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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지역의 고대묘제 변천과
대성동고분의 특징

Ⅰ. 머리말

대성동고분군은 금관가야의 중심지인 김해에 위치한 금관가야의 공동묘지유적으로 지배세력과 피지
배층의 무덤이 구릉과 평지에 입지를 달리하여 분포한다. 이 유적은 1990년까지 지상에 아무런 표시흔적
도 없이 구릉은 경작지, 평지는 쓰레기 하치장이나 공장, 주택 등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었다. 그러던 것
을 1990년부터 9차례에 걸친 구릉지역의 발굴과 3차례의 주변지역 발굴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대성동고
분군이 금관가야가 주도권을 행사하던 가야 전기의 중심고분군임이 확인되었고, 가야의 성립과정과 배경,
문화의 수준, 정치·사회 구조와 습속 등을 밝히는데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하여 그

【표 1】 대성동고분군의 발굴연표
구분

조사기간

조사성과

조사기관

대성동 1차

1990.6.∼1990.8.

1호, 2호

경성대학교박물관

대성동 2차

1990.9.∼1991.4.

3∼39호

경성대학교박물관

대성동 3차

1991.10.∼1992.3

10∼53호, 주변 Ⅰ∼Ⅳ지구(84기)

경성대학교박물관

대성동 4차

2001. 4.∼2001.9

54∼67호, 주변 Ⅴ지구(무덤 32기)

경성대학교박물관

대성동 5차

2009.10.∼2009.12.

68∼72호

대성동고분박물관

대성동 6차

2011.7.∼2011.10.

73∼84호

대성동고분박물관

대성동 7차

2012.6.∼2012.9.

85∼91호

대성동고분박물관

대성동 8차

2013.6.∼2013.9.

70호(주), 95호

대성동고분박물관

대성동 9차

2014.6.∼2014. 10.

92∼94호, 청동기시대분묘 2

대성동고분박물관

구지로분묘군

1993.8.∼1993.9.

목관묘15, 목곽묘40, 옹관묘4

경성대학교박물관

가야의 숲 부지

2004.7.∼2004.10.

목관묘3, 목곽묘7, 석곽묘10, 석실묘1,
토광묘1, 옹관묘5,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경남고고학연구소

가야사조성사업
주차장부지

2010.10∼2011.3.

목관묘5, 석곽묘1

경남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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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고분군 Ⅲ

역사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1991년 1월 19일에 애구지 구릉과 그 주변일원 56,762㎡가 사적 제341호로 지
정되었고, 박물관과 유적공원으로 정비되어 역사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성동의 애구지 구릉에는 청동기시대의 지석묘를 비롯하여 삼한전기의 목관묘, 삼한후기의 목곽묘, 가
야시기의 목곽묘와 석곽묘 등 여러 시기에 걸친 무덤이 조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
이는 것은 3세기 후엽부터 5세기 전엽에 걸친 가야전기1)의 목곽묘이다. 이들 목곽묘는 한반도 남부지역의
목곽묘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며, 구조와 부장유물, 매장습속 등에서 다른 지역의 목곽묘와는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낸다. 특히 묘광의 면적이 30㎡가 넘는 초대형 목곽묘가 3세기 후엽의 29호분을 시작으로 만들
어지다가 5세기 전엽 이후에는 쇠퇴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금관가야의 흥망성쇠를 직접적으로 반영하
고 있다. 또 시기에 따라 중원지역과 북방유목민족, 왜, 심지어는 유라시아의 유물까지도 출토되어 금관가
야의 활발한 대외관계를 잘 보여준다.
여기서는 김해지역 고대묘제의 변천과정과 시기별 특징을 개괄하면서 대성동고분군이 지역 내에서 어
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금관가야 시기의 중심묘제인 목곽묘의 구조적 특징을 인근
의 가야지역은 물론 한반도 주변의 여러 지역과도 비교·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금관가야가 성장하는
계기, 주변지역과의 관련성,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Ⅱ. 김해지역의 고대묘제 변천

1.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 지석묘, 석관묘, 토광묘
대성동고분유적에는 청동기시대부터 무덤이 조성되었다. 청동기시대의 무덤으로는 지석묘와 석관묘 각
1기가 구릉의 능선부에서 발굴되었다. 1호 지석묘는 구릉 능선부의 평탄면에 위치하는데, 90호와 73호 목
곽묘에 의해 일부가 파괴되었다. 묘광은 길이 685cm, 너비 440cm, 최대깊이 330cm로 이단으로 팠다. 묘
광내부에는 장방형 할석을 8∼9단 정도 쌓아 길이 300cm, 너비 110cm, 높이 110cm의 석관을 만들었고,
바닥에는 할석을 평탄하게 깔았다. 뚜껑은 7매의 판석으로 덮은 후 5차에 걸쳐 돌을 지면까지 채웠다. 상석
은 원래 위치에서 이탈하여 70호 목곽묘 상부에서 확인되었는데, 길이 300cm 너비 80cm, 높이 70cm이
다. 부장품은 석관의 북동쪽 모서리에서 적색마연토기 1점, 동쪽 장벽의 부근에서 화살대가 있는 마제석촉
27점, 서쪽 장벽 부근의 상부에서 마제석촉 1점이 출토되었다. 그 외 충전석 내부에서 무문토기 파편이 출
토되었다. 이 지석묘는 묘역이 없는 지석묘로서 구릉의 정상부에 단독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과 원래는 여
러 기가 무리를 이루고 있었지만 후대에 대형 목곽묘와 석곽묘 등이 조성되면서 다른 지석묘는 소멸되었을
가능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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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김해 시가지 일대는 고김해
만에 해당하는 곳으로 해안에 연해있
는 저평한 곳에는 신석기시대부터 사
람들이 살았고, 청동기시대에는 취락
이 번창하여 곳곳에 대형 지석묘를 조
성하였다. 지금은 대부분이 멸실되어
일부분만 잔존하고 있지만, 1800년대
에 제작된 고지도에는 부석 등으로 불
린 8개의 바위가 표시되어 있고, 구산
동과 내동의 지석묘는 발굴조사도 이
루어졌다. 현재 구지봉정상과 수로왕
하천 및 습지

릉 내, 봉황동패총, 서상동 등지에는
몇 기가 잔존하고 있다. 특히 구산동의
A2-1호 지석묘는 상석이 길이 10m,
너비 4.5m, 높이 3.5m, 무게가 350톤
정도로 추정되는 남부지방 최대 규모
이다. 그리고 상석의 주위에는 잔존길
이 85m, 너비 19m로 판석을 깔아 장

<그림 1> 고김해만 연안의 지석묘 분포(이재현 2003 수정)

방형의 묘역을 만들었는데, 이 또한 최
대 규모이다. 김해지역에는 고김해만 주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취락을 이루고 살기에 좋은 지리적 환경을
가진 곳에는 각지에 지석묘를 조성하였다. 평지나 언덕, 낮은 구릉의 능선에 무리를 이루거나 열을 지어 분
포하기도 하고, 구릉의 정상부에 단독으로 조성한 경우도 있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지석묘는 깊은 구덩이
를 파고 돌을 쌓아 석관을 만들고, 시신을 안치한 후 뚜껑돌을 덮은 후 그 위에 여러 겹으로 돌을 채워 상석
을 올린 구조이다. 대성동 1호 지석묘과 비슷하지만, 외부에 돌을 깔아 묘역을 표시한 것도 있다. 지석묘 외
에 석관묘와 토광묘 등의 청동기시대 무덤도 있다. 군집을 이룬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확인된 경우도 있
지만, 위치나 입지로 보아 취락 단위별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석묘의 규모나 위치 등으로 보
아 당시의 취락은 당연히 규모면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었을 것이지만, 생산기반에서 특별한 차별성이 없으
므로 서로 불평등한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2】 김해지역 지석묘의 분포유형(대성동고분박물관 2004 인용)
구분

평지

단독(單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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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群集)

서상동(수로왕릉), 신리, 지라, 국계B

열상(列狀)

유하리

가야고분군 Ⅲ

언덕·산사면

구릉의 능선

구릉의 정상부

신룡리

신리

사산리, 구지봉, 광석, 내선, 용성리

내동, 국계A

상소업

회현동

석칠

2. 삼한(구야국)시기: 목관묘, 목곽묘
영남지역에서 목관묘는 기원전 3세기의 초기철기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지만, 김해지역에서는 기
원전 1세기 무렵부터 주된 묘제로 채용되었다. 목관묘는 시신을 담은 목관을 길이 2m, 너비 1m 정도의 구
덩이를 파고 묻은 무덤을 말한다. 목관에는 시신과 착용기물, 장신구 등의 간단한 부장품만 넣고, 일반적인
기물은 목관의 아래나 바깥에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단한 구조의 무덤이지만, 목관의 형태나 구조, 부장
방식 등에서 다양성이 있다. 목관은 통나무를 구유처럼 파낸 통나무 목관과 판재를 조립한 상형 목관이 있
【표 3】 대성동고분군의 주요 목관묘
유구번호

규모(cm)

주요유물

특징

묘광

목관

27호

275×100×48

230×65

토기류, 철기류

구릉의 북쪽 선단부에 위치

53호

225×100×132

190×40

토기류, 철기류

구릉의 북쪽 선단부에 위치

60호

260×125×102

198×56

토기3, 철기류, 숫돌, 족집게, 낚시 등

대성동고분에서는 가장 많은 유물 부장

67호

236×110×40

185×53

토기2, 호형대구

84호
석개목관묘

273×100×90

256×64×58

주변Ⅰ-13

260×110×91

주변Ⅲ-1

유리제환옥, 마제석촉, 마제석검,
단조철부1

이단굴광. 목관안치-목개 위에 흙을 채우고
4차에 걸쳐 적석함, 목개 위와 개석 위에 유리제
환옥을 흩어 뿌림

195×55

토기류, 철기류, 환옥

장판에 단판을 끼운 ‘ㅍ’자형 결구

250×100×131

220×60

칠기류

장판에 단판을 끼운 ‘ㅍ’자형 결구의 목관흔적
잔존. 바닥은 2매의 저판으로 구성

Ⅴ-3호

245×120×80

210×55×36

토기류

ㅍ자형, 목관상부에 단경호 부장, 장벽에 단벽을
끼운 형태

Ⅴ-8호

253×104×78

196×45×33

유리제환옥

ㅍ자형, 바닥은 2매의 판자로 구성

Ⅴ-18호

255×101×44

195×52

장동옹, 우각형파수부호

ㅍ자형, 충전토에 할석 4매 보강

Ⅴ-19호

243×90×23

198×56

철모, 철검

ㅍ자형, 충전토 상부에 할석 8개를 등간격으로
배열

KG-1호

224×61×47

127×45×(12)

철기류

통나무관 추정

KG-2호

227×75×42

206×46×31

무문토기편

통나무관 추정
통나무관 추정, 길이 47cm, 깊이 3∼6cm의
다원형 요갱(유기물 부장), 부채 1점은 얼굴을
가리고, 1점은 오른쪽 가슴을 덮음. 동경은 가죽
주머니에 넣어서 매납

KG-3호
(가야의 숲)

260

170×75×38

목관내: 칠기부채2, 칠초철검1,
소문동경1, 칠기
충전토: 토기류, 철기류, 동과(왜계),
원통형칠기, 칠기류

구지로 7호

245×110×59

198×50×20

토기 2, 방추차, 유리제환옥, 도자

평면형태‘ㅍ’자상의 상형목관 추정

구지로10호

270×110×58

192×60×35

수정제곡옥 및 절자옥, 철촉

평면형태‘ㅍ’자상의 상형목관 추정

구지로11호

270×97×52

225×53×38

토기류, 철겸, 유리제환옥

평면형태‘ㅍ’자상의 상형목관 추정

구지로12호

273×120×49

213×66×38

토기류, 철기류, 청동천, 벽옥제관옥,
유리제환옥

길이 40cm, 깊이 15cm의 말각장방형 요갱,
180cm전후의 장신 신장, 피장자 머리에 철대 두름.
평면형태‘ㅍ’자상의 상형목관 추정

구지로23호

273×110×90

214×45×24

토기류, 철기류

평면형태‘ㅂ’자상의 상형목관 추정

구지로25호

285×138×90

215×58×24

토기류, 수정제절자옥

평면형태‘ㅂ’자상의 상형목관 추정

김해지역의 고대묘제 변천과 대성동고분의 특징

009

다. 목관의 아래에는 요갱(腰坑)을 파서 귀중품을 부장하기도 했다. 관과 묘광사이의 공간에는 토기나 칠기,
철기, 기타 기물을 부장하지만, 기물을 놓고 흙을 충전하는 경우와 흙을 목관 높이만큼 충전한 후 기물을 부
장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목관의 상부도 흙을 채운 경우와 일정부분 빈 공간으로 두고, 지표면이나 그보다
약간 아래에 별도의 뚜껑을 덮은 경우가 있다. 고김해만 연안에서 청동기시대의 무덤은 산발적으로 조성된
것에 비해 목관묘는 봉황대 북쪽의 애구지 구릉과 주변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 즉, 현재까지의 발
굴결과를 보면, 김해 시가지 지역에서의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2세기 무렵에 해당하는 목관묘는 대성동
고분군의 능선과 주변지역, 수릉원 부지(가야의 숲 조성부지)에서만 발견되었다. 그것은 봉황대 주변지역이
항구와 생활구역으로 발전하면서 그 배후에 있는 애구지 구릉과 주변일대를 공동묘지로 활용하는, 공간 활
용에 대한 제도적 규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성동유적의 목관묘는 바닥판을 2매의 판재로 구성하였고,
다른 재질의 기물보다 칠기를 부장한 흔적이 많은 점이 특징이다.
김해지역의 목관묘유적은 양동리유적과 내덕리유적, 망덕리유적, 대성동 일대유적으로 대별할 수 있
다. 그 중에서 양동리와 대성동은 군집무덤이고, 내덕리는 단독묘이다. 내덕리와 양동리유적에서는 중국에
서 수입된 한경이, 대성동과 양동리에서는 왜와 관련성이 있는 방제경과 동과 등이 출토되었다. 이들 외래
유물은 봉황동유적에서 확인된 다양한 외래계 토기와 화천, 한경 등의 청동기와 함께 당시 구야국을 중심으
로 이루어진 대외교류를 추찰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목관묘를 통해 유력한 개인 또는
집단의 등장, 국(國)과 계층사회의 형성을 상정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무덤의 입지와 규모, 노동
력의 투입 등에서는 구성원 간에 큰 차이가 없는 점으로 보아 여전히 공동체적 요소가 강하고 권력의 기반
이 세습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도 평가한다. 어쨌든 목관묘를 주묘제로 사용하는 단계에는 농경을 기반
으로 하는 다른 취락집단보다 양동리와 대성동집단이 대외교역과 금속기 제작기술 등의 새로운 생업기반을
통해 우월한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심지 역할을 한 양 집
단은 서로 대등한 경쟁관계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원 2세기 중엽 이후가 되면, 무덤의 규모가 커지고, 부장품을 다량으로 부장하는 목곽묘가 주된
묘제로 채용되었다. 목곽묘는 시신을 담은 관의 바깥에 관과 부장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목곽(외관)이 있
는 무덤을 말한다. 관과 곽을 모두 갖춘 것이 전형적인 형태이지만, 부식으로 인해 관과 곽을 구분하기 어
려운 경우가 많고, 목관이 없이 목곽만 있는 경우도 있다. 기원 1세기 무렵부터 영남의 일부지역에서 이중
관 또는 규모가 커진 목관묘가 사용되다가 2세기 중엽부터는 상위계층에서 대형 목곽묘를 사용하였다. 대
표적인 예가 양동리 162호 목곽묘이다. 이 목곽묘는 산 능선에 위치하며, 묘광의 크기가 길이 494cm, 너비
344cm이고, 목곽은 길이 388cm, 너비 240cm, 높이 60cm 정도로 묘광의 평면 형태가 방형에 가까운 장
방형이다. 피장자를 목곽의 중앙에 안치하였고, 피장자 주위에는 판상철부와 철모, 철검 등의 철기류와 청
동거울 등을 집중하여 부장하였다. 특히 후한경 2면과 8면의 방제경은 목곽묘의 출현 시기와 당시 중국과
왜와의 교류를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토기는 대부장경호 1점만이 부장되었다. 토기의 부장량이 적고,
목곽의 평면형태가 방형에 가까운 점, 목곽의 중앙에 피장자를 안치한 점, 목곽의 높이가 60cm 정도로 낮
은 점 등은 울산 하대, 포항 옥성리 등지에서 확인된 초기 대형 목곽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후에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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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성동고분군의 지석묘와 목관묘(1. 1호지석묘, 2. Ⅲ-1호, 3. Ⅰ-13호, 4. 85호, 5. 가야의 숲부지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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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부장량이 늘어나면서 이를 부장하기 위한 공간을 구획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 목곽묘의 길이가 점차
길어졌다. 그러다가 별도의 부곽으로 발전하였다. 3세기 전엽에 해당하는 대성동 45호는 길이 750cm, 너
비 475cm, 깊이 85cm이며, 목곽은 길이 565cm, 너비 340cm로 추정된다. 후대의 무덤에 의해 대부분이
파괴되었으나 남쪽 장벽을 따라 노형토기와 단경호를 일렬로 배열하여 부장하였다. 앞 시기의 초기 목곽묘
에 비해 토기의 부장량이 늘어났다. 3세기 중·후엽에 해당하는 양동리 235호 목곽묘는 길이 760㎝, 너비
390㎝, 깊이 116㎝의 묘광을 파고 길이 540㎝, 너비 320㎝로 추정되는 목곽을 설치하였다. 피장자를 목곽
의 중앙에 안치하였는데, 바닥에는 판상철부를 깔고 그 위에 목곽의 바닥판을 깔고 시신과 부장품을 안치하
였다. 특히 피장자의 동쪽과 북쪽에 토기를 나열하듯이 부장하였다. 또한 이 무덤은 목곽의 일부를 불에 태
운 점과 북방계의 동복이 부장된 점이 주목된다. 삼한시기의 대형 목곽묘는 무덤의 규모가 커지고, 부장 기
물의 양이 목관묘에 비해 현저히 많아진 것 외에도 대형 무덤은 구릉의 주능선을 차지하는 입지의 차별을
보여준다. 대성동유적의 경우 구릉에는 대형묘가, 평지인 구지로 유적에는 중·소형묘가 분포한다. 또 이
시기까지의 김해지역에서는 양동리와 대성동유적이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던 것
으로 무덤의 규모나 부장품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중원지역은 물론 북방유목민족, 왜 등
과 원거리 교류를 나타내는 부장품이 많다는 점이 주목된다.

3. 금관가야 시기: 목곽묘, 석곽묘
3세기 후엽에 해당하는 대성동 29호 목곽묘는 양동리 235호와 비슷한 시기의 무덤이면서도 새로운 양
상을 보여준다. 즉, 토기 용기류의 다량 부장과 부장을 위한 전용공간 구획, 순장, 금공품과 도질토기의 출
현 등이 대표적인 변화이다. 대성동 29호에서는 아직 독립부곽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부곽으로 가는 과도기
의 모습을 나타낸다. 즉, 대성동 29호는 구릉의 북쪽 능선부에 위치하는데, 묘광이 복원길이 960cm, 너비
560cm, 깊이 130cm의 초대형 규모로서, 내부에는 길이 640cm, 너비 320cm의 목곽을 설치하였다. 발치
쪽에 해당하는 서쪽 단벽에는 길이 240cm, 너비 32cm의 공간을 구획하여 단경호를 6×8열로 배열하였다.
피장자가 놓이는 위치에는 판상철부를 깔았고, 피장자 주위에도 토기와 철기, 칠기 등을 부장하였다. 여기
서는 남부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로 평가되는 금동관과 순장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도질토기도 부장하였
다. 아울러 북방지역과 관련이 있는 동복도 출토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신경철(1992)은 가야의 성립을 상징
하는 고분의 출현으로 의미부여를 하였다. 대성동 29호 이후에 조성되는 대형 고분은 능선부를 차지하면서
단독분인 경우도 있지만 부곽을 가지는 것이 많다. 무덤의 깊이도 커지고, 바닥에는 돌을 깐 경우가 많다. 3
세기 후엽∼5세기에 이르는 시기의 목곽묘는 김해지역에서 대성동, 구지로, 화정, 두곡, 예안리, 양동리, 칠
산동, 망덕리, 내덕리, 덕정리, 능동, 여래리, 퇴래리 등의 유적이 있다. 이들 유적에서 대성동과 양동리 유
적만 대·중·소형의 무덤이 모두 확인되었고, 나머지 유적에서는 중형과 소형유적만 확인되었다.3) 대성동
과 양동리유적을 제외한 다른 유적에서는 약간의 규모와 부장품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부곽을 갖춘

012

가야고분군 Ⅲ

몇 기의 중형분이 있고 나머지는 소형분이 차지한다. 이러한 고분군은 당시 일반 취락민의 공동묘지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4∼5세기의 양동리유적과 대성동유적의 대형무덤을 비교하면 우열관계가 뚜렷
하다. 즉, 대성동의 목곽묘가 규모나 부장품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양동리 목곽묘보다 월등히 우월하다. 따
라서 당시 김해지역 사회는 대성동유적의 도읍(국가중심지)-양동리유적의 읍락(지역 중심지)-기타유적의
일반 취락(하위 생산집단)으로 3단계의 계층화된 질서를 이루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표 4】 김해지역의 주요 목곽묘유적
구분

소형 (길이 4m미만)

중형 (길이 4∼6m미만)

대형 (길이 6m이상)

대성동

○

○

○

구지로

○

○

양동리

○

○

칠산동

○

○

망덕리

○

○

예안리

○

○

퇴래리

○

○

여래리

○

○

능동

○

○

덕정리

○

○

화정

○

○

두곡

○

○

○

4세기 이후 대성동의 대형 목곽묘는 앞 시기에 비해 깊이가 깊어지면서 목곽 외부와 상부의 충전에 기
술적 대응이 나타났다. 즉, 앞 시기에는 파낸 흙을 그대로 목곽의 외부에 다시 채운 것에 비해 4세기 이후에
는 점질토와 사질토를 교대로 다진 판축기법을 사용하거나 굵은 할석을 흙과 함께 섞어 채우는 기법, 목곽
면에 할석을 채우고 바깥에는 흙을 판축하는 기법 등을 활용했다. 목곽상부에도 판축상으로 다진 후에 점토
를 일정 두께로 덧발라 밀봉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술은 목곽묘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처였을 것으
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술도 여전히 한계가 있으므로 5세기 이후에는 목곽의 외부를 돌로써 쌓는
석곽묘로 발전하였다. 석곽묘의 내부주체는 기존의 목곽묘와 같지만 목곽묘의 외부를 돌로써 쌓은 석곽을
구성하여 목곽묘의 내구성을 강화시킨 것이다. 초기에는 일부 나무뚜껑을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돌 뚜껑을
채용함으로써 기술적 완성을 이루었다. 그런데 석곽묘가 채용될 시기에는 금관가야가 고구려 광개토왕의
남정으로 인해 발전 동력을 잃은 상태였다. 석곽묘는 다른 가야지역에서는 5세기 이후에 고총으로 발전했지
만, 대성동에서는 고총의 석곽묘가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금관가야가 멸망한 이후에 해당하는 대형 횡
혈식석실묘는 대성동 구릉을 벗어난 외곽의 백운대고분과 수로왕비릉으로 대표되는 구산동일대에 조성되었
고, 피지배층의 횡혈식석실묘는 대성동의 평지에 계속해서 가족묘의 형태로 조성되었다. 결국 대성동 구릉
은 금관가야시기에 지배층의 묘지로 사용되었고, 금관가야의 멸망과 함께 그 기능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김해지역의 고대묘제 변천과 대성동고분의 특징

