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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식적석목곽묘의
구조복원재고

국문초록

적석목곽묘는목곽외부에석재를쌓거나채운다음목개위에일정한두께로적석하고점토로밀봉한구조이다. 경

주중심부라는한정된공간속에거의모든지배자가지속적으로한묘제를사용하였다는점, 타지역에서확인되는적석

형태와전혀다르다는점등에서경주식적석목곽묘로정의하고자한다.

적석목곽묘는경주중심부에서 5C 전반대부터축조되기시작한다. 평면형태, 목곽, 이중곽, 석재충전, 석단, 순장등은

이전시기의목곽묘에서계보를잇고있다. 이외에석축과목주, 적석, 성토분구는적석목곽묘의출현과함께새롭게나타

나는요소이다. 특히 석축과목주는황남대총을비롯한지상식초대형분에서만확인된다. 석축과목주, 적석은모두성토

분구축조과정속에서하나의공정을이루고있다. 석축은지상에설치된목곽의외벽을견고하게유지시켜주면서성토

분구의하중을분산·수용한다. 목주는석축의붕괴를방지하기위한보조장치로서횡가목, 버팀목등과함께사용되었다.

적석은일정크기의석재를갖고일정한두께로목개상부에덮었다. 그리고그위에점토로밀봉한다음분구를성토하

였다.

적석은 경주지역의입지적특성이반영된것으로파악된다. 경주 중심부의적석목곽묘는하천부지가넓고평탄한형

산강 동안을 따라 분포한다. 기반층은 대부분 모래와 냇돌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성토분구는 모래성분을 많이 함유하

고있다. 목개를횡가한다음바로성토할경우유수에의한붕괴가능성또한크다. 고분의외형을유지하면서내부구조

물의파괴를방지하기위하여적석과점토밀봉이이루어진것으로판단된다. 상부의봉토가유실되더라도하부의적석은

형태를어느정도유지할것이기때문이다. 

성토분구는국가혹은단위정치체가성장단계에진입하면서나타나는하나의특징이다. 국가출현단계이후성장단계

에 진입하면서 사회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이와 맞물려 새롭게 출현한 지배등급에서전대의목곽묘와는 다른 적석목곽

묘를축조하기시작한것으로판단된다. 이 과정에서분구를함께성토한것으로파악되며, 지배등급의성격에따라규모

와구조에서차이를보인다. 평면형태, 곽과석단, 순장자의수, 유물의양과질등은지배등급의사회적지위를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적석목곽묘는 신라가 성장단계에 접어든 시점에 전대의 묘제로부터 분화·발전된 양상을 보이면서 나타난

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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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적석목곽묘는 5C대신라의대표적인묘제이다. 형

산강유역을중심으로하는경주, 포항과그주변에위

치한울산, 경산지역에서주로확인된다. 특히황남대

총을 비롯한 경주지역의 적석목곽묘는 다른 묘제와

축조법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황남대총 남분

은 3중곽 1관 2석단, 북분은 2중곽 1관 1석단으로이

루어졌으며, 외곽의벽면을따라석축(石築)과목주(木

柱)가 돌아간다. 전체적으로 석축은 5열, 목주는 4열

을 갖추고 있다. 다중곽(多重槨)과 석단, 석축, 목가구

를 갖춘 적석목곽묘는 경주지역에서 확인된다. 단곽

이면서석단과석축, 목가구를갖지않는적석목곽묘

역시경주지역에서높은분포밀도를보인다. 또한경

주지역은상위등급뿐만아니라하위등급까지대부분

적석목곽묘를 채용하고 있다. 적석목곽묘는 5C대 경

주지역 지배자 등급의 일반적 묘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목곽 외벽을 따라 석축이나 충

전석이확인되고, 목곽상부에적석이이루어진적석

목곽묘를‘경주식 적석목곽묘’로 정의하고자 한다.

동시기주변지역에서도이와유사한목곽묘가확인되

지만 석재의 충전방법과 적석의 형태에서 차이를 보

인다. 경주중심부에서는일정한크기의냇돌을이용

하여충전과적석이정연하게이루어진다. 이에반하

여 주변지역에서는 석재의 종류와 크기가 다양하며

불규칙적이다. 따라서 경주 중심부의 적석목곽묘와

주변부목곽묘는다른관점에서살펴볼필요가있다고

생각된다. 

적석목곽묘구조에대한그간의연구는계보문제를

중심으로이루어졌으며, 그내용은크게보아구조차용

론과자체발전론으로구분된다. 먼저우메하라스에지

는 적석과 목곽을 분리하여 보았다. 적석은 지석묘의

적석과유사한것으로판단하였고목곽은漢代의목실

분에서 수용한 것으로 보았다(梅原末治, 1924: 265~268).

박진욱은 적석을 변형지석묘의 지하구조를 계승하여

발생한것으로파악하였다. 그리고목곽과유물은이전

시기를계승한것으로보았다(박진욱, 1964: 54~61). 최종

규는고구려적석총과경주지역삼한시대목곽묘에서

그기원을구하였다. 경주황남동 109호 3·4곽, 동래

복천동 35·36호, 21·22호에부장된고구려계의괘갑

(掛甲), 단갑(短甲), 개(鎧), 몽고발형주(蒙古鉢形胄)와 구

체적으로연결시켰다. 그리고신라적석목곽묘발생과

고구려문물이입의계기는 400년광개토대왕군의남

정으로해석하였다(崔鍾圭, 1983: 10). 김택규·이은창은

시베리아분묘의예를들어적석과목곽이북방문화에

서전파되었을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았다(金宅圭·

李殷昌, 1978: 134~135). 최병현은황남대총남분적석부

의환목조는흑해북안스키타이, 이중목곽은하이알

타이, 파지리크의 쿠르칸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북방아시아초원지대의목곽분문화인것으로생각하

였다. 그리고경주지역의적석목곽묘는한반도로기마

민족이이주한것이아닌가하는의견을제시하였다(崔

秉鉉, 1990: 159~162). 이종선은시베리아파지리크고분

과신라의적석목곽묘양자간에보이는시간적, 공간적

공백은조사가진행되면줄어들것으로생각하였다. 그

리고고고학이외의언어신화기타체질인류학적자료

나민속학혹은민족지적자료등을비교할때도, 양지

역은문화적으로절대소원하지않은것으로보았다(李

鍾宣, 1989). 그러나강인구는기원지와경주가너무멀

리떨어져있으며, 중간에경로를나타내는흔적이없

고, 두유적의축조연대에차이가너무큰것으로판단

하였다. 따라서적석목곽묘의기원은고구려의적석총

에목곽구조가가미되고, 여기에봉토가복합되어형성

된것으로생각하였다. 그리고적석목곽묘의조영집단

은동해안을따라내려온기마민족으로보았다(姜仁求,

1991: 84). 

