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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경주 월성북고분군에서 조영된 적석목곽분의 존재 양태의 두 측면, 즉 묘형과 집단복합묘군에 대해 고찰하였다. 적석 

목곽분은 호석으로 한정된 봉분 안에 단위묘곽이 설치된 원형의 단위고분이 기본형으로, 그 묘형은 단일원분, 연접분, 다곽분으로  

구분된다. 단일원분은 피장자 1인의 단장분이고, 연접분은 일반적으로 부부나 혈연관계인 가족의 합장분이다. 다곽분도 대개 최하위 

랭크의 묘곽들로 구성된 합장분으로, 월성북고분군의 왕릉구역에만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쪽샘지구에서는 미고지를 따라 고분들의 소구역 군집현상이 보인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친연관계에 따라 소집단별로 미고지를 점유하여 그 축선 방향으로 중형급 단일원분이나 연접분을 조영하고 그 주변으로  

다수의 소형분들을 위성처럼 배치하여 집단복합묘군을 형성해 나갔기 때문이다.

대릉원지구를 비롯한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왕릉구역에서도 고분들은 집단복합묘군을 형성하였다. 왕릉구역의 집단복합묘군은  

마립간 왕릉인 초대형 단일원분이나 왕과 왕비의 합장릉인 초대형 표형분을 주분(主墳)으로 그 주변에 대소형 고분들을 배치하여  

형성되었다.

집단복합묘군의 피장자 중에는 신분이나 사회적 인격이 대등한 부부나 혈연관계의 가족이 포함되었겠지만, 고분들 사이의 랭크 

차이가 현저하여 피장자 모두가 혈연관계였다고 볼 수는 없다. 집단복합묘군에 포함된 하위 랭크 고분의 피장자들은 주분 피장자 및 

그 가족과 주종관계의 ‘소속인’들이었다고 판단된다.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분에서 보이는 이와 같은 묘형과 집단복합묘군은 신라 마립간시기 중앙의 사회집단과 그 성격을 

말해준다. 앞으로 이에 대한 좀 더 정밀한 분석은 당시 신라사회의 여러 측면을 밝히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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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원삼국시기 후기에 들어와 목곽묘가 조영되면서 형성

되기 시작한 경주 월성북고분군은 경주지역, 즉 사로국의 

중심고분군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신라국가가 성립하면

서 경주지역은 물론 신라 전체의 고분문화를 선도하는 신

라 중앙의 중심고분군으로 기능하였다. 경주 월성북고분군

에서 시작된 묘제와 고분구조, 부장품과 매장의례의 변화

는 경주지역의 각 지구 고분군은 물론 신라의 지방 각지 

고분군에 영향을 미쳤다. 경주 월성북고분군은 신라 고분

문화 변동의 진원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신라 고분문화

의 이해에는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실상 파악이 우선이다. 

신라의 고분문화는 경주 월성북고분군에서 조기의 

주부곽식목곽묘의 조영에 이어 적석목곽분이 출현하여 전

기로 전환한다. 적석목곽분의 출현은 신라에서 고총 문화

의 시작이기도 하여, 월성북고분군에는 수많은 거대한 봉

토분들이 조영되었다. 그런데 월성북고분군의 봉토분은 현

재 외형이 반구형인 원형분이 다수이지만, 원형분 2기를 

이어붙인 이른 바 표형분도 존재하고, 봉분의 변형이나 유

실에 따라 지상에 현전하는 형태로는 구분되지 않지만 지

하에서는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발굴조사되고 있다.

필자는 과거에 경주 월성북고분군에서 보이는 적석목

곽분의 이와 같은 존재양태를 ‘묘형’이라 규정하고, ‘묘형’에

는 계층이나 신분과 같은 피장자의 사회적 인격이 반영되

어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최병현 1980, 1981, 1992). 그런

데 최근의 쪽샘지구 발굴조사 등 그 이후 드러난 월성북고

분군의 새로운 발굴자료로 보아 적석목곽분의 묘형에 대

한 재분류가 필요하게 되었고, 또 그 의미에 대해서도 전고

(최병현 2017)의 단위묘곽을 기준으로 한 고분 랭크의 분

석에 따라 재해석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편, 경주 월성북

고분군에서는 또 고분들이 대소 그룹을 이루고 있는 현상

이 관찰되는데(최병현 2014), 쪽샘지구 조사에서는 여러 묘

형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고분들의 군집 현상이 좀 더 명료

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적석목곽분의 묘형과 그 성격

을 재검토한 다음, 경주 월성북고분군에서 보이는, 여러 묘

형으로 이루어진 대소 고분들의 군집현상과 그것이 의미

하는 바에 대해서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조영과정과 조영집단의 성격에 대해 좀 더 

접근해 보고자하며, 그 결과가 당시 신라사회의 여러 측면

을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적석목곽분의 묘형과 그 성격

1.묘형의 분류

신라 전기의 적석목곽분은 매장주체부인 목곽, 목곽

의 측벽 사방과 뚜껑 상부로 돌을 쌓아 올린 적석부, 그리

고 원형(圓形)의 고대(高大) 봉토와 봉토 가장자리로 두른 

호석을 갖춘 고분으로 정의된다(최병현 2016a). 적석목곽분

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물론 신라 전기 경주지역의 중심고

분군인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적석목곽분의 목곽은 묘광 없이 지상에 설치된 것-무묘광 

지상주체식과 지하 내지 지상에 조성된 묘광 안에 설치된 

것- 묘광 주체식으로 나뉘지만(최병현 2016b), 모두 수혈식

으로 1묘(목)곽 1인 매장을 원칙으로 한다. 

적석목곽분은 적석부로 둘러싸인 그러한 수혈식 단위

묘곽의 매장주체부 위로 봉토를 쌓아 올리고 호석으로 묘

역을 한정한 원형의 단위고분이 기본형이다. 묘곽의 형식이 

주곽의 장축 방향으로 부곽이 딸린 일렬식 주부곽인 중소

형분이거나 또는 다른 선축 고분들로 둘러싸인 입지의 환

경에 따라서는 단위고분의 전체 평면이 호석을 기준으로 

타원형에 가까운 예들도 적지 않지만, 상위 랭크의 고분일

수록 그 전체 평면은 원형에 가까워 적석목곽분은 기본적

으로 평면 원형 지향의 고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월성북고분군에서 조사되거나 현전한 적석목

곽분 중에는 단위고분이 기본형 그대로 축조된 대소의 원

형분과 함께 표형분 또는 쌍분이라 불리어온, 단위고분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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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어 붙여 축조한 대소의 연접분이 있다. 또 지상에서는 

잘 인식되지 않아 왔지만 지하에서 발굴조사되는 적석목곽

분 중에도 단위고분 2기나 그 이상이 연접된 것, 단위묘곽 

여러 기가 하나의 봉분 안에 설치되었다고 판단되는 것 등

이 있다.

필자는 적석목곽분의 그와 같은 존재양태를 과거에 

‘묘곽과 묘역의 결합상태’에 따른 ‘묘형’으로 규정하고(최병

현 1980: 5), 적석목곽분의 묘형을 구분한 바 있다. 묘형은 

크게 단장묘와 다장묘로 구분되며, 단장묘는 단위고분이 

기본형으로 축조된 것으로 외형상 단일원묘이고, 다장묘는 

친연관계에 있는 피장자들의 합장묘로 표형묘, 복합묘 1식

과 2식1, 다곽묘로 세분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묘형에 따라 

고분 각부의 규모와 축조수법, 출토유물을 대비하여, 묘형

은 신분과 같은 피장자의 사회적 인격에 따른 것이라고 해

석하였다. 따라서 적석목곽분의 묘형은 골품제도가 성립하

는 신라의 중고기 이전, 즉 마립간 시기의 신분질서를 반영

하고 있다고 보았다(최병현 1980, 1981, 1992). 

그런데 최근 필자는 묘형에 따라서가 아니라 개개 단

위묘곽에 따라 출토유물을 검토하여 고분의 랭크를 구분해 

본 바(최병현 2017), 과거에 살펴본 묘형 사이의 격차와 새

로 드러난 고분 각 랭크 사이의 격차가 모두 일치하지는 않

음을 알게 되었다. 또 묘형의 성격에 대해서도 최근의 쪽샘

지구 발굴조사에서 드러난 월성북고분군 내 묘형의 분포상

태에 따라 재해석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

다. 이에 여기서는 적석목곽분의 묘형을 재분류하고, 묘형

의 성격에 대해서도 재고찰해 보고자 한다.

전고들에서는 다장묘 가운데 단위고분 2기 이상을 연

접한 고분을 표형묘와 복합묘 1, 2식으로 세분하였다. 그러

나 본고에서는 이들을 일단 연접분으로 통합하여 적석목곽

분의 묘형을 단윌원분, 연접분, 다곽분으로 분류하고, 묘형 

별로 그 사례와 성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 전에 ‘묘형’이라는 용어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두

겠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묘형’은 필자가 적석목곽분

의 ‘묘곽과 묘역의 결합상태’에 따른 존재양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조어(造語)한 것이다. 여기서 묘역은 ‘호석으로 한정

된 봉분의 범위’를 가리키며,2 적석목곽분은 누누이 강조해

온 바와 같이 규모가 크든 작든 모두 목곽 위의 상부적석과 

그 위로 쌓아올린 봉토를 가진 고분이다. 그러므로 묘(墓)-

분(墳)-총(塚)의 정의(최병현 2002, 2011)에 비추어 보면 ‘묘

형’이 적석목곽분의 존재양태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반드시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필자가 조어할 당시 우리 학

계의 고분연구에서는 지금처럼 묘-분-총을 엄격히 구분해 

쓰지 않았고, 또 분형이라고 하면 방(형)분, 원(형)분처럼 봉

분의 형태만을 연상하기 십상이어서, 필자는 ‘묘’를 모든 무

덤을 가리키는 확대된 의미로 보아 ‘묘형’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묘형’보다 적석목곽분의 존재양태를 표현할 

좀 더 적합한 용어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그 대안이 제시되거나 찾아

지지 못한 상황이므로 본고에서도 ‘묘형’을 적석목곽분의 

존재양태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잠정적으로 사용한다는 점

을 밝혀둔다.

2. 묘형과 그 성격

1) 단일원분(도면 1)

목곽과 적석부로 이루어진 하나의 매장주체부 주위로 평

면 원형, 또는 원형에 가깝게 호석이 돌아간 단위고분이 기본

1 처음에는 집단묘 1, 2식이라 하였으나(최병현, 1980, 「古新羅 積石木槨墳 硏究(上) - 墓型과 그 性格을 중심으로 -」 『韓國史硏究』31, 한국사연구회; 최병현, 

1981, 「古新羅 積石木槨墳 硏究(下) - 墓型과 그 性格을 중심으로 -」 『韓國史硏究』32, 한국사연구회), 그 뒤 복합묘 1, 2식으로 바꾸었다. 최병현, 1992, 『新

羅古墳硏究』, 일지사. 