013

Ⅲ. 대성동고분군의 특징과 주변지역과의 비교

1. 대성동유적의 입지와 주변유적과의 관계
대성동고분군은 김해시 중심부에 있는 해발 22.6m의 낮은 구릉과 주변의 평지에 형성되어 있다. 구릉
은 주민들에게서 ‘애구지(작은 구지봉이라는 뜻)’로 불리는 곳으로 길이 280m, 너비 50m의 남북으로 긴 독
립 구릉이다. 지금은 봉황대 구릉과 분리되어 있지만, 원래에는 봉황대 구릉에서 약간의 기복을 가지며 연
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일대는 고김해만과 해반천이 만나는 기수지역에 연해있는 저평한 곳으로서
신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고, 청동기시대에는 취락이 번창하여 곳곳에 대형 지석묘가 조성되었다. 특
히 남부지역 최대 지석묘로 평가되는 구산동의 A2-1호 지석묘의 배후인 경운산의 동쪽 산록에는 청동기
시대부터 초기철기시대에 걸친 대규모의 취락이 조성되었다. 지석묘의 크기나 취락의 규모로 보아 이 일대
에서는 최대 규모의 취락이지만 그렇다고 당시에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당시까지는 농업
을 생업으로 하였기 때문에 취락 간에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서로 상하의 불평등한 관계를 형성할만한
기반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기와 청동기의 금속가공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과 대외유통이 활발
해지는 삼한시기에 이르러서는 생업기반이 다양해지고, 필수품의 생산과 유통을 독점한 지역과 집단이 나
타나면서 중심지 역할을 하였고, 주변지역과는 불평등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김해지역에서는 양동리지역과
봉황동지역이 중심지 역활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양동리는 분묘, 봉황동은 생활유적에서 발굴된
자료를 통해 그러한 내용을 추찰할 수 있다.
금관가야의 중심 생활구역은 고김해만에 연한 봉황대 주변에 형성되었다. 봉황대는 김해만에 연해 우뚝
솟은 해발 46.6m의 구릉으로 북쪽으로 길게 뻗어 대성동유적과 연결된다.4) 구릉의 정상부에서부터 평지에
는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구가 형성되어 있다. 삼한시기에는 패총과 환호, 무덤, 주
거지 및 생활·생산시설 등이 형성되었고, 가야시기에는 토성과 생활·생산시설은 물론 항구 배후의 물류
저장시설 등 다양한 유구가 장기간에 걸쳐 중첩된 채 조성되었다. 최근에는 가야시기의 선박이 발굴되기까
지 했다. 봉황대 구릉은 북쪽으로 낮은 기복을 가지면서 대성동유적의 애구지 구릉으로 이어진다. 또 대성
동유적의 북쪽에는 가야의 건국설화가 깃들어 있는 구지봉이, 동쪽으로는 가야의 시조왕인 수로왕의 무덤
으로 전해지는 수로왕릉이 있다. 유적의 서쪽으로는 해반천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데, 고대에는 고김해만
의 갯벌에 물골을 형성하여 주요한 교통로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성동유적은 생활·생산관련 시설
이 없이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공동묘지로 사용된 장소이다. 계층에 따라 무덤의 입지가 구분되어 지배층은
구릉의 능선부에, 피지배층은 평지에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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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성동유적 목곽묘의 구조와 특징
대성동고분군은 지석묘와 목관묘, 목곽묘, 석곽묘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중심을 이루는 것은 목곽묘
이다. 여기서는 대성동 목곽묘를 주변지역의 목곽묘와 비교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곽묘를 구성
하는 요소는 입지와 묘광과 묘형, 목곽, 충전토 및 방식, 목곽 내부의 바닥시설과 피장자의 안치시설, 목곽
상부의 채움토와 봉토, 기타 매장습속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 대성동고분군과 주변유적(부산대학교 1998 부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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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현재까지 대성동 구릉에서 가장 시기가 이른 목곽묘는 45호 목곽묘이다. 구릉의 북쪽 말단부에
동서방향으로 축조되어 있으며, 묘광의 길이 750cm, 너비 475cm의 대형묘이다. 또 이와 비슷한 시기의 대
형묘인 가야사조성사업 주차장부지 내 1호분은 구릉의 북쪽 평지에 조성된 경우이다. 파손이 심하고 제한된
범위의 발굴로 인해 완전한 모습을 알 수 없지만, 잔존규모가 350×258cm로서 대형급의 무덤으로 추측된
다. 이 시기의 소형 목곽묘는 평지인 구지로 유적에서 확인된 18호, 21호, 27호, 28호, 38호, 46호, 51호
등이 해당한다. 대성동고분군의 2∼3세기 목곽묘는 그 수가 많지 않아 입지에 따른 차이가 분명치 않지만,
다른 유적의 예를 참고하면, 어느 정도 차별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3세기 후엽에 해당하
는 29호분부터는 대형묘는 전부 구릉에만 조성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5세기까지 지속되었다.

<목곽> 목곽은 대성동 11호에서 벽면의 바깥이 둥근 통나무임이 확인되었다. 둥근 통나무를 귀틀집의
형태로 결구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내면은 반듯하게 치목하고 바깥면만 둥근형태일 가능성도 있다. 1호
는 목곽재의 너비가 40cm에 이르지만 13호와 40호는 20cm정도이다. 특히 13호의 바닥에 남은 목곽흔적
은 둥근 형태를 하고 있어 통나무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 복천동고분군에서도 너비 20cm의 곽재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장벽에 단벽을 끼우는 형태로 조립하였다. 대성동 7호에서는 천정부재가 통나무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목곽묘의 규모에 따라 40∼20cm크기의 통나무를 적절히 가공하여 목곽을 만들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호와 7호, 11호, 13호에서는 목곽의 장벽에 기둥을 세웠던 주혈이 발견되었다. 이
것은 천정과 벽면을 지탱하기 위해 장벽에 대칭되게 2주 또는 4주의 기둥을 세우고 도리를 걸친 후에 천정
부재를 덮어 장벽과 천정의 지지력을 보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충전토> 충전토는 목곽외부를 뒷채움한 것으로 목곽의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목곽의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큰 영향력이 없으나 목곽의 깊이가 깊어지면 충전방식에 따라 목곽에 미치는 토압에
큰 차이가 있다. 대성동 목곽묘의 경우 파낸 흙을 그대로 막채움한 것(29호). 판축상으로 다진 것(2호, 70
호). 굵은 돌을 흙과 섞어 채운 것(1호, 3호, 7호, 8호, 93호, 94호, 95호)으로 구분되며, 어느 정도는 시기
에 따른 변천 양상을 보인다. 즉, 목곽의 오랜 유지를 위한 고민과 기술상의 발전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또
70호 주곽에서 확인된 충전토의 상부를 녹색점토로 밀봉한 것과 목곽의 바깥에 갈대발을 드리운 것 등도 충
전토에 미치는 우수의 영향을 적게 함과 동시에 배수를 용이케 한 기술이라고 판단된다.

<바닥과 안치시설> 목곽묘는 목곽 안에 목관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여의 경우처럼 지역에 따라
서는 목관이 없는 경우도 있다. 영남지역의 목곽묘도 목관의 사용이 확인된 예는 없고, 목관이 사용되지 않
은 경우는 있다. 경산 임당 2호분과 경주 교동 목곽묘 및 3호 적석목곽묘에서는 곽재가 양호하게 남아 있었
지만 목관은 사용되지 않은 유곽무관의 형태였다. 대성동 목곽묘는 4세기에 들어서 바닥에 판석을 깐 것이
많다. 판석은 바닥의 전면 또는 일부에 평평하게 깐 경우가 많지만 7호와 88호, 94호는 열을 지어 깔았다.
여기서는 주칠(산화철)의 흔적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목판을 깔거나 특별한 시설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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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다. 또 94호는 바닥에 1cm두께로 점토를 깔아 정지하고, 철정 200여점을 깔고,
그 위에 돗자리를 깐 후, 판석을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다. 시상 위에 목관을 두었는지, 시신을 바로 안치하
였는지는 알 수 없다. 95호는 바닥의 북쪽부분에 철정을 6×18∼20열로 깔았는데, 철정의 아랫면에는 목질
과 돗자리의 흔적이 남아 있다.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철정을 깔았다고 볼 수 있다.

<목곽상부의 채움토와 봉토> 목곽의 뚜껑에서부터 지표까지 묘광을 채운 것을 채움토라 하고, 지표 위
로 쌓은 것을 봉토라 한다. 채움토와 봉토는 함몰된 흙의 토층을 통해 알 수 밖에 없다. 1호와 2호, 3호 등
은 판축상으로 목곽상부를 쌓아 올렸고, 7호와 11호 등은 봉토의 중앙에 패각층을 넣었으며, 13호는 패각
과 점질토를 판축상으로 교대로 다져 올렸다. 봉분의 원래 높이는 추정이 불가능하지만, 목곽의 높이보다는
더 높게 지상으로 돌출되었을 것이다.

<부곽> 피장자의 기물을 부장한 곳이다. 주곽과는 별도의 구덩이를 파고 나무 곽을 설치한 것이 일반적
이다. 1호, 3호, 7호, 13호, 39호, 47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부곽의 묘광은 장단비가 1:1.5∼1:1정도로
너비가 넓고, 주곽보다는 깊이가 얕은 것이 특징이다. 부곽에는 여러 기물과 함께 순장을 한 경우가 많다.
93호는 주곽 내에 공간을 분할하여 별도의 구덩이를 파고 순장자를 매장한 후 그 위에 토기나 기물을 부장
한 예외적인 형태이다.

<순장> 대성동 목곽묘에서 가장 주목되는 습속의 하나는 순장이다. 순장은 인간에 대한 지배와 예속관
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습속이다. 대성동에서는 19기의 대형 목곽묘와 2기의 석곽묘에서 순장이 확인되었
었다. 3세기 말의 29호분에서 처음으로 나타나서 4∼5세기 전엽까지 성행하다가 쇠퇴하였지만, 5세기 중·
후엽의 석곽묘까지 명맥이 유지되었다. 순장은 단독묘와 주부곽묘 모두에서 확인되며, 초기에는 대형묘에
서만 이루어지다가 점차 중형급까지 확대되었다. 또 순장자의 수도 1∼3명을 주장자의 발쪽에 직교되는 형
태로 이루어지다가 점차 순장자의 수가 5∼6명에 이르기까지 많아지면서 피장자 주위를 둘러싸는 형태를
이루거나 부곽과 목곽외부의 충전토 등에 순장묘를 만들었다. 5세기 전엽에는 목곽묘의 규모에 따라 순장규
모와 배치에서 위계적인 규칙성이 나타난다. 이 시기는 2호, 7호, 8호, 11호, 24호, 12호, 14호, 41호 등이
해당되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최고등급은 5∼6명, 2등급은 4∼5명, 3등급은 2명으로 이루어졌다.
순장자는 목관을 사용하지 않고 매장하였다. 그리고 1호 목곽묘의 충전토에서는 말뼈가 검출되어 말의 순장
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묘의 파괴와 중복> 대성동 목곽묘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무덤이 심하게 충첩되었고, 후대의 무덤이
선대의 무덤을 파괴하고 조성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성동유적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당시의 매장관
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대성동유적의 구릉에서는 삼한시기부터 대형무덤이 조성되기 시작하
여 4세기 중엽까지는 그다지 중복이 없이 조성되다가 4세기 후엽에 이르러 39호, 47호, 51호 등이 조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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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선행무덤을 파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29호의 대형무덤은 39호와 35호가 파괴하였다. 4세기 후
엽에 선행분묘를 파괴하는 무덤은 파괴된 선행분묘와 약 100여년 정도의 시기차이가 있지만, 5세기에 이르
면 선행묘를 파괴하는 빈도가 많아지고, 시기차이도 짧아져 30년 남짓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현
상을 신경철(1992)은 대성동 29호에서 나타난 순장, 북방문물 등과 함께 북방세력의 이주와 관련짓고, 이
전 세력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엄밀하게 사실관계를 따지자면 29호와 비슷한 시
기의 유구는 파괴의 당사자가 아니라 4세기 후엽에 이루어지는 파괴의 대상이고, 중복의 최초 시기는 4세기
후엽이다. 김해 양동리나 울산 하대 유적에서는 삼한시기에도 중복과 파괴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
한 현상을 주민교체에 따른 단절현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이다. 오히려 묘지부족과 사후관념에 따른 자
연스런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5)

<기타> 그밖에 기물을 훼손하여 부장하는 훼기습속도 확인되었다. 대성동 45호에서는 철기를 구부려

【표 5】 대성동 목곽묘의 중복관계
구분

삼한
3세기
후엽이전

Ⅰ단계
3세기말

Ⅱ단계
4세기1/4

Ⅲ단계
4세기2/4

Ⅳ단계
4세기3/4

Ⅴ단계
4세기4/4

Ⅵ단계
5세기1/4

Ⅶ단계
5세기2/4이후

51
45
41
39
29
35
7
13

12

14
8
85
91

86

중복
유구

90
10

7
89
88
87

52,

47
18, 15

11

22

21

20
8
47
46

44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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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남부지역의 다른 유적에서도 확인되기도 하는데, 토기를 깨트려 부장하는 현상
도 여기에 해당한다.

3. 대성동유적 목곽묘의 변천
대성동고분군의 목곽묘는 3세기부터 5세기 전엽까지 약 200년 정도 조성되었다. 시기에 따라 약간의
형태 및 시설차이를 보인다. 여기서는 개략적인 변화를 요약하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한다.

1) 3세기 전엽
45호 목곽묘가 대표적이며, 주차장 부지 1호도 여기에 해당한다. 45호 목곽묘는 주축방향이 동서이고,
묘광은 길이 750cm, 너비 474cm, 깊이 85cm이고, 목곽은 길이 565cm, 너비 340cm이다. 대성동 구릉에
서는 가장 이른 목곽묘로 볼 수 있다. 중앙부에 5세기 초의 51호 목곽묘가 조성되면서 대부분 파괴되어 본
래의 양상을 알 수 없다. 다만 장벽을 따라 10여점의 토기를 배열하고 있어, 양동리 160호와 같은 초기 목
곽묘에서는 발전한 양상을 보이며 출토유물로 보아 하대유적의 Ⅱ단계와 동시기이다. 3세기 전엽에 해당하
며, 이 시기의 목곽묘는 대체로 바닥에 특별한 시설이 없고, 중앙에 피장자를 안치했다. 목관은 사용한 증거
가 없으며, 유곽무관(有槨無棺)의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 주차장부지 1호는 후대의 파괴로 전모를 알 수 없
지만 길이 350cm, 너비 258cm의 범위 한쪽에 토기를 3열로 나열하여 부장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부장
형태와 토기문양은 하대 23호와 유사한 것으로 대성동 45호 보다는 약간 후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3세기 후엽
29호가 해당한다. 구릉의 북쪽 말단부에 동서방향으로 구릉과 직교되게 조성하였다. 후대의 가마에 의
해 동쪽이 파괴되었지만, 묘광의 복원길이는 960cm, 너비 560cm, 길이 130cm이고, 목곽은 길이 640cm,
너비 320cm이다. 이 무덤은 전체 목곽의 1/3정도의 공간을 분할하여 토기류를 6×8열로 배열하여 부장하
였다. 나머지 공간의 중간에는 판상철부 91점을 열을 지어 배열하였고, 장벽을 따라 토기와 용기류를 나열
하였다. 목곽의 단벽쪽 공간을 분할하여 대량의 토기를 부장한 것이 특징으로 독립부곽으로 발전해 가는 과
도기적 양상을 나타낸다.

3) 4세기 전엽
13호(주부곽식)와 18호가 해당한다. 13호 목곽묘는 구릉의 중앙부에 위치하는데, 주축방향은 동서방향
이다. 별도의 광(壙)을 파서 독립된 부곽을 만든 이혈주부곽식(異穴主副槨式) 목곽묘로 주곽은 동쪽에, 부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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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쪽에 위치한다. 주곽은 묘광의 길이 602cm, 너비 394cm, 깊이 145cm이고, 목곽은 길이 500cm, 너
비 240cm이다. 목곽의 바깥에는 사질토와 패각이 섞인 암갈색부식토를 점질토와 교대로 다져 판축하였다.
바닥에는 길이 30cm정도의 할석을 불규칙하게 깔았는데, 도굴과 후대 분묘의 조성으로 교란되어 시상석인
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할석에는 주칠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부곽은 주곽과 120cm정도 사이를 두고 있는
데, 묘광의 길이 370cm, 너비 398cm, 깊이 42cm이고, 목곽은 길이 165cm, 잔존너비 270cm이다. 부곽
에는 대호를 비롯한 토기를 부장하였으나 8호분에 의해 대부분 파괴되었다. 18호는 주축방향이 구릉과 같
은 남북방향의 단독묘이다. 후대유구에 의해 파괴가 심하다. 묘광은 추정길이 620cm, 너비 256cm, 깊이
72cm이다. 바닥에는 아무런 시설의 흔적이 없다. 이 시기까지는 대성동 목곽묘의 특징인 판석을 평평하게
깐 시상석은 없는 것 같다.

4) 4세기 중·후엽
2호, 3호, 23호, 39호, 47호, 70호, 88호, 91호 등이 해당한다. 전대의 무덤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지
만, 주곽의 바닥에 편평한 판석을 까는 현상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앞 시기에 비해 목곽의 깊이가 깊어지면
서 할석과 흙을 혼합하여 목곽외부를 충전하거나 충전토 상부를 점토로써 밀봉하는 현상, 목곽의 외부에 갈
대발을 덧대어 배수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기술적 발전이 보인다. 대성동 88호는 묘광의 길이 810cm, 너비
450cm, 깊이 170cm이고, 목곽은 길이 590cm, 너비 270cm이다. 묘광과 목곽사이는 돌로써 목곽외부를
채우고 바깥에는 패각과 점토를 다져서 충전하였다. 북쪽 단벽의 충전토 상에 남성 1인, 여성 2인을 순장하
였다. 순장자의 발치에는 산화철의 안료(벵갈라)를 뿌렸고, 빗모양의 장식구와 관옥, 곡옥 등의 장신구를 갖
추고 있어 어느 정도 단장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바닥에는 북쪽의 일부를 제외하고 전면에 판석을
동서 6열, 남북 11열로 배열하였다. 판석 위에는 철정이 일부 깔려있기도 하나 도굴로 인한 교란이 심해 구
체적인 양상을 알기 어렵다. 23호는 단독묘로서 묘광은 길이 630cm, 너비 440cm, 깊이 175cm이고, 목곽
은 길이 460cm, 너비 275cm이다. 바닥에는 평탄하게 판석을 깔고, 그 위에 목곽을 설치하였다. 시상석에
는 적색안료의 흔적이 있고, 중앙에는 철정을 3겹으로 4줄 깔았는데, 도굴로 인해 절반이상이 이탈되었다.
철정이 깔린 부분을 복원하면 길이 320cm, 너비 120cm 정도인데, 철정 위에 주피장자를 안치한 것으로 추
정된다. 목곽의 벽면을 따라 4인 이상을 순장하였다. 39호는 독립된 부곽을 가진 동서향의 목곽묘이다. 주
곽은 묘광이 길이 560cm, 너비 295cm, 깊이 143cm이고, 목곽은 길이 410cm, 너비 205cm이다. 부곽은
묘광이 길이 260cm, 너비 315cm, 깊이 86cm이고, 목곽은 길이 210cm, 너비 240cm이다. 주곽에는 남쪽
의 장벽에 연해 토기를 부장한 곳을 제외하고는 전면에 판석을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다. 주피장자는 목곽의
중앙에 안치하였고, 북쪽 장벽에 연해 2인을 순장하였다. 부곽에는 용기류를 가득 채우고, 상부에 재갈을
부장하였다. 목곽 내의 대부분에 편평한 판석을 깔아 시상을 마련하고, 목곽 외부에는 판축 또는 토석혼축
으로 충전한 것이 이 시기 목곽묘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목곽의 중앙부에만 판석으로 시상을 깐 3호는 다
음 시기로 변해가는 과도기적 양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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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목곽묘

해당유구

3세기 전엽

45호

3세기 후엽

29호

4세기 전엽

13호

4세기
중·후엽

23호
39호

5세기 전엽

1호
7호

<그림 4> 대성동 목곽묘의 시기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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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세기 전엽
대성동유적에서 대형 목곽묘가 축조되는 마지막 시기로서, 1호, 7호, 8호, 11호, 24호 등이 해당한다.
1호는 능선의 정상부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이 능선의 방향과 같은 북서-남동향이다. 독립된 부곽을 가진 목
곽묘로서 주곽의 묘광은 길이 790cm, 너비 440cm, 깊이 300cm이고, 목곽은 길이 600cm, 너비 230cm,
높이 200cm이다. 부곽은 주곽과 2m정도 이격되어 있는데, 묘광길이 330cm, 너비 430cm, 깊이 84cm이
다. 목곽외부는 흙과 할석을 섞어 충전하였다. 도굴로 훼손이 심하지만, 바닥에는 작은 할석을 시신이 놓
이는 목곽의 중간부분에만 깔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7호는 주축방향이 구릉의 방향과 직교하는 독립부곽
을 가진 목곽묘이다. 주곽의 묘광 길이 730cm, 너비 452cm, 깊이 360cm이고, 목곽은 길이 515cm, 너
비 270cm이다. 목곽의 중앙부에만 작은 할석을 열상으로 깔았다. 11호는 단독목곽묘로서 묘광이 길이
670cm, 너비 328cm, 깊이 350cm이고, 목곽은 길이 510cm, 너비 265cm이다. 목곽상부의 봉토는 판축
상으로 쌓고 중앙에 의도적으로 패각을 넣었다. 바닥에는 목곽의 중앙부에만 작은 할석을 깔아 시상을 만들
었다. 이와 같이 이 시기의 대형묘는 목곽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그에 따라 목곽의 상부봉토를 판축상으로
축조하는 현상을 보인다. 묘광을 파면서 나온 흙을 그대로 봉토에 활용했다고 한다면, 무덤의 깊이에 상응
하는 봉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주변지역 목곽묘와의 비교
1) 인근의 가야지역
대성동유적에서 목곽묘가 조성되는 시기에는 김해뿐만 아니라 영남의 각지에서도 목곽묘가 조성되었
다. 그렇지만 지역이나 유적에 따라 시기적인 차이와 형태적인 차이를 지니기도 한다. 여기서는 김해지역
내의 여러 유적과 대성동고분과의 차이를 우선적으로 살피고, 범위를 넓혀 인근의 가야지역 목곽묘와 대성
동 목곽묘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성동유적과 동시기의 김해지역 목곽묘유적으로는 양동리, 능동리, 칠산동, 내덕리, 망덕리, 유하리,
덕정리, 예안리, 퇴래리, 여래리 등이 있다. 묘광의 크기에 따라 길이 4m 미만의 소형, 4∼6m 미만의 중
형, 6m 이상의 대형으로 구분하면, 대형묘에 해당하는 것은 대성동과 양동리유적만 해당하고, 나머지는 모
두 중형급이하이다. 양동리유적의 목곽묘와 비교하여도 대성동 목곽묘가 규모와 부장품의 질과 양에서 월
등히 우월할 뿐더러 시상구조에서도 차이가 있다. 즉, 판석으로 바닥을 평평하게 깐 평시상은 대성동유적의
대형묘에서만 있는 시설이다. 따라서 김해지역의 동시기 목곽묘유적들은 대성동-양동리-기타유적 순으로
서열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다른 유적의 경우 부곽을 가지거나 통형동기가 부장된 목곽묘도 있으나 중형급
규모이다. 망덕리유적의 경우 321기의 목곽묘 중에서 부곽을 가진 것은 19기이다. 또 Ⅰ-13호와 Ⅰ-16호
에서 통형동기도 3점이 출토되었다. 양동리와 대성동유적 사이의 고김해만에 연한 취락집단의 공동묘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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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다른 유적의 경우도 망덕리유적과 비슷하거나 규모가 오히려 작은 정도이다. 따라서 당시 사회
구조와 대응시켜 보면, 국읍(도읍,대성동유적)-읍락(양동리유적)-일반취락(기타유적)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독로국의 중심지인 인근의 부산 복천동유적 목곽묘와 비교하면, 묘의 규모와 부장품의 질적인 면
에서 대성동 목곽묘가 우월한 양상이다. 복천동 목곽묘도 규모면에서는 대성동에 필적하는 수준이며, 양동
리유적의 4세기 목곽묘보다는 우월한 상태이다. 복천동 목곽묘는 부곽의 형태에서 김해지역과는 다른 차별
성을 지니고 있고, 주곽에는 할석을 요상(凹狀)으로 만든 시상을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요상(凹床)은 김해
지역에서도 예안리나 양동리, 다른 유적의 중·대형묘에서 보이는 형태이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묘의 크기
뿐만 아니라 바닥시설에서도 대성동 목곽묘의 차별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아라가야의 중심지인 함안에서도 대형 목곽묘가 확인되었다. 무덤의 형태는 단독 목곽묘로서 바닥에는
시상석을 전면에 깔았다. 그 중 도항리 48호는 시신이 놓이는 부위에 철정을 깔고, 좌우를 약간 높게 요상
을 만든 후 그 위에 부들로 만든 돗자리를 깔았다. 부산의 복천동 목곽묘와 유사한 면이 있다. 마갑총은 길
이 600cm, 너비 230cm, 높이 90cm의 목곽을 설치하고, 피장자가 놓이는 바닥의 전면에 자갈을 1∼2겹
깔고 중앙부에는 이보다 3∼4단 높게 자갈을 깔아 시상대(尸床臺)를 설치하였다. 시상대의 좌우에는 마갑을
부장하였다.
다라국의 중심지인 합천의 옥전고분군의 목곽묘

2세기 후엽

3세기 중엽

3세기 후엽

1

는 석곽묘로 인식되기도 했다. 앝은 묘광을 파고 주부

1

곽을 따로 설치한 후 목곽의 외부와 주부곽 사이를 돌
과 흙으로 쌓아 올린 형태이다. M3의 경우 주곽의 바
닥에 돗자리를 깐 후 시신이 놓이는 부위에는 주조철

4~5세기

1

1

1.8

김
해
양동 162호

부를 시상처럼 깔았다. 보고서에서는 주조철부에 수

1.7

1.6

2

양동 280호

0.8
대성동 29호

착된 일부의 목질을 근거로 목관이 사용되었을 것으

대성동 1호

로 추정하고 있으나 목관인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다.