이러한외래설에반하여이성주는울산중산리유적

의 조사를 통하여 토광목곽묘-목곽위석묘-목곽적석묘

의단계를거쳐계기적, 점진적으로변천한것으로파

악하였다. 그렇지만황남대총이나천마총과같은일체

적인구조가출현한계기는북유라시아적석목곽분과

의 관련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李盛周,

1992: 31~50, 1996). 이희준은적석목곽묘가사방적석식

을거쳐상부적석식, 지상적석식으로변화발전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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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생각하였다(李熙濬, 1989: 306~307). 김용성은황남

대총남분을적석목곽묘가운데가장발달된목곽구조

를가진것으로보았다. 그리고황남대총북분과천마

총은곽에서실로변화하는목실묘적요소가개입된특

수묘제로파악하였다(김용성, 2007). 이재흥은적석목곽

묘의등장을앞단계목곽묘시기부터계기적으로변천

한결과로보았다. 지상식대형적석목곽묘에서보이는

적석봉토부와목가구조같은일부구조를제외한목곽

주변의위석, 이중곽, 역석시상, 석단시설등은목곽묘

단계에서 이미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였다(李在興,

2007). 권용대는묘곽의축조방법과개부시설을통하여

순수목곽묘, 위석목곽묘, 적석목곽묘로 구분하였다.

적석이나개석과같은묘곽상부의시설물및묘곽의

축조방법상의차이는매장관념이나집단의성격, 지역

적특징등이반영된것으로파악하였다. 그리고이세

가지유형의목곽묘는동시기에공존하면서집단에따

라선택적으로채용된것으로보았다(권용대, 2008). 김

두철은적석목곽묘성립의선행요소로파악된묘광의

형태, 이중곽과석단시설, 적석과봉분에대하여비판

적으로 검토하고 서로 직접 관련이 없음을 지적하였

다. 적석목곽묘의 가장 두드러진 요소를 상부적석과

호석으로파악하고이들요소는무덤의지상화를지향

하는 새로운 봉토축성법의 채용에 따른 것으로 보았

다. 적석목곽묘의성립은자생설을취하지만선행묘제

에서의계기적인발전으로보지않고일시에이루어진

것으로파악하였다. 그배경에는고구려로부터의많은

발상과동기부여를간접적으로받았을것으로추정하

였다(김두철, 2009).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적석목곽묘구조에대

한그간의연구는내·외부구조를분리하여살펴봄으

로써많은견해가제시된듯하다. 또한함몰된목곽내

부의구조를복원해야하는데따른어려움도있었을

것이다. 따라서본고에서는시기적차이를보이면서구

조상적석목곽묘의특징을가장잘보여주는황남리제

109호분 3·4곽과황남대총남분의구조복원을통하여

경주식적석목곽묘의계보와축조배경에접근해보고

자한다.

경주식적석목곽묘의주요유구검토

1. 황남리제109호분 3·4곽

황남리 제109호분은 황남대총과 미추왕릉 사이에

서 동쪽으로 약 100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1934년조선고적연구회경주연구소에서발굴하였다. 1

곽은 서쪽, 2곽은 북쪽, 3·4곽은 남쪽에 배치되어 있

다. 1곽과 2곽은동혈日자형주부곽이며, 3(주곽)·4(부

곽)곽은이혈日자형주부곽이다. 3·4곽은 109호분가

운데가장먼저축조되었으며, 봉분과호석, 적석, 충전

석, 목곽등을갖추었다. 1곽과 2곽은 3·4곽이축조된

이후에추가로배치된적석목곽묘이다. 

봉분은동서 10.14m, 남북 13.0m, 높이 1.18m 잔존

한다. 호석은 봉분의 가장자리에서 1.5m 안쪽에 설치

되었으며, 25cm 내외의냇돌을여러겹으로쌓았다. 묘

광내부에는목곽을설치하였으며, 묘광과목곽사이에

냇돌로충전하였다. 3곽은 4곽에비하여충천석의크기

가크며, 바닥전면에자갈을깔았다. 4곽은바닥에아

무런시설을마련하지않았다. 

3곽은동쪽단벽아래에중·소형토기류와철모를

부장하였다. 피장자 공간에서는 금환과 대도, 유자이

기, 철겸, 철촉, 도자등이출토되었다. 4곽은ㄷ자상으

로북장벽과양단벽아래에대형토기류를부장하였다.

북장벽동쪽에는갑주, 철촉, 남장벽동쪽에는소옥, 금

제소환, 남장벽서쪽에는대도, 안교, 등자, 비, 철부등

의마구류가부장되었다. 

2. 황남동제110호 고분

황남동제110호고분은황남리제109호분에서남동

쪽으로약 100m 가량떨어진지점에위치한다. 1973년

국가사업으로경주미추왕릉지구에정화사업을계획하

면서영남대학교박물관에서조사하였다. 봉분과적석,

충전석, 목곽등을갖춘적석목곽묘이다. 봉분은대부

분파괴또는유실되어동서방향으로긴장타형을이

룬다. 잔존규모는동서 15m, 남북 9m, 높이 1.55m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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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봉분 내부에는 의도적으로 토기를 부분 부장하였

다. 

적석은봉분의정상으로부터 130㎝아래에서확인

되었다. 적석의규모는동서 9.7m, 남북 4.2m인장방형

을이루었으나함몰양상을보였다. 묘곽은이혈日자형

주부곽으로 축조되었다. 동쪽에 주곽, 서쪽에 부곽을

배치하였다. 주곽은먼저바닥에폭 30㎝정도의두께

로자갈을깔았다. 그리고그위에목곽을설치한다음

냇돌로충전하였다. 바닥에서는목곽의결구에사용된

ㄷ자형꺾쇠가장방형을그리며배치되어있었다. 목곽

의내부에서는목관의흔적도일부확인되었다. 피장자

의두향은동향이며, 두상부에토기부장처를마련하였

다. 부곽은목곽을설치하고냇돌로충전하였다. 바닥

에는아무런시설을마련하지않았으며결구용꺾쇠도

없었다.

주곽은동쪽의두상부에토기를부장하고그사이

에철부, 철겸등의농공구류, 환두대도, 철모, 철촉, 유

자이기 등의 무기류, 재갈, 행엽, 교구 등의 마구류를

배치하였다. 그리고피장자공간인서쪽에는관식, 이

식, 경식, 과대, 도·검 등의 장신구류를 부장하였다.

부곽에는호류를중심으로그사이에마구와농공구등

이배치되어있었다. 

3. 황남대총남분

황남대총남분은 천마총에서북동쪽으로약 100m

가량떨어진지점에위치한다. 1973년부터 1975년에걸

쳐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하였다. 봉분

과호석, 적석, 목곽, 목관, 석단, 석축, 목가구등을갖

춘 적석목곽묘이다. 황남대총은 2개의 원형분이 남북

으로이어진표형분이다. 남분과북분을포함한고분의

남북 지름은 120m, 남분과 북분의 동서 지름은 각각

80m, 높이는북분이 22.93m, 남분이 22.24m이다. 호석

은저면두께 1.2m, 높이 1.5m 이상으로고분중심부를

향하여경사지게축조되었다.

주곽의 적석은 동서 길이 13.2m, 남북 너비 약

11.5m의말각장방형이었다. 중심부는목곽내부로함

몰되어있었다. 부곽은유물층위전면에두께 1m 이상

으로냇돌들이덮여있었다. 적석부상면은다시두꺼

운 점토층으로 피복되었다. 고분 중심부 동쪽에는 주

곽, 서쪽에는부곽을설치하였다. 주곽과부곽은 T자형

배치를이루고있다. 주곽은 3중곽 1관, 2석단으로이

루어졌다. 내곽의내부에는간벽을세워유물부장공간

과피장자공간을분리하였다. 동쪽에유물부장공간을

두고서쪽에목관을안치하였다. 부곽은내부에 4개의

나무기둥을설치하였다. 주곽과부곽외부에는 5열의

석축과 4열의목가구를설치하였다. 평면장방형, 단면

제형(梯形)을이룬다. 

