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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국가 신라가 성립하고 발전한 신라 조기와 전기에 경주 월성북고분군은 경주지역의 중심고분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라 

전체의 중앙의 중심고분군으로 기능하였다. 경주 월성북고분군은 신라 고분문화 변동의 진원이었으며, 따라서 신라 고분문화 전개

과정의 이해는 월성북고분군에서 조영된 고분과 묘제들에 대한 실상의 파악이 그 출발점이다. 이글은 월성북고분군을 비롯하여 경주

지역에서 전개된 신라 전기 고분문화의 전개과정을 살피려는 작업의 시작으로 작성되었다.

사로국 후기부터 목곽묘가 축조되어 경주지역의 중심고분군이 된 월성북고분군에서는 신라 조기 석재충전목곽묘의 발생에 이어 

신라 전기에는 적석목곽분이 출현하여 그 중심 묘제가 되었다. 적석목곽분은 매장주체부인 목곽, 목곽 주위의 사방적석에 더해 목곽의 

뚜껑 위에 가해진 상부적석과 호석으로 보호된 고총 봉토가 묘광 내 목곽과 사방적석, 그 위의 저봉토로 이루어진 석재충전목곽묘와 

차별화 된 것이다.

신라 전기 월성북고분군에서는 적석목곽분이 지상적석식과 상부적석식의 두 유형으로 나뉘어 전개되었으며, 신라 조기 이래의 

석재충전목곽묘와 점토충전목곽묘, 토광묘도 공존하였고, 신라 전기에 새로 발생한 수혈식석곽분도 축조되었다. 그러나 그 중 고총

으로 조영된 것은 적석목곽분 뿐이었으며, 묘제들 사이에는 그 외 고분의 입지, 묘곽 형식의 분포, 구조 각부의 축조기법과 규모에서도 

차등이 있었다. 월성북고분군에서는 신라 조기부터 진행된 묘제 사이의 위계화가 신라 전기에는 한층 더 강화되었던 것이다.

국  문  초  록

신라 전기 적석목곽분의 출현과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묘제 전개

주제어  신라 전기, 경주 월성북고분군, 적석목곽분, 고총화, 위계화

투고일자  2016. 06. 30  ● 심사일자  2016. 08. 23  ● 게재확정일자  2016. 08. 29

최병현

숭실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Corresponding Author : bhchoi@ssu.ac.kr



155  Choi Byung Hyun   신라 전기 적석목곽분의 출현과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묘제 전개

I. 머리말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지역에는 사로국 시기부터 조영

되어온 수많은 신라 고분군이 자리하고 있다. 경주지역의 

신라 고분군은 중심부인 분지지구와 분지를 둘러싸고 있

는 주변 각 지구에서 조영되었으며, 신라 전기에는 신라 조

기에 비해 고분군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또 조기와 후기에 

비할 바 없이 다양한 묘제의 고분들이 축조되었다. 그중 사

로국 후기부터 경주지역의 중심고분군이 되었던 것으로 보

이는 분지지구의 월성북고분군은 고대국가 신라가 성립하

고 발전한 신라 조기와 전기에는 경주지역의 중심고분군일 

뿐만 아니라 신라 전체의 중앙의 중심고분군으로 기능하였

다. 이에 따라 월성북고분군은 신라 고분문화 변동의 진원

으로서 신라의 고분문화를 선도해 나갔을 것이므로, 신라 

고분문화의 전개과정에 대한 이해는 월성북고분군에서 조

영된 고분과 묘제들에 대한 실상의 파악이 우선이고, 이를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경주지역에서 신라 조기와 후기의 고분 전개

과정을 살펴본 바 있으며, 이제 그 사이인 신라 전기고분

에 대해 고찰할 차례이다. 이에 이글에서 신라 전기 월성

북고분군의 고분과 묘제들의 전개과정을 살펴, 중앙인 경

주와 지방을 포함한 신라 전기 고분문화 연구의 출발점으

로 삼고자 한다. 이글에서는 먼저 묘제와 묘곽의 형식부터 

분류하고자 하는데, 분류의 내용은 앞으로 경주지역과 지

방의 고분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대상을 월성북고분

군만으로 제한하지 않겠다. 이어 적석목곽분의 출현에 대

해 살펴보고, 고분 구조의 변천과정을 간단히 요약한 다

음, 다른 묘제들의 전개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신라 

전기 월성북고분군에서 전개된 묘제들 가운데 적석목곽

분은 그 위상이 다른 묘제들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를 따로 분리하여 먼저 살펴보아야 그 의미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필자는 경주지역 출토 신라토기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라 전기양식토기의 상하한 범위를 설정하고 그 형식을 

분류하여 편년안을 발표해 왔다(최병현 2013; 2014b). 이

글의 대상이 되는 고분들의 편년은 그에 따른다는 것을 

밝혀둔다. 현재로서는 신라토기 편년상 경주지역에서 신

라 전기양식토기로의 토기양식 전환과 신라 전기의 주묘

제인 적석목곽분의 출현 사이에는 약간의 시차가 있다. 그

러나 신라고고학의 시기구분은 경주지역에서 토기양식의 

전환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이글에서도 신

라 전기양식토기의 출현 시점부터 신라 후기양식토기의 

출현 직전까지를 신라 전기 고분문화의 범위로 한다는 점

을 밝혀둔다.

 

Ⅱ.   신라 전기 경주지역의 묘제와 묘곽 

형식의 분류

1. 묘제

1) 분류의 기준

신라 전기의 고분은 일반적으로 지하에 묘광을 파고 

그 안에, 또는 지면상에 매장주체부를 설치하고 그 위에 돌

이나 흙을 쌓아 매장주체부를 밀봉한 봉토묘 계열의 고분

들이다(최병현 2011b). 그러나 모든 고분에 고총 봉토가 조

성된 것은 아니고, 또 세월의 흐름에 따라 봉토가 유실되기

도 하여 전기고분의 묘제 분류에서 봉분까지 포함하면 그 

대상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에 일단 매장주체부를 

대상으로 분류하고, 봉토와 호석 등 고분의 외표 시설에 대

해서는 필요한 부분에서 언급하겠다. 여기서 매장주체부를 

대상으로 묘제를 분류하는 기준은 주부곽의 유무여부나 

그 배치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매장주체부의 축조 재료와 

장법에 따른 구조 형태라는 점을 밝혀둔다. 

신라 전기고분의 묘제 분류 기준이 되는 매장주체부

의 구조 형태 중에는 원삼국 후기나 신라 조기로부터 내려

온 것도 있고, 신라 전기에 들어와 그로부터 발전하거나 새

로 출현한 것도 있어, 이들이 공존하였다. 그런데 묘제 중 

기존 묘제의 고분 구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발전

하여 새로운 묘제로 파생·성립한 것은 사실상 그 분기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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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발굴 당시의 현상에서 신·구 양자

를 구분하기에 애매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라 조기에 점토충전목곽묘로부터 석재

충전목곽묘로의 발전이나 전환과정도 그러하였지만, 신라 

전기에 들어오면 적석목곽분과 수혈식석곽분의 성립이나 

출현과정과 관련하여 석재충전목곽묘와 이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학계의 신라고분 연구에서 견해차

가 심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신라 전기 

적석목곽분의 성립 또는 출현 과정과 관련하여 석재충전목

곽묘를 적석목곽분(묘)의 범주에 넣어 양자를 적석목곽묘

라는 하나의 묘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들이 계승·발전 

관계이건 아니건 이들을 일단 각각 별개의 묘제로 구분하

여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전자는 석재충전목곽묘와 적

석목곽분(묘)의 구분 불필요론이고, 후자는 별도 구분론이

라고 할 수 있겠다. 석재충전목곽묘의 발생과 그 구조에 대

해서는 이미 전고에서 살펴본 바 있고, 적석목곽분의 개념

과 범주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본고에

서는 일단 신라 전기고분의 묘제로서 석재충전목곽묘와 적

석목곽분을 구분하여 보고자 하며, 양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매장주체부인 목곽 뚜껑 위의 상부적석 존

재 여부이다.

그런데 매장주체부가 목곽인 고분은 축조 후 세월이 

지나면 목곽이 부식되고 목곽 상부의 토석이나 묘광과 목

곽 벽 사이를 충전한 돌이 목곽 내부로 함몰하면서 그 형

태가 변형된다. 이에 따라 매장주체부가 함몰된 변형상태

로 발굴되는데, 석재충전목곽묘와 적석목곽분은 목곽 내부

의 변형 상태가 유사하여 이를 구분하기에 애매한 경우가 

있다. 특히 묘광이 얕거나 소형묘(분)인 경우는 더욱 그러하

다. 그러나 여러 사례의 관찰 결과에 의하면 발굴 당시 묘광 

내 유물층 상면(上面)의 상태로 그 구분은 가능하다고 판

단된다. 즉 목곽 상부에 상부적석이 존재하지 않았던 석재

충전목곽묘는 목곽 측벽 쪽의 충전석이 목곽 내부로 함몰

되어도 함몰된 충전석이 유물층 상면을 완전히 덮지는 못

하였다. 이에 따라 유물층 상면의 중심부에 장축방향으로 

길게 돌이 덮이지 않은 부분이 남거나, 함몰된 충전석 일부

가 목곽 중심부까지 미쳤어도 유물층 상면을 고르게 덮지

는 못하여 중심부에 돌이 듬성듬성 덮인 부분이 남게 된다.

발굴보고서에서도 함몰부의 함몰토만 제거한 상태의 

사진이나 단면도에서 그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단면도는 뒤로 보이는 벽부분의 입면이 아니라 단면선이 

지나가는 부분의 토층 상태만을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하

지만 묘광이 깊은 소형묘(분)의 경우 목곽 측벽 쪽 충전석

이 함몰되어 유물층 상부 전체를 덮을 수도 있고, 또 묘광

이 깊지 않았어도 목곽 측벽 쪽의 석재가 함몰 당시 또는 

후세 교란으로 묘광 내부로 들어와 유물층 상부 전체에 덮

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목곽의 뚜껑 부분이 

먼저 함몰되어서인지 유물층 상면에는 일단 상당한 두께로 

흙이 덮이고 그 위로 돌이 쌓여, 사진과 함께 정확한 단면

도가 제시되면 구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는 것

은 분석, 비판 가능한 자료나 충분한 근거 제시도 없이 발

굴 고분을 어느 일방으로 단정해 놓아버리는 일부 보고서

들의 행태이다. 보고서에 따라서는 위에서 말한 구분 불필

요론(의성조문국박물관·성림문화재연구원 2015: 271~272)

에 따라 양자를 모두 적석목곽분으로 규정해 놓거나, 이와

는 반대로 석재충전목곽묘를 전통적인 목곽묘의 범주로 보

아(김두철 2007) 적석목곽분과는 구분하되 점토충전목곽

묘와 석재충전목곽묘를 구분하지 않고 양자를 모두 ‘목곽

묘’로 일괄해 놓아 버리는 것이다. 둘 다 문제라고 생각되지

만, 여기서 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구분 불필요론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술하고 사진 대조도 불가능하게 해놓은 보고

서들이다. 보고서를 통해 점토충전목곽묘와 석재충전목곽

묘를 구분하기보다는 석재충전목곽묘와 적석목곽분을 구

분해 보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고고학자료나 마찬가지이지만 분류의 필요 여부

는 그 분류된 내용이 시공적으로 의미를 갖느냐 아니냐이

다. 의미를 갖지 못하는 분류는 결국 도로(徒勞)에 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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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겠지만, 그렇다고 어느 일방으로 단정하여 다른 연구자로 

하여금 분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발굴보고서

를 만들어 놓는 것은 결코 학문적인 태도가 아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발굴 보고서의 서술을 참고하고, 그보다는 가

능한 한 발굴 당시의 사진과 실측 도면을 대조하여 석재충

전목곽묘와 적석목곽분을 판정하겠지만, 이러한 학계의 현

실 때문에 판정하기 어렵거나 애매한 것은 분류를 보류하

여 불명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석재충전목곽묘를 묘광과 목곽 벽 사이의 돌쌓

기 상태에 따라 충전식(充塡式)과 축석식(築石式)으로 나

누기도 하고, 또 충전식을 돌과 흙의 혼합여부, 돌과 흙의 

충전 부위에 따라 세분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최

수형 2010: 88~89). 충전식은 묘광과 목곽 벽 사이를 단순

하게 돌로 채운 것이라면 축석식은 목곽에 접한 부분의 돌

을 면을 맞추어 쌓은 것을 말하며, 후자를 변형 적석목곽

묘로 분류하기도 한다(김대환 2001: 76~79).

그런데 경주를 포함한 영남지방에서는 목곽묘가 변

화·발전하여 새로운 묘제로 성립되어 가는 과정에 그 중간 

형태로 고착되어 기존의 묘제들과 공존하기도 하였는데, 사

실은 석재충전목곽묘 자체도 그런 것 중의 하나라고 할 수

도 있다. 신라 전기고분군에서 축석식은 대개 석재충전목곽

묘에 이어서 주로 수혈식석곽분이 조영된 고분군에서 많이 

볼 수 있어서, 그것은 석재충전목곽묘가 수혈식석곽분으로 

성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축

석식 그 자체로서 이루어진 고분군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들은 상부적석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어서 적석목곽분으로 

분류될 수 없고, 아직 개석이 덮이지 않은 것이어서 완전한 

수혈식석곽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이

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석재충전목곽묘에 포함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석재충전목곽묘를 충전상태에 따라 세분하지는 

않을 것이며, 필요한 부분은 뒤에서 고분 구조의 변천과 관

련하여 언급할 것이다. 

한편 본고에서는 신라 전기고분에 사용된 묘제 가운

데 옹관묘는 제외됨을 밝혀둔다. 

2) 묘제의 분류(그림 1)

(1) 토광묘

지하에 묘광을 파고 관·곽 없이 피장자를 직장한 무

덤이다. 묘광부 이외의 다른 시설은 발견되지 않는다. 묘광

은 대개 규모가 작고 폭이 좁아 세장방형이지만 잔존상태

가 부정형인 예들도 있다. 묘광 내에는 묘광 벽과 관·곽 사

이의 충전토가 존재하지 않으며, 부장품도 대개 간소하다. 

원삼국 이래로 내려온 묘제로서 경주지역에서는 신라 후기

까지 소수 존재하였다. 

(2) 점토충전목곽묘

지하로 묘광을 파고 묘광 안에 목곽을 설치한 목곽묘 

가운데 묘광과 목곽 벽 사이를 흙으로 충전한 것이다. 일반

적으로 묘광부 이외의 다른 시설은 발견되지 않는다. 편의

상 점토충전이라 하였지만, 외부에서 양질의 점토를 반입하

여 충전하기보다는 보통 묘광을 팔 때 나온 흙으로 되메우

기 하여, 고분의 입지 자체에 돌이 많은 경우 충전토에 많고 

적게 돌이 섞여있게 된다. 충전토에 돌이 섞여 있어도 이와 

같이 비의도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점토충전목곽묘로 

분류한다.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목곽묘, 또는 순수목곽묘라

고 하는 것으로 원삼국 후기부터 지속되어 온 묘제이다.

(3) 석재충전목곽묘

지하로 묘광을 파고 묘광 안에 목곽을 설치한 목곽묘 

가운데 묘광과 목곽 벽 사이를 흙과 돌로, 또는 돌만으로 

충전하고, 목곽의 뚜껑 위에는 상부적석을 가하지 않은 것

이다. 고분 입지와 충전상태를 고려해 볼 때 의도적으로 돌

을 사용하여 충전한 것을 말하며, 충전토에 돌이 섞여있어

도 비의도적인 것은 점토충전목곽묘로 분류된다. 묘광부 이

외 다른 시설은 발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분군

에 따라서는 묘광 밖으로 호석이나 주구가 돌려진 것도 있

다. 전고(최병현 2015)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라 조기에 경

주 월성북고분군과 울산 중산리고분군에서부터 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학계에서 목곽위석묘(이성주 1996), 사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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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묘제의 분류.

1. 토광묘(황오동 100-18)

3. 석재충전목곽묘(황성동 강변로 43)

5. 적석목곽분(미추 5구-2)

7. 수혈식석곽분(중산동 6)

2. 점토충전목곽묘(황오동 100-16)

4. 석재충전목곽묘(중산동 17)

6. 적석목곽분(황성동 강변로 33)

9. 횡구식석곽분(황남동 151)

8. 수혈식석곽분(중산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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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적석목곽묘(이희준 1996), 위석목곽묘(박광열 2001; 

권용대 2008), 충전석목곽묘(최수형 2010) 등으로 정의하거

나 분류되는 것이다.1 

(4) 적석목곽분(묘)

매장주체부인 목곽의 측벽 쪽에 사방적석이 있고, 목

곽 뚜껑 위에도 돌을 쌓아 상부적석이 가해진 고분이다.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분은 얕은 묘광 안에 목곽의 바

닥층을 조성하고 목곽과 적석부를 사실상 지상에 축조한 

것과 목곽이 지하 또는 일부 지상에 걸친 묘광 안에 설치

되어 목곽 사방의 적석은 묘광 안에, 목곽 뚜껑 위의 상부

적석은 지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매장주체부 

위로 쌓은 봉토의 가장자리로는 호석이 축조되어 묘역을 

한정한다.