1

서쪽 호석 가까이에는 순장묘로 추정되는 소형의 석
곽을 배치하였다.
대가야의 중심지인 고령에서도 대형 목곽묘가 확

부
산

1.6

인되었다. 지산동 73호는 목곽묘에서 석곽묘로 변화

2.7

1

1

노포동 3호

2.3

복천동 54호

노포동 21호
1.8

해가는 과도기적 무덤으로 지름 21∼23m의 봉분을
가진 고총이다. 길이 10m, 너비 5m, 깊이 3.3m의
장방형 구덩이를 파고 주곽과 부곽을 ‘T’자상으로 배
치하고 묘광과 목곽사이 공간에는 돌을 쌓듯이 채웠
다. 주곽의 양 장벽과 부곽의 한쪽 장벽에는 순장곽을
만들었고, 봉토의 남쪽에도 순장곽을 1기 만들어 모
두 4기의 순장곽을 만들었다. 주곽의 바닥에는 판석

울
산

1

1

2

1.8

1

1

3.5

3.6

경
주
하대 44호

하대 23호

중산리IC-3호

구정동 3곽

<그림 5> 목곽묘의 평면형태 비교(이재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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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깔았다.
이상과 같이 가야의 제 지역에서도 5세기 전엽까지는 목곽묘가 주묘제로 채용되었다. 그러나 지역 또는
집단의 성격에 따라 각기 특색이 있는 목곽묘를 만들었지만, 한편에서는 어느 정도 공통성도 엿볼 수 있다.
즉, 바닥의 시상시설은 주로 대형무덤에서만 만들었으며, 판석의 전면시상과 적색 안료(주사 또는 산화철)
는 대성동의 대형 목곽묘에서만 보이는 특징이다. 부곽은 지역에 따라 고유한 특색을 지니지만, 주곽 내에
돗자리를 깔고 시신을 안치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공통성을 갖는다. 순장은 대성동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
었다가 점차 주변의 제 가야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2) 신라지역
경주와 인근지역의 4세기대 목곽묘는 김해지역의 목곽묘와는 평면형태에서 차이가 있다. 목곽은 길이
와 너비의 비가 2:1정도의 세장방형이며, 부곽은 동혈주부곽식(同穴主副槨式)이 대부분이고, 부분적으로 이혈주
부곽식(異穴主副槨式)도 있다. 세장방형의 동혈주부곽식은 ‘경주식 목곽묘’로도 불리는데, 바닥에는 돗자리를 깐
다음 시신이 놓이는 부위에 철모를 깔기도 했다. 경주지역에서는 아직 대형 목곽묘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최상위
층의 목곽묘는 김해-부산지역과 유사한 이혈주부곽식이고, 세장방형의 경주식 목곽묘는 그보다 아래 계층의 무덤
양식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5세기에 이르러서 신라의 독특한 무덤인 적석목곽묘가 조성되었다. 이 무덤
은 목곽의 외부에 돌을 채우거나 쌓고 봉토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계층에 따라 규모차이가 크고, 시기적으로도
다양한 구조를 나타낸다. 대형은 지하식에서 지상식으로 변화하며, 다중(多重)의 목곽을 만들었다. 특히 지상식은
목곽 바깥의 적석부를 계단식으로 쌓아 올리기 위해 비계(飛階)시설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부곽은 이혈의 주·부
곽(황남대총 남분 등)에서 격벽으로 구분된 주·부곽, 부곽이 없는 단일목곽의 구조로 변화하였다.
경산지역에서는 G5·6호분이 상부적석이 없는 가장 이른 형태의 적석목곽묘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경주
의 전형적인 적석목곽묘와는 차이가 있다. G-5호묘의 경우 목곽 벽에 붙여서 천석을 쌓고, 바깥 쪽에는 흙으로 채
우는 방식으로 복천동 32호와 같은 방식이다. G-6호는 묘광을 파면서 나온 청석과 흙을 교대로 쌓았는데, 점토
와 모래질로써 판축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목곽의 내부에는 시신이 놓이는 부분이 요상을 이루도록 석단을 설치했
다. 시신이 놓이는 부위에는 먼저 바닥에 돌을 깔고, 그 위에 나무판을 길이방향으로 깐 다음, 철정을 깔았다. 철정
위에는 5호의 경우 초본류로 만든 돗자리를 깐 위에 포(布)를 깔고 시신을 안치하였고, 6호는 철정 위에 바로 포를
깔고 시신을 안치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복천동의 4세기대 목곽묘와 거의 같은 양상이다.
의성지역에서도 적석목곽묘가 사용되었는데, 목곽의 외부를 돌로써 채운 것과 쌓은 것, 양자를 혼용한 것 등
이 있다. 부곽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되며, 하나의 봉토 내에 여러 기의 묘를 연접하여 조성하기도 했다. 탑
리와 대리리에서는 순장자의 인골이 확인되기도 했다.

3) 마한 및 백제지역
마한의 목곽묘는 기원 2세기부터 4세기까지 주로 사용되었다. 목곽을 설치하고 사방에 방형, 원형,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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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형의 도랑을 돌려 주구묘(周溝墓)라고도 불린다. 목곽 내에는 목관을 갖추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목곽
의 한쪽에 치우치게 목관을 안치한 다음 목관과 목곽 사이 공간에 토기 등의 유물을 부장하거나, 목곽의 바
깥에 공간을 마련하여 토기를 집중 부장하였다. 청주 송절동과 봉명동의 목곽묘에서는 이혈합장이 이루어
져 낙랑지역의 초기 목곽묘와 유사한 면이 있다. 봉명동과 오창 송대리유적에서는 목관과 유물부장부 사이
에 직경 30㎝ 정도의 기둥구멍이 2개 있는 것도 있다.
백제시대의 목곽묘는 공주 수촌리유적의 1호와 2호가 대표적이다. 묘광을 굴착하고 바닥에 잡석을 깐
후, 목곽을 설치하고, 곽 내부에 유물과 목관을 안치한 다음 봉토를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 묘광 규모는 길
이 560㎝, 너비 410㎝, 깊이 95㎝이고, 목곽은 길이 450㎝, 너비 300㎝, 목관은 길이 240㎝, 너비 80㎝이
다. 유물은 금동관·금동식리·금제 이식·환두대도·중국제 유개청자사이호·이형철기 등이 확인되었다.
2호 목곽묘도 조성방식이 1호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묘광의 규모는 길이 450㎝, 너비 310㎝, 깊이 100
㎝이고, 목곽은 길이 280㎝, 너비 143㎝, 목관은 길이 200㎝, 너비 80㎝이다. 2호분에서는 1호에서 출토
된 금동관모·금동식리·환두대도 등의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대신에 금제이식과 청색의 구슬·관옥·곡옥
등 각종 옥으로 만들어진 목걸이가 출토되었다. 시신의 머리가 놓여 있던 곳에서는 눈으로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작은 호박색 구슬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이와 같이 1호분이 금동관모·신발·환두대도 등을 무장한
남성을 상징한다면, 2호분은 화려한 머리장식 구슬과 목걸이가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여성의 무덤으로 추정
된다. 특히 1·2호분은 거리상으로도 대단히 가까워서 부부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주 신봉동에서
확인된 백제의 목곽묘도 바닥에 자갈을 깔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4) 중원 및 낙랑
한반도와 주변지역에서 목곽묘가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은 중원지역이다. 중원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 후
기에 목곽묘가 사용되기 시작하여 한대까지 유행하였다. 무덤을 죽은 자의 주택이라는 의미로 음택이라 칭
하듯이 주택의 구조를 상징적으로 반영하여 계층과 시대에 따라 구조가 매우 다양하다. 다만 주(周)대 이후
에는 예제로 정착되어 왕실과 상류계층에서는 규범에 따라 준수토록 하였는데, 그 내용이 『예기』에 전한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재궁(梓宮)이라고 하는 목관에 시신을 안치하는 점이다. 그리고 안치를 위해 복잡한 염
습의 과정을 거친다. 목관은 장지로 이동하여 장례를 치르는데, 목관을 안치하는 곳이 목곽이다. 목곽은 주
택의 전조(前朝), 후침(後寢) 구조와 같이 2실 또는 3실의 주실과 창고 등의 부속시설을 상징하는 편방(便
房)구조를 나타내도록 공간을 구획하였다. 이러한 공간구획과 시설은 신분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었다. 따라
서 하위계층은 겨우 목관만 넣을 수 있는 목곽이 있는 반면 왕이나 제후의 무덤은 그 규모나 구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기도 하다. 중원지역의 목곽묘는 시대나 지역, 신분에 따라 복잡한 다양성을 가지나
목관이 있는 점, 목관을 안치하는 목곽을 칸막이로 구획한 점, 목곽의 바닥도 나무판으로 구성한 점은 공통
된 특징이다. 이러한 중원의 목곽묘는 한(漢)의 대외정책에 따라 주변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의 군현이었던 낙랑에는 중원지역의 무덤형태가 그대로 이식되었다. 낙랑의 목곽묘는 기원전 1세기
중엽이전에는 장방형의 단장목곽묘, 또는 이혈합장묘가 사용되다가 기원전 1세기 말부터 대형묘는 방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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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목곽 내에 부부를 합장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합장은 봉토를 파낸 후 뚜껑(천정)을 열고 이루어졌다.
기원후 1세기 후엽에 이르면 전실과 후실의 2실 구조이면서 입구를 가진 횡혈식의 목곽묘도 만들어졌다.

5) 고구려와 부여
고구려의 적석총도 내부시설로는 목곽이 사용되었다. 고구려의 초기 적석총은 목곽을 놓고 목곽의 주위
에 돌을 쌓은 것이 일반적인 묘제이다. 적석총 내에서 꺾쇠가 출토되는 것은 목곽을 사용한 증거이다. 또 적
석총의 꼭대기 함몰부에서는 용석(熔石)이라 부르는 불탄 돌, 그을린 돌 등이 있는 것은 목곽이 불에 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걸고리는 목곽에 휘장을 거는데 사용한 것이고, 관정과 관고리는 목곽 내에 목관이
사용되었음을 말한다. 목곽의 모양은 태왕릉의 가형석곽(家形石槨)과 같은 형태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서해리 2-1호와 우산하 540호에서는 불에 탄 목곽의 흔적이 확인되기도 했다.
부여의 무덤도 『삼국지』위서동이전에 “厚葬 有槨無棺”으로 기록되어 있다. 실제 부여의 왕도(王都) 부
근의 지배층 능묘로 추정되는 지린성 마오얼산(帽兒山)유적에서는 1,000여기의 목곽묘가 발굴되었다. 대형
목곽묘는 각재로 목곽을 구성하였고, 목곽의 외부는 목탄과 점토로 채우고, 내부에는 채회(彩繪)를 그리는
등의 한화(漢化)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목관이 없는 유곽무관(有槨無棺)의 형태와 동물의 순장 등
은 부여족 특유의 습속이다. 또 위쉬라오허센(楡樹老河深)유적의 중층에서도 부여시기의 목곽묘와 목관묘
가 발굴되었는데, 목곽은 4∼6cm의 판재로 구성되었고, 붉은 칠을 한 경우도 있었다. 목곽의 바닥에는 갈
대자리나 백화수피, 짐승가죽 등을 깔고 목관이 없는 상태로 시신을 안치하였다.
그밖에 옥저지역에서도 목곽을 사용하였다고 『삼국지』위서동이전에 기록되어 있다. 옥저의 무덤은 출입
구가 있는 목곽묘를 만들고, 다른 곳에서 육탈시킨 뼈를 추려 죽은 순서대로 납골하는 가족 공동의 납골묘
형태였다.

6) 북방지역-중앙아시아와 흉노
북방지역은 대체로 유라시아와 중국 북쪽의 초원지대에서 목축을 생계로 살아가는 지역을 말한다. 러시
아남부의 스키타이문화(기원전 8세기∼기원전 3세기), 카자흐스탄 이시크의 사카문화(기원전 5세기∼기원
전 3세기), 러시아 알타이의 파지릭문화(기원전 5세기∼기원 1세기) 등에서도 목곽묘가 확인된다. 목곽은
대체로 원목을 조립해 만들었고, 목관은 통나무를 구유처럼 파서 만든 것도 있지만, 목관을 사용하지 않은
것도 많다. 또 목곽을 다중으로 만든 것도 있다. 소형묘는 장방형으로 목관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형묘
는 방형에 까까운 형태지만, 내부를 구획한 시설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목곽의 내부에는 피장자와 부장
기물을 부장하고, 목곽의 외부에는 동물을 순장하는 경우가 많다.
몽골의 노용울 등의 흉노유적에서도 당시의 귀족무덤이 발굴되었다. 초대형은 묘도를 가지며, 목곽외
부와 상부를 적석한 경우가 많다. 목곽은 한(漢)의 영향으로 받아 중원지역의 한대 목곽묘와 유사하다. 노용
올 22호의 경우 내외의 이중곽으로 구성되었고, 격벽은 없지만 내곽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배치하여 전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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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낙랑 및 한반도 북방지역의 목곽묘(1. 알타이지역, 2. 알타이 파지리크 아크-알라하 3호, 3. 투바 아르잔 쿠르간,
4. 몽골 노용울 22호, 5. 지린성 마오얼산유적, 6. 평양 왕우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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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실의 구조가 되도록 하였다. 내곽은 합장을 고려하여 2개의 목관을 안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지만, 관은
하나만 안치하였다. 일반적인 대형 목곽묘의 목곽은 각재로 구성하였고, 바닥판 위에는 카펫을 깔고, 목관
을 안치며, 벽면은 직물로써 장식했다.

5. 주요 출토유물을 통해 본 외부세계와의 관계성
1) 중원지역(한, 위, 서진)
김해의 구야국이 중원지역과 관계를 맺은 것은 전한시기부터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김해지역에서 출
토된 유물은 신(新)과 후한 이후의 유물이 대부분이다. 그것도 후한시기의 유물은 김해패총의 화천, 양동리
고분군의 박국경과 사유조문경, 연호문경, 내덕리목관묘의 박국경 등이다. 대성동고분군에서도 후한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연호문경과 수대경 파편이 출토되었으나 도굴갱에서 출토되어 부장상황을 알 수 없다. 다
만, 23호 목곽묘에서 완형의 박국경과 14호묘에서 연호문경편이 출토되었지만, 거울형식의 연대와 무덤의
연대 간에 차이가 많다. 23호 목곽묘의 박국경은 지름 16.7cm 전한말∼후한중기에 걸쳐 제작된 양식이지
만, 부장시점과 연대차이가 커서 위진(魏晋)시기에 도굴된 후한경이 유통된 것이거나 후한경을 모본으로 위
진시기에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14호묘에서 출토된 연호문경은 거울파편에 구멍을 뚫어 펜단트로 사
용된 것으로 연호문을 세선으로 표현하였다. 비교자료가 거의 없는 독특한 형태지만, 중국의 어청(鄂城)에
서 유사한 거울이 출토된 것을 근거로 오(吳)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견해6)도 있다. 2호 목곽묘에서도 부
조식수대경(浮彫式獸帶鏡)과 세선식수대경(細線式獸帶鏡)파편이 출토되었다. 부조식수대경은 원권-명문
(佳)-신수(청룡)-원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선식수대경은 즐치문-운문-원권-즐치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운문은 선인(仙人)일 가능성이 있고, 즐치문은 일반적인 한경보다 넓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어쨌든 후한대에 입수된 거울이 전세된 것이라기보다는 위진시기에 금관가야가 중원지역과 교류한 결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편 91호에서는 세(洗)와 완(盌)의 청동그릇이 칠완(漆椀)과 함께 출토되었다. 세는 낮은 굽이 있고,
바닥에 4줄의 돌선을 장식했다. 라마동 M17호와 유사하지만, 중원지역의 양진시기 무덤에도 많이 부장된
것이다. 또 88호에서는 진식대금구(晋式帶金具)로 불리는 금동제 허리띠 장식이 출토되었다. 용문을 투조장
식으로 사실적이면서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장수(江蘇)성 이싱(宜興)현 출토의 서진시기 은제과대와 매우
유사하다. 중원지역의 기물이 삼연을 통해 금관가야에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7)

2) 북방지역(선비, 부여, 고구려)
대성동 29호의 도굴구덩이에서는 금동관편이 수습되었다. 금동관은 대륜에 수지형의 입식을 세우고,
영락을 달아 장식한 형태로 추정된다. 한반도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금동관으로 기원을 알기는 어렵지만,

028

가야고분군 Ⅲ

북방지역의 보요관(步搖冠)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9호와 47호에서는 북방유목민족의
고유한 취사도구인 동복이 출토되었다. 29호 출토품은 양동리 235호 출토품과 함께 동체가 원통형에 가까
운 형태이고, 귀의 단면과 측면형태가 반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유사한 형태가 부여와 고구려의 고지인 중
국 지린(吉林)성 일대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에 비해 47호 출토품은 어깨가 강조되어 있고, 귀가 각이 졌다.
47호 출토품이 양동리 235호와 대성동 29호보다는 약간 시기가 늦은 것으로 유사한 형태가 랴오닝(遼寧)성
라마동(喇嚰洞)유적에서 출토되었다.
또, 금동 또는 청동장식의 다양한 마구가 출토되었다. 91호, 2호, 68호, 47호, 3호, 1호 목곽묘에서 재
갈과 마면, 안장, 등자, 삼계장식(운주), 마령 등의 마구가 출토되었다. 특히 91호와 1호에서는 금동장식의
운주와 행엽, 마령 등이 출토되었다.
이들 유물은 삼연(三燕)이나 고구려, 부여의 고지에서 유사한 형태가 확인되는 것으로서 금관가야가
북방의 선진지역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였음을 말해준다.

3) 서역(서아시아)
91호의 도굴구덩이에서는 코발트색 유리파편이 수습되었다. 분석결과 소다유리로 칼슘함량이 5.3%로
높고, 알루미나 함량은 3.2%로 낮은 서아시아계통의 유리로 확인되었다. 국내에서 출토된 서역계유리 중에
서는 시기가 가장 이른 것으로서 동진이나 삼연을 통해 가야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4) 왜
대성동고분군에서 출토된 왜계유물은 청동기, 석제품, 골제품, 패제품 등으로 구분된다. 청동기로는 통
형동기, 파형동기, 동촉, 동모 등이 있고, 석제품으로는 방추차형 석제품, 돌화살촉, 옥장, 골제는 직호문장
식 손칼 등이 있다. 그 밖에 운주장식에 쓰인 이모가이도 오키나와 등의 남해에서 산출된 것이 이입되어 가
공된 것이다. 통형동기는 장대나 창의 자루에 끼워 쓴 방울의 일종으로 한반도에서는 김해의 대성동과 양동
리, 망덕리, 부산의 복천동, 흥해의 남성리유적에서만 출토되었다. 왜의 경우 긴키(近畿)지역에 집중되어 출
토하지만, 간토, 쥬고쿠, 규슈, 시고쿠 등지의 넓은 지역에 분포한다. 제작지를 둘러싸고는 논쟁이 있지만
금관가야와 야마토정권의 수장들이 정치적 유대감을 상징하는 물품으로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파
형동기는 한반도에서는 유일하게 대성동고분에서만 출토되었다. 2호, 13호와 88호 등에서 출토 되었으며,
방패나 화살통장식 등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왜에서는 야요이시대부터 사용되었고, 주형도 확인되었
다. 주로 긴키지역과 가나가와현, 후쿠오카현, 효고현 등의 수장묘에서 출토되었다. 그밖에 88호에서 중광
형동모와 청동화살촉 등도 출토되었다. 석제품으로는 방추차형 석제품, 화살촉, 옥장(玉杖), 응회암질 관옥,
경옥제 곡옥 등이 있다. 또 85호에서는 왜의 고훈시대 특유의 문양인 직호문(直弧文)이 장식된 손칼의 자루
와 칼집끝장식도 출토되었다. 그 밖에도 오키나와 등에서 산출되는 이모가이 등의 조개제품과 형태는 분명
하지 않지만 방패나 가죽 화살통 등의 유기질제의 기물도 부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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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와의 교류는 3세기까지는 양동리세력이 주로 규슈지역과 관계를 유지하다가 4세기에 들어서서는 대
성동세력이 긴키의 야마토정권과 독점적으로 교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성동고분에서는 중원지역과 북방지역, 왜와 멀리 서역에 이르기까지의 물품이 무덤
에서 출토되었다. 이러한 부장품은 금관가야의 대외 교류관계를 말해주는 실물자료이다. 거기에는 직접적
인 관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도 있고, 장기적으로 지속된 관계도 있는 반면에 일시적으로
만 이루어진 것도 있다.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에 따라 금관가야의 정치세력이 능동적으로 대응한
모습으로 당시의 국제관계를 알려주는 최고의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Ⅳ. 맺음말 - 대성동고분군의 의의

이상에서와 같이 대성동고분군의 특징을 김해지역 묘제의 변천과 주변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
다. 대성동고분군은 한반도 남부지역의 고대정치체인 구야국이 고대국가인 금관가야로 성장하는 과정과 대
외교류의 양상, 사회내부의 구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최고의 고고학적 자료이다. 그 특징과 의의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대성동고분군은 김해지역의 정치세력이 소국의 단계를 지나 고대국가 단계인 금관가야시기에 생성
한 중심세력의 집단묘지이다. 최고지배층의 무덤은 구릉의 능선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중·하위층은
주변의 평지에 조성하였다. 또 주변지역 세력집단의 묘보다 규모와 시설, 부장품의 질과 양 등에서
계층적 차별화가 드러난다.
② 대형의 목곽시설과 순장, 화려한 부장품과 부곽을 통한 기물의 대량부장 등은 장례를 얼마나 중시했
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그렇지만 조성된 무덤에 대한 관리는 등한시하여 후대의 분묘조성에 의
해 선대의 무덤이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당시인들이 가졌던 계세사상과 조
상신에 대한 관념을 알 수 있다.
③ 부산 복천동과 김해 양동리 등의 주변세력의 수장묘와도 구조와 부장품에서 우월한 차별화를 드러
내는 동시에 한편에서는 통형동기와 같은 일부 위세품을 서로 공유하면서 유대감을 도모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평상의 바닥시설과 적색안료의 도포, 순장, 금동장신구 및 외래물품의 부장 등이다.
④ 부장품은 구야국이 금관가야로 성장한 과정과 대륙-한반도-왜를 연결하는 국제교역의 허브적인 성
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성동고분군에는 중원, 북방, 왜, 서역 등의 원거리 세력과 교류한 기물이
부장되어 있는데, 시기적인 특징과 변화가 있어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대외교류의 양상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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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원지역의 목곽묘 구조를 모방한 것이 아닌 지역 고유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3∼5세기 당시에는
고구려나 부여, 백제, 옥저 등의 주변지역에서도 각기 독창적인 목곽묘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과 마
찬가지로 대성동고분군의 목곽묘도 2세기부터 변·진한지역에서 사용된 고유한 묘제를 사회의 발전
에 맞추어 변화·발전시킨 것이다.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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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고에서는

