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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신라 황복사지(皇福寺址) 동편 폐고분지(廢古墳址)의 성격에 대한 기존의 제설(諸說)을 검토하고 최근 실

시된 발굴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고고학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고찰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신라 황복사지 동편 논 경작지 지면에 노출되어 있었던 원형의 거석(巨石)들은 발굴조사 결과 모두 전면(前面)

이 호형(弧形)으로 가공된 왕릉(王陵)의 호석(護石)이었다. 이 왕릉의 호석들은 대부분 후대 경작으로 인해 원위치에서 

이탈되어 있었고, 일부는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건물의 담장이나 기단 등의 건축부재로 재활용된 상태였다. 이러한 사

실은 당시 신라의 계세관념(繼世觀念)과 골품체제(骨品體制) 및 왕실의 권위를 감안할 때 인위적으로 능묘(陵墓)를 파괴

한 후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 왕릉의 석재는 당시 왕의 능원(陵園)이 조영되던 중 어떠한 이유로 인해 미처 완

성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오다가 후대에 자연스럽게 건물지의 부재로 재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구황동(九黃洞)왕릉지 탱석(撑石)의 규모와 암질(岩質)을 비교・분석한 결과 능지탑지(陵只塔址)에 복원되어 있

는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 탱석들과 동일한 왕릉의 호석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황복사지 십이지신상 호석

은 또 다른 왕릉의 호석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황복사지 십이지신상 호석이 구황동왕릉지에서 옮겨

왔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학계의 견해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셋째, 호석의 구조와 능묘 형식으로 본 구황동왕릉지의 피장자(被葬者)는 흥덕왕보다는 늦고, 전(傳)경덕왕릉의 피

장자와는 비슷하며, 전(傳)김유신묘의 피장자보다는 앞선 시기의 왕 중에서 찾아진다. 또한 능지탑지로 옮겨진 십이지신

상 탱석의 미술사적 형식을 감안해 보더라도 구황동왕릉지의 피장자는 9세기대의 신라 하대 왕 중에서 비정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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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신라 황복사지(皇福寺址) 동편에 위치한 논 경작지

에는 의문의 거석들이 원형을 이루며 노출되어 있다. 이 

원형의 석렬은 황복사의 비정 문제1와 관련되어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주지하듯이 황복사는 『삼국유사』, 『삼

국사기』에 의하면 654년(진덕여왕 8년)에 의상대사(義湘

大師, 625~702)가 29세에 출가한 곳2으로 경명왕도 이 사

찰에서 화장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3 특히 1942년 황

복사지 삼층석탑(국보 제37호)4을 해체 수리할 당시 제2

층 옥개석에서 금동사리함(金銅舍利函)이 출토되었는데, 

이 사리함의 ‘종묘성령선원가람(宗廟聖靈禪院伽藍)’이라

는 기명(記銘)에 의해 황복사는 신라 종묘의 왕실 사원

일 것으로 추정되어 왔으며, 사리함과 함께 금제여래입상

(국보 제79호)과 금제여래좌상(국보 제80호)을 비롯한 다

량의 금·은·옥제 유물이 출토되어 더욱 주목을 받아왔다.

황복사지는 지형상 석탑을 기준으로 남쪽에는 마을

이 형성되어 있고, 서쪽에는 완만한 낭산의 자락이 이어지

고 있다. 석탑의 동쪽에는 3단의 계단식 평탄지가 펼쳐져 

있는데, 경작지로 활용 중인 이 일원이 사역으로 추정되어 

1 이 사지가 ‘황복사’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있어 왔다(李弘稙, 1954, 「慶州狼山東麓 三層石塔內 發見品」 『韓國古文化論攷』, 乙酉文化社). 현재까지도 

이 사지를 황복사라고 단정지을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까지 사역 내에서 발견되지 못한 까닭에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물론 낭산 동쪽 일대에

서 발견되었다고 전하는 ‘皇福(寺)’ 또는 ‘王福’ 재명와(在銘瓦)가 동아대학교와 동국대학교에 각기 소장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 하지만 기와의 최초 발견 장소

가 불명확하고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금동사리함의 명문에도 사찰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과 문헌 기록에 보이는 황복사 관련 기사에도 그 위치가 명확히 기

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으로 인해 ‘황복사지’, ‘전황복사지’, ‘구황동사지’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최근의 연구 성과(장호진, 2019, 「新羅 

皇福寺의 창건과 변천」 『歷史敎育論集』71)에 비추어 ‘황복사지(皇福寺址)’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2 『三國遺事』卷4, 義解5 義湘傳敎條, “法師義湘 考曰韓信 金氏 年二十九 依京師皇福寺落髮”. 

3 『三國遺事』卷1, 王曆 景明王條, “火葬皇福寺 散骨于省等仍山西”.

『三國史記』卷12, 新羅本紀 景明王 八年條,“秋八月 王薨 諡曰景明 葬于黃福寺北”.

4 이 석탑은 높이 7.3m로 2중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쌓아 올린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황복사지 위치 비정 문제로 인해 ‘구

황동 삼층석탑’으로 불리다가 최근 공식 명칭이 ‘경주 황복사지 삼층석탑(慶州 皇福寺址 三層石塔)’으로 바뀌었다. 

5 1928~30년대 일본인 학자 態勢丑三가 황복사지 삼층석탑 및 십이지신상을 조사하였고, 1968년 신라 삼산오악조사단에 의해 8기의 십이지신상이 재확인

되었는데, 북쪽에서 해(亥), 자(子), 축(丑)상 및 상부가 파손되어 형태를 알 수 없는 십이지신상 1기와 동쪽에서 묘(卯), 사(巳), 오(午), 미(未)상을 확인하였다. 

그 후 1982년 동국대경주캠퍼스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를 통해 6기의 십이지신상(해, 자, 축, 사, 오, 미)이 재차 확인되었으며, 2002년 국립경주문화재

연구소가 문화재청 사범단속반과 함께 이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십이지신상 석렬을 건물지의 기단으로 추정하였다(黃壽永, 1968, 「慶州 傳皇福

寺址의 諸問題」 『考古美術』97, pp.1~6: 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2002, 『年報』13, pp.79~82).

6 東國大慶州캠퍼스博物館, 1985, 앞의 보고서, p.20.

7 東國大慶州캠퍼스博物館, 1985, 『新羅狼山遺蹟調査』, p.61.