경주지역에서는 월성북고분군 외에도 일부 고분군에

서 이와 같은 적석목곽분이 축조되기도 하였으나 대개는 

그 구조의 일부를 채용한 고분이 축조되었다. 그러므로 월

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분 구조 요건을 그대로 모든 고분군

에 적용할 수는 없으며, 본고에서는 일단 매장주체부의 형

태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두껍든 얇든 목곽 뚜껑 위를 돌

로 덮어 상부적석을 가한 것을 적석목곽분의 범주로 하여 

분류한다. 

 

(5) 수혈식석곽분(묘)

지하에 묘광을 파고 그 안에, 또는 지면상에 냇돌이

나 깬돌을 쌓거나 또는 판석을 세워 4벽을 만들고 판석 뚜

껑을 덮어 묘곽을 축조한 고분이다. 묘곽을 석재로만 축조

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석곽 내부에 밀착된 목곽이 겹곽 상

태로 아직 잔존한 것도 있다. 겹곽 상태 중 판석 뚜껑이 덮

혔거나, 발굴당시 유실되었지만 흔적으로 보아 분명히 판석 

뚜껑이 덮였던 것은 수혈식석곽분(묘)로 분류되나, 벽은 겹

곽 상태지만 원래 판석 뚜껑이 덮이지 않았던 것은 위에서 

말한 대로 축석식의 석재충전목곽묘로 분류한다.

(6) 횡구식석곽분

매장주체부의 4벽과 천정을 석재로 축조하여 형태상

으로는 수혈식석곽과 같으나, 횡혈식 장법을 채용하여 석곽 

축조시 한쪽 단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워 놓아 묘곽 내

부로의 매납 통로로 사용하고, 매납이 완료된 후 비워놓은 

단벽 부분을 석재로 쌓아 막은 고분이다. 

2. 묘곽의 형식

1) 분류의 기준 

신라 전기고분의 묘곽 형식은 잔존한 묘광과 묘곽의 

평면 형태, 그리고 묘곽 안 주 부장품 배치 구역의 위치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그런데 신라 전기고분의 묘제와 마찬

가지로 묘곽의 형식도 대개는 신라 조기로부터 이어져 내려

온 것이고, 일부 신라 전기에 그로부터 파생되어 추가된 것

이다. 이에 신라 전기고분의 묘곽 형식은 신라 조기고분의 

묘곽 형식과 상통할 수 있도록 분류되어야 하므로 신라 조

기 묘곽 형식의 분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겠다. 즉, 

크게는 부곽의 설치 여부에 따라 피장자가 안치된 주곽에 

부곽이 딸린 주부곽식과 부곽이 설치되지 않은 단독곽식

으로 나누고, 이 중 주부곽식은 다시 주곽과 부곽이 각각 

별도의 묘광에 설치되었는가, 한 묘광 안에 설치되었는가에 

따라, 단독곽식은 묘곽 안의 주 부장품 배치 구역 위치에 

따라 세분하도록 하겠다. 신라 조기고분의 묘곽 형식 분류

에서는 주부곽식(I), 단독곽식(II)으로 표기하였는데, 신라 

전기고분의 묘곽 형식은 이와 공통성도 있으면서 차별화도 

필요하므로 주부곽식(1), 단독곽식(2)으로 표기하겠다.

1 신라 고분 연구에서 ‘石材充塡木槨墓’라는 용어는 김용성(1998: 51)에 이어 김대환(2001)이 사용한 바 있다. 필자는 이 용어를 전고(2014a)에서부터 사용해 

왔는데, 김용성은 석재충전목곽묘를 “봉토를 제외한 부분의 묘제 명칭으로 적석목곽묘라 부를 수 있는 것”이라 좀 애매하게 정의하고 있고, 김대환의 석재충

전목곽묘는 본고의 석재충전목곽묘와 적석목곽분을 모두 포함한 것이어서 필자와는 의미상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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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묘곽 형식의 분류(그림 2)

(1) 주부곽식 묘곽(1)

① 이혈주부곽(1A)

피장자를 안치한 주곽과 그에 딸린 부곽을 각각 별도

로 조성한 묘광에 따로 설치한 것이다. 주부곽이 대개 동-

서 일렬로 배치되며 주곽이 동쪽, 부곽이 서쪽에 위치한다. 

부곽의 형태에 따라 세분된다.

● 1A1식 : 신라 조기의 구어리 1호와 같이 부곽의 길

이가 짧아 그 평면형이 방형이거나 방형에 가까운 것이다. 

주부곽의 너비가 같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곽의 너비가 

위나 아래쪽의 한 방향으로 약간 넓어진 것도 포함한다. 월

성북고분군의 황오동 16호분 6·7곽은 부곽인 7곽이 동쪽, 

주곽인 6곽이 서쪽에 위치하여 주부곽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데, 1예뿐이어서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다음의 동혈주

부곽에서 위치가 바뀐 확실한 예들이 있으므로 그러한 존

재를 인정해 두어야 겠다.

● 1A2식 : 신라 조기의 황성동(동국대) 22호나 중산

리 ID-41호와 같이 장축을 같은 방향으로 둔 장방형의 부

곽 길이가 주곽 길이의 1/2 이상으로 긴 것이다. 

● 1A3식 : 동-서 장축의 주곽 서쪽에 장축 방향이 반

대로 남-북으로 긴 장방형 부곽을 배치하여, 주부곽이 T자

형 배치를 이루는 것이다.

② 동혈주부곽(1B)

피장자를 안치한 주곽과 그에 딸린 부곽을 한 묘광에 

설치한 것으로 주부곽의 위치와 장단비 및 주부곽 사이의 

격벽 구조에 따라 세분된다. 

● 1B1식 : 신라 조기의 동혈주부곽식 가운데 부곽의 

길이가 주곽보다는 짧지만 주곽 길이의 1/2이상으로 긴 것

과 같은 것이다. 주곽과 부곽 사이에는 돌을 쌓아 격벽을 

두었다.

● 1B2식 : 신라 조기의 동혈주부곽식 가운데 부곽의 

길이가 주곽 길이의 1/2 이하로 짧은 것과 같은 것이다. 주

부곽 사이에 토석 격벽을 축조한 것을 1B2a식, 토석 격벽을 

축조하지 않고 나무벽으로 막은 것을 1B2b식으로 하는데, 

부곽의 위치가 주곽의 동쪽으로 바뀌어 있는 예들이 있다.

● 1B3식 : 장방형 부곽이 주곽과 장축방향을 달리

하여 T자형으로 배치된 것이다. 신라 조기의 묘광이 넓은 

1B3식은 이와 다른 것으로 일찍 소멸되었다.

● 1B4식 : 부곽이 주곽의 단변 쪽이 아니라 장변 쪽

에 위치한 것이다. 주곽과 부곽 사이에 토석격벽을 쌓은 것

과 쌓지 않은 것, 부곽의 바닥 레벨이 주곽의 바닥과 같은 

것과 주곽보다 높은 것 등이 있으나 이들을 따로 구분하지

는 않고, 부곽의 형태와 위치에 따라 세분한다. 부곽의 길이

가 주곽의 길이에 버금가게 긴 것을 1B4a식, 소형화 한 부

곽이 피장자의 머리맡 쪽으로 위치한 것을 1B4b식, 주곽 

장변 중앙부에 위치한 것을 1B4c식, 피장자의 발치 쪽으로 

위치한 것을 1B4d식으로 한다. 1B4c식과 1B4d식 중에는 

부곽의 위치가 피장자의 오른 쪽에 있는 것과 왼 쪽에 있는 

것, 또 부곽의 바깥벽을 호선으로 둥글게 쌓은 것이 있으나 

세분하지 않는다.

(2) 단독곽식 묘곽(2)

① 족부부장 단독곽(2A식)

신라 조기의 목곽묘에서와 같이 피장자의 발치 쪽에 

주요 부장품 구역이 있는 단독곽이다.

② 양단부장 단독곽(2B식)

피장자의 발치와 머리맡 양쪽에 주요 부장품 구역이 

배치된 단독곽으로 신라 조기에 발생하였다.

③ 두부부장 단독곽(2C식)

피장자의 머리맡에 주요 부장품 구역이 배치된 단독

곽으로 신라 조기에 발생하였다.

Ⅲ. 적석목곽분의 출현과 구조의 변천

1. 적석목곽분의 출현

1) 적석목곽분의 개념과 범주

(1) 연구사적 검토

월성북고분군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일제의 한반도 

진출과 함께 시작되어, 일제강점기에 이미 상당수의 고분이 

발굴조사되었다. 광복 이후 한국 고고학의 첫 발굴로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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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묘곽 형식의 분류.

1A1. 황오동 14-1 1A2. 황남동 109-3·4 1A3. 황남대총 남분

1B1. 황남동 82-동 1B2a. 중산리 IC-1, 미추 7구-7 1B2b. 쪽샘 B3 1B3. 중산리 Ⅷ-35
1B4a. 황남동 82-서 1B4b. 황남동파괴 Ⅲ 1B4c. 미추 9구A-3, 중산동 2 1B4d. 월성로 나-6, 중산리 Ⅴ-20
2A. 미추 9구A-1 2B. 계림로 51 2C. 천마총, 미추 5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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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호우총과 은령총이 조사된 이래 지금까지 월성북고분

군에서는 수많은 고분의 발굴조사가 이어져 오고 있다. 월

성북고분군에서 처음부터 주목의 대상은 적석목곽분이었

고, 그 출현은 신라의 고분문화 전개과정에서 가장 획기적

인 변화라는 것이 인식되면서, 적석목곽분의 조사와 연구

는 항상 신라 고고학의 중심 주제가 되어 왔다. 

필자도 신라 적석목곽분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학

계의 신라 고고학연구에 동참하게 되었는데(최병현 1980, 

1981a·b),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분을 대상으로 적석목

곽분을 목곽과 적석부, 원형(圓形)의 고대(高大)봉토와 호

석을 갖추고 있는 고분으로 정의한 바 있다(최병현 1990, 

1992). 여기서 적석부는 당연히 목곽 측벽 쪽의 사방적석 

뿐만 아니라 목곽 뚜껑 위의 상부적석을 포함한 개념이었

다. 사실 1990년대에 들어와 울산 중산리유적이 발굴조사

되고 그 내용이 알려지기 전까지 학계에서 신라 적석목곽

분에 대한 그와 같은 인식과 정의는 일반적인 것이었다. 다

만 천마총의 발굴로 대형분은 목곽과 적석부가 모두 지상

에 축조되어, 목곽이 지하 묘광에 설치되고 상부적석만 지

상에 설치된 중소형분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일부 소형분의 경우 묘곽 벽이 토석벽이었을 가능성, 매장

주체부로 목곽없이 목관을 사용하였을 가능성 등이 지적

되기는 하였지만, 적석목곽분에서 상부적석의 존재에 대한 

의문은 없었다(최병현 1980). 1980년대에 들어와 부산 복

천동고분군이 본격 발굴되면서 목곽의 사방에만 돌을 채운 

목곽묘들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하고, 과거 발굴고분들 중

에도 그런 구조의 고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

였으나, 필자는 그것이 신라 적석목곽분의 성립과정이나 범

주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아 적석목곽분의 정의를 그대로 

유지하였다(최병현 1992: 104~113). 

그런데 경주권인 울산 중산리유적에서 묘광과 목곽 

벽 사이를 흙 대신 돌로 채웠으나 목곽 뚜껑 위에는 상부

적석을 가하지 않은 목곽묘, 즉 본고의 석재충전목곽묘가 

대량으로 발굴되면서, 이와 적석목곽분의 관계가 본격적으

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발굴자인 이성주는 처음에는 본

고의 석재충전목곽묘에 해당하는 중산리유적의 목곽묘를 

돌의 충전상태와 축조시기를 고려하여 ‘목곽위석묘’와 ‘목

곽적석분’으로 나누고, ‘목곽적석분’이라는 이름으로 그 범

주를 넓혀잡는 듯 했다(이성주 1992). 그러나 그는 적석목

곽분은 중산리유적에서 3세기 중엽부터 축조되기 시작하

는 목곽 사방에 돌을 충전한 日자형 동혈주부곽식 목곽묘, 

즉 “신라식목곽묘의 전통과 범주 안에 있는 특수묘제”라고 

하면서, 적석목곽분의 개념을 목곽과 적석봉분, 고대봉토라

는 3개 요소를 갖춘 것으로 정의하여 그 범주를 극히 제한

하였다(이성주 1996). 

그러면서 그는 신라 적석목곽분은 “경주분지 내에서

도 극히 제한된 예를 찾을 수 있을 뿐”으로 “신라 중심고분

군의 최고위계 대형분에만 적용될 수 있는 고분의 형식”이

라 하고, 현재로서는 “고신라 최고의 적석목곽분은 황남대

총 남분부터이며” 종래 최고의 적석목곽분으로 여겨져 온 

황남동 109호분-3·4곽은 ‘원형의 적석봉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석목곽분의 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그는 황남동 109호분-3·4곽 외에는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또 “우리가 막연히 적석목곽분으로 불러왔던 것

의 대부분은 이 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 언급 등

을 보면 황남동 110호분, 황오동 14호분 등 황남대총 남분 

이전에 축조된 것은 물론 금령총과 식리총, 호우총과 은령

총 같은 늦은 시기 것도 신라식목곽묘일 뿐 적석목곽분은 

아니라고 본 것 같다.

이희준은 이와 같은 이성주의 중산리유적 고분 구조

의 변화과정과 이를 통해 본 월성북고분군에 대한 해석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적석목곽묘(분)의 범주에 대해

서만은 이성주와는 다른 입장을 취했다(이희준 1996). 그는 

필자의 신라 적석목곽분 북방기원설에 대한 강한 비판과 

병행하여 그의 신라 적석목곽묘(분)에 대한 관점을 전개하

면서, 본고의 석재충전목곽묘를 ‘사방적석식’으로 이름붙여 

적석목곽묘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성주와는 반대로 적석목

곽묘(분)의 범주를 넓혔다. 그리하여 적석목곽묘의 구조에

는 사방적석식, 상부적석식, 지상적석식이 있으며, 적석목곽

묘 자체가 목곽묘에 뒷채움식의 소량 적석을 가한 일종의 

위석목곽묘로부터 사방적석식을 거쳐 상부적석식·지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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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으로 점진적인 변화·발전을 한 것이라고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하 사방적석식에서 일부지

상 사방적석식, 반지상 상부적석식·지상적석식의 순으로 

그 발전과정을 제시하고, 월성북고분군에서 황남동 109호

분-3·4곽을 지하 사방적석식의 예로, 황남동 110호분을 일

부지상 사방적석식의 예로 들면서, 노출된 적석부의 평면형

태가 목곽의 형태대로 장방형인 것은 사방적석식으로 판정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상부적석식은 황남동 83호분처럼 

묘곽이 반지상화 하고 적석부가 목곽보다 훨씬 넓게 타원

상인 것으로, 황남대총 남분과 같은 지상적석식과 함께 가

장 늦게 출현했다고 하였다. 이는 상부적석식의 성립을 지

상적석식의 출현과 연계시킴으로써 월성북고분군에서 황남

대총 남분 이후의 늦은 시기 고분에 대해서는 이성주와 다

른 입장을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황남대총 남분 이전의 황

남동 110호분과 황남동 109호분-3·4곽에 대해서는 이성주

가 ‘원형의 적석봉분’을 하지 않았다고 한데서 한 발 더 나

가 아예 상부적석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린 것이다.

울산 중산리유적의 발굴조사를 계기로 이와 같이 신

라 적석목곽분의 개념이나 범주를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설정하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사실 이희준

의 지적(이희준 1996: 295)처럼 단순히 분류 및 범주의 문

제가 아니라 적석목곽분의 기원과 출현 연대에 대한 견해 

차이 등의 문제가 얽혀 있는 것으로, 그에 대한 필자의 주

장들을 주로 문제삼은 것이었다. 이에 곧 필자는 발굴보

고서 등의 분석을 통해 이희준이 부정해버린 황남동 109

호분-3·4곽과 황남동 110호분에서 상부적석의 존재를 재

확인하고, 필자의 신라 적석목곽분에 대한 정의와 북방기

원설을 재삼 주장하면서 양인의 신라 적석목곽분의 ‘토광

목곽묘로부터의 발전설’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다(최병

현 1998). 