2 적석목곽분의 묘형에서 묘역은 단위고분의 봉분 범위를 가리키지만, 묘역이라는 말은 이전부터 ‘능묘역’, ‘가족묘역’처럼 좀 더 넓은 공간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여 왔다. 왕(비)릉과 그 주변 석물 배치구역을 포함한 공간은 능역 또는 능권역, 복수의 능묘를 포함한 공간은 능묘구역 또는 능묘권역, 가족묘역은 그대로 

또는 가족묘구역으로 차별화하여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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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그대로 축조된 적석목곽분이다. 고분의 평면은 원형, 외형상

으로는 반구형을 이루며, 기본적으로 1인용의 단독분이다.3 

전고들에서는 단일원분(묘)이 표형분(묘)과 함께 모

두 적석목곽분 가운데 상위 묘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지

만, 단위묘곽을 기준으로 한 고분 랭크의 새로운 분석에 따

르면 현재 호석까지 확인된 단일원분은 특a랭크부터 b랭크

까지 존재한다. 그러나 c랭크 고분으로 분류된 황남동 83호

분은 호석은 발굴되지 않았지만 외형상 단일원분이었고, 미

추왕릉지구 5구역 4호분도 발굴조사에서 호석의 존재는 확

인되지 않았지만 묘곽 내의 적석 함몰상태로 보아 d랭크의 

적석목곽분으로 분류된다.4 

한편 쪽샘지구에서는 호석 직경 5m 내외의 유구도 

조사되고 있다. 내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이 

모두 피장자가 안치된 고분 유구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5 

3 적석목곽분은 순장자를 제외하고 한 묘곽에 주 피장자는 1인이다. 그러나 계림로 14호분에서는 한 묘곽에 주피장자가 2인이었으며(국립경주박물관, 2010, 

『慶州 鷄林路 14號墓』), 연접분의 한 단위묘곽으로 판단되는 황남동 파괴고분 2곽도 피장자 착장유물의 배치상태(박일훈, 1964, 「皇南里破壞古墳調査報告」 

『皇吾里四·五號墳皇南里破壞古墳發掘調査報告』, 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 弟五冊, 도판 7)로 보아 주 피장자가 2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례는 

극히 예외적이다.

4 발굴조사 전에 지표가 심하게 삭평된 인왕동지구에서도 d랭크에 속하는 적석목곽분의 묘곽들이 주변에 호석없이 조사되었는데(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2, 『慶州 仁旺洞 古墳群』; 국립경주박물관, 2003, 『慶州 仁旺洞 遺蹟 - 협성주유소 부지 -』), 묘곽들의 인접 상태로 보아 이들 중 상당수는 연접분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가까이에 다른 묘곽이 있지 않은 적석묘곽들도 원래부터 모두 호석이 설치되지 않은 단독분이었을지는 의문이다. 

5 호석 내부에 대호 등을 매납한 제의유구일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으나(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4, 『慶州 쪽샘地區 新羅古墳遺蹟 IV -A·C~F地區 分布

調査 報告書-』, p.108, pp.118~120),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경 5m가 넘지 않는 독립된 호석 유구 안에는 집단복합묘군에 소속된 제의용 유물곽이 설치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도면 1. 단일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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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들을 고려하면 단일원분은 적석목곽분의 모든 랭

크에 걸쳐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단일원분은 적석목

곽분의 모든 랭크에서 1인용의 단독분으로 조영된 기본형 

고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접분 

목곽과 적석부로 이루어진 매장주체부 주위로 호석이 

돌아간 단위고분 2기 이상을 의도적으로 이어 붙여 축조한 

고분들이다. 단위고분들 사이에는 축조의 선후가 있어, 후축

고분의 묘곽은 선축고분의 봉분이나 호석 일부를 파괴하고 

그 자리에 설치되거나 선축고분의 호석과 약간 사이를 두고 

설치되기도 하지만, 후축고분의 호석과 봉분은 선축고분의 

호석과 봉분에 이어 붙여 축조된다. 후축고분을 연접해가는 

방향에 따라 남북연접분과 동서연접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이 호석과 봉분의 연접이 아니라 적석부가 이

어 붙여 축조된 고분도 있다. 이들의 예는 아직 소수이어서 

연접분의 기타로 설명해둔다.

(1) 사례 검토

남북연접분

○ 황오동 14호분(도면 2-1) : 말각방형으로 남아있던 

봉분의 아래에서 호석이 연접된 2개의 단위고분이 드러났

다. 일렬식 이혈주부곽인 제1곽-제1부곽의 주위로 호석이 

돌아간 남분이 선축되었고, 남분의 북쪽 호석 일부를 파괴

하고 후축고분인 북분의 일렬식 이혈주부곽인 제2곽-제2

부곽이 설치되었다. 후축된 북분의 묘곽 바닥이 선축된 남

분의 묘곽 바닥보다 높게 설치되었고, 북분의 호석과 봉분

은 남분의 호석과 봉분에 이어붙인 것으로 보인다. 

남·북분 모두 신라 전기 1Bc기로 편년되며, 남분은 

피장자가 세환식귀걸이와 환두대도를 착장하여 남성인 a

랭크 고분으로, 북분은 피장자가 태환식귀걸이를 착장하여 

여성인 b랭크 고분으로 분류된다. 

○ 황남대총(도면 2-2) : 봉분이 표형으로 거의 완전

하게 보존되어 있었으며, 일렬식 이혈주부곽이 설치된 남분

이 선축되었고, 남분의 북쪽 봉분과 호석 일부를 파괴하고 

도면 2. 연접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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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쪽샘 B지구 연접분의 두 보고서(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3, 『慶州 쪽샘地區 新羅古墳遺蹟 Ⅲ -B1號 發掘調査 報告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6a, 

『慶州 쪽샘地區 新羅古墳遺蹟 VII -B지구 연접분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는 가장 먼저 B2호가, 마지막으로 B4호가 축조된 것으로 보았으며, B1, B3, B6호의 

선후관계는 토층에서 확인되지 않고 유물에서도 서로 간에 큰 시기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6a, p. 473. 그러나 보고서의 도면에는 

그려져 있지 않지만, 사진에서는 B2호의 부곽 서쪽으로 B2호의 서쪽 호석 일부가 낮게 남아있어 그것이 B6호 주곽 서북모서리 쪽에 닿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 B2호와 B6호의 묘곽형식은 다 같이 일렬식 이혈주부곽이다. 그런데 B6호의 동쪽에 있는 B3호는 동혈주부곽이고, 그 묘광 어깨선과 묘곽의 바닥이 

B6호보다도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3호보다 B6호가 선축이었다고 판단된다. B1호 보고서(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3)의 도면에는 B4호 묘곽의 

서쪽으로 B1의 호석 일부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그려져 있다. 

후축고분인 북분의 두부부장단독곽을 설치하였다. 모두 무

묘광 지상주체식인 남분과 북분의 묘곽 바닥 높이는 큰 차

이가 없었으며, 북분의 호석과 봉분은 남분의 호석과 봉분

에 이어 붙여 축조하였다.

남분은 신라 전기 2a기로 편년되며, 피장자는 세환식 

관 수하식과 환두대도를 착장한 남성, 북분은 신라 전기 

2b기로 편년되고, 피장자는 태환식 관 수하식을 착장한 여

성으로, 남·북분 모두 특a랭크 고분으로 분류된다.

○ 황오동고분(도면 2-3) : 남북으로 긴 장방형에 가깝

게 남아있던 봉분 아래에서 2개의 매장주체부가 남과 북으

로 거리를 두고 드러났다. 호석이 발굴되지 않아 선후관계

를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두 매장주체부 사이의 거리와 방향

으로 보아 단위고분 2기가 남북으로 연접된 고분으로 판단

된다. 남·북곽(분)의 묘곽형식은 모두 두부부장단독곽이다.

남·북곽 모두 신라 전기 3b기로 편년되며, 남곽은 피

장자가 세환식귀걸이와 대도를 착장한 남성인 a랭크 고분

으로, 북곽은 피장자가 태환식귀걸이를 착장하여 여성인 a

랭크 고분으로 분류된다.

○ 인왕동 16호분(도면 3-1좌) : 부정형으로 얕게 남

아있던 봉분 아래에서 여러 기의 단위고분과 묘곽들이 드

러났는데, 이들 전체는 뒤에서 살펴볼 하나의 집단복합묘

군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늦게 축조된 1곽의 호석이 

선축된 2·3곽과 4·5곽 및 그 서북쪽 11·12곽의 호석과 일

부 겹쳐 축조되었으나 겹쳐진 범위로 보아 그것은 단순 중

복으로 보이며, 각각 주곽과 부곽이 설치된 단위고분들인 

8·10곽, 2·3곽, 4·5곽이 남북으로 이어진 연접분의 묘곽들

이다. 그 외에 호석없이 단위묘곽 상태로 조사된 6·7곽, 9곽

과 이들의 관계는 알 수 없다.

평면도상으로는 남쪽의 8·10곽에서부터 2·3곽, 4·5

곽의 순으로 호석을 연접해간 것으로 보이지만, 단면도상으

로 묘곽의 바닥은 2곽과 4곽이 거의 같고, 8곽은 그보다 높

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각 묘곽에 딸린 호석의 통과선을 

연장해 보았을 때 묘곽의 설치 위치도 4·5곽은 2·3곽의 호

석 북쪽 일부를 파괴하고 설치된 것이 분명하지만, 2·3곽

은 8·10곽 호석 북쪽에 근접할 정도이다. 따라서 이들 중

에서는 2·3곽이 가장 선축이고, 8·10곽과 4·5곽이 그 남

북으로 후축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연접된 단위고분 3기의 묘곽형식은 8·10곽-일렬식 이

혈주부곽, 2·3곽-일렬식 동혈주부곽, 4·5곽-1B4a식 병렬

주부곽으로 각기 다르지만 모두 신라 전기 3b기로 편년된

다. 2·3곽과 8·10곽은 피장자가 태환식귀걸이를 착장하여 

여성인 a랭크 고분으로, 4·5곽은 피장자가 세환식귀걸이와 

대도를 착장하여 남성인 a랭크 고분을 분류된다.

○ 쪽샘 B지구 연접분(도면 3-2) : 지상에서 봉분은 

인식되지 않았으나, 지하에서 5기의 단위고분을 남북으로 

이어 붙여 축조한 연접분이 발굴되었다. 그 중 묘곽의 형식

이 일렬식 이혈주부곽인 B2호가 가장 먼저 축조되었던 것

으로 보인다. 이어서 B2호의 서남쪽 호석 일부를 파괴하고 

역시 일렬식 이혈주부곽인 B6호가 축조되었던 것으로 판

단된다. 그 다음으로 남쪽에 일렬식 동혈주부곽인 B3호, 

북쪽에도 일렬식 이혈주부곽인 B1호가 B2호의 호석 일부

씩을 파괴하고 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B1호의 북쪽에 B2

호와 B1호의 호석 일부씩을 파괴하고 족부부장단독곽인 

B4호가 축조되었다.6

선축된 B2호와 그에 이은 B6호, 그보다 후축된 B3호

와 B1호는 모두 신라전기 3b기로 편년되며, 가장 늦게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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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연접분(2).