주곽의목관안에는피장자가착장한금동관과금

제과대및요패등의장신구와환두대도가출토되었

다. 내곽의유물부장공간에는금은장환두대도, 금·은

제의각종장신구, 금·은·금동·청동제의각종용기,

칠기등이고분의중요부장품이배치되었다. 석단에

서는 토기, 철기, 장신구 등이 일부 배치되어 있었다.

부곽안에는옥충의날개로장식된여러종류의마구,

각종철제무기와이기, 토기등이대량으로부장되었

다. 목곽상부와봉토정상부점토층속에도일부유물

이배치되어있었다. 

경주식 적석목곽묘의 구조복원

1. 황남리제109호분 3·4곽 구조복원(그림 1)

황남대총과천마총주변으로구지표의탐색과지층

의변화과정을파악하기위하여 1973년토층조사가이

루어졌다. 그결과흑갈색부식토이하에서역석층, 점

토층, 생토층등이공통으로확인되었다. 그리고이일

대의지형은전체적으로동쪽에서서쪽으로경사져있

음을알수있었다. 고분이축조된삼국시대당시의지

표층은흑갈색부식토층으로판단된다. 황남리제109호

분 3·4곽과황남동 110호분보고서의사진에서도지

표층아래에자갈층이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황남

리제109호분 3·4곽은도면을통하여볼때, 동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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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으로약 2˚경사진지형에축조되었다. 정지면(整

地面) 위에는점토를 13㎝정도의두께로깔았다. 그리

고동쪽에 3곽(주곽), 서쪽에 4곽(부곽)을배치하였다. 3

곽과 4곽은 40㎝정도의거리를두고있다. 3곽은길이

440㎝, 너비 255㎝, 깊이 100~120㎝, 4곽은길이 350㎝,

너비 210㎝, 깊이 100~120㎝이다. 바닥의높이는 3곽이

4곽보다 20㎝정도높다. 

3곽은 먼저 바닥 전면에 자갈이 혼입된 갈색점토

를 30㎝정도의두께로깔았다. 그리고다시동쪽단벽

부를제외한전면에 10㎝내외의자갈을깔았다. 4곽

은바닥을정면한다음그위에바로목곽을설치하였

다. 목곽은묘광에서 50㎝정도의거리를두고설치되

었으며, 목곽과묘광사이에는냇돌을쌓아올렸다. 3

곽은냇돌을세네겹으로비교적정연하게쌓아올렸

다. 4곽은 3곽에비하여정연하지못하며, 냇돌의크기

가작은편이다. 냇돌의크기는 20~30㎝내외이다. 돌

과돌사이에는점토를놓아서로고착시켰다. 목곽의

단면 형태는 충전석의 하단석이 정연하며 꺾쇠가 배

열된것으로볼때, 口자형으로판단된다. 3곽은길이

350㎝, 너비 120㎝, 4곽은길이 329㎝, 너비 190㎝정도

이다. 

3곽은세공간으로구분하여유물을부장하였다. 동

쪽 단벽 아래에는 중·소형토기류와 철모, 서쪽 단벽

아래에는도, 철모, 철촉, 철겸등, 중앙의피장자공간

에는도, 유자이기, 철겸, 금환등을부장하였다. 4곽은

ㄷ자상으로남장벽과양단벽아래에대형토기류를부

장하였다. 그리고남장벽서쪽에는갑주, 철촉, 북장벽

서쪽에는경식과금제소환, 북장벽동쪽에는대도, 안

교, 등자, 비, 철부등을부장하였다. 북장벽아래에부

장된경식, 금제소환, 환두대도주변은빈공간으로남

아있다. 따라서이곳에순장자가안치되었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李熙濬, 1987: 610~611). 빈 공간의

규모는길이 256㎝, 너비 60㎝정도이다. 중앙을기점

으로하여서쪽에는경식과금제소환, 동쪽에는환두대

도가부장되었다. 경식과환두대도는중앙에위치해있

으며, 남-북으로 1m 정도떨어져있다. 경식의출토위

치로보아환두대도는발치에해당된다. 환두대도의남

쪽에도빈공간으로남아있다. 따라서순장자는서쪽

에경식을착장한 1인과동쪽에환두대도를소지한 1인

이안치되었던것으로판단된다. 

목곽상부에는목개를횡가한다음, 적석을실시하

였다. 목개가잔존하지않기때문에그형태를알기어

렵다. 그러나상부의토압을견딜수있어야하므로휨

강도가약한길이방향보다는너비방향으로횡가했을

가능성이크다. 적석은충전석과같은크기의돌을이

용하여묘곽전체에두세겹으로덮었다. 적석위에는

점토로 완전히 밀봉한 다음, 봉분을 성토하고 호석을

돌렸다. 추정복원되는봉토의규모는지름 20m, 높이

3.5m 정도이다. 봉분의성토는크게세단계로이루어

졌으며, 색조와성분에서차이를보인다. 1단계는점토

로밀봉한면위에높이 1m, 지름 12m, 경사각도 25˚

로성토하였다. 1곽의바닥지반과벽면에서확인되는

토양으로볼때, 잔자갈이많이포함된회갈색점토로

수평에가깝게성토하였음을알수있다. 2단계는 1단

계의성토층위에각진자갈돌이많이포함된적갈색

점토를성토하였다. 3단계는호석을돌린다음봉분전

체를덮었다고생각된다. 호석은봉토의가장자리에서

1.5m 안쪽에 위치하며, 25㎝ 내외의 대석(大石)을 1단

계의 봉토면에 붙여서 1m 정도의 폭으로 무질서하게

쌓았다. 추정되는호석의지름은 12m 정도이다. 

호석은 4곽보다 50㎝가량높은곳에위치하며, 호

석의최상단높이와 1곽의바닥선이거의일치한다. 잔

존하는호석과봉분을복원할때, 그중심에위치하는

것은 3·4곽임을알수있다. 3·4곽의호석이묘역을

나타내는표지였다면외관상드러나있었을것이며, 정

지면 위에 가지런하게 쌓아 올렸을 것이다. 3·4곽의

호석은 봉분의 내부에 가려져 있으면서, 기저부에서

1.5m 정도떨어진성토면에붙어불규칙하게배열되었

다. 따라서호석은봉분의유실을방지하기위한목적

에서 놓인 것으로 판단된다. 1곽은 4곽으로부터 85㎝

정도위에있으며, 2곽과 3·4곽은 2.5m 정도의거리를

두고배치되어있다. 1곽과 2곽은 3·4곽의봉분과호

석을 파괴하였으나 ㄷ자상으로 정연하게 배치되었다.

이는 3·4곽과 호석, 봉분을 인식하여 기획적으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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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곽 혹은 2곽을 축조할 때,

3·4곽을인식하지못하였다면별도의호석이나봉분

이만들어졌을가능성이크다. 그러나 1곽과 2곽은 3·

4곽의호석상단에붙어서축조되었으며, 별도의호석

과봉분은발견되지않는다. 유구간의시간차이는유

물의상대연대로볼때, 25년내외이다. 그러므로 1곽

은 4곽이축조된뒤적어도 25년이후에축조되었을것

으로 생각된다. 적석목곽묘 특성상 이 정도의 시기이

면적석의함몰이충분하게이루어질수있다고판단

된다. 따라서 1곽의 바닥은 4곽의 상부에 축조되었음

에도불구하고붕괴되지않았다고생각된다. 