그런데 이 반론은 물론 필자의 신라 적석목곽분 북방

기원설의 재천명이 주목적이었지만, 사실 당시로서는 좀 성

급하게 쓰여진 면이 있었다. 그때는 울산 중산리고분군의 

발굴보고서가 출간되지도 않아 발굴현장을 실견하지도 못

한 필자로서는 신라 조기고분과 석재충전목곽묘에 대한 이

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또 신라 조기고분과 전기고

분을 연계한 편년도 어려운 상태였다. 반론은 그런 상황에

서 쓰여져 울산 중산리유적의 석재충전목곽묘가 월성북고

분군의 적석목곽분의 영향으로 생겨났다고 해석한 것 등 

지금의 관점과는 맞지 않는 주장(최병현 2015)도 있었고, 

또 지금으로서는 신라 적석목곽분의 기원이나 출현과정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할 부분도 있었다.

하여튼 그후 학계에서는 적석목곽분보다는 적석목곽

묘라는 명칭이 일반화되었지만, 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

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범주는 일치하지 않는다. 즉 본고

의 석재충전목곽묘 또는 이희준의 사방적석식을 적석목곽

묘의 범주에 넣어 논리를 전개하는 그룹(김대환 2001; 김

용성·최규종 2007; 이재흥 2007)과 석재충전목곽묘를 적

석목곽묘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그룹으로 

나뉘는데, 후자는 다시 석재충전목곽묘를 위석목곽묘(박광

열 2001; 권용대 2008), 충전석목곽묘(최수형 2010) 등으

로 규정하여 본고와 같이 별도의 묘제로 다루는 그룹과 전

통적인 목곽묘의 범주로 보는 연구자(김두철 2007; 김동윤 

2009; 심현철 2012)가 있다. 

그 가운데 김용성은 이희준의 견해를 거의 그대로 수

용하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조어(造語)들을 사용한다. 그는 

“영남지방의 일부에서 축조된 목곽을 내부주체로 하고 봉

토를 올린 소위 적석목곽분의 경우 묘와 분을 분리해서”살

펴보아야 한다고 하고, 이를 ‘적석목곽묘-봉토분’, ‘적석목곽

묘-적석봉토분’으로 구분한다. 그는 ‘적석목곽묘-봉토분’을 

‘적석목곽묘를 내부 주체로 한 봉토분’ ‘봉토분으로 축조된 

적석목곽묘’라고 부연 설명하면서 이를 다시 고총 이전 단

계와 고총 단계로 나누어 월성로 가-13호는 고총 이전 단

계, 황남동 109호분-3·4곽, 황남동 110호분, 황오동 14호분

은 고총 단계라고 주장한다(김용성·최규종 2007; 김용성 

2009: 41~43).

(2) 쟁점

연구자에 따라 이와 같이 개념과 범주를 달리하는 가

운데 적석목곽분(묘)의 범주를 넓혀 잡는 연구자들은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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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석까지 축조된 것만 별개의 묘제로 구분하면 진정한 적

석목곽분은 아주 소수일 뿐이라고 하면서(이성주 1996; 이

희준 1996; 김대환 2001; 김용성 2014a), 석재충전목곽묘와 

적석목곽분의 구분 자체가 아예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의

성조문국박물관·성림문화재연구원 2015: 271~272). 그런

가 하면 석재충전목곽묘를 전통적인 목곽묘의 범주로 보는 

연구자들은 소형분에서도 상부적석의 존재를 확인한 자신

들의 발굴경험을 바탕으로 따로 적석목곽분(묘)의 축조공

정을 복원하기도 한다(김두철 2009; 심현철 2012). 학계의 

이런 현실이 유적의 발굴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발굴 보

고서를 어느 일방으로 꾸며놓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란의 핵심

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첫째 종래 황남대총 남분 이전에 축조된 적석목

곽분으로 인정되어 온 황남동 109호분-3·4곽, 황남동 110

호분, 황오동 14호분 등에는 과연 상부적석이 있었나 없었

나, 둘째 묘(墓)와 분(墳)의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상부적석

식·지상적석식인 적석목곽분은 과연 소수인가, 넷째 핵심

적인 문제로서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목곽묘-점토충전목곽

묘, 사방적석식-석재충전목곽묘, 상부적석식·지상적석식-

적석목곽분은 각각 별개의 묘제로 구분될 수 있는가 없는

가로 요약된다.

먼저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필자의 전고(1988)에

서 이미 이 고분들에 모두 상부적석이 존재했음을 밝힌 바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의 전고는 지금의 관점

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보고서들의 분석을 통

해 이 고분들이 모두 상부적석이 가해진 적석목곽분임을 

재확인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

는 아직도 이 고분들의 성격에 대해 이견이 있으므로(김용

성 2015: 125) 뒤에서도 더 언급하겠지만, 별고에서 적석목

곽분의 구조 각부의 축조기법과 함께 좀 더 자세히 고찰해 

두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와 관련하여, 이희준

이 앞의 고분들을 사방적석식으로 규정하면서 노출된 적석

부의 평면형태가 목곽의 형태대로 장방형인 것은 사방적석

식이고 타원형인 것만 상부적석식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자신도 “주부곽을 통틀어 적석의 양이 많아지는 쪽으로 

변화”했다(이희준 1996: 302)고 하였듯이 그것은 시기적인 

변화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피장자의 사회적 위상에 

따른 고분 위계의 문제(최병현 1980, 1981a)이지 적석부의 

평면 형태와 상부적석의 유무 여부가 직결되는 것은 아니

라는 점도 미리 첨언해 둔다.

다음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도 필자는 묘(墓)-분

(墳)-총(塚)의 의미 또는 개념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언급

한 바 있으므로(최병현 2002, 2011) 여기서는 굳이 장황한 

설명을 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묘(墓)는 원래 중국 상고시기 

묘장제도에서 매장시설을 지하에 마련하고 지상에는 墳壟

(봉토 또는 분구)을 축조하지 않아(不封不樹 : 『易經』 「繫

辭傳下」) 편평한 무덤(古者墓而不墳 … 與平地齊 : 『政論』)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적석목곽이나 석곽, 석실과 같은 

매장주체시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분(墳)과 총(塚)은 

둘 다 매장주체의 위에 쌓은 분롱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만 

그후 묘의 의미가 확대되어 분·총의 유무나 규모와 상관없

이 모든 무덤을 가리키게 되었으므로, 매장주체가 목곽인 

무덤-목곽묘, 매장주체가 석실인 무덤-석실묘 등으로 쓰고 

있고, 적석목곽묘도 발굴당시 봉토의 잔존 여부나 원래의 

봉토 규모와 상관없이 ‘매장주체가 적석목곽인 무덤’이라는 

의미라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묘는 매장주체부 자체가 아

니므로 동일 대상에 묘(墓)와 분(墳) 두 개를 붙여 쓸 필요

는 없는 것이다. 김용성은 또 黃蟯芬의 중국 고대 묘장제도 

‘분구墳丘’분류 개념(黃曉芬 200)을 적용하여 ‘적석목곽묘-

봉토분은 분묘분리형’, ‘적석목곽묘-적석봉토분은 분묘분리

형과 분묘일체형’이라고 하고 있지만(김용성·최규종 2007; 

김용성 2009: 41~43), 黃蟯芬의 분류는 묘를 자의적인 의

미로 사용한 것일 뿐, 뒤에서 보듯이 묘광의 위치와 조성방

법이 중국과는 상이한 신라고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한국 고대의 고분을 분구묘 계열과 봉토묘 계

열로 나누고 저분구묘, 저봉토묘가 각각 분구식 고총과 

봉토식 고총으로 발전하였다고 본 바 있다(최병현 2007, 

2011). 이 발전 도식에 따른 필자의 신라고분 변천관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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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고분은 모두 봉토묘 계열로, 원삼국시기의 목관

묘와 목곽묘, 신라조기의 점토충전목곽묘와 석재충전목곽

묘는 모두 저봉토묘였다. 신라에서 고총은 월성북고분군에

서 지상적석식·상부적석식의 적석목곽분으로 처음 출현

하였으며, 현재로서는 황남동 109호분-3·4곽이 그 시작

이다. 그후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고로 살펴보겠

지만, 요컨대 월성북고분군에서는 신라 전기에 적석목곽분

이 출현한 이후에도 여러 묘제가 공존하였으나 석재충전목

곽묘를 비롯한 다른 묘제의 고분은 고총화하지 못하고 여

전히 저봉토묘 상태로 조영되었을 뿐이다. 또 경주지역에

서 서남부지구의 금척리고분군을 제외한 다른 고분군에서

는 적석목곽분이 그대로 수용되지 않았고, 고분군에 따라

서는 상부적석이나 호석과 같은 적석목곽분의 구조요소가 

부분적으로 수용되기는 하였지만 고분 자체는 역시 고총화

하지 못하여 저봉토묘 상태로 조영되었다. 이에 비해 지방

에서는 경주보다 조금 늦게 고총이 널리 조영되기 시작하

였는데, 그 내부주체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진정한 적

석목곽분은 사실상 조영되지 못하였으며, 내부주체가 석재

충전목곽인 고총이 오랫동안 지속된 지역도 있었고(김대환 

2001), 내부 주체가 수혈식석곽이나 횡구식석곽으로 전환

되거나 또는 그것들로 고총이 시작되는 지역도 있었다. 신

라 전기고분은 이와 같이 경주에서는 중심과 주변, 신라 전

체에서는 중앙과 지방2 사이에 차별화되었다는 것이 필자

의 생각이다. 

다음 세 번째 상부적석식·지상적석식인 적석목곽분

은 과연 소수인가의 문제이다. 신라 전기고분의 전개는 그

와 같이 중심과 주변, 중앙과 지방 사이에 차별화되었으므

로 이 문제는 대상을 월성북고분군으로 좁혀서 보아야 한

다. 김용성은 당초 “이렇게 본격적인 적석봉토분은 … 헤아

리기 힘들 정도로 많이 조사”되었다고 하였다가(김용성·최

규종 2007: 271) 적석목곽분(묘)의 개념에서 석재충전목

곽묘를 제외하면 “지극히 한정된 사례만이 적석목곽묘(분)

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하였지만(김용성 

2014: 16), 소수라고 하는 이들의 주장도 월성북고분군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표 1>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뒤에 

이어지겠지만, 여기에 적석목곽분으로 분류된 고분은 모두 

지상적석식과 상부적석식 적석목곽분들이다. 필자는 과거

에 월성북고분군의 신라 적석목곽분을 봉분의 연접과 호

석 내 묘곽 배치상태에 따라 그 ‘묘형’을 단일원묘, 표형묘, 

복합묘 1·2식, 다곽묘로 나눈 바 있다. 이 분류는 당시 석

재충전목곽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

로, 별고에서 그 분류와 의미에 대해 재고해 볼 예정이지만, 

그 중 다곽묘를 제외한 다른 ‘묘형’의 고분들은 지상적석

식이거나 상부적석식으로 매장주체부마다 각각 별개의 호

석으로 돌려진 묘역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최병현 

1981a, 1992).

다만 다곽묘로 분류한 고분들에 대해서는 재검토

가 필요한데, 당시 다곽묘의 예로 든 고분들 중 계림로 

48~53호분의 보고서가 최근에 출간되었다(국립경주박물관 

2014). 보고서에는 이 고분 묘곽들의 적석 함몰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이나 도면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 다곽묘

의 각 묘곽에는 상부적석이 있었던 것(그림 3-1)으로 판단

된다.3 이로 보아 보고서 미간이지만 계림로 고분처럼 묘곽

의 배치가 정연한 다곽묘인 미추왕릉지구 제12구역 3~10호

곽과 11~18호곽도 묘곽마다 상부적석이 있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그러나 미추왕릉지구 제1구역 A~H묘(그림 3-2)와 

1, 2기씩 따로 조사된 소형 묘곽들은 묘곽의 배치가 전형적

인 예와 다르고 상부적석도 확인할 수 없어 석재충전목곽

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 1>은 그러한 상부적석

의 존재가 의심스러운 고분들과 상부적석식 적석목곽분이 

2 여기서 중앙은 신라의 왕경이 되는 구 사조국지역, 지방은 신라의 직·간접 지배를 받는 피복속지를 의마할 뿐 당시 이미 중앙과 지방 의식이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3 보고서에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발굴 당시의 사진 스크랩에는 48~53호 부분 말미에 묘곽 내부 함몰부 상면이 냇돌들로 고

르게 덮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여러 컷 보관되어 있다(그림 3-1의 흑백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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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월성북고분군 신라 전기고분의 묘제 분류

묘제
편년

점토충전목곽묘
(토광묘 포함)

석재충전목곽묘 불명 적석목곽분 수혈식석곽분
횡구식
석곽분

1Aa

4C

중엽

? : 황오 100-18(토) ? : 인왕 C군 5호

1Ab
1A1 : 쪽샘 C-10
? : 인왕(문) 1(토)

? : 월성 가-5, 6

1Ba

4C

후엽

2B : 인왕(문) 적 10 1A2 : 황남 109-3·4

1Bb ? : 인왕(문) 16(토)

2B : 미추 5구 21
2C : 인왕(문) 적 9
? : 월성 가-13, 14

1Bc ? : 황오 100-19(토)

2C : 미추 5구 6
     : 쪽샘 A1
? : 인왕(문) 2(토)

1A1 : 황남 110, 황오 14-1·2

2a
4C말·

5C초
2C : 쪽샘 C9 1A3 : 황남대총 남분

2b
5C

전엽

? :   월성 나-13 

쪽샘 C5

2B : 쪽샘 C4
2C : 쪽샘 A2, C1
? : 월성 나-9

2B : 황남 파괴-4
? :   인왕(문) 적 3B, 3A

2C : 황남대총 북분 ? : 월성 가-11-1

3a
5C

중엽

2C : 인왕(문) 14(토)

3 : 황오 100-12

1B4a : 황오 100-14
2C :   월성 나-12 

인왕(문) 적 8

1B4b :   황남 파괴-2
2C : 인왕(문) 적 6B, 6A

? : 인왕(협)12-3
   : 월성 나-14

1B2a : 황남 109-1·2
2B : 계림 51, 52
2C : 계림 48, 49, 인왕 149

2C : 쪽샘 A16

3b
5C

후엽
2C : 황오 100-17 ? : 월성 나-8

2C :   인왕(문) 적 2, 7 

인왕(협) 3 

월성 가-4 

쪽샘 A9 

황남 파괴-3
? : 월성 나-4, 7

1A1 : 황오 41,16-6·7,8·10, 쪽샘 B2
1B1 : 황남 82-동

1B2a :   황오 1-남, 황오 16-2·3, 

쪽샘 B1,

1B2b : 쪽샘 B3
1B4a : 황오 16-4·5
2C :   인왕(협) 1,2, 황오 5, 33-동, 

16-9, 황오-남, 북, 계림-50, 

53, 미추 5구-2, 4, 금관총

2C : 인왕(협)5, 9
? : 인왕(협) 14-1

4a
5C말·

6C초

2C :   인왕(협) 19 

황오 100-16
I B2a : 월성 가-15(축)

2C : 미추 5구-17(축)

1B4c : 인왕(문) 적 1
2C :   인왕(문) 적 4, 5 

쪽샘 A12, 

황남 106-3-3, 4
? :   인왕(협) 12-2, 13 

월성 가-1 

황남 106-3-8

1B2a : 미추 7구 7
1B4a : 황남 82-서,

1B4c : 황오 16-11·12
2A :   인왕(협) 14, 21, 미추 5구 8, 9

구 A-1, C구-3
2B : 미추 5구 15
2C :   인왕(협) 10, 15, 황오 16-1, 

33-서, 황남 83, 천마총 

미추 C구 1, 5구 14, 노동 4, 금

령총, 식리총, 노서 138 

서봉총, 은령총

? : 인왕(협) 11, 미추 7구 5

1B2a : 인왕(문) 석1
2A :   인왕(협) 20 

쪽샘 C3 

미추 5구 11, 18
2C :   미추 5구 16 

미추 C구 10
? :   인왕(문) 석 3, 4 

인왕(협) 8, 12-1 

쪽샘 A5, C8 

미추 4구 2, 5구 9 

미추C구 9

4b
6C

전엽
? : 월성 가-9 ? : 쪽샘 A3

1B2a : 황남 106-3-1
2A : 황남 106-3-5, 6
2C : 미추 5구 5
? :   인왕(협) 23 

월성 다-5 

황남 106-3-7

1B4c : 미추 9구 A-3
2A : 미추 9구 A-2, C구 2
2C :   인왕(협) 6, 황오 4, 계림 14, 미

추 4구 3-1, 2 노서 215번지, 

호우총, 보문합장분 적석곽

? : 황남 151 적석곽

1B2a : 인왕(협) 19
1B4c : 황남 106-3-2
1B4d : 월성 나-6
2A : 쪽샘 A4
2B : 쪽샘 A6
2C : 미추 5구 20
? :   인왕(문) 석2 

월성 가 13-1
가-18, 미추 5구 19

황남 

151 

석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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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계림로 48~53 다곽묘와 미추왕릉지구 제1구역 고분군.

