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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墓級 古墳을 통해 본 伽倻 墓制의 特性
김 용 성 한빛문화재연구원 조사단장

Ⅰ. 緖言
중원지방을 비롯한 동아시아 고분의 묘제는 모두 槨墓에서 室墓로 전환하면서 발전하였
다. 이러한 변환의 시기는 해당 정치체의 발전 수준과 연계되어 이르고 늦은 차이가 있고,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그 축재에서 차이가 있을 뿐 같은 과정을 거쳐
발전한 것이다.
삼국시대 한반도로 좁혀보면 高句麗는 적석총의 축조시기에 곽묘에서 실묘로 변화(木槨
積石塚 → 木室積石塚 → 石室積石塚)하였고, 이후 石室封土墳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
다. 실에서 곽으로의 변화는 가장 빨라 늦어도 3세기 후반에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百
濟는 국가로 성립된 이후 초기적 양상이 불분명하나 石村洞 4호분의 예로 보아 4세기에는
왕실에서 목실적석총을 축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漢城百濟期 말에 즈음하여 石室墓
가 도입되고 이후에는 그것이 주된 묘제로 자리하여 지속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양자에 비하여 新羅와 伽倻는 실묘로의 전환이 훨씬 늦었고, 특히 가야의 경우는 실묘가 주
묘제로 자리한 시간이 매우 짧아 멸망기에 즈음해서 축조되고 크게 꽃피우지 못했다. 그러
므로 가야고분의 변천은 곽묘의 발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도 木槨墓에서 竪穴式石槨墓
로의 변천이 주된 노선이었다.
이러한 삼국시대 고분의 대체적인 흐름 속에서 신라와 가야의 묘제는 각각의 특징이 있지
만 거의 유사한 과정과 묘제를 공유하며 변천하였다. 즉 초기철기시대 한반도 남부지방에
木棺墓가 도입된 이후 원삼국시대를 거쳐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신라 영역과 가야 영역의
고분은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積石木槨墳의 유행이 독특할 뿐 거의 같은 궤적을 그리며 발
전했다. 따라서 신라와 가야의 고분 사이에는 상이성보다는 상사성이 훨씬 많아 한 둥지에
서 나와 약간 다른 성장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야 묘제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서는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고구려와 백제의 묘제를 함께 논의하기보다는 신라의 묘제와
비교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반도 남부 영남지방에 존재했던 신라와 가야 영역의 고분은 각각이 약간의 시차가 있지
만 함께 木棺墓段階→木槨墓段階→高塚段階→石室墳段階로 변천하고 있음은 이미 학계에
서 정설이 되었다. 이중 신라와 가야가 분화된 단계는 목곽묘단계 후기에 해당이 된다. 따라
서 여기서의 논의는 목곽묘단계 후기와 고총단계가 중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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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사된 가야의 고분문화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대가야권, 금관가야권, 아라가야
권, 소가야권으로 크게 나뉘고 있다(박천수 외 2003). 이들 권역에서 중심이 되는 고분군은
대가야권의 고령 지산동고분군, 금관가야권의 김해 대성동고분군, 아라가야권의 함안 말이
산고분군, 소가야권의 고성 송학동고분군이다. 이중 고성 송학동고분군은 그 주변의 고분들
과 함께 先墳後墓의 墳丘墓的인 성격과 함께 多葬墳이라는 특성을 가진 독특한 성격이 인지
되고 있으나 아직 고총 단계 전기간에 걸친 특성을 파악할 만큼의 자료가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외에도 가야의 고분군으로 특성이 있으며 많이 조사된 것으로 합천 옥전고분군
이 있다. 여기의 고분은 전기에는 多羅國이라는 독립된 정치체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특수
한 형식의 목곽묘를 축조하였으나 후기에는 대가야의 지방으로 귀속되어 대가야식의 수혈
식석곽묘를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김해 대성동고분군, 고령 지산동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에서 조사
된 왕묘급이라고 할 수 있는 특대형 고분을 중심으로 해당 시기의 신라고분과의 비교를 시
행하여 가야고분 묘제의 특성을 찾도록 한다. 이중 대성동고분군은 앞 단계의 목곽묘가 주
된 묘이고, 지산동과 말이산의 고분은 다음 단계인 수혈식석곽을 위주로 한 고총 단계에 해
당하는 고분이 주가 됨으로 여기서는 이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주된 내용은 대성동고
분군의 목곽묘와 신라지역에서 축조된 목곽묘의 비교, 지산동과 말이산에 수혈식석곽으로
축조된 고총과 신라고총의 비교로서 각각의 묘곽 배치, 유물과 순장자의 배치에 나타나는
묘형 등을 분석하여 가야 묘제의 특성을 추출하는 것이다.

Ⅱ. 大成洞古墳群 木槨墓와 特性

1. 大成洞古墳群의 木槨墓
대성동고분군은 金官伽倻의 고지 김해지역의 중심고분군으로 북측의 구지봉, 남측의 봉
황대유적과 회현리패총, 동쪽의 김수로왕릉 사이의 ‘애꼬(꾸)지’(아기구지)라고 부르는 높이
22.6m의 나지막하고 독립된 구릉과 그 주변에 고분이 분포한다. 따라서 남쪽의 봉황대유적
을 중심으로 한 생활역과 구분되면서 약간 높은 구릉으로 형성된 곳과 그 주변에 망자들의
공간인 공동묘지를 조성하여 금관가야인들이 성스러운 장소로 활용한 고분군이다. 나지막
한 구릉이 중심이고 그 주변에 평지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분군 내부에 당시의 무덤이
나 그와 관련된 시설로 보이는 것 이외의 생활과 관련된 시설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도 고분군이 聖所로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고분군은 1990년 첫 발굴부터 금관가야 왕묘들이 군집된 것으로 주목받아 바로 사적 제
341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발굴(경성대박물관 2000a·b·200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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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동고분박물관 2015, 2016·2017)이 이루어져 狗倻國 또는 駕洛國이나 금관가야로 불린
정치체의 실상을 알려주고 있다.

<그림 1> 대성동고분군 발굴 고분과 군집
대성동고분군은 이미 원삼국시대 전기 목관묘단계의 무덤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삼국시
대 석실묘까지 장기간에 걸쳐 조영된 고분군이다. 그러나 중심을 이루는 ‘애꼬(구)지’라고
부르는 나지막한 독립된 구릉의 상위에는 원삼국시대 후기의 목곽묘와 삼국시대 이른 시기
의 목곽묘가 중심을 이루고 이보다 후대의 석곽묘들이 축조되어 있다. 이중 목곽묘는 대성
동고분군을 대표하는 것으로 그것을 축조한 정치체의 王墓級에 해당하는 특대형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조성되었고, 이와 중복되어 또는 그 주변을 돌아가며 좀 더 작은 목곽묘와 더
후대의 석곽묘가 축조되었다.
조사된 고분 가운데 이 대성동고분군을 대표하는 것이 대형목곽묘인 왕묘급 고분일 것이
다. 이 왕묘급은 대략 고분군의 중심을 이룬 구릉의 능선 정선부를 따라 북에서 남으로 간격
을 띠워가며 조영된 것이 확인되는데, 발굴된 것들 가운데 가장 북측 1군집(25〜67호묘 군
집)의 29호묘, 3군집(5〜22호묘 군집)의 13호묘, 4군집(1〜4호묘 군집)의 1호묘와 3호묘 등
이 그것이다. 이들 29·13·1·3호묘 등은 동시기 다른 고분에 비해 월등하게 크고, 출토
유물 또한 화려하여 왕묘로 인지되어 왔다. 이외 앞의 1군집과 3군집 사이 발굴구역의 고분
(23·24·68〜75·85〜91·92〜95호묘) 가운데 1개의 군집(2군집 : 72·85〜91호묘)이 추
출된다. 그 중심 고분으로 추정되는 88호묘와 91호묘(대성동고분박물관 2015)의 경우 비교
적 대형이며 출토되는 유물 또한 특이성이 있어서 주목되는 고분이다. 또한 이 능선의 남쪽
하위 5군집(73〜83호 군집)의 73호묘(대성동고분박물관 2017)도 왕묘급으로 보기도 하는
데, 이는 수혈식석곽묘로서 금관가야 전성기를 지나 쇠퇴기의 비교적 큰 고분에 해당한다.
이들 고분은 대략 29→13→91→88→3→1→73호묘의 순으로 축조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
다. 따라서 가장 먼저 축조된 29호묘를 3세기 후반으로 보는 견해를 따르고, 금관가야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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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토왕의 남정에 의해 쇠약해진다는 점을 기준으로 하면 1호묘의 축조를 그 직전(4세기 말)
으로 볼 수 있어(보고자는 1호묘를 5세기 전반에 축조된 것으로 봄) 왕묘급 대형 목곽묘의
축조를 3세기 후반과 4세기로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대성동고분군의 왕묘급 고분
대성동고분군의 이 왕묘급 고분은 한반도 남부에서 조사된 목곽묘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中原, 北方, 倭 등의 다양한 계통의 외래계 유물이 풍부하게 출토되었다. 이는 당시 가락국
또는 금관가야라 부르는 정치체의 위상을 잘 알려주기도 하며 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고김
해만 지역이 발해만에서 한반도 서해와 남해를 거쳐 대한해협을 지나 왜에 이르는 동아시아
최대 국제교역로에서 중간 기착지로서 역할을 하던 국제도시적인 성격의 항구로 발달해 있
었음을 잘 나타낸다.

