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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샘유적은 사적 제512호 대릉원 일원에 속하는 신라고분군으로 학계에서는 월성북고분군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 2007년부터 

실시한 발굴조사는 마을이 들어서며 파괴된 신라고분의 현황을 파악하여 고분공원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 

졌다. 조사결과 일제강점기에 확인한 155기 고총고분 외에 700여기 이상의 새로운 고분들이 확인되었으며, 적석목곽묘 이외에  

목곽묘, 석곽묘, 옹관묘 등의 소형묘 출토 비율이 70%에 달한다. 

쪽샘유적 출토 목곽묘를 분석한 결과 묘광의 모양은 대체로 세장방형에 가까워 기존의 경주식목곽묘의 특징은 인정된다. 또한 

묘광의 평면면적을 분석하여 대형, 중형, 소형의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동일 묘제 내에서의 무덤간 위계 차이로 연결될 가능성

이 있다. 목곽묘 중 가장 이른 것은 후기 와질토기가 출토되어 3세기 대까지 올라가는 등 적석목곽묘 축조 이전에 쪽샘유적 곳곳에  

목곽묘가 이미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립간 시기가 되면 선대 무덤들의 정체성은 존중받지 못한 채 파괴되기도 하는데, 이후의  

목곽묘들은 적석목곽묘의 등장과 소멸과 궤를 같이 한다. 이들 후대의 목곽묘들은 적석목곽묘의 묘역에 의해 입지가 제한되는데,  

죽은이의 신분에 따른 묘역 선정의 차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적석목곽묘는 미고지에, 목곽묘는 저지대에 입지한다는 기존 

견해는 쪽샘유적 발굴조사 결과 선입견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석목곽묘 호석 최하단석과 목곽묘 등의 굴광 어깨선은 유의미한 

레벨 차이가 없으며, 44호 적석목곽묘와 같이 해발이 낮은 곳에 입지하는 적석목곽묘나 B지구 목곽묘와 같이 미고지에 위치한 목곽묘 

등도 다수 확인된다.

목곽묘는 사로국에서 국가단계의 신라로의 발전과정에 대한 필수 연구자료로서 향후 쪽샘유적에서의 발굴조사 성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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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경주 시내 중심가는 고총(高塚)들이 즐비하다. 적석목

곽묘(積石木槨墓) 혹은 돌무지덧널무덤이라 불리는 이 무

덤들은 천년왕국(BC E57 ~ CE 935) 신라가 소국(小國) 연

맹체(聯盟體)의 맹주(盟主)인 사로국(斯盧國) 단계를 벗어

나 정복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國家)로서 성장

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신라 고분들은 행정구역상 인왕동, 황남동, 황오동, 노

동동, 노서동에 걸쳐 산재하지만, 성격은 마립간(麻立干)1 

시기 신라 귀족들의 무덤으로 같다. 현재 사적 제512호 대

릉원 일원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학계에서는 월성지구고분

군(이청규·김대환 2000), 신라왕궁고분군(김용성 2009), 월

성북고분군(최병현 2012) 등으로 부르고 있다2. 

쪽샘유적은 이들 고분군 가운데 2007년부터 실시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 구역만을 한정하며, 쪽

샘지구로도 부른다. 대릉원 돌담길을 따라 난 계림로의 동

쪽, 원화로(舊 월성로)의 서쪽, 태종로의 남쪽, 첨성로의 북

쪽이 이에 해당하며, 총 면적은 229,674㎡이다. 쪽샘유적의 

신라 고분들은 고려시대 이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점

차 마을로 변모하였는데, 쪽샘이란 용어도 이후 마을에 소

재한 샘물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3.

고분군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1960년대 이후 시가

지가 개발되면서부터이다. 시민들의 집이나 상가가 이 일대

에 빼곡하게 들어차서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확인되었던 

고분들 다수가 파괴되었고, 남아있는 여러 고분들도 정비와 

관리문제가 대두되었다. 1970년대 경주관광개발사업에 따

라 정부 주도의 천마총, 황남대총 발굴(문화재관리국 1973)

과 미추왕릉 지구에서의 대학연합발굴이 이뤄지고 곧이어 

대릉원 공원으로 정비되었지만, 쪽샘유적의 보존과 활용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후 경주시에서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

환으로 ‘쪽샘지구 고분공원 조성’을 계획하였고, 2000년부

터 토지매입을 실시하였다. 이후, 유적정비를 위한 사전 발

굴조사를 의뢰하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2007년 3월부

터 발굴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난 10여 년간의 쪽샘유적 신라고분 분

포현황조사의 흐름과 성과를 간략히 정리함과 동시에, 조사

과정에서 출토한 목곽묘 군을 분석하여 최고지배층의 묘제

인 적석목곽묘에 가려져 있었지만 정작 쪽샘유적에서 출토

한 묘제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목곽묘 군

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목곽묘와 적석목곽묘의 

출토 양상에 따른 상대적인 관계, 쪽샘 유적에서 신라고분

들이 만들어지는 순서와 원리 등에 대해 접근해 본다.

Ⅱ. 쪽샘유적 신라고분 분포현황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및 방법

쪽샘유적을 포함한 대릉원 일원의 월성북고분군 조사

는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었다. 특히, 금관총 조사(1921) 이

후 금령총(1924), 식리총(1924), 서봉총(1926), 데이비드총

(1929) 등에 이르는 이 일대 고총에 대한 학술발굴이 집중

되었다. 또한 1924~25년에 걸쳐 노모리켄[野守建] 등에 의

해 경주시내 고총고분분포도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면서 총 

1 신라시대 임금을 일컫는 용어 중의 하나로, 「거서간-차차웅-이사금-마립간-왕」의 순으로 명칭이 변해 왔다. 『삼국사기』에서는 19대 눌지왕(417~458)~ 

22대 지증왕(500~514), 『삼국유사』에서는 17대 내물왕(356~402)~22대 지증왕까지 마립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적혀 있다. 

2 최병현, 2014,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형성과정과 신라 마립간시기 왕릉의 배치」 『한국고고학보』 제90집, pp.121~122.  

최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실시한 쪽샘 발굴조사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토론회로 미루어 학계에서는 점차 ‘월성북고분군’이란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모양새다.

3 마을의 샘물이 맑고 맛있어 경주의 3대 샘물로 이름났는데, 쪽박으로 떠먹었다거나 쪽빛을 닮았다는데에서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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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기의 신라고분이 남아있음이 알려졌으며(도면 1),4 이 번

호는 현재까지도 학술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쪽샘유적 발굴조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적 내 신

라고분의 잔존상태를 파악하고, 복원 정비의 방향을 세우

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당초 전체 면적에 대한 5년 

단위 5차의 총 25년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시작하였다.

1차 조사는 발굴조사의 목적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 

그에 따라 조사방법을 달리하여 이뤄졌으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강점기에 작성한 고총고분분포도 상의 고분

들의 잔존상태 및 규모에 대한 조사이다. 쪽샘유적 정비를 

위해서는 유적에 대한 전체적인 성격 파악이 필수이며, 발

굴조사 실시 전 기준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고총고분분

포도 상의 155기 고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들 봉토분의 

분포와 잔존상태를 재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으

며, 현재까지 30-1호분, 34호분, 41호분, 44호분, 45호분, 47

호분, 53호분 54호분, 55호분, 56호분, 57호분 등을 조사 완

료하였다.

