역의 5~6세기대 신라분묘 확산양상」『영남고고학』32,
영남고고학회 ; 이창현, 2005, 「강릉지역 신라고분 연구」단국대석사학위논문 ; 손정미, 2006, 「동해안지역 신라고분에 대한 연구」영남대석사학위논문 ; 최종래, 2007, 「신라의
강릉지역 진출과정에 대한 시론적 연구 -5세기대 분묘자료를 중심으로-」공주대석사학위논문 ; 심현용, 2008, 「고고자료로 본 신라의 강릉지역 진출」경북대석사학위논문 ; 이성
주·강선욱, 2009, 「초당동유적에서본강릉지역의신라화과정」『사적제490호 강릉초당동유적』주요유적종합보고서Ⅰ,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박수영, 2009, 「강릉
초당동삼국시대유구와유물에대한소고 -강릉지역의신라화과정과관련하여-」『사적제490호강릉초당동유적』주요유적종합보고서Ⅰ,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심현
용, 2009, 「고고자료로본신라의강릉지역진출과루트」『대구사학』94, 대구사학회.

03 신라의마립간기지방통치방식에대해①공납등의형식으로신속을표하는대가로거의완전한자치를허용한경우②피복속지의자치는그대로허용하되당해지역의유력세력
에 대해서는 중앙에 의해 일정한 재편과정을 거친 경우 ③피복속지의 유력세력을 중앙으로 이주시켜 귀족화시키고 원래의 지역은 재편하여 그에게 식읍 등의 형태로 지급한 경
우 ④중요한 군사요충지에는 중앙에서 직접 파견한 군관을 상주시킨 경우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문헌적 견해(주보돈, 1996, 「마립간시대 신라의 지방통치」『영남고고
학』19, 영남고고학회, pp.28~32 ; 주보돈, 1998, 『신라지방통치체제의정비과정과촌락』, 신서원, pp.40~49)가있다.



도조사되었다. 

지금까지강릉지역에서확인된유적의성격은고분

군과주거지가대부분으로고분은 332기, 주거지는 36기

로모두368기의유구가확인되었다. 

먼저고분의특성을살펴보자. 강릉지역고분군의묘

제는 목곽묘, 적석목곽묘, (석곽)옹관묘, 수혈식석곽묘,

횡구식석실묘, 횡혈식석실묘로구분되며, 이중수혈식석

곽묘가전체 332기중에 213기로대부분을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목곽묘53기> (석곽)옹관묘 (18)25기순이다. 

그러므로 강릉지역은 수혈식석곽묘를 주축으로 하

면서타묘제와공존하며, 중형급이상석곽묘는 5세기

중·후엽에집중출현한다. 묘제의변천은지금까지조

사에의하면, <표 2>와같이수혈식석곽묘→수혈식석

곽묘·목곽묘·적석목곽묘→수혈식석곽묘·목곽묘·

횡구식석실묘→수혈식석곽묘·횡구식석실묘·횡혈식

석실묘 → 횡혈식석실묘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신라

변경지역의변천과정을고려하면, 목곽묘→수혈식석곽

묘로의변화가예상되지만, 강릉지역에서는후술하겠지

만수혈식석곽묘가목곽묘보다먼저축조되며, 또묘제

간에바로교체되는것이아니라긴기간동안여러묘제

가공존한다. 하지만, 아직까지이른시기의목곽묘가조

사되지않아나타날수있는양상으로생각하면, 이러한

변천은적석목곽묘를주묘제로하는경주중심지를제

외한영남지역과대체로비슷하다06. 묘제의장축방향은

대부분동-서향이며, 구조는대부분단곽식을기본으로

하나, 중형급이상에서는 11자로배치한다곽묘도있다.

MUN HWA JAE Annual Review in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2 No. 3, 2009 008

표 1 강릉지역의발굴조사현황04

유적명 목곽묘 적 석
목곽묘

수혈식
석곽묘

(석곽)
옹관묘

횡구식
석실묘

횡혈식
석실묘 주거지 조성시기

주문리 2 5C중엽

영진리·
북쪽지구

방내리
42 1005 23 3 1 4 1 5C중·후반~7C

방동리 1 1 8 6C중·후반

강문동 12 5C~6C중반

초당동 12 84 (8)18 2 5C초~6C초

송정동 2 5C중·후반

중심지구 병산동 3 86 (10)4 1 13 5C전반~6C

하시동 14 4C말~5C전반

입암동 1 6C말~7C중엽

홍제동 2 6C후반~7C

금산리 1 6C말~7C중엽

남쪽지구 주수리 4 5C후반~6C초

합 계 53 10 213 (18)25 4 9 36 (총 368기)

그림 1강릉지역고분군분포도



하지만석실묘는남-북향이주류이다. 

한편, 취락유적이일부확인된다. 주거지등생활유적

은강문동, 송정동, 병산동, 방동리, 영진리·방내리등 5

개소에서조사되었다. 입지는주로해안가에위치한사

구지대에분포하며, 방동리만내륙구릉사면부에위치

한다. 이는고분의분포와비슷한양상으로후술하겠지

만, 6세기중엽이후에는내륙의구릉지대로분묘와주거

지가함께옮겨가고있다. 또평면형태는원삼국시대의

철(凸)자나여(呂)자형주거지에서삼국시대의방형또는

장방형으로변화하는과도기적현상이관찰된다. 

그런데, 묘제중특이하게도적석목곽묘 10기, 적석

목곽분을모방한수혈식석곽묘 1기, 묘곽연장형횡구식

석실묘1기와이중수혈식석곽묘1기가확인되었다. 

적석목곽묘는영진리 1호를비롯하여영진리A-8·

9·11·17·20호와 영진리 B-1·17·23·29호 등 모

두 10기가조사되었는데, 영진리에서만축조되었다. 분

포양상은 목곽묘 및 수혈식석곽묘와 혼재되어 있다.

이중영진리 1호묘와영진리B-29호묘를살펴보자.

영진리 1호묘(5세기 3/4분기, 그림 2-ⓐ)는남-북향을

장축으로크기는길이 460 ×너비 200cm이며, 목곽주

변을천석및황갈색점토와섞어채운사방적석식이

다. 남북단벽은시상바닥까지수직으로축조되어있으

나, 동서장벽은 시상바닥으로부터 35~45cm 높이에서

폭 15~30cm의단이지어져있다. 바닥에는전면에걸

쳐둥글납작한천석을빽빽이깔았으며, 바닥의북단

벽쪽은바닥면보다약 5cm 낮게하여방형의부장공간

을마련하였다. 유물은고배, 장경호, 금동귀걸이, 허리

띠꾸미개, 철부, 도자, 화살촉등이출토되었으며, 조성

시기는 5세기 3/4분기이다. 그리고영진리 B-29호(길이

367 ×너비 153 ×깊이 42cm, 그림 2-ⓑ)도크고작은천석

을흙과함께섞어뒷채움한사방적석식이다. 강릉지역

에서조사된적석목곽묘는영진리 1호를제외하고는그

규모가대부분길이 360~210 ×너비 155~100cm이다. 

이러한적석목곽묘는강릉지역에서영진리 1호가 5

세기 3/4분기로가장빠르며, 대부분 5세기 3/4분기~5

세기 4/4분기에조영된다. 적석목곽묘는경주를중심으

로분포하여학계에서는신라지배층의묘제로해석하

는데, 동해안지역에서는포항, 영덕과강릉에서만확인

되었다. 

또강릉지역에서가장큰고분인초당동유적Ⅲ-A1

호(5세기 4/4분기, 그림 3)은 격벽을 설치한 주·부곽식

석곽묘로적석목곽분의방식을일부채용하였다. 주곽

에목곽을설치하여목곽과석곽사이에잔자갈을채워

보강하였으며, 제토시주곽내부에잔자갈이두텁게퇴

적되어있었던것으로보아목곽상부에자갈을쌓았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상부에 자갈을 두텁게 쌓은

적석목곽분을모방한것으로추정된다. 이렇게강릉지

역에서적석목곽묘와이를모방한석곽묘가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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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제
시기

3/42/41/44/43/42/41/43/4
4C 5C 6C
4/4

목 곽 묘 ----- ----- -----

적석목곽묘

수혈식석곽묘

횡구식석실묘

횡혈식석실묘

표 2 강릉지역시기별묘제변천

04 출토현황의근거는보고서의다수로인해일일이열거하지않겠으며, 2006년 9월까지강릉지역에서발굴조사된현황이다. 그리고고고자료의편년에있어서는토기를중심으로
하였는데, 경주황남동 109호 3·4곽을 4세기 4/4분기에, 황남대총남분을 5세기 3/4분기에비정하는견해(김용성, 1998, 『신라의고총과지역집단 -대구·경산의예-』, 춘추각 ;
김용성, 2000, 「황남대총의 편년적 위치 -토기를 중심으로 본 남분의 연대-」『황남대총의 제조명』제1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홍보식,
2003, 『신라후기고분문화연구』, 춘추각)를따랐다.