1. 계림로 48~53 다곽묘 평면도와 묘곽 함몰부 사진

2. 미추왕릉지구 제1구역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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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지만 편년에 어려움이 있는 고분들을 제외하였음에

도 월성북고분군의 발굴 고분 중에서 지상적석식·상부적석

식 적석목곽분이 결코 소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4 

필자는 월성북고분군 지역의 지형이 원래 미고지와 저

지대들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고분들은 주로 미고지에 소

집단별로 대소 그룹을 이루며 축조되었을 것으로 본 바 있

는데(최병현 2014: 133),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황오동 

쪽샘지구의 고분 분포상태를 보여주는 <그림 4>에서는 바

로 그런 모습이 확인된다. 미고지를 따라 각기 호석이 돌아

간 크고 작은 단일원분이나 연접분들이 그룹을 이루고 있

고, 그러한 그룹의 고분들 사이나 저지대에서 호석이 없는 

소형 묘곽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

소 2015). 모두 내부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이곳에서 이루어진 조사결과로 보면 

미고지의 호석이 돌아간 고분들은 중소형의 적석목곽분들

이고, 그룹의 고분들 사이나 저지대에 분포한 소형 묘곽들

은 점토충전목곽묘, 석재충전목곽묘, 수혈식석곽분들인 것

이 분명하다. 고분의 수가 묘제 구분의 주요기준이 될 수도 

없지만, 쪽샘지구의 고분 분포상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월

성북고분군에서 적석목곽분은, 이성주처럼 적석봉분을 가

진 최고위계 대형분(이성주 1996), 즉 지상적석식만으로 제

한하지 않는다면, 결코 소수라고 할 수는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목곽묘, 즉 점토충전목곽

묘와 석재충전목곽묘, 적석목곽분은 각각 별개의 묘제로서 

구분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필

자는 이들이 구분되어 각각 별개의 묘제로 성립될 수 있는

가는 그것들을 구분하였을 때 각각이 시공적으로 의미를 

갖는가, 각각이 개념도구(이희준 1996: 299)로서 고고학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한가 아닌가의 문제라고 본다. 구

분된 각각이 시공적으로 의미를 갖고 개념도구로서 유용하

다면 그것들은 각각 별개의 묘제로 구분되는 것이 옳다. 

월성북고분군에서 전통적인 (점토충전)목곽묘에 이

어 축조된 석재충전목곽묘, 적석목곽분의 출현과정은 구조

적인 면에서 원삼국 후기에 등장한 점토충전목곽묘에 새로

운 구조요소가 추가되는 동일 계열 묘제의 단순한 계승·발

전과정일 수도 있고,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그 과정에 외

부 요인이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신라 조기 경주지

역에서는 석재충전목곽묘가 발생하여 점토충전목곽묘와 함

께 조영된 고분군과 석재충전목곽묘는 축조되지 못하고 점

토충전목곽묘만 조영된 고분군으로 차별화되었고(최병현 

2015), 월성북고분군과 울산 중산리고분군에서는 석재충전

목곽묘가 축조되기 시작한 후 그것은 점토충전목곽묘보다 

상위로 위계화 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 전기의 상황

은 뒤에서 설명되겠지만 월성북고분군에서는 이들이 묘곽

부의 구조 차이만이 아니라 고총화 여부와 함께 분명한 위

계 차이를 갖고 축조되었다. <그림 4>는 이들의 묘제의 위

계에 따른 점유 위치의 차이도 함께 보여준다. 한편 앞에서

는 범위를 경주지역으로, 더 나아가 지방으로 넓혔을 때의 

지역적 차이도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그러므로 그 출현과정이 단순한 발전관계이건 아니건 

신라 전기에 이들은 중심과 주변, 중앙과 지방 사이에 분명

히 차별화되어 있었고, 한 고분군 내에서도 위계적 차이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신라고분에서 점토충전목

곽묘, 석재충전목곽묘, 적석목곽분은 그 출현과정이야 어떻

든, 이들이 시공적인 차별성을 갖고 각각 별개의 묘제로 고

착되어 갔던 것이 분명하다. 목곽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으

로 인해 학계에서는 이들의 관계만 문제로 되어 있지만, 사

실은 영남지방의 수혈식석곽분과 이들의 관계도 마찬가지

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신라 전기고분의 묘제로서 이들은 

각각 구분될 수 있다고 보며, 구분하여 그 차별적 의미를 

추적해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4 이 표에는 보고서 미간인 고분들은 물론 보고서 내용으로 편년이 어려운 인왕동 19호분과 미추왕릉지구 1, 2, 3구역 묘곽들이 제외되었는데, 그 중 인왕동 19

호분의 연접묘들은 상부적석식 적석목곽분이 분명하다. 미추왕릉지구 1, 2, 3구역 묘곽들은 석재충전목곽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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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쪽샘지구 고분 현황.

분포조사 완료지구 분포조사 예정지구 미철거 구간 미확인 적석목과묘
(S = 1 : 2,000)

분포조사 시 확인된 적석목과묘2015년 분포조사 대상지구

목곽묘 매납 대호 옹관묘 기타 유구석곽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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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념과 범주

신라 적석목곽분은 경주지역 중심고분군인 월성북고

분군에서 처음 출현하여 다른 고분군으로 영향을 미쳤지

만, 경주지역 내에서도 고분군에 따라 그 영향의 내용은 달

랐다. 따라서 적석목곽분의 정의나 개념은 먼저 월성북고분

군의 적석목곽분을 대상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그 영향을 

살펴 2차적으로 그 범주가 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필자는 과거에 신라 적석목곽

분을 목곽과 적석부, 원형(圓形)의 고대(高大)봉토와 호석

을 갖춘 고분으로 정의한 바 있다(최병현 1990, 1992). 이 

정의는 물론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분을 대상으로 한 것

이며, 여기서 적석부는 당연히 목곽 측벽 쪽의 사방적석만

이 아니라 목곽 뚜껑 위의 상부적석을 포함한 의미였다. 또 

여기서 고대봉토라 한 것도 적석목곽분은 황남대총, 천마

총과 같은 대형분만이 아니라 중소형분도 파괴고분이 아니

라면 호석과 호석 안의 봉토가 존재하고 있어, 당시 지하유

구만 조사되는 영남지방의 원삼국시기 목곽묘와는 차별화

되었다고 본 것이다.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분을 대상으로 한 필자의 이

러한 정의나 개념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다만 과

거에는 목곽과 적석부를 대형분-지상식, 중소형분-지하식

으로 설명해 왔는데, 그러한 구분은 좀 막연한 부분이 있

고, 또 최근 쪽샘지구에서는 중형분에서도 적석부가 지상

식으로 밝혀지고 있기도 하여,5 이제는 적석목곽분을 이희

준의 분류 대로 지상적석식과 상부적석식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적석목곽분의 구조 요소로서 역상

식(礫床式)의 묘곽 바닥, 2중 목곽과 석단(石壇)시설이 언

급되기도 하지만(이희준 1996; 이재흥 2007) 이들을 적석

목곽분의 기본 구조요소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중 역상식(礫床式)의 묘곽바닥은 신라 조기의 점토충전목

곽묘에서 이미 출현하여(최병현 2015: 121) 신라 전기고분

에서는 적석목곽분뿐만 아니라 다른 묘제에서도 쓰였고, 2

중 목곽과 석단시설은 극히 한정된 지상적석식의 대형 적석

목곽분에만 축조된 것이다. 

월성북고분군에서 적석목곽분이 출현한 이후 경주

지역에서는 서남부지구의 금척리고분군에서, 늦은 시기에

는 그 인근의 방내리고분군(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6, 

1997)과 경주분지 주변 산지 중 보문동고분군(조선총독부 

1922; 국립경주박물관 2011)에서 상부적석식의 적석목곽

분이 고총으로 조영된 것이 확인된다. 이들은 당연히 적석

목곽분의 개념에 부합하지만, 전형적인 적석목곽분은 경주

지역에서도 더 이상 축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월성북고분군에서 적석목곽분이 출현한 이후 동남부지구

의 울산 중산리고분군에는 고분 기저부에 호석이 본격적으

로 등장하고, 분지지구의 황성동고분군과 서남부지구의 사

라리고분군에서는 목곽의 뚜껑 위에 상부적석을 가한 고분

이 축조되는 등 경주지역의 다른 고분군에도 적석목곽분의 

영향이 미쳐온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고분구조에 부분적으

로 영향을 받은 모든 고분을 적석목곽분이라고 할 수는 없

으며, 매장주체부를 기준으로 목곽 측벽 쪽의 사방적석에 

더하여 뚜껑 위에 상부적석이 가해진 것까지만 적석목곽분

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이와 같이 지상적석식과 상부적석식을 적석목곽

분의 범주로 하면 적석목곽분은 원삼국시기 이래 영남지방

의 고분 전개과정에서 고총 단계로 돌입한 신라 전기의 묘제

이고 고분들이다. 지상적석식은 물론 상부적석식도 두껍건 

얇건 목곽 뚜껑 위에 상부적석이 가해지고, 그 위로 덮은 봉

토의 존재를 전제하는 역사시대의 고분이다. 그러므로 그 명

5 황오동 44호분으로 호석 기준 단경 23m, 장경 27m이다.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분은 호석이나 잔존 봉분의 직경이 5m 내외에서 80m에 이르는 것까지 

다양하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4). 이들을 대·중·소로 나눌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금관이 출토된 서봉총의 직경은 36m, 은제관식이 출토된 황남동 

14호분 1곽의 호석 직경은 14.5m이어서, 적석목곽분을 대·중·소로 표현할 때는 잠정적으로 35m 이상을 대형, 35m~15m 내외를 중형, 그 이하를 소형

으로 한다. 이 구분은 쪽샘지구 유적조사 현황을 반영하여 구분한 안(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4: 53), 적석목곽분의 봉분 규모를 도표화한 심현철의 안(심현

철 2012)과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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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으로는 선사시대의 묘제를 연상하게 하는 적석목곽묘보

다는 적석목곽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필자는 목

관묘, 목곽묘 등 신라 조기까지의 저봉토묘 상태의 묘제나 

고분에 대해서는 매장주체부에 ‘묘’를 붙이지만 적석목곽분

은 물론 수혈식석곽분 등 고총 단계 이후의 삼국시대 고분

들에 대해서는 ‘분’을 붙여 이름한다는 것을 첨언해 둔다. 

2) 적석목곽분의 출현 시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월성북고분군에서 발굴조사

된 고분 중 황남대총 남분 이전으로 편년되는 황남동 109

호분-3·4곽, 황남동 110호분, 황오동 14호분의 성격에 대해

서는 이론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상부적석식 적석목곽분이 

분명하다. 그중 황남동 109호분-3·4곽이 편년상으로 가장 

이른 시기 고분이라는 점은 학계의 공통된 견해이다. 따라

서 현재로서는 황남동 109호분-3·4곽을 기준으로 신라 적

석목곽분은 월성북고분군에서 신라 전기양식토기 출현기

인 1A기를 지나 1Ba기, 절대연대로는 4세기 후엽에 들어가 

출현한 것이 된다. 그러나 과연 황남동 109호분-3·4곽이 

월성북고분군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적석목곽분이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황남동 109호분-3·4곽은 그 묘곽 형

식이 신라 조기와 전기 월성북고분군의 상위 랭크 고분에

서 쓰인 형식이 아니고, 고분 규모도 봉분 직경 12.5m 정도

의 소형(심현철 2012: 22)에 속하기 때문이다.

월성북고분군에서 묘곽 형식의 전개과정은 뒤에서 살

펴보겠으나, 황남동 109호분-3·4곽은 이혈주부곽식이지만 

부곽의 길이가 긴 1A2식으로, 신라 조기 황성동(동국대) 

22호나 중산리 ID-41호의 세장방형 부곽을 계승한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전고(최병현 2015)에서 신라 조기에 월성북

고분군에서 조영된 최고 위계의 목곽묘는 황성동 22호식의 

세장방형 부곽이 아니라 구어리 1호식의 방형 부곽이 딸린 

이혈주부곽식이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주 황오동 쪽샘지구에서도 아직 묘곽 내부가 

발굴되지 않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방형 부곽의 점

토충전목곽묘와 석재충전목곽묘는 여럿 볼 수 있으나, 세장

방형 부곽은 보이지 않고 있다. 쪽샘 C10호는 월성북고분군

에서 그러한 방형 부곽이 딸린 1A1식 이혈주부곽의 점토충

전목곽묘가 신라 전기 초까지 축조된 것을 보여주며, 이후 

1A1식 이혈주부곽은 적석목곽분에서 계속 조영되고 있었

다(표 2).

그러므로 황남동 109호분-3·4곽이 축조될 때는 최소

한 방형 부곽의 1A1식 이혈주부곽의 적석목곽분이 조영되

고 있었을 것이며, 특히 최고 위계의 고분은 1A1식이나 아

니면 황남대총 남분처럼 부곽이 더욱 확대된 1A3식의 이

혈주부곽식으로 축조되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황남

동 109호분-3·4곽이 축조될 즈음에는 최소한 1A1식이나 

1A3식으로 축조된 대형 적석목곽분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

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월성북고분군의 고분 분포상

태에서는 황남동 109호분-3·4곽보다도 먼저 축조되었을 것

으로 보이는 왕릉급 대형분들의 존재가 확인된다(그림 5).

경주 분지 안의 평지에 자리한 월성북고분군은 원삼

국 후기, 즉 사로국 후기에 그 동단부에서부터 목곽묘가 조

영되기 시작하여 형성된 것으로, 한편으로는 고분 조영 구

역이 점차 서쪽으로 확대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 위치

에서도 고분들이 누세대적으로 축조되었다(김용성 2009; 

최병현 2014a). 그런데 월성북고분군에서 황남동 109호분의 

위치는 고분군의 중심부에서 상당히 서쪽으로 나간 부분에 

해당된다. 이러한 황남동 109호분의 위치가 갖는 의미는 반

드시 여기서부터 적석목곽분이 축조되기 시작하였다는 것

이라기보다는, 황남동 109호분이 축조될 즈음에는 고분군

이 거기까지 확대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필자는 월성북고분군의 형성과정과 고분들의 결집상

태를 분석하여 왕릉급 초대형분들의 배치에서 일정한 기

획성을 발견하고, 그 중심부에 위치한 황남대총 남분은 4

세기 말·5세기 초로 편년됨으로, 이를 이희준의 견해와 같

이 신라 17대 내물마립간의 능으로 비정한 바 있다(이희준 

1995; 최병현 2014a). 그런데 황남대총의 동쪽에는 왕릉급

이거나 그에 버금가는 대형분인 황남동 90호분과 황오동 

39호분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다. 필자는 동쪽

에서 서쪽으로 점차 확대되어온 월성북고분군의 형성과정

이나 왕릉급 초대형분들의 배치의 기획성으로 보아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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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월성북고분군 고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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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은 내물마립간의 선대 조상묘들일 것이며, 또 이 고분

들은 『삼국사기』 눌지마립간 19년조에 기록된 “수즙역대원

릉(修葺歷代園陵)”의 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았다. 물론 이 

고분들의 수즙 여부는 어디까지나 추론에 의한 가설일 뿐

이지만, 그러나 그 배치 상태로 보아 이 대형분들은 내물마

립간의 1, 2세대 선조 무덤들일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그런데 월성북고분군의 동쪽에서 서쪽으로의 확대과

정과 이 대형분들의 위치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황남동 90

호분은 황남동 109호분과 거의 동열의 위치일 수도 있겠으

나 황오동 39호분의 위치는 그보다 월등히 동쪽이다. 두 대

형분이 후대에 수즙된 것이 아니라면, 수즙되었다 하더라도 

만일 다른 곳에서 이동되어 온 것이 아니라면 황남동 90호

분의 축조 시기는 황남동 109호분-3·4곽과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황오동 39호분은 황남동 109호분-3·4곽보다 

최소한 1세대 이상 먼저 축조된 대형분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월성북고분군에는 소형의 상부적석식 적석

목곽분인 황남동 109호분-3·4곽보다도 1세대 이상 이른 

시기의 대형분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황남동 109

호분-3·4곽은 그러한 지상적석식 대형분의 하위에 공존한 

소형의 상부적석식 적석목곽분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월

성북고분군에서 적석목곽분, 곧 고총은 황오동 39호분을 시

작으로 지상적식식인 왕실무덤은 그 서쪽으로 진행되고, 상

부적석식은 왕실 아래 귀족들의 무덤으로 그 동서로 조영

되어 갔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적석목곽분의 출현 시

기는 그만큼 소급되어 신라 전기양식토기의 출현기인 1Aa

기, 즉 4세기 중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2. 적석목곽분의 구조 변천

적석목곽분의 구조 변천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

펴볼 수 있다. 첫째는 묘곽 형식의 변천이고, 둘째는 고분 

구조 각부 축조기법의 변화이다. 묘곽의 형식은 적석목곽

분뿐만 아니라 다른 묘제와도 관련된 부분이므로 여기서

는 월성북고분군의 다른 묘제들도 포함하여 그 전개 과정

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다. 

월성북고분군의 신라 적석목곽분은 앞에서 정의한 바

와 같이 목곽, 목곽의 사방과 뚜껑 위로 냇돌을 쌓아 구축

한 적석부, 그 위로 흙을 쌓아 올린 원형의 고대봉토와 봉

토의 가장자리로 돌을 쌓아 두른 호석을 기본구조로 한다. 

