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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분지의 고지형과 대릉원 일원  
신라고분의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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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분지 내에는 신라 지배층의 핵심묘역인 중심지고분군(소위 월성북고분군)이 있다. 대체로 평지로 알려진 이 일대 

고분의 입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고분군의 조영과정과 방향 등을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고분군이 위치

한 곳을 포함한 주변일대의 지형양상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고분군이 위치한 경주 분지 내의 고지형을 최대한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선 후기 고지도, 일제강점기 지적원도, 각종 지형도, 1950~60년대 항공사진 등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분석하여 고분군 조영당시의 지형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고분군이 위치하는 곳은 선상지의 선앙 말단부나 선단부에 해당하며, 이 일대에는 다수의 용천천과 습지가 분

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용천천과 습지로 이뤄진 곳은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해당하며, 지표면에 수분이 많아 고분을 조성

하기에는 부적합한 지대이다. 이러한 지형특성은 고분군의 분포양상과 직접 관련되며, 고분은 용천천과 습지를 완벽히 피

해 조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고분군은 용천천과 습지에 의해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 되며, 각 구역 내에서도 경계부

분의 돌출되고 독립된 곳에는 대형분들이 입지하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이러한 양상은 남천변의 오릉일대에도 그대로 적

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대릉원 일원에 위치하는 신라고분의 입지와 분포양상은 경주분지 내의 미세한 지형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

며, 그 핵심요인은 바로 용천천과 습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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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지역에는 수백 년 동안 무수히 

많은 고분들이 축조되었다. 이 중 신라의 최고 지배계층인 

왕과 왕족, 귀족들의 무덤은 대단위 토목공사를 통해 완성

된 거대한 토목구조물로서 현재까지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

다. 특히 대릉원 일원을 중심으로 한 경주분지 내 평지에는 

고총고분이 밀집 분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릉원 일원의 고

분군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이 일대에 조영된 

고분의 주묘제가 적석목곽묘라는 것과 일부 석실묘, 그리고 

그 하부와 주변에 목곽묘, 석곽묘 등이 축조되었다는 점이

다. 특히, 적석목곽묘의 구조와 축조방식을 비롯하여 고분군 

전체의 조영원리와 방향 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어왔지만 

어디까지나 발굴된 고분의 연대나 평면적인 배치관계 등 고

고학적 기초자료를 바탕으로만 이뤄져 왔다. 

본 글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대릉원 일원 신

라고분의 입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고학적 기초

자료는 물론이고, 고분군이 위치한 경주분지 내의 지형학적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고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연구

되고 이해되어 왔던 경주분지 내 고분군의 입지양상은 막연

히 평지라는 일반론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개별고분의 규모와 평면상 거리, 종・횡방향의 선적인 배치관

계 등 2차원 도면상에서의 추론만을 시도해 왔던 것이다.

경주분지의 지형적 특징은 남천(南川), 서천(西川), 북

천(北川)1으로 둘러싸인 삼각형 혹은 부채꼴모양의 비교적 

넓은 평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그 주변으로는 소금강산, 

낭산, 남산, 선도산 등의 산록이 둘러싸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곳의 평지와 그 주변산지에는 왕경관련 유적들과 

함께 수많은 고분들이 축조되었는데, 특히 경주분지 내의 

넓은 평지에는 수백기의 적석목곽묘가 분포한다. 이 같은 적

석목곽묘의 입지적 특징은 무덤이 주로 구릉이나 산록에 입

지하는 가야고분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이다.    

이렇듯 경주분지 내에 조영된 중심지고분군2은 넓은 

평지에 조영된 대단위 고분군이라는 일반적 인식 때문인지 

고분군의 형성과정 혹은 발달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 지형

학적 특성은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다. 고분군 축조 당시의 

경주분지 내 지형양상을 조금이라도 복원해낼 수 있다면, 

적석목곽묘의 입지와 구조, 고분군의 형성과정과 배치관계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시점에서 접근 할 수 있는 모든 지형관련 자료

를 종합・분석하여 고분군 축조당시의 고지형을 복원해내고, 

이를 통해 대릉원 일원 신라고분의 입지양상을 밝혀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형특성 중 고분의 입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주분지 내 용천천(湧泉川)의 존

재와 위치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그 주변으로 형성된 습지

의 범위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Ⅱ. 경주분지의 고지형

경주분지 내 지형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들어와 본

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삼국사기와 같은 사료의 분석이

나 고고학 발굴자료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 문헌사학과 역

사고고학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에 반해 항공사진 판

독과 각종 지형도 분석, 토지이용양상, 경주분지 내의 퇴

적상 등을 검토한 지형학적 연구도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

에 따라 경주분지 내 지형을 바라보는 관점도 두 가지로 나

눠진다. 첫 번째는 삼국사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대 경주

분지 일원은 범람원이며, 수시로 북천에 의한 범람이 있었

1 이 하천들은 각각 문천(汶川), 형산강(兄山江), 알천(閼川)으로 불리기도 한다. 