된 B4호는 4b기로 편년된다. a랭크인 B1호 외에는 모두 b

랭크 고분으로 분류되는데, 가장 선축인 B2호와 그 남북의 

B3호, B1호 피장자는 세환식귀걸이와 대도를 착장한 남성, 

B6호의 피장자는 태환식귀걸이를 착장한 여성, 가장 늦게 

축조된 북쪽 끝의 B4호 피장자는 세환식귀걸이를 착장하

였으나 대도는 착장하지 않은 여성으로 판단된다. 

○ 미추왕릉지구 제9구역 A호 파괴고분(도면 3-3) : 

발굴 전 봉분은 잘 식별되지 않는 상태였으며, 최소 5기의 

단위고분이 이어 붙여진 연접분이 조사되었다. 그 중 3기가 

발굴되었는데, 원래 1곽과 2곽은 호석이 서로 겹친 부분이 

없어 각각 독립적인 단위고분이었으나, 그 사이에 3곽을 후

축하고 그 호석을 1곽과 2곽의 묘곽 적석부에 겹치도록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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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축조하여 3기의 단위고분이 연접되었던 것으로 보인

다. 3곽의 위치는 1곽의 서쪽이지만, 2곽의 북쪽에 해당한

다. 3곽의 바닥은 2곽의 바닥보다 높다.

선축된 1곽과 2곽의 묘곽형식은 모두 족부부장단독곽

이고, 후축된 3곽은 1B4c식의 동혈주부곽이다. 모두 b랭크 

고분으로 분류되며, 신라 전기 4a기인 1곽과 4b기인 2곽의 피

장자는 태환식귀걸이를 착장한 여성, 신라 전기 4b기인 3곽의 

피장자는 세환식귀걸이와 대도를 착장한 남성으로 판단된다.

○ 이외에 표형분으로 보고된 호우총과 은령총이 서

로 연접되지 않은 별개의 고분이라는 판단(최병현 1980, 

1992)에는 변함이 없지만, 호우총의 서남쪽 호석과 노서리 

215번지 고분의 적석부가 상하로 중복되어 있었다고 보고

되었다(有光敎一·藤井和夫, 2000). 노서리 215번지 고분의 

호석은 조사되지 않았다. 보고대로 선축된 노서리 215번지 

고분의 적석부 위에 호우총의 호석이 축조되었다면, 이는 

단순 중복일 수도 있지만 두 고분 묘곽 위치로 보아 연접분

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두 고분의 묘곽 형식은 두부부장단

독곽으로 모두 신라 전기 4b기로 편년되며, 노서리 215번지 

고분은 피장자가 태환식귀걸이를 착장한 여성인 a랭크 고

분, 호우총은 피장자가 세환식귀걸이와 환두대도를 착장한 

남성인 a+랭크 고분이다. 인왕동 19호분의 연접분들 가운데

에도 남북연접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 황남동 

파괴고분도 남북연접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 보고서

가 발간되지 않아 세부사항은 알 수 없지만 황오동 100유

적의 적11·1·2호도 남북연접분이다. 

동서연접분

○ 서봉총과 데이비드총(도면 4-1) : 최근 재발굴 결

과 선축된 서봉총의 서남쪽 호석 일부를 파괴하고 데이비

드총의 묘곽과 적석부가 설치되었으며, 서봉총의 호석에 잇

대어 그 호석을 축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봉총은 무묘광 

지상주체식으로 두부부장단독곽, 데이비드총은 묘광주체

식으로 두부부장단독곽이며, 각각의 호석으로 보아 두 단

위고분의 봉분 규모에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

다(국립중앙박물관 2016).

서봉총은 신라 전기 4a기의 특a랭크 고분으로 그 피

장자는 태환식귀걸이를 착장한 여성, 데이비드총은 신라 전

기 4b기의 a랭크 고분으로 그 피장자는 세환식귀걸이를 착

장하였으나 대도는 착장하지 않은 여성으로 판단된다(穴

澤咊光 2006).

○ 미추왕릉전지역 C지구 1~3호분(도면 4-2) : 묘곽

의 형식이 두부부장단독곽으로 선축된 1호의 서남쪽 호석

에 근접하여 족부부장단독곽인 2호의 묘곽을 설치하고 그

에 딸린 호석을 1호의 호석에 이어 붙였다. 3호도 1호의 남

쪽 호석 일부를 파괴하고 후축된 것이지만 구조적으로 2호

와 3호의 선후관계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2호의 위치에서 

보면 3호는 그 동쪽이고, 묘곽의 형식도 2호와 같은 족부

부장단독곽이다. 

1호와 2호는 신라 전기 4a기, 3호는 4b기로 편년되며, 

1호의 피장자는 세환식귀걸이를 착장하였으나 대도는 착장

하지 않아 여성, 2호와 3호의 피장자는 모두 태환식귀걸이

를 착장한 여성으로 모두 b랭크 고분으로 분류된다.

○ 미추왕릉지구 제4구역 3호분(도면 4-3) : 선축된 1

호 묘곽에 딸린 호석 서쪽 일부를 파괴하고 2호 묘곽을 설

치하였다. 2호 묘곽에 딸린 호석은 발굴되지 않았다.

두 묘곽 모두 족부부장단독곽으로 신라 전기 4b기로 

편년되며, 1호는 a랭크 고분, 2호는 b랭크 고분으로 분류된

다. 피장자는 모두 세환식귀걸이를 착장하였으나 대도는 착

장하지 않은 여성으로 판단된다.

○ 미추왕릉전지역 D지구 1호분(도면 4-4) : 선축된 

1호 묘곽에 딸린 호석의 서북쪽 일부를 파괴하고 2호 묘곽

을 설치하였다. 2호 묘곽에 딸린 호석은 발굴되지 않았다. 

1, 2호 묘곽 모두 두부부장단독곽이나 출토토기의 미

보고로 정확한 편년은 알 수 없다. 모두 b랭크 고분으로 분

류되며, 1곽의 피장자는 세환식귀걸이를 착장하였으나 대

도는 착장하지 않은 여성, 2곽의 피장자는 태환식귀걸이를 

착장한 여성으로 판단된다.

○ 이외에 황오동 100유적의 적10·4·3호도 동서연접

분이고, 인왕동 19호분의 연접분들 중에도 일부 동서연접

분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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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황남동 82호분(도면 4-5) : 대체로 원형에 가깝게 

남아있던 봉분 아래에서 동서로 연접된 2개의 적석부가 드

러났다. 각각의 적석부 안에 설치된 묘곽의 높이와 형식에

는 차이가 있지만 두 적석부 사이에 간층이나 봉토가 겹친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두 적석부를 의도적으로 연접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동총 적석부에는 일렬식 동혈주부

곽이 설치되었고, 서총 적석부에는 동총의 묘곽보다 높게 

1B4a식 병렬주부곽이 설치되었다.

동총은 신라 전기 3b기, 서총은 4a기로 편년되는 a랭

크 고분으로 분류되며, 동총의 피장자는 세환식귀걸이를 

착장하였으나 대도를 착장하지 않은 여성, 서총의 피장자

는 태환식귀걸이를 착장한 여성으로 판단된다.

○ 황남동 109호분(도면 4-6) : 부정형의 봉분 속에서 

각각 부곽이 딸린 3기의 매장주체 묘곽이 조사되었다. 그 

중 일렬식 동혈주부곽들인 1곽과 2곽은 일렬식 이혈주부곽

인 3·4곽의 호석 상단 높이의 봉토 중에서 조사되어 3·4

곽이 선축인 것은 알 수 있지만, 3·4곽과 후축된 1곽, 2곽

이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다. 주부곽이 동서로 배치된 2

곽과 역ㄱ자상을 이루도록 1곽의 주부곽이 남북으로 배치

되었는데,7 2곽의 부곽과 1곽의 부곽이 한 벽을 공유하도록 

이들의 적석부를 연접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곽과 2곽 모두 신라 전기 3a기로 편년되며, 1곽은 피

장자가 세환식귀걸이와 대도를 착장하여 남성인 a랭크 고

분, 2곽은 피장자의 성별을 알 수 없으나 부장유물로 보아 

b랭크 고분으로 분류된다. 

(2) 성격 고찰

먼저 연접분의 구조적인 면부터 살펴보겠다. 앞에서는 

지금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연접분들을 연접 방향에 따

라 남북연접분과 동서연접분으로 나누어 그 사례들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남북연접분이나 동서연접분이나 연접분들 

각각의 방위를 비교해 보면 상당한 편차가 있어 그 연접 방

향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는다. 필자는 월성북고분군의 적석

목곽분들이 원래 하천들의 범람원이었던 그 지역의 미고지

에 주로 대소그룹을 이루고 축조되었을 것으로 본 바 있는

데(최병현 2014: 133, 2016a: 168), 연접분의 연접방향은 그 

미고지의 축선방향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또 동-서나 

남-북으로 둔 적석목곽분의 묘곽 장축방향이 계절적 편차

로 인해 모두 똑같지는 않은 것처럼 고분의 연접방향에도 

계절적 편차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남북연접분이나 동

서연접분이나 그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 각각 편차가 존재하

지만, 그러한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남-북과 동-서로 의도

된 연접방향은 구분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경주 적석목곽분의 연접분을 남북연접과 동서

연접으로 나누지 않고 연접 주 방향을 북쪽 또는 북쪽 지

향성으로 파악하기도 한다(심현철 2014: 45). 그러나 보고

서 미간이어서 앞의 사례검토에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

았지만, 예컨대 황오동 100유적 유구배치도(동국대학교경

주캠퍼스박물관 2008: 13)에서 적11·1호·2호 연접분과 적

10·4·3호 연접분이 ㄱ자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 같은 방

향의 연접에서 있을 수 있는 편차 정도라고 이해하기는 어

렵다. 분명히 적11·1호·2호는 남북방향으로 연접되고, 적

10·4·3호는 동서방향으로 연접된 것이다. 쪽샘지구 조사에

서 드러난 여러 연접분들에서도 그러한 연접방향의 차이는 

분명하게 구분된다. 예컨대 F지구의 34호분은 단위고분 3기

가 남북으로 연접된 남북연접분이지만, 그 북쪽에서 ㄱ자

상으로 꺾인 F2·F3호는 동서연접분임이 분명하다(국립경주

문화재연구소 2014: 100). 쪽샘지구에서는 여러 기의 단위

고분들이 복잡하게 이어진 다중연접분들이 드러나고 있지

만(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6b), 이들도 단순중복을 구분

해내고 나면 남북연접분과 동서연접분으로 나누어질 것으

7 황남동 109호분 1곽이 주부곽식인 것은 이희준(1987)이 고찰한 바 있고, 여기서 계발되어 필자는 제2곽도 주부곽식으로 판단한 바 있다. 최병현, 1992,  

『新羅古墳硏究』,일지사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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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연접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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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함순섭, 2010, 「「皇南大塚」을 둘러싼 論爭, 또 하나의 可能性」 『황금의 나라 신라의 왕릉 황남대총』, 국립중앙박물관, p.233~234에서 표형분을 동서연접과 

남북연접으로 나눈 것은 본고와 같은 견해이지만, 그는 “표형분은 쌍분이 기본 형태이지만 이보다 더 많은 봉토분을 잇댄 경우도 있”고, 그 변화는 “쌍분으로 

수렴되어 가는 방향이었을 것이며”, 연접 방향도 “주축이 동서방향에서 남북방향으로 전환된”다고 하여 본고와 이해를 달리하였다. 연접분들의 편년은 동서

연접분과 남분연접분, 2기 연접분과 다중연접분이 신라 전기 말까지 공존하였음을 보여준다. 