2. 木槨墓의 特性
대성동고분군이 위치한 애꼬지라고 부르는 독립된 얕고 긴 구릉은 금관가야 지배자 집단
의 주거역으로 추정되는 봉황대토성의 북측에 인접한 특징이 있다. 주거역과 인접해 묘지를
조성한 현상은 경주의 월성을 중심으로 한 지배자 집단 주거역의 북측에 목곽묘군을 조성한
신라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다만 신라의 경우 월성을 제외한 그 북측에는 얕은 구릉성 지형
이 아닌 미고지가 발달한 평지이기 때문에 그 묘지에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 경주의
비교적 큰 목곽묘군을 이루는 황성동이나 덕천리의 경우도 평지에 자리한 특성이 있다. 따
라서 입지에서 독립된 구릉을 택한 대성동고분군은 나름의 독특한 지형을 선정하여 묘지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더 검토가 요구되나 금관가야인
들이 이 묘지가 있는 독립된 구릉을 성지로 인식하여 현생 삶의 공간 봉황대토성과 대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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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후 삶의 공간으로 이 고분군이 조성된 구릉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성동고분군의 고분은 적석목곽묘가 발생하여 높은 봉토로 축조된 신라의 것과 같은
고총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발생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이는 경주의 경우 평지에 고분을 축
조함으로서 무덤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데에 높은 봉토가 필요함으로서 단위 고분마다
높은 봉토를 축조했고, 금관가야의 경우 비고 15m 정도인 애꼬지라는 독립된 구릉 자체가
族團의 墓地로 선정되어 그것이 이미 묘지로서 표지를 이루고 있기에 단위 고분의 봉토를
높게 축조할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또한 개별적인 단위 조상보다는 족
단의 공통 조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무덤을 축조해 감으로서 독립된 봉토분의 필요성이 없
었을 수도 있다.
대성동고분군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고분간의 중복이 대단히 복잡하다는 것이다. 그것
도 수평적인 중복이 아닌 수직적 중복이 상당히 많은 특징이 있다. 신라의 경우 목곽묘나 그
이후 고총단계 고분의 경우에는 수평적인 확장으로 봉분이 중복된 것은 황남동 109호분 등
의 다장분이나 황남대총과 같은 표형분에서 일부 관찰되나 선축의 묘를 파괴하면서까지 후
축된 고분을 축조하는 현상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아라가야 말이산고분군이나 대가야
의 지산동고분군 등에서도 선축된 묘를 파괴하는 수직적 중복 현상은 아주 희귀하다.
이렇게 중복이 심한 대성동고분군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 과정에 있어서 규칙성이 관찰된
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9호묘가 중심을 이룬 1군집의 경우, 먼저 45호묘가 4세기 전반에 축조되었고, 이와
연접하여 비교적 대형인 29호묘와 46호묘, 좀 더 작은 52·55·59호묘가 축조되었다. 이들
사이에는 서로 묘를 파괴한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이후 4세기 후반에 대형급이며 주부곽식
인 39호묘와 47호묘, 그리고 단곽식의 25호묘를 비롯한 좀 더 작은 중·소형의 목곽묘가 선
축의 묘를 파괴하면서 또는 그 주위에 축조되었다. 또 4세기 말이나 5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중·소형의 목곽묘와 36호묘 등의 수혈식석곽이 또 한 번 중복 조성되었다.
이러한 중복 현상에서 처음 29호묘 등의 대형묘가 자리한 다음 약 1세기가 지나서 대형묘
와 중·소형묘가 함께 들어서고, 이어서는 중·소형묘만 축조되어 중복됨을 알 수 있다. 또
한 같은 3세기 후반과 그 직전의 고분은 서로 중복되지 않고 연접되었는데, 비교적 대형묘
인 45·29·46호묘 등은 서로 친연관계가 있는 것 같고, 그 둘레를 돌아가며 배치된 소형인
52·55·59호 등은 선학의 지적(경성대박물관 2003:194)과 같이 전자들의 배장묘적인 성격
으로 보인다.
다음 13호묘가 중심을 이룬 3군집의 경우, 가장 먼저 4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13호묘를 중
심으로 해서 그 둘레에 대형인 18호, 중·소형인 10·15·22호가 배치되었다. 이들의 배치
상태로 보아 특대형묘인 13호묘가 주묘이고 나머지 대형과 중·소형묘인 4기는 배장묘(경
성대박물관 2000:27)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약 1세기가 지나 보고자 편년의 5세기 전반
에 주부곽식 7호, 단곽식 8호와 11호 등의 대·중형묘가 이들을 파괴하며 중복 축조되었고,
같은 시기의 소형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도 이들 주위에 자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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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횡구식까지 축조되어 군집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이 군집은 4세기 전반대에 새로운
묘역으로 설정되어 왕묘급인 13호묘와 그 배묘가 들어섰다가 약 1세기를 지나면서 다시 새
로운 묘지로 활용되어 고분의 중복이 심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대성동고분군 중복 모식도
다음 91호와 88호묘가 중심을 이루는 2군집의 경우, 두 대형묘가 4세기 중후반에 T자상으
로 연접하여 축조된 이후, 약 1세기가 지나 5세기 중후반에 소형의 수혈식석곽묘인 72·85
〜87·89·90호 등이 축조되어 대·중형묘의 중복이 없을 뿐 앞의 두 군집과 유사한 현상
을 보인다.
이외에 4군집의 3호묘에 6세기대의 소형 횡구식석곽이 중복 축조되었을 뿐 1〜3호묘는 연
접 배치된 고분들로 볼 수 있어 전자들의 원리와 동일하다. 또 5세기 중엽 즈음으로 추정되
는 73호묘의 주위에 후대에 축조된 무덤 역시 6세기대의 것들로 보인다.
이 대성동고분군의 중심부 애꼬지의 중복 축조의 모습을 모식도로 작성하면 <그림 3>과
같다.
여기서 특대형인 왕묘급으로 볼 수 있는 29·13·3·1호묘를 중심에 두고 보면 29호가
전세대 혹은 동일 세대의 45호묘, 같은 세대의 46호묘와 연접하여 축조된 이후 1세기 이후
대·중형묘와 소형묘가 중복되었고, 13호묘가 새로운 묘지로 선택되어 처음 축조되고 1세
기 이후 역시 대·중·소형묘가 중복 축조되었고, 3호묘가 먼저 들어서고 1호묘가 연접된
이후 역시 1세기 정도 지난 후 소형묘가 3호묘에 중복 축조되었고, 1호묘의 경우 중복 축조
현상이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왕묘급의 고분은 새로운 묘역을 개척해 나가고, 1세기가 지난 후 좀 더 작
은 고분은 선대 왕묘급의 묘지에 중복 축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3세대 정도 인지
된 조상 왕의 묘에는 중복 현상이 없음을 볼 수 있다. 왕묘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에 버금가
는 91호와 88호가 포함된 일부 군집도 이들이 먼저 4세기 중후반에 걸쳐 연접 축조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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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세기가 지난 후 5세기 중엽 이후의 소형묘가 중복되었다. 단지 주위에는 중복 없이 대·
중형묘들이 축조되고 있었다.
이렇게 시차를 두고 중복되었음은 왕족의 방계가 선대 왕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
고자 의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후대 신라의 마립간기 적석목곽묘의 군집에서도 이와 유
사한 현상이 관찰되는데, 왕묘의 주변에 그들의 형제나 자녀가 자리하고, 더 이후 소형의 무
덤이 그 주변에 들어서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황남대총을 중심으로 한 군집을 예로 들면
천마총과 90·96·97·99호 등의 대형분이 둘러서고, 이후에 소형의 석실묘가 또 들어서는
현상이 보인다. 또 서봉황대의 주변에 우총이나 쌍상총 등의 석실분이 조영되었는데, 이는
후대 나물왕계가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거기에 매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대성동 1호묘와 2호묘에 중복된 묘가 존재하지 않음은 광개토왕 남정 이후 세력이
약해진 왕족 집단의 현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왕족의 교체나 구성원의 축소 등
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또 3호묘와 1호묘가 연접되었음은 가장 전성기인 4세기 후반에
이곳이 가장 좋은 입지로 인정되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실제 두 왕묘급 고분이 자
리한 곳은 애꼬지 가운데 가장 조망권이 넓은 최고소 평탄지에 해당된다.
이 대성동고분군의 묘곽은 단곽식에서 주부곽
식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신라의 목곽
묘와 같은 것이나 신라의 주부곽식에서 그 배치
가 좀 더 다양한 반면 대성동고분군의 목곽묘는
획일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즉 따로 판 방형에
가까운 부곽과 그와 너비가 같은 장방형의 주곽
을 종렬로 배치하여 길이로 보면 긴 주곽과 짧
은 부곽을 日字形으로 배치한 것만이 존재한다.
물론 이는 단곽식이나 신경철의 Ⅱ류 목곽묘
시발인 29호묘(경성대박물관 2000)에서 주부곽
식인 13호묘로 변하는 것으로 보아 4세기에 출
현한 것이지만 금관가야 전성기인 4세기 내내
대형묘와 중형묘 모두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
다. 단지 29호묘<그림 4>의 경우 피장자 발치측
방형으로 군집시킨 토기군으로 보아 이것이 주
피장자 공간과 칸막이로 구분된 부곽이 존재했
을 가능성이 큰데, 그러하다면 대성동고분군의
경우 칸막이 부곽을 가진 고분에서 이혈묘광식
의 고분으로 변천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
<그림 4> 대성동 29호묘의 추정 묘형