2 여기서 중심지고분군이란, 현재의 행정구역 명에 따라 분리되어 명명되고 있는 인왕동·황오동·황남동·교동·노서동·노동동 고분군을 통합하여 부른 것

이다. 이 고분군은 일제강점기 이래로 경주 읍남고분군, 경주시내 고분군, 경주시내 평지고분군, 월성지구고분군, 신라왕궁고분군, 월성북고분군 등으로 불려

왔다. 필자는 이 고분군이 적석목곽묘가 중심이 되는 신라 최고 지배세력의 묘역이면서, 경주분지 고분군을 대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경주분지 중심지고

분군으로 부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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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주장이다(이근직 2000:47~102; 김재홍 2001:191~217; 

정영화・이근직 2002:37~49; 이기봉 2002:31~52; 강봉원 

2005:337~360). 구체적으로 왕경을 비롯한 경주 분지는 5

세기경부터 습지개발이 이뤄져 6세기대 이후부터 본격적

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형학적 관점에서 경

주분지는 최종빙기 동안 북천의 하상 퇴적물에 의해 형성

된 선상지 지형이며, 고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는 북천

에 의한 대규모 범람은 없었다는 주장이다(윤순옥・황상일 

2004:56~69;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12~90). 기록에 나오

는 고대 홍수・범람 관련 기사는 대부분 북천의 하상이나 범

람원에서 발생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며, 북천의 하도를 넘어 

남쪽지역에까지 이르는 범람은 오히려 고려~조선시대에 있

었다는 것이다.

경주분지의 지형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고대 이래 고분

의 축조, 왕경의 형성 등 다양한 인간활동이 자연환경을 어

떻게 극복하고 적응해 왔는가를 알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

다. 지금까지 주가 되어 온 문헌사학이나 고고학 중심의 연

구로는 경주분지의 지형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

히 고분축조와 관련된 입지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선 토지이

용양상이나 미지형 분석 등 정밀하고 과학적인 지형학적 연

구가 중요하다. 이에 근년에 이뤄진 경주지역에 대한 지형학 

중심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주분지의 지형특성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1. 경주분지의 지형특성3

경주 선상지는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단일 최대 규모

의 선상지이며, 전형적인 부채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선정

에서 선단까지의 거리는 약 4.5㎞인데, 비고 차는 40m에 

불과해 지형면 경사가 아주 완만하다. 경주분지에서 확인

되는 선상지의 지형면은 고위면, 중위면, 저위면으로 나눠

지는데, 경주선상지는 대부분 저위면에 해당한다(그림 1). 

북천은 경주선상지를 만든 선상지성 하천으로 하류부인 

선상지지역에서 하폭이 500~800m에 이를 정도로 넓어진

다. 유량이 많지 않은 평상시에는 하도에 유수가 거의 없는 

건천(乾川)에 가까운 상태이며, 돌다리 정도만으로 건널 

수 있어 도보 교통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림 2>의 지형면 분류도에 따르면 고분군이 위치한 

대릉원 일원과 황룡사를 포함한 왕경유적 일대는 모두 선

상지 저위면에 해당하며, 북천과 형산강 유역으로는 하상

과 북천 범람원이 일부 분포한다. 발굴조사 시 고대 문화

층의 아래에서 확인되는 기반층은 거력(巨礫)을 포함한 자

갈로 이뤄져 있고 대체로 붉은 갈색을 띠는 선상지 자갈

층이다. 단면의 퇴적구성이 치밀한 것이 특징이다. 반면, 북

천 북쪽의 소금강산 아래로는 하상퇴적층이 기반을 이루

는 것이 확인되는데, 치밀하지 못해 단면을 만들기 어렵고 

cobble급 자갈이 주를 이루는 갈색층으로 선상지층과는 

확연히 다르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대릉원 일원의 

신라고분들은 기반층인 선상지 자갈층(생토)을 굴착하고 

축조된다.

3 경주분지의 지형특성에 관해서는 최근 가장 정밀한 지형학적 분석이 이뤄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년도 『경주 알천유역 범람원의 고지형분석을 통한 토지이

용연구』(책임연구원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황상일)의 결과보고서를 전반적으로 참고하였다.