기원전 10세기∼기원전 4세기는 청동기시대, 기원전 4세기∼기원전 1세기는 초기철기시대, 기원전후∼3세기 후엽은 삼한시
기, 3세기 후엽∼5세기 전엽은 가야전기(금관가야), 5세기중엽∼6세기는 가야후기로 지칭하기로 한다.
2) 김해지역의 지석묘는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언덕이나 산 위에 단독으로 조성된 경우도 있다(대성동고분박물관 2004).
3) 무덤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는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지만, 가장 뚜렷한 것은 묘광의 길이이다. 여기에 따라 너비와 깊이, 목곽의 크
기, 부장품의 양이 상응하므로 여기서는 묘광의 길이를 기준으로 4m미만의 소형묘, 4∼6m미만의 중형묘, 6m이상의 대형묘로 구분한다.
4) 봉황대는 좁은 의미로는 구릉 정상부에 ‘봉황대(鳳凰臺)’글씨가 각자되어 있는 바위를 지칭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구릉의 전체를 지칭한다.
이 구릉의 사면에는 패총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그 중의 일부가 1907년부터 발굴되어 김해 회현리 패총(사적2호)
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 주변지역에 대해 발굴조사가 증가하면서 봉황대 구릉(구 문화재자료 제 87호) 주변의 봉황동 일
대가 같은 성격의 유적임이 확인되자 2001년 사적의 지적범위를 확대하고 명칭도 법정동의 이름을 따서 ‘김해 봉황동 유적’으로 통합하여
변경하였다. 그렇지만 현재의 행정구역은 회현동으로 불리는데, 1981년 김해시로 승격되면서 법정동인 봉황동과 서상동을 통합한 것이다.
5) 조상숭배에는

산 자와 죽은 자가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죽은 자의 안녕과 행복이 산 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부류와
성대한 장례를 통해 영혼이 승천해야 태양신의 대리자가 되어 후손에게 복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무덤
에 조상의 영혼이 기거한다고 믿어 무덤에 제사를 지내고, 무덤을 가꾸고 지키는 것이 후손의 중요한 임무이다. 그렇지만, 후자의 경우는 장
례 이후에 무덤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6) 이양수, 2010, 『한반도 삼한·삼국시대 동경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藤井康隆,

2013, 「大成洞88号墳の晋式帶金具と中國·倭」 『최근 대성동고분군의 발굴성과』 대성동고분박물관10주년기념 국제학술회의·
공청회,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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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함안 말이산고분군을 아라가야 왕을 비롯한 수장층의 무덤으로 보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가야에
서 전개된 최대의 토목공사는 각종 성곽 또는 제방과 더불어 고분의 축조였다. 지배자 및 권력자는 정치력
과 경제력, 심지어 이데올로기까지 무덤에 투영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무덤의 외형과 부장품에
내재되어 있다. 대형 고총을 축조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의례와 관련된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수개월 이상
이 소요되며 고분축조에 종사하는 인력을 동원할 정도의 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자연히 무덤(봉분과 매
장주체부)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소요되는 노동력과 재화는 더욱 더 많았을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
다. 말이산고분군은 규모와 부장품의 질적인 부분에서 보더라도 아라가야의 왕묘로 이해되는 것은 당연하
다. 다만, 이제까지 주변유적과의 비교를 통한 말이산고분군의 대표성에 대한 증명과정을 생략해 왔을 뿐이
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논리를 내세우기 보다는 말이산고분군에 대한 그간의 발굴조사 내용
을 종합하여 묘제별로 정리하고, 묘제별로 주변유적의 최고위계의 유구와 비교하여 말이산고분군의 대표성
과 차별성 등을 부각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말이산고분군의 묘제 변천과정을 주변유적과 비교함으로써 아
라가야의 대표 중심고분군으로서의 성장과정을 이해해 보려고 한다. 이것이 말이산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
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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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라가야 권역의 고분군

1. 아라가야 권역 설정
아라가야의 권역을 규정하기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안야국의 성립과 아라가야(안라국)로의 변화·
발전이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라가야의 영역이 유기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인데, 아라가야의 핵심지역
인 함안군의 지형과 수계 및 당시 정치체를 반영하는 고분군의 분포를 통해서 아라가야의 권역을 설정하기
도 한다. 아라가야의 권역은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으므로, 함안을 중심으로 한 고분군의 조사내용과 그에
관한 연구(김형곤 1995; 남재우 1998; 백승옥 2003; 이주헌 2005; 김세기 2012; 조수현 2017; 이동희
2018)를 참고하여, 본고에서는 말이산고분군의 묘제의 변천과정을 중시하여 아라가야 권역 또는 주변고분
군을 유형별로 비교·검토하여 말이산고분군의 대표성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아라가야의 중심지인 함안지역은 낙동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지점의 남쪽에 위치한 남고북저 지형의 분
지를 이루고 있다. 함안지역은 낙동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지점의 남쪽에 위치하여 남강, 낙동강과 남해안을
통해 가야 전 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박천수 2016) 함안군은 지형상으로 중앙의 함안분지
와 좌우의 군북권과 칠원권 등 3개의 지역으로 구분되며, 수계로는 가야읍 일대의 함안천유역, 군북면 일대
의 석교천유역, 칠원권의 광려천유역 등 3개의 유역권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가야읍이 위치한 함안천유역
이 중심이고, 아라가야의 중심고
분군인 말이산고분군이 위치한다.
아라가야의 최대영역은 말이
산고분군의 고총화 단계로 볼 수
있다. 고총화의 시작은 5세기 전
반대부터이며 최전성기는 5세기
후반~6세기 초로 볼 수 있다. 5세
기 아라가야의 권역을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은 화염형투창고배와
상하일렬장방형투창고배가 집중적
으로 분포한 지역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데, 이를 토대로 아라가야
의 권역을 설정하면, 함안 외에 의
령 남부, 진주 동부, 진동만과 마
산만, 칠원, 창원 서부 등지를 포
함한 범위가 된다.(이동희 2018)

<그림 1> 5세기 말 가야의 권역(박천수 2016) (■가야고분/▲신라고분/●백제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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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라가야 권역의 고분군
아라가야의 권역에 분포하는 고분군은 100여 곳에 달하며,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가야읍을 중심으
로 한 권역과 군북면 일대, 칠원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아라가야의 대외 교역항인 남해안의 진동만
과 마산만 일대도 다수의 고분이 분포한다. 가야읍 일대는 아라가야의 중심권역으로 말이산고분군을 비롯
하여 남문외고분군, 필동고분군, 선왕동고분군, 덕전고분군 등 규모가 큰 고분군이 집중한다. 안라왕궁지를
중심으로 대형고분군이 에워싸듯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말이산고분군은 아라가야 최고지배층의 무덤으로 현재 봉분이 잔존하는 것만 127기이며, 그 주변으로
약 1000여기 이상의 중·소형분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경남발전연구원 2014) 말이산고분군과
인접하는 남문외고분군은 원래 말이산고분군과 연결된 구릉에 축조된 고분군인데, 일제강점기에 인위적 하
천 조성을 위해 연결된 구릉을 절단하여 현재 분리된 상태로 남아있다고 한다. 따라서 단일 고분군으로 우
리나라 최대규모의 고분군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조수현 2017)
군북권은 규모가 큰 수곡고분군과 오당골고분군을 중심으로 소포리고분군, 장지리고분군 등 30개소의
고분군이 분포하며 칠원권은 용산고분군을 중심으로 오곡리고분군 등 10여개소의 중소형분이 분포한다.(하
승철 2018) 이외에도 의령 남부지역, 마산 진동지역, 창원 서부지역이 일부 포함된다. 아라가야 고분군은
분포조사를 통해 100개소 이상의 고분군이 알려져 있지만, 현재까지 발굴조사는 그 분포수에 비해 매우 제
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아라가야 권역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고분군을 대상으로 비교·검토
하여 말이산고분군의 대표성을 검출해 보고자 한다.

<그림 2> 발굴조사된 아라가야 권역 고분군 및 주변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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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말이산고분군의 시기별 묘제의 변천과 특징

말이산 내 목관묘 분포

말이산 내 목곽묘 분포

말이산 내 석곽묘 분포

말이산 내 석실묘 분포

<그림 3> 말이산고분군 묘제별 분포양상(경남발전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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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산은 함안군 가야읍 중심부에 위치한 해발 40~70m의 잔구성 구릉으로 남북으로 1.9㎞ 정도 길게
뻗어 있으며 구릉의 서쪽으로 8개의 가지능선이 길게 뻗어 있다. 말이산고분군의 발굴조사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도리이 류죠(鳥居龍藏)의 1호분(구38호) 발굴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대형봉토분
은 이제까지 총 15기가 조사되었다. 이후 30여 차례의 조사를 통해 100여기의 봉토분을 중심으로 수백기의
중·소형 고분이 축조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말이산고분군의 대형분은 안라국 또는 아라가야의 지배
자 묘역으로 직경 20m 이상에 해당하는 대형봉토분이 50여기에 달하며 발굴조사를 통해 내부구조는 시간
의 흐름에 따라 구조를 달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말이산고분군에 축조된 묘제는 목관묘→목곽묘→수혈식
석곽묘→횡혈식석실묘로 계기적인 변천을 보인다. 말이산고분군에서 조사된 묘제의 특징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1. 목관묘
말이산고분군에서 조사된 목관묘는 49기로 고분군의 북편에 밀집되어 축조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말
이산고분군의 북쪽에서부터 고분의 축조가 시작되었음을 말해준다. 말이산고분군의 목관묘는 구조적인 면
에서 묘광은 길이 240~285㎝, 너비 84~185㎝이고 깊이는 대략 50~120㎝ 정도로 깊은 편이며 묘광의 평
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다. 장축은 동서향이고, 상면은 편평하게 조정한 후 바닥의 중앙부위에 목관을 안치
하였으며 목관의 형태는 판재조립식목관과 통나무목관의 2종류가 사용되었는데 판재목관의 사용비율이 높
은 편이다. 유물은 목관의 내부와 묘광과 목관사이의 보강토 내 또는 목관의 상부와 봉토 내에 주로 매납하
며, 요갱은 마련되지 않았다.
유물은 조합우각형파수부호·주머니호·원저호 등의 와질토기류와 이단병식 철검·철모·주조철부·
무경식역자식철촉 등으로 비교적 단순한 유물조합상을 보이고 있다. 목관묘 상부는 목개를 덮고 그 위에 약
간의 봉분을 쌓아 올려 묘역을 표시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목관묘의 특징은
동시기 영남지역에서 조사된 것과 동일한
양상으로 변·진한사회의 고분문화에 포함
된다.
말이산고분군에서 조사된 목관묘의 규
모는 동시기 목관묘 유적인 밀양 교동, 창
원 다호리, 김해 양동리나 대성동 가야의 숲
유적과 큰 차이는 없지만 부장된 유물상으
로 보아 열세를 보이며 최상위 계층에 해당
<그림 4> 말이산 (경)25호 목관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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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묘가 현저히 적다. 말이산고분군 목관

묘의 조성시기는 기 연구(김현 2000)에 따르면 5단계로 구분가능한데, Ⅰ단계는 무문토기의 기형이 출토되
는 시기로 전단계의 흑도마연장경호, 점토대옹 등의 기형을 계승하면서 점차 전기와질토기로 이행된다. Ⅱ
단계는 무문토기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며 환원염소성의 와질토기와 새 기종인 완이 등장하는 단계이다. Ⅲ
~Ⅳ단계는 완전한 무문토기의 소멸, 와질토기만 출토되고 장경호·소형호·완·단경호 등 기종 구성이 다
양화 되는 단계이며, Ⅴ단계는 주판알 모양의 소형옹과 란형의 동체부에 나팔상으로 벌어지는 장경호 등 특
징적인 형태의 와질토기가 출토되며 토기양도 앞 단계에 비해 증가한다. 철기는 전반적으로 출토량이 빈약
하다. 연대는 경주 조양동 38호분을 기준으로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2세기 전후로 설정하였다.

2. 목곽묘
말이산고분군에서 조사된 목곽묘는 90기에 달한다. 목관묘와 유사하게 목곽묘도 고분군의 북편 일대에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말이산고분군을 포함한 아라가야 권역의 목곽묘는 부장품의 배치, 꺾쇠와 관정 등
장구(葬具)의 출토위치를 통한 관곽의 구조복원을 통해 4개의 유형(a~d)으로 분류 가능하다.
아라가야 목곽묘 a유형은 목곽의 중앙부에 관상(棺箱)을 배치하고 이를 두른 내곽을 구비한 1관2곽 구

<문>33호
<문>49호
<문>35호

<문>48호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그림 5> 아라가야 목곽묘 유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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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목곽묘이다. a유형 목곽묘의 규모는 묘광의 경우, 평균 길이 6.6m, 너비 2.9m이며, 목곽은 평균 길
이 5.0m, 너비 1.7m이다. 장단비는 묘광 2.3:1, 목곽 2.9:1로 장방형에 가깝다. a유형 목곽묘는 아라가
야 권역에서는 말이산고분군에서만 조영되는 특징을 보인다. 유물의 배치상태를 통한 구조를 살펴보면, 내
곽을 중심으로 양단벽 아래와 관상의 좌우측인 변상(邊箱)에 이루어졌다. 양단벽 중에서 주피장자의 머리맡
(頭箱)에는 발형기대·노형기대·단경호와 같은 대형기종을 부장하고, 발치쪽(足箱)에는 고배류 등의 소형
기종을 부장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변상에는 유자이기·철모·환두대도 등의 철기류를 주로 부장하였다. a
유형 목곽묘의 바닥에는 전면 혹은 부장공간 일부를 제외한 공간에 시상을 마련하였다. b유형부터는 바닥에
시상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위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유형 목곽묘의 대표유구는 마갑총으로 내곽 내의 중간위치에 시상을 높게 올려 단면 ‘凸’자상의 관대시
설(棺床)을 마련하였고 이곳은 다시 얕은 ‘凹’상의 형태를 띠는데 여기에 목관(통나무관)을 안치하였으며 좌
우측에 마갑을 정연하게 깔아, 그 상부에 철모와 단경호 등의 토기를 불규칙하게 놓았다. ‘凸’자상의 관대시
설을 마련한 유구는 마갑총 외에도 <문>3·9·10·20·27·48호묘가 대표적이며, 이것을 말이산유적의
전환기 무덤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김두철 2013) 이 외에 <문>36·48호묘는 주피장자 공간에 철정을 깔
아 관대시설을 마련하였는데, <문>36호묘는 1열 20매씩 2열 40매의 철정을 중앙에 깔아 관상으로 사용하
였다. <문>48호묘는 ‘凸’자상의 시상상부에 철정을 깔았는데, 소형철정을 2열로 놓고 양 가장자리 부분에
대형철정을 놓은 구조로 철정의 표면에 목질흔적이 다량 수착되어 있어 목관의 사용을 짐작할 수 있다. 부
장유물 중 무구인 주·단갑과 마갑·마주 등의 마구류는 a유형 목곽묘에서만 출토된다. 그리고 마갑총 충전
토 내에 이전시기 와질토기편의 매납이라든지 <문>36호묘에서의 봉분 내 대형 고배·장경호·단경호·주
조철부 등의 매납 등 축조과정에서의 장속 또한 a유형 목곽묘에서만 보이는 특징이다. a유형 목곽묘는 대체
로 말이산고분군에서 4세기 말 또는 5세기 전반에 출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b유형 목곽묘는 a유형 목곽묘와 유물부장 공간구조는 동일하지만 내곽이 시설되지 않는 1관1곽의 구조
이다. <문>35호와 <경>33호와 같이 이른시기 목곽묘의 경우, 폭이 비교적 넓어 주피장자 신변으로 유물이
부장되는 형태도 포함된다. 말이산고분군에서 b유형 목곽묘에는 바닥에 시상이 마련되지 않는데, 이것이 a
유형 목곽묘와 뚜렷이 구분되는 점이다. 묘광의 평균 규모는 길이 4m, 너비 1.6m 정도이고, 목곽은 길이
3.3m, 너비 1m 정도의 평균 규모를 보인다. 장단비는 묘광 2.5:1, 목곽 3.2:1로 a유형 목곽묘에 비해 세
장하다.
유물부장은 주피장자를 안치한 관상이 중심에 놓여지고 머리맡과 발치쪽에 토기류를 중심으로 한 [부장
공간]-[주피장자공간]-[부장공간]의 3공간 구조이다. a유형에 비해 폭이 좁아 주피장자 주변에 뚜렷한 변
상은 마련되지 않은 구조이다. 토기는 주로 고배·개·파배·직구호·대부직구호·소형기대 등의 소형기종
과 호류·발형기대·통형기대 등의 대형기종이 부장되며, 발형기대는 a유형 목곽묘의 경우 최대 4점 정도
의 다량 부장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b유형에서는 1~2점 정도로 수량면에서 차이가 난다. 철기는 농공구 위
주의 부장이 이루어지며, 무기류 중 대도·철모·철촉 중에서 일부만 부장된다. a유형에 부장된 갑주류, 마
구류는 거의 부장되지 않으며 일부 유자이기와 철정 소량이 부장되는 정도이다. <문>6·35·44·50, <경
>33, <경상>11·12·13·15·16·17호묘가 대표유구이다.

042

가야고분군 Ⅲ

c유형 목곽묘는 말이산고분군에서는 소수이며 주변의 마산 현동, 윤외리고분군에서 주로 조영되는 유
형의 목곽묘이다. 규모는 묘광의 경우, 평균 길이 3.9m, 너비 1.6m 정도이며, 목곽은 평균 길이 3.2m, 너
비 1m 정도이다. 장단비는 묘광 2.5:1, 목곽 3.2:1 정도로 규모와 장단비는 b유형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구조가 발치쪽에 유물을 부장하는 [주피장자공간]-[부장공간]의 2공간 구조이다. 바닥시설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주로 고배·파배·단경호 정도의 기본적인 토기류만 부장되고 철기류는 대도·철촉·
철모 중 일부만 부장된다. <문>49호묘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d유형 목곽묘는 c유형과 동일하게 말이산고분군에서는 소수에 불과하며 예둔리고분군에서 대다수를
점하는 유형이다. 내부공간은 관상으로만 이루어진 [주피장자공간]의 1공간 단일구조의 목곽묘이다. 목
곽 내에 피장자를 안치하고 발치 혹은 머리맡에 소량의 토기류만 부장하였다. 규모는 묘광의 경우 평균 길
이 2.5m 이하이며 너비는 1m 정도이다. 목곽은 평균 길이 1.8m, 너비 0.7m로 소형이다. 장단비는 묘광
2.3:1, 목곽 2.9:1 정도이다. 유물은 고배, 파배, 단경호가 기본조합을 이루고 있으며 철기는 농공구류인
도자·철부·철겸 중 일부만 부장된다. <문>33, <경상>4·7·8호묘 정도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목곽묘의 축조시기는 대형 목곽묘인 a유형 목곽묘의 등장을 기준으로 Ⅰ·Ⅱ단계로 구분된다. Ⅰ단계는
3세기 후엽부터 4세기 후엽까지이며 Ⅱ단계는 5세기 전반의 시기이다. Ⅰ단계는 아라가야 토기문화의 특징
이 뚜렷해지고, b유형 이하의 중소형 목곽묘가 축조되는 단계이다. Ⅱ단계는 대형 목곽묘인 a유형 목곽묘가
축조되고 신식도질토기 문화가 확산된다. 특히, 철기류의 부장양상이 급변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전시기
와 달리 무기류, 무구류, 마구류, 갑주, 의기류가 다량 부장되고, 신분을 상징하는 장식대도 등이 부장된다.
<경>13호묘에서 출토된 유자이기와 삼각판혁철판갑, 마갑총 출토 은상감 거치문 환두대도의 부장이 대표적
인 사례이다. 말이산고분군에서 조사된 목곽묘는 세장방형의 단독곽식 목곽묘를 채택하고 있는 a유형 목곽
묘를 통해 아라가야의 핵심으로 급부상한 말이산고분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수혈식석곽묘
말이산고분군에서 조사된 대형봉토분의 매장주체부가 대부분 수혈식석곽묘(이하 석곽묘)라는 것이 밝
혀졌다. 석곽묘는 대부분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으며 피장자의 두향은 장축방향이 남-북향일 경우는
북향이 우세하고, 동-서향일 경우에는 주로 동향이다. 말이산고분군의 경우, 암각화고분(35호분)과 최근
조사된 25·26호분의 조사를 통해 북쪽에서부터 조영이 이루어져 점차 남쪽 구릉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밝
혀졌다. 또한 말이산고분군의 석곽묘 조사를 통해 아라가야 석곽묘의 구조가 파악되고 유형분류도 가능하
게 되었다. 말이산고분군의 석곽묘는 관곽개념, 석곽의 규모, 내부공간의 활용패턴, 부장유물의 질적인 부
분을 반영하여 4개의 유형(A~D)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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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유형

A유형

C유형

D유형

<그림 6> 아라가야 수혈식석곽묘 유형분류

A유형 석곽묘는 석곽의 장단비가 4.5:1 이상의 극세장방형의 평면형태를 띠며, 매장주체부의 내부공간
이 [부장공간]-[주피장자공간]-[순장자공간]으로 명확하게 구획된 1관2곽의 3공간구조이다. 이러한 3공간
이 명확하게 분할된 구조가 아라가야 석곽묘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A유형은 세장한 할석을 사용
하여 벽석을 정연하게 축조하였고 최하단부터 최상단까지 가로눕혀쌓기(종평적)를 기본으로 하였다. A유형
은 석곽 벽의 높이가 1.5~2m에 달하는 대형급의 무덤으로 바닥에서 60㎝ 높이에서 수평줄을 맞추어 2~4
단계 정도의 공정으로 구분 축조한 특징을 보인다. A유형은 순장자 위치와 순장인수, 석곽의 규모, 부장유
물의 구성 등에 따라 3개의 小유형(A-1·2·3)으로 세분할 수 있다.
A-1유형은 아라가야 최고위계 석곽묘로 봉분의 규모는 35호(암각화고분)를 제외하면 26~39m, 석곽
의 경우 평균 10.2m, 너비 1.8m이며 장단비는 5.7:1로 극세장한 형태를 띤다. 바닥에는 벽석에 사용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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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유형
A-2유형