성동 55호묘도 그러한 주부곽식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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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와 규모를 혼합하여 4세기의 대성동 목곽묘를 구분하면 단곽식의 경우 그것의 묘광
길이, 주부곽식의 경우 주곽과 부곽 묘광 길이를 합쳐 9m 이상인 최상위에 특대형의 단곽식
이나 이혈주부곽식(13호 등), 다음 위계에 6∼9m인 주부곽식 대형묘와 단곽식 대형묘, 다음
위계에 4∼6m인 단곽식 대형묘, 최하위에 4m 이하인 단곽식 소형묘로 나눌 수 있다.
신라 목곽묘의 경우 이 대성동의 이혈주부곽식과 유사한 구어리 1호와 같은 목곽묘도 존
재하지만 그 하위의 신라식이라고 일컫는 하나의 묘광 내부에 하나의 긴 목곽을 설치하고
칸막이를 하여 주곽과 부곽을 구분한 것이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 일찍이 신라식 또는 경
주식이라고 불러온 이것이 신라 최상층부의 목곽 형태가 아니라는 의견(김용성 2015: 99〜
100)을 따르면 신라의 경우 주부곽의 배치 형태는 대성동과 같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위계
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된다.
대성동 단곽식의 목곽과 주부곽식 가운데 주곽의 묘형은 回字形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즉
주곽이나 단곽식의 대형 목곽묘의 경우 너비가 넓은 목곽의 장점을 살려 중앙부에 주피장자
를 안치하고 그를 돌아가며 유물과 순장자를 배치한 특징이 있다. 물론 순장자는 발치 쪽에
더 많이 배치하지만 전체 구조는 回자형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5> 그리고 이 回
자형 공간의 내부 중앙을 구분하여 사방에 칸막이를 설치하기도 하여 그 바깥 부분이 회랑
과 같은 역할을 한 경우도 88호묘의 경우로 보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이 回자형이
대성동 목곽묘의 기본 묘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 대성동 고분군 대형묘의 묘형
이 기본 묘형인 回자형이 왕묘급에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9호묘의 경우 칸막이식의 주부곽식이라면 주곽의 중앙부에 피장자를 안치하고 그 사방
에 유물을 배치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유물은 각종 제의에 사용된 공헌용이나 장례에 사
용된 유물 등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발치 부곽에 부장된 유물은 사후생활용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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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묘의 경우 유물 출토 상태로 보아 주곽의 동쪽 부분 중앙에 주피장자를 안치하고 그
의 좌우와 머리측에 의례적인 성격의 유물과 장례 과정의 유물들을 부장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리고 그의 발치와 좌우에 각 1인을 순장한 것이 확인되는데, 발치에는 공간으로 보아
순장자가 더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부곽에는 사후생활에 필요한 각종 유물을 부장한 것
으로 보인다.
1호묘 주곽의 경우 유물 출토 상태로 보아 동쪽으로 치우친 중앙에 소할석을 깐 시상을 마
련하여 주피장자를 안치하였고, 그의 발치에 해당하는 서단벽측과 머리 위에 해당하는 동
단벽측의 공간에 토기를 비롯한 의례용 유물을 부장하였고, 측면으로 남쪽과 북쪽에 각 2구
서쪽 단벽 가까이에 1구 등의 순장자를 배치하고 그들 주변과 목곽 위에 무기, 농공구 등의
장례 용구를 부장했다고 할 수 있다. 또 부곽에는 사후의 생활유물을 부장한 것이 관찰된다.
3호묘 주곽은 중앙부에 판상석을 깐 시상을 마련하고 주인공은 거기에 안치하였다. 그리
고 발치의 시상 바깥 공간에 3구의 순장자를 배치하였고, 나머지 시상 공간의 바깥 부분에
유물을 돌려가면서 부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물은 대략 의례용과 장례 과정에 소용
된 유물 등으로 볼 수 있다. 부곽에 사후생활을 위한 유물을 잔뜩 부장한 것은 다른 대형분
들과 같다.
이외에 단곽식인 88·91·2호묘 등의 유물배치에서도 목곽을 回자형으로 구분하여 공간
을 활용한 것이 확인된다.

<그림 6> 신라의 후기 목곽묘
따라서 대성동 고분 주곽의 기본 묘형은 回자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回자형의 중앙에
주피장자를 배치하고 그를 둘러싸고 좌우와 전후에 유물을 부장하면서 순장자를 배치한 것
이다. 주곽에 배치된 유물은 아직 선명하지는 않지만 각종 의례에 사용된 유물과 행렬 등 장
례에 사용되었던 유물로 보이고 사후의 생활 유물은 부곽에 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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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동고분군의 이러한 回자형으로 공간을 활용한 묘형에 비하여 신라 목곽묘<그림 6>의
경우는 아직 왕묘급이 발굴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지만 차위계의 목곽묘는 日자형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머리측에 칸막이를 하거나 그러하지 않거나 토기 등의 의례용 유물
을 많이 부장한 것이다. 다만 발치에 순장자를 배치하여 그 공간을 더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가 있을 뿐이고 측면에 토기 등의 공헌유물을 부장한 경우는 거의 없다.
좀 더 후대인 5세기대의 황남대총 남분의 경우는 三重槨으로 사방 내곽과 중곽의 바깥 석
단에 유물을 부장하고, 순장자를 안치하는 등 대성동의 것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지만, 내곽
이 엄격한 日자형 구조를 취하고, 사방 석단에 의례에서의 공헌용이라고 볼 수 있는 금속용
기나 토기 등의 유물을 배치하지 않아 분명하게 구분된다. 이런 현상은 황남대총 북분, 금령
총 등의 고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즉 주곽의 내곽을 주피장자 머리측에 칸막
이로 구분하여 그 내부에 공헌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귀중품과 토기류 등을 부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관의 머리측에 부장품상자를 두어 거기에 그런 유물을 부장한 경우인 천마총과 같
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관념을 볼 수 있다.