그림 1. 경주지역 선상지 지형분류(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0:12의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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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년도 『경주 알천유역 범

람원의 고지형분석을 통한 토지이용연구』의 결과보고서에 

수록된 경주분지의 지형특성과 발달과정을 대체적으로 수

용하는 입장에서 고분의 입지와 관련해서는 2가지 주목되

는 점이 있다. 첫째, 만빙기 후기에 선상지 말단부에는 용

천과 관계되는 개석곡(開析谷)이 형성되고(그림 2의  부

분), 그 주변으로 습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릉원 일원의 고분(적석목곽묘)은 상대적으로 해발고도

가 높은 미고지(微高地)에 입지한다는 것이다. 습지와 미

고지의 존재, 이러한 사실을 통해 고분이 습지를 피해 미고

지에 축조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다만 경주분지 내

의 지형과 고분의 입지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지형(微地形)의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미저지(微低地) 즉, 용천(湧泉)과 습지(濕

地)의 존재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

으로 분석하여, 용천과 습지의 범위를 중점적으로 복원해 

보고자 한다.

2. 경주분지 내 용천과 습지의 분포

고고학에서 대릉원 일원에 분포하는 고분군(적석목

곽묘)의 입지는 일반적으로 평지로 이해되고 있다. 약간의 

미고지(微高地)와 미저지(微低地)가 있다는 사실도 대체

로 인지하고 있으나 이것이 고분의 입지와 분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적으로 연구된 바는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릉원 일원의 고분군이 위치

한 곳은 선상지 지형의 저위면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선상지의 말단부 또는 선앙에 가까운 선단부에 해당한다

(그림 3). 통상 선상지 말단부에는 선정에서부터 복류(伏

流)하던 물이 지표로 흘러나와 용천대를 이룬다. 용천에 

의해 개석곡이 형성되기도 하며 용천 일대는 습지가 된다. 

용천에서 발원한 물이 소하천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용천천

이다. 용천천 주변은 물론이고 지표로 물이 흘러나오지는 

않더라도 지하수로부터 지속적으로 물이 공급되어 습지가 

형성되는 곳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월지 북쪽에서 

출발하여 월성 북쪽을 지나 남천으로 합류하는 일명 발

천(撥川)이 있다. 현재에도 많은 수량(水量)을 가지는 용천

천이다. 현재는 도심화에 따른 복개, 경지정리 등 인위적인 

지표면 변형 때문에 용천과 습지의 흔적을 찾기 쉽지 않지

그림 2.  경주지역 선사 및 고대 문화층 하부의 퇴적층 양상과 지형면 분류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46의 그림 19를 일부 수정 후 인용).

그림 3. 선상지의 평면・단면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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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지표면의 변형이 심하지 않았던 일제강점기 이래 작성된 

각종 지도와 1950~60년대에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고분군 

축조 당시의 지표상황을 어느 정도 관찰해 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용천과 습지는 고분이 입지하기에는 적합

하지 않은 지형면이라 최대한 이를 고려하여 고분이 입지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기에 고분의 입지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당시의 지형면 즉, 용천과 습지의 범위를 복원해 내

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래에서는 고지도와 도면, 

항공사진 등을 하나씩 관찰하며 고대 당시의 지형면을 복

원해 보고자 한다.

1) 조선 후기 지도 

조선 후기 1798년도에 제작된 경주읍내 전도를 보면, 대

릉원 일원의 고분군이 입지한 곳 주변으로는 논[田畓]이 표현

되어 있고(그림 4의 ○ 부분), 월성 북쪽에서 남천으로 흐르는 

용천천(일명 발천)도 잘 나타나 있다(그림 4의 ○ 부분). 지형

학적으로 선상지 말단부의 특징이 조선 후기 고지도에서도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 고분군 축조 당시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  경주읍내전도(1798년 정조 22년 작성, 경주시ㆍ경주문화원 20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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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제강점기 지적원도 

20세기 들어와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작성

된 경주분지 내 지적도4에서 용천과 습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5). 1915년에 제작된 이 지적원도에는 대지(垈), 임야

(林=고분 포함), 밭(田), 논(畓), 구(溝=소하천), 도로(道) 등으로 

지적이 나눠져 표현되어 있다. 월성 일대와 고분은 임야로 표

현되어 있는데, 주목할 곳은 구(溝)와 논(畓)으로 표현된 부분

이다. 먼저, 구는 보통 작은 도랑 혹은 소하천을 표현한 것인데, 

인위적인 경지정리나 물길의 변화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대

체로 자연 상태 그대로의 구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 구(溝)로 표현된 소하천들이 바로 용천천인데, 일제강점

기에 작성된 지적도를 기준을 한다면, 경주분지 내에는 크게 6

개소의 용천천이 확인된다. 남천으로 합류하는 것이 2개소, 형

산강(서천)으로 합류하는 것이 4개소이다. 월지 북동쪽에서 흘

러나와 월성을 돌아 남천으로 합류하는 용천천(그림 5의 ①)

이 가장 대표적인데, 유량이 많고 현재에도 그 모습을 잘 유지

하고 있다. 이들 용천천은 현재 대부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복

개되어 전체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현재에도 그 모

습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은 그림 5의 ①, ③ 두 곳인데, 황남동

에서 사정동으로 이어지는 용천천 ③은 용천천 ①만큼 유량이 

많고 길이가 길다(사진 1). 