로 판단된다.8

남북연접분에서는 대개 선축고분을 남쪽에 두고 후축

고분을 북쪽으로 연접해 갔다. 특히 2기 연접분의 경우는 

남분이 선축, 북분이 후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중연접

분의 경우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 쪽샘 B지구 연접분에서는 

후축고분이 선축고분의 남북으로 연접되어 나갔지만, 미추

왕릉지구 제9구역 A호분의 경우 후축인 3묘곽은 선축인 2

묘곽의 북쪽에 연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서연접분에서는 대개 선축고분을 동쪽에 두고 후축

고분을 서쪽으로 연접한 것으로 보인다. 미추왕릉전지역 C

지구 연접분에서 2호와 3호가 연접되었고 그 중 3호가 후

축이라면 그것은 동쪽방향 연접이 되겠지만, 그 외 동서연

접분들은 모두 동분이 선축, 서분이 후축이다. 적석부가 연

접된 황남동 82호분의 경우도 동총이 선축, 서총이 후축이

다. 그러므로 남북연접분은 북쪽방향 연접, 동서연접분은 

서쪽방향 연접의 개연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다

중연접분에서는 입지 여건에 따라 연접이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도 있지 않았을까 판단된다. 

다음은 연접방식이다. 일찍이 이른 바 표형분 중에는 

두 단위고분의 분정(墳頂) 사이가 가까운 것과 좀 떨어진 

것이 있으며, 분정 사이가 가까운 것은 선축고분의 호석 일

부를 파괴하고 그 자리에 후축고분의 묘곽을 설치하였고, 

분정 사이가 좀 떨어진 것은 선축고분의 호석을 파괴하지 

않고 그 바깥에 후축고분의 묘곽을 설치하였을 것이라는 지

적이 있었다(齊藤忠 1937; 최병현 1992: 155). 최근 심현철

(2014)은 여기에 선축고분의 호석을 파괴하지 않고 그 안쪽 

봉토를 굴착하여 후축고분의 묘곽을 설치하고 봉분을 연접 

축조한 방식을 추가하고, 달성 문산리고분군의 예를 들었다.

필자는 그러한 연접방식이 경주고분에도 존재하였을 

것으로 본다. 현존하는 고분 가운데 높이에 차이가 큰 두 

개의 분정이 근접해 있는 황남동 96·97호분이 그러한 예

가 아닐까 추측된다. 이에서 미루어보면 앞에서 기타로 설

명해 둔 적석부 연접도 연접방식의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

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연접분의 연접방식은 적석부 연접(A

형), 선축고분의 호석 안쪽 후축고분 묘곽 설치(B형), 선축고

분의 호석을 일부 파괴하고 후축고분의 묘곽 설치(C형), 선

축고분의 호석 밖에 후축고분의 묘곽 설치(D형) 등으로 나

눌 수 있다.

그런데 황오동 100유적 적11·1호·2호에서는 먼저 적

11호·1호가 C형으로, 그 뒤 적1호·2호가 D형으로 연접되

었고, 미추왕릉전지역 C지구 연접분에서는 신라 전기 4a기

의 1호에 4b기의 2호가 D형으로 연접되고 있어서, 그러한 

연접방식의 형태가 출현순서나 시기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면 A형이 편년 상 반

드시 이른 것도 아니고, C형 연접이 신라 전기 4b기까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일률적이지 않아 연접방식의 차이

만으로 연접분들의 선후를 판단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연접분의 피장자들과 관련하여 살펴보겠다. 

지금까지 조사된 연접분들에서 남북연접분의 단위고분 피

장자에는 남성과 여성이 섞여있고, 동서연접분의 단위고분 

피장자들은 모두 여성들로 나타났다. 특히 남북 2기 연접분

의 경우 모두 남분의 피장자는 남성, 북분의 피장자는 여성

이다. 남북 다중연접분의 경우 반드시 남분이 선축되지는 

않았고, 선축고분의 피장자가 남성인 예와 여성인 예가 있

지만 단위고분의 피장자 중에는 남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

는 점이 유의된다. 그러나 아직 남북연접분은 남녀의 합장

분, 동서연접분은 여성들끼리의 합장분으로 단정하기는 이

르다. 이를 일반화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자료가 축적되었다

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

아 그 개연성만은 지적해두고 싶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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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접분은 부부나 가족 등 혈연관계인 피장

자들의 무덤을 연결 축조한 합장분이라는 인식이 일반적

이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단위고분 2기가 연접된 표형분

은 부부묘로 보아 왔다. 그런데 묘형이 아니라 단위고분이

나 묘곽을 기준으로 한 고분 랭크 분석(최병현 2017)의 결

과에 따르면 연접분은 같은 랭크의 단위고분들로 이루어진 

것이 다수이지만, 랭크가 다른 단위고분들로 이루어진 것

도 적지 않다(표 1).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랭크가 다른 단위

고분들로 이루어진 연접분들이다. 그런데 그 차이는 서봉

총·데이비드총을 제외하면 모두 1랭크 차이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연접분이 부부나 가족 등 혈연관계로 사회

적 인격이 동등한 피장자들의 합장분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연접분을 구성한 단위고분들 사이에 그 정도의 랭크 차이

는 날 수 있는가, 아니면 연접분이 혈연관계가 아닌 다른 의

미의 친연관계를 가진 피장자들의 단위고분들로 구성될 수

도 있는가라고 하겠다. 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전고에서 필자는 단위고분이나 묘곽의 출토유물을 중

심으로, 특히 피장자의 착장 복식품을 1차적 기준으로 고

분들의 랭크를 구분하였는데(최병현 2017), 첫째는 필자의 

그러한 구분 기준과 실제의 고분 랭크 사이에 반드시 정합

9 동서연접분이 여성들의 합장분일 경우 인왕동 119호분이 실성마립간릉일 가능성을 제기한 필자의 전고(2014)의 논지와는 배치된다. 인왕동 119호분은  

분명한 동서연접분인데, 학계 일각에서는 단위고분 3기의 연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필자는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보며, 2기를 연접한 동서방향 표형분으로 

판단하고 있다. 

표 1. 묘형과 고분랭크 분포

묘형 특a a+ a b c d

단일

원분
고분명

천마총, 금관총,

금령총

식리총, 노서 138
은령총, 호우총 등

황남 110, 황오 41, 노동 4
미추 5구 - 2, 8
미추 7구 - 7등

(황남 

83)

(미추 

5구역 4)

연

접

분

황오 14 1곽(♂) 2곽(♀)

황남대총 남분(♂) → 북분(♀)

황오동 고분 남곽(♂) → 북곽(♀)

황오 16 8·10(♀) → 2·3(♀) → 4·5(♂)

쪽샘 

B연접분

B1(♂) B2(♂) → B6(♀)→ B3(♀)

B4(♀)

미추 9구 A호 1곽(♀)·2곽(♀)→ 3곽(♂)

서봉총·

대비드총
서봉총(♀) 대이비드총(♀)

미추 C지구 1호(♀) → 2호(♀)·3호(♀)

미추 

4지구-3호
1곽(♀) 2곽(♀)

미추 D지구 1주곽(♀) → 2주곽(♀)

황남 82 동총(♀) → 서총(♀)

황남 109 1곽(♂) 2곽(?)

다

곽

분

계림로 51호(♂) → 50호(♀)
48호·49호·

52호·53호

미추 12구 

3~10호

미추 12구 

11~18호

미추 5구
14호·15호·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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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는가, 정합성이 있다 하더라도 고분마다 출토되어 

보고된 유물이 과연 모두 매장 원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

는가이다. 다음으로 적석목곽분이 축조된 신라 전기는 신

라사에서 골품제와 같은 신분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인 마립

간 시기인데, 당시 존재한 사회계층이나 신분층이 융통성 

없이 엄격하게 유지되었고, 그에 따른 복식품이나 고분에 

부장 가능한 유물도 엄격히 정해지고 통제되어 예외없이 

지켜지고 있었는가라는 점이다.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

의 활동과 역할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위상의 변화

는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쪽샘 B지구의 다중연접분에서 다른 여러 단위고분들보다 1

랭크 상위의 단위고분이 존재하는 것을 그런 예로 볼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한 연접분의 단위고분들 사이

에서 1단계의 고분 랭크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서봉총·데이비드총의 예도 그와 같은 

것으로 일반화시켜 보기는 어렵다. 서봉총은 특a랭크, 데이

비드총은 a랭크로 고분 랭크도 2단계의 차이가 있지만, 그

보다도 매장주체부 구조에서 서봉총은 무묘광 지상주체식

인 반면 데이비드총은 묘광주체식으로 다르고, 호석 직경

에서 보듯이 두 단위고분의 외형 규모에도 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서봉총·데이비드총이 연접분으로 축조된 것은 

그 피장자들 사이에 모종의 친연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겠

지만, 그 친연관계를 반드시 사회격 인격이 동등한 혈연관

계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연접분 중 단위고분들의 

규모나 축조기법이 거의 같고 고분 랭크에도 큰 차이가 없

는 것은 부부나 가족 등 혈연관계인 피장자들의 합장분이 

다수이겠지만, 혈연관계 이외 다른 의미의 친연관계에 따

라서도 피장자들의 단위고분들을 이어 붙인 연접분도 축

조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표형분도 부부

무덤으로 규정하려면 남분의 피장자는 남성, 북분의 피장

자는 여성인 남북 2기 연접분 가운데 단위고분의 규모와 

축조기법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3) 다곽분

호석으로 한정된 한 묘역 안에 복수의 매장주체 단위

묘곽이 서로 묘광 벽이나 석축벽을 공유하며 평면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고분들이다. 단위묘곽에 속한 묘역이 

따로 없고, 여러 기의 단위묘곽이 하나의 묘역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묘곽은 대부분 적석목곽이지만 수

혈식석곽이 포함된 예들도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다곽분

은 모두 지하에서 유구가 발견되었을 뿐 지상에 봉분이 남

아있는 예는 없었다.