이러한 적석목곽분은 목곽과 적석부의 설치 위치에 따라 

크게 지상적석식과 상부적석식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지상적석식은 목곽과 적석부가 모두 지상에 설치된 것이고, 

상부적석식은 목곽과 사방적석이 묘광 안에 설치되고 상부

적석은 그 위 지상에 가해진 것이다. 적석목곽분이 이와 같

이 두 유형으로 나누어진 것은 적석목곽분의 기원이나 출

현과정, 그리고 고분의 위계와 관련이 있을 것이므로 그 의

미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다만 여기서는 

두 유형 사이에 구조의 차이가 크므로 이를 나누어 각각의 

변천과정에 대해서만 요약해두기로 하겠다.

1) 묘곽 형식의 전개(표 2, 표 3)

경주지역 신라 전기고분의 묘곽 형식은 기본적으로 신

라 조기 목곽묘의 묘곽 형식을 계승하여 크게는 주부곽식

과 단독곽식으로 구분된다. 주부곽식은 다시 이혈주부곽

과 동혈주부곽으로 나누어지는데, 주부곽식에서 1A3식의 

이혈주부곽, 1B3식과 1B4식의 동혈주부곽은 신라 전기에 

와서 분화된 것이지만 그 외 형식은 신라 조기 목곽묘로부

터 내려온 것이고, 단독곽식은 모두 신라 조기에 이미 발생

되어 있던 것이다. 여기서 살펴볼 신라 전기 월성북고분군

의 묘곽 형식은 적석목곽분에서 조사된 것이 중심이지만, 

다른 묘제의 것도 포함하였다.

<표 2>는 지금까지 월성북고분군에서 조사된 묘곽 형

식들을 고분 편년에 맞추어 도표화 한 것이다.6 먼저 이혈

6 황남동 110호분을 동혈주부곽식으로 본 연구도 있으나(김동윤 2009: 112), 이는 오류이며 분명한 1A1식 이혈주부곽이다. 이희준은 황남동 109호분-1곽이 

주부곽식인 것을 고찰하였고(이희준 1987), 필자는 이에 시사를 받아 황남동 109호분-2곽도 주부곽식으로 판정한 바 있다(최병현 1992: 151). 황남동 109

호분-1, 2곽은 모두 1B1식의 동혈주부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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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곽(1A)을 살펴보면, 신라 조기 목곽묘에서는 표본수가 

적어 세분하지 않았으나(최병현 2015), 그 중 1A1식은 신라 

조기의 구어리 1호 목곽묘와 같은 묘곽 형식을 계승하여 

주곽의 단벽 쪽에 방형 부곽이 딸린 것이며, 1A2식은 신라 

조기의 황성동(동국대) 22호, 중산리 ID-41호와 같은 묘

곽 형식을 계승하여 부곽이 긴 세장방형이다.7 1A3식은 대

형의 장방형 부곽이 장축을 주곽과는 반대로 두어 주부곽

이 T자형 배치를 이루는 것으로, 신라 조기의 목곽묘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혈주부곽식으로는 방형 부곽이 딸린 

1A1식이 일반형이라 할 수 있으며, 1A2식은 황남동 109호

분-3·4곽, 1A3식은 황남대총 남분이 유일하다. 

현재까지 월성북고분군에서 조사된 이혈주부곽식은 

이와 같이 세분되지만 모두 합하여 10기에 불과하고, 1Ab

기의 점토충전목곽묘인 쪽샘 C10호 1기 외에는 모두 적석

7 앞의 신라 전기고분의 묘곽 형식 분류에서는 신라 조기고분과 연계하여 분류하고 표기도 상통하게 하여 가능한 한 혼동을 줄이고자 하였으나 세부형식까지 

완전히 일치시키는 어려워 방형 부곽이 딸린 주부곽식이 이혈주부곽에서는 1A1식이 되고, 동혈주부곽식에서는 신라 조기 그대로 1B2식이 되었다. 신라 조

기, 전기 모두 이혈주부곽식 중에서는 방형 부곽이 딸린 1A1식이 세장방형 부곽이 딸린 1A2식보다 상위 위계이지만, 동혈주부곽식에서는 장방형 부곽이 딸

린 1B1식이 방형 부곽이 딸린 1B2식보다 상위 위계이기 때문이다. 

표 2. 월성북고분군 묘곽 형식의 전개

분기

묘곽형식
1Aa 1Ab 1Ba 1Bb 1Bc 2a 2b 3a 3b 4a 4b

1A

1A1
쪽샘 

C10
황남 110

황오 14-1, 2

황오 16-6·7, 

8·10
황오 41
쪽샘 B2

1A2
황남 

109-

3·4

1A3
황남

대총

남분

1B

1B1 황남 82-동

1B2a (미추 1구-E) 황남 109-1,2
황오 1-남

황오 16-2·3
쪽샘 B1

미추 7구-7
인왕(문) 석1
월성 가-15

인왕(협) 19
황남 106-3-1

1B2b 쪽샘 B3

1B4a 항오 100-14 황오 16-4·5 황남 82-서

1B4b 황남파괴 2

1B4c
황오 16-11·12

인왕(문) 적1
미추9구A-3
황남 106-3-2

1B4d 월성 나-6

2

2A

미추 5구-8, 9구A-1
미추 C구-3, 외

쪽샘 C3 외

미추 9구A-2
미추 C구-2

쪽샘 A4

2B
인왕(문) 

적10
미추 5구-21

쪽샘 C4
황남파괴 4

계림 51, 52 미추 5구-15
쪽샘 A6

2C 월성 가-13,

인왕(문) 적9 쪽샘 A1,

미추 5구-6
쪽샘 

C9

황남대총 북분 인왕 149
계림 48, 49
쪽샘 A16

월성 나-12
인왕(문) 6B, 6A

금관총, 황오 5 

황오-남, 북 외

인왕(협) 5, 9
황오 100-17

인왕(문) 적2 외

서봉총, 천마총

금령총, 은령총 외

미추 5구-16, 17외
인왕(협) 19
쪽샘A12 외

황오 4, 호우총 

보문 적석곽 외

미추 5구-20
미추 5구-5쪽샘 A2, C1

000 점토충전·석재충전·불명(000)

000 적석목곽분

000 수혈식석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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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곽분에서 조사된 것이다. 이혈주부곽은 신라 조기에도 

경주지역에서는 월성북고분에서 배타적으로 조영되었을 것

으로 보이지만, 신라 전기에도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분

에서 그만큼 배타적으로 축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혈주부곽(1B)은 1B3식을 제외하고 모두 조사되었

는데, 그중 일렬식인 1B2a식의 미추왕릉지구 7구역 7호와 

월성로 가-15호, 1B2b식의 쪽샘 B3호는 주부곽의 위치가 

바뀌어 부곽이 피장자의 머리쪽에 위치해 있다. 미추왕릉 7

구역 7호와 쪽샘 B3호는 적석목곽분이고, 월성로 가-15호

는 석재충전목곽묘이다. 1B4a식으로 분류한 황오동 100-14

호는 석재충전목곽묘로, 남북장축의 장방형 묘곽내부를 2

등분하여 동쪽을 주곽, 서쪽을 부곽으로 하였다. 하나의 묘

곽 내에 주곽과 부곽을 구분하는 판재벽을 세웠을 것으로 

보여, 같은 1B4a식으로 분류한 황오동 16호분-4·5곽과 황

남동 82호분 서총에서 주부곽 사이에 적석벽의 간격이 있

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그림 6). 그리고 1B4식은 신라 전기

에 들어와 발생한 것으로 편년상 3a기에 1B4a·1B4b식, 4a

기에 1B4c식, 4b기에 1B4d식으로 순으로 나타나 그 자체

가 변화과정을 나타내주는 것처럼 보인다. 월성북고분군에

서 동혈주부곽식은 적석목곽분에서 조사된 것이 대부분이

기는 하지만 이혈주부곽식보다는 배타적이지 않아 석재충

전목곽묘와 수혈식석곽분에서도 조사되었다.

단독곽식(2식)은 3개 형식 모두 조사되었으며, 그중에

서는 피장자의 머리쪽에 부장품 구역이 있는 2C식이 다수

이다. 2C식은 토광묘를 제외한 전 묘제에서 공통적이어서, 

전체 묘곽 형식 중 월등하게 많이 조사된다. 

월성북고분군에서 조영된 묘곽의 형식은 이와 같은데, 

먼저 주목되는 것은 각 묘곽 형식이 축조되기 시작한 시기

와 기간이다. 쪽샘지구에서 노출되고 있는 점토충전·석재

충전목곽묘들로 보아도 월성북고분군에서 이혈주부곽, 특히 

방형 부곽의 1A1식 이혈주부곽은 신라 조기부터 조영되었

을 것이며, 신라 전기 3b기까지 존속하였다. 그런데 동혈주

부곽은 현재까지 출토 토기의 형식을 통해 편년이 가능한 

고분으로 보아 3a기에 출현한다. 다만 묘곽 형식이 1B2a식인 

표 3. 연접묘의 묘곽 형식 변화

묘곽형식

고분
1A 1B1 1B2 2A 2B 1B4 2C 횡혈식 석실

황남동 109호분

황오동 14호분

황남대총   

황오 16호분   

쪽샘 B호분

황남 82호분

미추 9구-A호

미추 C구-1~3호

황오동 고분

미추A구-3호

미추 D구 1호

보문동 합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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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충전목곽묘로 추정되지만 본고의 고찰에서는 제외된 미

추왕릉지구 1구역 E호가 2b기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 그 시

기가 좀더 소급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로서

는 월성북고분군에서 2a기 이전으로 올라가는 동혈주부곽

이 전혀 조사되지 않은 것이 주목된다. 1B3식과 1B4식 동

혈주부곽은 신라 전기에 들어와 발생한 것이지만, 1B1식과 

1B2식 동혈주부곽은 신라 조기부터 내려온 묘곽형식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월성북고분군에서 단독곽식 중 2A식

이 신라 전기 4a기에 들어서야 나타나는 것도 그것이 신라 

조기 초부터 내려오는 묘곽형식이라는 점에서 유의된다.

그 이유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발굴 고분

의 시기적인 편중이다. 앞의 <표 1>에 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월성북고분군에서 발굴조사된 고분은 편년상으로 늦은 시기

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적석목곽분은 그 편중이 더욱 심하

여, 이른 시기의 발굴 고분 중 적석목곽분은 극소수에 불과

하다. 또 이른 시기의 고분으로는 적석목곽분보다 하위 묘제

의 고분들이 더 많이 조사되었지만 이들 중에는 파괴고분들

이 많아 그 묘곽 형식을 알 수 없는 것도 한 요인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월성북고분군에서 모든 형식의 동

혈주부곽이 늦게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동혈주부곽은 경주지역의 신라 전기고분에서 상위 위계의 

묘제에서만 배타적으로 사용된 묘곽 형식이 아니라는 점에

서 더욱 그러하다. 특히 경주지역의 다른 지구 고분군에서

는 신라 전기 초부터 축조되기 시작한 1B4식 동혈주부곽

도 월성북고분군에서는 동혈주부곽의 다른 형식들과 함께 

3a기에 들어서야 출현한 데에는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었

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선 월성북고분군에서 신라 조기 

목곽묘는 일렬식 이혈주부곽과 세장방형 단독곽만 축조되

고, 황성동고분군 등 다른 고분군에서 널리 나타나는 세장

방형 동혈주부곽은 축조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

다. 필자는 월성로에서 묘곽의 일부분씩이 조사된 신라 조

기의 대형 목곽묘들의 묘곽 형식이 이혈주부곽이었을 것으

로 본 바 있으며(최병현 2015), 최근 황남동 95-6번지에서

는 신라 조기의 세장방형 목곽묘가 발굴되었다(신라문화유

산연구원 2015). 그러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황오동 쪽샘

지구에서 드러나는 신라 조기나 전기의 점토충전목곽묘와 

석재충전목곽묘에 이혈주부곽은 존재하지만 세장방형 동혈

주부곽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어 그럴 가능성을 높여준

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식의 동혈주부곽이 신라 전기의 늦

그림 6. 1B4a식 묘곽.

1. 황오동 100-14 2. 황오동 16호분-4·5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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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기에 와서야 월성북고분군에 등장하는 데에는 그것만

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월성북고분군에서는 묘곽 형식의 분포가 묘

제의 위계와도 관련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묘제별로 살

펴보면 적석목곽분에서는 이혈주부곽식, 동혈주부곽식 단

독곽식이 모두 조영되었다. 월성로 가-13호와 쪽샘지구의 

조사에서 드러나는 상황으로 보아 이른 시기의 석재충전목

곽묘에는 1A1식의 이혈주부곽도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만, 그보다 늦은 시기의 석재충전목곽묘와 수혈식석곽분에

서는 동혈주부곽식과 단독곽식만이 축조되었다. 점토충전

목곽묘에는 신라 전기 초인 1Ab기의 쪽샘 C10호에 1A1식 

이혈주부곽 1례가 있으나 그 이후는 단독곽식 일색이다. 주

부곽식 중 이혈주부곽식은 적석목곽분 출현 이후 얼마 지

나지 않아 적석목곽분에만 축조된 반면, 동혈주부곽식은 

그 이후 적석목곽분은 물론 석재충전목곽묘와 수혈식석곽

분에도 축조된 것으로 정리된다. 묘제에 따른 이와 같은 묘

곽 형식의 분포는 월성북고분군에서 묘제의 위계화와 함께 

묘곽 형식도 정리되어 갔음을 의미한다. 

한편 묘곽 형식은 그 자체에도 위계적인 차이가 있었

다. 고분의 규모와 출토유물을 종합해 보면 그 차이의 구

체적인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겠지만, 현재로서는 황남대

총을 전후로 하여 묘곽 형식의 위계 차이에 변화가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표형분인 황남대총은 선축된 남분의 묘곽이 

1A3식의 이혈주부곽이고, 후축된 북분의 묘곽은 2C식의 

단독곽이어서 최고 위계의 지상적석식 적석목곽분에서 묘

곽 형식의 전환을 보여주며, 이는 월성북고분군에서 황남대

총 남분이 축조될 때까지는 이혈주부곽식이 단독곽식들보

다 상위 위계였음을 말해준다. 이혈주부곽식 중에서는 일

반형인 1A1식이 신라 조기 이래로 1A2식보다 상위였으며, 

황남대총 남분의 1A3식은 최고 위계 고분에서 부곽이 특

별히 확대된 예라고 하겠다. 이점 또한 월성북고분군의 신

라 조기 대형 목곽묘들의 묘곽 형식이 어떤 것이었을지 짐

작하게 해준다(최병현 2015).

황남대총 북분 이후에는 묘곽형식의 위계 차이가 더 

세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관총, 천마총 등의 최고 위계 

지상적식이나 식리총, 호우총 등 늦은 시기의 차상위 상부적

석식 적석목곽분에서는 묘곽 형식이 모두 2C식의 단독곽으

로 통일되었다. 이는 필자의 전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

라고분에서 부곽을 생략하여 고분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부

장품의 양을 줄이는 변화를 왕릉급의 최고 위계 고분이 선

도한 것을 의미한다(최병현 1981b, 1992). 그러나 그보다 하

위의 상부적석식 중소형분과 낮은 위계의 묘제들에서는 주

부곽식이 좀 더 늦게까지 유지되는 보수적인 면을 보이는데, 

1A1식의 이혈주부곽이 존속할 때까지는 그들 중에 1A1식 

이혈주부곽이 동혈주부곽보다는 상위였고, 단독곽식들은 

동혈주부곽식보다 아래였다. 이혈주부곽이 소멸된 뒤에도 

하위의 상부적석식 중소형분과 낮은 위계의 묘제들에서는 

동혈주부곽식이 단독곽식보다는 상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월성북고분군의 신라 전기고분에서는 이와 같이 묘제

와 고분의 위계에 따라 묘곽 형식의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적석목곽분에서는 고분구조의 변천에서 묘곽 형식의 변화

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적석목곽분에서 묘곽형

식이 변화되는 모습은 단위고분들을 추가로 이어 축조하여 

그 축조 선후를 알 수 있는 연접분에서 잘 나타난다. <표 3>

은 그것을 정리한 것인데, 도표는 각 연접묘에서 묘곽 형식

의 변화를 나타내 주지만 도표의 묘곽 형식 순서가 묘곽 형

식 자체의 발생순서는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2) 고분 구조의 변천8

(1) 지상적석식(사진 1, 그림 7~9)

지상적석식 적석목곽분 중에서는 황남대총 남북분, 

금관총, 서봉총, 천마총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일제 

8 이 부분은 적석목곽분의 구조 각부의 축조기법을 좀 더 세부적으로 고찰한 별고의 내용을 압축한 것이어서 논리의 전개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자세

한 내용은 별고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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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기에 조사된 금관총과 서봉총의 세부구조는 알 수 없

다. 그 중 금관총에 대해서는 최근 잔존 유구의 재발굴이 

이루어져 고분 기저부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발굴 중인 황오동 44호분을 제외하고 봉분 규모는 서봉총

의 추정 약 36m×9.6m부터 황남대총 북분의 80m×23m

까지이다. 모두 고분 중심부에 얕은 묘광을 파고 묘광 안에 

냇돌을 쌓아 목곽의 기초부를 마련하였으나, 목곽과 적석

부는 모두 지상에 설치되었다.