A-1유형

A-1유형

A-1유형

A-2유형

A-3유형

<그림 7> 말이산고분군 A유형 석곽묘 배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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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와는 다른 원마도가 좋은 소형천석을 이용하여 대체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면에 걸쳐 시상을 마련하
였다. 순장자는 2~5명 정도이며 네 벽석의 상단에 들보시설(보공, 도리공)이 마련되어 있다.
유물부장은 주피장자의 두향쪽에 주로 토기류를 「고배류-파배-단경호-장경호-기대-대호」 순으로
소형기종→대형기종의 형태로 부장하였다. 철기류는 주피장자 신변에 환두대도, 철모 등이 부장되며, 위
세용 철기인 갑주와 마갑, 마주 등은 출토위치로 보아 내곽(棺箱) 상부에 부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순장
자 공간에는 순장자 공헌품인 화염형투창고배를 비롯해 소형기종의 토기류와 도자·철겸 등의 농공구류
가 일반적으로 부장되는데, A-1유형 석곽묘 순장자에게는 유자이기를 비롯한 재갈·운주·행엽·등자
등 마구류 등도 일부 공헌품으로 부장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순장자는 세환이식과 유리제 환옥으로 구성
된 경식 등 장신구를 패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으로 볼 때, A-1유형은 아라가야 최고위계의 지배자(왕)
급에 해당되며 여기에 순장된 인물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위계를 가진 인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말이산
6·8·15·21·25·26·35(암각화고분)호분이 A-1유형에 해당한다. 말이산고분군에 석곽묘가 본격 조
영되는 5세기 중엽부터 석곽묘 축조가 중단되는 6세기 초엽까지 구릉 전체에 걸쳐서 축조되었다.
A-2·3유형은 A-1유형과 규모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 A-1유형의 봉분규모가 평균 30m 정
도인 것에 반해, A-2유형은 봉분의 규모가 23~25m, A-3유형은 15m 정도로 차이를 보인다. 석곽의 길
이도 A-1유형과 비교하면, -1.6m(A-2)~-3.4m(A-3)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통해 최상위 계층에서도
위계의 차이가 규모를 통해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규모 외에, A-2유형은 목관이 안치되는 곳에 단면 ‘凸’자상으로 단을 올린다던지 네 모서리에 판상석을
놓아 관대시설을 마련한 특징이 보인다. A-2유형의 순장자는 2~4인 정도가 안치되며 주피장자의 곽내에
는 순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A-1유형과 차이점이다. A-2·3유형 모두 들보시설이 마련되었으며 부장
패턴도 A-1유형과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마갑, 마주의 구성이 제외된 것이 특징이다. 순장자 공헌품은 화
염형투창고배 정도만 출토되었으며, 순장자는 세환이식과 경식 등을 패용하고 있다. A-3유형은 순장인수
가 1~2인 정도로 축소되며, 주피장자와 평형배치를 원칙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A-2·3유형 일부는 초대형분인 A-1유형의 주변에 배장묘적 성격으로 배치되어 고분복합체(mound
complex)를 구성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A-2유형은 봉분이 잔존하지 않는 <경상>10호와 <문>54호를
비롯해 101호분이 해당되며, A-3유형은 <경>3호, <경>파괴분, <동>6-1호, <문>38·39·51호, 5호분,
100호분이 해당된다.
B유형의 석곽묘는 A유형과 동일한 3공간 분할구조를 유지하지만, 내곽이 존재하지 않는 1관1곽의 구
조에 순장이 시행되지 않는 것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머리맡(頭箱)에는 토기와 철기류를 부장하고, 발
치쪽(足箱)에는 순장자 공헌품으로 생각되는 화염형투창고배 정도만 부장하여 일정부분 공지로 남긴 B-1
유형과 토기류와 철기류를 부장공간으로 활용한 B-2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B-1유형에 주로 위세용 철
기류인 마구류가 부장되는 경향이 있다. B-1유형은 도항리 428-1번지유적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마갑
총 1호 석곽, <문>40호가 이에 해당된다. B유형은 말이산고분군 북단부에 치우친 곳에 별도의 묘역을 조성
하며 입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B-2유형은 주변고분군인 오곡리, 예둔리에 주로 분포한다. B-1유형 석곽의
평균 규모는 길이 4.8m, 너비 0.9m, B-2유형은 석곽 길이 3.8m, 너비 0.8m로 A-3유형 석곽 길이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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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m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C유형 석곽묘는 매장주체부 공간활용에서 한쪽 단벽 아래에 유물을 부장한 [주피장자공간]-[부장공간]
의 2공간 구조이다. 목관 내부 혹은 상부에 소형토기류를 부장한 유형으로, 말이산고분군보다 주변의 중소
형고분군에서 주로 조영된 특징을 보인다. 석곽의 규모는 평균 길이 2.6m, 너비 0.6m로 B-2유형보다 길
이에서 1m 정도 차이를 보인다. <문>13호, <경>31호 정도가 해당한다.
D유형 석곽묘는 석곽의 길이가 2m 미만의 소형석곽이다. 목관을 안치하였는지 확실치 않지만, 석곽 내
에 주피장자만 안치하고 소형토기 몇 점만 신변에 부장한 1공간 구조로 말이산고분군에서는 석실묘의 배장
묘로 조영된 <문>4-가호 석곽이 해당하며 단독으로 조영되지 않는다.
이상, 석곽묘의 유형을 구분해본 결과 A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목곽묘의 구조와 동일하다. A유
형 석곽묘는 a유형 목곽묘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세장하며 순장이 시행되고, 3개의 소유형으로 세분되는
등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세분화 양상은 상위유형에서의 신분적인 분화양상으로 이해된다.(최경규
2012) 그리고 A유형의 3공간 분할구조는 5세기 중엽에 나타나 6세기 중엽정도까지 시종일관 고수되는 아
라가야 최상위 계층의 매장원칙이다.
가장 이른 시기의 석곽묘는 말이산 <경>파괴분으로 B유형에 속하는데, 말이산 구릉의 북편에 목곽묘와
혼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B유형은 말이산고분군보다 오곡리고분군 등 주변의 고분군에서 주로 축
조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아라가야 석곽묘의 도입양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최경규
2013)
석곽묘는 5세기 중엽이 되면 구릉의 정선부를 선점하면서 조영된 고총고분의 매장주체부로 축조된다.
석곽묘의 확산과 함께 구릉 정선부를 중심으로 대형 고총고분이 조성되고 주위로 보다 작은 규모의 고분이
배치되는 정형성이 나타나는데, 상기 A-1유형 주변에 조영되는 A-2·3유형의 배치관계를 말한다. 구릉
정선부에 축조된 고총고분은 20~30m 간격으로 축조되어 있어 고분의 축조에 엄격한 질서가 유지되고 있
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라가야 고총고분은 ‘1墳1郭(매장주체부)’의 축조원리가 적용되었으며 이러한 독자성은 대형 목곽묘가
축조되는 단계부터 시작하여 석곽묘 축조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4. 횡혈식석실묘
말이산고분군에서 조사된 횡혈식석실묘는 <문>4·5·8·47호분 4기에 불과하다. 그 외 남문외 11호
분이 조사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1호분도 양장벽이 약간 내경하며, 지상식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유리건판사진을 통해 파악하면 석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오재진 2017) 현재까지의 조사된 자료로 볼
때 석실묘는 말이산고분군의 북편에 밀집해 있으며 석실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묘역을 새롭게 이용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아라가야 석실묘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은 남문외 11호분인데, 남문외고분군은 일제 강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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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하천조성에 의해 말이산고분군과
는 단절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깊은 연관
을 가지는 고분군이다.
6세기 중엽에 축조된 말이산 횡혈식석
실묘의 현실은 세장방형이며 입구가 단벽
가운데 마련된 양수식구조로 할석을 쌓아
폐쇄하였으며 연도 바닥에는 천석을 깔아
바닥시설을 하였다. 연도는 1m 내외로 극
히 짧고 묘도는 나팔상으로 벌어지는 특징
을 보인다. 현실은 등고선과 나란하게 축
<그림 8> 남문외 11호분

조되며, 바닥에는 대부분 전면시상하였고,
평천장 구조에 장벽과 후벽을 내경시켜 축

조하였다. 피장자는 은두정이나 장식으로 꾸민 목관에 안치되었는데, 횡혈식석실의 도입과 함께 장제도 변
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봉분은 직경 15~20m 내외로 축소되고 구릉 사면부에 축조되어 앞 시기 석곽묘 단
계의 고총축조의 입지적 상황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남문외 11호분은 봉분 직경 29.5m로 가야지역에서도 가장 대형의 봉토를 가진 석실묘이며, 현실의
구조는 말이산과 유사하다. 연도도 그다지 길지 않지만 묘도는 8.2m에 이르는 긴 형태이다. 현실 면적이
14.0㎡로 가야지역에서 현재까지 조사된 석실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축조시기는 6세기 1/4분기로 말이산
석실묘보다 이른 시기에 축조되었다.
횡혈식석실이 유행하는 6세기 중엽의 시기에 아라가야 토기는 쇠퇴하고, 앞 시기의 석곽묘 단계에 부장
되던 금동제 장식대도, 무기, 무구류, 유자이기 등 위세품은 거의 부장되지 않는 점에서 아라가야의 정치·
사회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Ⅳ. 묘제별 비교검토

1. 묘제별 비교검토의 전제
말이산고분군에 대한 아라가야 권역에서의 대표성을 검출하는데 있어서 권역내의 타 고분군과 동일 기
준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한다. 무덤에 있어서 비교의 기준을 둘 수 있는 것은 고분에 묻힌 피장자
또는 고분군을 조영한 정치체의 경제력을 추정할 수 있는 개별 무덤의 규모와 부장품의 질적인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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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품의 질적인 차이는 후대의 교란 및 도굴 등의 2차적인 변형으로 상호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상당히 어
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단순한 논리일 수 있지만 고대사회에서 무덤에 투영된 에너지의 차이를 가
장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덤의 규모라 할 수 있다. 말이산고분군에서도 앞서 석곽묘의 유형분류에서 검
토한대로 상위위계의 A·B유형이 각각 3개와 2개의 소유형으로 세분되는 양상은 석곽묘 단계에 들어와 상
위위계에서의 신분분화 양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보여진다. 아라가야 지배층은 「王-上旱岐-下
(次)旱岐」로 이루어졌다는 문헌사학계의 연구성과(남재우 1998)와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양상이다.2) 무덤
에 사용된 에너지의 양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규모, 구조의 복잡성 등은 신분적인 차등성을 명확하게 나타
내 주는 요소로 이를 기준으로 한 유형의 세분화는 당시의 신분질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최경규
2012) 말이산고분군의 A유형 석곽묘의 세분화는 부장유물의 질적인 차이는 물론 석곽의 규모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석곽의 규모는 자연스럽게 상부구조인 봉분의 크기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
이며, 거대 봉분과 매장주체부를 축조하는데 상당한 노동력과 경제력 즉, 정치적 힘이 소비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아라가야 묘제별로 규모와 구조(유형화)를 중점적으로 주변유적과 비교
해서 말이산고분군의 대표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주변 유적과의 묘제별 비교검토
1) 목관묘 단계
아라가야 권역에서 조사된 목관묘 유적은 말이산고분군 외에 소포리고분군이 유일하다. 일찍부터 함안
지역은 『삼국지』 위지동이전의 기록에 따르면 변·진한 제 소국 중에서 김해의 구야국과 더불어 가장 강력
한 중심소국으로 비정되어진 안야국(安邪國)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말이산고분군에서
조사된 목관묘 중에서 위세품이라 파악되는 청동제 부장품은 단 2기에 불과하다. 소포리고분군에서는 3기
의 목관묘에서 철검, 철모 등의 철제 무기류가 부장되었다. 이 정도의 부장품 조성은 문헌기록에서 알려진
안야국의 위상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비춰진다. 따라서 말이산고분군의 목관묘 단계의 사회발전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변한지역 목관묘 조성집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접근하여야 한다.
목관묘 유적의 사회발전 정도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각 목관묘 집단의 최고수장층
이 소유한 위신재의 비교를 통해서 가능하다. 변한지역 목관묘 유적에서 출토된 위신재를 살펴보면, 각 지
역별로 위신재의 종류와 수량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변한지역의 목관묘 축조
집단은 모두 동일시기에 목관묘를 조형한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조영되었으며 청
동기 및 철제 무기류 등의 위신재의 소유 역시 그러하다. 말이산고분군과 소포리고분군 목관묘는 기원전 1
세기 전반에서 기원후 2세기 전반에 거쳐 축조되었으며 위신재인 청동제가 말이산고분군에서만 출토되는
것에서 말이산고분군 목관묘 집단을 중심으로 안야국이 성립되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의 자료로는 안야국의 영역은 지금의 함안분지와 군북면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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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산 <문>22호

말이산 <문>26호

양동리 55호

다호리 1호
<그림 9> 말이산고분군 목관묘와 변한지역 목관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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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산고분군의 위신재로 본 사회발전 정도는 창원, 김해, 밀양지역보다 낮은 모습이다. 즉, 동시기 존
재한 변한의 동일 문화권역 내에서 뚜렷한 중심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그 세력이 미약하여 사회문화적인
발전단계가 다소 늦은 주변지역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변한사회에서 낙동강수계를 중심으로 한 창원 다
호리집단이 위계가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이창희 2016), 그 다음의 김해·밀양지역 모두 변한 이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지리적 여건에 의해 문화지체현상3)이 보이는 변한 이서지역
(조영제 2006)에서는 함안지역이 가장 많은 수의 목관묘가 확인된 것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결국, 목관묘
단계의 말이산고분군은 아라가야 권역에서는 중심집단으로 자리하지만 주변의 변한사회에서는 중간정도의
사회문화적 발전단계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 변한지역 목관묘 출토 위신재와 유입시기(조수현, 2017, 52쪽 재인용)
지역

유적명

창원

함안

유입시기

방격규구사신경, 방제경, 청동천, 환형동기,
영부검파두식, 철검, 철모, 청동검파두식

기원후 1C 후반

3

소문경, 청동과, 칠초철검

기원후 1C 후반

대성동

구지로(경성대)12
대성동 67

청동천, 철제대구, 마형대구

기원후 1C 후반

다호리

(국박)1·2·3·6·15·19·
23·24·61·63·A73
(김해박)104·125·141·151

세형동검, 성운문경, 가상귀부경, 오수전, 반량전,
단추형동기, 청동제검파두식, 칠초동검, 청동모, 동탁,
통판, 청동천, 청동환 등

기원전 1C 전반
~기원후 1C 후반

3·8·10·13·17

성운경, 소명경, 칠초동검, 청동모, 청동과,
한국식동검, 검파두식, 반부 등

기원전 1C 후반
~기원후 1C 중반

사포리

13

반부

기원후 1C 후반

제대리

7·9

청동환, 호형대구

기원후 1C 후반

말이산

<문>22·26

청동제 검촉, 검초장신구

기원후 1C 후반

가야의 숲

교동

밀양

주요 위신재

양동리(東) 17·55·99

양동
김해

목관묘

2) 목곽묘 단계
아라가야 권역에서 목곽묘가 조사된 유적으로는 함

4.5

안의 황사리·윤외리·하기리고분군, 칠원 오곡리고분

4

2

에 해당한다. 목곽묘 단계의 주변 각 유적에서 규모 및

예2

현14

0

하1

기를 기준으로 두 단계로 세분된다. 즉, Ⅰ단계는 3세

소(경문)1

1
0.5
윤4

아라가야 목곽묘 단계는 대형목곽묘가 등장하는 시

기 후엽에서 4세기 후엽까지이며, Ⅱ단계는 5세기 전반

목곽 길이
목곽 너비

1.5

황36

면 3세기 후엽에서 5세기 전반에 집중된다.

3
2.5

말<경>33

의령 예둔리고분군 등 8개소 정도이다. 출토유물로 보

3.5

말<문>35

군, 군북의 장지리·소포리고분군, 마산 현동고분군,

<그림 10> 아라가야 권역 목곽묘 Ⅰ단계 규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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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아라가야 권역 Ⅰ단계 목곽묘
묘광규모

목곽규모

출토유물

유
형

시기

1.65

와질개1, 와질노형토기2, 양이부단경호4, 단경호
1, 연질첨저옹1/철모1, 철촉1, 도자1, 단조철부3,
철겸1, 경식1(수정제절자옥, 유리제환옥)

b

3C말엽~
4C초엽

3.88

1.64

와질노형토기2, 개1, 직구호1, 양이부단경호4, 단
경호2, 노형토기1/도자2, 단조철부3, 주조철부2,
경식1(유리제곡옥, 마노제구옥, 유리제환옥)

b

4C초엽

2.0

3.52

1.08

양이부단경호1, 단경호4,연질첨저옹1, 고배3,
노형토기1/파배1, 철촉1

b

4C중엽~
후엽

도굴

5.47

1.9

3.86

1.27

고배1, 파배6, 연질옹1, 단경호5/주조철부1,
철촉1

c

4C중엽

도굴
파괴

1

2.33

1.14

1.77

0.67

파배1

d

4C중엽

삭평

소포리
(경문)

5-3구역
나-2지구-1

4.11

1.97

3.48

0.91

단경호1,노형토기1

c?

4C초엽

삭평

현동

14

4.15

1.5

3.15

0.95

직구호1, 단경호4, 연질옹2

c

4C중엽

예둔리

2

4.8

2.0

3.6

1.3

노형토기1, 단경호1, 문양개1, 경식1(유리제환옥)

?

4C중엽~
후엽

유적

유구

길이

너비

길이

너비

<문>35

4.1

2.35

3.4

<경>33

4.48

2.23

황사리

36

5.6

윤외리

4

하기리

비고

말이산

도굴
파괴

부장품의 질적인 부분에서 가장 위계가 높다고 파악되는 유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말이산고분군의 대표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목곽묘 Ⅰ단계에는 함안분지에서는 소포리의 1기를 제외하면 모두 말이산고분군에서만 목곽묘가 조사
되었고, 주변에는 남강 남편에 가까이 입지하는 황사리·윤외리·하기리고분군과 남해안에 가깝게 입지하
는 현동유적에서만 나타난다. 목곽묘의 규모는 하기리를 제외하면 길이에서는 큰 편차를 보이지 않지만, 목
곽의 너비에서 보면 말이산고분군의 목곽묘가 넓은 편이다. 목곽묘의 유형은 말이산과 황사리는 b유형이며
그 외, 윤외리, 소포리 등 주변의 유적은 c유형으로 구조적으로 급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무
엇보다 출토유물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 말이
산 목곽묘에는 다량의 토기를 비롯해 철기 다수가 부

7

장되는데 반해, 주변유적에서는 토기류 위주의 부장

6

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목곽묘 Ⅰ단계부터 서서

5
4

목곽 길이
목곽 너비

3
2

현<창>43

현<동서>35

오-가야 5

말<경>13

말<문>45

말<문>36

말<문>10

마갑총

a~b유형 정도의 대형 목곽묘가 조영되는 곳은 말이

<그림 11> 아라가야 권역 목곽묘 Ⅱ단계 규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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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가야 권역에서 목곽묘 Ⅱ단계에 들어와서

1
0

히 말이산고분군이 아라가야의 중심으로 부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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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고분군과 오곡리·현동고분군에 불과하다. 목곽묘
부장유물의 질적 차이와 규모와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된 바(조수현 2017), 규모의 비교를

통해서 목곽묘 Ⅱ단계의 말이산고분군의 우월성을 검증할 수 있는데, 오곡리고분군에 조영된 가야5호 목곽
묘를 제외하면 말이산고분군 목곽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규모와 부장품의 양과 질에서 확연한 차이
를 보인다. 오곡리 가야 5호 목곽묘도 a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말이산 <경>13호 b유형과 비교해도 열
세이다. 출토유물에 있어서는 피장자의 위계를 나타내는 갑주·마구·환두대도·유자이기·철정 등이 다량
부장되며 축조과정에서의 장속의 흔적이 조사되는 등 주변유적의 목곽묘와 격절된 양상을 보인다. 종합하
면 아라가야 목곽묘 Ⅱ단계에 말이산고분군이 주변유적을 압도하면서 권력의 중심지로서의 대표성을 확립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아라가야 권역 Ⅱ단계 목곽묘
유적

유구

마갑총

<문>10

말이산

<문>36

<문>48

오곡리

묘광규모
길이

9.0
(추정)

7.1

6.7

7.6

너비

2.8

3.3

2.85

4.3

목곽규모
길이

6.0

4.8

4.55

5.4

출토유물

유형

시기

비고

2.3

※충진토내 : 와질노형토기편(장속)
고배13, 유개고배3(화염4), 개4, 광구소호13,
파배3, 장경호2, 단경호4, 발형기대4, 방추차1/
환두대도1, 대도1, 철모6, 철촉11, 주1, 마갑2,
마주1, 재갈1, 교구7, 도자2, 단조철부2, 철겸1,
철추(살포?)1, 꺾쇠8, 관정20

a

5C초엽

축조
과정
장속

1.8

※봉토내 : 주조철부2(장속)
고배20(화염12), 개7, 광구소호3, 소형기대2, 파
배2, 대부호1, 장경호4, 단경호10, 노형기대2,
통형기대1, 발형기대4/철촉5, 재갈1, 철정10,
유자이기2, 도자1, 단조철부2, 철겸1, 철착1,
경식1(유리제환옥, 비취곡옥), 꺾쇠14, 관정5

a

5C초엽

축조
과정
장속

1.65

※봉토내 : 대형고배11, 장경호2, 단경호2/주조
철부2
고배4, 개5, 광구소호1, 파배1, 장경호2, 단경호
6, 대부호1, 통형기대2, 발형기대3, 대호1/환두
대도1, 철모2, 철촉19, 주1, 재갈1, 유자이기4,
철정40, 단조철부3, 관정8

a

5C초엽

축조
과정
장속

2.0

고배7, 개8, 파수부광구소호1, 광구소호2, 소형
기대2, 장경호1, 단경호3, 노형기대1/대도6, 철
모3, 물미2, 철촉45, 삼지창1, 찰갑1, 등자1, 재
갈1, 침금구20, 교구4, 유자이기1, 철정77, 도자
7, 단조철부9, 망치1, 봉상철기1청동환1, 금제
이식2+곡옥2, 경식1(유리제환옥, 비취곡옥)

a

5C초엽

b

5C초엽

너비

<경>13

6.6

2.5

5.2

1.5

유개고배15, 파배1, 파수부광구소호1, 유공광구
소호1, 소형기대2, 유개파수부직구호3, 장경호
2, 유개단경호3, 통형기대1, 발형기대2/대도1,
철검1, 철모2, 물미2, 철촉40, 삼각판혁철단갑1,
등자2, 재갈1, 교구3, 혁금구1, 유자이기2, 도자
1, 단조철부2, 철겸1, 꺾쇠6, 관정14

가야 5

5.92

2.62

4.18

1.3

고배3(화염3), 유개고배1, 유개대부파수부호1,
광구소호1, 소형기대1, 단경호3, 발형기대1,
연질옹1/유자이기1

a

5C초엽

<동서>35

4.55

2.31

2.78

0.76

유개고배3(화염1), 고배1, 유개대부직구호1,
단경호2/철촉2, 도자1, 철정4, 조침1

b

5C초엽

<창>43

3.75

1.25

2.8

1.0

고배4, 파배1, 단경호2/대도1, 철모1, 철촉11,
재갈1, 교구1

b

5C초엽

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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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혈식석곽묘 단계
아라가야 권역에서 가장 이른 석곽묘는 말이산 <경>파괴분으로 대략 5세기 전엽에 축조된다. 말이산고
분군에 대형 목곽묘가 등장한 5세기 전엽이 지나 5세기 중엽 정도에 본격적으로 대형 봉토분이 말이산 구릉
정선부를 점유하면서 조성되기 시작한다. 대형 봉토분의 매장주체부로 석곽묘가 축조되게 되는데, 이 석곽
묘는 세장하며 내부 3공간 분할이라는 구조원리가 정확하게 지켜지는 특징을 보인다. 석곽묘 단계에 아라가
야 권역에서 말이산고분군과 비교될 수 있는 유적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전대의 목곽묘 Ⅱ단계에 확
립된 대표성이 더욱 공고해지면서 가야제국의 큰 축을 이루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주변유적의 대표유구와
입지, 규모, 구조 및 유물 등을 비교해보면 말이산고분군의 우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분류한 A유형 석곽묘는 아라가야의 지배자(왕 혹은 수장층)의 무덤으로 파악되는데, 아라가야 권

【표 4】 아라가야 권역 A유형 석곽묘
유적

유구

6

8

25

35

묘광규모
길이

14.0

13.0

11.7

12.6

너비

4.7

3.0

3.8

3.5

석곽규모
길이

9.7

11.0

10.65

10.6

순장
인수

들보
시설

유형

시기

1.9

무구류: 종장판주, 마갑, 마주
마구류: 안교, 등자, 재갈
의식·재화류: 유자이기, 철정
금속장신구류: 금동제이식

5인

○

A-1

5C중엽

1.85

무구류: 주, 경갑, 괘갑, 마갑, 마주
마구류: 안교, 등자, 재갈, 행엽, 운주
의식·재화류: 유자이기, 철정, 청동령
금속장신구류: 금제이식, 은제과판

5인

○

A-1

5C후엽

1.85

무구류: 주(소찰)
마구류: 안교, 행엽, 재갈
의식·재화류: 유자이기, 철정
금속장신구류: 금동제이식, 금동편(관?)