 

(1) 사례검토

○ 계림로 48~53호분(도면 5-1) : 모두 장축방향을 

남-북에 가깝게 둔 6기의 단위묘곽이 남쪽에 2기, 북쪽에 

4기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었다. 북쪽 묘곽 열의 외곽으로 

남아있던 석렬로 보아 원래 묘곽 전체를 안에 둔 호석이 돌

아갔던 것을 알 수 있다.10 6기의 묘곽은 모두 적석목곽으

로 각각의 묘광을 파고 설치되었다. 묘곽의 형식은 모두 똑

같지는 않아 북쪽 열 가운데의 51호와 52호는 양단부장단

독곽이고, 그 양쪽 50호와 53호, 남쪽 열의 48호와 49호는 

두부부장단독곽이다. 

북쪽 열 가운데의 51호와 52호, 남쪽 열의 48호와 49

호는 신라 전기 3a기, 북쪽 열의 양쪽 끝 50호와 53호는 

3b기로 편년된다. 51호는 피장자가 세환식귀걸이와 대도를 

착장한 남성의, 50호는 피장자가 세환식귀걸이를 착장했으

나 대도는 착장하지 않은 여성의 b랭크 묘곽이나 나머지는 

모두 d랭크로 분류된다.

10 보고서의 유구 최종도면에는 호석이 거의 그려져 있지 않지만 발굴초기 사진과 도면에는 호석렬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다. 국립경주박물관, 2014, 『慶州 鷄林路 

新羅墓 2』, 도면 32, 사진 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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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왕릉지구 제12구역 3~10호분(도면 5-2상) : 

장축방향을 남-북에 가깝게 둔 8기의 단위묘곽이 남북 2

열로 남쪽에 5기, 북쪽에 3기 배치되었다. 묘곽들은 서로 

묘광 벽을 공유하며 나란히 축조되었는데, 남쪽의 6호와 7

호는 묘곽의 장축 방향이 다른 묘곽들과 약간 차이가 있다. 

서남쪽 3호와 4호 묘곽 밖으로 남아있던 적석 상태로 보아 

원래는 호석이 돌아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8기의 묘곽 중 

3~9호의 7기는 적석목곽이고, 10호 1기는 수혈식석곽이다.

보고서 미간이어서 편년은 어려우나 적석목곽의 묘곽

형식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최병현 1992). 북쪽 열 

가운데의 9호는 양단부장단독곽이고, 남쪽 열 가운데의 4

호와 5호, 남쪽 열과 북쪽 열 동쪽 끝의 7호와 8호는 족부

부장단독곽, 그 외 남쪽 열의 3호와 6호는 두부부장단독곽

이다. 3호에서는 태환식귀걸이 1쌍과 유리구슬이 출토되어, 

피장자가 여성인 b랭크 묘곽으로 분류되나, 그 외는 대개 

토기와 약간의 철제 공구류가 출토되어 d랭크에 속할 것으

로 판단된다.

○ 미추왕릉지구 제12구역 11~18호분(도면 5-2하) : 

장축방향을 남-북에 가깝게 둔 9기의 단위묘곽이 남북 2

열로 남쪽에 4기, 북쪽에 5기 배치되었다. 서쪽 묘곽들의 

외곽으로 호석 일부가 남아있었다. 묘곽들은 모두 적석목곽

으로 서로 묘곽 벽을 공유하였는데, 그 중 16-A호와 B호는 

한 묘광 내에 설치되어 그 사이에 얇은 석벽만 존재하였다

(최병현 1992). 

묘곽의 형식은 모두 두부부장단독곽인데, 보고서 미

간으로 편년은 어렵다. 17곽에서만 태환식귀걸이 1쌍이 출

토되어 피장자가 여성인 b랭크 묘곽으로 분류되고, 그 외는 

약간의 철제공구류와 토기류만 출토되어 d랭크에 속할 것

으로 판단된다.

○ 미추왕릉지구 제5구역 14~16호분(도면 5-3) : 동-

서 장축의 수혈식석곽을 북쪽에 두고 그 남쪽에 묘광 벽을 

공유하는 남-북 장축의 적석목곽 2기를 나란히 배치하였다. 

수혈식석곽의 외곽으로 한 줄의 호석이 남아있어 원래 3기의 

묘곽을 둘러싼 타원형의 호석이 축조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묘곽의 형식은 적석목곽인 15호는 양단부장단독곽, 

적석목곽인 14호와 수혈식석곽인 16호는 두부부장단독곽

으로 다르지만, 3기 모두 신라 전기 4a기로 편년되며, d랭

크로 분류된다.

(2) 성격 고찰

이상 다곽분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 아직 발굴조

사된 예 자체가 적고, 그나마 보고서가 미간인 것도 있어

서 그 성격을 자세히 고찰하기는 어렵다. 먼저 구조적인 부

분부터 살펴보면 우선 다곽분의 묘곽들은 거의 모두 적석

목곽이지만, 일부 다곽분에는 수혈식석곽도 포함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점은 뒤에 살펴보겠지만 적석목곽분이 중

심인 월성북고분군의 집단복합묘군에 수혈식석곽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과도 관련하여 유의된다.

다음으로 다곽분의 단위묘곽들이 모두 동시에 축조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추왕릉지구 11~18호 다곽분의 

16-A, B호처럼 한 묘광 안에 설치된 묘곽들은 동시축조일 

가능성이 크지만, 한 다곽분에도 여러 형식의 묘곽이 축조

된 점, 계림로 다곽분의 단위묘곽 상대편년이 두 시기로 나

누어지는 점은 한 다곽분에 속한 묘곽들이 동시에 축조된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미추왕릉지구 제12구역 3~10호 다

곽분에서 6호와 7호 묘곽의 장축방향이 다른 묘곽들과 일

치하지 않은 점, 동 11~18호 다곽분에서 13호의 양 장벽 

쪽이 다른 묘곽들의 사이보다 넓게 남은 점도 그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묘곽들이 평면적으로 질

서정연하게 배치된 다곽분이라 하더라도 모든 묘곽이 동시 

축조된 것은 아니며, 하나의 다곽분은 추가 설치된 묘곽들

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곽분에도 호석이 돌아간 것은 분명한데, 지금까지 

호석 전체가 발굴된 예가 없어 그 평면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미추왕릉지구 제5구역 14~15호 다곽분의 호석은 

남아있는 부분으로 보아 타원형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계림로 다곽분의 호석 평면은 남아있는 부분으

로 보아 말각 방형에 가까웠을 것으로 판단되고, 미추왕릉

지구 제12구역의 두 다곽분 호석은 묘곽의 배치 평면과 거

의 같은 형태로 방형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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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다곽분의 호석이 처음부터 묘곽들 전체를 둘러쌀 

수 있도록 넓게 축조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미추왕릉

지구 제12구역 11~18호 다곽분에 남아있는 호석 열을 보면 

11호 묘곽 서쪽의 호석 열과 15호 묘곽 서쪽 호석 열의 연

결이 자연스럽지 않아, 이들 중 어느 한쪽을 추가 축조하여 

연결한 것 같아 보인다. 이를 보면 다곽분의 호석도 묘곽의 

추가에 따라 연결해 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묘곽이 추가 배치되고, 호석이 추가 연결되

었다 해서 하나의 다곽분이 원래부터 의도된 것이 아니라

고 할 수는 없다. 원래부터 의도된 것이 아니고는 다곽분에 

조영된 묘곽들이 그와 같이 중복 없이 정연하게 배치될 수

는 없기 때문이다. 다곽분의 묘곽들이 추가 설치되면서도 

그와 같이 정연하게 배치될 수 있었던 것은 선축묘곽들의 

위로 쌓은 봉토가 그다지 높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물론 완성된 다곽분의 봉분도 직경에 비례할 만큼 높게 축

조되지는 않았을 것이며, 대개 호석이 돌아간 평면 형태로 

야트막하게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까지의 발굴

조사에서 다곽분이 지하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다곽분의 피장자와 관련된 부분이다. 필자

의 전고들에서는 다곽분(묘)을 적석목곽분의 묘형 가운

데 가장 하위 묘형으로 본 바 있는데(최병현 1980, 1981, 

1992), 단위묘곽을 기준으로 한 고분 랭크의 분석결과로 보

아도 다곽분의 랭크는 전반적으로 낮아서, d랭크 묘곽이 중

심이다. 그러나 계림로 다곽분에는 b랭크 묘곽 2기가 들어

있고, 미추왕릉지구 제12구역의 다곽분들에도 b랭크로 분

류될 수 있는 태환식귀걸이 출토 묘곽이 하나씩 포함되어 

있다. 이로 보아 다곽분의 묘곽이 모두 d랭크는 아니어서, 

다곽분은 대체로 b랭크 이하의 하위 랭크 묘곽들로 구성되

었다고 할 수 있다.

다곽분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곽분이 이와 같이 낮은 

랭크의 묘곽들로 구성된 점과 함께 월성북고분군에서 다곽

분들의 분포위치도 고려하여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앞에서 살펴본 계림로 다곽분의 위치는 현 계림로의 북

쪽 입구 부분으로 황남동 90호분 동쪽에 근접해 있다. 미

추왕릉지구 제12구역의 위치는 황남동 90호분과 황남대총

의 사이이지만 황남동 90호분의 남쪽에 좀 더 가깝다. 미

추왕릉지구 제5구역 14~16호 다곽분은 현 대릉원의 정문

에 가까운 위치로 황남동 106호분(전 미추왕릉)의 남쪽에 

해당한다. 미추왕릉지구 제5구역 14~16호 다곽분의 위치

는 좀 애매하지만, 그보다 본격적인 계림로 다곽분과 미추

왕릉지구 제12구역의 다곽분은 거대고분인 황남동 90호분

의 동쪽과 남쪽에 근접해 있는 것이다.

한편 자료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곽분이었을 것으

로 판단되는 다른 사례들도 있다. 천마총의 북쪽 태종로 건

너편으로 과거 목욕탕 자리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된 유구

도 다곽분이었다고 판단된다. 노서동 141호분의 남쪽쯤에 

해당할 것으로 기억되는데, 발굴당시 필자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그곳에서는 마치 목관 10여개씩을 두 줄로 늘어놓

고 목관들 사이에 냇돌들을 채워놓은 것과 같이 묘곽들이 

정연하게 배치된 고분이 조사된 바 있다. 경주에서 출토된 

토우장식 신라 장경호 2점 중 1점(도면 5-4)은 미추왕릉지

구 제12구역에서 출토된 것이고(정재훈 1975), 다른 1점(도

면 5-5)은 이곳에서 출토된 것이다.11 

또 1926년 황남동에서 신라토우가 집중 출토되었다

고 하는 채토 작업장의 위치도 황남대총 동쪽에 근접한 곳

이다(함순섭 2010: 227). 당시 이를 목격한 고이즈미아키오

(小泉顯夫)는 그곳에 ‘수많은 소석실 고분이 끼어 있’었으

며, ‘대분구 사이에 조성되었던 천총(千塚)과 같은 소형 군

집분’일 것이라고 하였다(小泉顯夫 1927). ‘소석실’이라고 하

11 노서동 목욕탕 자리는 미추왕릉지구 12구역에 이어서 문화재관리국 경주사적관리사무소 주관으로 1974년에 발굴되었다. 미추왕릉지구 제12구역은 당시  

경북대학교 윤용진 교수와 경주사적관리사무소의 고 김세연 기사가, 노서동 목욕탕 자리는 고 김세연 기사가 발굴을 담당하였다. 당시 정재훈 경주사적관리

사무소장의 부탁으로 그 때 황남대총 북분을 발굴하고 있던 필자와 소성옥이 2점의 장경호를 복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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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다곽분과 토우장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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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 당시 작업장의 사진 중에는 나란히 연달아 설치된 

고분 묘곽들이 잘려나간 단면 모습이 보이는데(도면 5-6), 

다수의 적석곽들 중간에 판석 뚜껑이 덮인 수혈식석곽이 

끼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국립중앙박물관 2009: 11~12). 이

는 다수의 적석목곽들 사이에 수혈식석곽도 존재한 미추왕

릉지구 제12구역 다곽분과 같은 상태였음을 말해준다.