둘째, 쪽샘유적 안에서 새로운 신라고분 여부와 전

체 고분들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일정 규격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묘제별 고분 출토 수, 각 

고분들의 규모와 배치, 선후관계 등을 조사한다. 일정 지

점은 트렌치 사이를 확장하여 표본조사 구간을 설정하고 

전면 내부조사를 실시한다. A, B, C지구까지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교란토 제거 시 곧바로 유물이 노출되는 등 파

괴가 심각한 유구에 한해 실시한 긴급 수습조사이다. 이러

한 방식의 조사는 2차 조사가 실시된 2012년부터는 조사

가 덜 끝난 B지구를 제외하고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더 

이상의 유구훼손이 이뤄지지 않을 정도의 응급복구만 실시

하고 현재 내부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넷째, 쪽샘유적 내에 소재한 중요 고분들에 대한 정밀

4 차순철, 2006,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경주 신라고분 발굴조사」 『신라고분 발굴조사 100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술심포지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도면 1. 고총고분분포도 및 쪽샘유적 범위(노모리켄[野守建] 1925 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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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발굴조사이다. 친연관계가 있는 소형 적석목곽묘 5기

가 서로 연접하여 하나의 군을 형성한 B지구 연접분 조사

(2007~2012), 신라시대 중장기병의 말과 사람갑옷 세트가 

출토한 C10호 목곽묘 조사, 은제 관모 장식과 미상의 농기

구가 출토하였고 무덤 축조실험도 실시한 묘광식(墓壙式)5 

41호 적석목곽묘, 현재 조사 중인 무묘광식(無墓壙式)의 

44호 적석목곽묘 발굴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 중 B지구 

연접분과 C10호 목곽묘의 경우는 분포조사 과정에서 정밀 

발굴조사로 전환한 경우이며, 41호, 44호 적석목곽묘 조사

는 잔존상태 및 학술적 가치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계획 아

래 실시한 학술발굴조사이다.

5년간의 1차 조사를 끝낸 후, 확인한 유구 수는 조사

단의 예상을 크게 상회하였다. 155기의 고총고분 외에 소형

의 적석목곽묘와 목곽묘와 석곽묘 등의 소형묘들이 그 외 

공간에서 빽빽이 들어선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조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 민원문제 등으로 연결되었다. 이에 쪽샘 유적 무덤들 

중 내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수를 줄이고, 묘제별 분포 

양상만을 우선적으로 파악한 뒤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활

용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고분만

을 선택적으로 발굴하자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2012년의 2차 조사부터는 조사지역 

전체 범위에서의 신라고분 분포 현황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춰 조사방향을 전환하여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라고분 분포현황조사에서는 ‘①고분의 종류(묘제), 

②출토 위치, ③크기(규모, 범위), ④중복 및 선후 관계’를 

확인하는 선에서 조사를 제한하고, 매장주체부 내부조사

는 실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GPS 좌표에 따라 조사구역을 

구획한 후, 2×16m 크기의 남북방향 시굴 트렌치를 일정간

격으로 설치하여 고분이 확인될 경우 무덤 크기에 따라 확

장하여 목곽 함몰토 제거 등의 내부조사 없이 이상의 내용

들만을 확인하는 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 연차별 조사내용

쪽샘유적은 조사 편의상 마을을 관통하는 골목길들

을 기준으로 구획하여 A~N까지의 총 14개 지구로 나누었

다. 그 중 A, B, C, D, E, F, G, H, L의 9개 지구 조사를 2016

년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 I, M지구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체 조사면적의 60% 이상 완료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결과는 8권의 보고서6로 학계에 

공개하였으며, 수차례의 학술대회 개최7및 학술발표8 등을 

통해 주요자료를 지속적으로 공유해왔다. 2차 조사를 실시

5 적석목곽묘의 분류기준은 매장주체부인 목곽의 지상-지하 여부에 따라 지상식과 지하식으로 구분하는 편이 일반적이나(박형열, 2016), 적석목곽묘 축조과

정의 1차 성토(김두철, 2009) 여부를 기준으로 묘광식과 무묘광식으로 정의하자는 의견도 있다(최병현, 2016b). 본고에서는 후자의 견해를 따른다.

김두철, 2009, 「적석목곽묘 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古文化』 제73집,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

박형열, 2016, 「신라 지상식 적석목곽분의 발생에 대한 일고찰」 『영남고고학』75.

최병현, 2016b, 「신라 적석목곽분의 축조기법과 전개」『崇實史學』37, 숭실사학회.   

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1, 『慶州 쪽샘遺蹟 發掘調査 報告書Ⅰ-A地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 『慶州 쪽샘地區 新羅古墳Ⅱ - C地區 發掘調査 報告書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3, 『慶州 쪽샘地區 新羅古墳Ⅲ - B1號 發掘調査 報告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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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5, 『慶州 쪽샘地區 新羅古墳遺蹟Ⅴ - G地區 分布調査 報告書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6a, 『慶州 쪽샘地區 新羅古墳遺蹟Ⅵ - B지구 시·발굴조사 보고서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6b, 『慶州 쪽샘地區 新羅古墳遺蹟Ⅶ - B지구 연접분 발굴조사 보고서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7a, 『慶州 쪽샘地區 新羅古墳遺蹟Ⅷ -H,L지구 분포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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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쪽샘유적 연도별 조사내용

연도 조사구역 조사내용 보고서

2007
A, B

지구

- A지구 표본조사 : A4~A7호, A9~A12호

-   B지구 분포조사, B연접분(B1, B3, B4호분) 발굴조사, B5호 표본조사, 54호분(갑·을총), 55호분 규

모 및 잔존상태 조사

2008
A, B, C, D, E 

지구

- A지구 분포조사, A1~A6호, A8~A10호, A12호 표본조사

-   B지구 분포조사, B연접분(B1~B4호, B6호) 발굴조사, B8호~B14호, B18호 표본조사, 54호분(갑·

을총) 규모 및 잔존상태 조사

- C지구 분포조사, C1~C4호, C6호, C10호 표본조사, 45호분, 47호분 조사

- D지구 분포조사

- E지구 44호분 규모 및 잔존상태 조사

2009
A, B, C, E

지구

- A1호, A3호, A11~A15호 표본조사

-   B지구 분포조사, B연접분(B4호, B6호) 발굴조사, B20호 표본조사, 54호분(갑·을총) 규모 및 잔존

상태 조사

- C지구 분포조사, C1~C11호, C13호, C14호 표본조사

- E지구 44호분 교란토 제거 및 토층조사

2010
A, B, C, E

지구

- A지구 분포조사, A8호, A16~A19호 표본조사

- B지구 분포조사, B연접분(B1~B4호, B6호) 발굴조사 

- C10호 발굴조사, C13호, C15호, C16호 표본조사

- E지구 41호분, 30-1호분 규모 및 잔존상태 조사

2011
A, B, E

지구

- A지구 분포조사, A4~A6호, A20~A23호 표본조사

-   B지구 분포조사, B연접분(B2~B3호) 토층조사, B15~B17호, B21~B34호, B36~B58호, 

B60~B65호, B67호, B70호, B72호 표본조사, 53호분, 54호분, 56호분, 57호분 규모 및 잔존상태 

조사

- E지구 분포조사, 41호분, 30-1호분 규모 및 잔존상태 조사

Ⅰ권

(A지구)

2012
B, E, F

지구

- B연접분(B3호) 토층조사 

- E지구 41호분 발굴조사

- F지구 분포조사, 32호분, 33호분 규모 및 잔존상태 조사

Ⅱ권

(C지구)

2013
B, E, F ,G

지구

- B연접분(B1,B4호) 발굴조사, B45호, B46호, B73호, B74호 표본조사 

- E지구 41호분 발굴조사, E지구 분포조사

- F지구 분포조사, 34호분 규모 및 잔존상태 조사

- G지구 분포조사 시굴

Ⅲ권

(B연접분: B1호)

2014 G지구
- G지구 분포조사

- 44호분 발굴조사

Ⅳ권

(A·C~F지구)

한 2012년 당시에는 2018년까지 모든 지구의 조사를 완료

할 계획이었으나, 조사방법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분포확인

조사에서 출토하는 유구 수와 정밀학술발굴조사의 병행에 

따라 조사 완료시점은 뒤로 미뤄질 것은 확실하다. 