표형분인 황남대총 남북분 가운데 선축인 신라 전기 

2a기의 남분에는 1A3식의 이혈주부곽이, 후축인 신라 전

기 2b기의 북분에는 2C식의 단독곽이 설치되었고, 그 뒤로 

편년되는 3b기의 금관총과 4a기의 서봉총, 천마총도 모두 

2C식 단독곽이어서, 지상적석식에서는 황남대총 남북분을 

기점으로 묘곽의 형식이 주곽과 대형의 부곽이 일렬식으로 

배치된 이혈주부곽식에서 부곽이 생략된 단독곽식으로 바

뀐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신라 적석목곽분 중에서도 최

상위의 대형분이 부장품의 축소와 그에 따른 고분구조의 

간소화, 단순화를 선도하였음을 의미한다.

황남대총 남분 주곽의 관곽은 4중 구조로 6.5m×

4.1m×3.7m 규모의 외곽 안에 내곽을 설치하여 내외곽 사

이를 잔자갈로 채웠고, 목곽의 중심부 바닥에는 사방으로 

잔자갈 석단(石壇)이 돌아간 내외 2중의 목관이 배치되었

다. 외관은 칸막이를 두어 동쪽은 부장품수장부로 사용하

고, 서쪽에는 피장자의 운구용 목관을 내관으로 안치하였

다. 부곽의 규모는 5.2m×3.8m×1.3m였다. 부곽이 생략된 

황남대총 북분의 관곽은 3중 구조로 목곽의 규모는 6.8m

×4.6m×4.0m였다. 남분과 비교하면 2중의 목곽 가운데 내

곽과 내외곽 사이에 채워진 잔자갈 층이 생략된 것이 달랐

으나 목곽의 높이는 남분의 외곽 높이와 거의 같았다. 목곽 

내에 2중 목관의 배치는 남분과 같았지만 그 주위로 돌린 

잔자갈 석단(石壇)은 ㅂ자형으로 동쪽을 비워 그 부분도 

부장품 배치구역으로 한 것이 다른 점이었다. 천마총의 관

곽은 2중 구조로 목곽의 규모는 6.6m×4.2m×2.1m였으며, 

목곽 안에 부장품수장궤를 동쪽, 운구용 목관을 서쪽으로 

장축을 달리하여 T자형으로 배치하였다. 황남대총 남북분

과 비교하여 목곽의 높이가 반으로 줄었고, 잔자갈 석단(石

사진 1. 금관총의 기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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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황남대총 남·북분과 천마총의 목곽부 복원도.

1. 황남대총 남분 주곽

2. 황남대총 북분

3. 천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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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황남대총 남분과 천마총의 적석부 복원도.

1. 황남대총 남분

2. 천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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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지상적석식 적석목곽분의 봉토 축조기법.

1. 천마총

2. 황남대총 남분 3. 황오동 44호분

壇)도 목관의 주위에만 돌아간 점도 차이가 있었다(문화공

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지상적석식 적석목곽분에서 이와 

같은 관곽 구조의 변화도 내부구조의 단계적인 생략을 통

한 간소화, 단순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최병현 1992). 

그런데 황남대총 남북분의 외관도 곽(槨)으로 보아 

남분은 3중곽 구조, 북분은 2중곽 구조였다는 주장도 있지

만(毛利光俊彦 1983; 김용성 2007), 남분의 내외곽과 남북

분의 내외관은 위치와 구조의 연계성으로 보아 각각이 별

개의 세트 관계였거나 일체구조였다고 판단된다. 황남대총 

북분 목관 동쪽의 석단(石壇)이 빈 凸자형 공간, 천마총의 

목곽과 석단 사이의 빈 공간이 각각 중국 한대 회랑식목실

묘의 입구나 회랑구조와 통한다는 특이한 주장도 있지만

(김용성 2007), 황남대총 북분의 凸자형 공간은 남분에 존

재한 부곽이 생략되면서 확보한 평면적 유물 부장구역일 

뿐이고, 천마총의 목곽과 석단 사이도 좁은 평면적 공간일 

뿐이어서 벽과 천정으로 구획된 한대 목실묘의 입체적 공

간과는 명백히 다른 것이다. 또 황남대총 북분 등의 목곽 

위에 따로 유물을 배치한 빈공간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지

만(김용성 2014b), 이 또한 근거도 없고 성립되기도 어려운 

주장이다. 

지상적석식에서 목곽 측벽 쪽 지상에 세워진 사방적

석은 평면 장방형 또는 방형에 가깝게, 단면 사다리꼴로 축

조되었다. 황남대총 남북분의 사방적석은 먼저 목조가구를 

설치하고 그에 맞추어 냇돌을 쌓아 축조하였으며(문화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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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국 문화재연구소 1985, 1994), 금관총의 재발굴에서도 고

분 기저부에서 목조가구의 기둥을 박았던 구멍들이 발견되

었다. 그러나 천마총의 사방적석에는 목조가구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로 보아 지상적석식에는 신라 전기 3b기까지 사

방적석에 목조가구가 설치되었으나 그 이후는 목조가구 없

이 냇돌만으로 사방적석을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황남

대총 남분의 주곽부와 천마총에서는 목곽 상부를 포함하

여 사방적석의 위 전체에 상부적석이 축조되었지만, 황남대

총 남분의 부곽과 북분에서는 목곽의 뚜껑 위에만 상부적

석을 가하였다. 상부적석은 모두 목조가구 없이 냇돌만으

로 축조되었으며, 황남대총 남분 주곽부와 천마총의 상부

적석 평면은 거의 방형에 가까웠고, 그 입면은 동서 장축의 

중심부가 능선을 이루는 우진각지붕이나 초가지붕 형태였

을 것으로 추정되었다(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74). 황남

대총 남분의 적석부는 사방적석의 높이 4.1m에 주곽 쪽 상

부적석의 잔존 최고 높이 1.3m였으나, 천마총의 적석부는 

사방적석의 높이 3.3m에 상부적석 잔존 최고 높이 2.6m였

다. 천마총의 사방적석 높이가 낮아진 것은 황남대총 남분

에 비해 목곽의 높이가 줄었기 때문이겠지만, 그럼에도 상

부적석을 높게 쌓은 것은 시기적인 변화였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이에 비해 상부적석을 밀봉한 점토층은 황남대총보다 

천마총에서 범위도 줄고 두께도 얇아졌다. 

지상적석식 적석목곽분의 축조공정을 세부적으로는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는 목곽 내 부장품과 

목관의 매납 이전에 축조된 부분과 매납 이후 축조된 부분

으로 구분할 수 있다(최병현 2000). 목곽과 사방적석, 그리

고 사방적석 높이까지의 하부봉토와 호석은 목곽 내 매납 

이전에 이미 축조되어 있던 부분이고, 상부적석과 그 이상

의 봉토는 매납 이후 축조하였을 것이다. 황남대총 남분과 

천마총의 사방적석과 상부적석 사이에 턱이 있고, 황남대

총 남북분과 천마총의 봉토 중 사방적석 높이까지의 하부

봉토에서는 자갈층이 수평이고, 그 위로는 자갈층이 내향경

사를 이룬 것도 그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황남대총 남분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쪽샘지구의 황오동 44호분에서는 

봉토의 분할 성토가 확인되었다.

(2) 상부적석식(사진 2, 그림 10~15)

상부적석식 적석목곽분의 봉분 규모는 직경 약 5m 내

외부터이며, 직경 30m, 높이 5m를 크게 넘지는 않았을 것

으로 판단된다. 상부적석식에서는 지상적석식에 비해 다양

한 형식의 묘곽이 조영되었다. 황남대총 북분 이후 지상적

석식은 물론 금령총과 식리총, 호우총과 은령총 등 적석목

곽분 가운데 차상위급의 상부적석식에서도 부곽이 생략되

고 2C식 단독곽이 조영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이하 중

하위급의 상부적석식에서는 1A1식의 일렬식 이혈주부곽도 

잔존하였고, 여러 형식의 동혈주부곽과 단독곽들이 공존되

었다. 이러한 사실은 적석목곽분 중에서도 중하위급의 상

부적석식에서 신라 조기 이래의 전통적인 발치쪽 유물 부

장이나 부곽의 전통이 오래 지속되어 나간 것을 보여준다. 

상부적석식에서 목곽과 목곽 측벽 쪽의 사방적석이 

축조되는 부분인 묘광은 종래에는 기반층 이하 지하로만 

파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기반층 위에 호석 높이만큼 

하부 봉토, 즉 1차 봉토를 쌓고 그 가운데에도 묘광을 연장

하여 구축하거나 되파기한 지상묘광부가 존재하는 것이 밝

혀졌다(김두철 2009). 최근 쪽샘지구 발굴에서는 황오동 

41호분과 34호분 2곽에서도 지상묘광부가 확인되었고, 일

제강점기에 조사된 황오동 16호분 단면도에도 기반층 위에 

각 묘곽들의 호석 높이까지 1차 봉토선이 표시되어 있고 적

석부가 기반토보다 위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아 1차 봉

토 중에 지상묘광부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

상묘광부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 고분들이 존재하는 황오

동 쪽샘지구를 중심으로 그 동서쪽, 즉 월성북고분군의 동

쪽 부분에서 주로 조사되고 있다. 이혈주부곽식에서 부곽

의 묘광에는 지상묘광부가 없거나 주곽 쪽보다 낮다. 그러

나 금령총, 식리총 등 노동동·노서동 지구의 늦은 시기 고

분들에서는 호석 안에 1차 봉토를 쌓기는 하였지만 묘광은 

기반층 이하로만 조성하여 지상묘광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묘광 안에 설치된 목곽은 홑겹으로 규모가 그다지 크

지 않고 높이도 최대 1.5m를 넘지 않아 지하·지상 묘광부

를 포함하여 목곽이 묘광의 어깨선 위까지 올라온 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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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상부적석식 적석목곽분의 묘광.

1. 황오동 41호분

2. 황오동 34호분 2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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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상적석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부적석식에서도 목곽 내에는 부장품구역과 피장자를 안

치한 운구용 목관이 목곽의 중심축선을 따라 배치된 것이 

일반적이지만, 황남동 110호분과 노서동 138호분 등 목관

을 부장품구역보다 약간 남쪽으로 치우치게 ㄱ자상으로 배

치한 예들도 보인다.

황남동 110호분, 호우총, 은령총 등 과거에 발굴조사

된 상부적석식 적석목곽분 중에 내부가 냇돌 석단으로 채

워진 2중 목곽구조가 존재하였다는 주장이 있지만(김용성 

2006, 2014b, 2015), 그 복원도를 보면 황남대총 남분 주

곽의 내외곽 구조의 선행구조(이희준 1996)라고 해석된 임

당동 G-5, 6호분 관곽 구조 복원안과 황남대총 남북분의 

내외관 구조를 합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당동 

G-5, 6호분은 묘광과 목곽 사이의 충전석이 목곽의 부식에 

따라 목곽 내부로 함몰된 석재충전목곽묘일 뿐, 내외 2중 

목곽구조가 존재하였다는 흔적이나 증거 자체가 없다(김

두철 2007). 따라서 상부적석식 중에 2중 목곽구조가 존재

하였다는 주장은 허구이며, 그 복원도도 정체불명이다. 상

부적석식 중의 일부 고분에도 지상적석식에서와 같이 목곽 

뚜껑 위에 ‘상부공간’이 있었다는 주장(김용성 2014b)도 역

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일방적 억측일 뿐이다.

상부적석식 중 일부 고분의 사방적석은 냇돌과 점토

를 함께 사용하여 쌓았다거나 냇돌 사이에 흙이 많이 포함

되었다는 보고가 있는데(최병현 1992: 198~205), 이는 석재

그림 10. 황오동 16호분 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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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상부적석식 적석목곽분의 묘곽부 유물배치도.

1. 금령총

4. 식리총

2. 황남동 110호분

3. 노서동 138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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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목곽묘에서 묘광과 목곽 사이를 돌과 점토를 함께 사

용하여 충전하였던 것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이른 시기 

고분을 포함하여 상부적석식의 중소형분에서는 목곽의 뚜

껑 위에 크기가 작은 냇돌을 쌓아 상부적석을 그다지 높지 

않게 조성하였으며, 이혈주부곽식에서는 그 범위가 주곽 

쪽은 지상묘광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부곽 쪽은 목곽

의 뚜껑 위로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부적석

의 평면형은 목곽의 형태와 같은 장방형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늦은 시기의 비교적 상위의 고분들에서는 상부적석

이 지하 묘광의 범위를 벗어나 평면 말각장방형, 타원형, 또

는 거의 원형에 가깝게 넓고 높게 조성되었으며, 그 사이에

도 위계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적석목곽분에서 호석은 고분 전체의 묘역을 한정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안에 1차 봉토가 축조되어 그것을 보

호하는 기능을 하였다. 울산 중산리유적의 석재충전목곽묘

인 신라 조기 2a기의 IA-74·75호묘와 2b기 1A-26호묘의 묘

광 주위 부석층 가장자리에 돌려진 갓돌이 호석의 시원형이

라는 주장이 있었으나(이성주 1996; 이희준 2001), 그 내부

에 1차봉토가 축조된 것도 지상묘광부가 존재하는 것도 아

니어서 그것은 호석의 기능과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2.   호우총의 복원도.

1.김용성의 호우총 복원안

4. 호우총 묘곽부 복원평면도

5. 호우총 복원 단면도

2. 김용성의 은령총 복원안

3. 호우총 묘곽부 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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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상부적석식 적석목곽분의 구조.

1. 황남동 109호분 실측도와 3곽 남북단면도

2. 황남동 110호분 실측도와 남북 단면 복원도

3. 황오동 14호분 실측도와 제1곽 남북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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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적석식 적석목곽분의 축조공정도 크게는 목곽 

내 매납 이전에 축조된 부분과 매납 이후 축조된 부분으로 

구분된다. 호석과 그 높이까지의 1차 봉토, 묘광, 목곽과 사

방적석은 목곽 내 매납 이전에 이미 축조되어 있던 부분이

고, 상부적석과 그 이상의 봉토는 목곽 내 매납 이후에 축

조된 부분이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황남대총 남분 이전

에 축조된 이른 시기 상부적석식 적석목곽분인 황남동 109

호분-3·4곽, 황남동 110호분, 황오동 14호분이 목곽의 뚜

껑 위에 상부적석이 가해지지 않은 사방적석식, 즉 석재충

전목곽묘였으며(이희준 1996; 김용성 2009, 2015), 적석목

곽분은 황남동 109호분-3·4곽의 지하 사방적석식, 황남동 

110호분의 일부지상 사방적석식, 황오동 83호분과 같은 반

지상 상부적석식과 황남대총 남분의 지상적식 순으로 진화 

발전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언급해 두어야겠다.