Ⅲ. 池山洞古墳群과 末伊山古墳群의 高塚과 特性

1. 池山洞古墳群의 高塚
主山을 배경으로 한 고령 지산동 일대에는 大
伽倻의 수많은 고분이 분포하고 있다. 이 고분
은 대부분 수혈식석곽묘로 알려져 있고, 현재
봉분이 남아 있는 것은 704기 정도로 보고되었
다<그림 7>. 그러나 왕릉전시관이나 대가야박
물관 부지의 발굴조사 등에서 봉분이 남아 있지
않는 곳에도 많은 묘곽이 배치된 점으로 미루어
분포하고 있는 고분은 수천 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산동고분군은 사적 제79호로 지
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이 고분군에 대한 조사는 일제강점기에 몇몇
이 발굴되어 보고된 것(朝鮮總督府 1922)도 있
으나 대부분은 1970년대 44호분과 45호분이 발
<그림 7> 지산동고분군의 고분 분포
(배성혁 201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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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호분(계명대박물관 1981), 30호분(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1998), 73∼75호분(조영현
2012) 등이다.
이 지산동 고총을 위시한 대가야 고총은 주묘제가 수혈식의 석곽이고 역시 석곽으로 축조
된 부곽을 가진 경우가 있다. 그리고 많은 것에서 殉葬槨이라 할 수 있는 小石槨이 主石槨을
중심으로 배치되었으며, 그 위에 호석을 두른 봉토가 조성되었다. 여기서 대가야 고총은 김
세기(2003)가 정리한 대가야식 묘제를 가진 고분 가운데 대형분이라 할 수 있는 Ⅰ급과 Ⅱ
급 묘형을 뜻하는 것인데, 그의 대가야식 묘제의 주요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분의 입지에서는 산성을 배후에 두고 앞에 취락이 있는 평야와 강이 내려다보이는 능선
의 정상부에 위치하며, 융기부에 대형분이 자리한다.
고분은 정해진 묘역 중앙에 매장주체부인 주곽을 지하에 설치하고 그 옆에 부곽이나 순장
곽을 설치한 다음, 묘역을 둘러싸는 원형 혹은 타원형의 호석을 쌓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순
장곽이나 부곽 없이 단독의 석곽만 존재하는 것도 있다.
매장부의 축조는 지하에 광을 파고, 할석이나 자연석을 이용하여 네 벽이 서로 엇물리게
쌓는데, 평면의 길이 대 너비 비율이 대개 5:1 이상이어서 세장방형을 이룬다.
출토되는 토기가 대가야계토기라고 할 수 있는 특징적인 것이며, 위세품에서도 여타 지역
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대가야 고총은 고령지역의 조사현황으로 미루어 신라영역권과 마찬가지로 목곽묘
에서 발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아직 조사가 미진하지만 쾌빈리의 목곽묘(영남매장문화재
연구원 1996)는 소위 고식도질토기라고 할 수 있는 토기가 출토되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아직 주산을 중심으로 한 지산동 등에서는 이러한 목곽묘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는 있으나, 다른 지점에 중심을 두고 있던 대가야의 지배세력이 주산을 중심으로 한 현
재의 지산동에 고분을 축조하여 중심지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즉 중심지집단
의 매장구역 이동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전서열을 그대로 신뢰해도 별 문제
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이보다 이른 시기이지만 신라에서 목관묘단계
의 중심지 분묘구역이 서남산의 아래에 있다가 목곽묘단계에 월성의 북편으로 이동되어 서
편으로 가면서 고총이 축조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대가야 고총으로서 출발을 알려주는 고분은 현재 대동문화재연구원에 의해서 발굴된 지산
동 73호분으로 보인다. 이 고분은 同穴墓壙主副槨式으로 주곽과 부곽은 T자형으로 배치되
었다. 주곽과 부곽은 목곽을 따로 설치하고 각 목곽과 묘광벽 사이에 돌을 채워 축조하였다.
이렇게 돌을 채워 목곽을 축조한 현상은 경주의 적석목곽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며, 합천
옥전고분군의 그러한 것과 함께 낙동강 하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세기
전반에 해당할 이러한 목곽묘가 내부 주체로 된 고총의 출현은 낙동강 건너편 창녕지역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창녕 계성지구의 先木槨後石槨인 수혈식석곽묘는 바로 옥전
과 고령지역의 목곽묘 전통사회에 영향을 주어 경주의 적석목곽묘를 닮은 묘제의 출현이 야
기되었고 그것이 고총으로 발전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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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지산동의 왕묘급 고분
이 고총에서 순장곽이라 부르는 소형의 묘곽이 목곽의 바깥, 묘광 내부에 돌을 채운 석단
에 돌려진 현상은 아주 특이한 현상이다. 이는 김해 대성동 88호와 91호 목곽묘의 보강토인
토단 위 순장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기도 하지만 경주의 적석목곽 순장처가 그러한 곳이
라는 점에서는 연결되는 것으로 서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도 하다.
이렇게 출발한 대가야 고총은 곧이어 그들 특유의 수혈식석곽을 창안하여 그것이 고총 묘
제로 자리한다. 이 대가야의 고총은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의 특성 외에 그 묘형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확인된다. 먼저 고총 출현기 동혈묘광주부곽식에서 부곽이 독립되어 異穴墓
壙主副槨式으로 발전하면서, 순장곽으로 부르는 묘곽 역시 주부곽의 묘광 바깥으로 배치되
는 특징이 있다. 이는 비교적 넓은 묘광을 파고 석단을 설치하는 73호분의 경우에서 수혈식
석곽으로 묘제가 변화하는 75호분의 과도기를 거쳐 30호분과 35호분과 같이 완벽한 대가야
식 수혈식석곽이 성립되면서 석단의 설치가 불가능해져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산동고분군의 발굴된 고분들 가운데 왕묘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야 고총의 시발점인
73호분, 대가야식 수혈식석곽의 앞 단계 모습을 보이는 75호분, 많은 순장자가 배치되어 유
명한 44호분과 45호분을 들 수 있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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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末伊山古墳群의 高塚
함안읍 시가지의 남쪽에 연접한 말이산에는 약 110여기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된다<그림 9>. 그러나 봉분의 흔적이 사라진 소형묘들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고분이 분포
하고 있을 것이다. 이 고분군의 서북 근거리에는 阿羅伽倻 왕궁지로 전하는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이곳의 고분은 함안지역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서 가장 큰 대형분이고 그것도 밀집되어
있어 문헌에 아라가야로 등장하는 정치세력의 지배집단이 축조한 고분군으로 인식되고 있
다. 또 가야지역의 고분군 가운데 고령 지산동고분군을 제외하면 봉분의 규모나 수에서도 월
등함을 자랑하고 있기도 하다. 고분군은 사적 제515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이곳의 고분은 1910년 처음으로 조사된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몇몇 조사가 있었으나
제대로 된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조사가 이마니시류가 조사한 현4호분(구
34호분)(朝鮮總督府 1920)이다. 이후 조사조차 시행되지 않다가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발굴조사(창원대박물관 1992,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6·1997·1999·2000·2001·2
002·2004,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8, 경남발전연구원 2015, 우리문화재연구원 2016)가
이루어졌다.
이 아라가야 말이산고분군의 고총은 대가야의
고총과 같이 수혈식석곽을 기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말이산에 축조된 고총은 대가야나 다른
지역의 고총들과는 달리 부곽이 축조되지 않은
單槨式이 특징이다. 아직 말이산고분군에서 주
부곽식으로 볼 수 있는 고분은 조사되지 않고 있
으므로 아라가야의 고분은 모두 단곽식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 말이산의 고분들에 대한 특징
을 짚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고분의 입지에서는 왕궁지로 전해지는 유적의
동남에 위치한 함안지역 중심에 발달한 낮은 독
립된 구릉의 능선과 그 지릉에 고분이 분포한
다. 능선의 척릉을 따른 융기부와 거기서 갈라
지는 각 지릉의 융기부에는 대형분이 자리한다.
<그림 9> 말이산고분군의 고분 분포
(하승철 2014에서)

생활역과 묘지역이 분리되었으나 그리 멀지 않
은 곳에 있음은 지산동과 유사하다.