과거 몇 차례 지표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석탑지를 

기준으로 두 번째 단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평복부조(平服

浮彫) 형식의 십이지신상 탱석 8기가 확인되었다. 일부 연

구자들은 이를 금당의 기단석으로 추정5하였고, 동편에 노

출되어 있던 이 원형의 석렬을 이와 관련된 목탑지로 추정

하기도 하였다(그림 1).6  최근에 이르러서는 황복사를 원

찰(願刹)로 보고 그와 관련된 왕릉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림 1 신라 황복사지 실측도(1985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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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가 제시되어8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원형의 석렬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황복

사지 비정 문제와 관련하여 목탑지 혹은 폐고분지9 그리

고 그 피장자 비정 등과 같은 여러 의문점들이 명확한 결

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를 이루고 있다. 그 이유

는 사료의 부족과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지표조사 이

외에는 면밀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이러한 

의문점들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학술적 근거가 부족했

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경주시에서 2015년 문화재 보수 정비 

국고 보조 사업인 「경주 낭산 일원(사적 제163호)」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황복사지 일원에 대한 본격적인 발

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동안의 의문점을 어느 정도 밝

혀낼 수 있는 고고학적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

다. 이에 본고에서는 발굴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앞서 제

기된 의문점들에 대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론에 다다르

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Ⅱ. 기존 제설의 검토

경주 구황동 황복사지 삼층석탑 동쪽으로 약 80m의 

거리를 두고 위치해 있는 의문의 거석들은 정밀 발굴조사

가 이루어지기 전인 최근까지도 논 경작지 한가운데에 원

형을 이루며 흩어져 있었다(사진 1).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이 이 원형의 석렬을 두고 불교 

8 이 견해는 강우방에 의해 제시되었고, 이후 이근직 등의 연구를 통해 정설로 받아들여져 왔다(姜友邦, 1973, 「新羅十二支像의 分析과 解釋」 『佛敎美術』1, 

pp.28~32; 이근직, 2012, 『신라왕릉연구』, 학연문화사, pp.133~135).

9 후술하듯이 필자는 이 원형의 석렬들을 왕릉의 호석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피장자가 왕이나 왕비가 맞는지, 석렬이 노출된 지역이 왕릉지가 맞는지 현

재의 발굴조사 결과만으로는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 원형의 석렬 및 그 확인 지역에 대해 우선은 ‘폐고분지’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0 姜友邦, 1973, 앞의 논문, pp.25~75.

11 東國大慶州캠퍼스博物館, 1985, 앞의 보고서, p.20.

12 『三國遺事』 卷4, 義解5 義湘傳敎條.

13 경덕왕대(742~764년) 대덕인 표훈이 의상과 동시대 인물로 기록되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여 이 기사는 후대에 윤색된 것으로 추정하였다(金福順, 1996, 

「義湘과 皇福寺」 『新羅와 狼山』(신라문화제학술회의논문집 17), pp.152~157). 

14 이홍직은 의상의 요탑 의식에 근거하여 탑의 성격을 비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곳을 기존의 가람에 신문왕의 명복을 위하여 공양탑을 건립한 것으

로 이해하였다(李弘稙, 1954, 앞의 책, pp.37~59).

혹은 사찰 관련 건물지로 보거나 폐고분지 등으로 추정해 

왔었다.

이 석렬은 강우방에 의해서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되

었다.10 이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에 의해 고고

학적인 유구 실측조사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보고자는 이

를 사찰 관련 목탑지로 추정하였다(그림 2).11 그러나 이

러한 추정에 대해서 ‘목탑지라 할 만한 특별한 증징(證徵)

도 없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추정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하였다. 다만 ‘이곳 사역 일대를 황복사지라 비정한다면 

의상법사의 요탑의식(遼塔儀式)에 따르는 목탑지로 추정

해 온 다소 막연한 장소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 석렬이 

석탑과 거의 정동(正東)으로 대칭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

다는 점, 원형의 석렬 중간 지점에 두 개의 석재가 놓여 있

다는 점 등이 유구 해석의 막연한 근거로 제시되었을 뿐이

다. 하지만 의상이 요탑 행위를 하였다는 『삼국유사』의 기

록12은 후대에 윤색된 것13이므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14

사진 1 경주 구황동 폐고분지 전경(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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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형의 석렬 내에서 확인된 두 개의 석재를 아

마도 목탑의 심초석으로 간주한 듯한데 후술하듯이 발굴

조사 결과 두 개 모두 능묘의 탱석으로 확인되었다.16 그

리고 신라 석탑의 기단 평면은 대부분 방형이어서 원형을 

이루는 것은 드물다는 점17에 유의한다면 위의 사료 기사

와 석재의 출토 형태를 통한 유구의 성격 비정은 이제 무

의미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석렬을 고분으로 이해한 연구는 강우방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다.18 그는 황복사지 동편에서 출토

된 십이지신상 석재를 신라 왕릉의 호석 혹은 석탑의 기

단부에서 확인되었던 기존의 십이지신상 석재와 비교함

으로써 그 성격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우선 황복사지 동

편 십이지신상 석재를 사찰과 관련시켜 건물지 기단부의 

15 東國大慶州캠퍼스博物館, 1985, 앞의 보고서, p.62.

16 (재)성림문화재연구원, 2017, 「경주 낭산 일원 내 추정 고분지 정비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pp.14~38.

17 강봉원, 2015, 「신라의 벽화고분과 화상석묘 존재 가능성 고찰 –전신문왕릉과 황복사지 위치 비정을 중심으로–」 『新羅史學報』33, pp.199~200. 

18 姜友邦, 1973, 앞의 논문, pp.29~31.

19 夫聖人垂拱處濁世而育蒼生至德無爲應閻浮而濟群有 神文大王五戒應世十善御民治定功成天授三年壬辰七月二日乘天所以 神睦太后 孝照大王奉爲 宗庿聖靈禪院

伽藍建立三層石塔(新羅皇福寺石塔金銅舍利函銘).

20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 神文王 二十年條, “秋七月 王薨 諡曰神文 葬狼山東”. 

21 강봉원, 2015, 앞의 논문, pp.201~212. 

22 金相鉉, 1996, 「洪聖民의 『鷄林錄』」 『慶州史學』15, p.536.

용도로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이를 사지 동편의 석재들 중에서 옮겨와 재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십이지신상이 새겨

진 석재의 규모와 조각 수법이 신라 십이지신상 호석 왕

릉에 배치된 것들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추

가로 발견된 탱석과 면석들의 평면 형태 역시 모두 완만

한 곡선을 가지고 있어 둥근 무덤에 사용하기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십이지신상이 조각된 탱석과 그 주변의 

면석 등을 왕릉의 호석으로 이해하였고 황복사지 동편의 

석렬을 신문왕릉으로 비정하였다. 그 근거로 황복사지 

삼층석탑 출토 사리함 명문에 효소왕이 아버지인 신문왕

의 원탑(願塔)을 세웠다고 기록된 점19과 『삼국사기』에 신

문왕을 장사지낸 곳이 낭산의 동쪽으로 기록된 점20 등을 

제시하였다.