용천천 ④는 현재 복개되어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5 

발원하는 곳은 현재 ‘쪽샘’으로 불리며, 지금도 우물이 남아 있

는 90호분 동편의 용천으로 추정된다. 또한 황남대총과 천마

총 사이에서 한 줄기 용천이 발원하여 쪽샘에서 발원한 물길

과 합류하는데, 현재 대릉원 내부에 인공연못으로 조성된 곳

이 바로 그 지점이다. 황남대총과 천마총 사이 및 쪽샘에서 발

원한 용천은 서쪽방향으로 진행하여 형산강과 합류하는데, 이 

용천천과 주변 습지에 의해 현재의 황남동 고분군과 노서・노동

동 고분군은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된다(사진 2).

 마지막으로 용천천 ⑤와 ⑥은 정확한 발원지점을 알 수

는 없으나, 용천천 ③, ④와 거의 비슷한 면에서 발원하여 서쪽

방향으로 진행한 후 형산강에 합류한다. 경주읍성의 해자는 이

러한 용천천을 적절히 활용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해자의 

물길이 용천천으로 빠져나와 형산강으로 흘러가게 설계되어 

있다. 고대 이래 고려・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용천천의 존재를 

인지하고 도시계획에 잘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적도에 표현된 논의 범위를 살펴보면, 6개소

의 용천천 부근과 인왕동, 노서・노동동 일대에 산발적으로 확

인된다. 특히, 월지 북쪽지역은 대단위로 논의 범위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곳은 왕경 건물지가 있었던 곳으로 고려・조선시대 이

후 일제강점기까지 실제 논으로 경작되었던 지역이다. 대체로 

지적원도 제작시점인 1915년도의 토지이용모습을 보여주고 있

는 것인데, 자세히 관찰해보면 지적원도 상에 논으로 표기되는 

곳들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용천천 주변으로 이 용수

를 활용하여 실제 논 경작이 이뤄진 곳, 또 하나는 실제 경작

이 이뤄지는 논은 아니지만 수분이 많은 땅 즉, 습지까지 모두 

지적원도 상에는 논으로 표현한 것이다. 특히, 인왕동과 노서

동 고분군 주변에 논으로 표현된 곳들은 분포양상이나 평면형

태로 보아 지표로 물이 흘러나오지는 않지만 지표부근까지 수

분이 많아 축축한 습지를 이루는 곳이다. 토지이용 상으로는 

밭은 아니기 때문에 논으로 밖에 표기할 수 없는 곳이다. 이러

한 곳에는 미나리와 같은 습지식물이 자생하기 좋으며, 실제 

70~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경주분지 내 곳곳에 미나리꽝이 

많았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와 일치한다. 결국, 지적원도 상의 논

은 실제 논뿐만 아니라 이 같은 습지까지 모두 표기한 것이며, 

이는 경주분지 내에 용천과 습지로 이뤄진 미저지가 상당부분 

존재했음을 알려준다. 현재는 이러한 곳에 작은 인공연못을 파

4 국가기록원에 있는 일제강점기 지적도를 스캔 받아 필자가 일러스트 작업을 통해 합친 것이다. 

5 용천천 ④의 모습은 일제강점기의 유리건판사진에 잘 남아 있다. 해당사진은 1914년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에 의해 촬영된 것인데, 노서동 고분군 방면에서 남

쪽으로 현 대릉원의 황남대총과 천마총이 보이게 촬영되었다. 사진에는 대릉원과 노서ㆍ노동동 고분군 사이를 흐르는 용천천이 잘 나와 있으며 돌다리를 통해 

건너야 할 만큼 유량이 있어 보인다. 현재의 발천과 흡사한 모습이다.(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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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제강점기 지적원도(1915년 제작, 국가기록원 제공, 필자 재편집). 

읍성

노서・노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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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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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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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동

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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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일제강점기 용천천 ④의 복개 전 모습(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제공 유리건판사진).

사진 3.  용천과 습지를 활용한 인공연못(左) 및 연꽃단지(右), (Daum 위성지도 캡쳐 후 편집).

사진 1.  형산강에서 바라 본 용천천 ③의 항공사진 모습(A→D: 西→東 촬영진행방향, 필자 촬영).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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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일제강점기 경주지도(1933년도 제작,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필자 재편집).

서 물을 가두거나 연꽃을 심는 등 조경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

릉원 안에 있는 천마총과 황남대총 사이의 인공연못과 황남

동 143호, 144호의 서쪽에 마련된 연꽃단지가 대표적이다(사진 

3).