이하, <표 1>과 <도면 2>는 지난 10년간의 연차별 조사

구역과 조사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3b, 「2013년 학술세미나 신라 적석목곽분의 조사와 연구현황」.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7b, 「신라고분 조사 현황과 전망」, 쪽샘지구 신라고분유적 발굴조사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8 박윤정, 2010, 「慶州 쪽샘遺跡 發掘調査 槪要」 『한일고고학의 신전개』, 제9회 영남·구주학회 합동고고학대회.

김보상, 2016, 「경주 쪽샘지구 분묘군의 구성과 연접 배치」 『마립간의 기념물 적석목곽분』, 국립경주박물관 학술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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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쪽샘유적 연차조사 계획.

연도 조사구역 조사내용 보고서

2015
G, H, L

지구

- G지구 분포조사

- H지구 분포조사 시굴

- L지구 분포조사 시굴

- 44호분 발굴조사

Ⅴ권

(G지구)

2016
H, K, L

지구

- H지구 분포조사

- K지구 북편 분포조사 시굴

- L지구 분포조사

- 44호분 발굴조사

Ⅵ권(B지구)

Ⅶ권(B연접분)

2017
I, K, M

지구

- I지구 분포조사 트렌치 조사

- K지구 북편 분포조사 완료 및 복토

- M지구 분포조사 구획

- 44호분 발굴조사

Ⅷ권

(H, L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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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라고분 분포양상

가. 지구별 출토 양상

○ A지구

54호분이 위치한 미고지 북쪽에 해당한다. 남쪽 부

분만 조사하였다. 트렌치 범위에서 52호분과 연접한 2기를 

제외하고 적석목곽묘는 출토하지 않았으며, 52호분 동쪽

의 발굴조사 구간을 포함해서 삼국시대 유구는 총 38기

를 확인하였다. 출토유구는 적석목곽묘 3기, 목곽묘 18기, 

석곽묘(石槨墓) 5기, 옹관묘(甕棺墓) 2기, 매납대호(埋納

大壺) 10기이다.

○ B지구

54호분이 위치한 미고지의 남쪽으로, 유적 전체 조사

범위의 중심에 해당한다. A지구 남쪽, D지구의 서쪽이다. 조

사구역의 북편에 적석목곽묘들이 밀집하는 반면, 남편에는 

목곽묘들만이 집중하는 경향이다. 일제강점기부터 알려진 

53~58호분을 포함한 적석목곽묘 47기, 목곽묘 92기, 목관

묘 1기, 석곽묘 9기, 옹관묘 11기, 제사유구 15기, 토광묘 22

기, 묘막지 1기 등 총 198기의 유구가 출토하여 유적 내에

서 유구밀집도와 양이 탁월하다. 목곽묘 10기, 석곽묘 4기, 

옹관묘 7기, 제사유구 1기의 삼국시대 유구를 조사하였다.

도면 3. 쪽샘지구 내 고분분포 현황(축척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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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지구

A지구 동쪽, D지구 북쪽에 위치한다. 45호분과 46호분, 

47호분이 북쪽과 동쪽에 위치하며 C지구 남쪽은 A지구 동

편에서부터 이어지는 적석목곽묘 공지(空地)에 해당한다. 신

라시대 유구는 48기가 확인되었으며, 적석목곽묘 6기, 목곽

묘 31기, 석곽묘 6기, 매납대호가 5기이다. 대부분의 목곽묘

는 단독곽이지만, 신라 기병의 말과 사람 갑옷이 세트로 출

토하여 주목을 받은 C10호 목곽묘와 이와 나란히 놓인 C16

호 목곽묘와 같이 부곽이 시설된 이혈주부곽식(異穴主副槨

式) 목곽묘도 출토하였다. 주로 소형묘들이 주를 이룬다.

○ D지구

B지구 동쪽, C지구 남쪽에 위치한다. 미 철거된 부분

으로 인해 조사범위가 협소하여 조사구역 전면에 트렌치를 

설치하지 못하였다. 49호분 봉분이 잔존한 상태이나 민가

로 인해 일부 파괴되었다. 삼국시대 유구는 11기가 출토하

였으며, 적석목곽묘 4기, 목곽묘 6기, 매납대호 1기이다. 다

른 지구에 비해 유구수가 적으며 밀집도 또한 낮다. 

○ E지구

A지구 북서쪽에 위치한다. 30-1호분, 41호분, 44호분 

등 봉분이 남아있는 적석목곽묘들이 E지구의 북쪽에 밀집

하여 있다. 반면 시굴 트렌치를 설치한 남동쪽 지점은 소형

묘 위주이다. 조사결과 삼국시대 유구는 48기가 확인되었

으며, 적석목곽묘 23기, 목곽묘 20기, 석곽묘 3기, 매납대호 

1기이다. 조사구역 남서쪽은 분포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

다. 적석목곽묘들이 출토하지 않은 30-1호분 남쪽이 소형묘

들의 북쪽 묘역 경계로 보이는데 A지구와 C지구의 소형묘 

밀집 구역과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 F지구

쪽샘지구 신라고분유적 북쪽 상단에 위치한다. 남서

쪽에는 E지구가, 남동쪽에는 G지구가 인접한다. 총 40기

의 삼국시대 유구가 확인되었다. 적석목곽묘 30기, 목곽묘 

5기, 석곽묘 1기, 옹관묘 2기, 매납대호 2기이다. 다른 지구

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이지만 33호분과 34호분 등 

적석목곽묘가 밀집한 곳이다. E지구의 북편과 G지구 북편

과 이어져 동-서 방향으로 적석목곽묘가 조밀하게 군집한 

지점에 해당한다. 

○ G지구

F지구 동쪽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의 북편에 면하여 조

밀하게 적석목곽묘가 분포한다. 적석목곽묘 36기 중 35기

가 이곳에 위치한다. 나머지 1기는 G지구의 남쪽 경계부에 

자리한다. 그 사이에서 목곽묘, 석곽묘 등의 소형 무덤만이 

출토하고 있다. 출토유구는 적석목곽묘 36기, 목곽묘 93기, 

석곽묘 9기, 옹관묘 5기, 채토유구 4기로 총147기이다. 

○ H지구

G지구의 남쪽, C지구와 D지구의 동쪽에 해당한다. 고

총고분분포도 상의 6호분, 7호분, 9~14호분이 들어선 지

점을 중심으로 적석목곽묘 다수가 확인되고 다른 곳에서

는 목곽묘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7호

분, 12호분, 13호분의 지점에 대응할 만한 적석목곽묘도 확

인하기 어렵다. 대신 이 지점에는 수기의 목곽묘 매장주체

부가 군집을 이룬다. 적석목곽묘 13기, 목곽묘 67기, 석곽

묘 16기, 옹관묘 5기의 총 101기 유구가 출토하였다. 남쪽

은 적석목곽묘만이 아니라 다른 소형묘들의 유구 밀집도

도 높은데 반해, 북쪽은 대형고분의 공백지대이며 밀집도

도 낮은 편이다.

○ L지구

G지구의 동남쪽, H지구의 동쪽으로 유적의 동쪽 경계

면인 원화로와 만나는 곳이다. 15호분, 16호분을 포함하여 

적석목곽묘 34기, 목곽묘 41기, 석곽묘 52기, 옹관묘 6기 등 

총 135기의 유구가 출토하였다. 전체적으로 유구 밀집도가 

높으며, 남쪽의 M지구 경계부분으로 갈수록 유구 밀집도

가 낮다. 석곽묘의 비율이 다른 지구에 비해 매우 높다. 16

호분 남편의 L17호 목곽묘는 매장주체부 크기가 매우 큰 이

른 시기 주부곽식 묘이다. 