강봉원 역시 그의 견해에 동조하여 이 원형의 석렬 

유구를 신문왕릉으로 비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1 나

아가 이 왕릉이 도괴되고 유실된 이유는 북천의 홍수 때문

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홍성민(1536~1594)이 1580년 경상도 관찰사로 경주에 재

직하면서 경주 유적지를 탐방하고 작성한 『계림록』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가 주목한 내용22은 아래와 같다.

A.  옛 능이 부의 동북쪽 5리 쯤의 황야 중에 있는데, 물

이 침식하고 들쥐가 구멍을 냄 에 침원이 무너졌다. 

사람들이 다투어 금과 옥을 파내니 石穴은 비었다. 

그림 2 황복사 추정 목탑지 실측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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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門 곁을 들여다보니 石室이 엄연하고 해와 달의 

모습을 새겼다. 어느 왕릉인지 모르겠다.23

자료 A에 의하면 홍성민이 탐방한 왕릉은 물이 침식

하여 무너져 내린 화상석 횡혈식석실분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기록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홍수에 의해 능이 파

괴되었다는 내용은 없으나 경주 북천에서 발생하는 홍수

와 물의 흐름에 관한 집적된 기왕의 연구24와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기록을 분석하여 자료 A의 능은 헌덕왕릉

이 아닌 북천의 남변 즉 황복사지 동편에 있는 능일 것으

로 추정하였다. 또한 고고·미술사학적 측면에서 보아 낭

산 동편의 사지는 신문왕의 원찰인 황복사로 비정될 수 

있으므로 사찰 옆에 조영되어 있는 왕릉을 신문왕릉으

로 비정하는 것 역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이러한 견해 외에도 이 원형의 석렬을 『삼국사기』 기

사, 십이지신상의 형식 및 우수한 조각 수법 등을 근거로 

하여 민애왕릉25, 효성왕릉26, 성덕왕 혹은 효성왕의 왕비

릉27 등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피장자를 비

정하지는 않았지만 왕릉으로 비정할 수 있다는 견해28 등

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이처럼 피장자가 누구인지는 

차치하고라도 최근 연구자들은 이를 왕릉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황복사 건물지의 기단석으로 사용된 십이지

신상 석재들은 사지 동편의 왕릉 호석이며 왕릉이 폐기된 

후 이를 옮겨와 재사용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견

해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

23 洪聖民, 『鷄林錄』, “有古陵在府之東北五里荒野中 野水囓之 野鼠穴之 寢園壞 人爭金玉而出之 石穴空中 石門欹側 窺而視之 則石室儼然 刻以日月狀 不知何王陵也”

24 李紀鳳, 2002, 「新羅 王京의 範圍와 區域에 대한 地理的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朴方龍, 2001, 「皇龍寺와 新羅王京의 造成」 『黃龍寺의 綜合的 考察』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22); 조철제, 2000, 「조선시대 경주의 오리수와 보문평 소고」 『新羅學硏究』4; 강봉원, 2005, 「신라시대 경주 북천의 수리에 관한 역사 

및 고고학적 고찰」 『新羅文化』25; 강봉원, 2006, 「경주 남고루에 관한 일고찰」 『新羅文化』27.

25 김용성・강재현, 2012, 「신라 왕릉의 새로운 비정」 『야외고고학』15, p.198.

26 (재)성림문화재연구원, 2017, 앞의 보고서, p.24; 박광열, 2018, 「신라 중고기 및 중대 왕릉의 재해석」((재)성림문화재연구원 신라문화특강 자료집), p.14.

27 이근직, 2012, 앞의 책, p.290.

28 임영애, 2013, 「신라 왕릉조각의 미술사적 조망과 특수성」 『新羅文化』41, pp.79~82.

29 이청규, 2000, 「경주고분으로 본 신라천년」 『역사비평』52.

하지만 이 십이지신상의 경우 그 양식의 연대 설정

이 연구자마다 달라서 왕릉의 조성 연대와 피장자에 대

한 비정 역시 7세기 후반에서부터 9세기 중반까지 적게

는 50년, 많게는 150년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십이지신상의 양식은 능묘의 내부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기별 변화를 추정하고 나아가 왕릉을 비

정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됨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대

부분의 연구자가 십이지신상의 형식 자체에 지나치게 집

중하여 자신이 이미 비정한 왕릉의 연대에 이를 대입했

기 때문에 일치된 결론 없이 이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황복사지 동편 폐고분지에 대한 좀 더 정확

한 연대와 피장자를 비정하기 위해서는 십이지신상을 가

진 왕릉 호석의 구조적 특징과 그 변천 양상에 대한 종합

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고고학적인 검토를 위해서 우선 신라 고분의 

변천 과정과 특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주지

하듯이 신라는 목관묘(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와 목

곽묘(2세기~4세기 중엽)의 단계를 거쳐, 신라 특유의 묘

제인 적석목곽분(4세기 후반~6세기 전반)이 한동안 최고 

수장급의 묘제로 사용된다. 이후 6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는 불교의 영향으로 장례 풍습과 무덤에 대한 인식이 바

뀌어 횡혈식석실분(6세기 중엽 이후)이라는 새로운 묘제

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법흥왕대부터 이 묘제를 왕릉에 

채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29

한편, 횡혈식석실분은 조성 방법에 있어 시신을 안

치하는 현실과 그 통로인 연도 및 묘도를 마련한 후 봉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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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쌓고 이를 지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자리에 호석을 

두르게 된다.30 이 호석은 왕릉의 경우 중고기 법흥왕대부

터 선덕여왕릉대에 이르기까지 냇돌에서 괴석으로 재료

만 대체되었을 뿐 사선으로 쌓는 축조 방법은 적석목곽분

과 같았다. 이후 무열왕릉에서 기존의 호석 구조에 괴석으

로 된 받침석이 추가로 조밀하게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호석 구조는 엄격한 의미에서 왕릉만의 표지물로 보