보고문에서는 2곽을 3단으로구획된하나의구조로

파악하였다. 그러나이희준의지적과같이제 1단상은

1곽의부곽임을알수있다(李熙濬, 1987: 602~607). 제 1

단상의남벽은제 2단상의남벽과벽면이일치하지않

고오히려 1곽의북단벽가까이에접해있다. 또한제1

단상서벽은 1곽의서장벽과벽면이나란하다. 또한현

재까지 3단상으로 구획된 적석목곽묘는 조사된 예가

없다. 경주지역적석목곽묘는양단부장일경우일반적

으로피장자의머리윗부분에중·소형토기류, 발치아

랫부분에 대형토기류를 부장한다. 3·4곽에서도 머리

윗부분인주곽(3곽)의동쪽에중·소형토기류, 발치부

분인 부곽(4곽)에 대형토기류를 부장하였다. 따라서 1

곽과 2곽은동혈日자형주부곽이며, 주곽과부곽사이

에냇돌을쌓은것으로판단된다. 1곽은주곽길이 329

㎝, 너비 190㎝, 부곽길이 100㎝, 너비 100㎝, 2곽은주

곽길이 340㎝, 너비 100㎝, 부곽길이 90㎝, 너비 100㎝

로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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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황남리제109호분구조복원도(1/250)



2. 황남대총남분구조복원

황남대총남분의목곽구조에대한복원은최병현과

이은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崔秉鉉, 1993,

2000; 李恩碩, 1998). 그러나석축과목주, 석단시설에대

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석축과

목주, 석단시설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황남대총남분은먼저정지면위에적갈색토를두

껍게깔아다졌다. 중심부의두께는 1.3m 이상이다. 적

갈색토위에는황갈색점토를 20~30㎝두께로깔았다.

주곽은동쪽에설치하였으며, 3중곽 1관, 2석단으로이

루어져 있다. 3중곽은 외곽, 중곽, 내곽으로 구분되며,

외곽과중곽, 중곽과내곽사이에석단이마련되어있

다. 묘광은 45㎝깊이로굴착하였으며, 냇돌을 2~3단으

로채워넣었다. 따라서주곽은지상에설치되었다. 외

곽은길이 6.5m, 너비 4.1m, 높이 3.5m이다. 바닥에는

잔자갈을약 20㎝두께로깔았다. 중곽은그위에설치

하였으며, 길이 4.7m, 너비 2.3m, 높이 1.8m이다. 내곽

은길이 3.6m, 너비 1.0m, 높이 82cm이다. 내곽에는간

벽을세워유물부장공간과피장자공간을분리하였다.

동쪽에는유물부장공간을두고서쪽에는목관을안치

하였다. 피장자공간의길이는 2.8m, 유물부장공간의

길이는 80㎝정도이다. 목관은동서길이 2.2m, 남북너

비 72㎝정도이다. 외곽, 중곽은ㄴ자형과ㄷ자형꺾쇠

를사용하여결구하였다. 

석단은 4~5㎝정도의잔자갈을채워만들었다. 석

단위에는판상의목재를놓았다. 외석단은너비 90㎝,

높이 1.8m, 내석단은 너비 45㎝, 높이 50㎝ 정도이다.

외석단 서남쪽 모서리에서 금제태환수식 2개, 동쪽으

로약간떨어진곳에서수하식 1개, 남측벽쪽중앙부에

서금제세환 1쌍, 동측벽쪽중앙부약간북쪽의측벽선

에근접하여금제지환 1개, 그서쪽에서경흉식, 중곽의

동북쪽모서리에가까운위치에서금제지환 1개, 중앙

부에서약간동쪽으로치우쳐서금제태환수식 1쌍, 중

앙부외곽측벽선에근접하여홍마노다면옥, 청색유리

구슬, 서측벽쪽중앙부외곽측벽선에서약간목곽내

부로 들어와 금제태환수식 1개가 출토되었다. 내석단

남서쪽부분에서 대도, 중앙부에서 은제과대와 요패 1

벌, 내곽 측벽과 부장품 수장부 중간에서 백화수피관

모, 남쪽에서치아와인골, 대퇴골이출토되었다. 치아

가출토된위치에서약 50cm 북쪽의목관위에서는두

개골편들이확인되었다. 인골은분석결과 15세정도의

여성으로확인되었다. 동쪽의중앙부에서는금제영락,

동북쪽모서리부분에서는은제과대와요패, 서남쪽에

서는 백화수피관모가 출토되었다. 장신구는 피장자의

신체에착용했을가능성이크다. 따라서출토된장신구

를통하여볼때, 석단위에는각면 1인씩모두 8인의

피장자가안치되었던것으로파악된다. 석단위의피장

자는목관내부의주피장자에부속하는순장자였던것

으로판단된다.

목관내부에는금동관과금제과대및요패등의장

신구와환두대도가부장되었다. 하퇴골과치아등피장

자의 인골도 일부 출토되었다. 인골은 분석결과 60세

정도의남자로확인되었다. 내곽의유물부장공간에는

금은장환두대도, 금·은제의 각종 장신구, 금·은·금

동·청동제의각종용기, 칠기등을부장하였다. 

부곽은주곽의서쪽에약 3.4m 거리를두고 T자형

으로배치되었다. 목곽은약 20㎝깊이로굴착하고설

치하였으며, 단곽으로이루어져있다. 규모는남북길이

5.2m, 동서너비 3.8m, 높이 1.3m 내외이다. 부곽은 4개

의나무기둥으로천정을받쳤다. 유물은마구와각종

철제무기, 이기, 토기등을대량으로부장하였다. 목곽

상부와봉토정상부점토층속에도일부유물이배치되

었다. 이러한유물은고분축조과정에서단계적으로이

루어진제의(祭儀)의결과물로판단된다.

주곽과부곽외부에는석축을쌓고목조가구를설

치하였다. 석축은 5열, 목조가구는 4열로이루어져있

다. 석축은 직경 20~50cm 정도의 냇돌을 사용하였다.

중심부에서원목기둥 2열까지는수평으로축조되었으

나원목기둥 2열밖으로는약 42˚의경사로쌓았다.

목조가구는석축사이에설치되었다. 1열은동서장축

약 16.2m, 남북단축 7.7m이며, 간격은약 1.0m 내외이

다. 2열은동서장축 19.2m, 남북단축 10.7m, 3열은장

축 21.2m, 단축 13.7m, 4열은장축 24.2m 단축 16.7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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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열과열사이의간격은약 1.5m이다. 원목기둥의

지름은 25~30cm이며, 1열과 2열의높이는석축높이와

같은약 4.1m이다. 원목기둥 3열은높이약 2.7m, 4열

은약 1.4m이다. 원목기둥의각열높이는석축외면

경사높이와일치한다. 주곽과부곽사이에서에서도 1

열의원목기둥이확인되었다. 원목기둥의전체규모

는동서장축 27.2m, 남북단축 19.7m, 높이 4.1m이다.

원목기둥 1열과 2열을수평으로연결한흔적이석축

사이에서 홈으로 확인되었다. 원목 기둥 2열과 3열, 4

열에서는경사지게버팀목을설치한흔적이석축사이

의 홈으로 확인되었다. 버팀목 홈은 원목 기둥 4열을

지나석축기저부까지연장되어있다. 원목기둥 4열에

서석축기저부까지의거리는약 1.5m이다. 원목기둥

과원목기둥사이를연결한횡가목의흔적은석축외

면과석축냇돌을제거하면서확인되었다. 횡가목은단

면방형인예가확인되며, 지름은 13~21cm 정도이다. 