나. 묘제별 분포양상

이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확인한 쪽샘유적

에서의 신라고분 출토 현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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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와 같이 분포조사에서 새롭게 확인한 신라고

분의 수만 722기에 달한다. 쪽샘지구 일대 전역은 마을로 

인해 삼국시대 문화층이 상당부분 유실되었기 때문에, 이

미 파괴되어 남아있지 않거나, 시굴트렌치와 확장부 바깥에 

위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고분의 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앞서 제시한 유적 내 특정구역에서의 상대적

인 유구 밀집도 차이 또한 광범위하고 두터운 교란층에서 

기인한 오차가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적 전체 

조사면적의 약 60% 이상의 분포조사를 완료한 지금 묘형

별 출토 비율과 분포양상에서의 정형성을 어느 정도는 추

론할 수 있을 것이다. 

○ 적석목곽묘(사진 1)

조사를 완료한 9개 지구 안에서 일제강점기에 작성한 

고총고분분포도 상에 표기되어 이미 알려져 있는 적석목곽

묘의 수는 33기이다. 이 중 연접분의 경우(3호분, 6호분, 14

호분, 16호분, 30-1호분, 33호분, 34호분, 45호분)를 각각 헤

아리면 총 45기가 된다. 이외에 분포조사에서 새롭게 확인한 

적석목곽묘는 153기에 이르러, 총 198기를 확인하였다. 실상 

고총보다는 소형의 적석목곽묘의 수가 다수를 차지한다.

<도면 3>에서 보듯, 적석목곽묘는 유적 북쪽 경계인 태

종로를 따라 밀집하는 경향이 있으며, 53호, 54호 적석목곽

묘를 중심으로 한 B지구 북편도 밀집도가 높다. 또한 B지구 

연접분에서처럼 소형 적석목곽묘들이 모여 상대적으로 큰 

중형의 단독 적석목곽묘 규모의 영역을 이루는 현상, 44호 

적석목곽묘 일대에서처럼 큰 고분들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몇 개의 고분들이 모여 그룹을 이루는 방식이 보인다.

○ 목곽묘(사진 2)

분포조사에서 확인한 목곽묘는 총 373기이다. 쪽샘유

표 2. 쪽샘유적 내 유구 출토 현황

구분
A

지구
B

지구
C

지구
D

지구
E

지구
F

지구
G

지구
H

지구
L

지구
소계
(기)

기존 보고 유구

(적석목곽묘)
52호

53~

58호

45호

(연접),

46호,

47호

48~

50호

30-1호

(연접),

40호, 

41호, 

44호,

51호

33호

(연접),

34호

(3기 

연접)

2호,

3호

(연접),

35호

6호

(연접),

7호,

9~13호,

14호

(연접)

15호,

16호,

(5기 

연접)

-

소계 　 1 6 4 3 6 5 4 10 6 45

새롭게 

확인한

유구

적석목곽묘 2 41 2 1 18 25 33 3 28 153

목곽묘 18 92 31 6 20 5 93 67 41 373

석곽묘 5 9 6 　 3 1 9 16 52 101

옹관묘 2 11 　 　 　 2 5 5 6 31

매납대호 10　 15 5 1 1 2 34

수혈유구 　 　 　 　 　 　 4 　 　 4

기타 　 24 　 　 　 　 　 　 2 26

소계 37 192 44 8 42 35 144 91 129 722

합계 　 38 198 48 11 48 40 148 101 135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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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출토 묘제 중 가장 많은 비율이다. 확인한 대부분의 목

곽묘는 내부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표본조사를 통해 연대추정이 가능했던 A지구

~C지구 목곽묘의 예를 비추어 볼 때 적석목곽묘와 병존하

는 시기의 것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이 중에는 C2호묘와 

같이 적석목곽묘 축조 이전의 이른 시기 것도 존재한다. 또

한 교란토 제거 시에도 이른 시기 유물들을 수습한 바 있

어, 5~6세기 목곽묘 이외에 3~4세기 목곽묘의 유적 존재

가능성을 알 수 있다.

○ 석곽묘(사진 3)

석곽묘 출토 수는 101기인데, 그 중 반수를 넘는 52기

가 L지구에서 출토하였다. 내부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약간

의 오차가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묘형의 군집구간

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석곽묘 모서리에는 항아리

를 바로 세운 채 매납한 경우를 다수 확인하였다. 무덤 제

사 등 의례용 목적으로 토기를 매납한 예는 쪽샘유적 내 

적석목곽묘에서도 다수 확인한 바 있다. 석곽묘의 축조 시

기는 적석목곽묘와 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약간 

늦은 시기로 보인다.

○ 옹관묘(사진 4)

옹관묘도 31기나 확인하였다. 옹관은 이미 삼국시대 

이전부터 사용한 범시대적인 묘제이다. 대체로 눕혀 묻은 

횡치(橫置)의 경우가 많다. 내부조사를 실시한 경우가 많

지 않아 연대추정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표본조사가 이뤄

진 구간에 한정해 가늠해 보면 대략 다른 목곽묘들과 병행

하는 5~6세기로 보인다. B지구 연접분 발굴조사에서 B2

호 적석목곽묘가 파괴한 B47호 옹관의 예처럼 이른 시기

의 것들도 있다.

사진 1. B1~4,6호 연접분(左), 44호 적석목곽묘와 주위 소형묘(右).

사진 2. B9호 목곽묘 전경. 사진 3. B18, B24, B25호 석곽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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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출토한 묘제별 총 수량만을 비율로 따지면 

목곽묘, 적석목곽묘, 석곽묘, 옹관묘 순으로 <도표 1>과 같

은 모양새다. 

목곽묘의 경우는 적석목곽묘의 2배에 가까운 수치로 

쪽샘유적에서 차지하는 출토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다. 또

한, 목곽묘, 석곽묘, 옹관묘들을 소형묘로 묶어 보면 거의 

7:3의 출토비율이 된다. 즉, 쪽샘유적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

하는 것은 적석목곽묘가 아닌 목곽묘를 중심으로 한 이런 

소형묘들이란 점도 주목할 점이다. 

Ⅲ. 쪽샘유적 출토 목곽묘의 성격

이상, 쪽샘유적에서의 신라고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실상 적석목곽묘 중에서도 고총의 수는 적고, 적석목곽묘

보다 훨씬 많은 수의 소형묘들이 절반 가까운 구역에서 출

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장에서는 고총 중심의 적석목곽묘 연구 경향에 상

대적으로 가려진 목곽묘의 월성북고분군 안에서의 위상에 

대하여 쪽샘유적 출토 목곽묘의 출토양상을 정리함으로써 

그 의의를 논하고자 한다.

쪽샘유적에서 조사 완료한 9개 지구에서 조사한 총 

373기의 목곽묘 가운데, 금년 말에 발간하여 분석하지 못

한 H, L지구 출토 108기를 제외하면 총 264기이다. 이 중 

내부조사가 이뤄진 무덤은 총 27기이며, 이를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제원만 보고한 무덤 172기는 <표 4>와 같이 정

리하였으며, 나머지 65기는 도면배치도 상에서만 표시된 것

들이다. 

내부조사가 이뤄진 유구가 극히 일부인 상황에서 목곽

묘의 출토양상을 도출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무리가 있겠지

만, 이하에서는 경향성을 띠는 몇 가지 요소를 정리하였다.

우선 목곽묘의 모양이다. 

A~G까지 7개 지구 264기의 목곽묘 유구 대부분은 

부곽을 따로 만들지 않은 단독곽의 형태이다. 이혈 주부곽

식의 목곽묘는 총 3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마저 G117호 목

곽묘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묘광식 적석목곽묘가 호석이 

놓인 바닥까지 삭평되어 유실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여하

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목곽묘는 단독곽으로 

시설하고 있다.