2인

○

A-1

6C초엽

1.7

무구류: 찰갑
마구류: 안교, 등자, 행엽, 재갈
의식·재화류: 유자이기, 철정
금속장신구류: 금제세환이식, 금동판장식

2인

○

A-1

6C초엽

1.4

무구류: 주(몽고발형)
마구류: 안교, 등자, 행엽, 재갈
의식·재화류: 청동제삼환령철정
금속장신구류: 청동지금장 귀면장식, 금제이식

5인

○

A-2

5C후엽

1.64

무구류: ×
마구류: 안교, 행엽, 운주, 재갈
의식·재화류: 유자이기, 철정
금속장신구류: 금피철제이식

2인

○

A-2

5C후엽

1.4

무구류: ×
마구류: 행엽, 재갈
의식·재화류: 유자이기, 철정
금속장신구류: ×

2인

×

A-3

5C중엽

1.58

무구류: ×
마구류: 안교, 등자, 운주, 재갈
의식·재화류: ×
금속장신구류: ×

2인

×

A-3

5C후엽

너비

말이산
<문>
54

101

<동>
6-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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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10.3

9.5

10.8

3.8

3.8

2.8

4.1

7.9

8.8

7.0

7.1

위세유물

역에서는 말이산에서만 조영된다. B유

45

형 석곽묘 정도가 주변유적인 칠원 오

40

곡리, 마산 현동, 의령 예둔리에서 나

30

타나는데, A유형과 B유형의 격차는 규

25

모와 순장 및 들보시설 등의 구조적인

15

측면과 부장유물에서 극명하게 들어난

10

다. 말이산고분군에서 A유형 주변의 봉

0

35

망이산 8
유곡리 2
중동리 1

20

5

분이 잔존하지 않는 급의 석곽묘가 주

직경

변 유적에서는 최상위 위계의 무덤으로

봉분

축조되는 양상이다. B유형 중에서 오

길이

너비
석곽

<그림 12> A유형 석곽묘와 의령지역 최고 위계 석곽묘 규모 비교

곡리 A-M1호분의 경우는 봉분을 구비
하고 있는 주변유적에서 보기 드믄 사례이다. 봉분은 상당부분 유실되었으나, 잔존부분으로 추정하면 직경
이 10.5m이다. A-3유형의 가장 규모가 작은 <현>5호분의 봉분이 직경 15m인 것을 감안하면, 말이산에서
10m 급의 봉분은 B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의령에서 말이산에 고총고분이 축조되는 이 단계에 유곡리고분군이 유력집단의 묘역으로 축조되는데,
정식보고 전이라 상세한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의령지역에서도 5세기에 들어서 석곽묘가 축조되기 시작
하는데, 당시 의령지역에 하나의 정치집단이 형성되어 주변 가야제국들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서 성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분의 규모나 주변 유적의 분포상을 감안하면 의령 운곡리나 죽전리, 경
산리와 유곡리고분군이 있는 의령의 동북부지역에서도 가야 소국에 해당되는 어떠한 정치체가 존재했을 가
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의령군 2017) 의령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유곡리고분군에서 조사된 2호분은 대형
봉토분에 해당되며 봉분의 규모는 직경 15m, 석곽의 길이는 8.2m, 너비 1.3m로 규모면에서는 말이산의
A-3유형 정도 급에 해당한다. 유곡리고분군에서 조사되지 않은 봉토분을 보아도 직경이 대체로 10~20m
정도이며 능선 정상부에 주로 조영되어 있다. 가장 규모가 큰 3호분의 경우 직경이 20.9m, 매장주체부인
석곽의 길이는 8.3m, 너비 0.8m로 말이산 A-2유형 급에 해당한다. 결국, 유곡리고분군은 규모면에서만
보면, 말이산 A-1유형 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외, 시기는 다소 늦지만 대형 석곽묘가 조사된 의령 중동
리 1호분의 경우에도 봉분과 석곽의 규모로 보면 말이산 A-2~3유형 급이다. 규모면에서는 의령지역의 수
장급 무덤의 경우, 말이산 최고급의 무덤에 미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의령지역 대표 석곽묘 제원
석곽규모

유적

유구

봉분
직경

길이

너비

유곡리

2

15

8.2

중동리

1

21

7.95

부장품

시기

비고

1.3

개, 고배, 단경호, 기대(아라가야양식), 방형식금구,
마구류, 환옥, 꺾쇠 등

5C 중후반

도굴

1.16

개1, 고배2, 대도금구1, 안교(내연금구), 철촉8,
청동피금제세환이식, 꺾쇠

6C 1/2

봉분내 배장곽
1기, 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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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아라가야 B유형 석곽묘 규모 비교

A유형 석곽묘는 횡혈식석실묘가 말이산
고분군에 도입되는 6세기 전엽까지 지속된

6

다. 그 외 주변유적 중에서 B유형을 최고위

5

계의 분묘로 조영한 고분군을 살펴보면, 오

4
석곽 길이
석곽 너비

3
2

군을 들 수 있는데, 도굴로 인해 유물의 비교

1
도계(경발)86-7

합60

대평M1

현64

오천11

예1

오(우리)A-M1

말<문>40

는 그다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마갑총1호

0

곡리·예둔리·현동·합성동·도계동고분

규모로 비교해 보면, 오곡리 A-M1호분과
예둔리 1호분은 말이산 B유형과 유사하지만
그 외 현동, 도계동, 합성동은 열세이다.
B유형은 앞서 말이산고분군에서 순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순장자를 상징하는 공간에 일정한 공지를 두고 A유형에서의 순장자 공헌품으로 여겨지
는 화염형투장고배가 부장되는 현상을 기준으로 2개의 소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B-1유형은 말이산고분군
에서만 확인된다. 말이산고분군에서 B유형의 경우, A-2·3유형과 같이 A-1유형 주변부의 고분복합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구릉의 북단부에 치우친 곳에 집중분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말이산고분군에서 위계에 따
른 별도의 독립된 묘역을 구성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말이산고분군에서 고총고분
과의 고분복합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위계의 무덤이 주변유적에서의 최고 위계자의 무덤과 거의 동급에 가
깝거나 규모나 부장유물의 질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상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횡혈식석실묘 단계
6세기 중엽에 들어오면 말이산 구릉 최남단에 35호분(암각화고분)을 끝으로 고총 축조가 중단된다. 함
안지역에는 말이산 <문>4·5·8·47호 4기, 남문외고분군에서 1기(11호분), 소포리고분군에서 13기의 횡
혈식석실묘가 축조되었다. 출현기의 가야 횡혈식석실은 지역 수장층 단위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세
장방형이라는 재지의 수혈식석곽 평면형태를 유지하면서 단벽 중앙에 설치된 간단한 구조의 짧은 연도, 연
도 천장과 현실 천장의 낮은 단차, 선행 묘제와의 축조재료와 기법의 동질성 등 구조적으로 상당한 유사점
이 간취된다.(이주헌 2000; 하승철 2017) 말이산고분군과 남문외고분군에서 축조된 석실도 이 범주에 포
함된다.
소포리에서는 가야시기 석실묘는 1구역에서 5기가 조사되었다. 규모가 가장 큰 석실은 1구역 나-2지
구 1호로, 주구를 기준으로 봉분직경 8~11m 정도로 추정된다. 말이산과 남문외에 비하면 봉분과 현실의
규모는 소형이다. 현실 바닥에는 무시상과 측면시상, 전면시상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말이산에서 횡혈식석실묘가 조영되는 6세기 중엽에 의령지역에 많은 유적이 분포한다. 사실 이 시기의
의령지역을 아라가야권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시기 대가야가 황강수계, 남강 중상류역, 섬진강수계, 금
강상류역에 걸친 넓은 권역을 형성한 것에 비해 아라가야는 함안분지 일대와 진동만에 국한된 지역에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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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아라가야 권역 B유형 석곽묘
유적

유구

마갑총
1호

묘광규모
길이

6.8

목곽규모

너비

2.4

길이

5.2

봉분

유형

시기

1.0

무구류: ×
무기류: 철촉
마구류: 등자, 재갈, 운주
의식·재화류: 유자이기
금속장신구류: 금제이식, 금동제금구

×

B-1

5C중엽

1.0

무구류: 소찰편
무기류: 물미1
마구류: 금구편
의식·재화류: ×
금속장신구류: ×

×

B-1

5C후엽

1.05

무구류: ×
무기류: ×
마구류: 안교, 등자, 재갈, 금구편
의식·재화류: ×
금속장신구류: 동지금장세환이식

○
직경
15m

B-2

5C후엽

0.75

무구류: ×
무기류: 철검, 물미, 철촉
마구류: ×
의식·재화류: 유자이기, 철정
금속장신구류: ×

×

B-2

5C중엽

0.84

무구류: ×
무기류: ×
마구류: ×
의식·재화류: ×
금속장신구류: 금동제이식

×
주구

B-2

6C초엽

1.15

무구류: ×
무기류: 환두대도, 철검, 철모, 삼지창, 철촉
마구류: 교구
의식·재화류: 철정
금속장신구류: 금제이식

×

B-2

5C중엽

0.6

무구류: ×
무기류: 대도, 철촉
마구류: ×
의식·재화류: ×
금속장신구류: 청동환

○
즙석/
직경
17m

B-?

5C후엽

0.72

무구류: ×
무기류: 대도, 철촉
마구류: ×
의식·재화류: ×
금속장신구류: ×

×

B-2

5C후엽

0.95

무구류: ×
무기류: 철촉
마구류: ×
의식·재화류: ×
금속장신구류: ×

×

B-2

5C중엽

말이산
<문>
40

오곡리
28번지
(우리)

예둔리

오천리

현동

대평리

합성동

도계동
(경발연)

A-M1

1

11

64

M1
(왜계)

60

867

6.9

6.5

6.3

5.42

5.3

?

4.22

4.75

2.05

3.2

2.12

1.9

2.35

?

1.75

2.25

5.2

4.95

5.23

4.5

3.65

3.4

3.56

2.7

위세유물

너비

력을 유지하면서 주변제국과의 교류관계를 유지하였다.(박천수 2012) 의령지역에서는 5세기 후반부터 급
속도로 성장한 대가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며, 서진하는 신라세력의 문물도 유입된다. 6세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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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서부경남일대와 동일하게 백제의 영향력에 의해 횡혈식석실묘가 유입되며 운곡리 1호분과 경산리 1
호분에서 발견된 왜계 석실 구조로 보아 일본의 구주지역과도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등 의령지역은 당시 정
세에서 주변 강대국의 점이지대와 같은 성격을 보이고 있다. 의령지역에서 조사된 대표적인 횡혈식석실묘
는 중동리 4호분과 경산리 1호분 및 운곡리 1호분이며, 운곡리에서 조사된 다른 석실묘는 가야멸망 이후에
축조된 것이다.
횡혈식석실이 조영되는 시기의 의령지역은 아라가야 권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주변지역으로서 의령지역과 말이산의 횡혈식석실을 규모면에서 비교해 보면, 남문외 11호분을 제외하면 거
의 유사한 수준이다. 결국, 석실묘 단계에서는 아라가야 권역과 의령을 중심으로 한 주변유적과 비교해 보
아도 남문외 11호분이 최대 규모이다. 따라서 말이산고분군에서 횡혈식석실묘가 축조되는 단계는 앞 시기
에서 보인 규모에 관한 우월성은 더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말이산고분군보다 좀
이른 시기에 바로 인접한 남문외고분군에서 최대급의 횡혈식석실이 축조된다는 사실은 이 시기에 남문외고
분군의 수장층이 새롭게 부상하였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남문외와 말이산의 입지와 인접성을 고
려한다면 말이산 수장층 일부가 남문외 고분에 새롭게 묘역을 조성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
을 것이다.(하승철 2018)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이산에 조영된 6세기 석실묘는 주변지역의 석실과의 비교
뿐 아니라 말이산에 조영된 전 단계 고총에 비하면 규모 등에서 상당히 축소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말이
산에 무덤을 조영하는 지배자 집단이 더 이상 고분축조에 에너지를 투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이때는 부장유물에서도 아라가야토기의 부장비율보다 대가야·소가야 토기의
반입이 늘어나는데, 아라가야 토기의 쇠퇴기로 볼 수 있다. 도굴의 피해를 입었지만, 더 이상의 금동제 장

경산1
경산1

윤곡1
윤곡1

중동4
중동4

소(경상)1구역-6
소(경상)1구역-6

소(경상)나2-1
소(경상)나2-1

면적
면적

남11
남11

16
16
14
14
12
12
10
10
88
66
44
22
00

말<문>4
말<문>4

경산1
경산1

윤곡1
윤곡1

중동4
중동4

소(경상)1구역-6
소(경상)1구역-6

소(경상)나2-1
소(경상)나2-1

남11
남11

봉분
봉분 직경
직경
현실
현실 길이
길이
현실
현실 너비
너비

말<문>4
말<문>4

35
35
30
30
25
25
20
20
15
15
10
10
55
00

<그림 13> 아라가야 권역 및 주변(의령)지역 석실묘 규모 비교

식대도, 무기, 무구류, 금동제 장신구류, 유자이기 등의 위세품이 보이지 않는 등 말이산고분군의 조영집단
즉, 아라가야 지배집단에게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변동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6세기에 말이산고분군에 도입된 횡혈식석실묘는 백제의 영향으로 보고 있는데, <문>47호분에서 출토
된 관정과 관고리는 백제의 장제와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백제의 영향으로 도입된 횡혈식석실묘
는 이전까지의 아라가야 특징의 묘제와 장제의 소멸을 가져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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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말이산고분군 및 주변지역 석실분 제원
유적

유구

봉분

현실

연도

직경

길이

너비

높이

평면비

면적

길이

너비

<문>4

20

5.3

1.75

1.85

3.03

9.28

1.45

1.0

<문>5

?

5.0

1.6

2.0

3.13

8.0

2.0

1.45

<문>8

?

5.0

1.35

1.1

3.7

6.75

2.1

0.95

<문>47

18

4.9

1.8

1.05

2.72

8.82

1.8

1.15

남문외

11

29.5

7.0

2.0

2.1

3.5

14.0

2.0

1.0

소포리

나2-1
(경상)

?

4.38

1.92

1.32

2.28

8.4

1.5

1.43

소포리

1구역-6
(경남)

?

3.28

1.24

0.55

2.65

4.06

?

?

직경

길이

너비

높이

평면비

면적

길이

너비

말이산

【표 9】 의령지역 대표 석실분 제원
봉분

현실

연도

유적

유구

중동리

4

13.1

4.65

1.5

2.4

3.1

6.98

1.6

0.45

운곡리

1
(왜계)

9.5

4.15

2.5

1.96

1.66

10.36

1.6

0.8

경산리

1
(왜계)

24

5.0

2.6

2.6

1.92

13.0

3.8

1.0

Ⅴ. 아라가야 권역 내 말이산고분군의 대표성

이상, 묘제의 변천단계별로 주변유적과 규모 및 구조(유형), 부장유물의 조성 등을 중심으로 비교검토
를 진행하였다. 이를 요약하여 아라가야권역에서 말이산고분군의 우월성·대표성·차별성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1. 입지의 우월성
가야고분은 정상부를 포함하는 구릉 혹은 능선, 산지 혹은 구릉의 사면과 하단부 구릉성 대지와 선상지
등에 입지한다. 일정 지역 정치체의 지배집단의 고분군은 반드시 정상부를 포함하는 능선 상에 입지하며 중
심고분군이 위치하는 구릉은 상대적으로 넓은 평지쪽을 내려다 보듯 뻗어나간 지형을 이룬다. 이러한 입지
가 정치적, 이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이성주·손철 2005) 아라가야 권역에서 조영된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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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부분 독립된 구릉보다는 배후 산지에서 뻗어 내린 능선의 척릉과 사면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는 반
면, 분지의 중앙으로 뻗어 내린 독립된 구릉 전체를 점유하며 입지한 고분군은 말이산고분군이 유일하다.
말이산은 함안분지의 중심부에 길게 뻗은 구릉으로 지석묘 단계부터 묘역으로 사용되어 아라가야가 멸
망한 시점의 횡혈식석실묘까지 일정한 방향으로 고분군이 성장해 간 것을 한 눈에 보여준다. 아울러 지배자
급(왕·수장층)에서 중소형묘에 이르는 고분의 서열에 따라 배치가 결정되는 방식은 주변 고분군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다. 이러한 입지의 선정은 아라가야 목곽묘 Ⅱ단계(5세기 전반)부터 지배자집단의 공동묘지로
조성되었고 구릉 정선부에 계획적인 배치로 입지적 우월성을 확립한 것은 석곽묘 단계이다.
묘지의 지형과 경관을 고려하여 각 고분의 입지와 배치에 권력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아라가야 지배자집
단의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성주 2017)이 말이산고분군인 것이다. 5세기 중엽 이후 축조된 대형 고총이 늘
어선 말이산고분군은 그 자체가 아라가야 지배자집단의 거대한 기념물로 볼 수 있다.
또한 말이산고분군은 왕궁지(왕성)과 세트를 이루고 있다. 각 가야의 중심 고분군에서만 보이는 양상으
로 대가야 지산동고분군, 금관가야 대성동고분군, 다라국의 옥전고분군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아라가야 왕
도의 중심지에 특별하게 선정된 독립된 구릉이 말이산고분군이다.

2. 규모와 구조의 대표성
말이산고분군은 목곽묘 Ⅱ단계부터 본격적인 아라가야 지배자집단의 묘역으로 확립되는데, 주변유적
과의 비교에서는 고총단계로 들어서는 석곽묘 단계부터 규모에 대한 우월성이 현저하게 보인다. 봉분 직경
30m 이상 되는 초대형의 무덤이 조영되며 석곽의 길이도 10m 전후이다. 무덤 내부의 공간 확대는 순장과
부장품의 다량매납을 위한 것이며 이것이 위계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규모로서는 아
라가야 권역에서는 비교 상대가 없으며 탁월하다.
말이산고분군에 조영된 최상위 위계의 극세장방형 석곽묘(A유형)는 [부장공간]-[주피장자공간]-[순장
자공간]의 3공간 분할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긴 석곽의 중앙부에 내곽을 설치하여 공간을 분할하
고 목곽의 내측에는 주피장자를 안치하는 목관 또는 칸막이 시설을 하여 구분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곽
의 발치쪽으로는 순장자를 안치하기도 하는데, 이 순장자는 주피장자와 관계성 혹은 신분적 차별에 의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주피장자의 머리쪽에 해당하는 내곽과 외곽인 석곽 사이의 공간에는 주로 토기류를 부장
하였는데 제사 등에 사용된 토기류와 사후생활에 사용되는 다양한 유물을 배열하였다. 내곽 상부에는 장례
행렬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구류와 무기류 등을 부장하였고, 발치쪽 내곽과 외곽 사이의 공간은 순
장자 공간으로 순장인수의 차이에 의해 주피장자의 신분적 상하가 나타나며 이는 석곽 규모에 그대로 반영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타자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가진 절대 권력자의 존재를 말해주는 순장은(김수환
2017) 아라가야 권역에서 말이산고분군에서만 나타나며, 초대형급인 A유형 석곽묘에만 시행된다. 이러한
순장을 시행하기 위해 석곽의 규모를 규정하고 내부 구조의 치밀한 기획이 잘 나타나 있으며, 위계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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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장인수의 조절 등 당시 상장의례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석곽축조 재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
해 들보시설이 적용되는데, 이는 말이산고분군의 A유형에서만 확인되는 독특한 공법이며 상당한 기술적 공
력의 결과물이다. 아울러, 1500년을 지나도록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봉분은 당시의 최첨단 토목공법이 적
용된 결과로, 구조적으로 보아도 아라가야 권역에서 우월성과 대표성이 인정된다.

3. 무덤 형성과정의 차별성
사실 아라가야 권역에서 말이산고분군은 여타의 고분군과는 다른 입지, 공간조직, 규모와 외관, 부장품
의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고분군은 찾을 수 없다. 다만 말이산고분군이 처음 조영되는 단계
부터 우월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목곽묘 Ⅱ단계에 들어와 대형목곽묘가 말이산 북쪽 일대를 점유하는 단
계부터 주변유적과 비교해서 탁월한 우위를 보이게 되고, 구릉의 정선부에 고총고분이 본격적으로 형성되
는 석곽묘 단계에 모든 요소에서 우월성을 나타내며 아라가야 지배자의 묘역으로 확립되게 된다.
말이산고분군은 아라가야의 성립에서 멸망까지의 모든 묘제의 변천과정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유일한
고분군이다. 주변유적 대부분은 한정된 시기에 집중적으로 묘역이 형성되고 소멸되며, 시기에 따라 세력의
중심에 변동이 확인된다. 정치체의 중심고분군은 적어도 500~60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과정을 거쳐 형성되
었으며 사회와 지배집단 내부에서의 철저한 차별화를 통해 지배권력을 정당화하는 이념적인 공간을 만들어
내는데(이성주 2017) 그것이 아라가야의 말이산고분군인 것이다. 이렇게 아라가야의 중심고분군으로서 성
장한 것은 상기와 같이 다른 고분군과는 형성과정이 달랐기 때문이다.

Ⅵ. 맺음말 - 주변유적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본 말이산고분군의 가치

앞서 묘제의 단계별로 주변유적과 비교한 내용을 종합하여 가야문명에서의 말이산고분군의 가치를 요
약하며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말이산고분군은 입지와 봉토분의 군집이 구릉의 주능선부에서 아래쪽의 지능선부로 구릉을 따라 유려
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아라 왕궁지를 비롯하여 주변 어느 곳에서 보건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역사문화적
경관이 탁월하다. 이처럼 아라가야 권역과 주변유적에서 볼 수 없는 경관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계유
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말이산고분군이 아라가야의 대표성을 본격적으로 확립하는 5세기 전엽부터 목곽묘의 규모와 유물의 양
과 질적 측면이 차별화 되며, 구릉 정선부를 점유하며 대형 봉토분이 조영되는 5세기 중엽 이후 봉분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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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의 규모, 내부 3분할 및 들보시설 등 기술·구조적 측면에서 주변에 비교대상이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가
치를 보인다. 주변지역인 의령 등은 당시의 정세에 따라 문화적 변동이 다양하게 반영되는 반면, 말이산고
분군은 아라가야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수세기 동안 점진적인 조영을 이루어내며 연속적인 문화유산을 남겼
다는 점에서 가야문명의 대표성을 지닌다. 특히, 석실묘 단계에서 말이산고분군에는 주변유적과 다르게 왜
계석실 등의 이질적인 구조의 무덤이 조영되지 않는, 조영될 수 없는 독립되고 신성시되는 아라가야 지배자
(왕급) 묘역이므로 확실한 아라가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고분군인 것이다.
또한 가야문명에서 발생한 묘제인 목관묘·목곽묘·수혈식석곽묘·횡혈식석실묘가 한 단위 고분군에
연속 조영된 예는 아라가야 권역 및 주변유적에서도 말이산고분군이 유일하며, 가야문명의 정체성을 뚜렷
하게 나타내는 유일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이는 가야문명의 성장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으로 어느 유적보
다도 대표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6세기 중엽 횡혈식석실묘의 조영을 끝으로 가야멸망 이후에
는 묘역으로서 기능이 차단된다. 그러나 고분군의 원형은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잘 보존되어 오고 있어
가야문명의 완전한 모습을 보인다. 이 또한 상당한 가치를 지닌 유적임은 확실하다.