3) 일제강점기 경주지도 

1915년도에 제작된 지적원도의 분석을 통해 위와 같이 

확인한 용천과 습지의 분포양상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각

종 경주지도에서도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1933년도

에 제작된 경주지도에서 용천천과 습지의 분포를 뚜렷하게 확

인할 수 있다(그림 6). 일제강점기 지적원도의 내용을 고스란

히 담고 있으며, 지도상에서 용천천과 습지(논)의 위치 및 범위

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다만, 이 지도에서도 

월성의 북쪽과 북동쪽에 표기된 대단위 논은 용천과 직접적

으로 관련된 습지가 아니라 고려~조선시대 이후 일제강점기까

지 실제 경작이 이뤄졌던 논이다. 이 일대는 당대 왕경구역으

로 논 아래에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지 등 다수의 유구가 존재

하고 있음이 발굴을 통해 확인되었다. 즉, 이 일대만큼은 삼국

시대~통일신라시대의 지형면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중

세 이후의 토지이용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제

작된 그림 7의 또 다른 경주지도 역시, 20세기 초 경주분지의  

토지이용양상을 나타내며, 용천천과 습지(논)의 분포를 잘 보

여준다. 

읍성

북천

대릉원형산강

남천

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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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세기 초 왕경 및 북천의 토지이용과 하천분포(국립문화재연구소 2013:90의 그림59).

4) 1950~60년대 항공사진

일제강점기의 지적원도와 각종 지도에서 확인한 경주

분지의 지형면 양상은 해방 이후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사진 4, 5). 경주분지를 촬영한 가장 오

래된 항공사진은 1954년과 1968년 촬영분인데, 흑백사진

으로 촬영당시의 계절과 당일 날씨에 따라 화질과 음영에 

차이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 항공사진상에서도 미저지에 

해당하는 곳은 많은 수분을 머금고 있어 주변에 비해 상대

적으로 검고 어둡게 표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의 음

영에 따라 미저지에 해당하는 지형의 미세한 기복을 관찰

해 낼 수가 있는 것이다. 1968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이 1954

년 촬영분에 비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찰이 더 용이한데, 

일제강점기 자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황남동과 사정동 

일대에서 대규모 논・습지가 확인된다.  도심화가 많이 진행

되어 전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황남대총 주변과 

노서동 고분군 서쪽, 그리고 경주읍성 해자에서 빠져나온 

용천과 관련된 습지가 확인된다. 이뿐만 아니라 월성과 월

지 북쪽의 용천은 물론이고, 현 경주고등학교 서쪽, 황룡사

역사문화관을 포함한 서쪽 일대, 황룡사지 남쪽 일대에서

도 일정한 범위의 습지가 확인된다. 특히 황룡사지 남쪽에

서 확인되는 대규모의 습지 혹은 미저지의 범위는 전(傳)미

탄사지의 바로 서쪽에 해당하는 곳이기도 하다. 고대의 사

찰들이 이러한 습지를 적극적으로 피하였거나 일부는 매립

하여 조영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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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경주분지 내 논ㆍ습지(○)의 분포(1968년 촬영 항공사진,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사진 5.  황남대총과 노서동 고분군 주변의 습지(1954년 촬영 항공사진,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서봉황대
봉황대

134호

천마총

황남대총

◀ 쪽샘90호

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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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촬영된 항공사진은 촬영당시의 날씨와 기후

의 영향인지 음영과 화질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1968년 촬

영사진 보다는 대릉원 주변 고분군의 도심화가 덜 진행되

어 이 일대의 지형관찰이 용이하다. 특히, 황남대총 주변으

로 천마총과 90호분 사이의 일대가 모두 습지대로 확인되

며, 이에 의해 고분사이가 분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90호분 

주변으로 동쪽에는 지금도 남아있는 ‘쪽샘’이라는 용천이 

있어 그 북쪽으로 습지가 보이고, 90호분 북쪽의 현 공영

주차장 자리도 항공사진으로 보아 논이나 습지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서봉황대와 134호분이 자리하는 노서동 고분군

의 서쪽 일대에도 고분군을 감싸듯이 대규모 습지가 확인

되고 있다. 1968년 촬영사진에서는 주택에 의해 부분적으

로만 확인되었던 곳인데, 서봉황대의 북쪽은 물론이고 134

호분의 서쪽은 논・습지가 고분에 맞닿아있는 것이 특징이

다. 50~60년대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통해 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이며, 그 밖의 부분은 모두 도로나 건물지에 

의해 지표가 변형되어 원지형의 모습을 관찰하기 어렵다. 