기 어려운데 일반 묘에서도 이러한 구조가 확인되기 때문

이다.31

전신문왕릉으로 알려져 있는 왕릉32이 축조되는 시

기에 이르면 왕릉은 벽돌 크기로 치석된 화강암재 지대석 

위에 ‘品’자 형태로 이를 쌓은 뒤 그 위에 갑석을 올리고 

마름모꼴 받침석을 기대어 마무리한 구조가 나타나게 된

다. 이러한 구조의 출현이 일반적으로 왕릉과 묘의 분기

점으로 이해되고 있다.33

이후 왕릉의 호석 구조는 전성덕왕릉대에서부터 큰 

변화가 생긴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지대석·면석·

탱석을 결합한 후 장대석으로 된 갑석을 얹는 형태의 호석 

구조로 변화한 것이다(그림 3). 여기서 탱석과 면석의 결

합 형식은 불전(佛殿)의 기단부 및 석탑 등에서 나타나는 

탱주와 면석의 결합 형식을 자연스럽게 왕릉 호석에 적용

30 일반적으로 ‘호석(護石)’이란 봉토분에서 봉분의 범위를 구획한 석재 시설물을 말하는데, 분묘의 묘역을 나타냄과 동시에 다른 분묘와의 경계 및 규모를 나타내며 

봉토의 유실을 방지하고, 외관을 꾸미기 위한 효과도 가지고 있다(金世基, 2001, 「三國時代 封土墳의 護石에 대하여-성주 성산동 고분군의 新資料를 중심으로-」 

『古文化』57, p.60). 한편 왕릉의 호석부 축조는 묘실과 봉분 일부를 완성한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내호석(內護石)을 가진 봉분을 만든 후 외호석(外

護石)을 설치하고, 흙을 채운 다음 갑석을 올리고 나머지 흙을 쌓아 봉분을 마무리한다(金龍星, 2012, 「신라 십이지신장상 호석 능묘의 변천」 『韓國古代史探究』

11, pp.126~127). 

31 이근직, 2006, 「신라 왕릉의 기원과 변천」,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37.

32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 왕릉을 효소왕릉으로 추정하고 있다.

33 이근직, 2006, 앞의 논문, p.137. 

34 경주시. 한국전통문화학교, 『신라왕릉』Ⅱ, 2013, p.51, 수정 후 인용.

35 이근직, 앞의 책, 2012, pp.282~286.

36 일반적으로 십이지(十二支)는 방위와 관련된 신으로 子(쥐), 丑(돼지), 寅(호랑이), 卯(토끼), 辰(용), 巳(뱀), 午(말), 未(양), 申(원숭이), 酉(닭), 戌(개), 亥(돼지)의 12

마리 동물로 상징된다. 십이지에 대한 관념은 이집트, 그리스,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등에 널리 퍼져 있으나, 동물의 형상은 중국 한대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

으며, 이것이 수수인신(獸首人身)으로 형상화된 것은 당 중기 이후부터로 신라의 십이지신상 발생과 거의 비슷한 시기이다. 그러나 무복을 입은 신장으로서의 모

습을 갖추고 이를 봉분의 바깥에 설치한 것은 신라가 유일하다. 십이지신상이 왕릉의 바깥에 둘러진 것은 수호의 의미와 동시에 방위신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

제 왕릉에 설치된 십이지신상의 위치는 각 방위에 맞게 배치되어 있다(姜友邦, 1990, 『圓融과 調和』, 悅話堂, pp.348~350).

37 姜友邦, 1990, 앞의 책; 이근직, 2012, 앞의 책; 金龍星, 2012, 앞의 논문.

한 것인데, 이로 인해 한층 견고한 형태의 왕릉 조영이 가

능해졌다.35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변화는 호석에 무장

을 한 십이지신상36이 왕릉을 수위하고 있는 형상으로 회

랑에 세워지거나(환조(丸彫)) 탱석에 새겨졌다는(부조(浮

彫)) 점인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왕릉의 호석에서 십이

지신상이 출현한 시점을 전성덕왕릉으로 보고 있다.37

이후 십이지신상이 확인되는 능묘로는 괘릉(원성왕

릉), 흥덕왕릉, 전헌덕왕릉, 전경덕왕릉, 전진덕여왕릉 등 

왕릉으로 전칭되고 있는 5기와 전김유신묘와 구정동방형

분이 있고, 왕릉의 호석으로 추정되는 능지탑지의 십이지

신상과 황복사지 동편 폐고분지가 있다.

그림 3 호석 세부 명칭.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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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경주 지역 내에 신라 왕릉으로 비정되고 

있는 것은 모두 36기이다. 불교 수용 이후 ‘화장’이라는 새

로운 장법의 채택을 감안하더라도 신라 역대 왕의 수에 

비해 전해지는 것은 적다고도 할 수 있다. 현재 연구자들 

사이에서 피장자가 거의 확실하게 비정된 신라 왕릉은 무

열왕릉, 원성왕릉, 흥덕왕릉 3기이며, 비교적 일치하는 

것은 선덕여왕릉, 문무왕릉(대왕암), 전신문왕릉(효소왕

릉), 전성덕왕릉 정도로 보고 있다. 그 외에는 여전히 연

구자 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애초 대부분의 왕릉

이 조선 영조 6년(1730) 박씨와 김씨 일족에 의해 역사적 

기록에 대한 고증 없이 추단38되어 오늘날까지 그대로 받

아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나마 근자에 몇몇 연구자들이 

고고·미술사학적인 연구 성과와 검증을 통한 새로운 위

치 비정을 시도하고는 있다. 하지만 문헌 자료의 부족과 

개별적인 조사 자료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종합

적인 판단과 분류가 어려워 더욱 혼란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39 이처럼 너무나 다양한 결론과 억측이 난무하

는 상황에서는 고고학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검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장을 달리하

여 최근의 발굴조사 결과를 통해 황복사지 동편 폐고분지

에 대한 성격을 검증해 보도록 하자.

Ⅲ.  발굴조사 결과로 본  
폐고분지의 성격

폐고분지 일대를 중심으로 2017년 1차 발굴조사를 

38 이를 두고 화계 유의건은 「羅陵眞贗說」에서 전해오던 11기의 왕릉 외에 박씨와 김씨 일족에 의해 새로 비정된 17기의 왕릉에 대해 정확한 고증 없이 지정됨을 

비판하였다(柳宜健, 1730, 「羅陵眞贗說」 『花溪集』5). 이와 같은 신라 왕릉의 비정에 대한 문제와 그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이근직, 1995, 「『花溪集』 羅陵眞贗說 

譯註」 『慶州史學』14; 이근직, 2012, 앞의 책 부록 1)를 참고하기 바람. 

39 김용성・강재현, 2012, 앞의 논문, pp.178~186.