05 조사자(강릉대학교박물관, 1996, 「영진리 1호분긴급수습조사보고」『강릉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시굴및긴급수습조사)』)는영진리 1호묘를‘수혈식석곽묘’로보고하였으
나, 이상수(2002, 「영동지방 고분의 분포양상과 그 성격」『삼국의 접점을 찾아서』, 한국상고사학회, p.69)와 이창현(2005, 「강릉지역 신라고분 연구」단국대석사학위논문, p.9)은
‘목곽묘’로 분류하였다. 또 조사자(강릉대학교박물관, 2007, 『강릉 영진리 고분군』)와 이창현(2005, 「강릉지역 신라고분 연구」단국대석사학위논문, pp.41~42)은 영진리 A-8·
9·11·17·20호묘와 영진리 B-1·17·23·29호묘를‘목곽묘’로분류하였다. 이에 대해 최종래와 박수영도‘목곽묘’로 보았다. 이러한 묘제에 대해 학계에서는 목곽 주변을
천석으로 채운 구조의 무덤을‘목곽위석묘’(이성주, 1996, 「신라식목곽묘의 전개와 의의」『신라고고학의 제문제』, 한국고고학회)와 적석목곽묘 중에서‘사방적석식’(이희준,
1996, 「경주 월성로 가-13호 적석목곽묘에 대하여」『석오윤용진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김대환, 2001, 「영남지방 적석목곽묘에 대한 연구」영남대석사학위논문)으로 개념지
어목곽묘에서적석목곽묘로발전해나가는중간단계의무덤으로보는견해와목곽묘에서석곽묘로전환되는과도기적양상(부산대학교박물관, 1983 『동개복천동고분군』Ⅰ)으
로보는견해가있다. 필자는강릉지역에서출현한이러한묘제를‘적석목곽묘’로본다. 

06 최근예맥문화재연구원이조사한안현동유적(2009. 8. 21, 「강릉샌드파인리조트신축공사부지내유적발굴조사 3차지도위원회의자료」)에서황남동 109호 3·4곽단계의고
배가목곽묘에서여러점출토되어필자의견해를더욱뒷받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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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초당동유적Ⅲ-A1호

그림 2적석목곽묘

ⓐ영진리 1호 ⓑ영진리 B-29호

는것은이지역세력이신라왕경세력과친연성이강

함을시사하는것으로영진리의적석목곽묘는부장토

기가대부분재지산인것으로보아강릉재지세력이신

라지배계층의묘제를도입한것같다. 아직강릉지역에

서적석목곽묘가 10기밖에조사되지않았지만, 후술하

는이지역의역사적상황으로보아앞으로더조사될

것으로예측된다. 

그리고묘곽연장형횡구식석실묘인초당동유적Ⅱ-

Ⅰ8호묘(5세기 4/4분기~6세기 1/4분기, 그림 4-ⓐ)는 횡구

부를뜯고양장벽의묘곽을연장하여벽석을축조한



후추가장을행한것이다. 이러한묘제는낙동강상류

지역에서주로나타나는것07으로이들지역과어떤인

적교류를상정할수있다. 

또바닥에다시소형석곽을설치한이중수혈식석곽

묘인 초당동 A-1호묘(5세기 2/4분기~5세기 3/4분기, 그림

4-ⓑ)는 구릉의 정상부에 입지하며, 길이 750 × 너비

220cm의묘광을파고석곽을만들었다. 벽석은할석으

로쌓고틈새는천석과회로메우고, 바닥의 2/3정도를

자갈과회로다져깔았으며, 중앙에는주곽, 동쪽과서

쪽에는 부곽을 마련하였다. 주곽의 중앙에는 바닥을

50cm 더판후소형석곽을마련하고그위에판석을덮

었는데, 이런특이한구조는고령지역에서조사된지산

동 30호분과유사하다. 그러나지산동 30호분은석곽의

바닥 전면에 자갈을 깔았으며, 석관 내부에서 꺽쇠와

관정이 출토되어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며, 서로 이중

석곽을형성한것을제외하고는직접적인관계는없다.

하지만이도인적교류에의한결과로생각된다. 왜냐하

면유구는이동할수있는유물과달리교역에의한결

과라기보다는교류에의한전파로보는것이더합리

적이기때문이다.

2.유물

(1) 토기

강릉지역출토토기에서지역양식을설정할수있

는것은보이지않고, 모두전형적인신라양식토기이

다. 이는포항에서부터강릉에이르기까지동해안지역

전체가동일한양상이다. 

그런데, 강릉지역에서는소수이지만, 의성·창녕양

식의타지역토기가출토되었다. 즉, 초당동유적Ⅱ-Ⅰ

8호석곽묘에서의성토기인대부장경호 2점, 병산동고

분군Ⅱ-16·35호석곽묘에서의성토기가각 1점씩출

토되었다. 그리고병산동 공항대교도로유적 B지구에

서창녕토기개 1점08, 주수리 1호석곽묘주곽에서도

그림 4묘곽연장형횡구식석실묘및이중수혈식석식곽묘

ⓐ초당동유적Ⅱ-Ⅰ8호 ⓑ초당동 A-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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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김옥순, 2007, 「낙동강상류지역세장방형석실묘를통한지역집단간교류연구」『영남고고학』42, 영남고고학회.



창녕토기 개편 2점, 병산동고분군 Ⅱ-8호 석곽묘에서

창녕토기고배 1점이출토되었다.

의성토기09 중병산동고분군Ⅱ-16호묘의이단투창

고배(5세기 3/4분기, 그림 5-ⓒ)는안동사의동 12호와

상주신상리 9호출토품과비슷하여 5세기 1/4분기~5

세기 2/4분기사이로추정되며, 병산동고분군Ⅱ-35호

묘의일단투창고배(5세기 4/4분기, 그림 5-ⓓ)는의성탑

리봉토매납출토품(6세기 1/4분기)과유사하다. 초당동

유적 Ⅱ-Ⅰ8호묘(5세기 4/4분기)의 대부장경호 2점은 5

세기 4/4분기(그림 5-ⓐ)와 6세기 1/4분기(그림 5-ⓑ)로

추정된다. 

그리고창녕토기10 중주수리 1호묘(5세기 4/4분기)

출토개(그림 6-ⓐⓑ)와병산동공항대교도로유적 B지

구출토개(그림 6-ⓒ)는 5세기후엽(Ⅳ단계), 병산동고분

군Ⅱ-8호묘(5세기 3/4분기)의일단투창고배(그림 6-ⓓ)는

5세기중·후엽(Ⅲ·Ⅳ단계)에해당된다.

위와같이강릉지역에서타지역양식의토기가출

토되는현상은어떻게해석해야하는가?

이와관련하여대가야토기가동해추암동에서출현

(23점)한것에대해신라가대가야를멸망시키고고령민

을동해지역으로사민시킨결과로해석하는것이학계

의대체적인견해이다11. 그러나강릉지역에서창녕·의

성양식토기가출토되는것은다르게보아야한다. 

『삼국사기』에의하면, 실죽이소지왕 8년(486)일선

지방장정을징발하여삼년성과굴산성을개축하고소

지왕 16년(494)에는살수벌에서고구려와싸우다가퇴

각하여 견아성을 방어한다거나, 소지왕 18년(496)에는

고구려우산성을공격하고니하에서그들을격파한다.

또이사부가진흥왕 11년(550)백제금현성을공격하고,

진흥왕 23년(562) 가야가모반하자토벌하는등신라는

정세에따라군관(군단)을이동시키는것이여럿확인

된다12. 

이러한기록은없지만강릉지역도그중요성을감

안하면, 충분히군관의이동을상정할수있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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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지금강릉대학교박물관의전시실에진열되어있으며, 아직발굴보고서가간행되지않아자세히알수없지만, 석곽묘에서출토되었다고한다.

09 의성토기의편년은김옥순의안(2000, 「의성지역집단의토기양식과생산체제」『한국고대사와고고학』학산김정학박사송수기념논총, 학연문화사)을따랐다.

10 창녕토기의편년은박천수의안(1990, 「5~6세기대창녕지역도질토기의연구」경북대석사학위논문)을따랐다.

11 定森秀夫·白井克也, 1999, 「韓國江原道溟州下時洞古墳群出土遺物 -東京大學工學部建築史硏究室所藏資料の紹介-」『京都文化博物館硏究紀要朱雀』11, 京都文化博物館,
pp.95~98 ; 이형기, 2003, 「대가야의형성과발전연구」영남대박사학위논문, pp. 168~179

그림 5의성양식토기(축적부동)

ⓐ초당동유적Ⅱ-Ⅰ8호 ⓑ초당동유적Ⅱ-Ⅰ8호 ⓒ병산동고분군Ⅱ-16호 ⓓ 35호

그림 6창녕양식토기(축적부동)

ⓐ주수리1호 ⓑ주수리1호 ⓒ병산동공항대교도로유적B지구 ⓓ병산동고분군Ⅱ-8호



로이러한이동에의해군관이전출하면서소유하고있

던토기등을몇점소장하여온결과가바로강릉지역

에서창녕·의성토기가출토되는배경이아닐까한다.

또후술하겠지만, 신라가강릉지역에위세품을사여하

여적극적인간접지배를하는 5세기중엽부터창녕·

의성양식토기가이지역에나타나는것과도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타지역양식토기가강릉지역의중심

고분군에서, 또 대부분 규모가 큰 무덤에서 출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타 지역 토기가 강릉지역에

출토되는현상13은교역, 문화전파, 주민의이주와교류

등다양한시각에서해석할수있지만, 교역에의한결

과라면다량출토되어야하는데그렇지않으므로단순

히교역또는문화전파에의한이동으로보기에는무리

가따르며, 지역간인적교류또는인적이동에의한결

과로보는것이더설득력있다. 즉, 문헌기록에서처럼

신라군관(군단) 등지배세력의이동에의한것으로추

정해볼수있다

한편, 강릉지역에장군형토기, 토우와토우부개등

다양한토기가출토되었다. 병산동고분군 13호석곽묘

(6세기 1/4분기)에서장군형토기 1점(그림 7-ⓐ), 병산동

320-3 주거지 문화층(5세기 3/4분기~5세기 4/4분기)에서

물개모양의토우 1점(그림 7-ⓒ), 병산동고분군Ⅱ-10호

석곽묘(5세기 3/4분기)에서 물고기모양 토우가 부착된

개 2점(그림 7-ⓑ)이그것이다. 이러한유물은주로경주

중심부에서출토되는것으로강릉지역에서출토되었다

는것은 5세기중·후반부터신라가강릉지역에지대

한관심을가졌음을보여주는고고자료라하겠다. 