최병현과 이은석은 목조가구를 먼저 설치한 다음

석축을 쌓은 것으로 판단하였다(최병현, 1993; 이은석,

1998). 즉, 석축부전체의골격에해당하는목조가구를

설치하고이목조가구에맞추어냇돌을쌓아올린것으

로보았다. 순서상석축과목조가구의선후문제는토층

에서밝힐수있다. 주곽과부곽의외측으로는먼저목

곽의높이만큼석축을쌓아올렸다. 그러므로석축보다

목조가구를먼저설치하였다면적어도 1차석축축조

이후에조성된것이다. 목조가구의원목기둥을살펴보

면직경약 25~30㎝이며, 50㎝정도의깊이로묻혀있

다. 기둥과기둥사이의간격은 1m 내외이며, 횡가목과

버팀목은원목기둥을보조한다. 목조가구가하나의구

조물이었다면전체적인배치와형태가어느정도규칙

을이루었을것으로판단된다. 원목기둥은전체적으로

열과간격을맞추고있지만질서정연하게배치되지는

않았다. 원목기둥과횡가목, 버팀목등을먼저설치한

다음여기에맞추어석축을쌓는다면석재의이동및

작업공간협소, 목조가구규모에맞는석재의선택문

제등이발생할것이다. 원목기둥의높이는석축부높

이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그러므로목조가구가어떠

한 구조물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석축과조를이루면서목조가구가돌아간다. 이것은석

축과목조가구가밀접한관계를갖고있음을반영한것

으로파악된다. 

주곽과부곽사이에도남북으로 1열의원목기둥이

배치되어 있다. 이 기둥열은 주곽의 서벽쪽에 치우쳐

있으며, 기둥사이의간격이일정하지않다. 주곽보다

부곽쪽의공간이더넓으며, 주곽과부곽은약간의높

이차이를가진다. 주곽이부곽보다높으며, 기둥열은

부곽과 같은 바닥에서 확인된다. 부곽과 기둥 사이에

놓인석재는인두대크기이지만기둥과주곽사이에놓

인석재는이보다훨씬작다. 따라서이기둥열은부곽

과관련될가능성이크다. 부곽을설치한다음 1차석

축이이루어지고이어서기둥을세웠던것으로판단된

다. 그다음에주곽을설치하고주곽과기둥사이에는

석재로채움한것으로생각된다. 

경주지역적석목곽묘축조의주재료로사용된냇돌

은형산강주변에서쉽게구할수있다. 이러한냇돌은

경주지역뿐만아니라강가와인접한고분에서도쉽게

확인할수있다. 이것은고대의분묘축조에사용된주

재료가인접한곳에풍부하게산재한것을선호하였음

을알수있다. 따라서경주지역의적석목곽묘에서는대

형개석과다른석재를먼곳에서운반해사용하지않고

주변에풍부한냇돌을이용한것이아닌가생각된다. 하

지만그이면에는냇돌이가지는취약점이있다. 천석(냇

돌)은할석과달리큰각을갖지않는다. 분묘의주재료

로이용하여축조할경우붕괴혹은함몰될가능성이커

진다. 지하식의중·소형분은축조시에점토를함께사

용하거나벽석의두께를늘이면이런취약점을어느정

도보완할수있다. 하지만지상식인경우에는이러한

방법만으로는원형을유지하기어렵다. 특히황남대총

과같은고대한봉분을가진다곽, 다중석축구조물일

경우더욱그러하다. 신라의최고지배자적석목곽묘에

서는원목기둥, 횡가목, 버팀목등으로목조가구를설

치하여냇돌의이러한단점을보완하였다. 냇돌의붕괴

를미연에방지하기위하여석축을한다음목조가구를

설치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석축은 5열, 목조가구

는 4열로확인되며, 각열의석축높이에맞추어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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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높이도연동하였던것으로생각된다. 또한밖으

로나갈수록경사도를줄여서피라미드처럼석축을지

탱하는힘이분산되도록하였다<그림 2>. 

목곽 상부에는 적석이 이루어졌다. 주곽쪽은 중심

부가 목곽 내부로 함몰되어 있었다. 함몰된 적석층의

두께는약 1.1m 정도이다. 부곽쪽은유물층위전면에

두께 1m 이상으로냇돌들이덮여있었다. 적석부윗면

은 두꺼운 점토로 피복하였다. 점토층의 두께는 1.4m

이며, 10여개이상의층을이룬다. 점토층은적석상부

뿐만아니라석축윗면과외연약 8m 이상까지덮었다. 

봉토는전체가동시작업으로이루어진것이아니라

단계적으로이루어졌다. 봉토는크게두단계로나누어

축조되었다. 1단계는 고분 기저부를 구축한 황갈색점

토층위에서측벽부석축높이까지쌓은봉토하단부에

해당된다. 하단부봉토는자갈층을사이사이에두고적

갈색토로쌓아올렸다. 자갈층과적갈색토는거의수평

으로 쌓아 올렸다. 2단계는 적석 위의 피복한 점토층

위에쌓아올린상단부에해당한다. 상단부봉토도자

갈층을사이사이에두고적갈색토로쌓아올렸다. 자갈

층은 고분 중심부쪽으로 경사를 이루며 내려가 있다.

이와같은현상은고분중심부목곽의붕괴와적석의

함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봉토의표면은 45㎝두

께의암갈색점토로전면을덮었다. 호석은 1단계봉토

가축조되면서함께설치되었다. 밑면너비 1.2m, 높이

1.5m내외이며경사지게축조하였다. 

3. 경주식적석목곽묘의축조과정복원(그림 3)

경주식 적석목곽묘는 봉분과 묘곽의 규모, 평면형

태, 상면시설, 유물부장형태, 부장유물의양과질등

에서다양한차이를보인다. 그렇지만적석목곽묘의축

조기법에서는많은공통점을가진다. 경주식적석목곽

묘의 공통적 축조기법은 냇돌을 이용한 충전과 적석,

점토밀봉, 봉분성토이다. 이러한공통적축조기법속에

서매장주체부의위치, 목곽의수와석단시설, 석축, 목

조가구, 순장자의안장위치등을통하여크게두가지

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첫번째는황남리제109호분

3·4곽유형, 두번째는황남대총남분유형이다. 

황남리제109호분 3·4곽유형은지하식구조로서

묘광굴착, 목곽설치, 냇돌충전, 유물부장, 피장자안치,

목개횡가, 적석, 점토밀봉, 봉분성토 과정으로 이루어

졌다. 경주지역대부분의적석목곽묘가이유형에해당

된다. 단지 규모, 평면형태, 순장자의 유무와 수, 안장

위치에서 차이를 보인다. 황남리 제109호분 3·4곽은

부곽의남장벽아래동쪽과서쪽에각 1인씩모두 2인

의순장자를안치한것으로판단된다. 

황남대총 남분 유형은 지상식 구조로서 다중목곽,

석단, 석축 및 목조가구설치, 목개횡가, 적석, 점토밀

봉, 봉분성토과정으로이루어졌다. 경주지역에서는황

남대총 북분, 천마총에서 확인된다.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 천마총외에도이유형에해당하는유구가있을

것으로판단되지만조사의부재로인하여단언하기어

렵다. 