한편, 노서동 고분군의 134호분은 남북으로 연접된 

표형분인데, 그 서쪽의 논과 습지의 범위도 연접방향과 동

일하게 남동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고

분의 축조 이후 주변지형이 습지로 바뀐 것이 아니라면, 습

지로 인해 한정된 공간 내에 고분이 입지한 것이다. 고분의 

입지와 축조방향이 미지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Ⅲ. 대릉원 일원 신라고분의 입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주분지의 지형면은 기복

(起伏)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에는 여러 개의 소하천

이 분포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 하천들은 주로 선상지의 선

정에서부터 복류하던 지하수가 선앙 말단부나 선단부에 와

서 지표면으로 흘러나오는 용천에서 발원한다. 즉, 이 소하천

들은 용천천인데 평소 유량이 많지 않으므로 깊게 하도(河

道)를 형성하지는 못하지만 연중 지하수로부터 유지수(維持

水)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므로 발원지와 하도를 연하여 넓은 

습지가 형성된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0:28). 이러한 특

징들은 경주분지 내 지형면의 기복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근・현대에 제작된 각종 지도와 50~60년대 촬영된 항공사진

에서도 잘 드러난다. 여기서는 이러한 지형특성이 고분군의 

입지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용천천과 습지 그리고 고분군

현재로선 인위적인 지형면의 변형이 거의 없고, 고분

과 용천천 및 습지의 관계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가 1915년에 작성된 지적도이다(그림 8). 지적도 제작 당시

에도 봉분이 삭평되어 남아 있지 않은 고분도 있겠지만 지

적도 내에 표현된 고분의 입지와 분포를 살펴보면, 경주분

지 선상지 내 곳곳에 존재하는 용천천(소하천)과 습지를 적

극적으로 피하여 고분들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노서동 고분군 일원의 서

쪽과 북쪽은 습지로 완전히 막혀있다. 서봉황대와 134호

분이 지금의 자리보다 서쪽이나 북쪽에 위치하고 싶어

도 더 이상 진출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남북으로 연접된 

134호분의 서쪽 지형은 연접된 축과 동일한 남동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어 134호분을 축조할 당시 연접의 위치나 방

향이 지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

한 양상으로 추정해 보았을 때, 봉황대 북쪽의 지형은 일

제강점기 당시에도 이미 건물이 들어서 관찰할 수 없지만, 

봉황대 역시 습지에 의해 더 이상 북쪽으로는 진출할 공간

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노서・노동동 고분

군은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습지에 의해 차단되는 공간

의 최북단과 서단에 봉황대・서봉황대・134호분을 입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대릉원 안의 황남대총과 천마총, 90호분 

주변의 양상이다. 지적도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90호분의 

동쪽, 쪽샘 44호분과의 사이에는 지금도 물이 흘러나오는 

용천이 있고, 천마총과 황남대총의 사이에서도 용천이 발

원하고 있다. 현재에는 이곳에 인공연못이 조성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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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용천천과 습지 그리고 고분군의 관계(1915년 제작 일제강점기 지적원도 , 필자 재편집).

읍성

노서・노동동

쪽샘

대릉원

월성

월지

사정동

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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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노서동 일대 고분. 

그림 9-5.   황남동ㆍ사정동 일대 고분.

그림 9-3.   쪽샘(황오ㆍ인왕동) 일대 고분. 그림 9-4.   119호분 주변 고분.

그림 9-2.   황남대총 주변 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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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 두 곳에서 발원한 물은 소하천을 이루어 노서・노동

동 고분군과의 사이로 서류(西流)하여 형산강에 합류한다. 

이 용천천과 주변 습지에 의해 노서・노동동 고분군과 대

릉원 일대가 완전히 분리된다. 또한 서봉황대・봉황대・134

호분의 양상과 동일하게 천마총・황남대총・90호분・39호(추

정)까지 모두 용천천과 습지에 의해 차단된 공간의 최북단

에 각기 고분이 입지하고 있다. 마치 가야지역 고분군에서 

돌출된 구릉 능선부의 끝부분에 대형고분이 선점하고 있

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세 번째는 쪽샘, 인왕동 고분군 일대의 양상이다. 이 

일대는 황남동, 노서・노동동 고분군 만큼의 대형분은 존재

하지 않지만 중소형고분이 연접되어 매우 밀집도가 높은 

것이 최근의 분포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일대에는 눈

에 띄는 용천천이 확인되지 않지만 아주 작은 단위의 논, 

즉 습지가 여러 군데에서 확인되는 지형특징을 보인다. 용

천에 의해 지형면이 뚜렷하게 분리되거나 하진 않지만, 소

단위의 습지에 의해 지형면이 고른 것도 아니어서 고분은 

대형분보다는 중소형분 중심으로 군데군데 밀집하는 입지

적 특징을 보인다. 이 일대에서도 고분의 입지는 습지를 최

대한 피해 선정되고 있어 고분이 상대적으로 미고지에 설

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정동・황남동 일대의 양상이다. 대형분 

중 유일하게 3기의 고분이 연접된 119호분에서부터 그 서

쪽에 자리한 143호, 144호, 145호분 등이 있는 곳이다. 대

체로 규모는 대형분이지만, 대릉원과 노서・노동동에 있는 

고분에 비해 고분의 군집 밀도가 상당이 낮고, 넓은 범위

에 산발적으로 고분이 조영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분

포의 특징은 이 일대를 관통하는 용천천과 직접 관련된다. 