이외에도병산동공항대교도로유적B-29호석곽묘

에서태환이식 1쌍(그림 7-ⓓ)이출토되었다. 이이식은

중간식을구성하는소환연접구체의구조가신라보다는

고구려계로추정된다14. 신라묘제에서고구려적요소

가있는이런유물이출토되는것은강릉지역이고구려

문화를쉽게접할수있는접경지역에위치하였기때문

이다. 

(2) 위세품

유물중정치세력과가장깊은관련을가지는것이

관, 대도와 대금구 등의 위세품이다. 강릉지역에서는

<표 3>과같이다양한위세품이출토되었다. 

강릉지역에서관·관식 4점과쇠솥 1점이출토되었

다. 즉, 초당동 B-16호 석곽묘(5세기 4/4분기)의 출자형

금동관(그림 8-ⓐ)은출자형입식 3개와녹각 2개가장

식되었는데, 금관총·서봉총 금관과 유사하나 대륜의

상부가톱니모양을한점이특이하다. 또초당동 C-1호

12 시기를그대로믿을수는없지만, 이보다앞시기에도 구도·구수해로 하여금벌휴왕 2년(185) 소문국을정벌하게 하거나, 구도가벌휴왕 5년(188) 백제의 모산성공격을방어하
며, 벌휴왕 6년에는구양에서백제와싸우며, 벌휴왕 7년에는부곡성주로강등된다. 그리고나해왕 14년(209) 우로로하여금 6부군사로포상팔국의침략에서가라를구원하거나,
조분왕 2년(231) 감문국을토벌하게하고군을설치하며, 조분왕 4년(233)에는왜인과사도에서싸우며, 조분왕 16년(245) 고구려가북변공격하자마두책을수비하게하는등신
라는정세에따라군관·군단을이동시키는것이다수확인된다.

13 동해안지역중영덕과울진에서도타지역양식토기가출토되었다. 즉, 영덕괴시리 16호적석목곽묘의주곽에서창녕토기고배 2점및순장부 1에서창녕토기유개고배 4점, 그
리고순장부 2에서의성토기고배 1점이출토되었으며, 울진덕신리 51호석곽묘에서의성토기유개고배 4점이출토되어대체로교통의요충지에서출토되는경향을보인다. 이
를 자세히 살펴보면, 울진 덕신리 51호의 의성양식 이단투창고배는 의성 탑리 봉토매납 출토품(6세기 1/4분기)과 비슷하며, 영덕 괴시리 16호의 의성양식 이단투창고배는 안동
사의동 12호와상주신상리 9호출토품과비슷하여 5세기 1/4분기와 5세기 2/4분기사이로추정된다. 또 영덕괴시리 16호창녕양식이단투창고배는 5세기후엽(Ⅳ단계)에 해당
된다. 이렇게대부분요충지에서타지역양식토기들이주로출토된다.

14 국립경주박물관, 2001, 『특별전신비한황금의나라신라황금』, p.240 ; 이한상, 2003, 「동해안지역의 5~6세기대신라분묘확산양상」『영남고고학』32, 영남고고학회,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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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기타유물(축적부동)

ⓐ병산동고분군Ⅰ-13호 ⓑ병산동고분군Ⅱ-10호 ⓒ병산동320-3 주거지문화층 ⓓ병산동공항대교도로유적B-29호



횡구식석실묘(5세기 4/4분기)의은제조익형관식양날

개(그림 8-ⓒ)는 황남대총 남분·북분의 은제 조익형

관식양날개와비슷하나직선적이며, 병산동고분군Ⅱ-

26호석곽묘(5세기 4/4분기)의은제조익형관식전입

부(그림 8-ⓑ)는황남대총남분은제조익형관식전입

부와비슷하다. 그리고초당동유적Ⅲ-A1호석곽묘(5세

기 4/4분기)의 금동제 호접형 관식(그림 8-ⓓ)은 의성

탑리Ⅲ곽출토품과유사하다. 또병산동공항대교도

로유적 B-9호 횡구식석실묘(5세기 3/4분기)에서 쇠솥 1

점(그림 8-ⓔ)이출토되었다.

그리고대도 6점과대금구 4점이출토되었다. 대도

는병산동공항대교도로유적 B-8호석곽묘(5세기)에서

는잔존길이 5cm의은제삼루환두대도 1점(그림 9-ⓐ),

초당동 B-16호석곽묘(5세기 4/4분기)에서는길이 57cm

의 어린문이 장식된 금동제 삼엽환두대도 1점(그림 9-

ⓑ), 초당동유적Ⅱ-Ⅰ9호석곽묘(5세기 4/4분기)에서길

이 77.8cm의병부에구멍이뚫린철제대도 1점(그림 9-

ⓒ), 초당동유적 Ⅲ-A1호(5세기 4/4분기)에서는 길이

67.5cm의철제대도 1점(그림 9-ⓓ)과은철제장식대도

2점(그림 9-ⓔ)15이출토되었다. 

또대금구는초당동A-1호석곽묘(5세기 2/4분기~5세

기 3/4분기)에서출토된금동제용문투조대금구(그림 9-

ⓕ)는황남대총남분단계보다약간고식으로 5세기전

엽(5세기 2/4분기)의것이다. 그리고병산동고분군 11호

석곽묘(5세기 4/4분기)의은철제대금구(그림 9-ⓗ)와주

수리 1호 석곽묘(5세기 4/4분기)의 은제 대금구(그림 9-

ⓘ) 및초당동유적Ⅲ-A1호석곽묘(5세기 4/4분기)의은

철제대금구(그림 9-ⓖ)는모두누암리형대금구의Ⅰ류

로 역심엽형 과판 a형에 해당되며, 5세기~6세기 초에

유행한것16이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신라가주변지역으로수

여한관, 대도및대금구등위세품은 5세기 2/4분기~5

세기 4/4분기에 집중적으로 부장되며, 강릉지역에서

고총고분이조영되는시점과중복된다. 특히초당동고

분군은위세품의소유에서동해안지역에서가장탁월

하며, 그다음이병산동이다. 또강릉지역에서출토된

위세품은모두신라계보를잇는것으로강릉지역세력

이신라로부터정치적영향을강하게받아간접지배를

받고 있음17을 시사한다. 특히 초당동 A-1호묘의 금동

제용문투조대금구로볼때, 이것은황남대총남분출

토품보다더고식이므로강릉지역은이미 5세기전엽

(5세기 2/4분기)에는이미신라의위세품체계하에들어

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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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식대도는, 하나는 대도 1점(길이 49.2cm)을 중심에 두고 양쪽에 도자 2점(길이 33.6과 길이 20.1cm)을 겹쳐 두었으며, 또 다른 것은 대도 1점(길이 38cm)에 도자 1점(길이
21.8cm)을겹쳐두었다.

16 이한상, 1996, 「6세기대신라의대금구 -‘누암리형’대금구의설정-」『한국고고학보』35, 한국고고학회.

위세품
시기

3/4~2/41/44/43/42/41/43/4
4C 5C 6C 
4/4

관/관식

대 도

대금구

쇠 솥

표 3 강릉지역시기별위세품출토현황

그림 8관과솥(축적부동)

ⓐ초당동B-16호 ⓑ병산동고분군Ⅱ-26 ⓒ초당동C-1호 ⓔ병산동공항대교도로유적B-9호ⓓ초당동유적Ⅲ-A1호



신라의 강릉지역 지배방식

1. 강릉지역정치체의읍락구성

지금까지강릉지역에서조사된고분군의수는 <그

림 1>과같이 19개소로이중정식발굴조사된고분군

은 <표 1>의초당동, 병산동, 영진리·방내리, 하시동,

주문리, 주수리, 금산리, 방동리, 입암동, 홍제동 고분

군등 10개소이다. 

강릉지역의지형을살펴보면, 동쪽은바다와접해있

어서낮고, 북쪽도낮은지형을하고있으나, 서쪽은태백

산맥에의해높고, 남쪽도다른지역보다높은산들이많

이분포되어있어넓은평지는거의없다. 이러한지형으

로인해하천은대부분서에서동으로흘러바다로들어

가는데, 규모가가장큰남대천이강릉중심지를관통하

고있으며, 그하류에는비교적넓은충적평야가펼쳐져

있다. 또강릉지역하천의하류해안선부근에는경포호,

풍호와향호라는호수들이형성되어있다. 

이러한지세의영향으로강릉지역고분군들은 <그

림 1>과같이대부분하천을중심으로분포한다. 이고

분군들은크게북쪽의연곡천지구와남쪽의주수천지

구, 그리고가운데의남대천지구등 3지구로나눌수

있다. 

중심지구는남대천을중심으로다시 3개의소군(북

안군, 남안군, 내륙군)으로나뉘어진다. 즉북안에초당동

과저동, 남안에병산동, 하시동, 안인리, 모전리, 내륙

쪽으로는 입암동, 홍제동, 금산리, 교동, 장현동, 학산

리로 구성되었다. 대부분 4~5세기대에 조영되었으나,

내륙군은 6세기 이후에 조영되었다. 주거지도 북안의

강문동, 송정동에서조사되었으며, 남안에서는병산동

에서확인되었다.