반지상식은 목곽 하부와 상부가 다르게 축조된다.

목곽하부는충전석, 상부는석축과함께봉분이성토

된다. 내부구조는지하식축조방법과동일하며, 다중석

축과목조가구등도보이지않는다. 따라서별도의유

형으로분류하지는않았다. 

이상의두가지유형은경주식적석목곽묘의축조

과정을가장양호하게보여주는자료라할수있다. 하

지만두가지유형은상위등급에한정되는것이다. 따

라서이하에서는중·하위등급에해당하는경주식적

석목곽묘의가장일반적인축조과정을간략하게살펴

보고자 한다. 중·하위등급에 해당하는 적석목곽묘는

지하식 구조이며, 단곽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위등급

적석목곽묘내외부에서관찰되는여러가지구조와순

장은확인되지않는다. 먼저묘광을굴착하고, 목곽을

설치한다. 상면시설은목곽을설치하기전이나그이후

에 마련한다. 목곽과 묘광 사이에는 냇돌을 충전한다.

다음으로는유물과피장자를안치한다. 목곽상부에는

목개를횡가한다. 이어서적석을실시하고점토로밀봉

한다. 마지막으로봉분과호석을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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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황남대총남분석축및목주축조과정복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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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식적석목곽묘의계보와축조배경

1. 적석목곽묘의계보

적석목곽묘의 계보는 이전 시기 묘제와의 관계를

통하여살펴볼수있다. 적석목곽묘출현직전의 4C대

묘제는순수목곽묘와위석목곽묘가있다. 4C대순수목

곽묘와 위석목곽묘, 5C대 적석목곽묘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갖지만 6C대까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

라서적석목곽묘출현직전의묘제에서계승혹은단절

되는요소를파악하여그계보를밝힐수있다.

4C대 순수목곽묘와 위석목곽묘, 5C대 적석목곽묘

의가장큰차이는적석과성토분구에서나타난다. 적

석과성토분구에대해서는다음절에서살펴보고자한

다. 이외의목곽, 평면형태, 충전석, 목주, 석축, 석단시

설등은이전시기로부터이어져온요소이다. 그리고

다중곽, 순장 등은 상위등급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이

역시전대에서계승된것으로볼수있다. 목곽은순수

목곽묘와위석목곽묘에서가장중심이되는구조물로

서꺾쇠나못등이거의관찰되지않는다.  

경주지역의목곽묘유적은황오동, 황남동, 황성동,

조양동, 구정동, 죽동리, 구어리, 사라리고분군등이있

으며, 주변지역은울산중산동, 다운동, 하대, 포항옥

성리, 학천리, 경산임당고분군등이있다. 목곽은적석

목곽묘에서도그대로사용되며, 중·하위등급에서는

꺾쇠가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꺾쇠나 못은 상위등급

에서만부분적으로관찰된다. 목곽의형태는상면석을

통하여볼때크게두가지로나눌수있다. 첫번째는

경주구어리 1호, 3호, 부산복천동복천동 54호, 57호,

60호, 95호 내곽에서 확인되는 단면 U자형이다. 단면

U자형은원목을그대로다듬질하여사용한것으로생

각된다. 두번째는단면口자형으로대부분여기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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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경주식적석목곽묘축조과정복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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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 단면 口자형은 목재를 재단하여 결구한 것으

로 생각된다. 상면석은 목곽의 아래에 설치되므로 단

면형태에따라 U자형혹은口자형으로마련했음을알

수있다.

다중곽은 4C대순수목곽묘와위석목곽묘에서먼저

확인된다. 순수목곽묘는경주구어리 1호, 3호, 포항옥

성리 29호, 부산복천동 54호, 57호, 60호, 95호, 위석목

곽묘는임당 G-5호분, G-6호분, 부산복천동 32호분이

2중곽이다. 외곽과내곽으로구분되며, 내곽은꺾쇠를

사용하였다. 외곽과내곽사이에는석재를 U자상으로

배치해놓았으며, 그윗면에는토기및철기를부장하

였다. 이로볼때내곽의단면은 U자형을이룬것으로

판단되며, 곽의요동을방지하기위하여마련한구조로

생각된다. 석단시설과는달리높이가낮고, 폭이좁으

며, 요철면을가진다<그림 4>. 따라서석단시설과는다

른구조였음을알수있다. 5C대적석목곽묘는황남대

총남분이 3중곽 1관, 황남대총북분, 노동리 4호분이 2

중곽 1관, 천마총이 1곽 1관, 황오리 16호분이 1곽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므로 5C대적석목곽묘의다중곽은

4C대순수목곽묘나위석목곽묘에기원을둔것으로판

단된다. 

4C대 순수목곽묘와 위석목곽묘는 장단축비가 3:1

미만인 장방형과 3:1 이상인 세장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방형은모든유적에서높은비율로확인되며,

중·하위등급에서축조된다. 세장방형은상위등급에서

만일부축조된다. 평면형태는口자형, 日자형, 呂자형

등이 확인된다. 口자형은 장방형, 日자형과 呂자형은

세장방형에서 주로 관찰된다. 4C대 口자형 단곽식과

日자형주부곽식목곽묘는경주지역목곽묘유적에서

모두확인된다. 呂자형주부곽식은황성동 22호, 구어

리 1호, 3호에서확인된다. 5C대적석목곽묘에서는장

방형과세장방형, 口자형, 日자형, 呂자형등이모두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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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다중곽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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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된다. 따라서전대의장단축비와평면형태가이어지

고있음을알수있다.

충전석은 4C대위석목곽묘에서확인된다. 4C대위

석목곽묘는 울산 중산동, 포항 학천리 등에서 확인된

다. 4C대 위석목곽묘에 사용된 석재는 크기가 불규칙

적이며, 정형성을갖지않는다. 따라서목곽의붕괴와

함께 함몰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5C대 위석목곽

묘와적석목곽묘는석재의크기가규칙적이며 정형성

을갖는다. 적석목곽묘는위석목곽묘와다르게목개상

부에적석을실시하므로평면과단면에서뚜렷하게구

분된다(권용대, 2008). 

목주는 2~3C대순수목곽묘와 4C대위석목곽묘에서

모두확인된다. 2~3C대의목주는묘광벽을따라일정

간격으로배치되는특징을보인다. 따라서목곽의외부

에 목주가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4C대의 목주는

2~3C대와달리목곽의내부에설치된다. 5C대적석목

곽묘에서확인되는목주는묘광외부에석축과함께설

치되었다<그림 5>. 그러므로 2~3C대와 4C대, 5C대의

목주는 그 역할을 달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지만기본적으로는어떠한구조물을받치기위한

것이었음을알수있다. 5C대목주와석축은지상식대

형목곽묘에서나타나는특징이다. 고령지산동과함안

도항리와같은지하식대형분묘에서는확인되지않는

다. 또한고성송학동과내산리와같은분구묘에서도보

이지않는다. 따라서5C대에는각정치체에따라서도분

구의성토방법에차이가있었음을알수있다. 이러한

차이는정치체의성격뿐만아니라유적의입지환경을

대변하는것이기도하다. 경주의최고지배자적석목곽

묘는형산강변평지에입지한다. 이곳에고대한봉토를

쌓기위해서는하부구조가견고해야한다. 따라서목곽

을설치한다음외벽에돌을쌓아올리고다시돌의붕

괴를방지하기위하여목주를돌렸으며, 네번에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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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목주의배치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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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석단시설및내곽받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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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작업이이루어진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축조법

은옥전M3호분에서도확인할수있다. 옥전의대형목

곽묘는반지상식으로상부의봉토는석축과동시에축

조된다. 봉토의축조과정에서주혈이확인된다. 이또한

석축과봉토의붕괴를방지하기위하여박았던기둥흔

적인것으로파악된다. 