40 (재)성림문화재연구원, 2017, 앞의 보고서.

41 (재)성림문화재연구원, 2017, 앞의 보고서, p.38, 수정 후 인용.

42 ‘능(陵)’이란 의미는 단순히 생각하면 사망할 때 그 신분이 왕과 왕비였던 자의 무덤을 말한다. 그러나 피장자의 신분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고학적 판

단으로 보면 왕릉은 봉분의 규모와 봉분의 호석, 봉분 주변의 능의석물(陵儀石物), 무덤 내부의 구조와 부장품 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이근직, 2012, 앞의 책, 

p.15).

실시한 결과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담장, 회랑, 배수로, 

도로 등의 유구와 수막새 및 암막새 등의 장식 기와를 비

롯해 문양전, 삼각전돌, 인화문토기 등 유물 약 420여 점

이 출토되었다.40 특히 조사 전, 논 경작지에 노출되어 있

었던 석재들과 다량의 동종 석재들이 유구 상면에서 추가

로 확인되었다(그림 4).

이 석재들은 화강암 재질이며 모두 전면이 호형(弧

形)으로 가공되어 있었다. 그 형태가 다른 왕릉의 호석과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어 이 석재 역시 동일한 성격의 것

으로 추정되는데, 조사지역 북편 지표상에 노출되어 있었

던 안상문이 새겨진 상석(표 3-① 참조) 등의 출토 양상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십이지신상을 가진 왕릉의 봉분 외표 

시설인 ‘호석(護石)’이 확실하다고 판단된다(이하 황복사

지 동편 폐고분지는 구황동왕릉지로 칭함).42

발굴조사 결과 출토된 석재는 총 57기로 갑석 5기, 

그림 4 발굴조사 결과 폐고분지 석재 노출 상태.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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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석 19기, 면석 6기, 지대석 10기와 미완성 석재 17기이

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새로이 주목되는 점이 있다. 

첫째, 전면 발굴조사 결과 이 왕릉의 석재들은 대부분 후

대 경작으로 인해 원위치에서 이탈되어 있었고, 일부는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건물의 담장이나 기단 등의 건축

부재로 재활용된 상태였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신라의 계세관념과 골품체제 및 

왕실의 권위를 감안할 때 인위적으로 능묘를 파괴한 후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이 석재들은 사전에 왕의 능

침을 조영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오던 것들인데 어떠한 사

43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결과(사진 2～3)로는 왕릉 조성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흩어진 석재들을 모아 조사 구역 북동편에 임시로 복원해 둔 상태이다(사

진 4). 개별 석재의 제원은 ((재)성림문화재연구원, 2017, 앞의 보고서, p.14)를 참고하기 바람.

44 이근직, 2012, 앞의 책, p.238.

45 조사지역 서쪽에서 확인된 남-북 도로의 상면에 왕릉 석재의 가공 중에 생겨난 화강암 박편들이 넓게 깔려 있었다는 점은 이 일대에서 왕릉의 조영이 이루어졌

음을 시사한다((재)성림문화재연구원, 2017, 앞의 보고서, p.23).

유로 인해 조영이 중지되어 설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

다.45 석재들 중에 온전한 형태를 갖춘 것도 있지만 가공 

중에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미완성 석재들도 다수 확인되

고 있다는 점 <표 1>과 능묘의 매장 주체부 관련 시설의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이를 더욱 방증

해 준다.

둘째, 발굴조사를 통하여 전체적인 층위를 파악한 

결과 물길에 의해 조성된 층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발 

고도 역시 북천(알천)의 하상(54~60m)과 구황동왕릉지

(64~66m)는 거의 10m에 가까운 고도 차이가 확인되었는

데, 구황동왕릉지 아래에서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지 기초

부가 온전히 잔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완성된 

왕릉이 북천의 홍수로 인해 파괴되었다는 기존의 학설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셋째, 57기의 석재 가운데 탱석의 평균 규모는 가로 

67×세로 93㎝이고, 황복사지 십이지신상 탱석의 규모는 

평균 가로 66×세로 110㎝여서 그 높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이 탱석들이 동일한 왕릉의 호석

이 아니라는 점과 황복사지 십이지신상은 또 다른 왕릉의 

호석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황복사지 

십이지신상 호석이 구황동왕릉지에서 옮겨왔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학계의 견해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다만, 여기서 ‘구황동왕릉지의 십이지신상이 황복사

지 건물지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면 어디로 옮겨진 것인

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점에서 낭산 서록에 복원

되어 있는 능지탑지가 유달리 관심을 끈다. 왜냐하면 왕

릉의 십이지신상을 건축물에 재사용하였다는 공통점 뿐

만 아니라 복원에 사용된 9기의 십이지신상 중 자상 혹은 

인상으로 추정되는 평복부조 형식의 십이지신상 탱석의 

규모 및 조각 수법이 황복사지 십이지신상과 동일한 출처

표 1 구황동왕릉지 출토 호석의 형태 및 가공 수법43

석재 형태 및 가공 수법

갑

석

출토된 갑석은 5기이며, 그 중 훼손된 1기

를 제외한 평균 규모는 길이 202㎝×너비 

63㎝×높이 31㎝이다. 전면(前面)은 호형

(弧形)으로, 측면(側面)은 ‘├ ’ 자 형태로 가

공하였다. 특히 좌・우 측면은 구멍을 뚫거

나 돌기를 내어 암수의 형태로 가공하였는

데, 암・수 부분을 서로 결구하여 호석을 더

욱 견고하게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갑석의 형태는 전경덕왕릉에서

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탱

석

및

면

석

탱석은 19기, 면석은 6기가 출토되었다. 

평균 규모는 탱석이 가로 67㎝×세로 93
㎝이고, 면석은 가로 124㎝×세로 95㎝이

다. 탱석의 경우 면석이 고정되도록 좌・우 

측면에 턱을 내었으며, 배면(背面)을 뾰족

한 형태로 가공하였다. 이는 건물의 붕괴

를 막기 위해 사용되던 돌못이 왕릉의 호

석에 적용되어 탱석으로 발전한 것44으로 

봉분의 토압으로부터 호석의 붕괴를 막기 

위한 구조이다. 한편, 십이지신상이 조각

된 탱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

대

석

출토된 지대석은 1 0 기이며 평균 규모는 

길이 192㎝×너비 59㎝×높이 34㎝이다. 

전면은 호형으로 가공되었는데, 계단의 형

태로 3단을 두어 상단과 하단은 직각에 가

깝게, 중간단은 둥글게 가공되었다.