초당동은수혈식석곽묘가주묘제로목곽묘, (석곽)

옹관묘, 횡구식석실묘가수기씩공존하나, 횡혈식석실

묘는 조영되지 않았다. 이곳은 금동관, 금동관모장식,

015 Shim, Hyun yong 고고자료로본 5~6세기신라의강릉지역지배방식

17 이희준, 1997, 「신라고총의특성과의의」『영남고고학』20, 영남고고학회, pp.16~22

ⓐ병산동공항대교도로유적B-8호, ⓑ초당동B-16호, ⓒ초당동유적Ⅱ-Ⅰ9호ⓓⓔ 초당동유적Ⅲ-A1호 ⓕ초당동유적Ⅲ-A1호

ⓐ ⓑ ⓒ ⓓ ⓔ

ⓖ초당동A-1호 ⓗ병산동고분군11호 ⓛ주수리1호

그림 9대도및대금구(축적부동)



은제조익형관식, 금동대금구, 금동환두대도, 장식대도

등의위세품이부장되는강릉지역최대의고총고분군

이다. 이중초당동A-1호와초당동유적Ⅲ-A1호는규모

및부장품에서가장탁월하다. 병산동도주묘제는수

혈식석곽묘이며, 목곽묘, (석곽)옹관묘, 횡구식석실묘가

수기씩 공존한다. 은제관식, 쇠솥, 대도, 대금구 등 위

세품이부장되지만, 그질과양에있어서초당동보다는

한단계낮은고총고분군이다. 그런데, 초당동과병산

동고분군은일반적현상과다르게지리적으로인접하

면서도각기고총고분군을형성하고있는것으로보아

친연관계에있다. 하시동은발굴조사가이루어지지않

아자세한사항을파악할수없지만, 1970년하시동에

서출토된 4세기 4/4분기의토기18가신고되었다. 신고

품의묘제는알수없지만, 당시하시동일대에많은석

곽묘들이지표상에노출되어있었다고하는것으로보

아석곽묘로추정된다. 그러므로석곽묘는강릉지역중

하시동에서최초로축조되었다. 하지만, 초당동도이른

시기의신라토기가출토되므로시기적차이는거의없

다. 이외에 입암동, 홍제동, 금산리에서는 횡혈식석실

묘만축조된다. 

북쪽지구는 연곡천을 중심으로 3개의 소군(북안군,

남안군)으로 나뉘어진다. 즉 북안에는 영진리·방내리

와 주문리 및 교항리로, 남쪽에는 방동리로 구성되는

데, 이중영진리가가장규모가크다. 대부분 5세기대에

조영되나, 방동리는 6세기대에조영된다. 특히영진리

는 6세기이후에석실묘가집중축조된다. 주거지는남

쪽의방동리에서조사되었다.

영진리·방내리는주묘제가목곽묘로수혈식석곽

묘, (석곽)옹관묘, 횡구·횡혈식석실묘가수기씩공존하

며, 적석목곽묘도축조되었다. 그러나위세품은부장되

지않았으며, 토기도대부분재지산이다. 특히적석목

곽묘는 5세기 3/4분기~5세기 4/4분기에 조영되는데,

이시기는초당동에서고총고분이축조되는시점과동

시기이다. 이는주묘제가목곽묘인영진리세력의정

치적위세가낮아서적석목곽묘의신라왕경세력이쉽

게침투하여생긴결과이다. 즉, 초당동과병산동세력

은강성하였기때문에신라가이곳재지세력을회유하

기위하여위세품을사여하였지만, 영진리세력은신라

세력이일찍장악하였기에더이상위세품이사여될필

요성을느끼지않았기때문이다. 

그리고남쪽지구는주수천을중심으로 2개의소군

(남안군, 북안군)으로 나뉘어진다. 즉 남안에 주수리와

주수리 동녁골, 북안에 금진리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주수리가규모에서가장크다. 대부분 5~6세기대에조

영되었다.

주수리는석곽묘만분포하는데, 1호묘는봉토를갖

추고석곽도길이 510 ×너비 98cm의규모로위세품

인 은제 대금구가 부장되는 등 고총고분이다. 그러나

중대형고총의수가 1기에지나지않아그리큰집단은

아니었다. 

이와 같이 세 지구의 고분군 중에서 초당동, 병산

동, 하시동과영진리·방내리는수십기이상의고분

이대규모로긴기간동안조영되어그세력을짐작할

수있으나, 그외고분은 10기이내의소규모로조영기

간도짧은편이어서큰집단을형성하지못하였다. 묘

제에있어서석곽묘는해안가인초당동과병산동, 하시

동등중심지구에서대다수를차지하며, 목곽묘는외곽

지역인 영진리·방내리에서 집중 축조되며, 석실묘도

대부분입암동, 홍제동, 금산리등내륙과영진리·방

내리의 북쪽지구 등 중심지구 외곽에 분포한다. 이는

지역적·신분적 차이의 결과이며, 석곽묘가 목곽묘보

다규모나출토유물의질과양에서탁월하여양묘제

사이에등급차를나타낸다. 

결국, 이시기에강릉지역은초당동을중심으로하

는 읍락군, 그리고 영진리를 중심으로 하는 읍락군과

주수리를중심으로하는읍락군등모두 3개의읍락군

으로형성되어있었다. 이중초당동이최고위계에있

는고총고분군으로당시중심읍락소재지였다.

이 읍락군들은 통일기의 상황이지만 강릉지역은

명주(溟州)로정선현(旌善縣), 촉제현(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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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현(支山縣), 동산현(洞山縣)등 4개의영현을거느리

고있었다는『삼국사기』지리지의군현기사19에비추어

위치를비정할수있다. 

그동안이들의위치에있어정선현은지금의정선,

지산현은지금의연곡, 동산현은지금의양양남쪽으로

비정하여왔으나, 촉제현은알수없었다20. 그러나촉

제현은본래고구려의동토현(東吐縣)이라하였는데, 이

를글자그대로해석해보면, “동쪽에서해(日)를토한

다”는뜻이다. 그렇다면, 이곳의위치는강릉지역에서

해(日)를볼수있는가장동쪽이어야하므로가운데에

위치한중심지구로추정할수있다. 그리고북쪽지구는

지산현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남쪽지구가 남는데, 이

는어디에해당되는가? 남쪽지구는지금강릉시옥계에

위치하는데, 통일기에는강릉이아닌삼척에소속되어

있었다. 즉, 삼척군(三陟郡)의죽령현(竹嶺縣), 만경현(滿

卿縣 또는滿鄕縣), 우계현(羽谿縣), 해리현(海利縣) 등 4

개의영현21 중우계현이지금의옥계로추정22되므로

이곳이바로주수리와금진리고분군이위치한남쪽지

구에해당된다. 지형에있어서도중심지구와남쪽지구

사이를망덕봉(해발 781m)과피래산(해발 753m)등의높

은산이동-서로가로막고있어서북쪽의강릉지역세

력과구분된다. 그러므로지금의행정구역인강릉지역

남쪽지구고분군은당시에는강릉지역이아닌삼척지

역세력에편제되어있었던것이다. 

2. 신라의강릉지역지배방식

(1) 간접지배

①Ⅰ단계(초입기) 

강릉지역은늦어도 4세기 4/4분기부터는신라의통

치를받고있었으며23, 5세기 1/4분기부터는이러한영

향에의해신라고분이확산된다. 초기신라고분분포지

역인하시동에서이시기에들어서면초당동으로고분

군이확산되기시작한다. 그러나초당동에서하시동보

다그리늦지않은신라토기가출토되므로조영시기는

하시동과거의동시로추정된다. 묘제는여전히수혈식

석곽묘만 확인되며, 1984년 초당동 신고품 중 일부와

초당동유화아파트-강릉고등학교간도로부지 7호석곽

묘가이시기에해당된다. 그리고 5세기 2/4분기가되

면점점증가되는데, 계속석곽묘만축조되고타묘제

가축조되지않는다. 하시동산134번지서1호석곽묘와

하시동출토동경대학교소장품이여기에해당된다. 

이렇게아직까지신라고분이많이조영되지않는것

은신라의강릉지역진출이곧바로신라영역화를통한

직접적인통치로전환되지않았다는것을의미한다. 그

러므로신라진출초기에는신라가강릉재지세력의지

배권을 인정해 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간접지배를

시도하였을것이다. 『삼국사기』등문헌에서도나물왕42

년(397) 이후부터눌지왕 34년(450) 이전의기록이전무

하여이지역의동향이전혀파악되지않는다. 그러므로

4세기 4/4분기~5세기 2/4분기의시기는신라가강릉지

역을간접지배하는‘초입기’라하겠다.

그런데, 5세기 2/4분기~5세기 3/4분기 사이로 추

정되는초당동 A-1호석곽묘(그림 4-ⓑ)에서황남대총

남분단계보다 고식인 5세기 2/4분기의 용문투조대금

구(그림 9-ⓕ)가 출토되었다. 이것은 5세기 2/4분기부

터강릉지역에위세품이사여되기시작함을보여주는

고고자료로강릉지역은이때부터신라의위세품하사

체제하에놓이게되었다. 그리고신라는초당동세력

이있는중심지구읍락을중심으로재지세력을통치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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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삼국사기』권35 잡지4 지리2 명주조.

20 이병도역주, 1991, 『삼국사기』하, 을유문화사, p.199

21『삼국사기』권35 잡지4 지리2 삼척군조.