한편, 경주식 목곽묘는 세장방형의 비율을 띤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쪽샘유적 출토 목곽묘는 

완형을 기준으로 하면, 대체로 묘광의 길이:너비 비율이 

1.8~2.5:1 정도로 통설에 따른 결과를 보인다. 3:1에 가깝

거나 이를 넘어서는 세장한 것도 있으나 그 수는 미미하다. 

즉, 가로:세로 비율을 확정하여 규격화한 것은 아니나, 대체

로 목곽묘를 시설하면서 관습적으로 만들게 되는 비율은 

있었으며, 이것을 소위 지역성으로 본 기존 견해는 옳다.

도표 1. 쪽샘유적 출토 묘제 비율.사진 4. B8, B49호 옹관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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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쪽샘유적 출토 목곽묘 제원(내부조사)

연번 유구명

묘광(㎝) 목곽(㎝)

묘광비율
묘광면적

(㎡)
연대9

길이 너비 길이 너비

1 A1 (220) 150 (190) 100 (1.47):1 (3.30) 황남동 110호 

2 A2 310 140 250 80 2.21:1 4.34 8

3 A3 (220) 140 (180) 80 (1.57):1 (3.08) 보문리 부부총 이전

4 A9 (380) 160 340 100 (2.38):1 (6.08) 황남대총 남분

5 A10 (140) 144 (140) 100 (0.97):1 (2.02)

6 A11 (360) (140) 300 80 2.57:1 (5.04)

7 A12 (370) (140) 300 90 2.64:1 (5.18)

8 B5 328 160 265 70 2.05:1 5.25 황남대총 남분

9 B7 396 177 2.24:1 7.01 

10 B9 329 140 290 92 2.35:1 4.61 황남대총 남분

11 B10 (95) 68 (95) 45 (1.40):1 (0.65)

12 B12 (221) 75 (190) 54 (2.95):1 (1.66)

13 B15 322 134 256 57 2.40:1 4.31 

14 B19 (198) (90) (148) (40) 2.20:1 (1.78) 

15 B20 300 100 (245) (70) 3.00:1 3.00 황남대총 북분

16 B21 175 75 (170) (57) 2.33:1 1.31 황남대총 북분

17 B43 (209) (72) (143) (55) 2.90:1 (1.50) 황남동 110호

18 C1 364 148 277 71 2.46:1 5.39 황남대총 남분

19 C2 274 110 237 70 2.49:1 3.01 3세기 후반

20 C4 333 150 267 72 2.22:1 5.00 

21 C5 333 150 267 72 2.22:1 5.00 

22 C6 (135) 120 (91) 39 (1.13):1 (1.62)

23 C7 (385) (135) (330) (95) 2.85:1 (5.20) 

24 C9 (425) (155) (375) (100) 2.74:1 (6.59) 황남동 110호 이후

25
C10주곽 440 220 380 160 2.00:1 9.68 

C10부곽 260 220 210 160 1.18:1 5.72 

26 C11 333 150 267 72 2.22:1 5.00 황남대총 남분

27
C16주곽 442 206 369 225 2.15:1 8.30

C16부곽 160 182 2.91

9 유구 연대에 대하여는 학자마다 이견이 있으나, 표에서 제시한 연대는 발굴조사보고서 상에서 밝힌 상대연대를 그대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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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쪽샘지구 출토 목곽묘 제원(내부조사 미실시)

연번 유구명

묘광(㎝)
묘광비율

(길이:너비)
묘광면적

(㎡)
연번 유구명

묘광(㎝)
묘광비율

(길이:너비)
묘광면적

(㎡)
길이 너비 길이 너비

1 B32 (144) 84 (1.71):1 (1.21) 88 G47 (166) 115 (1.44):1 (1.91)

2 B37 (261) 170 (1.54):1 (4.44) 89 G48 271 106 2.56:1 2.87 

3 B38 280 82 3.41:1 2.30 90 G49 (202) 126 (1.60):1 (2.55)

4 B40 330 130 2.54:1 4.29  91 G50 226 118 1.92:1 2.67 

5 B41 320 80 4.00:1 2.56  92 G51 (225) 166 (1.36):1 (3.74)

6 B42 252 100 2.52:1 2.52  93 G52 (208) 195 (1.07):1 (4.06)

7 B44 195 74 2.64:1 1.44  94 G53 394 163 2.42:1 6.42 

8 B45 151 71 2.13:1 1.07  95 G54 (335) 196 (1.71):1 (6.57)

9 B46 251 105 2.39:1 2.64  96 G55 (143) 115 (1.24):1 (1.64)

10 B68 304 132 2.3:1 4.01 97 G56 (148) 97 (1.53):1 (1.44)

11 B73 202 (85) (2.38):1 (1.72) 98 G58 231 156 1.48:1 3.60 

12 B74 (251) 140 (1.79):1 (3.51) 99 G59 301 135 2.23:1 4.06 

13 B82 453 234 1.94:1 10.60  100 G60 (113) 99 (1.14):1 (1.12)

14 B83 367 193 1.90:1 7.08  101 G61 (218) 180 (1.21):1 (3.92)

15 B84 265 128 2.07:1 3.39  102 G63 (219) 121 (1.81):1 (2.65)

16 B85 B339 188 1.80:1 6.37  103 G64 369 129 2.86:1 4.76 

17 B86 487 161 3.02:1 7.84  104 G65 368 171 2.15:1 6.29 

18 B92 383 210 1.82:1 8.04  105 G66 (252) 136 (1.85):1 (3.43)

19 B93 350 173 2.02:1 6.06  106 G67 (254) 159 (1.60):1 (4.04)

20 B110 (262) 160 (1.64):1 (4.19) 107 G68 (311) 146 (2.13):1 (4.54)

21 B112 (414) (205) (2.02):1 (8.49) 108 G69 (195) 127 (1.54):1 (2.48)

22 B113 485 253 1.92:1 12.27  109 G70 368 171 2.15:1 6.29 

23 B121 207 92 2.25:1 1.90  110 G71 388 219 1.77:1 8.50 

24 B122 (84) (68) (1.24):1 (0.57) 111 G72 404 203 1.99:1 8.20 

25 B123 (324) (146) (2.22):1 (4.73) 112 G74 (152) 129 (1.18):1 (1.96)

26 B124 (374) 194 (1.93):1 (7.26) 113 G75 (191) 144 (1.33):1 (2.75)

27 B125 (236) 215 (1.10):1 (5.07) 114 G76 (189) 114 (1.66):1 (2.15)

28 B126 (268) (115) (2.33):1 (3.08)  115 G77 (183) 118 (1.55):1 (2.16)

29 B127 (200) (122) (1.64):1 (2.44)  116 G78 183 71 2.58:1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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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구명