석단시설은 경주 안계리 4호 남곽, 경산 임당 G-5

호분, G-6호분, 영덕괴시리 16호분위석목곽묘에서도

확인할수있다<그림 6>. 안계리 4호남곽, 임당G-5호

분, G-6호분, 괴시리 16호분은모두이중곽으로이루어

져 있다. 내곽과 외곽 사이에는 돌을 쌓아 올려 段을

이루도록 하였다. 석단의 높이는 내곽과 거의 같도록

설치하였으며, 그 위에 순장자를 안치하였다. 순장자

는양장벽의석단위에각각안치되었으며최소 2인인

것으로판단된다. 내곽의결구에는꺾쇠를사용하였으

며바닥전면에시상을깔았다. 임당G-5호분, G-6호분

은피장자안치공간에다시철정을깔았다. 또한G-5호

분, G-6호분은외곽을설치한뒤안쪽면에붙여서 4개

의원형주혈을각각대칭되게설치하였다. 임당 G-5호

분과 G-6호분은 5C 전반대에 축조된 위석목곽묘로서

5C 중반대에조영된황남대총남분보다이르다. 따라

서석단시설은위석목곽묘에서먼저축조된것으로볼

수있다. 

순장은 현재까지 경주지역에서 확인된 예가 많지

않다. 특히 4C대순수목곽묘와위석목곽묘에서순장에

대한보고는없다. 순장인골이나이와관련된착장품

이많지않기때문이기도하다. 그렇지만순수목곽묘와

위석목곽묘내부주피장자안치공간과주유물부장공

간주변에공지상태로남아있는곳이있다. 중산리Ⅷ-

90호는순수목곽묘로주피장자의우측(북쪽)에나란하

게, 중산리ⅠA-23호, 26호는동혈日자형주부곽식위

석목곽묘로 주피장자의 발치부분과 부곽의 남장벽부,

북장벽부에각각, 중산리ⅠA74호는위석목곽묘로주피

장자의 발치쪽에 남북방향으로 빈 공간이 남아 있다.

대부분주피장자의발치쪽이나부곽의한쪽장벽부에

해당된다<그림 7>. 동시기의부산복천동과김해대성

동, 양동리에서도 주곽과 부곽에 순장자가 안치된다.

따라서 4C대순장에대해서단언하기는어렵지만목곽

내부의빈공간과주변지역의순장양상, 5C대의순장등

을종합하여볼때, 존재가능성이큰것으로판단된다.

5C대경주지역의순장은크게두가지형태를보인다.

첫번째는주곽혹은부곽의상면에, 두번째는석단시

설위에안치하였다. 황오리제14호분 1곽과 2곽의주곽

은북장벽부에주피장자를안치하고, 남장벽부에순장

자를안치하였다. 1곽의순장자안치공간에서는이식, 2

곽에서는경식이출토되었다. 황남리제109호분 3(주)·

4(부)곽은 4(부)곽에 2인의순장자를안치한것으로판

단된다. 황남대총남분은외곽과중곽, 중곽과내곽사

이에口자상으로이중석단을설치하였다. 이중석단의 8

면위에서출토된착장용유물을통하여볼때, 최소 8

인의순장자가안치되었던것으로생각된다. 따라서석

단시설에서는 그 수만큼 순장자가 안치되었던 것으로

볼수있을것이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목곽, 다중곽, 평면형태,

충전석, 순장 등은 5C전반 이전의 순수목곽묘나 위석

목곽묘에서그계보를구할수있었다. 그외의석단시

설, 목주, 석축등은지상화된적석목곽묘를축조하면

서새롭게출현하는요소로파악된다. 따라서적석목곽

묘의내부구조는 5C전반이전의순수목곽묘와위석목

곽묘에서그대로계승된것으로볼수있다.

2. 적석목곽묘의축조배경

5C대 목곽묘는 개부시설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목곽외부에석재가충전된구조는개부

시설을통하여 5류로구분할수있다. Ⅰ류는목개, Ⅱ

류는목개상부적석, Ⅲ류는목개상부대형석재일정간

격배치, Ⅳ류는목개상부중소형석재부분배치, Ⅴ류

는석개횡가이다. 석재의종류는천석(냇돌)과할석으

로 구분된다. Ⅰ류는 경주와 포항, 학천리, 옥성리, 영

덕괴시리, 경산임당G5호, G6호, 고령지산동 73호분,

울산중산동, 부산복천동 31·32호, 김해대성동 1호,

3호에서 확인된다. Ⅱ류는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포항

학천리, 옥성리, 경산신상리, 의성탑리, 울산양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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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복천동, 밀양신안, 창녕교동리등에서확인된다.

Ⅲ류와 Ⅳ류는 합천 옥전에서 확인된다. Ⅴ류는 울산

중산동과다운동에서확인된다. 이상의 5류는모두신

라문화권에접해있으며, 하부구조가동일하거나유사

하더라도 개부시설에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석재충전이이루어지고목개상부에적석이이

루어졌다고하여모두적석목곽묘로분류하는것은무

리가 있다. 석재의 종류는 지역의 지질학적인 차이로

볼수있다. 그러나석재의크기나배치형태, 적석방법

이다른것은내부구조와함께유물등을서로비교하

여그의미를살펴보아야할것으로생각된다. 이부분

에대해서는추후에검토해보고자한다. 본절에서는

적석목곽묘의전형이라고할수있는경주중심부의적

석방법과당시의정세, 입지적특징등을통하여그의

미를살펴보고자한다. 

적석목곽묘는 5C 전반대에 경주지역에서 먼저 확

인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C대 적석목곽묘는

전대의목곽묘요소를간직하고있다. 가장큰차이는

083 Gweon, Yong Dae 경주식적석목곽묘의구조복원재고

그림 7순장양상

ⓐ구어리 2호 ⓑ구정동 3호 ⓒ황오리제14호분 1곽 ⓓ황오리제14호분 2곽 ⓔ중산리ⅠA-23호 ⓕ중산리ⅠA-26호 ⓖ중산리ⅠF-83호 ⓗ임당G-6호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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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석과성토분구에있다. 적석은일정한크기의석재로

목개상부전면에배치한다. 묘곽의규모에따라적석

의양과범위, 축조방법도달라진다. 충전석역시 4C대

위석목곽묘에비하여석재의크기가크고일정하며, 정

연성을가진다. 이것은상부의적석과성토분구를유지

할수있는견고한하부구조가필요했기때문인것으로

생각된다. 성토분구는 이전 시기와 다르게 넓은 범위

에, 높고견치(堅緻)하게축조된다. 특히고총이라불리

는고대한성토분구는전대와뚜렷하게구분되는요소

가운데하나이다. 