22 이병도역주, 1991, 『삼국사기』하, 을유문화사, p.200 ; 이상수, 2005, 「《삼국사기》지리지의삼척군영현에대한위치비정모색 -역사고고자료의활용을중심으로-」『박물관지』4,
관동대학교박물관, pp.70~71

23 심현용, 2009, 「고고자료로본신라의강릉지역진출과루트」『대구사학』94, 대구사학회, pp.8~15. 최근 예맥문화재연구원이조사한안현동유적(2009. 8. 21, 「강릉샌드파인리
조트신축공사부지내유적발굴조사 3차지도위원회의자료」)에서황남동 109호 3·4곽단계의고배가여러점출토되어필자의견해를더욱뒷받침해주었다.



②Ⅱ단계(정착기)

그러나 5세기중·후반이되면강릉지역에서고고

학적으로 중요한 획기가 나타나며, 고분도 증가한다.

즉 5세기 3/4분기로들어서면, 신라의영향력이확대된

다. 아직까지 석곽묘가 주 묘제이지만, 목곽묘(초당동,

영진리·방내리)와적석목곽묘(영진리) 및횡구식석실묘

(병산동)가 축조된다. 또 하시동과 초당동을 중심으로

분포하던 고분군이 이 지역을 벗어나 병산동과 영진

리·방내리까지 확산된다. 석곽묘는 격벽을 설치하여

부장공간을별도로마련하기도하며, 다른묘제보다다

량으로유물을부장한다. 특히병산동공항대교도로유

적 B-9호횡구식석실묘에서쇠솥(그림 8-ⓔ) 등위세품

이본격적으로부장되며, 병산동고분군Ⅱ-10호석곽묘

에서는신라왕경지역에서주로출토되는토우부개(그

림 7-ⓑ)가출토되었다. 이시기에들어와나타나는신

라의적극적관심을확인할수있는고고자료이다. 그

리고 병산동고분군 Ⅱ-8호 석곽묘에서 창녕양식 토기

(그림 6-ⓓ)와병산동고분군Ⅱ-16호석곽묘에서의성양

식토기(그림 5-ⓒ)가나타나전술하였듯이신라세력의

이동이확인된다. 이시기부터다시동해안지역이문헌

에등장하는것에서도간파할수있다. 그러나아직고

총고분의축조는이루어지지않는다. 영진리 1호적석

목곽묘(그림 2-ⓐ), 초당동 272-7번지 1호 목곽묘, 병산

동고분군Ⅱ-8·10·16호석곽묘, 병산동공항대교도

로유적B-9호횡구식석실묘가이단계에해당된다. 

그리고 5세기 4/4분기로 들어서면, 여전히 석곽묘

가주묘제이며, 목곽묘(초당동, 영진리)도지속되나적

석목곽묘(영진리)와 횡구식석실묘가 확산(초당동)된다.

유물에서출자형금동관, 은제조익형관식및금동제

호접형관식, 그리고금동제삼엽환두대도, 철제대도,

은철제장식대도, 은제및은철제대금구등경주산위

세품이초당동에집중부장되며, 그위계가조금낮지

만병산동에도은제조익형관식과은제대금구등위

세품이동시에사여되어신라의재지세력에대한간접

지배 정책이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이었다. 또 초당

동유적Ⅱ-Ⅰ8호석곽묘(그림 4-ⓐ)와병산동고분군Ⅱ-

35호석곽묘에서의성양식토기(그림 5-ⓐⓑⓓ), 주수리

1호석곽묘에서창녕양식토기(그림 6-ⓐⓑ)가이지역

에서출토되어이시기에도지속적인군관등신라세

력의이동이있었다. 특히이시기에한정되어규모가

큰최고위급의고총고분이조영되며, 위세품을부장한

고분은횡구식석실묘에서도일부부장되나규모가큰

석곽묘가대부분이므로석곽묘축조세력이가장강력

하였다. 초당동 B-16호석곽묘, 초당동 C-1호횡구식석

실묘, 초당동유적Ⅱ-Ⅰ8·9호석곽묘(그림 4-ⓐ), 초당

동유적Ⅲ-A1호석곽묘(그림 3), 병산동고분군Ⅱ-26·

35호석곽묘, 주수리 1호석곽묘와초당동유적Ⅱ-Ⅰ11

호목곽묘가이시기에해당된다.

이렇게 5세기중·후반의고고자료로보아, 강릉지

역에서는중대형고총고분군이초당동과병산동 2군데

에조성되었고, 5세기후반까지는주요한세력을점하

고 있었다. 그러나 초당동과 병산동에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두 세력은 5세기 2/4분기~5세기 4/4

분기동안관, 대도와대금구등의위세품을하사받으

며고총고분을형성할수있을정도로신라의적극적인

간접지배를받는다. 그러나전술했듯이초당동세력은

5세기 2/4분기의 용문투조대금구(그림 9-ⓕ) 출토로 보

아병산동세력보다빠른시기에신라의위세품하사

체제하에들어갔으며, 이는초당동세력이강릉지역의

중심세력으로성장해있었기때문이다. 이렇게신라는

강릉지역세력중초당동세력을중심으로재지세력들

을통제해나갔으며, 이는후술하는 <표 4>의문헌기록

에서도간파되는데, 이시기에신라와고구려의치열한

전투가전개되는군사적상황이한몫을했다. 

또초당동은삼국시대고분군이원삼국시대주거지

를파괴하고조영되는반면에, 병산동은삼국시대매장

공간과원삼국시대주거공간이분리되고삼국시대주

거지와원삼국시대주거지가중복되어나타난다. 이러

한양상은초당동세력이병산동세력보다빨리그리고

적극적으로신라에동화되어간결과로이렇게신라에

빨리동화되어갔기때문에초당동세력이강릉지역의

중심세력으로부각될수있었다. 위세품의양과질등

그위계로보아도초당동세력이병산동세력보다상위

에속한다. 한편, 영진리·방내리세력은다수의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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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곽묘가축조되어신라에완전장악되고그로인해이

식을제외하고는큰위세품이부장되지않는다. 

이와 같이 시기가 지나도 중심고분군이 이동하지

않는데, 이는이전시기에강력한세력을점하고있었던

초당동세력이신라화과정을거치면서도약해지지않

고신라의지지를바탕으로계속해서초당동을중심으

로그세력을유지하고있음을보여주는증거이다. 그러

나신라는최고중심세력인초당동에위세품을사여하

면서동시에병산동세력에게도위세품을분여하여‘견

제와균형’이라는정책으로두세력을관리하였다. 

즉, 이단계에들어와신라는재지세력에게위세품

을사여하여간접지배를실시하면서도, 동시에직접지

배체제로나아가기위해통치정책을강화하는데, 당시

신라가이렇게강릉지역에관심을두고적극적인정책

을추진하게되는배경은 <표 4>의역사적상황에서도

잘파악이된다. 

지금까지 5세기중·후반에중요한획기가고고자

료에서나타남을알수있었다. 그런데, 이와동시에<표

4>의문헌기록에서도그획기가확인된다. 즉, 4세기말

~5세기전반까지고구려와친선관계를유지하던신라는

고구려의정치적예속에서벗어나려는시도를강릉지역

에서시작한다. 눌지왕 34년(450)에하슬라(강릉)성주가

실직들(삼척)에서고구려변장을살해함으로써신라와

고구려의 공반전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 장수왕 69년

(481)고구려가영덕, 흥해로남하할때까지영역의변화

가없는것으로보아니하(양양남대천)를중심으로국경

선이형성되었다24. 이와같이실직원전투, 니하성축조

등일련의상황은당시고구려의정치적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는신라의적극적인대응이었으며, 그시발지

역이바로강릉·삼척·양양지역이었다.

이렇게신라가강릉지역을중심으로고구려와대치

할수있었던배경에는신라의이지역지방민에대한

역역동원과지배방식이어느지역보다도확고하게안

정되었기때문이다. 그예로자비왕 11년(468)의기사가

주목되는데, 하슬라(강릉)사람으로하여금니하(양양남

대천)에축성했다는것은그만큼강릉지역재지세력에

대한지배방식이진전되었다는증거이다. 

또 5세기중엽부터삼척~양양지역일대에서공방전

을계속하던신라와고구려는 5세기후반부터는그충

돌이중부내륙지역으로이동되었다. 이는동해안지역

019 Shim, Hyun yong 고고자료로본 5~6세기신라의강릉지역지배방식

표 4 5세기동해안지역의역사적상황

시기 접전지역 공격주체 사건내용 전거

450 실직들 신라→고구려 7월, 하슬라성주가실직들(실직원)에서고구려변장살해, 

(눌지왕34, 장수왕38) 신라서변 고구려→신라 고구려의신라서변침범, 신라의사과 24

454

(눌지왕38, 장수왕42)
신라북변 고구려→신라 8월, 고구려, 신라를침공

25

468 봄, 고구려·말갈, 신라북변실직성습격/

(자비왕11, 장수왕56)
실직성 고구려·말갈→신라

9월, 신라, 하슬라인으로니하(양양)에축성 26

2월, 신라, 비열성(안변) 순행/

481 호명등 7성,
3월, 고구려·말갈, 신라북변호명(영덕)27

(소지왕3, 장수왕69) 미질부, 니하
구려·말갈→신라 등 7성함락및미질부(흥해) 까지 28

남하, 신라, 백제·가야연합군과방어,

니하서쪽에서격파

496 7월, 고구려, 신라우산성공격,

(소지왕18, 문자왕5) 우산성, 니하 고구려→신라 신라, 니하에서격파 29

497

(소지왕19, 문자왕6) 우산성 고구려→신라 8월, 고구려, 신라우산성공격 30

24『삼국사기』권3 신라본기3 눌지마립간 34년(450)조. 이와 비슷한 내용이『삼국사기』권18 고구려본기6 장수왕 28년(440)조에“신라인이 (우리의) 변방장수를 습격하여 죽였다.
왕이노하여장차군사를움직여치려하자신라왕이사신을보내어사죄하므로그만두었다”라고보이는데, 같은한사실이이전(異傳)된것같다.