묘광(㎝)
묘광비율

(길이:너비)
묘광면적

(㎡)
연번 유구명

묘광(㎝)
묘광비율

(길이:너비)
묘광면적

(㎡)
길이 너비 길이 너비

30 B128 (119) 225 (0.53):1 (2.68) 117 G79 209 82 2.55:1 1.71 

31 B130 (167) (152) (1.10):1 (2.54)  118 G80 (140) (54) 2.59:1 (0.76)

32 B131 (296) 196 (1.51):1 (5.80) 119 G81 (161) 141 (1.14):1 (2.27)

33 B140 327 129 2.53:1 4.22  120 G82 (217) 130 (1.67):1 (2.82)

34 B141 340 129 2.64:1 4.39  121 G83 (168) 110 (1.53):1 (1.85)

35 B142 306 134 2.28:1 4.10  122 G84 (139) 117 (1.19):1 (1.63)

36 B143 (149) 247 (0.60):1 (3.68) 123 G85 (125) 101 (1.24):1 (1.26)

37 B144 (197) (152) (1.30):1 (2.99)  124 G86 (182) 157 (1.16):1 (2.86)

38 B145 (178) 181 (0.98):1 (3.22) 125 G87 (200) 142 (1.41):1 (2.84)

39 B146 (217) 184 (1.18):1 (3.99) 126 G88 (96) 48 (2.00):1 (0.46)

40 B147 (205) 185 (1.11):1 (3.79) 127 G89 (150) 140 (1.07):1 (2.10)

41 B148 (199) 169 (1.18):1 (3.36) 128 G90 (173) 112 (1.54):1 (1.94)

42 B149 258 113 2.28:1 2.92  129 G91 (183) 166 (1.10):1 (3.04)

43 B150 230 100 2.30:1 2.30  130 G92 (161) 180 (0.89):1 (2.90)

44 B151 300 158 1.90:1 4.74  131 G93 (170) 170 (1.00):1 (2.89)

45 B153 247 110 2.25:1 2.72  132 G94 (133) 128 (1.04):1 (1.70)

46 B154 259 119 2.18:1 3.08  133 G95 (214) 131 (1.63):1 (2.80)

47 B155 403 218 1.85:1 8.79  134 G96 (185) 286 (0.65):1 (5.29)

48 B156 (123) (74) (1.66):1 (0.91)  135 G97 (200) 170 (1.18):1 (3.40)

49 B157 (147) 179 (0.82):1 (2.63) 136 G98 481 (118) (4.08):1 (5.68)

50 B158 (159) 195 (0.82):1 (3.10) 137 G99 (83) 93 (0.89):1 (0.77)

51 B159 (225) 196 (1.15):1 (4.41) 138 G100 (178) 119 (1.50):1 (2.12)

52 B160 (241) (178) (1.35):1 (4.29)  139 G101 130 77 1.69:1 1.00 

53 B161 (216) 213 (1.01):1 (4.60) 140 G102 (65) 116 (0.56):1 (0.75)

54 B163 (183) 157 (1.17):1 (2.87) 141 G103 (253) 125 (2.02):1 (3.16)

55 B164 (103) 231 (0.45):1 (2.38) 142 G104 (285) (72) 3.96:1 (2.05)

56 B166 (189) 161 (1.17):1 (3.04) 143 G105 (260) 141 (1.84):1 (3.67)

57 B167 (213) (197) (1.08):1 (4.20)  144 G106 (236) 131 (1.80):1 (3.09)

58 B168 (190) (137) (1.39):1 (2.60)  145 G107 (139) 167 (0.83):1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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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구명

묘광(㎝)
묘광비율

(길이:너비)
묘광면적

(㎡)
연번 유구명

묘광(㎝)
묘광비율

(길이:너비)
묘광면적

(㎡)
길이 너비 길이 너비

59 B169 (180) 238 (0.76):1 (4.28) 146 G108 (123) 125 (0.98):1 (1.54)

60 B170 (209) 153 (1.37):1 (3.20) 147 G109 (116) 133 (0.87):1 (1.54)

61 B171 (203) 174 (1.17):1 (3.53) 148 G110 (139) 141 (0.99):1 (1.96)

62 B172 (282) (163) (1.73):1 (4.60) 149 G111 (182) 160 (1.14):1 (2.91)

63 B173 (128) 174 (0.74):1 (2.23) 150 G114 305 134 2.28:1 4.09 

64 B174 (196) 174 (1.13):1 (3.41) 151 G116 (197) 135 (1.46):1 (2.66)

65 B175 (187) 188 (0.99):1 (3.52)
152
152

G117주곽 576 313 1.84:1 18.03 

66 B176 (278) (120) (2.32):1 (3.34) G117부곽 290 318 0.91:1 9.22 

67 B177 (198) 128 (1.55):1 (2.53) 153 G118 (247) 142 (1.74):1 (3.51)

68 B178 (203) 129 (1.57):1 (2.62) 154 G119 325 142 2.29:1 4.62 

69 B179 (131) 123 (1.07):1 (1.61) 155 G120 398 210 1.90:1 8.36 

70 B180 (219) 127 (1.72):1 (2.78) 156 G121 465 (177) (2.63):1 (8.23)

71 B181 (136) 153 (0.89):1 (2.08) 157 G122 389 181 2.15:1 7.04 

72 B183 (163) (139) (1.17):1 (2.27) 158 G123 453 228 1.99:1 10.33 

73 B184 210 115 1.82:1 2.42  159 G125 393 165 2.38:1 6.48 

74 B185 (122) (138) (0.88):1 (1.68) 160 G127 (313) (93) 3.37:1 (2.91)

75 B186 357 152 2.35:1 5.43  161 G128 312 119 2.62:1 3.71 

76 B187 (225) 182 (1.24):1 (4.10) 162 G129 358 147 2.44:1 5.26 

77 B188 (53) 142 (0.37):1 (0.75) 163 G131 (291) 151 (1.93):1 (4.39)

78 B189 (91) 145 (0.63):1 (1.32) 164 G132 263 128 2.05:1 3.37 

79 B190 (153) 167 (0.92):1 (2.56) 165 G133 480 223 2.15:1 10.70 

80 B191 (216) 140 (1.54):1 (3.02) 166 G134 322 121 2.66:1 3.90 

81 G35 411 207 1.99:1 8.51 167 G135 350 160 2.19:1 5.60 

82 G41 (275) 197 (1.40):1 (5.42) 168 G136 351 145 2.42:1 5.09 

83 G42 279 140 1.99:1 3.91 169 G137 (142) 147 (0.97):1 (2.09)

84 G43 (200) 164 (1.22):1 (3.28) 170 G138 (238) 147 (1.62):1 (3.50)

85 G44 135 130 1.04:1 1.76 171 G139 (161) 97 (1.66):1 (1.56)

86 G45 (330) 160 (2.06):1 (5.28) 172 G140 274 116 2.36:1 3.18 

87 G46 135 115 1.17:1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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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목곽묘 간에 평면 묘광면적의 차등이 보인다.

면적은 3㎡이하의 소형, 3~8㎡의 중형, 8㎡를 넘어서

는 대형의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형과 소형의 것

이 다수를 점한다(도표 2). 

묘광 면적10은 목곽의 면적과 직결하는 요소이며, 깊

이까지 더해진 묘광 규모는 목곽의 크기와 연동한다. 이는 

부장 유물의 양과 관련할 가능성이 높아, 무덤 간의 상대적

인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광범위

한 삭평이 이뤄진 쪽샘유적 내에서 잔존 깊이는 무의미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광 면적이 넓을수록 더 깊

게 파 내려가기 용이하기 때문에 면적의 차이가 무덤 간의 

우열 판정에 유효한 요소라는 가설만은 경향성 면에서 어

느 정도 인정한다. 

이 중 쪽샘지구 출토 주부곽식 목곽묘(사진 5)는 주

곽만으로도 묘광 면적의 분류에서 대형에 속하며, 부곽까

지 포함하면 그 상대적 우월함이 월등하다. 또 유물 부장

을 위한 별도 공간을 두었다는 무덤 구조의 차이 자체만으

로도 단독곽식 목곽묘에 비해 탁월한 요소임이 분명하다.11

한편, 적석목곽묘 가운데서도 초대형 고총과 중형분, 

소형분들이 나뉘고, 목곽묘 가운데서도 대형과 중형급 이

하가 나뉘는 점에서 무덤의 규모에 따른 상대적인 차등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차등이 죽은이[彼葬者]의 신분(계

급) 차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목곽묘의 연대12는 적석목곽묘 축조 이전과 축

조 병행기로 크게 나뉜다. 