고분은 정해진 묘역 중앙에 매장주체부인 긴 석곽 하나를 지하에 설치하고 봉분을 축조하
였다. 순장곽이나 부곽이 존재하지 않는 단독곽의 단일분이고 봉토의 주연에 호석이 발견되
지 않는 특징도 있다.
매장부의 축조는 지하에 광을 파고, 할석을 이용하여 네 벽이 서로 엇물리게 쌓는데,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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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길이 대 너비 비율은 지산동과 같이 대개 5:1 이상이어서 세장방형을 이룬다. 대형의 경
우 매장부에서 중요한 특징은 석곽을 덮는 개석재가 주변에 분포하는 점판암계이기 때문에
그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단벽에 1개, 각 장벽에 2개 정도의 壁龕과 유사한 공간을
조성하고 그것들 사이에 목재를 연결해 들보 형식으로 가구한 다음 석개를 한 점이다(조수
현 2004).
출토되는 토기가 아라가야계토기라고 할 수 있는 4세기대의 工자형 고배, 5〜6세기대의
화염형투창고배 등 특징적인 것이다.
이러한 아라가야의 고총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목곽묘에서 발전한 것이 확인된다. 말
이산고분군에서는 (문)26호묘 같은 원삼국시기의 목관묘가 다수 조사되었는데, 이는 이 고
분군이 비교적 일찍이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이들 목관묘는 창원 다호리나
김해 양동리 등에서 보이는 화려한 유물이 출토되거나 특징적인 유구의 현상이 확인되지는
않아 비교적 소규모의 집단이 이곳에 묘지를 조성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고분군에서
확인되는 묘제는 원삼국시대를 지나 삼국시대에 접어들면서 축조된 (문)3호묘와 (문)36호묘
같은 대형의 목곽묘이다. 이들 목곽묘는 4세기 후반과 5세기 전반에 축조된 것으로 역시 부
곽이 없는 장방형의 단독곽식으로 아라가야식 목곽묘라고 부를만한 특징이 있다.
이 목곽묘는 아라가야의 왕궁지와 가까운 말
이산고분군 북편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다. 대
표적인 고분이 5세기 전반에 축조된 것으로 믿
어지는 마갑총이다. 이미 파괴된 상태에서 수습
조사된 고분이기 때문에 봉토의 존재가 확인되
지는 않았으나 후대 대형봉토분을 고려하면 비
교적 큰 봉분을 갖추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 말
이산 고총의 시원형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단곽식의 고분은 목곽의 크기가 길이
6m, 너비 2.3m, 묘광의 크기가 길이 8.9m, 너
비 2.8m의 장방형이다. 좀 더 이른 시기에 축조
된 것으로 믿어지는 목곽묘와 함께 아직 발견되
지 않은 이전 3세기를 중심으로 한 시기 이 지
역 고분이 장방형의 단곽식인 목곽묘임을 암시
한다. 또한 여기서는 금동제 소환두대도와 마갑
등의 주목할 만한 유물이 출토되어 이 시기부터
<그림 10> 말이산 25호분

말이산에 대형분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음을 알
려준다.

이러한 목곽묘로 축조된 고총이 이입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라가야계 수혈식석곽
이 성립되어 말이산 고총의 주묘제로 자리한다. 목곽묘에서 수혈식석곽묘로 전환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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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여주는 고분이 말산리 파괴분이다. 그리고 이후 6세기 무렵에는 다시 묘제가 변화하여
(문)47호분 같은 횡혈식석실이 말이산 고분군의 주묘제로 채택되어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묘제 변화와 말이산에 분포하는 고분의 분포 현황을 겹쳐보면 말이산고분군은 가
장 북편의 주능선과 지릉에 목곽을 주체로 한 고분이 축조되기 시작하여 주된 묘제인 수혈
식석곽을 가진 고총은 북에서부터 남으로 세대에 따라 이동하며 좋은 입지에 대형분이, 그
렇지 않은 사면부에 비교적 작은 고분이 자리하면서 축조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커
다란 의미에서 그 방향성은 분명하나 북쪽 부분과 남쪽 부분이 큰 시기 차가 없이 분화된 집
단에 의해서 축조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말이산고분군에서 아라가야의 왕릉으로 비정할 수 있는 것(박천수 2016)은 주능선의 가장
동쪽인 척릉의 융기부에 축조된 것들이다. 대략 가장 북쪽부터 1·4·13·25호분<그림 10>
과 37호분이 대상이 된다.

3. 竪穴式石槨 高塚의 特性
1) 墓槨 配置의 特性
아라가야 말이산 고총은 모두 單槨式의 單獨墳으로 조성된 특징이 뚜렷하여 묘곽의 배치
를 따질 필요가 없으나 대가야 지산동 고총은 主槨과 副槨의 配置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이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산동 고총의 특징 중에 하나인 殉葬槨의 배치도 그 수나
형태 등에 의해 분별되므로 이를 나누어 보도록 한다.
대가야 고총 주곽과 부곽의 배치 방식은 T字形(지산동 30·73·74·75호)과 11字形(지산
동 45호), 그리고 이를 복합한 형태(지산동 44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주곽과 부곽의 배
치는 시기성을 나타내면서도 위계와도 관련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비교적 늦은 시기에 축조
된 것으로 믿어지는 지산동 44호와 45호에서 주곽과 나란한 부곽이 존재하는 반면 다른 것
들은 모두 T자형 배치를 이루고 있으며, 지금까지 조사된 것들 가운데 최대형분이라 할 수
있는 그들 2기에서만 11자형의 배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음 순장곽은 하나의 고분에 작으면 1기, 많은 경우 32기가 배치되었다. 이중 절대적으로
많은 수가 배치된 지산동 44호와 45호의 경우 주곽과 부곽을 중심으로 해서 이를 돌아가며
방사상으로 배치된 반면, 2〜4기 정도가 주곽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나란하게, 또는 주곽과
부곽을 피하여 ㄷ자상으로 배치된 것(지산동 30·74·75호)이 있고, 1기가 주곽과 나란하게
11자형으로 배치된 것(지산동 32·34호)이 있다. 이것 역시 축조시기와 위계를 표현해 주는
요소로 보인다. 즉 순장곽 자체와 그것의 수는 피장자의 위계와 관련된 것이고 비교적 늦은
시기에 가서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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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대가야 고총의 묘곽 배치 모식
결국 현재까지 밝혀진 자료로 보는 한 대가야 고총은 주곽, 부곽, 순장곽(배장곽)으로 구성
되었고, 주곽을 제외한 나머지 부곽과 순장곽의 유무와 그 수가 위계와 관련되었고, 주부곽
의 배치는 T자형에서 11자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순장곽은 위계에 따라 1기〜수십 기가
주곽을 중심으로 사방에 배치되는데, 1기가 배치된 경우는 주곽과 나란하게, 소수가 배치
된 것은 주곽과 부곽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다수가 배치된 것은 주곽과 부곽을 중심으로 해
서 돌아가며 방사상으로 배치되었고, 시기가 내려올수록 그 수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렇게 긴 주곽과 부곽이 T자나 11자형으로 배치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순장곽이 배열된 것은
개석을 한 수혈식석곽이라는 특수한 묘제를 한정된 원형의 묘역 내부에 효율적으로 설치하
기 위한 고려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다섯 유형으로 묶을 수 있고 이 모식을 나타내면 <그림
11>과 같다.
초기유형 : 주곽 혹은 주부곽의 묘광 내부 주곽과 부곽의 주변에 순장곽을 배치한 것.
제1유형 : 부곽을 11자형으로 배치하였고 방사상으로 많은 수의 순장곽을 배치한 것.
제2유형 : 부곽을 T자형으로 배치하였고 ㄷ자상으로 소수의 순장곽을 배치한 것.
제3유형 : 부곽이 없고 순장곽 1기를 주곽과 나란하게 배치한 것.
제4유형 : 단곽식
이러한 배치상을 신라의 묘곽 배치와 비교하면 많은 차이점이 발견된다. 특히 신라의 중심
지라고 할 수 있는 대릉원지구의 묘제와 비교하면 엄격한 차이를 찾을 수 있다.
신라의 고총은 먼저 대가야와는 다르게 표형분이 성립되어 부부의 묘를 연이어 축조해 가
는 특징이 있는데 비하여 지산동과 말이산 고총을 대표로 하는 가야 고총에서는 그러한 현