이들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월성북고분군에서 조사되

거나 알려진 다곽분들의 위치는 모두 월성북고분군 중에

서도 대릉원지구를 중심으로 한 왕릉구역인 점이 주목된

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까지 쪽샘지구의 

조사에서 다곽분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월성북고분군에서 쪽샘지구는 북쪽 끝부분

에 위치한 황오동 39호분 외에는 왕릉급 대형분이 존재하

지 않는, 중소형 적석목곽분의 집중 분포지이다. 그러나 고

분 분포조사가 상당히 진척된 지금까지 쪽샘지구에서는 위

에서 정의한 것과 같은 다곽분이 단 한 기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그동안 쪽샘지구 동쪽의 황오동과 인왕동 

지구의 유적조사에서도 다곽분이 발견된 바 없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보면 월성북고분군에서 다곽분

의 분포지는 왕릉구역으로 좁혀지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

면 다곽분은 왕릉구역의 왕릉급 거대고분에 딸린 순장묘였

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런데 다곽묘 중에는 황남동 90호분

과 계림로 다곽묘 및 미추왕릉지구 제12구역 다곽묘나 황남

대총과 동쪽 채토장 ‘소석실 고분’들처럼 특정 거대고분과 그 

위치가 근접한 것도 있지만, 미추왕릉지구 제5구역 14~16호 

다곽분이나 노서동 목욕탕 자리 다곽분처럼 특정 거대고분

과는 좀 거리가 떨어진 것도 있다. 이와 함께 다곽분에 포함

된 묘곽들이 동시 축조가 아닌 점을 고려하여 순장묘 이외

의 다른 가능성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다곽묘의 성격은 뒤에서 살펴볼 월성북고분군

의 집단복합묘군과 관련하여 파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곽묘는 왕릉구역에 존재하는 각 집단복합묘군에만 그 하

위 묘형으로 조영된 것이다. 이는 다곽묘가 반드시 순장묘

라기보다는 왕릉구역의 왕릉급 특정 거대 고총주의 ‘소속

인’ 가운데 하위자들의 고분임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Ⅲ.   적석목곽분의 집단복합묘군  

형성과 그 성격

1. 집단복합묘군의 형성

경주 월성북고분군에서 고분들의 분포상태는 일견 무

질서해 보이지만, 면밀히 관찰해 보면 고분들의 소구역 군

집현상이 눈에 뜨인다. 그러한 군집현상은 신라 마립간 시

기의 왕릉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대릉원 일원과 그 

북쪽 노동·노서동지구에서 좀 더 잘 드러나 보인다. 이곳에

서는 초대형분과 그 주변의 몇몇 대소 고분들로 이루어진 

몇 개의 그룹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마립간 시기 왕릉 

비정과 관련하여 왕릉구역의 고분 그룹을 구분한 견해도 

이미 학계에 제출되어 있다(김용성 2000, 2003) 

필자는 월성북고분군이 자리한 지역은 원래 하천들의 

범람원으로 미고지와 저지대로 이루어져 있었을 것이며, 고

분들은 그 가운데 주로 미고지에 대소그룹을 이루며 축조

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이를 전제로 왕릉구역의 고분 분포에 

대해서도 소구역을 크게 나누어본 바 있다(최병현 2014).

그런데 2007년도부터 유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주 

쪽샘지구에서는 월성북고분군의 신라고분을 새로운 각도에

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많은 자료가 드러나고 있다(도면 

6). 그 중 우선 주목되는 것이 고분들의 대소 군집현상이다. 

쪽샘지구의 유적조사가 진행되면서 미고지를 따라 적석목

곽분을 중심으로 고분들이 밀집 분포하고 있는 현상이 더

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최병현 2016a: 168;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 2016b: 366). 그런데 쪽샘지구의 고분 군

집현상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해 보면, 그것이 대소 고분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의도적인 배치의 결과로 보인다. 하

나의 군집을 이루고 있는 고분들 중에는 단일원분도 있고 

연접분도 있어, 쪽샘지구에서는 미고지마다 단일원분과 연

접분 등 여러 묘형의 적석목곽분들이 집단복합묘군을 형성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집단복합묘군은 쪽샘지구만이 아니라 월

성북고분군 전체에 걸쳐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양상이 모두 똑같지는 않았을 것이며, 특히 왕릉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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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쪽샘지구 고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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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집단복합묘군을 구성한 고분이나 묘형에서 차이가 있

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여기서는 먼저 쪽샘지구에서 

드러나고 있는 집단복합묘군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

으로 뒤에서 왕릉구역의 집단복합묘군을 구분해 보겠다.

○ 쪽샘 E지구(도면 7-1) : 쪽샘 E지구에서는 동과 서

로 약간의 사이를 두고 조성된 고분 군집 2개가 드러났는데, 

동과 서 각각의 군집에서 고분들의 배치에 일정한 기획성이 

보인다. 먼저 동쪽 군집은 중형급인 남쪽의 30-1호 연접분

과 북쪽의 41호 단일원분을 주분(主墳)으로 하여 그 주위

에 소형분들을 배치한 하나의 집단복합묘군으로 판단되며, 

주분들의 주위에 배치된 소형분들도 위치상 그 소속이 분명

하다.

서쪽 군집은 중형급인 중앙의 44호 단일원분과 그 남

북의 단일원분들을 주분으로 하여 그 동쪽에 소형분들을 

도면 7. 집단 복합 묘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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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한 하나의 집단복합묘군으로 판단된다. 소형분들의 소

속은 동쪽 집단복합묘군 만큼 뚜렷하게 나누어지지는 않지

만 남북 주분에 각각 붙어있는 소형분을 제외하고는 44호

분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지구의 두 집단복합묘군은 모두 축선을 대개 남북방

향으로 두었지만, 각각 동과 서로 편차를 보여 그 축선이 V

자 상으로 벌어졌다. 이는 각각이 입지한 미고지의 축선 방

향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또 동쪽 집단복합묘군에서는 소

형분들이 주분의 주위로 돌아가며 배치되었으나, 서쪽 집

단복합묘군에서는 주분들의 동쪽에만 소형분들이 배치되

어, 소형분들의 배치상태에 차이가 있다. 그것도 아마 입지

의 형상에 따른 결과로서, 주분들이 배치되는 미고지의 축

선에서 내려간 경사면의 방향 때문이었을 것이다.

○ 쪽샘 F지구(도면 7-2) : 전체가 34호 남북연접분과 

33호 동서연접분을 주분으로 한 하나의 집단복합묘군으로 

판단된다. 소형분들은 주로 주분들의 서쪽으로 배치되었는

데, 입지의 형상 때문이었을 것이다. 즉 미고지의 편서한 남

북 축선을 따라 주분들이 배치되고, 완만한 경사면이 이어

진 그 서쪽으로 소형분들이 배치된 것이라 판단된다. 주분

에 근접해 있는 몇몇 소형분들 외에, 특히 34호 남북연접분 

서쪽의 좀 규모가 있는 소형 연접분들의 소속은 특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34호가 단위고분 여러 기의 다중 연접분이

므로 전체가 이들 소속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33호 동서연접분의 동쪽에 32호분이 위치하는데, 33

호분과 32호분은 하나의 연접분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F지구와 사이를 두고 그 남쪽에 38호분이 위치하는데 38

호분은 F지구 집단복합묘군과는 별개일 것으로 보인다.

○ 쪽샘B지구(도면 7-3) : 우선 고분들의 축선방향에 

따라 크게 2개의 그룹이 나누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동

쪽 그룹은 남북방향을 축선으로 하여 56호와 53호를 주분

으로 하고 그 주위에 여러 단위고분들이 연접분 또는 단일

원분으로 배치된 것이다. 57호와 사이를 둔 그 남쪽의 58호 

그룹을 포함하여 동쪽 그룹 전체가 하나의 집단복합묘군일 

것으로 판단된다.

서쪽 그룹은 동남-서북 방향을 축선으로 두고 있어 

동쪽그룹과 구분되는데, 전체가 하나의 집단복합묘군일 가

능성도 있고, 단일원분인 54호 갑총과 연접분인 54호 을총 

및 그 주변의 소형분들이 하나의 집단복합묘군을 형성하였

고, 그 서쪽의 연접분들은 각각 개별적인 것들일 수도 있다. 

54호 갑총 주변에 소형분들이 방사상으로 배치된 것은 E지

구 집단복합묘군에서 볼 수 있는 현상과 같다.

B지구 서쪽 그룹의 북쪽에 근접하여 위치한 A지구 52

호 연접분은 B지구 집단복합묘군과는 별개일 것으로 보인다.

○ 쪽샘 G지구(도면 8-1) : G지구 고분들도 축선방향

에 따라 크게 동과 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질 것으로 보인

다. 동쪽 그룹은 축선방향을 서남-동북으로 두고 배치된 

단일원분인 G23호, G7호와 2호를 주분으로 하여 그 주변

에 배치된 소형분들이다. 소형분들이 각 주분을 둘러싸듯 

그 주위에 배치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이 하나의 집단

복합묘군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서쪽 그룹도 축선방향은 서남-동북으로 두었는데, 단

일원분인 G2와 35호를 주분으로 한 집단복묘군으로 판단

된다. 35호분 동쪽으로 소형분들이 둘러싸듯 배치된 것을 

볼 수 있다. G2남쪽에 37호분, 35호 동북쪽에 G6호가 위치

해 있는데, 이들도 모두 이 그룹일 수도 있고, 37호는 이 그

룹이지만 G6호는 별개일 수 있다. 