발굴조사에서 출토한 무덤들의 연대 추정은 내부조사

가 이뤄진 27기의 무덤들에 공반한 유물들에 전적으로 의

존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확인한 가장 이른 시기의 무덤은 C2호 목곽

10 무덤 간의 등급을 매기고 우열을 논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출토유물의 양과 질이다. 특히, 유물의 질적 요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쪽샘지구에서는 내부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면적만으로 섣불리 판단한다면 오류가 생길 여지가 매우 크다.

또한 이를 가려낸다 하더라도 무덤 간의 차등을 신분의 우열로 그대로 치환할 수는 없다. 동일 계층 내에서의 경제적 차이를 의미하는지, 혹은 사회적 신분이

나 계급 차이를 의미하는지는 이들 목곽묘의 내부조사가 이뤄지고 그 함의에 대해 오랜 논의가 이뤄진 연후에야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11 다만, 쪽샘지구 내에서 수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주부곽식 목곽묘가 가지는 시간적 특성, 이를테면 특정 시기에만 한정적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12 <표 5>의 연구자 편년안을 참고하였다.

도표 2. 목곽묘 면적비율 차이. 사진 5. C10호 목곽묘 전경.

사진 6. C2호 목곽묘 출토 노형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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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적석목곽묘에 의해 파괴된 선대 목곽묘(左: B1호와 B73호, 右: B2호와 B44호).

표 5. 적석목곽묘 연구자 편년안 비교(최수형 2014: 72 <표 2> 수정개제)

시기
연구자 4C 2/4 4C 3/4 4C 4/4 5C 1/4 5C 2/4 5C 3/4 5C 4/4 6C 1/4 6C 2/4 6C 3/4

藤井和夫

(1979)
109호

3·4곽

황오14호

황남110
금관총

황남

82(서)

금령총, 

천마총

호우총
보문리

부부총

毛利光俊彦

(1983·1987)
황남대총 금관총 천마총 금령총

보문리

부부총

申敬撤(1985) 황남대총 인왕19호 금령총

崔秉鉉

(1992·2000)

황남 

110호

황남대총

남분

황남82호(서)

황남대총북분

금관총, 금령총

은령총, 천마총
황오4호

황오5호

호우총

보문리

부부총

李漢祥

(1998)
109호

3·4곽

황남110호

황오14-1곽

황남대총남분

황오14-2곽

황남대총북분

황오33(동)

금관총, 

황남82서

미9(A호)-1곽

금령총

천마총
은령총

보문리

부부총

李熙濬

(1998)

황남 

110호

황남대총

남분
호우총

李鍾宣

(2000)

보문리

부부총

金龍星

(1998·2009)
109호

3·4곽

황남대총남분

황남대총북분

황남110, 

금관총

천마총

황오16-9곽
금령총

보문리

부부총

金斗喆

(2007·2011)

황오14-1곽

황남동110호

황남대총남분

황남대총

북분

금관총

식리총

천마총

금령총
호우총

황남대총

남분

109호

3·4곽

미5-1호

미

5-6호

황남대총

남분

황남대총

북분
금관총 천마총

금령총

은령총

109호

3·4곽

109호

3·4곽

109호
3·4곽

황오
14-1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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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이다. C1호 목곽묘에 의해 C2호 목곽묘가 파괴되었으며, 

노형토기(爐形土器)가 출토되어(사진 6) 3세기 말로 추정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교란토 제거 시 원삼국시대 신식와질

토기의 영향이 짙은 유물들이 수습되는 예가 많아, 3~4세

기 목곽묘의 출토 사례는 향후 조사에서 늘어날 것이다.

덧붙여 B지구 연접분 발굴조사에서는 선대 목곽묘를 파

괴하고 적석목곽묘를 축조한 경우를 확인하였으며, 분포현황

조사 중 다른 지구에서도 이러한 선대유구의 파괴는 곳곳에

서 확인할 수 있다(사진 7). 따라서 적석목곽묘 축조 이전 쪽샘

유적 일대 전역은 곳곳에 목곽묘들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말갑옷이 출토한 C10호 목곽묘의 경우도 출토유물

로 미루어 적석목곽묘 축조 직전으로 편년 가능하다(사진 8).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무덤들은 대체로 5세기대 이후 

것으로 적석목곽묘 축조와 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황남

동 110호 단계에서부터 황남대총 남분 단계에 해당하는 경

우도 있고, A3호 목곽묘의 경우 보문리 부부총 단계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사진 9).

즉, 목곽묘 축조 시기는 초기 목곽묘들을 제외하면 대

부분은 적석목곽묘의 축조 시기와 맞물린다고 보아도 좋다. 

넷째, 목곽묘의 배치상의 특징이다. 

우선, 초기 목곽묘들은 출토 예가 C2호 목곽묘 1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분포 정형과 배치상의 특징을 논하기는 

어렵다.

다만, 연대추정에서도 중요한 요소였던 중복관계는 주

목할 만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C2호 목곽묘는 C1호 목곽묘에 의해 파괴된 양상으로 출토

하며, B연접분의 경우에서도 목곽묘의 파괴가 확인된 바 있

다(사진 7). 보고서에서는 C1호 목곽묘를 황남대총 남분, B

연접분 가운데 B2호 적석목곽묘는 황남대총 북분 이전 단

계에 비정한 바 있어,13 적석목곽묘 축조 단계에 선대 목곽

묘들의 파괴가 이뤄졌음은 분명하다. 

무덤간 중복 시 선대 무덤의 파괴가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나 적어도 개의치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 무덤을 축조

사진 8. C10호 목곽묘 주곽 출토 토기.

사진 9. 적석목곽묘 병행기 목관묘 출토 유물(左: B9호, 右: A3호).

1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 『慶州 쪽샘地區 新羅古墳Ⅱ - C地區 發掘調査 報告書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6b, 『慶州 쪽샘地區 新羅古墳遺蹟Ⅶ - B지구 연접분 발굴조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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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단은 선대 목곽묘 피장자의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적석목곽묘 축조 무렵 쪽샘유적

에 묻힌 이들과 관련한 집단은 선대 목곽묘 피장자 집단과

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14.

다음으로 적석목곽묘 축조와 병행하여 만들어진 목곽

묘들은 당연하게도 적석목곽묘의 분포권을 피해 군집을 이

루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해당 시점에 가장 우월한 신분의 

묘제가 적석목곽묘였으며, 그에 따라 적석목곽묘가 입지를 

선점하였기 때문이다. 즉, 신라귀족들의 신분상 우열에 따라 

그들이 묻힌 무덤의 종류가 결정되고 묻히는 공간까지 정해

지는 장법(葬法)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쪽샘지구를 비롯한 대릉원 일원의 적석목곽묘 

배치와 기획, 전개과정을 논할 때 주로 언급되는 것이 미고

지(微高地) 상에 적석목곽묘가 들어서며 상대적으로 저지

대에 목곽묘 등의 소형묘가 입지한다는 견해이다15.

그러나 쪽샘유적 일대에 신라고분 분포현황조사를 진

행하면서 적석목곽묘가 목곽묘나 석곽묘 등의 소형묘에 비

해 해발고도 상에서 더 높은 곳에 위치한다는 근거는 지금

으로서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쪽샘유적이 위치한 경주 시내 중심가는 형산강에 의

한 범람원에 의해 형성된 충적대지이며, 대체로 평지임이 

잘 알려져 있다. 다만, 기반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형의 

고저는 분명히 확인된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드러날 만

큼 고도 차이가 큰 것은 아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적석목곽묘는 미고지 외에 소위 저지대에도 

숱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미고지상에서도 목곽묘는 

심심찮게 출토한다.