미

완

성

미완성 석재는 총 17기가 확인되었다. 그 

중에는 가공 공정상의 불량품도 있지만, 

가공 중에 중단된 미완성품도 여러 기가 

확인되고 있어 왕릉 조성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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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것으로 지목되어 왔기 때문이다.47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머지 8기 무복부조 형식의 십

이지신상의 경우도 정황상 구황동왕릉지의 탱석에서 떼

내어 옮겨 왔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47 실

제 그 규모 면에서 평균 가로 67×세로 93㎝로 구황동왕릉

지의 탱석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자연 과학 분석 결과48도 

암질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추정을 더욱 뒷받

46 이근직, 2012, 앞의 책, pp.322~324.

47 능지탑의 원형이 비정상적으로 복원되었다는 사실은 복원 담당자를 비롯한 모든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하다. 한편, 구황동왕릉지 출토 탱석에서 확인되

는 쐐기흔의 경우(표 1) 배면을 떼 내려한 흔적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구황동왕릉지 내에서 십이지신상이 확인되지 않았던 이유와 그렇게 떼내진 십이지신상

이 능지탑에 복원될 수 있었던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48 자연 과학적 분석 결과 자료는 추후 정식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임(박광열, 2018, 앞의 자료집, p.14).

49 오세윤 촬영(경주학연구소).

50 김용성은 능지탑에 복원된 십이지신상 9기를 두고 조각 표현상의 차이를 들어 황복사지 십이지신상과 동일한 출처로 추정되는 인상을 제외하고도 2기의 왕릉 

석재(묘・미・유상 / 자・축・오・신・술상)가 모여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인이 이미 주장하였듯이 동시기에 복수의 계열(예: 복수 집단, 복수 석공 등)이 

각자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능묘 축조에 참여한 것(金龍星, 2012, 앞의 논문, p.125)이라면 조각 표현상의 미세한 차이를 왕릉 호석의 구분 기준으로 보기는 다

소 어렵다고 판단된다.

51 왕릉은 자체 봉분의 외표를 장식하는 호석 등 의장 시설 이외에 능비와 화표석 등 왕을 표지하기 위한 시설, 석상을 포함한 능을 수호하기 위한 시설, 정기적이건 

비정기적이건 제례를 위한 상석과 배례 공간을 포함한 시설, 이 제례를 담당하던 사원 등의 건축 시설 등이 복합되어 능원을 형성한다(김용성・강재현, 2012, 앞

의 논문, p.178). 따라서 좀 더 명확한 왕릉의 형식 분류와 연대 설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속성들을 일일이 적용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최근

의 연구 성과(김용성의 분류안-金龍星, 2012, 앞의 논문; 김용성・강재현, 2012, 앞의 논문)를 토대로 구황동왕릉지의 성격을 검토하고자 한다.

52 김용성의 안은 구황동왕릉지에 대한 발굴조사 전에 제시된 것으로 황복사지 십이지신상을 구황동왕릉지의 것으로 오인하였고, 지대석의 선단 구조를 전김유신

묘와 동일한 2단 형식으로 추정하였다. 호석의 형식 분류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수정 후 적용하였다. 

침해 주고 있다. 따라서 능지탑지의 평복 십이지신상 1기

는 황복사지 십이지신상과 동일한 출처의 왕릉 호석으로, 

무복 십이지신상 8기는 구황동왕릉지의 호석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표 2).50

그럼 이상의 발굴조사 결과를 통해 얻어진 새로운 

정보들을 활용하여 그동안 고고학적 형식에서 고려되지 

못했던 능지탑의 무복 십이지신상을 구황동왕릉지의 호

석에 포함시켜 왕릉의 형식 분류와 연대 설정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다.51 그 방법으로 십이지신상이 새겨진 탱석

의 배치, 갑석과 지대석의 단면 형태 등을 파악하면서 기

왕의 왕릉과의 구분을 좀 더 명확히 하면 왕릉의 조성 시

기 순서에 이를 배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김용성의 안52에 의하면, 구황동왕릉지의 능묘 형

식은 완성형의 다른 능전석물이 설치되지 않고 상석(표 

3-①)과 배례 공간만 남아있는 능원이다(Ⅵ형). 봉분 외

표 시설은 면석과 탱석으로 구성된 호석 위에 갑석을 얹

은 판석면석형이며, 부석(받침석)없이 회랑과 난간석

(표 3-②)으로 의장한 형식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Ⅰ2a

형). 봉분의 직경은 지대석의 곡률로 계산해 보았을 때 약 

22m, 둘레는 약 69m 정도로 전김유신묘(직경: 15.8m, 둘

레: 49.7m)보다는 크고 전경덕왕릉(직경: 20.9m, 둘레: 

표 2 황복사지 및 능지탑지 십이지신상50

묘(卯)상 사(巳)상 오(午)상 능지탑지 인(寅)상

황

복

사

지

규모 65×111㎝ 66×112㎝ 65×108㎝ 67×110㎝

미(未)상 신(申)상 자(子)상 구황동왕릉지 탱석 

능

지

탑

지

규모 67×93㎝ 69×93㎝ 63×93㎝ 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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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m)이나 원성왕릉(직경: 22.2m, 둘레 69.3m)과는 비

슷하다.53

따라서 봉분의 둘레를 감안하면 탱석 36개+면석 36

개로 복원되는데, 십이지신상은 면석 3개와 탱석 2개를 

사이에 두고 하나씩 배치된다(을형). 이러한 배치는 전경

53 능묘 형식-김용성・강재현, 2012, 앞의 논문, p.187, 호석단면도・십이지신상-경주시. 한국전통문화학교, 2013, 『신라왕릉』Ⅱ, p.51, 호석 복원 구조 및 십이지신

상 배치 모식도-(재)성림문화재연구원, 2017, 앞의 보고서, p.16, 수정 후 인용.

덕왕릉, 원성왕릉, 흥덕왕릉에서 확인된다. 한편, 십이지

신상의 두향은 남북에 위치하는 자상과 오상이 정면을 향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어도 자상과 오상만은 정면을 향

하고 있는 양상은 전경덕왕릉과 흥덕왕릉에서도 동일하

게 확인된다(ㄴ형).