이러한 성토분구는 주변의 가야나 백제, 고구려에

서도확인된다. 성토분구는국가형성이후성장단계에

진입한과정에서나타나는하나의특징이다. 국가형성

이후 성장단계로 진입하면서 사회분화가 이루어지고

이와맞물려새로운지배등급이나타나게된다. 이과

정에서전대와는다른성토분구를갖춘묘제가축조되

기시작한것으로판단된다. 적석목곽묘는신라중심부

지배자의가장일반적인묘제이며, 전대의전통을잇는

신라특유의묘제로볼수있다. 따라서적석목곽묘는

5C 전반대신라가새로운성장단계에진입하면서사회

구조가다변화되고성층화되어가는과정에서출현한

것으로생각된다. 5C대에는적석목곽묘외에도석곽묘

와전대의순수목곽묘, 위석목곽묘가공존하는시기이

다. 정치체와지배집단의성격, 고분의입지환경에따

라다양하게선택된것으로파악된다. 

경주 중심부의 적석목곽묘는 형산강 동안을 따라

분포한다. 형산강은하천부지가넓고크며, 평탄한충

적지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홍수시에는 물이 하도

(河道)를넘어자연제방까지무너질수있다. 우수범람

이나유로변동등으로인하여성토분구가유실될가능

성또한크다. 목곽위에석개를횡가할경우에는큰석

재가필요한데다가무거운하중으로인하여붕괴될위

험도따른다. 목개위에바로성토할경우에는상부의

봉토가유실되면서하부의구조가드러날수있다. 봉

분의붕괴와유실을방지하면서하부구조물을견고하

게유지하기위하여주변의풍부한석재자원을이용하

여적석한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적석상부는점토

를이용하여완전하게밀봉하였다. 적석과점토밀봉은

성토분구축조의가장중요한 1단계작업으로볼수있

다. 따라서 적석목곽묘는 5C대 신라의 사회분화와 맞

물려외형적으로드러나는성토분구를보다견고하게

유지하기위하여고안된것으로판단된다. 

결론

적석목곽묘는목곽외부에석재를충전한다음목

개를하고그위에적석과점토밀봉을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토분구를 축조한 구조이다. 황남대총을

비롯한초대형분은지상식이며, 이러한기본구조외에

석축과목주를갖추었다. 그리고목곽은다중곽으로이

루어졌으며, 석단 위에 순장자를 안치하였다. 목곽과

이중곽, 평면형태, 석재충전, 석단, 순장 등은 전대의

목곽묘요소를간직한것이다. 적석과점토밀봉은성토

분구를축조하는가장기초되는공정에해당한다. 석축

과목주는지상에위치한목곽과고대한성토분구를견

고하게유지하기위하여갖추어진구조물로판단된다.

곽과석단, 순장자의수는주피장자의등급에따라차

이를보인다. 

적석목곽묘는 5세기전반대에경주중심부에서먼

저출현하며, 5세기후반대에주변부에서축조되기시

작한다. 정치집단의성장과맞물려국가발전단계에진

입한시점에성토분구가축조된다. 고구려나백제, 가

야등도지역적인특성을보이면서자국의묘제를가졌

던것을알수있다. 신라역시고구려나백제, 가야와

비견되는 분구를 성토하였으며, 내부에는 적석목곽묘

를 축조하였다. 적석목곽묘는 전대의 목곽묘에서 변

화·발전된신라특유의묘제이면서지배자등급의가

장일반적인묘제이기도하다. 따라서국가의발전단계

속에서사회분화가이루어지고여기에걸맞는새로운

묘제의필요성이대두된것으로판단된다. 

경주중심부의적석목곽묘는하천부지가넓고평탄

한형산강동안을따라분포한다. 기반층은대부분모

래와냇돌로구성되어있다. 따라서성토분구는모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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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많이함유하고있다. 목개를횡가한다음바로성

토할경우유수에의한붕괴가능성또한크다. 고분의

외형을유지하면서내부구조물의파괴를방지하기위

하여적석과점토밀봉이이루어진것으로판단된다. 상

부의봉토가유실되더라도하부의적석은형태를어느

정도유지하기때문이다. 묘제는고분의입지환경에영

향을받았던것으로파악된다. 

경주지역에서는현재까지많은발굴조사가이루어

졌지만 적석목곽묘의 구체적인 축조방법과 피장자의

등급에따른구조적인차이, 이를통한당시의사회구

조 복원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 대부분

특정시기, 특정유구를대상으로부분적으로다루어졌

다. 본고에서도이부분까지는다루지못하였다. 따라

서신라전지배층의사회구조는밝히지못하였다. 추

후에이에대한보완을해나가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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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uctual Restoration on Gyeongju-Style
Piled Stone-Type Wooden Chamber Tombs

Abstract
The definition of the structure of wooden chamber tomb(piled stone-type) is as follows. It is a tomb with wooden

chamber, and stones were piled on top of the wooden chamber, and then a wooden structure was placed on top of the

piled stones, and more stones were piled on top of the wooden structure, and sealed with clay. Of course this

definition can vary according to periods, the buried, etc.

Gyeongju-style piled stone type wooden chamber tombs have some distinguished characteristics compared to

general definition of piled stone type wooden chamber tombs. Outside the wooden chamber, either stone

embankments or filled-in stones were layed out, and pilet-in stones are positioned right above the wooden chamber,

and almost every class used this type, and finally, it is exclusively found in Gyeongju area. 

First generations of this Gyeongju-style piled stone type wooden chamber tombs appeared in first half of 5th

century. These tombs inherited characteristics like ground plan, wooden chamber, double chamber(inner chamber and

outer chamber), piled stones, burial of the living with the dead, piled stones, from precedent wooden chamber tombs.

However these tombs have explicit new characteristics which are not found in the precedent wooden chamber tombs

such as stone embankments, wooden pillars, piled stones(above ground level), soil tumuluses. stone embankments and

wooden pillars are exclusively found on great piled stone type above-ground level wooden chamber tombs such as

the Hwangnamdaechong(皇南大塚).

Stone embankments, wooden pillars, piled stones(above ground level) are all elements of building process of soil

tumuluses. stone embankments support outer wall of above-ground level wooden chambers and disperse the weight

of tumuluses. Wooden pillars functioned as auxiliary supports with wooden structures to prevent the collapse of stone

embankments. 

Piled stones are consists of stones of regular size, placed on the wooden structure. And after the piled stones were

sealed with clay, tumulus was built with soil. Piled stones are unique characteristics which reflects the environment of

Gyeongju area. Piled stone type wooden chamber tombs are located on the vast and plain river basin of Hyeongsan

river(兄山江). Which makes vast source of sands and pebbles. Therefore, tumulus of these tombs contains large

amount of sands and are prone to collapse if soil tumulus was built directly on the wooden structure. Consequently, to

maintain external shape of the tumulus and to prevent collapse of inner structure, piled stones and clay-sealing was

made. In this way, they can prevent total collapse of the tombs even if the tumulus was washed away.

The soil tumulus is a characteristic which emerges when a nation or political entity reaches certain growing stage.

It can be said that after birth of a nation, growing stage follows and social structure will change, and a newly emerged

ruling class starts building new tombs, instead of precedent wooden chamber tombs. In this process, soil tumulus was

built and the size and structure of the tombs differ according to the ruling class. Ground plan, stone embankments,

number of the persons buried alive with the dead, quantity and quality of artifacts reflect social status of the ruling

class. In conclusion, Gyeongju-style piled stone type wooden chamber tombs emerged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e precedent wooden chamber tombs when Shilla reached growing stage.

Keywords | wooden chamber tomb(piled stone-type, stone embankment, wooden pillar, soil tumulus
banked m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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