최경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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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합천지역에 가야의 소국 중 하나였던 다라국(多羅國)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일찍부터 문헌사학자
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다라국은 「일본서기」에 국명만 전해 올 뿐 정확한 위치와 구체적인 역사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1985년 합천군 쌍책면에 있는 옥전고분군에 대한 1차 조사가 이루어지고, 대형 목곽묘와 함
께 금동관, 금제 수하부이식, 갑주와 마갑주 등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물이 발견됨과 동시에 고분군 바
로 옆에 다라리(多羅里)라는 다라국과 꼭 같은 명칭을 가진 마을이 존재함으로서 옥전고분군은 다라국 지배
집단의 묘역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후 옥전고분군에 대한 5차례의 기획적인 학술조사와 1차례의 봉분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시굴조사,
성산리 토성지 발굴에 수반된 M28호분 조사, 산자락의 소규모 발굴조사와 이후 순차적으로 간행된 십수권
의 발굴보고서에 의해 고분군의 시작과 전개, 소멸의 과정이 밝혀지고, 이는 곧 다라국의 성립과 발전, 쇠퇴
라는 역사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본고에서는 옥전고분군의 묘제의 변천과 토기 중심의 유물 분석을 통해 고분군의 편년과 획기를 추적
하고, 이것이 다라국의 어떤 역사과정을 보여주는 가를 밝힘으로서 본 고분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드러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렇게 밝혀진 고분군의 가치가 다른 지역의 정치체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적출하여 이
고분군이 가지고 있는 세계유산적 가치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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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입지와 경관

1. 자연환경
옥전고분군은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산 1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경·위도 상으
로는 동경 128°50’41·91”, 북위 35°34’61·19”에 위치한다.
유적이 위치하는 쌍책면은 남쪽으로는 황강과 해발 200m의 단봉산을 사이에 두고 초계분지와 접해 있
고, 북쪽으로는 해발 200m 정도의 고개를 넘으면 협곡을 통해 고령과 연결된다. 동쪽으로는 황강의 양안에
부수봉·함박산·모세산·옥두봉·성산·소미산 등의 해발 300∼600m에 이르는 산들이 남북으로 이어지
면서 낙동강과 경계를 이룬다.
하천은 거창군 덕유산에서 발원한 황강이 합천을 지나 동쪽으로 사행상으로 흐르면서 쌍책면을 거쳐 청
덕면 적포리에서 낙동강 본류와 합류하는데 유적에서 낙동강까지는 직선거리 약 6Km 정도이다. 황강은 강
폭은 넓으나 수심은 얕은 편이며, 그 좌우에는 부분적으로 하안지형이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하안지형을
중심으로 유적이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천댐 수몰지구의 여러 유적과 옥전고분군 등이 대표적이다.
옥전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황강이 낙동강과 합쳐지기 직전의 하류 관문지역, 즉 수로를 이용하여
황강 상류의 합천읍과 거창읍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입구이다. 현재는 지방도로를 통해 합
천·고령·창녕 등지로 쉽게 왕래가 이루어지지만 이런 지방도로가 개통·정비되기 이전에는 황강과 낙동강
을 이용한 교통로가 가장 중요한 이동로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점은 수 십년 전까지 소금을 실은 배가 낙
동강-황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쌍책초등학교 바로 앞에 정박했다는 주민의 전언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2. 인문환경
합천의 선사유적은 사행상으로 곡류하는 황강주변에 형성된 충적지 위에 주로 형성되어 있는데, 합천
댐 수몰지구 내의 봉산면 봉계리 신석기시대 유적과 적봉면 부수리를 비롯한 여러 곳의 지석묘 유적 등의
청동기시대 유적이 대표적이다.
그 다음 철기시대·삼한시대 유적으로는 합천읍 영창리 유적이 알려져 있다. 이 유적은 구릉의 북쪽에
환호를 비롯한 원형점토대토기 단계의 취락과 분묘가 조성되어 있다. 유물은 원형점토대토기와 석촉, 석부,
숫돌 등과 세형동검 2점이 출토되었다.
합천댐 수몰지구내 저포리 A유적에서는 다수의 목곽묘와 후기와질토기, 철기 등이 출토되어 점토대토
기 단계를 이어서 이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왔음을 알려주고 있다.
합천지역의 삼국시대 유적은 수 없이 많은데, 장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유구들과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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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또 다른 가야소국의 중심고분군으로 추정되는 삼가고분군을 필두로, 합천댐수몰지구 내의 4세기대의 저
포리 A·B유적, 5세기 이후의 저포리 C·D·E유적, 반계제고분군, 중반계고분군 등이 조사되었으며, 기획
적으로 발굴된 옥전고분군과 그 주변의 고분군들도 주목된다.
옥전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는 쌍책면에는 신석기·청동기시대의 유적은 아직 확인된 바 없으며, 초기 철
기시대 유적으로는 성산리 토성지 내에서 확인된 원형의 수혈주거지가 유일한 예이다. 이 주거지에서는 삼
각형점토대토기 편과 평저토기 저부, 숫돌 등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최근의 소규모 발굴조사에서 전·후기 와질토기 문화단계의 목관묘와 목곽묘가 수기 알려짐으
로서 1∼3세기대의 고고자료를 보완해주고 있다.
삼국시대 이후의 합천지역은 군사상 요충지로서 많은 성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대야성, 전 초팔성, 청
계산성, 미숭산성 등 20여개가 넘는 산성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 중 다라국의 왕성으로 추정되는 성산리 토
성을 제외하면 모두 가야 이후의 산성들이다.
기록에 의하면 합천은 다라(多羅) 또는 다벌(多伐)인데 삼국사기 파사니사금(A.D 108년)에 신라가 비
지국(比只國,) 다벌국(多伐國), 초팔국(草八國)을 토벌하여 병합시켰다고 하고 있으나 연대를 믿을 수 없다.
일본서기 흠명(欽明) 2, 5년(541, 544년)의 임나복권회의에 다라국에서 下旱岐, 二首位를 파견하고 있
는 것을 볼 때 6세기 전반에는 다라국이 꽤 강성한 나라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다라국이 멸망한 것
은 대가야의 멸망과 비슷한 562년 경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진흥왕 26년(565년) 신라는 합천에 대야주(大耶州)를 설치하여 백제의 동진에 대비하는 거점으로
삼았다.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때에는 大良(耶)州郡을 江陽郡으로 개명하고, 3개의 현을 거느리게 했는데 三岐縣
과 八谿縣(本 草八兮縣)이 그것이다.
고려시대에는 현종 9년(1018년)에 강양군을 합주(陜州)로 승격시켰다. 「합천군지」에 의하면 현종이 대
량원군으로 있을 때 현재 합천읍 합천리 옥산마을에 잠적해서 살았으며, 그의 조모 신성왕후의 고향이 합천
이라 하여 州로 승격시키고 12속현(거창, 함양, 산음, 가조, 신현, 초계, 야로, 가수, 삼기, 단계, 함음, 이
만)을 두어 주지사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다.
조선 개국 후 태종 13년(1413년) 합주를 합천군으로 개칭·강등시키고, 삼기현과 가수현을 삼가현으로
통합하면서 현을 지금의 삼가지역으로 이전하였다.
고종 32년(1895년)에는 지방관제 개정으로 삼가현이 삼가군으로 개편되었으며, 1914년에 부령 제111
호로 초계군과 삼가군을 합천군에 병합시키고, 신원면은 거창군에 이속시켰다. 1979년 합천면이 읍으로 승
격되었다.
현재의 합천군은 합천읍, 봉산면, 묘산면, 가야면, 야로면, 율곡면, 초계면, 쌍책면, 덕곡면, 청덕면, 적
중면, 대양면, 쌍백면, 삼가면, 가회면, 대병면, 용주면 등 1읍 16면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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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변유적
옥전고분군 주변 반경 2Km 이내에는 1기의 토성과 중·소형 규모의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는데, 모두
옥전고분군과 관계있는 유적들로 생각된다.

1) 성산리 토성
이 유적은 옥전고분군에서 이어진 구릉의 남쪽에 위치하며, 황강을 낀 독립구릉(해발 53m 전후)에 입
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토성은 북벽과 동벽 일부에 토루의 형태로 남아있으며, 남쪽의 일부는 석벽으로 축조되어 있다. 발굴
보고서에는 평면 ㄱ자형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석성의 진행 방향과 지형도를 볼 때 평면 반월형이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성벽은 혼석토성인데 서쪽은 황강에 의해 침식된 단애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자연 성벽으로
활용하였을 것이며, 이럴 경우 황강은 일종의 해자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의 상부에는 많은 주
혈이 확인되고 있는데 어쩌면 목책시설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남쪽에서 일부 확인된 석성벽은 발굴
당시 통일신라시대에 후축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재검토한 결과 이 부근에 설정한 Tr에서 신라토기가 전
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대의 성 연구자들이 가야시대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급
경사를 이루는 남쪽 일부분에는 돌을 쌓아서 성벽을 튼튼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성내에서는 여러 동의 대벽(大壁)건물지와 제사공간 등이 확인되었으며, 북서쪽 성벽 가까이에는 1조의
환호도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또한 삼각형점토대 토기 편 등이 출토된 원형의 수혈 주거지도 발견되었는데,
어쩌면 이 주거지와 환호가 관계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이른 시기 이 구릉 위에는 환호취락이 형성되어 있다
가 5세기 이후 이 지역에 정치체가 등장하면서 환호취락은 폐기되고 토성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 성산리 토성은 옥전고분군을 축조했던 집단의 생활유적이고, 내부에서 발견된 대벽건물지와 제
사공간 등의 존재를 볼 때 다라국의 왕성일 가능성이 높다.

2) 상포리고분군
이 고분군은 옥전고분군의 서쪽에 위치하는데, 직경10m 정도의 2기의 봉토분과 수 기의 소형 석곽묘
들로 이루어진 유적이다. 도굴의 피해를 심하게 입었지만 채집된 토기 편을 볼 때 옥전고분군과 동시기의
유적으로 생각된다.

3) 다라리고분군 Ⅰ·Ⅱ
다라리고분군은 옥전고분군의 동쪽 산자락에 형성되어 있는데 마을을 사이에 두고 2곳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를 편의상 서쪽의 웃주막마을 고분군을 Ⅰ, 남쪽의 중촌마을 고분군을 Ⅱ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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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리고분군 Ⅰ은 남쪽으로 길게 뻗은 구릉의 하단부 민가와 접하는 곳에 직경 7∼8m 정도의 규모를
가진 고분군들이며, Ⅱ는 소형 석곽묘들로 이루어진 유적이다. 채집된 토기 편들을 볼 때 모두 옥전고분군
과 같은 시기에 속하는 유적들로 추정된다.

4) 오서리고분군
본 고분군은 옥전고분군의 남쪽, 황강의 맞은 편 산 능성이에 조성된 유적이다. 유적은 도굴과 자연유
실로 심하게 훼손된 상태인데, 직경 8m 정도의 6기의 봉토분과 소형 석곽묘들로 이루어져 있다. 흩어진 토
기 편들을 볼 때 이 고분군도 옥전고분군과 동시기에 형성된 유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5) 묘리고분군
이 고분군은 다라리고분군 Ⅱ에서 동쪽으로 떨어진 황강의 하류에 형성되어 있다. 원래는 2기의 대형
봉토분과 소형 석곽묘들로 이루어진 고분군인데, 도굴과 자연유실로 인해 봉토분은 심하게 파괴되었다. 수
습된 토기 편은 가야의 말기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6) 죽고리고분군
이 고분군은 묘리고분군과 황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위치에 형성되어 있다. 현재 경작지로 이용되
어 유구의 흔적을 찾기 어려우나 「문화유적 총람」(중권)에 의하면 직경 4∼5m의 고분 6기가 있었다고 전하
는데 모두 가야시대의 고분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Ⅲ. 조사성과

1. 조사과정
옥전고분군은 1985년 여름 경상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래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발굴조사(1985∼2011년)와 한 차례의 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한국문화재재단에 의해 소규모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 유적조사의 결과는 1권의 발굴조사 개보와 12권의 보고서가 간행되었는
데 이를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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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7. 21∼7. 28; 황강 중 하류역 일대 지표조사. 옥전고분군 발견.
1985. 11. 25∼1986. 1. 29; 제 1차 발굴조사 – 소형 석곽묘 4기와 다양한 목곽묘 53기 조사.
1986; 합천 옥전고분군 1차 발굴조사 개보 발간.
1987. 11.25∼1988. 2. 12; 제 2차 발굴조사 – M2, M3호분과 주변 유구 조사.
1988; 합천 옥전고분군 Ⅰ - 목곽묘 발간.
1989. 4. 27∼6. 27; 제 3차 발굴조사 – M10, M11호분 조사.
1990; 합천 옥전고분군Ⅱ - M3호분 발간.
1991, 7. 22∼10. 19; 제 4차 발굴조사 – M1, M4호분과 주변 유구.
1991. 12. 10∼1992. 2. 8; 제 5차 발굴조사 – M6, M7호분과 주변 유구.
1992; 합천 옥전고분군 Ⅲ - M1, M2호분 발간.
1993; 합천 옥전고분군 Ⅳ - M4, M6, M7호분 발간.
1994. 3. 23∼4. 21; 사적지 정비를 위한 시굴조사.
1994; 합천 옥전고분군 시굴조사 보고서 발간.
1995; 합천 옥전고분군 Ⅴ - M10, M11, M18호분 발간.
1997; 합천 옥전고분군 Ⅵ - 23, 28호분. 발간.
1998; 합천 옥전고분군 Ⅶ - 12, 20, 24호분. 발간.
1999; 합천 옥전고분군 Ⅷ - 5, 7, 35호분. 발간.
2000; 합천 옥전고분군 Ⅸ - 67-A·B, 73∼76호분 발간.
2003; 합천 옥전고분군 Ⅹ - 88∼102호분 발간.
2009. 1. 5∼2009. 3. 3; 합천 옥전고분군 M28호분과 성산리 성지 조사.
2011; 합천 옥전 M28호분과 합천 성산리 성지 발간.
2015; 합천 성산리 332번지 유적 발굴조사(한국문화재재단) - 목관묘, 목곽묘, 석곽묘 등 소형유구 93기
가 조사되고, 673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2017년; 합천 성산리 332번지 유적,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Ⅻ(한국문화재재단).

2. 분기와 편년
1) 묘제에 대한 분석
본 고분군에서 확인된 유구는 목관묘 15기, 목곽묘 104기, 수혈식석곽묘 60기, 고총고분 10기 등인데
고총고분 속에는 횡구식 1기, 횡혈식석실묘가 2기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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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관묘

영남지역의 전기와질토기 문화는 무덤은 목관묘, 토기는 주머니호, 조합우각형 파수부 장경호, 단경호
등의 와질토기와 검, 모, 부 등의 철기, 구슬을 이용한 목걸이 등이 발견되며, 청동거울 등 중국제 청동의기
들이 지역의 중심고분에 부장되는 것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옥전고분군에서 발견된 목관묘는 모두 15기인데, 이들은 고분군의 중심부가 아니라 산 능선의 끝자락
낮은 곳에 축조되어 있다.
이 목관묘 중 4호(3.3×1.4m)를 제외하면 모두 2.5×1.0m 내외의 소형들이며, 4호에서 확인된 목관
의 흔적을 볼 때 통나무 관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얇은 판재를 이용하여 ‘ㅍ’자형으로 결합한 목관을 사용했
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4호 목관묘는 규모에 있어서 약간 크지만 입지의 우월성이나 부장 유물에 있어서
위신재와 같은 탁월한 유물은 보이지 않는다.
유물은 주머니호, 조합우각형 파수부 장경호, 단경호 등의 토기와 검, 모, 촉, 겸, 부 등의 철기, 구슬을
이용한 목걸이 등이 발견된다.
(2) 목곽묘

영남지역의 목곽묘는 후기와질토기 단계인 2세기 후반에 등장하여 5세기 말까지 거의 300년 동안 축조
된 무덤이며 특히 무기의 개인 집중화 현상과 함께 입지의 우월성, 유구의 거대화와 약간의 봉토축조 등 앞
시기와는 판이한 문화상을 연출하며, 이는 곧 상당한 권력을 가진 정치체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
고 있다.
옥전고분군의 목곽묘는 오랜 기간동안 축조되면서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와질토기와 고식 도질
토기 등 비교적 이른 시기에 속하는 유구는 모두 (세)장방형이면서 순수 목곽묘들이다.
그러나 투창고배, 장경호, 발형기대 등 새로운 형태의 토기들이 부장되고, 금공품, 갑주, 마구 등의 유
물이 발견되는 시기가 되면 유구는 장방형이면서 대형화하고 바닥에 관대나 시상시설을 만들거나 목곽의
보강에 다량의 할석들을 사용하는 등 커다란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대형의 장방형 목곽묘는 지상화하면서 거대한 봉분이 채용되는, 이른바 고총고분의 내부주체로
도 채용되고 있는데, 단지 격벽에 의해 주·부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서 앞 시기의 것들과 차이가 나타
난다.
(3) 수혈식석곽묘

본 유적에서 60기 확인된 수혈식석곽묘는 M4, M6호분을 제외하면 규모가 대단히 작은 소형 유구들뿐
이다.
일반적으로 수혈식석곽묘는 4벽을 정교하게 쌓고 개석을 덮어 밀폐시킨 것이 보통이나 본 유적의 수혈
식석곽묘는 개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목개(木蓋)를 덮거나 목개 위에 판석상의 할석을 한 벌 덮고 있는 것
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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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석을 사용하지 않고 목개를 덮은 것은 본 고분군 축조집단이 앞 시기부터 고수해 온 하나의
전통이라고 생각된다. 즉 앞에서 살펴 본 목곽묘 중 대형 장방형의 목곽묘에서 목개를 사용하는 관념이 이
후의 목곽묘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수혈식석곽묘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 지역의 수혈식석곽묘는 목곽묘에서 순차적으로 발전하여 등장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수혈
식석곽묘의 축조 관념이 유입되어 축조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본 유적 조사에서 확인된 수혈
식석곽묘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M1-1, 2, 3호분들인데 이들 유구는 선행 형태없이 돌발적으로 이 지역
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1)
비록 28, 35호분의 대형 목곽묘에서 부곽만을 정연하게 축조하여 마치 목곽묘에서 석곽묘로 이행하는
듯한 형태의 유구가 확인되고 있지만 이들 유구도 모두 M1-1~3호분과 동시기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오히
려 목곽묘 축조집단에 수혈식석곽묘의 축조기법이 극히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
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수혈식석곽묘의 축조기법은 이후 소형 유구를 중심으로 채택될 뿐 대형
유구에서는 M4, M6호분의 2예를 제외하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본 유적에서는 이처럼 소형의 수혈식석곽묘가 축조됨과 동시에 거대한 타원형의 봉분이 축조되
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격벽에 의한 주·부곽의 분리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옥전고분군 축조집단은
수혈식석곽묘의 축조와 거대한 봉분을 가진 고총고분의 축조에 대해 다른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유적의 수혈식석곽묘 중 수장급에 해당되는 유구는 M4, M6호분이다. 이 유구는 길이에 비해
폭이 극히 좁은 세장방형이며, 측벽의 축조는 대단히 정교하고 아울러 격벽이 축조되지 않고 부곽이 소멸되
며, 봉분의 평면형태도 타원형에서 거의 완전한 원형으로 바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곽에 개석을
사용하지 않는 전통은 여전히 고수되고 있다.
(4) 횡구식석실묘

본 유적에서 확인된 횡구식석실묘는 M10호분 1기밖에 없는데 바로 이웃해 있으면서 봉분이 봉긋하게
솟은 M9호분도 같은 형태의 것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
그것은 어떻든 M10호분은 평면형태가 장방형을 이루며, 입구벽을 제외한 3벽을 종평적(縱平積)과 횡평
적(橫平積)을 섞어서 정교하게 거의 수직으로 쌓고 있으며, 바닥에는 자갈을 장방형으로 깔아서 낮은 시상
(屍床)을 만들고 다시 그 위에 평평한 돌을 등간격으로 놓아서 관대를 설치하였다. 입구벽은 2~3단 장벽과
잇대어 축조하고 그 안에 돌을 비교적 잘 쌓아서 폐쇄시키고 있으며, 북서쪽으로 넓게 벌어지는 묘도를 만
들어 놓았다.
봉분은 완전한 원형이며, 개석은 여전히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횡구식석실묘는 추가장을 위한 구조물인데 본 M10호분에서 추장(追葬)이 일어났던 뚜렷한 흔적
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신을 안치함에 있어서 시상 위에 관대를 설치했다는 것은 어쩌면 1번의 추장
이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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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은 토기 2점, 철기 2점밖에 부장되지 않은 지극한 박장(薄葬)이었다.
(5) 횡혈식석실묘

횡혈식석실묘는 2기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M11호분은 옥전고분군의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M28호분은 고분군의 동쪽에 치우쳐서 1기만 단독으로 축조되어 있다.
M11호분 횡혈식석실묘는 수 차례의 도굴에 의해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유물 역시 대부분 없어지고 파
편들만 수습되었다.
M11호분은 본 고분군에서 가장 큰 봉분을 가진 대형분이며, 현실의 평면은 장방형을 이루고 4벽을 정
교하게 수직으로 쌓다가 조금씩 내경시켜 상단부를 좁히고 있으며, 그 위에 목개를 덮었던 것으로 추정된
다. 바닥에는 시상으로 사용된 자갈이 전면적으로 깔려 있는데 도굴되면서 교란되어 많은 부분이 정연하지
못한 모습이다.
연도는 현실의 오른쪽에 달린 소위 우편수형(右片袖形)이며, 동남쪽으로 길게 약간 경사지게 축조되어
있고 현실과의 경계부분에는 할석을 쌓아올려 폐쇄시켰다.
유물은 대부분 없어졌으나 화려한 금제 이식과 금동제 연판관장식, 금제, 금동제 파편과 약간의 토기편
이 수습되었으며, 추가장의 흔적은 교란되어 잘 알 수 없었다.
M28호 횡혈식석실묘는 일찍이 도굴되어 연도의 입구가 뚫려있는 상태였다. 이 석실묘는 평면형태가
거의 방형에 가까우며, 현실 내 높이는 2.5m 정도이다. 연도는 좌편수식에 길이는 3m 이상으로 긴 편이다.
별도의 문틀시설은 보이지 않는다. 석실의 좌벽이 심하게 기울어져 원 형태와는 차이가 많지만 위로 올라갈
수록 조금씩 내경한다. 현실의 최상부는 2매의 천정석을 올려 놓아 궁륭형으로 마무리했다. 시상은 고시상
대이며, 3차에 걸쳐 설치되었다.
이러한 M28호는 홍보식 분류2) 중 순흥 읍내리 벽화고분 유형의 3형식과 가장 유사하며, 토기가 1점도
남아있지 않아서 축조연대는 추정하기 어렵지만 대략 7세기 전반대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유구의 피장자는
이 지역에 있었던 다라국이 멸망한 뒤 이 지역에 진출한 신라가 지방지배를 실시할 때 그 책임자, 즉 신라지
방관의 무덤일 가능성이 있다.