표 3 구황동왕릉지의 추정 모식도53

능묘 형식 호석 단면 십이지신상

-  완성형의 다른 능전석물(능비, 석사, 관검인, 호인 등)이 설치 되지 않고 상석과 배례 공

간만 설치된 것으로 추정

-  황복사지 출토 상석(①)・추정 난간석(②)

-  갑석: ‘ ⊤ ’ 자형 / 양단 

암・수형

- 지대석: 3단

-  화폭비: 1.5:1(787×525㎜)

- 복식: 무복

호석 복원 구조 및 십이지신상 배치 모식도

-  탱석 2개 건너 하나의 탱석에 

십이지신상이 배치

-  직경 약 22m,  

둘레 약 69m, 

탱석 36개+면석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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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석 단면의 경우, 갑석의 선단이 상하에 부연을 두

어 ‘├’자형으로 치석되고, 지대석의 선단이 3단의 층급 

받침으로 구성된 형태인데(을형), 특히 갑석의 좌·우측면 

연결부가 암·수 형태로 가공된 것은 전경덕왕릉과 구황

동왕릉지에서만 확인되고 있어 이 두 왕릉이 비슷한 시기

에 축조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54

이와 같은 왕릉의 형식은 십이지신상을 가진 능묘 

중 피장자 비정이 확실시되는 원성왕릉(799)과 흥덕왕릉

(836)의 순서를 감안하고, 십이지신상 및 능원 형식의 변

천 과정을 더하면 전성덕왕릉 → 괘릉(원성왕릉) → 흥덕

왕릉·전헌덕왕릉 → 구황동왕릉지·전경덕왕릉 → 전김유

신묘 → 전진덕여왕릉 → 구정동방형분의 순서 배치에 위

치시킬 수 있다(표 4, 5).55

즉 구황동왕릉지의 피장자는 흥덕왕보다는 늦고, 전

경덕왕릉의 피장자와는 비슷하며, 전김유신묘의 피장자

보다는 앞선 시기의 왕 중에서 찾아진다. 다만 전경덕왕

릉과 전김유신묘의 경우 피장자 비정에 대한 다양한 견해

54 이은경, 2017, 「통일신라 왕릉의 호석 구조와 피장자 연구」, 경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9.

55 김용성・강재현, 2012, 앞의 논문, pp.196~202, 수정 후 인용.

56 각 연구자별 왕릉의 피장자 비정은 (이은경, 2017, 앞의 논문, pp.63~81)을 참조하기 바람.

57 신라 하대인 9세기대 기와는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이전의 화려한 연잎과는 별개로 그 형태가 쇠퇴하였다. 이 기와는 꽃잎의 폭이 좁고 길이도 짧아 호

박씨를 닮았다고 해서 호박씨문 기와로 불리며, 혹은 국화형 연화문이라고도 한다(金有植, 2010, 「新羅瓦當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61).

58 김용성은 십이지신상 두향의 분류 중 ‘ㄴ’ 형식의 경우, 적어도 자상과 오상이 정면인 것으로 그 가운데 동서에 위치한 묘상과 신상도 정면인 것은 ‘ㄴ1형’, 동쪽의 

묘상만 정면인 것을 ‘ㄴ2형’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능지탑지에서 확인된 십이지신상의 경우 자상과 오상만 정면이므로 경우의 수에 따라 계속 세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金龍星, 2012, 앞의 논문, p.140, 수정 후 인용).

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왕릉의 순서 배열을 통한 구황

동왕릉지의 조성 연대 설정과 피장자의 비정은 여전히 많

은 어려움이 있다.56

다만 발굴조사 결과를 통해 왕릉 석재의 조성 연대

를 살펴보면 피장자 비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우선 

발굴조사 결과 교란으로 인해 원위치에서 이탈한 석재들 

외에 나머지 왕릉 석재들은 건물지의 건축부재로 재활용

된 상태였다. 특히 담장이나 건물지 기단의 측면에 잇대

거나 덧붙여 건물의 보축 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4). 이러한 정황은 이 석재들이 건물지의 초축 시 

혹은 적어도 그 중심 연대 이전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건물지의 조성 연대를 가

늠할 수 있는 표지적인 유물인 소위 호박씨문 세판형 수

막새57 및 철면이 꺾인 형태의 수키와 등이 유구 내에서 다

량으로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건물지의 

증축 연대와 왕릉 석재의 조성 연대는 신라 하대인 9세기

로 볼 수 있다.

표 4 십이지신상 능묘의 형식 분류58

능묘

능원 형식 외표 시설 호석 단면 십이지신상 배치 십이지신상 두향 비고

 Ⅴ  Ⅵ  Ⅶ
Ⅰ

 Ⅱ  A  B  C  D  회랑  갑  을  병  정  ㄱ  ㄴ
ㄷ

 ㄹ 화폭비 복식
 1  2a  2b  1  2  3

傳성덕왕릉 (2:1) 무복

원성왕릉 1.5:1 무복

흥덕왕릉 1.7:1 무복

傳헌덕왕릉 2.0:1 평복

구황동왕릉지 1.5:1 무복

傳경덕왕릉 1.7:1 무복

傳김유신묘 1.9:1 평복

傳진덕여왕릉 1.3:1 무복

구정동방형분 1.3:1 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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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姜友邦, 앞의 책, 1990, p.328, 수정 후 인용.

표 5 통일신라 능묘 호석 평면도 및 입·단면도59

왕릉명 왕릉 평면도 및 입·단면도

傳신문왕릉(효소왕릉)

傳성덕왕릉[성덕왕릉]

원성왕릉(원성왕릉)

흥덕왕릉(흥덕왕릉)

傳헌덕왕릉

구황동왕릉지

傳경덕왕릉

傳김유신묘

傳진덕여왕릉

구정동방형분

( )의 왕명은 피장자가 거의 확실히 밝혀지게 된 경우, [ ]의 왕명은 연구자들 간의 견해가 비교적 일치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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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구황동왕릉지의 왕릉 석재들은 왕의 능

원이 조영되던 중 어떠한 이유로 인해 미처 완성되지 못

하고 방치되어 오다가, 후대에 이르러 자연스럽게 건물지

의 부재로 재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60 또한 십이지신상

61 및 능묘의 형식과 발굴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구황동왕릉지의 피장자는 9세기대의 신라 하대 왕 

중에서 비정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60 발굴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황복사 귀부비의 형식에서도 왕릉 석재의 조성 연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우선 변형이 심한 귀부부(龜趺部)의 귀갑문(龜甲紋) 조

각 수법(李銀基, 1976, 「新羅末 高麗初期의 龜趺碑와 浮屠 硏究」 『歷史學報』71), p.124), 왕희지체(王羲之體)의 집자비(集字碑)인 碑身部 비편의 서체(金膺顯, 

1994, 「統一新羅의 書體」 『書與其人』, p.159), 비편에 기록된 ‘新金’씨의 칭성 시기(李文基, 2004, 「金官伽耶系의 始祖 出自傳承과 稱姓의 變化」 『新羅文化祭學

術論文集』25, pp.51～52) 등을 종합해 보면 귀부비는 9세기대의 중창비로 판단된다. 이를 보면 사역은 신라 하대인 9세기대에 대대적인 중창이 이루어졌고(장

호진, 2019, 앞의 논문, pp.90~96), 그 과정 속에서 왕릉 석재들이 건물지 보축용으로 재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또한 왕릉의 호석이라는 유물

의 높은 격조를 감안해 보면 방치되어 온 시기가 그리 길지 않았음은 분명한 것 같다.