먼저 황남동 109호분-3·4곽으로, 이 고분의 동서단

면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곽인 3곽의 묘광 어깨선은 대략 

호석의 상단과 같은 높이인 반면 부곽인 4곽의 묘광 어깨

선은 호석의 하단보다도 아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로보아 이 고분의 주곽, 즉 3곽의 묘광은 호석 안에 성토

된 1차 봉토 중의 지상묘광부와 기반층 이하의 지하묘광부

로 되어 있었고, 부곽인 4곽은 기반층 이하의 지하묘광부

로만 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김두철 2009: 77). 그런

그림 14. 황오동 83호분 실측도와 묘광 남북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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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주부곽 모두 적석 함몰부 바닥을 냇돌들이 덮고 있었음

은 보고서의 사진들에서도 증명되지만(조선총독부 1937: 

도판 제8의 1, 2), 보고자는 또 함몰부의 적석상태에서 상

부로부터 낙하된 냇돌들을 그 사이에 낀 점토색으로 목곽 

측벽 쪽의 사방적석과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조선총독

부 1937: 6). 주곽인 3곽의 단면도는 상부적석이 분명히 묘

광 어깨선의 약간 밖에서부터 축조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

으며, 부곽인 4곽은 대체로 묘광선 안쪽에 적석되었을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황남동 109호분-3·4곽을 지하 사방

적석식이라고 한 것은 상부적석이 표시된 3곽의 단면도는 

무시하고 묘광 안에만 적석이 그려진 고분 전체의 평·단면

도만에 의한 판단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황남동 110호분(이은창 1975)인데, 그 평면도

와 장축 단면도에는 주부곽 함몰부의 바닥에 돌이 없지만, 

단축 단면도에는 두겹 정도의 냇돌이 주곽의 유물층 상면

을 덮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도면의 이러한 차이는 적석

목곽분을 발굴할 때 묘광 내 함몰 적석부의 도면 작성 과

정과 관련된 것으로, 평면도와 장축단면도는 적석부의 1차 

도면 상태이지만 단축 단면도는 함몰부 바닥층을 노출시킨 

뒤의 2차 도면을 합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고서

의 사진들 중에서도 주곽과 부곽의 중앙부까지 냇돌들이 

유물층 위를 고르게 덮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이은창 

1975: 358 도판 제10의 ②③). 그런데 남북 단면도에는 묘

광 벽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묘광의 남벽이 묘광 바닥

그림 15. 금령총 실측도와 동-서 단면 복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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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약 1.4m까지는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그 위는 밖으로 

경사져 올라간 것을 알 수 있고, 북벽 쪽은 전체 높이와 수

직부가 그보다 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보아 황남

동 110호분의 묘광도 지하묘광 위로 1차 봉토 안에 경사져 

올라간 지상묘광부가 있었던 것이며, 그 높이는 남벽 기준 

최소 42㎝, 북벽 쪽은 그 이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목곽의 높이를 알 수 없지만, 금령총 1.50m, 식리총 

1.2m, 호우총 1.2m로 추정된 목곽 높이를 고려하면 그보

다 소형에 속하는 황남동 110호분의 목곽 뚜껑은 기반층 

이하의 지하묘광 이상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

라서 수직 묘광 위 밖으로 경사져 올라간 지상묘광부에 있

는 적석은 사방적석 일부가 지상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상부적석이 가해진 것으로 목곽 뚜껑에서부터 

그 두께는 최소 40㎝이상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주

부곽 묘광의 남북 너비는 3.1m, 상부적석의 남북 너비는 

4.2m였으므로 상부적석은 수직묘광의 55㎝ 밖에서부터 쌓

아 올라간 셈이다. 남북 단면도에는 주곽 함몰부 바닥의 냇

돌들이 측벽 쪽의 사방적석 냇돌들보다 작게 그려져 있는

데, 사진에서는 부곽의 유물층 위에 함몰된 것도 크기가 

작은 냇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다(이은창 1975: 358 도판 

제10의 ③).9 소형분에서 상부적석이 지상묘광부에 가해지

고, 작은 냇돌들이 사용되는 것은 황오동 100유적과 쪽샘

유적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김두철 2009; 심현철 2012; 국

립문화재연구소 2015). 평면도에서는 또 부곽 쪽의 적석범

위가 주곽쪽보다 좁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주부곽식 적석목

곽분에서 부곽 쪽은 상부적석 범위가 좁고 두께도 얇았던 

것이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상으로 보아 황남동 110호분도 사방적석식이 아니

라 목곽 뚜껑 위에 상부적석이 가해진 상부적석식 적석목

곽분이었으며, 그 구조가 다른 주부곽식 적석목곽분들과 

공통적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황남동 110호분이 일

부지상 사방적석식이라는 주장은, 당시는 1차 봉토와 지상

묘광부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므로, 지상묘광 부분의 바닥

이 경사져 올라간 상부적석을 사방적석의 일부가 지상으로 

올라온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황오동 14호분은 표형분으로 선축된 남분의 주곽 - 

제1곽은 묘광이 상대적으로 깊지만, 그 부곽인 제1부곽과 

후축된 북분의 주부곽-제2곽과 부곽의 묘광은 대단히 얕

아, 고분 전체 평면도에 그려진 단면도로 보면 이들이 지상

적석식이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별도의 제

2곽 남북단면도를 보면 사방적석이 밖으로 경사져 올라간 

것으로 보아 기반층 이하로 판 얕은 지하묘광 위로 높은 

지상묘광부가 존재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도면에 묘광 벽선

은 그리지 않고 돌만 그려놓은 것은 이 부분이 지상에 있

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 보아 제1곽은 지하묘광과 지상묘

광부가, 그 외의 곽들은 얕은 지하묘광 위에 높은 지상묘

광부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보고서에는 상부적석이 크

기가 작은 돌들이었던 제1부곽을 포함하여 4개의 묘곽 함

몰부에 냇돌들이 고르게 덮인 평면도가 제시되어 있고(조

선총독부 1937: 49 제2도), 각 묘곽마다 유물층 위에 냇들

들이 고르게 덮인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다(제1곽 : 도판 제

5도 1, 제1부곽 : 제8도 1, 제2곽 : 10도 2, 제2부곽 : 13도 

1,2). 그리고 제2곽 남북 단면도에는 곽저부에 함몰된 냇

돌 위로 상부적석이 그려져 있는데, 상부적석은 묘광 어깨

선 밖에서부터 쌓아올려져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

은 도면과 사진으로 보아 황남동 14호분은 각 묘광이 일부, 

또는 거의 전부가 지상에 있지만, 적석부는 사방 적석의 외

면이 지상묘광을 따라 밖으로 경사져 올라가고 목곽 뚜껑 

위에는 상부적석이 가해진 상부적석식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황오동 14호분이 사방적석식이라는 주장(김용성  

2009, 2015)은 보고서의 충실한 분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그 축조시기가 황남대총 남분 이전이라는 선입관에 의한 

9 이희준은 주곽의 묘광 바닥 위에 함몰된 적석의 높이를 18㎝로 계산하고, 이 두께의 돌은 상부적석에서 함몰된 것이 아니라 목곽 둘레의 적석 중 극히 일부가 

내부로 함몰된 것이라고 보았다(이희준 1996: 300). 그러나 남북 단면도에는 함몰부 바닥이 묘광 바닥에서 50㎝ 이상 위에 그려져 있어 보고서의 기술 내용

과는 차이가 있으며, 사진에서 부곽의 중앙부를 덮고 있는 냇돌들은 도저히 목곽 둘레나 사방적석에서 낙하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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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황남대총 남분 이전에 축조된 

위의 세 고분은 모두 상부적석식의 적석목곽분이었음이 분

명하다. 그런데 또 황남동 109호분-3·4곽과 110호분처럼 

노출된 적석부의 평면형태가 목곽의 형태대로 장방형인 것

은 사방적석식이고, 황남동 83호분처럼 묘곽이 반지상화하

고 적석부가 목곽보다 훨씬 넓은 타원상인 것부터가 상부

적석식이라는 주장도 있다(이희준 1996). 물론 황남동 109

호분-3·4곽과 황남동 110호분의 노출된 상부적석의 평면

형은 장방형이다. 그러나 그것은 상부적석이 가해지지 않아

서가 아니라, 상부적석의 범위가 지하묘광에서 밖으로 경사

져 올라간 지상묘광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기가 늦은 황오동 16호분의 각 묘곽들의 상부적석 평면

도 묘곽의 형태대로 장방형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고분 각 

묘곽의 상부적석도 대개 지상묘광부 범위에 존재했기 때문

일 것이다.

그런데 황남동 83호분의 묘곽이 반지상화 하였다는 

주장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묘곽의 반지상

화가 혹 목곽의 상부가 기반층 이하의 지하묘광보다 그 위

로 올라왔다는 것이라면 황남동 83호분의 묘광에도 지상

묘광부가 있었을지 모르므로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도, 목

곽의 상부가 전체 묘광의 어깨선 위로 올라왔다는 의미라

면 그 근거는 미약하다. 황남동 83호분 묘광 남북단면도를 

보면 어깨선의 높이에 차이가 있지만 묘광의 남쪽은 1.5m, 

북쪽도 1.0m가 넘어 목곽의 높이가 반드시 묘광의 어깨선

보다 높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금령총의 목곽 높이

가 1.5m, 식리총과 호우총의 목곽 높이가 1.2m 정도로 추

정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리고 금령총

과 호우총 등 늦은 시기의 상부적석식에서는 지상묘광부가 

없이 목곽이 모두 지하 묘광 안에 설치되어, 묘곽의 반지상

화가 상부적석식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말해준다.

황남동 83호분의 상부적석은 타원형이고(조선총독부 

1935), 금령총과 식리총의 상부적석은 거의 원형에 가깝다

(조선총독부 1932). 호우총과 은령총의 상부적석은 말각장

방형으로 되어 있다(국립박물관 1948). 늦은 시기의 이러한 

예들은 상부적석이 지하묘광보다 훨씬 넓은 범위로 조성된 

것이다. 그런데 황남동 83호분과 금령총, 식리총은 모두 4a

기로 편년되는 고분들임에도 황남동 83호분에 비해 금령총

과 식리총의 상부적석 규모는 월등하다. 그러므로 상부적석

의 범위와 규모는 고분의 축조 시기나 위계와 관련된 것이

지, 그 평면형이 석재충전목곽묘인 사방적석식과 적석목곽

분인 상부적석식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평면형 

자체로만 말하면 황남대총 남분과 천마총의 상부적석 평면

도 장방형이거나 말각방형이지만, 황남대총 남분에 비해 천

마총의 상부적석이 2배로 높게 축조된 것을 밝혔다. 황남

대총 남분과 천마총의 상부적석 규모 차이가 시기적인 변

화를 말해주는 것이라면, 황남동 83호분과 금령총의 상부

적석 규모 차이는 고분의 위계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다. 상부적석식 중 시기가 이르거나 고분 위계가 낮아 상부

적석이 지상묘광부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규모로 작

고 얇게 축조되면 그 평면형은 자연히 묘광의 형태대로 장

방형이 될 수밖에 없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른 시기 고분을 포함하여 

상부적석식의 중소형분에서는 목곽의 뚜껑 위에 크기가 작

은 냇돌을 쌓아 상부적석을 그다지 높지 않게 조성하였으

며, 이혈주부곽식에서는 그 범위가 주곽 쪽은 지상묘광부

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부곽 쪽은 목곽의 뚜껑 위로 한

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부적석의 평면형은 목곽

의 형태와 같은 장방형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늦은 시

기의 상위 고분들에서는 상부적석이 묘광의 범위를 벗어나 

평면 말각장방형, 타원형, 또는 거의 원형에 가깝게 넓고 높

게 조성되었으며, 그 사이에도 위계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적석목곽분이 사방적석식, 즉 석재

충전목곽묘에 이어 뒤에 출현한 것은 분명하지만, 적석목곽

분이 지하 사방적석식, 일부지상 사방적석식, 반지상 상부

적석식·지상적석식의 순으로 진화하였다는 발전도식은 성

립하지 않는다. 지상적석식보다는 작은 규모이지만 상부적

석식 적석목곽분도 현재로서는 시기가 가장 이른 황남동 

109호분-3·4곽부터 상부적석, 호석과 고대 봉토를 가진 고

총으로 조영된 것이 석재충전목곽묘와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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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월성북고분군의 묘제 전개와 위계화 

1. 묘제의 전개

원삼국(사로국) 후기부터 목곽묘가 축조되기 시작하

여 형성된 월성북고분군에는 신라 전기에 적석목곽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묘제의 고분들이 조영되었다. <표 1>은 지금

까지 월성북고분군에서 발굴된 신라 전기고분들을 종합한 

것으로, 여기에는 유구가 일부만 조사되었더라도 출토 토기

에 의해 편년이 가능한 고분은 최대한 포함하고자 하였으

나,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거나 보고서에 제시된 토기의 사

진과 실측도로는 도저히 편년이 불가능한 일부 고분은 제

외되었다.10 

토광묘와 점토충전목곽묘는 원삼국 후기부터 조영되

어 온 것으로, 그 중 토광묘는 묘광 내에 점토충전부가 없

고 그 외 별다른 시설도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구조가 단

순하여 시기에 따른 변화를 찾을 수 없으며, 묘광의 규모도 

작아 최대 길이 3.12m, 너비 91㎝를 넘지 않는다. 유물용 

부광이 딸린 예가 없고, 묘광 내에서 토기 위주의 유물 소

수가 출토되지만 유물을 집중배치한 부장품 구역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1Bc기 것까지만 보고되었으나, 최근 

경주 황남동 95-6번지에서 발굴된 3기의 토광묘 중 고배, 

개배, 대부직구호 등이 출토된 2호 토광묘는 축조시기가 좀 

더 내려올 것으로 판단된다(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15). 경

주지역에서는 신라 후기의 토광묘도 조사된 예가 있으므

로(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3), 월성북고분군에서도 늦은 

시기까지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점토충전목곽묘는 기본적으로 묘광 벽 쪽에 점토충전

부가 돌아간 것이지만, 묘광의 규모가 작고 점토충전부가 

남아있지 않은 것 중에서도 유물을 집중 배치한 부장품 구

역이 있는 것은 앞의 토광묘와 달리 목곽이 설치되었을 것

이므로, 여기에 포함하였다. 월성북고분군에서 점토충전목

곽묘는 늦은 시기까지 확인되어 신라 전기 전기간 조영된 

것을 알 수 있다. 1Ab기의 대형급 목곽묘인 쪽샘 C10호는 

방형에 가까운 부곽이 딸린 1A1식의 주부곽식이지만 그 

이후 것들 중에는 주·부곽식이 없고, 대개 피장자 머리맡

에 부장품 구역이 있는 2C식의 단독곽으로 구조에서 특별

한 시간적인 변화를 볼 수 없다.

주부곽식인 쪽샘 C10호(사진 3-1)는 주곽의 묘광 4.40

×2.20m, 목곽 3.80×1.60m, 부곽의 묘광 2.60×2.20m, 목

곽 2.10×1.60m이고, 단독곽식 중에는 묘광 길이 3.20m 이

상, 너비 1.50m인 예도 있으나, 점토충전목곽묘는 대개 목곽

의 규모가 길이 3.0m, 너비 1.0m를 넘지 않았을 것이다. 대

형묘인 쪽샘 C10호도 묘광 바닥은 별다른 시설이 없는 흙

바닥이었는데, 월성북고분군에서 약간의 거리가 있지만 이

례적으로 목곽의 실물이 잘남아 그 결구 상태를 알 수 있

을 정도였던 경주 교동 천원마을의 목곽묘(신라문화유산연

구원 2014)에서도 묘광 바닥에는 별다른 시설이 되어있지 

않았고, 목곽의 나무바닥도 존재하지 않았다(사진 3-2). 이

로 보아 토광묘와 같이 점토충전목곽묘도 묘곽 바닥은 별

다른 시설이 없는 흙바닥이었을 것이다.

석재충전목곽묘(그림 16)는 신라 조기에 월성북고분

군과 중산리고분군에서부터 조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월

성북고분군에서는 신라 전기에도 내내 공존하여 늦은 시

기까지 확인된다. 4a기의 미추왕릉지구 5구역 17호와 월성

로 가-15호는 보고서에서 수혈식석곽으로 분류하고 있으

나 사진의 석벽 상태와 보고서의 기술 내용으로 보아 축석

식의 석재충전목곽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발굴 고분 중

에서는 현재까지 일렬식 이혈주부곽으로 밝혀진 것이 없으

나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쪽샘지구 분포조사에서 

묘광 상면이 노출되어 석재충전목곽묘로 판단되는 고분 중

에는 일렬식 이혈주부곽도 여러 기 보인다. 발굴 고분 중에

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1Bb기의 대형묘인 월성로 가-13

10 보고서에 출토 토기의 실측도가 수록되지 않은 예전 발굴 고분들은 토기 사진으로  편년할 수밖에 없어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편이 귀걸이 등 

많은 시간폭을 갖는 금속유물보다는 나을 것이므로, 대세 판단을 위해 이를 감수하고 편년하여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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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신라 전기 점토층전목곽묘.

1. 쪽샘 C10호

2. 천원마을 목곽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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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신라 전기 석재충전목곽묘.

1. 월성로 가-6호 2. 월성로 가-13호

3. 쪽샘 C9호

4. 쪽샘 G-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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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 일렬식 이혈주부곽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외 주부

곽식으로는 1B2a식과 1B4a식 동혈주부곽 1기씩이 조사되

었다. 단독곽식 중에는 2C식이 다수이나 2B식도 일부 포함

되어 묘곽의 형식이 앞의 점토충전목곽묘에 비해 다양한 것

을 알 수 있다.

월성로 가-13호의 규모는 묘광 3.50×2.40m, 목곽 

3.00×1.65m인데, 단독곽식은 2a기의 쪽샘 C9호11가 최대 

규모로 묘광 4.25×1.55m, 목곽 3.75×1.00m이어서 점토충

전목곽묘의 규모를 능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묘광의 깊이

는 현재 월성로 가-13호의 90㎝가 확인된 최대 깊이이다. 

대형묘 중에는 목곽 바닥 전체 또는 유해부에 자갈을 깔아 

시상을 설치한 예들이 있는데, 이는 신라 조기 목곽묘에서 

등장한 역상식(礫床式) 묘곽 바닥처리를 이은 것이다. 앞의 

점토충전목곽묘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과 차별화된다.  

현재의 자료서는 1Ba기 고분이 가장 이른 시기인 적석

목곽분의 구조와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으

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는데, 표의 불명 고분은 목

곽의 뚜껑 위에 상부적석이 축조되었는지 축조되지 않았는

지를 보고서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다. 과거에 

적석목곽분으로 취급되어 온 것들 중에서도 재검토 결과 상

부적석의 축조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은 여기에 포함하였다.