2. 집단복합묘군의 성격

경주 쪽샘지구의 유적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적석목

곽분은 일부 단일원분이나 연접분으로 단독 분포한 예들도 

있지만, 대개는 이와 같이 미고지마다 집단복합묘군을 형성

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는 개별 사례마다 언급했지만, 쪽

샘지구에서 드러난 집단복합묘군들은 각각 그 축선방향에 

차이가 있고, 고분들의 배치양상에서도 차이가 있어 보인

다. 그러나 집단복합묘군들은 그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미고지의 축선을 따라 주분으로 보이는 복수의 중형급 고

분들이 도열하고, 주분들의 주변을 둘러싸고 마치 그 위성

처럼 소형분들이 배치된 공통된 양상을 보인다. 바로 이점

이 고분들의 의도적인 배치의 결과로 집단복합묘군이 형성

되었음을 말해준다. 다만 입지한 미고지의 축선방향과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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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서 내려온 경사면의 방향에 따라 각 집단복합묘군 사

이에 축선방향과 소형분의 배치 위치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발생한 것일 뿐이다.

쪽샘지구에서 드러나는 이와 같은 양상으로 보아 월

성북고분군에서 과거에 발굴조사된 고분 군집들 중에도 집

단복합묘군이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꼽을 수 있

는 것이 황오동 16호분의 묘곽들로 일련번호가 붙여진 고

분들이다. 사실은 그 위치도 쪽샘지구의 동단부에 해당된

다. 앞에서는 황오동 16호분에 포함된 남북연접분을 살펴보

았는데, 그 서쪽의 1곽과 이 연접분을 주분으로 한 집단복

합묘군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분포조사에서는 주

분들의 주변에 배치된 몇 기의 소형분들이 추가로 드러났

다(도면 3-1우). 중형급 단일원분인 1곽은 그 호석을 연접분

과 주변 소형분들의 위로 겹쳐 후축되었다.

다음으로 미추왕릉 전지역 C지구 고분들로 앞에서는 

C지구 1·2·3호 연접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1호의 서

쪽에 단일원분으로 추정되는 11호가 있고 1호의 동쪽으로 

소형분들이 연달아 배치되었다. 드러난 고분들의 배치와 규

모로 보아 이 고분 군집도 집단복합묘군의 일부였을 가능

성이 있다. 이 군집에 포함된 9호와 10호는 수혈식석곽분으

로 10호의 묘곽 주위로는 호석이 돌려져 있어 주목된다.

이외에도 미추왕릉전지역 D지구(김택규·이은창 

1975), 인왕동 19호분 서쪽지역(이은창 1978)에서 발굴된 

고분(도면 8-3)들도 각각 원래는 집단복합묘군의 한 부분

들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경주 월성북고분군에는 쪽샘지

구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다른 부분에도 집단복합묘군들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집단복합묘군

들은 당시 사람들이 모종의 친연관계에 따라 집단별로 각

기 미고지를 점유하여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고분들을 축

조해 나갔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한 집단복합묘군에 속한 고분들이 모두 동시성

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는 연접분도 단위고분들

이 시차적으로 축조되었음을 살펴보았는데, 쪽샘지구에서 

집단복합묘군 전체가 발굴된 예는 없지만 황오동 16호분의 

여러 단위고분(묘곽)이나 미추왕릉 전지역 C지구의 단위고

분들의 편년이 여러 분기로 나누어지는 것은 이를 말해준

다. 고분들이 시차를 두고 축조되어 각각의 집단복합묘군을 

형성해간 것이다.

다음, 여러 단계로 랭크 차이가 있는 고분들이 하나의 

집단복합묘군을 형성하고 있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집단

복합묘군의 주분들은 대개 외형상 중형급의 단일원분이나 

연접분인데, 그 중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쪽샘 E지구 동쪽 

집단복합묘군의 주분인 41호분은 a랭크 이상으로 평가되었

다. 황오동 16호분의 주분인 1곽은 a+랭크, 연접분들은 a랭

크로 분류되었다(최병현 2017). 이외 쪽샘 B지구 황오동 54

호분 갑총은 태환식의 관 수하식과 은제대장식구 과대 및 

팔찌의 출토로 보아, 을총은 세환식의 관 수하식과 금동모

관의 출토로 보아(有光敎一 1934) 역시 a랭크 고분으로 판

단된다. 이로 보아 월성북고분군에서 쪽샘지구를 비롯하여 

왕릉구역 이외 부분에 분포한 집단복합묘군들은 대개 a랭

크 이상의 중형급 고분들을 주분으로 하여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분들의 외형 규모로 보아 피장자가 금

관과 금제대장식구 과대를 착장한 특a랭크급 고분을 주분

으로 한 집단복합묘군이 왕릉구역 이외의 부분에 존재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쪽샘지구를 비롯하여 주분들과 함께 집단복합묘군 전

체나 그 소속 하위 고분들이 다수 발굴된 예가 없어서 집

단복합묘군 소속 고분들의 전체적인 랭크 구성은 알 수 없

다. 그러나 한 집단복합묘군에 소속된 고분들은 외형상 최

소한 3단계 이상의 규모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는 각 집단

복합묘군이 a랭크 이상인 주분들과 그 이하 여러 단계 랭

크의 고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집단복합묘군에 속한 

고분 피장자들의 신분이나 사회적 인격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피장자들 사이의 관계가 문제인데, 우선 

각 집단복합묘군에 속한 주분들은 대개 대등한 규모의 단

일원분이나 연접분들이란 점에서 그 피장자들은 부부나 혈

연관계의 가족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주분들의 주변으로 

배치된 소형분의 피장자들도 모두 주분 피장자와 가족 관

계일지는 의문이다. 고분들의 랭크 해석에 어느 정도의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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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집단 복합묘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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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성이 필요함은 앞에서 설명하였지만,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분이나 사회적 인격에 그와 같이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분과 그 주변 소형

분 피장자들의 관계는 반드시 가족이나 혈연관계만이 아니

라 그 외 다른 성격의 친연관계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

다. 그 친연관계가 어떤 것인지 지금 단정할 수 없지만, 고분

들의 배치로 보아 일단 소형분들의 피장자는 주분 피장자와 

주종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주분 피장자의 ‘소속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집단복합묘군은 소수 가족들의 주분들과 그 

소속인들의 다수 소형분들로 구성된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쪽샘지구의 집단복합묘군에서 주분들의 주

변에 분포하는 호석 직경 5m 내외 이하의 초소형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약간의 고찰이 필요하다. 쪽

샘 B지구의 109호, F지구의 F1·F9·F10호, G지구의 

G1·G9·G10·G15·G20·G21·G22호 등이고, E지구의 집

단복합묘군에도 동쪽군에 2기, 서쪽군에 1기 존재한다. 이

들은 모두 호석이 평면 원형으로 돌려져 있고 그 안에 묘곽

의 상부적석으로 판단되는 적석층이 있는데, 쪽샘지구 조

사보고에서는 내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대호 등이 매납된 제의유구들일 가능성을 타진하

고 있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4: 108). 그러나 대호매

납 제의유구는 대개 고분들의 호석에 붙여 조성된 데에 비

해 이들은 다른 고분과는 사이를 두고 소규모의 단독분으

로 조성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과거 미추왕릉지구 발굴에서는 호석 안에 적

석(목)곽이 설치되어 묘곽 위에는 상부적석이 있으나 곽 내

부에는 부곽처럼 유물만 가득 채운 유물곽 소형분들이 조

사된 바 있다. 미추왕릉지구 7지구 2호(김정학·정징원·

임효택 1980), 미추왕릉전지역 D지구 제1·제2 부곽(도면 

8-4)(김택규·이은창 1975)이 그런 예들이다. 호석의 유무는 

알 수 없지만 인왕동 19호분 지역의 B호와 Z호도 상부적석

을 가진 독립된 유물곽이었다(경희대학교박물관 1974). 이

들은 모두 특정 고분의 부곽이 아니라 독립된 유물곽 소형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외에 미추왕릉전지역 C지구

와 D지구에서는 호석이 돌려진 말무덤도 조사된 바 있으나

(김택규·이은창 1975), 말무덤에는 묘곽이 설치되지 않았고 

상부적석도 없어 유물곽 소형분들과는 차이가 있다. 

쪽샘지구 집단복합묘군들의 주분 주변에 존재하는 초 

소형분들도 바로 그러한 유물곽 소형분들일 것으로 판단된

다. 미추왕릉지구 등에서 조사된 유물곽 소형분들도 원래 

그곳의 집단복합묘군에 소속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 유물곽 

소형분들도 피장자 없이 유물만 매납된 점으로 보아 제의

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옆의 주분이나 또는 집단복합묘군 

전체에 대한 제의용 유구들이라 판단된다.

이외에도 과거 발굴된 황오동 33호분의 북부곽과 남

부곽(진홍섭 1969), 황남동 파괴고분 1곽(박일훈 1964) 등

도 소속이 불분명한 유물곽들이다. 이들도 각각 그곳의 집

단복합묘군에 소속된 유물곽 소형분들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특정 연접분에 딸린 별도의 제의용 유물곽이었을 가

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물곽이나 유물곽 소형

분들은 적석목곽분에서 제의 행위가 고분 축조 후에도 특

정 고분이나 집단복합묘군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

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3. 왕릉구역의 집단복합묘군(도면 9)

여기서 왕릉구역이라 함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경

주 월성북고분군 가운데 쪽샘지구의 서편으로 초대형분들이 

밀집 분포한 현재의 대릉원지구와 그 북쪽 노동·노서동지구

를 말한다. 이 왕릉구역에는 발굴되지 않은 고분들이 많고, 

그동안의 고분 발굴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 

군집현상을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상에 현전하는 고분이나 발굴된 유구들의 분포상태에서

도 그 군집현황을 어느 정도 구분해 볼 수 있다. 필자는 과

거 마립간 시기 왕릉의 배치와 관련하여 이 왕릉구역의 고

분들을 크게 3개의 지군으로 나누어 본 바 있는데(최병현 

2014), 여기서는 이를 좀 더 세분하여 보완해 두기로 하겠다.

○  황남대총 일원 : 왕릉구역에서 고분들의 군집상태

가 가장 드러나는 곳이 황남대총과 그 주변이다. 황남대총

과 약간 사이를 두고 그 동쪽과 남쪽으로 91호부터 97호분

까지 배치되어 일군을 이룬다. 황남대총 발굴 당시의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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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황남대총에서 서쪽 천마총까지, 황남대총에서 

그 동쪽 고분열 사이가 저지대였으므로(문화재관리국 문화

재연구소 1985, 1994), 저지대를 사이에 둔 양쪽의 미고지

에 황남대총과 그 동쪽의 고분들을 조영한 것이다. 그러나 

황남대총 동쪽의 고분 열은 황남대총을 에워싸듯 배치된 

데서 그 친연관계를 읽을 수 있으며, 이들은 황남대총을 주

분으로 한 하나의 집단복합묘군으로 파악된다.

○  노동·노서동지구 일원 : 전고에서는 노동·노서동

지구 일원 전체를 하나의 지군으로 파악했으나, 세분하면 

노동동 125호분(봉황대)과 남쪽의 금령총, 식리총 및 서쪽

의 금관총을 포함한 봉황대고분 그룹, 노서동 130호분(서

봉황대)과 서쪽의 서봉총 및 주변의 소형분들을 포함한 서

봉황대고분 그룹, 노서동 134호 연접분과 그 남쪽 중소형분

들을 포함한 그룹으로 3개의 군집이 나누어진다, 이에 대해

서는 일찍이 김용성의 구분이 있었다(김용성 2000, 2003).