252

제4발표_ 왕묘급 고분을 통해 본 가야묘제의 특성

상이 확인되지 않고 단장의 단일원분으로만 축조되었다. 그리고 말이산 고총의 경우 부곽이
없는 단곽식만 축조되었는데 비하여 대가야와 신라의 고총은 단곽식도 있지만 주부곽식이
존재한다. 주부곽식의 경우 대가야 고총이 위와 같이 다양한 형식의 묘곽 배치인데 비하여
신라는 昌자형을 중심으로 한 주곽과 부곽 배치이고, 배장곽이 배치되기도 하나 아주 드물
다. 그리고 신라 지방의 경우 여러 가지의 묘제와 주곽과 부곽 배치방식이 존재하나 그것이
지역에 따라 채용된 묘제라는 지역성의 차이로 나타난다. 또한 대가야에서는 고총의 출발인
지산동 73호분부터 6세기에 가까운 시기인 지산동 45호분에 이르기까지 상위 고분은 모두
주부곽식인데 비하여 신라의 경우는 5세기 후반의 늦은 시기부터, 즉 황남대총 북분부터 최
상위층은 주부곽식을 버리고 단곽식의 고총을 축조하여 다른 모습을 보인다.

2) 基本 墓形과 그 特性
수혈식석곽으로 조성된 지산동의 主石槨과 말이산의 고총 석곽의 내부에는 목곽이 설치되
어 二重槨式으로 구성된 특징이 있다. 석곽 내부의 이 목곽의 배치와 그 내부 공간, 그리고
목곽과 석곽 사이 공간의 활용에서 양 고분군 모두는 일정한 규칙성이 관찰된다. 이는 매장
방식 또는 매장 의례와 관련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사후관과도 관련된 요소로 판단되는데,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목곽은 세장한 석곽의 중앙에 배치하여 양단벽측의 비워진 공간을 토기나 기타 유물
을 부장하는 유물부장처로 활용하고 있어 그 공간 구성을 目자형으로 처리한 것이 공통된
특징이다. 이는 신라의 경우 석곽 내부에 거의 꽉 채워졌으며 두측에 부장부(칸)를 마련한
日자형의 목곽을 사용하거나 두측의 단벽 쪽에 이러한 목곽을 놓고 발치측의 나머지 공간을
유물부장처로 활용하는 것과 비교되는 것으로 대가야와 아라가야 고총의 특색이라 할만하
다. 하지만 두 수혈식석곽은 내부 공간의 활용이란 측면의 묘형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들의 묘형을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산동 고총의 묘형>
지산동 고총은 내곽인 목곽 내 유물의 부장양상이 다양한 것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고총
주곽이 도굴되거나 교란되어 그 양상을 명확하게 집어낼 수 없지만 유물의 잔존상태가 비교
적 양호한 것에서 유물의 부장양상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고 그 모식은 <그림 12>와 같다.
제Ⅰ유형은 지산동 32호가 표지로 주곽의 중앙부에 목곽을 놓았는데, 목곽 내부에 별도의
부장처를 두어 유물을 부장하지 않은 것이다. 지산동 30·33·34·35호 등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고분 모두가 도굴되거나 교란되었기에 과연 목곽의 내부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유물을 부장하지 않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중 지산동 33호의 경우 장구로 볼 수 있는 유물은 관정 1점에 불과하고, 목곽이 있었다
면 그 한쪽 모서리 부분에 해당되는 곳에서 그것이 출토된 셈이다. 그러나 목곽부의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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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부분에서 다량의 유물이 흩어진 채 출토되어 이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 단지 이곳
저곳에서 출토된 유물이 동일 개체로 추정되는 등 교란이 심하였다는 점에서 지산동 32호
등과 유사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지 않다면 목곽 내부 두측에 토기 등을 부장한 것이 흐
트러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경우는 다음의 제Ⅱ유형에 속했을 가능이 있다. 한편 이 고분
의 경우 목곽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석곽의 중앙부에 주검을
안치하고, 그 두측과 족측, 그리고 신변에 유물을 부장했을 것이다.

<그림 12> 대가야 고총 주곽의 구조 모식
제Ⅱ유형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지산동 2호(구)가 표지로 역시 중앙부에 목곽을 놓고, 양
단벽쪽을 각각 유물부장처로 삼은 것이면서 목곽의 내부 한쪽 단벽 공간에 유물을 또 부장
하여 유물부장처로 삼은 것이다. 이 지산동 2호(구)는 비교적 크기가 작지만 도굴의 피해를
크게 입지 않은 것이기에 유물의 부장양상을 명확하게 해 주는 단 1기의 대가야 고총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목곽의 내부 두측 공간에 따로 유물부장처를 마련하여 여기에 토기를 부
장한 것이다. 이는 지산동 34호와 35호의 연결석곽 내부에 설치된 석관으로 표현된 판석으
로 조립한 내석곽의 구조를 연상하게 하는데, 아마도 그와 같이 두측에 칸막이를 한 목곽을
조립하였고, 두측의 공간에 유물을 부장하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목곽의 구조가 日字形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54

제4발표_ 왕묘급 고분을 통해 본 가야묘제의 특성

이러한 유형으로는 반계제 가A호가 있다. 반계제 가A호의 경우 주곽 두측부장처의 가장
선단인 외곽인 석곽의 단벽 아래에까지 관정이 출토되는데 비하여 꺾쇠의 출토는 목곽부에
한정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이는 두측부장처의 유물이 상자와 같은 별도의 시설 속에 부장
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족측부장처 유물과는 존중도에서 달랐음을 시사하는 것
은 아닌가 한다. 앞에서 제Ⅰ유형으로 설정한 고총들도 도굴이 심하여 그 원상을 확실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유형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는 상당수가 이 유형에 속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산동 33호의 경우 이 가능성을 높여준다.
제Ⅲ유형은 반계제 다A호를 표지로 하는 것으로 제Ⅱ
유형과 같으나 내곽인 목곽의 발치에도 별도의 부장처
를 마련하여 유물을 부장한 것이다. 이러한 유형으로 추
정되는 것이 지산동 45호와 73호<그림 13> 등이다. 이
경우도 목곽을 칸막이하여 두측과 족측의 공간을 구분
하고 거기에 유물을 부장하였으며, 중앙부의 큰 공간에
주검을 매납하는 구조일 가능성이 있다. 즉 목곽의 구조
가 目자형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상의 대가야 고총에 있어서 주곽의 외곽인 석곽 내
의 유물 부장양상과 내곽인 목곽의 구조와 그 내부의 유
물부장 양상을 종합하여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고, 기본 묘형을 설정하면 뒤의 <그림 15의 상>과 같다.
대가야 고총의 외곽인 석곽의 내부에는 중앙부에 목곽
을 설치하여 目자형의 공간 구조를 보이며, 중앙 목곽의
양단 바깥 공간에는 유물을 부장한다. 중앙부의 내곽인
목곽은 주인공과 그의 신변유물만 부장하고 기타유물
을 부장하지 않는 단순한 것이 있는 반면, 두측의 공간
<그림 13> 지산동 73호분 주곽
목곽 구조 모식도