에서의역학구도가어느정도정리되었음을보여주는

것으로향후 6세기에신라가비약적인발전을이룰수

있었던기반이바로여기에있었다. 

이와같이신라는강릉을거점지역으로삼아 5세기

중엽에는 양양까지 북진(北進)하지만, 진격과 후퇴를

거듭하면서고구려와대치하며, 그동안간접지배를하

였던재지세력에대해서는축성(築城)을하는등서서

히직접통치하기위한준비를추진하였다. 전술한고

고학적양상이이러한연유에의한것이다. 그러므로 5

세기 3/4분기~5세기 4/4분기의시기를신라의간접지

배‘정착기’로부를수있으며, 신라는강릉세력중초

당동과병산동세력이있는중심지구읍락을중심으로

주변재지세력들을통치해나갔다. 

(2) 직접지배

6세기에 들어와 고고학적으로는 기존의 고총고분

군이사라지고중소형고분군이강릉서쪽내륙과북쪽

지역에서새로이조영되며, 고분의내부구조도횡혈식

석실묘로변화되어새로운전환기를맞는다. 이와맞물

려문헌기록에서도 <표 5>과같이새로운역사적상황

이전개된다. 즉, 신라는동해안지역에집중적으로방

어체계를 정비하고, 주(州)-군(郡)-(성)촌제(城·村制)의

지방통치제도25를 마련하여 직접통치를 실시한다. 또

한그로인해이곳이신라의동해안전초기지로서의역

할을수행하게되었다. 

6세기에들어동해안지역에지방관이파견되는과

정을좀더자세히살펴보자.

신라는 지증왕 5년(504)에 강릉 후방으로 삼척(파

리), 흥해(미실), 진덕(?), 영천(골화)등교통의요지인경

주근방과변경지대에거점산성을축조하여방어체계

를더욱조직화하는데, 이는고구려의남진(南進)에대

한대비책이근본이겠지만, 지방통치제도가그만큼진

전되었다는것을말한다. 그리고 1년후(505)에는처음

으로지방에주(州)를설치하고군주(君主)라는지방관

을파견하여직접통치를실시하는데, 그첫지역으로

바로동해안의삼척지역이선정되었다. 그러나얼마지

나지않아주치(州治)가강릉(512)으로북상하여이지

역에지방관이파견되며, 해상으로도눈을돌려해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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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삼국사기』권3 신라본기3 눌지마립간 38년(454)조.

26『삼국사기』권3 신라본기3 자비마립간 11년(468)조. 그런데『삼국사기』권18 고구려본기6 장수왕 56년(468)조에“봄 2월, 왕이 말갈병 1만을 거느리고 신라의 실직주성(悉直州
城)을공격하여빼앗았다”로기록되어있으나, 당시역사적상황으로보아고구려가빼앗았을것으로믿기어려워「신라본기」를따른다.

27 손영종, 1985, 「중원고구려비에 대하여」『력사과학』85-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34 ; 손영종, 1990, 『고구려사』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p.362 ; 김현숙, 2002, 「4~6세기경
소백산맥이동지역의영역향방 -『삼국사기』지리지의경북지역‘고구려군현’을중심으로-」『한국고대사연구』26, 한국고대사학회, p.103.  그러나, '호명성'을‘청송’으로보는견
해(이병도역주, 1983, 『삼국사기』상, 을유문화사, p.77 ; 정운용, 1989, 「5세기고구려세력권의남한」『사총』35, 고대사학회, p.13 ; 서영일, 1999, 『신라육상교통로연구』, 학연
문화사, p.51 ; 이인철, 2000, 『고구려의 대외정복 연구』, 백산자료원, pp.306~308 ; 양기석, 2001, 『신라 서원소경 연구』, 서경, p.16)도 있다. 하지만, 청송으로 받아들일 경우,
고구려가 내륙에서 죽령 - 영주 - 안동 - 청송 - 영덕의 노선을 거쳐 흥해로 남하하게 되는데, 청송~영덕간 지형이 울진~삼척간 지형보다 더 험난하여 대규모의 군사이동이 쉽지
않아 지정학적 조건으로도 따르기 어렵다. 또 역사적 상황으로도 당시 경북북부일대는 눌지왕대(417~458) 이미 신라 영토로 편입(김철준, 1990, 『한국고대사회연구』, 서울대학
교출판부, pp.137~138 ; 김재홍, 1991, 「신라중고기의촌제와지방사회구조」『한국사연구』72, pp.9~10 ; 노중국, 1999, 「고대울진의역사개관」『한국고대사회와울진지방』, 한
국고대사학회, pp.222~223 ; 강종훈, 2000, 『신라상고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pp.192~193)되어있었기때문에더욱따르기어렵다.

28『삼국사기』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3년(481)조.

29『삼국사기』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18년(496)조. 그리고『삼국사기』권19 고구려본기7 문자명왕 5년(496)조에도“7월, 군사를파견하여신라의우산성을치니신라병이니하
에나와마주치는지라아군이패배하였다”로기록되어있다.

30『삼국사기』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19년(497)조. 그런데『삼국사기』권19 고구려본기7 문자명왕 6년(497)조에“8월, 군사를보내어신라의우산성을쳐서뺏었다”로되어있
으나, 「신라본기」를따랐다.

31‘니하’에대한위치비정은①영춘·단양부근의남한강상류, ②정선송계리산성부근, ③낙동강상류, ④덕원또는고원~함흥사이및함흥용흥강, ⑤강릉~양양사이, ⑥양양남
대천, ⑦강릉남대천또는연곡천등다양한견해가있다.  『삼국유사』권1 기이1 나물왕김제상전에의하면, 눌지왕 9년(425) 박제상이복호를고구려로부터탈출시킬때고성(高
城)에서해로(海路)를이용하여돌아온다. 그가고성에서해로를이용한이유는그남쪽양양지역이이미신라영역화되어있어서고구려의추격을따돌릴수있는안전한지대였
기때문일것이다. 그리고 481년신라가비열성(안변)까지진출하여순행하는기사는, 이미 5세기초눌지왕때에는고성까지고구려의지배하에놓여있었고, 고고학적으로도양
양북쪽지역에서는이보다훨씬늦은 6세기중엽부터신라유적이확인되므로믿기어렵다. 또 양양원포리고분군이 5세기 3/4분기부터 6세기 2/4분기까지조영되므로당시양
양지역이 신라의 북방한계선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양양 남대천 북안에 위치한‘석성산성’이 발굴조사(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양양 상수도시설공사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자료」)되었는데, 축조방법은 하단을 들여쌓기한 고구려식 산성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유물이 6세기 중엽이후의 단각고배와 인화문토기 등 모두 신라토기이고, 서
쪽의내륙지역에서진입하는군사를방어하기좋은위치이므로고구려산성이라기보다신라산성으로판단된다. 그러므로지금의양양‘남대천’이문헌에자주등장하는‘니하’
일가능성이 높다.  지정학적으로 양양지역은 한반도의 동북과 동남지역의 중간에 위치하며, 남대천을 통해북한강 상류와도 연결되어 내륙으로 쉽게진출할 수있는 곳이다. 신
라가이곳을방어거점으로삼은것은내륙과북쪽방면을모두견제할수있는지정학적요충지였기때문으로신라가양양에진출한이후이지역을영역화하기위한조치로 6세
기중엽에축성을한것같다. 이는북쪽의오로·신창등신라산성들이대부분 6세기중엽에축성되는현상과맥을같이하는것이다. 또 481년고구려가일시적으로흥해까지남
하하는데, 그진출로는강릉 - 삼척 - 울진 - 영덕 - 흥해의동해안로(심현용, 2009, 「고고자료로본신라의강릉지역진출과루트」『대구사학』94, 대구사학회, pp.18~25)를따라침
공한것(임용한, 2001, 『전쟁과역사』, 혜안, pp.100~105)으로추정된다.

32 주보돈, 1998, 『신라지방통치체제의정비과정과촌락』, 신서원, pp.7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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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하지만, 10년후(524)에는다시삼척으로후퇴40한

다. 그러나고구려 10군을공취(551)하게되자주치를

안변(556)으로더욱북상시키고강릉지역을군(郡)으로

편제(561)41하여 통치하였다. 또 신라는 진흥왕 29년

(568) 8월 21일함흥의「황초령비」와이원의「마운령비」

021 Shim, Hyun yong 고고자료로본 5~6세기신라의강릉지역지배방식

표 5 6세기동해안지역의역사적상황

시기 접전지역 공격주체 사건내용 전거

504 9월, 신라, 파리(삼척)·미실(흥해)·진덕(?)·

(지증왕5, 문자왕13) 골화(영천) 등에 12성축조
33

505 2월, 신라, 주군현제시행및실직주(삼척) 설치,

(지증왕6, 문자왕14) 최초군주임명
34

512 6월, 신라, 하슬라주(강릉) 군주이사부가

(지증왕13, 문자왕21)
울릉도 신라→우산국

우산국정복
35

524 1월, 신라, 경주·삼척의대군사로

(법흥왕11, 안장왕6) 울진 신라→울진 울진의반란진압
36

551 신라, 거칠부등으로죽령이북~고현(철령)

(진흥왕12, 양원왕7) 죽령~철령 신라·백제→고구려 이내의고구려 10군공취, 백제, 평양격파
37

556
7월, 신라, 비열홀주(안변) 설치

(진흥왕17, 양원왕12)
38

568 10월, 신라, 북한산주폐하고남천주설치,

(진흥왕29, 평원왕10) 비열홀주(안변) 폐하고달홀주(고성) 설치
39

33『삼국사기』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5년(504)조.