61 구황동왕릉지와 비슷한 시기에 조영된 전경덕왕릉의 십이지신상도 왕릉 조각의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9세기대로 편년된다(임영애, 2013, 앞의 논문, 

pp.153~154).

62 장호진, 2017, 「(傳)황복사지에서 드러난 미완성 효성왕릉과 신라 왕실사원의 위엄」 『한국고고학저널』, p.130; (재)성림문화재연구원, 2019, 「경주 낭산 일원 내 

추정 고분지 정비 유적 3차 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p.34, 항공사진 오버랩 및 수정 후 인용.

Ⅳ. 맺음말

이 글에서는 신라 황복사지 동편 폐고분지의 성격에 

대한 기존의 제설을 검토하고 최근 실시된 발굴조사 결과

를 통한 고고학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이제 앞서 논

의된 바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신라 황복사지 동편 논 경작지 지면에 노출되

사진 2 신라 황복사지 일원 1∼3차 발굴조사 후 항공 전경.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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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던 원형의 거석들은 발굴조사 결과 모두 전면이 

호형(弧形)으로 가공된 왕릉의 호석이었다. 이 왕릉의 호

석들은 대부분 후대 경작으로 인해 원위치에서 이탈되

어 있었고, 일부는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건물의 담장이

나 기단 등의 건축부재로 재활용된 상태였다. 이러한 사

실은 당시 신라의 계세관념과 골품체제 및 왕실의 권위를 

감안할 때 인위적으로 능묘를 파괴한 후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 왕릉의 석재는 당시 왕의 능원이 조영

되던 중 어떠한 이유로 인해 미처 완성되지 못하고 방치

되어 오다가 후대에 자연스럽게 건물지의 부재로 재활용

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구황동왕릉지 탱석의 규모와 암질을 비교·분

석한 결과 능지탑지에 복원되어 있는 십이지신상 탱석들

과 동일한 왕릉의 호석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

해 황복사지 십이지신상은 또 다른 왕릉의 호석이라는 점

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황복사지 십이지신상

이 구황동왕릉지에서 옮겨왔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학계

의 견해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셋째, 호석의 구조와 능묘 형식으로 본 구황동왕릉

지의 피장자는 흥덕왕보다는 늦고, 전경덕왕릉의 피장자

와는 비슷하며, 전김유신묘의 피장자보다는 앞선 시기의 

왕 중에서 찾아진다. 또한 능지탑지로 옮겨진 십이지신

상 탱석의 미술사적 형식을 감안해 보더라도 구황동왕릉

지의 피장자는 9세기대의 신라 하대 왕 중에서 비정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은 본고에서 검토된 바를 대략 요약한 것이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추론이 많았다. 특히 구황동왕릉지 

뿐만 아니라 황복사지 십이지신상 왕릉 호석의 피장자 비

정, 능원 조성지 등 명확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미진한 부

분에 대해서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 황복사 사역에 

대한 앞으로의 지속적인 발굴조사 결과를 기대해 본다.*

63 (재)성림문화재연구원, 2019, 앞의 보고서, p.38, p.54 수정 후 인용.

64 장호진, 2017, 앞의 책, p.133.

* 이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발췌한 후 수정・보완한 것이다.

사진 3 신라 황복사지 십이지신상 기단 건물지 전경.63

사진 4 구황동왕릉지 임시 복원 정비 전경.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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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the Abandoned 
Tumulus Site Located at the East Side of the Silla Era 
Hwang Bok Sa (皇福寺) Site 

This study examined existing theorie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abandoned tumulus site located at the east 

side of  the Silla era Hwang Bok Sa (皇福寺) site and attempted an archaeological approach based on the derived facts, 

combining both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those of  a recently conducted excavation survey. The results of  this 

investigation exhibited the following outcomes. 

  First, the excavation survey revealed that the huge rounded stones discovered on the surface of a rice paddy field 

located at the east side of the Silla era Hwang Bok Sa were all protecting stones, processed on the front side in the form 

of a bow, designating a royal tomb. Most of  these protecting stones had deviated from their original positions due to 

subsequent farming practices and some had been re-cycled for construction purposes as fences or foundations for 

structures built in the Silla era. Considering the prevailing belief  in the concept of  reincarnation, the bone rank system, 

and royal authority in the Silla era at that time, it would seem likely that the royal tombs were not intentionally destroyed. 

Therefore, it is speculated that the stones in this royal tomb were abandoned during construction of the tomb of the 

King at that time and then naturally re-cycled as building components used in construction sites in later years.

  Second,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the scale and quality of  the supporting stones at the royal tomb site 

in Guhwang-dong . The analysis results verified that those supporting stones were the same stones from the royal 

tomb used as supporting stones for statues symbolizing the twelve earthly branch spirits that were restored at the 

site of  the tower at the royal tomb. This confirmed that the statues of  the twelve earthly branches spirits sitting at 

the Hwang Bok Sa site were the protecting stones from a different royal tomb. Accordingly, the conclusion that has 

been generally accepted to date—that the protecting stones of  the statues of  twelve earthly branches spirits sitting at 

Hwang Bok Sa site were probably moved from the royal tomb site in Guhwang-dong—must inevitably be modified.

  Third, based on the structure of  the protecting stones and type of  the royal tomb, it is speculated that the 

individual buried in the royal tomb at Guhwang-dong is one of  the kings who followed King Heungdeok and similar 

times of  the buried person of  the tomb that was considered as King Gyeongdeok, and who was before the buried 

person of  the tomb that was considered as Kim Yu-sin. In addition, when considering the historical art patterns on 

the supporting stones of  the statues that symbolize the twelve earthly branches spirits, which were moved to the site 

of  the tower at the royal tomb, it is reasonable to believe that the person buried at the royal tomb at Guhwang-dong 

is likely one of  the Kings of  the late Silla era of  the 9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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