에 유물을 부장하거나 두측과 족측 모두에 유물을 부장
하는 것이 있다. 후자들의 경우 유물을 부장하는 공간을
칸막이하여 주검의 매장부인 주검칸과 구분한 두측부장
칸, 또는 양부장칸으로 구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대가야 고총에 있어서 주인공 주검은 평면상 가장 중앙부에 위치시키는 의도적인 모
습이 관찰된다. 주부곽과 순장곽의 배치에서 주곽을 가장 중앙부에 두었고, 주곽의 공간 내
부에서도 중앙부에 목곽을 두고 그 목곽의 중앙부에 주검을 안치하는 것이 바로 대가야 고
총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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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산 고총의 묘형>
말이산에 분포하는 고분은 6호분을 조사한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에 의하면 대략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초대형(석곽의 길이 9m가 넘으면서 너비가 1.6m 이상인 것), 대형
1류형(길이가 7〜9m이고, 너비가 1.2〜1.6m인 것), 대형 2유형(길이가 6〜7m이고, 너비가
1.2〜1.6m인 것), 중형(길이가 4〜6m이고, 너비가 0.9〜1.2m인 것), 소형(길이가 4m 이하이
고, 너비가 0.8m 전후인 것)의 분류가 그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봉분의 크기와 함께 말이산고분군에 매장된 피장자들이 몇 개의 계층으
로 위계화되어 있었음을 알려주는데, 대략 순장인의 배치와 그 수에서도 이것이 반영되
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위계화 시킬 때 초대형에 해당하는 고분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것
을 볼 수 있다. 발굴된 것만을 대략 꼽아보면 암각화고분, 4·6·8·15·22호, 최근 조사된
21·25·26호 등이 있다. 이는 당시 이곳에 매장된 인물들이 어쩌면 몇 개의 군집으로 나뉘
어 동시기에 축조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고분군이 아라가야의 최고지배
자 가족 단일의 집단에 의해 축조된 것이 아니고, 그 아래의 지배자들도 대형분을 축조할 수
있었거나 거의 동등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공존하여 집단지도체제와 유사한 상층부가 형성
되어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현상은 경산 임당유적의 임당동고분군,
조영동고분군, 부적리고분군 등 세 군집의 대형분으로 나뉘는 것에서 엿볼 수 있고, 문헌에
나오는 1차 泗泌會議(임나부흥회의)에 참석한 安羅의 인물이 次旱岐인 夷呑系, 大不孫, 久
取柔利라는 3인이었다는 점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 말이산 <현>(도항리)6호분 묘곽 구성(보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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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산 고총의 묘형은 대부분의 고분이 도굴되고 파괴되어 그 매장 원상을 알 수 없기 때
문에 모두를 따져 설정하기는 힘들다. 위의 각 유형별로 그 묘형을 추출하여 유물의 배치양
상과 겹쳐 묘형을 조사해 보아야하나 그러한 자료를 추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래도 유물의 출토 양상이 좀 더 명확하여 매장 원상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현>6호분(도항리 6호분)의 현상<그림 14>을 따져 기본 묘형을 추출하기로 한다.
이 고분이 초대형분이기 때문에 말이산
수혈식석곽묘의 대표적인 존재로 인식될
수 있고, 지금까지 조사된 대형 이상의 수
혈식석곽의 내부 구조와 남아 있는 유물
의 배치 양상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
문에 큰 오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
에서 살펴본 이 고분의 유물배치 현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긴 수혈식석곽을 目자형으로 삼등분하
여 중앙부에 주인공을 안치한 목곽을 설
치하였다. 목곽의 내부는 칸막이로 구분
하거나 피장자를 목관에 안치하거나 하여
별도로 북측 공간에 안장하였고, 나머지
남측 공간에 피장자와 친연관계가 더 있
거나 신분이 높은 순장자를 안치하였다.
목곽 바깥 남쪽 공간은 순장자의 공간으
로 전자보다 좀 더 신분이 낮은 인물을 배
치하였다. 피장자 머리측의 목곽 외부 공
간에는 제사 등에 사용된 토기류를 안치
하였는데, 이중에는 일부 사후의 생활유
물도 배열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목곽의
위에는 장례 행렬에 사용되었음직한 마구
류와 무기류 등을 부장하였고, 공구류 역
시 여기에 부장하였다. 따라서 중앙의 피
장자 공간과 머리측의 공헌유물과 일부
사후 생활유물 공간, 발치측의 순장자 공
간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5> 대가야, 아라가야, 신라의 기본묘형

이 6호분 이외에 지금까지 발굴된 대형분들을 살펴보면 대략 석곽은 目자형으로 삼등분하
여 북측이나 서측은 토기류의 부장 공간, 중앙부는 피장자의 안치 공간, 그 피장자의 발치에
해당하는 나머지 공간은 순장자의 안치 공간으로 사용되었음이 공통적인 말이산고분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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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의 공간 활용이다. 따라서 대체적인 모습에서 유사함을 볼 수 있다. 단지 대형에 속하지만
좀 더 소형인 석곽의 경우 피장자 머리측에 공헌유물을 부장하고, 발치에 생활용의 유물을
부장한 점이 다르다.
종합하면 말이산 고총의 긴 석곽 중앙부에 설치한 목곽은 대가야 고총과 신라 고총에서 나
타나는 주부곽식의 주곽과 같은 공간으로 사용된 것이고, 그 바깥의 양 공간은 사후 생활유
물을 부장하고 순장이 된 부곽의 공간과 주곽 머리측의 공헌유물 부장공간의 개념이 합쳐져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目자형의 공간 구조를 말이산 고총의 기본 묘형으로 설정해
도 좋을 것 같다. 이 기본 묘형은 <그림 15의 중>과 같다.
이와 유사한 공간 구조를 보이는 것이 창녕의 교동과 송현동 지구에 축조되어 있는 橫口式
石槨이나 그 경우는 발치의 순장자를 포함한 공간이 부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후 생활유물
공간으로 설정되었고, 피장자 머리측에는 공헌유물만 부장하여 발치를 제외한 공간이 신라
주부곽식의 주곽 日자형 공간으로 볼 수 있어 말이산 고총의 공간 구조와는 의미가 다르다.
이상의 가야 고총에 비교한 신라 고총의 기본 묘형<그림 15의 하>은 다른 양상을 보여준
다. 신라 고총의 주곽은 지산동이나 말이산과 같이 이중곽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부의 목곽은 日자형으로 구성되어 머리측의 부장칸에는 공헌유물만 부장된다. 대가야와
같이 머리측의 공간에 순장이 시행된 경우는 볼 수 없고, 내곽과 외곽 사이의 공간과 거기에
설치된 석단의 위, 그리고 내곽 내부 주인공의 발치에 순장자가 안치된다. 부곽에 순장자가
안치되는 것은 대가야식 묘형과 동일하다.
이러한 차이점은 대가야와 아라가야가, 그리고 제가야와 신라의 장례과정이나 의식이 달
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Ⅳ. 結言
同種異形이라고 할 수 있는 신라와 가야의 고분에서 좀 세부적이지만 차이점을 위주로 가
야의 세 고분군 대형묘의 특징을 찾아보았다. 세 고분군은 왕성하게 조성된 시기가 다른 대
성동고분군이나, 거의 같은 시기에 조영된 말이산고분군과 지산동고분군은 세부적으로 차
이가 있는 묘제를 취하였다. 즉 묘형에서 차이점이 인정된다. 또한 이들 세 고분군의 대형묘
는 대부분 순장이 시행된 특징이 있는데, 순장자를 배치하는 형식도 그들 특유의 묘형에 따
라 구별된다.
목곽묘 단계 후기에 해당하는 대성동고분군은 신라와 구별되는 異穴日字形主副槨式과 單
槨式의 목곽묘를 조영하였는데, 回字形을 기본 묘형으로 하고 있다. 단곽식의 목곽이나 주
부곽식의 주곽 내부 중앙에 주인공을 안치하고 그 둘레 사방에 장례의 여러 제의와 의례에
사용되었던 유물과 함께 순장자를 배치하였다. 또한 심한 중복 현상이 관찰되는 바 왕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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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묘지를 개척해 나가고, 후대의 방계가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선대 왕묘의 주
변이나 위에 묘를 축조함으로써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봉분의 존재는 희미하며 묘지로
이용한 전체 구릉을 조상의 성역으로 인지한 경향이 강하다.
고총 단계에 해당하는 말이산 고총과 지산동 고총은 같이 원형봉토분으로 축조되었고, 내
부 주체는 竪穴式石槨이 위주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들 봉토는 모두 單獨墳으로 신라의
多葬墳이나 瓢形墳 등 連接墳의 현상은 아주 희미하다. 그리고 같은 수혈식석곽을 조영하였
으나 지산동에서는 T字形, 11字形 등의 형태가 시차를 두고 출현하여 함께 유행하였으나 말
이산에서는 부곽을 가진 고분은 보이지 않는다. 신라의 경우는 昌字形이나 凸字形을 기본으
로 하여 다양한 배치의 주부곽식이 운용되었다.
주석곽의 묘형에서 지산동의 目字形과 말이산의 目字形은 각 공간에 배치하는 부장품의
종류나 순장 방식이 다르다. 지산동에서는 주부곽뿐만 아니라 별도의 소형 석곽을 축조하여
순장이 시행되었으나 말이산에서는 단곽식 目자형의 주인공 발치 공간에 순장하였다. 말이
산 고총의 축조에 목재를 들보형으로 이용하여 개석을 올리는 방법은 말이산 고총만의 특징
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신라의 경우는 日字形이 기본적인 묘형으로 가야의 것들과 구분
된다. 이는 금관가야의 回字形을 포함해 가야의 경우 중앙에 피장자를 안치하고자하는 中央
尊重의 경향을 나타내고, 신라의 경우는 선두의 깊은 곳에 주피장자를 안치하고자 하는 深
尊의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상이성이 있다.
이상의 세 고분군 각각과 신라
고분의 차이는 각기 서로 연결되
지 않는 독립된 政治體라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목곽묘 단계가 중
심인 대성동고분군의 경우는 4세
기대의 상황을 중심으로 하고, 신
라와 대가야, 아라가야의 고총은
5세기대가 중심이어서 서로 비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각
각의 고분군이 지역 단위를 넘어
그 묘제를 확산시켰느냐, 그러하
<그림 16> 5∼6세기 신라와 가야의 정치체