119호분의 서북쪽, 현재 신라회관이라는 한정식집 부근에

서 발원하여6 119호분의 서쪽을 돌아 143호분와 144호분 

사이를 통과해서 형산강으로 흐르는 용천천이 있다. 지금

도 그 모습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용천천일 뿐 아니라 

그 주변으로는 대단히 넓은 습지가 형성되어 있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119호분은 이 용천천과 습지에 의해 북쪽, 

서쪽, 남쪽으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143호분과 144호분, 145호분 역시 용천천에 의해 

분리되어 더이상 서쪽이나 남쪽・북쪽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경계부분에 입지하고 있다. 대릉원 일원과 노서・노동동에 

입지하는 고분들과는 방향만 다를 뿐, 용천천과 습지에 의

해 분리되는 공간의 경계부분에 대형고분이 자리하고 있

다는 점에서 동일한 입지적 특징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징은 현재의 오릉에서도 그대로 

관찰된다. 필자는 고분들의 군집양상, 연접형태, 규모 등을 

근거로 오릉에 있는 고분들을 적석목곽묘로 판단하고 있

사진 7.  오릉일대의 소하천(⇦ : 흐름)과 고분 입지 

(다음지도 제공, 2008년 촬영, 필자 재편집).

사진 6. 오릉일대의 항공사진 전경(다음지도 제공, 2008년 촬영).

오릉

6 신라회관 내 정원에서는 지금도 발원하고 있는 용천을 확인 할 수 있다.

오릉

인공연못

  알영정
  (閼英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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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경주분지 내 소하천(-)과 습지ㆍ논(■) 그리고 고분(●)의 분포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필자 재편집).

사진 8.   경주분지 내 습지()와 고분(○) 분포양상(1968년 촬영 국토지리

정보원 제공, 필자 재편집).

다. 경주분지 중심지고분군과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것으

로 보고 있는데, 오릉의 입지적 특징 역시 위 고분들과 완

전히 동일하다. 오릉은 조선시대 이래 신라의 시조묘(始祖

墓)로 관리되면서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도 지형면

의 변형이 거의 없는 온전한 지표환경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오릉의 주변으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는 소

하천들이 확인되며 모두 복개되었지만, 이를 이용한 인공

연못이 만들어져 있기도 하다. 현재에는 물이 흐르고 있

지 않는 곳도 소하천의 영향으로 습지화되어 갈대와 같은 

습지식물이 자생하는 미저지가 존재한다. 이러한 지형면의 

기복에 의해 오릉일대 역시 대체로 평지로 보이지만 주변

의 소하천과 습지를 피한 미고지에 고분이 입지한 것으로 

생각된다7(사진 6, 7).

한편,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지적도 외에도 근현대의 

경주지도, 1960년대의 항공사진에서 고분과 습지의 관계는 

동일하게 관찰된다(그림 10, 사진 8).

2. 경주분지 중심지고분군의 입지와 분포

여기서는 소하천(용천천) 및 습지에 의해 생긴 공간적 

경계와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 고분들의 분포에 따라 중

심지고분군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그 특징을 설명하

고자 한다(그림 11). 

먼저 A구역은 대릉원을 중심으로 황오동, 인왕동 고

분군의 대부분이 포함되는 구역이다. 구역 내 서편에 해당

하는 대릉원 일대에는 직경 40m 이상의 대형분들이 분포

하고 있으며, 그 동편으로는 중소형분들이 밀집 분포하고 

있다. 특히, 쪽샘지구 동쪽의 인왕동 고분군 일대로는 중소

형분들이 조밀한 분포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봉토분이 거

의 확인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언

급하는 바와 같이 눈에 띄지 않은 습지(미저지)가 군데군

데 존재하는 곳이다. A구역의 가장 큰 특징은 구역 내 최

북단에 접하여 155호(천마총)-98호(황남대총)-90호-39호

(황씨묘)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된다는 점이다. 이 지

점들은 각 고분사이에서 용천이 발원하거나 습지가 형성되

어 있어 A구역 내의 북단에 접한 돌출된 공간 혹은 독립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입지한 고분들은 모두 A구역 

내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대형분으로 이 지점들이 가지는 

독립적 위치와 직접 연결된다. 