34『삼국사기』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6년(505)조.

35『삼국사기』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13년(512)조. 이와비슷한내용이『삼국사기』권44 열전4 이사부전및『삼국유사』권1 기이1 지철로왕전에도나온다.

36「울진봉평신라비」(524)의 비문은선학들의판독문을참고하여필자가다음과같이재판독한것을이용하였다. 甲辰年正月十五日喙部牟卽智寐錦王沙喙部徙夫智葛文王本波部巫
夫智五/  干支岑喙部美昕智干支沙喙部而粘智太阿干支吉先智阿干支一毒夫智一吉干支喙勿力智一吉干支/  太奈麻牟心智奈麻沙喙部
十 /  別敎令居伐牟羅 /  者一行△之人備土尊王大奴村
負共値五其餘事種種奴人法/  人喙部內沙智奈麻沙喙部一登智奈麻具次邪足智喙部比須婁邪足智居伐牟羅道/  使卒次小舍帝智悉支道使烏婁次小舍
帝智居伐牟羅尼牟利 村使人/

喙部善文吉之智新人喙部述刀小烏帝智沙喙部牟利智小烏帝智/  立石碑人喙部博士于時敎之若此者獲罪於天居伐牟羅異知巴下干支辛
日智一尺世中字三百九十八그리고이를번역해보면, 다음과같이크게 5단락으로나눌수있다. 갑진년정월 15일탁부모즉지매금왕과사탁부의사부지갈문왕, 본파부의무부
지 오간지, 잠탁부의 미흔지 간지, 사탁부의 이점지 태아간지, 길선지 아간지, 일독부지 일길간지, 탁[부]의 물력지 일길간지, 신육지 거벌간지, 일부지 태나마, 일이지 태나마, 모
심지나마, 사탁부의십사지나마, 실이지나마등이하교하신일이다./  따로영을내리시길, “거벌모라와남미지는본디노인이었다. 비록노인이었지만앞선시기에왕께서크게
법(대교법)을 내려주셨다. 그런데길이좁고오르막도험난한화야계성에잘못하여불을내고성을에워싸니대군이출동하기에이르렀다. 이와 같이한자들은모두처벌을해야
사람들이땅을지키고왕을높이게될것이니, 대노촌은값 5를부담하도록하고그나머지일들은사안별로노인법에따라처리하도록하라.”고하셨다./  신라 6부에서얼룩소(칡
소)를 잡아배를가르고피를뿌리는의식을행하였다. 일을 처리한대인은탁부의내사지나마와사탁부의일등지나마, 구차 사족지, 탁부의비수루사족지, 거벌모라도사졸차
소사제지, 실지도사오루차소사제지이다. 거벌모라니모리일벌, 미의지파단, 탄지사리일전지와아대혜촌사인나이리는장 60대에처하고, 갈시조촌사인나등리거△척, 남미
지촌 사인 익사는 장 100대에 처하고, 어즉근리는 장 100대에 처한다./  실지 군주인 탁부 개부지 나마가 일을 맡았다. 글 쓴 사람은 모진사리공 길지지와 사탁부 선문 길지지이
고, 비에새긴사람(신인)은탁부의술도소오제지와사탁부의모리지소오제지이며, 비를세운사람은탁부박사이다. 이때에하교하시기를, “만약이와같이하는자는하늘에죄
를얻으리라(천벌을받으리라).”고하셨다./  거벌모라의이지파하간지와신일지일척이그해에 (일을마쳤다). 글자는 398자이다.

37『삼국사기』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2년(551)조및『삼국사기』권44 열전4 거칠부전.

38『삼국사기』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7년(556)조.

39『삼국사기』권4 신라본기4 진흥왕 29년(568)조.

40「울진봉평신라비」(524)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삼척에 주(州)가 설치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신라 지증왕 13년(512) 이후 법흥왕 11년(524) 이전 어느 시기에 주치
가 다시 삼척으로 후퇴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실직(삼척)과 하슬라(강릉)에 동시에 각각 군주가 있어 별개의 주로 개편되어 있었다고 보는 견해(이우태,
1989, 「울진봉평신라비를 통해본신라의지방통치체제」『한국고대사연구 -울진봉평신라비특집호-』2, 한국고대사연구회, pp.198~200)도 있다. 하지만, 좁은 지역에동시에 2개
의주가설치되기는무리이며, 이지역당시의역사적상황이신라와고구려의교전장이었고, 그북변에는고구려의상당한세력이포진하고있었을것이므로주치의남하로보는
것이더타당하다.

41「창녕진흥왕척경비」(561)에‘于抽悉支河西阿郡’이라하여우추(울진)와 실지(삼척)와 하서아(강릉)가 지역적으로서로그위치가붙어있으므로세지역이합하여하나의군(郡)을
형성하였다는견해(주보돈, 1979, 「신라중고의지방통치조직에대하여」『한국사연구』23, p.22)와 각각별개의군을형성하고있었다는견해(末松保和, 1954, 『新羅史の諸問題』,
p.339 ; 이종욱, 1974, 「남산신성비를 통하여 본 신라의 지방통치체제」『역사학보』64, p.42 ; 山尾幸久, 1975, 「朝鮮三國の軍區組織コホリのミヤケ硏究序說」『古代朝鮮と日本』,
p.176 ; 김창호, 1994, 「6세기신라금석문의석독과그분석」경북대박사학위논문, p.130)가 있다. 그러나울진봉평신라비(524)에서보듯이실지군주가거벌모라도사와실지도
사를통할하고있는데, 이는당시거벌모라(울진)와실지(삼척)는별개의영역(행정성촌)으로분리되어있었다는증거이다. 또 하나의군으로보기에는영역이너무크므로각각별
개의군으로보는설이더타당하다.



설치와같은함경남도위쪽까지비약적으로영역을확

장한다. 그러나곧 2개월후에는주치가고성으로후퇴

하는데, 이는두나라의치열한전투로인해국경선이

들쭉날쭉하는긴급한상황을반영한것이다. 

이러한문헌적상황은고고학적성과에서도뒷받침

된다. 안변 룡성리 고분군, 정평 다호리 고분군, 오로

오로촌산성, 홍원부민동고분군, 신창거산산성, 이

원율지리고분군등42에서 6세기중·후엽의신라토기

및신라유적출현과울릉도현포리고분군43에서 6세기

중엽의신라토기출현등이함경남도일부지역과울릉

도가신라영역권에포함되었음을증명하는물질자료

(그림 10)이다44.

그리고신라는지방관을파견하여지방에대해영

역적지배를실시하고재지세력을완전장악한이후부

터는 더 이상 위세품을 사여하지 않으며, 재지세력의

고총고분도더이상조영되지않고중심세력도다른곳

으로이동한다. 이러한현상은 6세기에들어와신라가

재지세력을약화시키기위해내부구조를재편한결과

로볼수있는데, 그시기는대규모군단이주둔하는군

사거점의성격45이강한주치(州治)가강릉에서삼척으

로남하한시점(524)전후일가능성이가장높다. 

특히, 5세기중심지구인초당동과병산동에고총고

분군이집중조영되어있던것과반대로 6세기에들어

와북쪽지구의영진리·방내리에다수의석실묘가집

중축조되는것이확인되는데, 중심읍락을형성하고있

던초당동과병산동세력이더이상그힘을유지하지

못하고영진리·방내리세력에게그기능을넘겨주었

던것이다. 바로이러한고고학적양상이문헌기록에서

간취되는강릉지역세력의내부변화, 즉지방관이 6세

기초에파견되어신라가실시한재지세력에대한재편

과정의증거이다. 

그리고 고분군과 주거지의 분포 입지에 있어서도

이러한상황이포착된다. 초기에는해안가와호수주변

또는하천주변의평지또는낮은구릉에입지하였으

나, 6세기에들어서면서내륙과높은구릉으로이동한

다. 이는 6세기에들어와신라의지배방식이거점지배

에서영역지배로, 그리고간접지배에서직접지배로전

환되는것과무관하지않다. 

다시이지역의고고자료를살펴보자. 6세기 1/4분

기에는석곽묘, 목곽묘, 적석목곽묘등이지속되고횡

구식석실묘가확산되는것으로추정되며, 위세품은더

이상부장되지않는다. 초당동 182번지 1호묘46, 방내

리국도 6호선 4호석곽묘, 병산동고분군 13호석곽묘,

초당동유적Ⅱ-Ⅰ10호석곽묘, 초당동 C-2호목곽묘와

초당동유적Ⅱ-Ⅱ4·5호목곽묘등이이시기에해당되

는데, 초당동과 병산동에서 분묘가 계속 축조되나 앞

시기보다는그규모가많이약화되었다. 

6세기 2/4분기이후로도석곽묘, 목곽묘, 횡구식석

실묘가지속해서조영되며, 초당동유적Ⅱ-Ⅱ6호목곽

묘가이시기에해당된다. 그러나 6세기 3/4분기부터는

목곽묘가소멸되며, 석곽묘는방내리 5호에서 6세기말

의단각고배가부장되어아직까지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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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지역별이른시기의신라토기(축적부동)

①안변룡성리고분2호 ②정평다호리고분 ③오로오로촌산성 ④홍원부민동고분 ⑤신창거산산성 ⑥울릉도현포리고분

42 량익룡, 1958, 「안변룡성리고분발굴보고」『문화유산』4, 과학원출판사 ; 한석정, 1960, 「함경남도의유래미상의산성들과고분들에대하여」『문화유산』2, 과학원출판사.