현재 조사 중인 44호 적석목곽묘를 예로 들면, 호석의 

가장 아랫단 열을 기준으로 무덤이 위치한 지점은 주위에

서 확인되는 다른 무덤들보다 현저히 낮은 해발고도에 위

치한다. 또한 B지구 연접분의 B1호, B2호 적석목곽묘의 호

석 최하단석은 기반토 위에 놓여 있는데, 동일 레벨에서 선

대 목곽묘들이 확인되고 있다. 시기가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석곽묘의 경우도 무덤이 축조되는 지점이 기반토가 아닌 경

우가 많지만 무덤을 만들기 시작하는 구지표면은 다른 목

곽묘나 적석목곽묘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반토를 기준한 지형의 굴곡

과 고저는 인정되지만, 무덤 입지를 논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덤 축조 시점에서의 지표면의 굴곡과 해발고도, 즉 

신라시대 구지표면이다. 지금으로서는 적석목곽묘의 호석 

기저부가 놓인 지점과 목곽묘나 석곽묘의 어깨선이 확인되

는 지점의 높낮이 차이가 유의미할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미미하거나 아예 없다고 보아도 좋다.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미고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일종의 선입견이 작용한 결과이다. 구릉 위에 

자리하는 동 시기 다른 지역의 무덤들은 으레 입지의 우

열이 무덤 규모와 관련하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

한 경주시내 옛 측량도들을 보면 마치 적석목곽묘가 들어

선 지점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착각이 드는 것도 사실

도면 4. 쪽샘유적 내 적석목곽묘 공지(空地). 

14 적석목곽묘가 축조된 마립간 시기는 김씨 왕계가 확립되었다. 따라서 선대 무덤들은 적어도 김씨 왕족이나 이와 관련 귀족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15 우리 연구소에서 간행한 그간의 쪽샘유적 발굴보고서에서도 이러한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입지를 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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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만 이 지도는 어떠한 시점에 작성되었든 간에 적석

목곽묘가 고총으로 만들어진 이후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적석목곽묘가 만들어짐으로써 이 지점이 상대적으로 

고지대가 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이 침수되어 늪지가 되는 

현상으로서, 선후관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재론하자면, 적석목곽묘 축조 시기와 병행하는 목곽묘

들은 적석목곽묘가 들어서지 않은 공지(空地)에 자리하며, 

그러한 무덤 권역의 분리는 주요 적석목곽묘가 유적 내에 

입지를 선점한 것에 기인하는 것 같다. 다만, 이것은 적석목

곽묘의 특정한 배치원리와 기획에 의해 선정된 것16이지, 이

를 입지의 우열이 반영된 것으로까지 해석할 근거는 없다. 

지형상의 약간의 고저 차는 확인되나 무덤의 위계에 따른 

우열은 보이지 않는다. 평면 배치에서 드러나는 군집현상을 

레벨 차이에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선입견에 지나지 않는 것

으로 앞으로의 조사와 연구에서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지난 10년간 이뤄진 쪽샘유적에서의 신라고분 분포현황

조사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적석목곽묘 외에도 수백 기 이상

의 목곽묘, 석곽묘 등의 소형묘들이 공존함을 알 수 있었다. 

이들 가운데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묘제는 목곽묘이

다. 본고에서는 이들 목곽묘들을 분석하여, ‘①세장방형 축

조 관습, ②목곽묘 내에서의 규모 차이 및 피장자 위계와의 

관련성, ③적석목곽묘 축조 이전 시기와 병행기로 대별되는 

축조시기, ④적석목곽묘 축조에 따른 이른 시기 목곽묘의 파

괴와 후대 목곽묘의 입지 제약과 함의(含意)’를 살펴보았다.

내부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대다수의 목곽묘들을 포함

하여 평면형태와 소수의 조사 사례만으로 쪽샘유적에서의 

특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억측이 많았음을 자인한다. 이

는 향후 쪽샘유적 신라고분 분포현황조사 결과가 더해지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쪽샘유적 H, L지구에서는 적석목곽묘 축조 이전

의 대형목곽묘가 존재한다고 학계에서 여기는 월성로(현 원

화로) ‘가’ 지구 목곽묘군과 유사한 대형의 주부곽식 목곽

묘와 그보다 이른 시기로 추정되는 주부곽식 목곽묘들을 

확인한 바 있다17.

적석목곽묘 축조 이전, 즉 사로국(斯盧國) 단계 지도

자들의 무덤이 목곽묘였음은 틀림없지만, 해당 시기의 대형 

목곽묘의 존재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국립경주문화재연

구소에서는 향후 신라의 국가 발전과정에 대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기대되는 목곽묘 유적을 선정하여 발굴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쪽샘유적은 신라 마립간시기의 중심 고분군으로서 학

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신라고분 분포현황조사에서 확인한 

목곽묘에 대한 다양한 출토사례는 신라고분 연구의 또 하나

의 중요한 테마가 될 것이다. 또한 적석목곽묘 축조 무렵의 

대형 목곽묘 연구는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는 신라 국가형

성기의 고고학에 새로운 활기를 가져올 것이다. 향후 쪽샘

유적에서의 발굴조사를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이다.

16 입지가 무덤 배치와 군집의 요소가 아니라면, 인위적인 요소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신라사회가 골품제로 대표되는 신분제 사회임을 감안하면 신분에  

따른 묘제의 차등 적용이 이뤄진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가문에 따라 배정되는 영역이 정해져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1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7a, 앞의 보고서.

*   본고는 2017년 11월 22일에 국립경주문화재 연구소가 주최한 

‘쪽샘지구 신라고분유적 발굴조사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발표집에 수록한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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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joksaem site is the eastern sector of Daereungwon Ancient Tomb Complex, Gyeongju(the 512th 

Historic site) called Wolseong North Burial Ground in academic community. The excavation and research of 

this site was conducted from 2007 to 2015, with the purpose of basic data offering for the restoration of Silla 

tumuli and development of ancient tomb park.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more than 700 new tombs were discovered except the 155 tumuli founded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Moreover, more than 70 percent of the smaller tombs, such as outer coffin tombs, 

were discovered here.

There are four characteristics of outer coffin tombs in Jjoksaem site.

First, it is recognized the Gyeongju-styled outer coffin tombs have a long rectangular shape, distinct from 

Gimhae-styled outer coffin tombs in a rectangular shape. 

Second, they are divided into three groups by the size of the grave area. This is indirectly related to the rank 

and the status of the buried person. 

Third, these tombs began to be constructed at the end of the 3rd century before the time of wooden 

chamber tombs covered by stone and earthen mound. They were ruined because of the new tombs constructed 

at the period of Maripgan. This ref lects that the identity of the former tombs was not respected by the 

communities in the later generations. Outer coffin tombs were consistently made to the end of the era of 

wooden chamber tombs covered by stone and earthen mound.

Lastly, the area of burial ground of outer coffin tombs is limited by wooden chamber tombs covered by 

stone and wooden mounds. Otherwise, the location of the burial ground for the deceased is limited by the 

status of the deceased. 

The Distributional Patterns of  Silla Burial Grounds 
and the Character of Outer Coffin Tombs 
in Jjoksaem Site, Gye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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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a that wooden chamber tombs covered by stone and earthen mound are located on the above ground 

turns out to be incorrect. In Jjoksaem site,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height of the circular burial 

protection stone and the height of the digging lines of the other tombs. In the case of No.44 tumulus, the lowest 

step of the circular burial protection stones is lower than those of the other tombs and tumuli. 

Research of outer coffin tombs at Jjoksaem site will be to suggest important academic data about the 

changing period from Saroguk, as the head of chiefdom union, to Silla, as state.

Key Word    Distributional patterns, Outer coffin tomb, Wooden chamber tomb covered by stone and earthen mound, Rank, Above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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