다음으로 B구역은 A구역의 서북쪽에 접하고 있으며, 

A구역에 비해 소구역을 이루고 있다. 대릉원에 속한 고분

과 마찬가지로 중대형분 중심으로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소형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남쪽으로는 A구역과의 사이에 

소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B구역의 서쪽과 북쪽에서도 용천

에 의한 습지가 형성되어 있어 굉장히 독립적인 공간을 이

7 필자는 현지답사를 통해 이러한 상황들을 직접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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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있다. 고분배치에 있어서의 특징은 A구역과 동일하게 

구역 내의 북단에 접하여 B구역에서 가장 대형분인 125호

(봉황대)-130호(서봉황대)가 위치하고 있다. 봉황대의 동

쪽으로 더 이상 봉토분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B

구역 내의 북쪽 양단에 맞춰 의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125호분과 130호분을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C구역은 A구역에서 남쪽으로 일정한 거

리를 두고 위치하는 곳인데, A, B구역에 비해 고분의 밀집

도 상대적으로 낮은 구역이다. 119호분의 북서쪽에서 발

원하여 143호분과 144호분 사이를 지나는 소하천에 의

해 공간이 분리되며, C구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143호

분-144호분-119호분이 각각 분리된 공간의 서남단 혹은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A, B구역의 양상

과 동일한데, 주변 일대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분이 해당 

구역 내의 끝자락에 치우쳐져 독립적으로 위치한다.

결국, 중심지고분군의 배치양상은 이 일대의 지형양

상이 적극적으로 고려된 후, 대형분을 중심으로 기획적인 

배치와 조영이 이뤄졌음을 잘 보여준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경주분지 내 신라고분의 입지는 흔히 가야지

역 고분군과 비교하여 고분을 조영하기에 적합한 평지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신라고분의 입

지는 평지 내에서도 미세하게 존재하는 지형면의 기복을 따

라 낮은 곳을 피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곳을 선정하였다. 

경주분지 내 고분군이 밀집하여 분포하는 대릉원 일

원은 선상지 지형면의 선단부 혹은 선앙에 가까운 선단부인

데, 이 주변으로는 지금은 잘 관찰되지 않은 많은 용천과 습

지가 형성되어 있고 이들은 고분과 완전히 분리되어 분포하

그림 11.   중심지고분군 내 대형분의 분포와 입지(1933년 제작,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필자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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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다시 말해 고분은 이런 습지와 용천, 즉 저지대

를 완벽히 피하여 입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심지어 고대 

이후 중세에 조성된 경주읍성 역시 이러한 용천천의 위치와 

방향을 고려하여 해자(垓字)의 설치와 활용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 후기 고지도부터 일제강점

기 이래 작성된 지적도, 지형도 및 해방 이후 촬영된 항공사

진 등의 자료에서 모두 관찰할 수 있었다. 

이 글은 신라 지배세력의 핵심 묘역인 대릉원일원 고분

군의 조영에 관해, 그간 유념하였던 평면적인 배치양상(최병

현 2014:134~136) 외에도 지형환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 것이다. 용천과 습지에 의해 한정되

고 분리되는 공간 내에서도 규모가 크고 위계가 높을 것으

로 추정되는 대형분은 그 나름 독립적인 위치에 자리하였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중심지고분군의 조영방식이나 방향이 

일률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지형학적 관점은 물론이고 고고학적 조사에서 

이를 반영한 정보가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 미세한 지형

면의 기복에도 영향을 받는 고분의 입지는 더 정밀한 지형 

측량도가 필요하다. 각종 조사에서는 가능하다면 문화층 하

부의 기반층을 관찰하기 위한 트렌치조사가 반드시 실시되

어야 하며, 그 외 지하수와 직접 관련되는 우물에 대한 조

사, 복개되어 알 수 없는 용천천의 흐름, 물이 지표로 흘러나

오지는 않지만 습지화된 미저지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

집하고 통합하여만 경주분지 내의 미지형을 정밀하게 복원

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완성된 지형정보는 여기서 다룬 

고분군의 입지뿐 아니라 왕경의 형성과 발달과정을 이해하

는데도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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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eotopography of the Gyeongju Basin and the 
location of the Silla Tombs of Daerungwon

Within the Gyeongju Basin lies the central an ancient tombs (Wolseongbuk tombs), which are seen to be the 

core tombs of the Silla ruling class.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location of the ancient tombs, commonly 

known as a flatland area, provides a clue to understanding the contrast process and direction of the ancient 

tombs. This in turn requires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surrounding landscape, including where the 

ancient tombs are located. In other words, it must be possible to restore as much of the highland area as possible 

within the basin in which the ancient tombs are located. All data were analyzed as deeply as possible in order to 

identify the topographical features of the ancient tombs.

As a result, it appears that the ancient tombs are located at the end of a fan or at the end of the line, and a 

large number of springs and wetlands are distributed around the area. This area is relatively low and unsuitable 

for generating high levels of moisture on the ground. These topographical features are directly related with the 

distribution of polymers, and solids were completely formed to avoid wetlands. Meanwhile, the ancient tombs 

are divided into several zones by springs and wetlands, and each area also has the characteristics of large groups 

where the boundaries are protruding and isolated. Also, this aspect was found to be true for the Oreung around 

Namcheon. After all, the location and distribution of Silla in the Daerungwon area are the result of the reflection 

of the fine geographical features of the Gyeongju basin, which are the key factors of springwater and wet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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