수혈식석곽분은 4벽을 돌로 축조하고 판석 뚜껑을 덮

은 것이지만, 발굴 당시 판석 뚜껑이 남아있지 않았으나 벽

석의 축조상태와 묘곽의 너비 등으로 보아 원래 분명히 판

석 뚜껑이 덮였을 것은 여기에 포함하였다. 현재까지의 조

사결과로는 월성북고분군에서 수혈식석곽분은 신라 전기 

2b기부터 축조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경주지역에서는 이보

다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수혈식석곽분이 축조된 고분군이 

있다. 묘곽의 형식은 비교적 다양하여, 주곽과 부곽 사이에 

판석으로 벽을 세운 1B2식의 일렬식 동혈주부곽과 부곽이 

주곽의 장벽 쪽에 있는 1B4식의 동혈주부곽도 조사되었고, 

단독곽식도 2C식 외에 2A식과 2B식도 조사되었다. 1B2식 

동혈주부곽으로 묘곽의 규모가 가장 큰 인왕동(문) 1호 석

곽은 전체 길이 3.90m, 너비 1.70m였고, 단독곽식은 쪽샘 

A6호의 길이 3.0m, 너비 75㎝가 가장 큰 규모이다. 석곽의 

높이는 가장 잘 남아있는 것이 75㎝로, 이를 크게 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벽석은 대개 냇돌을 많이 사용하였

지만, 4a기 이후 판상석을 세워 4벽을 축조한 것도 일부 존

재한다. 석곽의 바닥은 흙바닥인 예도 소수 존재하나 대개

는 잔자갈을 깔아 역상식(礫床式) 묘곽 바닥을 조성하였다.

이상 적석목곽분을 제외하고 월성북고분군에서 조사

된 고분들을 묘제별로 정리해 보았는데, 신라 전기 초의 이

혈주부곽식 점토충전목곽묘인 쪽샘 C10호 1례를 제외하고 

각각의 대형묘로 비교하면 석재충전목곽묘, 수혈식석곽분, 

점토충전목곽묘, 토광묘의 순으로 묘광이나 묘곽의 규모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석재충전목곽묘와 수혈식

석곽분에는 늦은 시기까지 여러 형식의 묘곽 형식이 존재했

고 역상식 묘곽 바닥도 조성되었으나, 점토충전목곽묘와 토

광묘는 묘곽 형식이 단순하였으며 역상식 묘곽 바닥도 조성

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지상적석식과 상부적석식 적

석목곽분에서는 필수 구조요소인 호석이 늦은 시기의 일부 

수혈식석곽분에서 확인되지만 그 외 묘제의 고분들에서는 

조사된 예가 없는 것도 유의할 점이다. 

본고의 고찰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으나 월성북고분군

에서는 이외에 옹관묘도 다수 쓰였고, 신라 전기 말로 편년

되는 횡구식석곽분 1기도 조사되었다. 

2. 묘제의 위계화

지금까지 월성북고분군에서 발굴된 신라 전기고분은 

<표 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편년상으로 3기, 특히 3b기 

11 보고자는 쪽샘 C1, C4, C9, C11호의 내부에 냇돌이 일정한 층을 이루고 있어 이를 상부적석식이었을 것으로 보았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4: 54). 그러

나 이들은 묘광이 대단히 얕게 남아 내부의 냇돌이 상부적석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보다도 묘광과 목곽 사이의 충전상태는 비록 남은 높이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이를 적석목곽분의 묘광 하단부 상태로 보기 어렵다. 호석이 돌아가지 않은 이 묘곽들의 분포상태나 위치로 보아도 쪽샘지구의 적석목곽분과는 확

연히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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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집중되어 있고 2기까지는 적은 수에 불과하다. 이는 

물론 지금까지의 발굴조사가 편년상으로 아직 고르게 이루

어지지는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표는 월성북고분군에서 신라 전기에 조영된 고

분들의 묘제 빈도와 그 변화에 대한 대체적인 흐름은 반영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은 월성북고분군에서 3a기

까지는 토광묘를 포함하여 점토충전목곽묘와 석재충전목곽

묘 등 전 시기 이래의 묘제도 다수 조영되고 있었으나 시기

가 내려오며 그 수는 점차 줄고, 신라 전기에 새로 출현한 

적석목곽분이 중심이 되어가는 가운데 수혈식석곽분의 조

영도 늘어간 것을 보여준다.

월성북고분군에서 이와 같은 변화는 새로운 묘제의 

성립이나 출현에 따른 묘제 사이의 위계 변화와 함께 진행

되었다고 판단된다. 묘제 사이의 위계화는 석재충전목곽묘

가 출현하면서 신라 조기에도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전고(최병현 2015)에서는 신라 조기에 석재충전목

곽묘가 조영된 고분군 중 월성북고분군은 아직 조사의 불

충분으로, 울산 중산리유적은 발굴보고의 불완전으로 석

재충전목곽묘의 발생에 따른 묘제 사이의 위계 변화를 자

세히 고찰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발생 당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석재충전목곽묘가 출현한 뒤 묘제 사이의 위계화

가 진행되어 신라 조기 말인 2b기에는 두 유적에서 모두 석

재충전목곽묘가 점토충전목곽묘보다 상대적으로 상위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월성북고분군에서는 신라 조기 2b기의 

월성로 가-8, 12호와 같은 묘광의 폭이 넓은 대형의 석재충

전목곽묘가 조사되었고, 중산리유적에서도 신라 조기 2a기

의 중산동 46호, 2b기의 IA-26호와 같은 가장 상위의 석재

충전목곽묘가 조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그

러나 신라 조기의 점토충전목곽묘와 석재충전목곽묘는 대

형이라도 고총화 하지는 못하여 저봉토묘 상태로 축조되었

기 때문에 목곽 부식으로 유구가 변형되고 봉토가 함몰하

거나 유실되어 지하유구만 남게된 것이라 판단된다. 

신라 전기에 들어오면 월성북고분군에서는 적석목곽

분이 새로 출현하여 전시기 이래의 묘제들과 함께 여러 묘

제의 고분들이 조영되었다. 적석목곽분을 제외한 다른 묘

제들 사이의 위계 차이는 앞의 묘제 전개에서 살펴본 묘광

과 묘곽의 규모, 묘곽 형식의 분포와 역상식 묘곽 바닥 조

성여부에서 이미 드러났다. 그런데 적석목곽분이 출현한 뒤 

신라 전기 월성북고분군에서는 적석목곽분이 이들 위의 최

상위 묘제였음은 고분 규모와 출토유물의 내용이 아니더라

도 묘제별 점유 입지와 고총화 여부가 단적으로 말해준다. 

적석목곽분과 다른 묘제 사이 점유 입지의 차이는 쪽샘지

구의 분포조사를 통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앞에서 이미 

보았으므로, 여기서는 고총화 여부에 대해서만 좀더 언급

하기로 하겠다.

고분의 고총화와 관련하여 여기서 먼저 주목되는 것

은 신라 전기 1A기의 중대형 점토충전목곽묘와 석재충전

목곽묘이다. 1Ab기로 편년되는 점토충전목곽묘인 황오동 

쪽샘지구 C10호의 규모에 대해서는 앞에서 밝혔지만, 그 

묘곽은 방형 부곽의 1A1식 일렬주부곽으로 대형급이고, 

부장유물로는 다수의 토기와 함께 각종 마구와 마갑, 그리

고 한 벌의 완전한 찰갑 등이 출토되었다. 월성로 가-6호도 

1Ab기로, 동북쪽 모서리 일부만 발굴되었지만(그림 16-1) 

보고서의 기술내용과 도면으로 보아 상당한 규모의 석재충

전목곽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토기와 함께 많은 양의 철

기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예들은 점토충전목곽묘나 석재충

전목곽묘가 월성북고분군에서 신라 조기는 물론 신라 전기 

초에도 위계상 아직 상당한 위치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

러나 이들은 신라 조기와 마찬가지로 고총이 아니라 저봉

토묘로 축조되었기 때문에 지하에서 매장주체부만 조사된 

것이다. 쪽샘 C10호에서 묘광의 주변이 충분히 조사되었음

에도 호석이 발견되지 않은 것도 이 고분이 호석이 없는 저

봉토묘였음을 말해준다. 다만 신라 전기 1A기는 앞으로 조

사에 따라 적석목곽분의 출현기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

서는 적석목곽분의 출현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고

총화 여부로 적석목곽분과 비교하여 위계를 말하기에는 아

직 이르다. 

점토충전목곽묘는 그 이후의 주목되는 예가 보이지 않

지만, 석재충전목곽묘 중에는 그 이후에도 주목되는 존재들

이 있다. 1Bb기로 편년되는 월성로 가-13호<그림 16-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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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서도 상부적석은 원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았는

데, 발굴면적의 제한으로 부곽의 유무는 알 수 없으나 발굴

된 묘곽은 대형급이고, 출토유물 중에는 각종 금공품과 유

리용기가 포함되었다. 월성로 가-13호분은 편년상으로 분명

히 월성북고분군에서 적석목곽분이 출현한 이후 조영된 석

재충전목곽묘이지만, 현재로서는 월성북고분군에 발굴조사

된 신라 전기 1기(1Aa~1Bc기) 고분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

이다(이희준 1996). 그보다는 못하지만 2a기로 편년되는 쪽

샘 C9호도 등자와 행엽을 포함한 각종 마구와 함께 많은 

철기와 토기가 부장된 석재충전목곽묘이다(그림 16-3). 이

러한 예들은 적석목곽분이 출현한 이후에도 월성북고분군

에서 석재충전목곽묘가 얼마간 그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음

을 말해주는 것이지만, 이들도 고총이 아니라 저봉토묘로 

조영되었기 때문에 지하에서 매장주체부만 발견된 것이다.

이외에도 신라 전기에 월성북고분군에서 석재충전목

곽묘가 고총화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축조되고 있었던 정

황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쪽샘지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쪽샘지구에서는 미고지를 따라 그룹을 이루고 분

포하는 적석목곽분들과는 달리 그 사이 저지대에서는 호

석을 두르지 않은 소형 묘곽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들 중

에는 점토충전목곽묘와 수혈식석곽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묘광선을 따라 충전 냇돌들이 보이는 석재충전목곽묘가 다

수를 차지한다. 특히 2015년에 분포조사가 이루어진 쪽샘 

G지구는 남쪽의 반 이상이 저지대인데, 이곳에서는 비교

적 규모가 큰 목곽묘들이 동-서로 줄을 이어 드러났다. 그

중 묘광 상부가 노출된 G-117호<그림 16-4>는 장방형 주

곽의 서쪽에 방형 부곽이 딸린 1A1식 이혈주부곽으로, 이 

고분도 묘광선 안쪽으로 돌아간 냇돌들로 보아 석재충전

목곽묘가 분명하다. 이외에도 석재충전목곽묘일 것이 분명

한 1A1식 주부곽 여러 기가 C지구와 G지구에서 확인되었

다. 아직 이들의 내부조사가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조사가 이루어진 A지구와 C지구 고분들로 미루어 보

아 이들 중에는 적석목곽분 출현 이후인 신라 전기에 축조

된 것도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1A1식 주부곽은 신라 전기에도 상당한 위상을 갖는 상위 

랭크의 고분에서 축조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고총이 아

니라 저지대에 저봉토묘로 축조되어 지하 묘곽만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현재로서는 가장 이른 시기인 황남동 

109호분-3·4곽부터 봉토 주위로 호석을 두른 고총으로 축

조된 적석목곽분과 대비된다. 황남대총 남분 이전의 황남

동 110호분과 황오동 14호분도 월성북고분군에서 적석목곽

분이 출현기부터 고총이었음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월성

북고분군에서는 신라 조기에 저봉토묘로 축조되었던 점토

충전목곽묘와 석재충전목곽묘가 신라 전기에 들어와 적석

목곽분이 출현한 이후에도 저봉토묘 상태로 잔존하였으며, 

이른 시기에는 묘곽 규모와 출토 유물상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위상은 곧 격하되어, 월

성북고분군은 고총인 적석목곽분 중심의 고분군으로 조영

되어 나갔던 것이다.

신라 전기 월성북고분군에서 조영된 수혈식석곽분도 

봉토분 상태로 조사되는 예는 없고 지하에서 매장주체부만 

발견될 뿐이며, 그 묘곽의 규모나 출토유물의 내용도 적석

목곽분과 견줄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적석목곽분 출

현 이후 월성북고분군에서 조영된 고분들의 묘제는 적석목

곽분, 석재충전목곽묘, 수혈식석곽분, 점토충전목곽묘, 토광

묘 순으로 그 위계가 낮아졌으며 적석목곽분과 다른 묘제 

사이의 위계차는 비교할 수 없이 확대되어 갔다. 월성북고

분군에서는 대규모 횡구식석곽분으로 황남동 151호분이 유

일하게 조사되었지만, 이 고분의 축조 시기는 신라 전기 말

로 실질적으로는 신라 후기 고분문화로 연결되는 것이다.

IV. 맺음말 

사로국 후기부터 목곽묘가 축조되어 경주지역의 중심

고분군이 된 월성북고분군에서는 신라 조기 석재충전목곽

묘의 발생에 이어 신라 전기에는 적석목곽분이 출현하여 

그 중심 묘제가 되었다. 적석목곽분은 매장주체부인 목곽, 

목곽 주위의 사방적석에 더해 목곽의 뚜껑 위에 가해진 상

부적석과 호석으로 보호된 고총 봉토가 묘광 내 목곽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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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석, 그 위의 저봉토로 이루어진 석재충전목곽묘와 차별

화 된 것이다.

신라 전기 월성북고분군에서는 적석목곽분이 지상적

석식과 상부적석식의 두 유형으로 나뉘어 전개되었으며, 신

라 조기 이래의 석재충전목곽묘와 점토충전목곽묘, 토광묘

도 공존하였고, 신라 전기에 새로 발생한 수혈식석곽분도 

축조되었다. 그러나 그중 고총으로 조영된 것은 적석목곽분

뿐이었으며, 묘제들 사이에는 그 외 고분의 입지, 묘곽 형식

의 분포, 구조 각부의 축조기법과 규모에서도 차등이 있었

다. 월성북고분군에서는 신라 조기부터 진행된 묘제 사이의 

위계화가 신라 전기에는 한층 강화되었던 것이다. 

고대국가 신라가 성립하고 발전한 신라 조기와 전기에 

경주 월성북고분군은 경주지역의 중심고분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라 전체 중앙의 중심고분군으로 기능하였다. 그

러므로 경주 월성북고분군은 신라 고분문화 변동의 진원이

었으며, 신라 고분문화 전개과정의 이해는 월성북고분군에

서 조영된 고분과 묘제들에 대한 실상의 파악이 그 출발점

이다. 필자는 이글을 시작으로 월성북고분군과 경주지역 각 

지구에서 전개된 신라 전기 고분문화의 전개과정을 살펴나

가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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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Incipient and Early Silla phases, which witnessed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e 
ancient Silla state, the Wolseong North Burial Ground functioned as not only the central burial ground in the 
Gyeongju region of the capital of Silla but also as the central burial ground of the whole Silla state. Wolseong 
North Burial Ground is where transformations in Silla funerary architecture first occurred. As such, an 
empirical study of the tombs constructed at this burial ground can be regarded as a starting point from which an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of the tomb culture of the Silla state may be achieved. This paper therefore 
aims to examine the changing nature of the tomb culture of the Early Silla phase through the burial data of 
Wolseong North Burial Ground and the Gyeongju region.

Wooden chamber tombs were constructed from the late phase of Saroguk. At Wolseong North Burial 
Ground, which eventually developed into the central burial ground of the Gyeongju region, wooden chamber 
tombs embellished with stone packing emerged during the Incipient Silla phase;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s, on the other hand, first appeared in the Early Silla phase and eventually became established as 
the central tomb type. A key difference between the wooden chamber tomb embellished with stone packing 
and the wooden chamber tomb with stone mound is that, in the case of the latter, stones were packed not only 
around sides of the wooden structure that acted as the burial chamber but also on top of this structure. The 
addition of a high earthen mound surrounded by protective ring of stones is another distinctive feature of the 
latter, presenting a contrast to the low mound of the former. 

During the Early Silla phase, two types of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s were constructed at 
Wolseong North Burial Ground: those with burial chambers located above ground and those with subterranean 
burial chambers. Also constructed during this phase were the wooden chamber tomb embellished with packed 
stones, the wooden chamber tomb embellished with packed clay, simple earth cut burials, which had been used 
since the Incipient Silla phase, as well as the stone-lined burials with vertical entrance which first appeared in 
the Early Silla phase. However, of these different types of burials, it was only the wooden chamber tomb with 
stone mound that was covered with a ‘high mound.’ Differentiation between the different tomb types can 
also be observed in terms of location, type of burial chamber used, construction method, and tomb size. It is 
therefore possible to surmise that stratification between the different tomb types, which first emerged in the 
Incipient Silla phase, became intensified during the Early Silla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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