노동동 142호는 거리상으로 봉황대그룹에 가깝지만 

고분들의 분포상태로 보아 134호 연접분의 동남으로 뻗은 

미고지의 말단부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노동·노

서동지구 일원의 3개 고분 군집도 각각 별개의 집단복합묘

군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황남동 106호분 일원 : 황남동 106호분(전 미추왕

릉)에서부터 그 서쪽 황남동 100호분(검총)까지는 대형분

들이 연달아 있고 그 주변에 중소형분들이 배치되어 있으

며, 또 102호 주변과 그 동쪽의 지하에서 다수의 중소형분

들이 발굴되어(김정학·정징원·임효택 1980; 김택규·이은

창 1975), 이곳은 월성북고분군에서 특별한 양상을 보인다. 

황남동 100호분과 약간 사이를 두고 황남동 99호분과 천

마총이 그 서북쪽에 위치해 있다.

필자는 황남동 106호분(전 미추왕릉)에서부터 천마총까

지가 하나의 긴 미고지에 축조된 왕릉구역의 한 지군일 것으

로 본 바 있는데(최병현 2014), 황남동 99호분과 천마총을 제

외하더라도 황남동 106호분부터 서쪽 100호분까지는 대형분

들과 그 주변의 중소형분들로 이루어진 한 그룹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왕릉구역에서도 고분들은 미고지를 따

라 조영되어 소구역별로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도 각

각 집단복합묘군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왕릉구역의 집단복합묘군에는 초대형분을 포함하여 대

형분들이 포진해 있는 가운데 대소 단일원분이 많고, 남쪽

의 황남동 106호분 그룹을 제외하고 한 집단복합묘군에는 

주분이 초대형 단일원분 또는 남북 2기 연접분, 즉 표형분 

하나씩이란 점이 앞에서 살펴본 쪽샘지구의 집단복합묘군

들과 차이점이다. 앞에서는 적석목곽분의 묘형 중 다곽분

이 왕릉구역의 초대형분 주변에만 분포하는 것을 살펴보았

는데, 이 또한 쪽샘지구와는 다른 점이다.

이곳의 집단복합묘군은 왕릉구역이라는 특수성에 따

라 각각 특정 왕릉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왕릉구역의 집단복합묘군은 주

분으로 마립간 왕릉인 초대형 단일원분 또는 왕과 왕비의 

합장릉인 초대형 표형분, 그 주변에 단일원분 중심의 대형

분과 중소형분, 지상에서는 잘 식별되지 않는 다곽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곳의 초대형분과 대형분들이 피장자가 금관과 금제

대장식구 과대를 착장한 특a랭크 고분임은 더 말할 필요

가 없다. 그러므로 이곳의 집단복합묘군은 특a랭크 고분부

터 다곽분의 d랭크 다수 묘곽들까지 포함한다. 그 피장자

들은 넓은 의미로 친연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이 모두 

가족이나 혈연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봉황대고분 그

룹의 금관총과 금령총, 서봉황대 그룹의 서봉총, 황남대총 

주변의 대형분들처럼 특정 왕릉그룹에 속하는 특a랭크 대

형분의 피장자는 주분인 왕릉 피장자와 혈연관계일 가능성

이 크다. 그러나 이들보다 하위 랭크의 고분이나 묘곽의 피

장자들까지 모두 주분 피장자와 혈연관계라고 보기는 어렵

다. 그러므로 왕릉구역 집단복합묘군의 피장자들에는 주분

인 마립간 왕 및 왕비와 그 가족, 그리고 그들과 주종관계

의 ‘소속인’들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왕릉구역의 남쪽 황남동 106호분 일원 그룹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초대형분인 106호분 외에도 그 서

쪽으로 그에 버금가는 대형분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는 

데서 특별하다. 이 그룹은 주분인 106호 초대형분을 중심

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기보다는 좀 의도적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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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106호 서쪽의 대형분들이 기획적으로 배치되었다는 

느낌이 강하다. 이에 대해서는 김용성도 지적한 바 있는데

(김용성 2003: 80~82), 필자는 이곳의 대형분들이 마립간

시기 왕릉 배치의 2차 기획에 따라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최병현 2014).

그런데 106호분의 남쪽으로는 넓은 미고지가 형성되

어 있고 거기에 일부 중소형분들이 분포되어 있다. 과거 대

릉원 조성 시 그 서남부 경계선에서 조사된 미추왕릉지구 

고분(문화재관리국 경주사적관리사무소 1975)들은 그 연장

선상에 있는 중소형분들이다. 의도적 조성의 느낌이 보이는 

황남동 106호분 일원의 고분 군집은 원래 이 미고지 전체

를 대상 범위로 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Ⅳ. 맺음말

경주 월성북고분군에서 신라 전기에 출현한 적석목곽

분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였다. 본고에서는 적석목곽분의 

존재 양태의 두 측면, 즉 묘형과 집단복합묘군에 대해서 고

찰해보았다. 

적석목곽분은 호석으로 한정된 봉분 안에 단위묘곽

이 설치된 원형의 단위고분이 기본형으로, 그 묘형은 단위

고분이 기본형 그대로 조영된 단일원분, 복수의 단위고분

을 이어 붙여 축조한 연접분, 호석으로 한정된 한 묘역 안

에 복수의 매장주체 단위묘곽이 평면적으로 배치된 다곽분

으로 구분된다. 그 중 단일원분은 피장자가 1인인 단장분이

고, 연접분은 일반적으로 부부나 혈연관계인 가족의 단위

고분을 연결 축조한 합장분이지만, 연접분의 피장자 중에는 

혈연관계 이외의 피장자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연접

분은 남북연접분과 동서연접분으로 구분되며, 남북연접분

의 피장자에는 남녀가 포함되고 동서연접분의 피장자는 여

성들만일 개연성이 있다. 다곽분은 대개 최하위 랭크의 묘

곽들로 구성된 합장분으로, 월성북고분군의 왕릉구역에만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쪽

샘지구에서는 고분들이 주로 미고지를 따라 조영되어, 미고

지마다 고분들의 소구역 군집현상이 보인다. 이 소구역 군집

은 대소 고분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미고지의 축선방향

으로 복수의 중형급 단일원분이나 연접분이 위치하고 그 주

변으로 위성처럼 다수의 소형분들이 배치된 기획성을 보인

다. 즉 미고지의 축선을 점유한 주분들을 중심으로 중소형

의 단일원분과 연접분들이 집단복합묘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친연관계에 따라 집단별로 각기 

미고지를 점유하여 고분들을 축조해 나갔음을 의미한다.

고분들의 소구역 군집현상은 대릉원지구를 비롯한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왕릉구역에도 존재하여, 이곳에서도 여러 묘

형의 고분들이 집단복합묘군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다만 왕릉구역에서는 주분으로 마립간 왕릉인 초대형 단

일원분이나 왕과 왕비의 합장릉인 초대형 표형분이 단독으로 

존재하고, 그 주변에 대소 단일원분이 다수인 점 등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왕릉구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집단복합묘군의 피장자 중에는 신분이나 사회적 인격

이 대등한 부부나 혈연관계의 가족도 포함되었겠지만, 고분

들의 랭크 차이가 현저하여 피장자들 모두가 혈연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집단복합묘군에 포함된 하위 랭크 고분들의 

피장자는 주분 피장자 및 그 가족들과 주종관계의 ‘소속인’

들이었다고 판단된다. 즉 집단복합묘군은 주분 피장자와 그 

가족 및 그들과 주종관계인 ‘소속인’들의 집단 무덤군이었

으며, 왕릉구역에서는 주분 피장자가 마립간 왕과 왕비였다

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은 이상과 같이 요약되는데, 한편 

집단복합묘군에서 주분 주변에 배치된 소형분, 특히 왕릉구

역에서 왕(비)릉 주변에 배치된 대소형 고분들은 고구려 장

군총 뒤에 도열한 배총, 일본 고분시대 왕릉 주변의 배총들

과는 성격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경주 월성북고분군에 조영된 적석목곽분의 존재양태

에서 보이는 이와 같은 묘형과 집단복합묘군은 신라 마립간

시기 중앙의 사회집단과 그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다. 앞으

로 이에 대한 좀 더 정밀한 분석은 당시 사회의 여러 측면

을 밝히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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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considers two aspects of the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 that were constructed 

in Wolseong North Burial Ground, in Gyeongju: tomb form and the group tomb complex. The basic unit of 

a wooden chamber tomb with stone mound consisted of a single round mound, covered with an additional 

earthen layer and surrounded by a circle of protective stones, within which a single wooden chamber was 

located. The form of a wooden chamber tomb with stone mound could therefore 1) be round, consisting of a 

single tomb unit, 2) consist of two or more attached tomb units, 3) or consist of multiple attached chambers in 

a single mound. The single tomb contained the burial of a single individual, and the attached tomb contained 

two or more individuals who were blood relations or connected by marriage. Multiple attached chambers tombs 

usually consisted of wooden chamber burials of the lowest rank, and have only been identified in the royal 

burial area of Wolseong North Burial Ground. 

At the Jjoksaem Area of Wolseong North Burial Ground, which is currently, under investigation, tombs 

have been found in small clusters along the slightly raised ground. This is likely the result of small groups of kin 

relations, upon selecting points along the slightly raised ground as their burial area, having constructed mid-

sized and large single tombs and attached tombs along the axis of the slightly raised ground, which were then 

surrounded by smaller ‘satellite’ tombs. It is through this process that the tomb complex of the different groups 

came to be formed. 

The tombs of the royal burial area of Wolseong North Burial Ground, including the Daereungwon Tomb 

Complex, also formed group tomb complexes. Forming the centers of the group tomb complexes of the royal 

tomb area were huge individual round tombs where the Maripgan rulers were laid to rest or a gourd-shaped dual 

mound tomb, which was the final resting place of the king and his queen consort. These central tombs were 

surrounded by large and smaller tombs. 

Of the individuals that were buried in the group tomb complexes, there would have been individuals that 

were of equal status or social position, such as husbands and wives or blood relations, but it is unlikely that all of 

the buried individuals were related by blood, given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izes of the tombs. It is likely 

that the individuals buried in the lower ranked tombs included in the group tomb complexes were ‘dependents’ 

of the deceased of the central tomb and his or her direct family who maintained a subservient relationship. 

The Nature of  the Tomb Form and the Group Tomb 
Complex of  the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 in the Early Silla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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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tomb forms and group tomb complexes that can be observed amongst the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s of Wolseong North Burial Ground provide insights into the nature of the social groups of 

the Silla center during the Maripgan Period. It is hoped that future studies undertaking a more detailed analysis 

of the data may make further contributions to unveiling the various aspects of Silla society.

Key Word  Wooden chamber tomb with stone mound, Tomb form, Group tomb complex, Maripgan Period, Soci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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