43 서울대학교박물관, 1998, 『울릉도 -고고학적조사연구-』; 국립중앙박물관, 2008, 『울릉도』.

44 심현용, 2009, 「고고자료로본신라의강릉지역진출과루트」『대구사학』94, 대구사학회, pp.20~21

45 강봉룡, 1987, 「신라중고기주제의형성과운영」『한국사론』16, 서울대학교국사학과.

46 크기는잔존길이 450 ×너비 140 ×깊이 150cm로동단벽이파괴되어수혈식석곽묘인지횡구식석실묘인지알수없다.



그런데, 횡혈식석실묘는 6세기 2/4분기보다 조금

늦은시기에내륙지구와북쪽지구에서대부분확인된

다. 즉, 방동리에서 6세기중엽의횡혈식석실묘, 홍제동

에서 6세기 후반~7세기 전엽, 금산리에서 6세기 말~7

세기중엽, 그리고 영진리에서 7세기대의횡혈식석실

묘가그것이다. 특히초당동과병산동에서횡혈식석실

분이조영되지않는데, 이는문헌기록과같이 6세기초

신라의지방제도가시행됨에따라재지세력의힘을분

산시켜중심세력으로부각되었던초당동과병산동세

력이더이상그힘을유지하지못하고급격히쇠퇴되

어간것을말해주는증거이다. 

고고학적으로 5세기 2/4분기~5세기 4/4분기에 집

중된위세품은 6세기 1/4분기들어와더이상부장되지

않고, 고총고분도더이상조영되지않으므로 5세기말

~6세기초에이미강릉지역의역학구도는신라에의해

완전히정리되었다. 그리고이러한기반이형성되었기

에문헌기록처럼주(州)를설치하고군주(郡主)를파견

하여직접통치를실시할수있었던것이며, 또원거리

의해상에위치한울릉도(독도포함)까지정복하여동해

안해상권도완전장악하게되었다. 

그 결과, 6세기 2/4분기 이후부터 홍제동, 입암동,

금산리, 영진리·방내리, 방동리등으로재지세력의힘

은분산되었으며, 이중신라왕경과친연성이가장강한

영진리·방내리세력이 6세기에들어와부각되었다. 

이와같이신라는 5세기에는초당동과병산동고분

군축조집단(중심지구읍락)을중심으로강릉세력을간접

통치해나갔으나, 6세기에는재지세력에대한재편과정

을거쳐영진리·방내리고분군축조집단(북쪽지구읍락)

을새로운중심세력으로부각시켜직접지배를실시함으

로써지방통치방식에새로운변화를전개하였다. 

결론

이상으로지금까지강릉지역에서발굴조사된고고

자료의양상을가지고문헌기록과비교하면서신라가

강릉지역으로진출하여 5~6세기재지세력을통치해나

가는방식에대해살펴보았다. 그동안몇몇연구자에

의해, 강릉지역을중심으로심도있는연구가진행되었

으나, 대부분고고자료의분석에만치중하여문헌기록

을제대로접목하지못하였다. 

필자는본고에서역사고고학의관점에충실하고자

고고학적연구를진행하면서문헌기록을접목하여그

해석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결론에도달할수있었다.

즉, 신라가 강릉지역을 최초 진출한 시기는 4세기

4/4분기인데, 이후 신라는 강릉지역에 존재했던 기존

의예국을복속한후지역실정에맞게재지세력을통치

해나갔다. 처음에는간접지배를실시하였으나, 재지세

력을완전장악하자직접지배를시행하게된다. 간접지

배는다시초입기(Ⅰ단계)와정착기(Ⅱ단계)로구분되는

데, Ⅰ단계는신라가처음강릉지역으로진출한시기로

신라는재지세력의자치를그대로허용하며간접지배

를시행하였으며, 그시기는 4세기 4/4분기부터 5세기

2/4분기로보았다. 그리고Ⅱ단계는신라가강릉지역의

재지세력들에게 위세품을 하사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면서동시에신라중앙에의해강릉지역중심세력

인초당동과병산동세력에게위세품을분여하여서로

견제를하게만들어재지세력간힘의균형을통제하였

다. 그시기는 5세기 3/4분기에서 5세기 4/4분기로추

정하였다. 

그러나신라는강릉지역을고구려로진출하는북진

의전초기지로인식하고나서는직접지배체제로전환

한다. 즉, 신라중앙에서파견한지방관을상주시켜지

방제도를확립하고재지세력에대한재편과정을거쳐

중심세력을그동안의초당동·병산동세력에서신라와

친연성이가장강한영진리·방내리세력으로교체하

고강릉지역을완전장악하기에이른다. 그시기는 6세

기 1/4분기부터이다.

이렇게 강릉지역의 고고학적 양상, 특히 위세품의

사여는신라가처음이지역을복속하고재지세력들에

침투하는과정을잘보여준다. 그러나현재까지발굴조

사된자료중 6세기대의고고자료가매우부족하고, 특

히아직까지발굴조사보고서가발간되지않은것이다

023 Shim, Hyun yong 고고자료로본 5~6세기신라의강릉지역지배방식



수여서그해석에많은무리가있었을것으로생각한다. 

최근에강릉지역경포호주변안현동유적에서황

남동 109호 3·4곽단계의토기가목곽묘에서출토되

었다는소식을접하였다. 이는강릉지역에서가장빠른

신라토기가확실한묘제에서확인된것으로신라가강

릉지역으로진출하는과정을연구하는데귀중한자료

가된다. 그러나이글에서는포함시키지못하였다. 이

에대해서는정식발굴조사보고서의발간을기다려향

후수정할기회를갖기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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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uling System of Silla to 
Gangneung Area Judged from Archaeological
Resources in 5th to 6th Century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archaeological resources that discuss how Silla entered the Gangneung area, the coastal

region along the East Sea that has been excavated most actively.  Silla expanded its territories while organizing the its
system as an ancient state and acquired several independent townships in various regions, stretching its forces to the
East Sea area faster than any other ancient states of the time.  In particular, many early relics and heritages of Silla
have been found in Gangneung, the center of the East Sea area.  Many archaeological resources prove these
circumstances of that time and provide brief texts that are valuable for our interpretation of historical facts.  In this
respect, it was possible for me to examine these resources to answer my question as to why early relics and heritages
of Silla are found in the Gangneung area.  Based on my research on Silla's advancement into the Gangneung area, I
have acquired the following results:    

How did Silla rule this area after conquering Yeguk in the Gangneung area?   
After conquering the Gangneung area, Silla attempted an indirect ruling at first.  Later, Silla adopted a direct ruling

system.  I divided the indirect ruling period into two phases: introduction and settlement.  
In detail, Silla's earthenware and stone chamber tombs first appeared in Hasi-dong in the fourth quarter of the 4th

Century and the tombs spread to Chodang-dong in the second quarter of the 5th Century.  A belt with dragon pattern
openwork, which seems to be from the second quarter of the 5th Century, was found to tell us that the Gangneung
region began receiving rewards from Silla during this time.  Thus, the period from the fourth quarter of the 4th
Century to the second quarter of the 5th Century is designated as the 1st Phase (Introduction) of indirect ruling in terms
of aechaeological findings.  This is when Silla was first advanced to the Gangneung area and tolerated independent
administration of the conquered.    

In the third and fourth quarters of the 5th Century, old mound tombs appeared and burials of relics that symbolized
power emerged.  In the third quarter of the 5th Century, stone chamber tombs were prevalent, but wooden chamber
tombs, stone mounded wooden chamber tombs, and lateral entrance stone chamber tombs began to emerge.  Also,
tombs that were clustered in Hasi-dong and Chodang-dong began to scatter to Byeongsan-dong, Yeongjin-ri, and
Bangnae-ri nearby.  Steel pots were the symbol of power that emerged at this time.  In the fourth quarter of the 5th
Century, stone chamber tombs were still dominating, but wooden chamber tombs, stone mounded wooden chamber
tombs, and lateral entrance stone chamber tombs became more popular.  More crowns, crown ornaments, big
daggers, and belts were bestowed by Silla, mostly in Chodang-dong and Byeongsan-dong.  The period from the third
quarter to the fourth quarter of the 5th Century was designated as the 2nd Phase (Settlement) of indirect ruling in terms
of aechaeological findings.  At this time, Silla bestowed items of power to the ruling class of the Gangneung area and
gave equal power to the rulers of Chodang-dong and Byeongsan-dong to keep them restrained by each other. 

However, Silla converted the ruling system to direct ruling once it recognized the Gangneung area as the base of its
expedition of conquest to the north.  In the first quarter of the 6th Century, old mound tombs disappeared and
small/medium-sized mounds appeared in the western inlands and the northern areas.  In this period, the tunnel
entrance stone chamber tombs were large enough for people to enter with doors.  A cluster of several tunnel entrance
stone chamber tombs was formed in Yeongjin-ri and Bangnae-ri at this time, probably with the influence of Silla's
direct ruling.  In the first quarter of the 6th Century, Silla dispatched officer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complete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and replaced the ruling class of Chodang-dong and Byeongsan-dong with that of
Silla-friendly Yeonjin-ri and Bangnae-ri to reorganize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and gain full control of the
Gangneu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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