지 않았느냐는 위상과 각 고분군
의 고분들 사이에 주곽과 부곽 배

치의 다양성 등으로 판단한 분화된 위계는 그 정치체의 성격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5세기 후반 이후 대가야의 고총과 4세기 중후반부터의 신라 고총은
광역의 영역을 가진 國家로 발전한 정치체가 축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대
성동고분군과 말이산 고총은 지역 내에 한정된 묘제로 아직 지역 단위 이상의 영역을 확보
하지 못하고 영역의 확장을 도모하기 시작한 집단, 즉 단위 지역 내만을 통합하여 발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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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는 정치체에 의해 축조된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성동 대형목곽묘 조영 시기의
금관가야와 말이산 고총의 조영 시기의 아라가야는 원삼국시대 지역 단위 小國에서 좀 더
진전된 정치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가야의 세 고분군은 한반도 남부지방에 정치체가 형성되어 광역의 영토를 확보한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을 시간적으로, 같은 시간대의 공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로 정리해도 될 듯하다. 시간적으로는 지역 단위의 영역을 가진 소국이거나 좀 더
진전된 정치체로 볼 수 있는 대성동고분군을 축조한 금관가야와 광역의 영역을 확보한 국가
로 성장한 정치체인 지산동고분군을 축조한 대가야의 차이, 같은 시간대 공간상에서는 역시
지역 단위 소국에서 좀 진전되었거나 그러하지 않았던 말이산고분군을 축조한 아라가야와
지산동고분군을 축조한 대가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그림 16> 참조)
이들 고분군의 공통점 하나가 주거역에 인접하여 특출한 랜드마크적인 지점을 택해 고분
군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분지 내의 중심을 이루는 독립된 얕은 구릉을 택한 대성동고분군
과 말이산고분군, 중심부 서편의 높은 주산에서 뻗는 능선들을 택한 지산동고분군이 모두
주거역에서 바라보아 神聖域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점들이다. 이것은 월성의 북편 평지
의 微高地를 택해 고분군을 조성한 신라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모두 주거역인 삶의 공간
과 인접하면서도 구분된 사후의 공간이란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는 신라나 가야나 모두
繼世思想에 입각하여 고분군을 조성하였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계세사상적인 요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지산동고분군이다. 지산동고분군은
자신이 살던 공간을 항상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사후 삶의 터를 선정하여 고분을 축조하여
계세사상을 경관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이희준 2017:312〜342). 그 경관은 조상은 사후
성역으로 들어가 자손을 돌보고, 자손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의 뒤 성역에 있는 조상이 항
상 보호해주어 그 덕으로 안전한 삶을 산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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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묘급 고분을 통해 본 가야묘제의 특성」에 대한 토론문
우 재 병 충남대학교 교수

김용성선생님은 신라고분의 구조를 기초로 금관가야, 대가야, 아라가야의 왕묘급 고분군
에 대하여 묘곽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특히 신라를 포함하여 각국의 묘곽 구조에 공통점도 보이지만 다양한 개성이 존재하고 있
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성이 가야 제국 사이의 정치적 정체성과도 관
련된다는 점을 모식도를 이용하여 설명해주셨습니다.
과연 목곽, 석곽이라는 무덤 구조가 어디까지 각국의 정치적 정체성을 반영하는가는 의문
이 남지만, 이러한 방향의 연구는 큰 틀에서 의미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이들 나라 사이의 정치관계 정체성을 논하는 과정에서, 이들 각국의 왕묘 혹은 최고 수
장묘에 부장된 위신재의 분석과 연동하여 설명해 주시면 제시된 논리에 큰 보강자료가 되었
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의문에서 출발하여 김용성 선생님께 2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 목곽계 묘제와 수혈식 석곽계 묘제라는 가야 묘제의 다양성이 형성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고고학적 단서에 대하여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히 해설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제2, 대가야와 주변의 가야 제국 간의 정치관계를 대가야와 아라가야 사이의 고고학적 자
료를 사례로 들어 알기 쉽게 해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 신라 중앙과 지방 사이의 정치
관계와 대가야와 아라가야 사이의 정치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무덤구조와 부장된 위신재
의 특징을 기초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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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묘급 고분을 통해 본 가야묘제의 특성」에 대한 토론문

최 완 규 원광대학교 교수

본 논문은 가야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위해 잠정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대성
동 고분군, 지산동 고분군, 말이산 고분군 등에 대한 특성을 구한 후 신라의 대형고분과 비
교 검토한 논문이다.
토론자는 백제역사문화유적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과정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가
야 고분군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몇 가지의 마음을 보태고자 한다.
우선 가야 고분이 고구려나 백제나 고분과 달리 상이성보다는 상사성이 많은 신라 고분과
의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O.U.V.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름이
많은 유산과 비교하는 것이 더욱 유리한 조건이 아닐까 한다. 특히 고분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회구조나 발전단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전체의 삼국시대 고분과 비교하는 것이 그
특징을 더욱 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둘째, 대성동 고분군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에서 볼 때, 생활유적이 고분군 내부에서 발견
되지 않는 것은 성소로서 역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삼국시대 분묘는 거의 산 자의
생활공간과 죽은 자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음은 일반적인 현상인데, 대성동 고분군만이 가지
는 성소로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셋째, 대성동 고분군의 왕묘급에서 중원, 북방, 왜 등 다양한 외래계 유물이 발견되어 동아
시아의 최대 국제 교역로의 중간 기착지로서 국제적도시적인 항구로 발달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비교가 필요하며 나아가 고분군 이외의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
한 구체적인 유적은 발견된 것인지?
넷째, 금관가야의 경우 독립된 구릉 자체를 족단의 묘지로 선정하고 있는 것은 개별적인
단위 조성보다는 족단의 공통 조상이라는 개념으로 무덤을 축조해 감으로서 독립된 봉토분
의 필요성이 없다고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국가 출현과 관련해서는 개별 묘제의 대형
화가 필수적일 것인데, 이러한 점이 신라의 고총과 비교되어 구분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고대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마한 분구묘들과 비교가 자연스럽지 않
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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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는 무엇보다도 역사 문화적 경관이 다른 정치체의
고분과 비교해서 매우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강조하기 위해
서는 가야 고분군과 동시대에 축조되었던 동아시아 고분군과 비교 연구가 좀 더 확대될 필
요가 있다. 특히 지산동 고분군의 경우 내부 구조에서 특징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
기도 하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있어서 이 고분군의 경관이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고분의 주변 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백제역사지구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강조한 키워드는 교류에 방점을
두고 있다. 대상 유적 가운데 고분 유적은 송산리 고분군과 능산리 고분군이 포함되어 있는
데, 백제문화의 교류를 서술하는데 하나의 대상으로서 그 위치를 가지고 있다. 가야 고분군
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등재 기준은 어느 항목에 해당할 수 있는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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