2) 유물의 분석과 단계구분
6차례에 걸친 옥전고분군의 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은 거의 3,500여점에 달하는데 이것을 유구의 형태별
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목관묘

목관묘는 모두 옥전고분군의 동북쪽 산 기슭에 분포하는데 전부 문화재재단의 조사에서만 발견되었다.
확인된 유구는 15기였으며, 출토된 토기는 주머니 호, 조합우각형 파수부 장경호, 단경호 등이다. 보고서에
는 이러한 토기의 형태변화를 기준으로 세분하여 3단계로 나누었으나 조사된 유구가 적고, 주머니 호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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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임에 비해 장경호의 형태는 다소 늦은 것 등 일률적으로 형식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다만 전기 와
질토기 문화가 이 지역에도 유입되었음을 알려주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2)목곽묘

필자는 일찍이 옥전고분군의 목곽묘를 정리하면서 신기종의 유물의 출현에 주목하여 3단계로 나누어
살펴 본 바가 있다.3) 여기에 더하여 최근에 조사된 후기와질토기 단계의 유구를 포함시키면 아래와 같이 4
단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Ⅰ단계; 후기 와질토기를 지표로 하는 단계.
Ⅱ단계; 고식 도질토기인 (무개)무투창 고배를 지표로 하는 단계.
Ⅲ단계; 형식난립기의 다양한 유개유투창 고배를 지표로 하는 단계.
토기에 있어서 발형기대나 광구형 장경호와 같은 신기종이 출현하며, 철기에 있어서 조형장
철판의기와 갑주, 마구, 대도 등과 금공품이 몇몇 유구에서 부장되기도 한다.
Ⅳ단계; 개배와 유개식 장경호가 부장되기 시작하는 단계.
Ⅰ단계에 속하는 유구는 문화재재단 조사 <문>1, 5, 13, 22, 23, 24호분 등 6기에 지나지 않으며, 모
두 고분군의 산기슭에 분포한다. 평면 형태는 (세)장방형이며, 1, 13, 24호분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
유물은 양이부 첨저호, 대부장경호 등의 토기와 철모, 철부 등이 발견되었는데, 후기 와질토기 단계의
특징적인 토기인 조합우각형 파수부 대부 장경호와 노형토기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에서 영남의 다른 지역
과 차이가 나타난다.
Ⅱ단계에 속하는 유구는 6, 17, 21, 22, 25, 27, 27-A, 33, 34, 40, 49, 51, 52, 53, 54, 66, <문>
8, 9, 16, 18, 20호분을 들 수 있는데, 54호와 27-A호분을 제외하면 모두 소형의 세장방형 유구들로서 대
체로 부장된 유물의 양이 적을 뿐만 아니라 유물의 조합상도 아주 간단하다. 또한 유물의 배치에 있어서도
시신의 발치쪽에 정연하게 놓여진 것도 있지만 유구의 가운데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 무질서하게 놓여 있는
유구가 많다.
출토자료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토기를 보면 무개무투창 고배를 비롯하여 단경호와 컵형토기가 주종을
이루며 간혹 이형개와 노형토기, 대부소호, 직구단경호, 소형기대 등이 출토되는 유구도 있으며, 철기는 극
히 소량 부장되거나 아예 없는 유구가 대부분인데 주로 철촉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끌(鉈), 도자, 부, ㄱ자
형 철기가 간혹 발견될 뿐이다.
이러한 토기 중 고배는 모두 고식 도질토기4)에 속하는 것들로서 개는 없으며, 대각은 원통형을 이루다
가 하방에서 급격하게 벌어지는 형태이며, 마름모꼴이나 반원형의 투공이 뚫린 것도 있다.
다만 6, 49, 52, 54, 27-A호분은 Ⅱ단계에 속하면서도 유개식 고배가 발견되었는데 27-A, 49, 52호
분 출토 고배는 영남 지역에서 유사한 것을 찾기 어려운 것들로서 구연이나 뚜껑받이 턱이 유난히 길고 배
부가 대단히 깊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 중 27-A호분 출토의 도질 고배를 제외한 2점의 고배는 표면에 slip
과 같은 흑색의 막이 형성되어 있는 앞 시기의 와질토기의 전통을 간직한 자료들이다. 그리고 54호분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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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개식 고배는 개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 전체적인 형태는 유개투창 고배이기 때문에 이 종의 고배의 선구형
태일 것으로 추정되며, 6호분 출토 유개식 고배는 단경소호의 기대로서 사용된 예외적인 용도의 고배인 것
같다.
한편 전형적인 무개무투창 고배는 시간이 흐를수록 얕은 배부가 점점 깊어져서 반구형을 이루게 되며,
원통형의 대각은 부드럽게 벌어져서 나팔형으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인 변화양상5)이기 때문에 본 유적에서
출토한 고배 중 가장 이른 것은 25호 출토품이며, 그 다음이 6, 17, 22, 27-A, 54호분 출토품이고 가장 늦
은 형태를 보여주는 것은 27, 66호 출토품으로 생각된다.
본 유적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자료 중의 하나가 컵형토기인데 D자형의 파수가 붙은 일반적인 형태의
것도 있으나, 대체로 파수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조그마한 양이가 붙은 다소 특이한 것들이 많다.6)
이러한 컵형토기 중 파수가 없는 것은 돌대의 위치와 구경과 저경의 크기 차이, 동부의 단면 형태가 시
간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가 되고 있는데, 돌대는 동상위에서 동중위로 이행하고 있으며, 구경은
저경과 거의 같은 것에서 점점 커지는 것으로 변화하고, 동체의 단면은 수직적인 것에서 돌대를 경계로 한
번 꺾이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 같다.
따라서 이 컵형토기는 25, 49, 52호분 출토품이 가장 고식이며, 6, 51호분 출토품이 그 보다 약간 늦은
형태에 해당되며, 17, 40호분 출토품이 보다 늦은 형태인 것 같다. 그러나 22호분 출토품은 돌대의 위치가
동상위에 있고 구경과 저경이 거의 같은 점은 최고식의 특징들로서 49, 52호분과 동시기로 생각되지만 동
체의 단면이 수직이 아니라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기 때문에 상기의 자료들과 곧바로 연결시킬 수 없는 예외
적인 형태이다.
한편 6, 25, 27-A, 49, 54호분 등에서는 이형개들이 발견되었는데, 49, 54호분 출토 개는 개심이 깊
을 뿐만 아니라 상부에 침선이 돌려져 있다던가 54호분 출토품처럼 꼭지를 새의 머리와 같이 만든 것도 있
다. 이와 같은 이형개는 지금까지의 가야고분 조사에 비추어 볼 때 고식의 한 요소로 파악된다.7)
49, 54, 66, 40호분에서 출토된 대부소호 역시 선학들의 지적8)처럼 고식 도질토기로서 주목되는 자료
들인데 특히 49호 출토품은 기면을 마연풍(磨硏風)에 의해 정면하고 있다. 이처럼 토기의 표면을 마연풍으
로 정면한 것은 도질토기에서는 아주 드문 것이며, 오히려 앞 시기인 와질토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정면기
법이다.9) 따라서 49호분 출토 대부소호는 와질토기의 정면기법의 전통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연대적으로 가장 이른 시기에 위치시킬 수 있다.
노형토기 역시 고식 도질토기의 대표적인 기종으로서 17, 27, 54호분에서 발견되었는데, 54호분 출토
품은 전형적인 서부경남식 노형토기10)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17, 27호분 출토품은 발형기대에 가까운 형태
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54호분과 17, 27호분 사이에는 약간의 연대차가 존재한다.
한편 목곽묘 Ⅱ단계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는 소형기대와 광구소호가 34, 40호분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것은 이러한 유구가 Ⅱ단계 내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속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 살펴 본 Ⅱ단계 목곽묘에서 출토된 자료의 형식학적인 변화를 기준으로 유구의 상대서열에 대하여
정리하면 25, 49, 52→6, 21, 22, 27-A, 51, 54→17, 27, 34, 40, 66호분의 순서일 것으로 추정된다.
Ⅲ단계가 되면 유개투창 고배와 발형기대, 광구형 장경호와 같은 신기종의 토기가 출현하며, 철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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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옥전 23호분과 왕관

어서도 조형장 철판의기를 비롯하여 마구, 갑주와 금제 이식과 같은 금공품이 이때부터 부장되기 시작한다.
아울러 유구의 거대화와 관계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Ⅱ단계에 비하여 유물의 부장량이 증가하며, 유물의
배치에 있어서도 토기는 피장자의 발치 쪽에 집중적으로 부장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단계에 속하는 유
구는 4, 8, 23, 32, 36, 37, 38, 42, 45, 47, 67-A, B, 68호분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토기에 있어서 유개투창 고배를 보면 상하일렬의 세장방형 투창 고배가 주종을 이루며 간혹 상하
엇갈린 투창, 일단장방형 투창, 다투창 고배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상하일렬의 세장방형 투창 고배는 배심이 깊은 것과 얕은 것, 대각의 외반도가 심한 것과 완만한
것, 대각 하단 내부가 밋밋하게 외경하는 것과 약간 꺾여 내만하는 기미를 보이는 것, 투창의 폭이 극단적으
로 좁은 것과 약간 넓은 것 등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점을 개배라든지 유개식 장경호와 같은 신기
종이 출토되어 Ⅳ단계로 분류되고 있는 31호분 출토 고배와 비교해 보면 전자의 요소가 후자보다 고식의 형
태임을 알 수 있다.
고배의 이러한 차이를 기준으로 Ⅲ단계에 속하는 유구들의 선후관계를 살펴보면 45, 32→68, 23→47,
42, 4, 36, 38, 67-B호분의 순서가 될 것이다.
고배의 형태 차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선후관계는 비교적 변화의 추이가 잘 연구된 발형기대의 형태변
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보증된다.11) 즉 Ⅲ단계의 유구에서 발형기대는 全形을 알 수 없는 8호분 출토품을 제
외하면 23, 36, 45, 47, 68호분에서 발견되었는데, 발부의 형태가 반구형으로 깊은 것에서 직선적으로 얕
은 형태에로의 이행이 인정된다면 23, 45, 68→47, 36호분의 순서가 가능하며, 이 점은 고배에 의한 선후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벗어나지 않는 현상이다.
컵형토기는 Ⅱ단계와 마찬가지로 D자형 파수가 붙은 것과 파수가 없는 것이 출토되는데 양이가 달린 컵
형토기는 23, 47, 68호분에서만 출토될 뿐 소멸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소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돌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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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가 구연 가까이에서 동 중위로 내려온다든지 돌대를 경계로 구연이 직립하는 등의 변화가 간취되는데,
Ⅱ단계의 변화양상에 연결시켜서 살펴보면 23, 37, 68→47호분의 순서로 편년할 수 있다.
한편 이 단계부터 출현하는 마구 중 비교적 많이 발견되어 편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등자를 보면 모두
고식의 목심철판피윤등(木心鐵板披輪燈)이지만 형태상 23, 68, 67-A, B호분 출토품 보다는 8호분 출토품
이 늦은 형식임이 분명하다.12)
이상에서 살펴 본 옥전 목곽묘 Ⅲ단계에 속하는 유구의 선후관계를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23, 32, 37, 45, 67-A, B, 68→4, 8, 36, 38, 42, 47호분.
개배와 유개식 장경호, 소형 원통형 기대의 출현을 특징으로 하는 목곽묘 Ⅳ단계에 속하는 유구는 5,
7, 11, 12, 13, 20, 24, 28, 31, 35, 41, 69, 70, 72, 78, 81, 82, 91, 93, 95, M1, M2, M3, M7호분 등
이다. 이 단계에서 주목되는 현상은 비록 목곽묘이지만 대형의 봉분을 쌓아올린 고총고분이 등장하고 있는
점과 수혈식석곽묘가 처음으로 채용되고 있는 점이다.
부장유물은 대소형의 유구 모두에서 풍부하게 부장되었는데, 토기는 발치 쪽에 가지런히 놓여지며, 특
히 70, 72, M1, M2, M3, M7호분에서는 격벽에 의한 부곽을 만들어서 별도의 부장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Ⅳ단계 목곽묘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면 전 단계의 형태를 계승한 것도 보이지만 전혀 새로운 것들이 많
다. 예를 들면 M1, M2호분이나 31호분 등의 소위 ‘창녕형 꼭지13)’라든지 M3, M7, 70, 72호분의 ‘고령양
식 고배14)’ 등이 그것인데, Ⅳ단계의 목곽묘는 이러한 자료에 의해 2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Ⅳa단계는 창녕형 토기와 신라계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시기로서 5, 11, 12, 20, 28, 31, 35,
41, 81호분이 여기에 속한다. 고배는 일단장방형과 이단일렬장방형, 이단교호투창 고배들이 출토되는데,
일단장방형 투창 고배는 미세한 차이를 가진 다양한 것들이 발견되었으나 Ⅲ단계의 4호분 출토품에 비해 대
체로 대각이 약간씩 짧아졌으며, 이단일렬 투창 고배는 투창의 폭이 다소 넓어졌으며 모두 배부가 얕고 뚜
껑받이 턱이 퇴화되었다. 이단교호투창 고배는 무개식과 유개식의 2종류가 발견되었는데, 유개식은 절두A
자형 대각을 가진 전형적인 신라양식 고배이며, 무개식은 아주 이질적인 느낌을 주는 예외적인 것들이다.
유개식 장경호는 경부가 직선적인 것이며, 파수부배는 창형형 꼭지를 가진 뚜껑이 덮여있고, 기대는 소
형 원통형 기대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개배는 형태가 다양하지만 대체로 배심이 깊다.
이 단계의 유물 중 극히 주목되는 것은 신라양식의 마구라고 알려진 편원어미형 행엽과 신라를 경유했
다고 생각되는 Roman-glass이다. 특히 M1호분에서 발견된 Roman-glass는 형태가 경주 금령총 출토품
과 유사한 것에서 이 단계의 유구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극히 중요한 것이다.
Ⅳb단계는 고령양식 토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시기로서 7, 13, 24, 69, 70, 72, 82, 91, 93, M3,
M7호분이 여기에 속한다. 고배는 이단일렬투창, 이단교호투창, 일단장방형 투창, 무투창 고배 등 다양한
것들이 발견되었다. 이 중 이단일렬투창 고배는 투창이 방형에 가까운 전형적인 고령양식이며, 이단교호투
창 고배는 무개식으로서 신라양식 고배의 범주를 크게 벗어난 것들로서 앞 단계의 81호분 출토 고배를 계승
하고 있으나 기고가 크게 낮아졌다. 무투창 고배는 유개식과 무개식이 있는데, 모두 이 단계에 처음으로 나
타나는 것이며 단각고배의 선구형태로서 주목된다. 일단장방형 투창 고배는 전 단계에 비해 더욱 대각이 짧
아져서 전체의 기고가 10cm 전후로 작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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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옥전 M1호분과 로만글라스

유개식 장경호는 경부 중위가 잘록해진 고령양식 장경호뿐이며, 발형기대는 발부가 얕아졌고 대각의 투
창이 상하 엇갈린 것이든지 일렬로 배치된 것이든지 모두 삼각형인 점과 발부 하단에 엽맥문(葉脈文)이 시
문된 고령양식의 것들이다. 단경호는 소문(素文), 승석문, 평행타날문이 시문된 명회청색의 것이 주를 이루
지만 회색 와질소성의 것도 많으며, 무엇보다도 거의 대부분 아주 큰 연질개가 덮여있는 것이 특징적이고,
주머니호와 같은 소형호도 발견되고 있다.
이 단계에서 발견된 유물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M3호분에서 4자루나 발견된 용봉문환두대도를 비롯하
여 금동장 안교 등 극히 화려한 금공품들이다.
(2) 수혈식석곽묘

본 유적에서 수혈식석곽묘는 60기가 확인되었는데, M1-1, 2, 3호분에서 알 수 있듯이 대형 봉분을 가
진 고총고분의 등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출토 유물에서 보는 한 목곽묘 Ⅳ단계의 시작과 동시에 나타
나고 있다.
이렇게 등장한 수혈식석곽묘는 목곽묘를 대신하여 옥전고분군의 묘제의 한 형태로 정착되어 가는데, 출
토 유물의 형태 변화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몇 단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Ⅰ단계는 목곽묘 Ⅳa단계와 동시기로서 M1-1, 2, 3호분이 여기에 속한다. 유물의 특징은 목곽묘 Ⅳa
단계와 같다.
Ⅱ단계는 고령양식 토기가 출토되는 단계로서 유구의 형태와 유물의 형식에서 다시 2단계로 나눌 수 있다.
Ⅱa단계는 목곽묘 Ⅳb단계와 동시기로서 2, 71, 73, 76, 83, 88, 92, 98, 102호분 등이 속하는데, 유
물의 특징은 목곽묘 Ⅳb단계와 같이 고령양식 토기가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Ⅱb단계는 Ⅱa단계의 고령양식 토기를 계승하면서 단각고배와 팔찌형 기대가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시
기로서 75, 80, 84, 85, 87, 90, 96, M4호분 등이 속하는데, 이단일렬투창 고배는 앞 시기와 거의 같으나
고령양식에 속하는 일단장방형 투창 고배가 보이며 무엇보다도 기고 7cm 미만의 단각고배가 처음으로 등
장하고 있다. 이 단각고배에는 소공(小孔)이나 방형에 가까운 장방형 투창이 뚫려 있는데 배부는 얕고 뚜껑
받이턱은 퇴화되어 단상(段狀)으로 처리되었다. 고배의 뚜껑으로 이용된 개는 상면이 거의 직선적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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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둥근 기미가 약화되었다.
기대 역시 고령양식 발형기대와 원통형 기대가 발견되고 있으나 소형 팔찌형 기대가 집중적으로 출토되
고 있다.
커다란 연질개가 덮인 단경호 역시 크게 보면 앞 단계의 것과 유사하지만 구경이 짧고 심하게 외반한 것
이나 경부와 동체의 경계에 일조의 돌대가 돌려진 것, 견부가 아래로 처진 것 등의 미세한 변화가 엿보인다.
금속유물은 유구의 극심한 도굴 때문에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M4호분 출토의 이식을 볼 때
앞 시기에 비해 보다 화려한 금공품이 부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단계에 일어난 변화 중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고총고분에 수혈식석곽묘가 채용된 점이다. 즉 M4
호분이 그것인데, 이처럼 고총고분에 수혈식석곽묘가 채용되었다는 것은 옥전의 묘제가 목곽묘에서 수혈식
석곽묘로 교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제로 이 시기의 목곽묘는 78호분 단 1기만이 존재할 정도로 수
혈식석곽묘로 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단계는 M6호분의 出자형 보관의 출토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령양식 일색이던 것에서 갑자기 신라양식
의 유물이 등장하는 시기로서 M6호분과 74, 75, 86, 99, M10-2호분이 여기에 속한다. 고배는 이단투창
은 자취를 감추고 일단(장)방형 투창 고배와 단각고배가 출토되는데, 대체로 배부가 얕고 작아졌으며 뚜껑
받이 턱은 퇴화되어 단상으로 처리되거나 아예 흔적만 남아있다. 단각고배는 대각이 더욱 축소되어 굽과 같
은 형태로 변화되었다.
개배 역시 앞 시기에 비해 배의 깊이가 얕아졌을 뿐 아니라 口徑이 1cm 이상 짧아짐으로서 전체적으로
더욱 작아진 모습이다. 발형기대는 삼각형 투창의 형태와 배치, 발부의 파상문과 엽맥문의 배치 등에서 앞
시기의 고령양식 기대의 전통을 따르고 있으나 발부가 작고 얕아졌으며, 특히 대각의 높이에 비해 발부가
상대적으로 얕기 때문에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유개식 장경호는 경부의 만곡도가 축소되어 거의 직선을 이루며 파상문대가 3단이 아니라 4~5단으로

<그림 3> 옥전 M4호분 출토 수하부이식과 금제곡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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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됨으로서 보다 조잡한 느낌을 준다. 단경호는 앞 시기의 것과 같은 것도 있으나 대체로 장동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저이거나 안으로 들어간 저부가 많으며 경부와 동체의 경계에 일조의 돌대가 돌려진 것이 증
가한다.
토기 중 주목되는 것은 M6호분에서 발견된 파수부배인데 작은 단면 원형의 파수가 붙은 배(杯)는 동체
가 타원형이며 말각평저와 직립구연을 이루었는데 이러한 배는 신라토기로서 잘 알려진 것이다.
금속유물의 부장은 앞 시기에 비해 급격하게 양이 감소되었는데, 특히 갑주자료는 전혀 출토되지 않는
다. 그러나 장신구인 이식과 경식, 위의구(威儀具)인 보관과 단봉환두대도는 앞 시기 출토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화려하며, 특히 M6호분에서 보관이 3점이나 발견된 것과 아울러 보관 중 2점의 입식의 형식이 신라
양식인 소위 ‘出자형’인 점은 극히 주목되는 것이다.
(3) 횡구식석실묘

본 유적에서 횡구식석실묘는 M10호분 1기밖에 조사되지 않았지만 이웃해서 나란히 축조되어 있으면서
봉분이 높게 솟은 M9호분도 횡구식석실묘일 가능성이 있다.
M10호분은 원형의 봉분을 가진 고총고분으로서 1곳의 도굴갱이 뚫려 있었지만 유물은 부장의 원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물은 3점의 토기와 꺾쇠가 대부분인 16점의 철기만 발견되었을 뿐 갑주나 금공
품, 마구 등은 전혀 출토되지 않는 이른바 박장이 이루어진 유구이다.
본 유구에서 발견된 토기는 다투창 고배와 단경호, 팔찌형 기대 등인데, 다투창 고배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크기와 형태에서 M6호분 출토품과 거의 같으며, 단경호는 말각평저이면서 경부와 동체의 경계에 1
조의 돌대가 돌려진 것으로서 M10-2호분 출토품과 유사하다. 따라서 횡구식석실묘인 M10호분은 수혈식
석곽묘 Ⅲ단계의 유구들과 동시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4) 횡혈식석실묘

횡혈식석실묘는 2기가 조사되었는데, M11호분 횡혈식석실묘는 옥전고분군 내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하
면서 가장 마지막에 축조된 유구이다.
M11호분은 석실의 형태가 우편수형 횡혈식인 점과 출토유물에 있어서 관 부속구인 연판장식과 못머리
가 금판으로 장식된 관정, 감옥된 금제 수하식 이식의 구조 등에서 백제지역의 고분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무덤이다.
유물은 대부분 상부 교란토 내에서 발견되었지만 같은 형태의 관정이 교란토와 유구의 바닥에서 모두 출
토되었기 때문에 교란토 속에서 발견된 유물들도 모두 본 유구의 매납품으로 간주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
토기는 개와 유개 연질옹, 각배받침으로 이용된 이형토기 밖에 없으나. 금속유물은 장신구, 마구, 관 부
속구 등 다양하고 많을 뿐만 아니라 금, 은, 금동장식이 가미된 지극히 화려한 것들이다. 이러한 유물 부장
은 앞 시기에 속하는 M10호분의 박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현저한 변화라고 생각되며, 유물 부장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는 석실의 형태 변화와 함께 옥전고분군 축조집단의 매장의식의 변화, 나아가서는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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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커다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극심한 도굴 때문에 비교·검토할 수 있는 토기가 없어서 다른 유구와의 상대서열을 결정할 수 없
는 것이 다소 아쉽지만 고분의 축조 위치와 유구의 형태에서 본 유적 최후에 속하는 유구임은 분명하다.
한편 M28호분은 다른 많은 고총고분과는 동떨어져서 유적의 동쪽에 치우쳐서 만들어졌는데 도굴 등에
의해 유물은 한점도 남아있지 않았으나 석실의 구조가 신라양식이기 때문에 본 유구는 이 지역의 가야정치
체인 다라국이 멸망한 뒤에 만들어진 유구이다.

3) 분기와 편년
(1) 분기

지금까지 옥전고분군 내의 묘제의 변화와 부장 유물에 있어서 신기종의 출현에 근거하여 단계를 설정하
고 유구 상호간의 선후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목곽묘는 Ⅳ단계로 나뉘어지며 목곽묘 Ⅱ단계는 토기의 형식 변화와 신기종의 출현에 의해 다
시 3소기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즉 앞 시기인 삼한시대의 와질토기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구들(Ⅱa)
과 전형적인 고식 도질토기가 부장되면서 세장방형의 목곽묘에 장방형의 목곽묘가 새롭게 채택된 유구들
(Ⅱb), 그리고 고식 도질토기에서 변화를 일으킨 토기들과 광구소호, 소형기대 등이 발견되는 유구들(Ⅱc)로
의 구분이다.
또한 목곽묘 Ⅳ단계는 토기의 계통에 따라서 다시 2소기로 나누었는데, Ⅳa단계에 속하는 유구에서는
창녕 내지 신라계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반면에 Ⅳb단계의 유구들에서는 고령양식의 토기들만 발견
되고 있다.
한편 수혈식석곽묘도 크게 Ⅲ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이 중 Ⅱ단계는 토기의 형식 변화에 의해서 이른 시
기(Ⅱa)와 늦은 시기(Ⅱb)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반면에 횡구식, 횡혈식석실묘는 각각 1, 2기씩만 조사되었기 때문에 세분하여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옥전고분군에서 조사된 다종다양한 유구와 유물은 본 유적이 장시간에 걸쳐서 축조되었음을 의
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긴 시간동안 축조된 옥전고분군의 다양한 형태의 무덤에 대하여 자세한 편년을 한다
는 것은 옥전고분군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작업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야지역의 묘제의 변천에 의하면 대개 목관묘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 목곽묘, 수혈
식석곽묘, 횡구식석실묘, 횡혈식석실묘의 순서로 계기적으로 축조되어 갔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부장 유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계기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형태의 유구
들이 함께 축조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옥전고분군에서 조사된 전체 유구의 편년은 말할 것도 없이 묘제의 변화에 기준을 두고 크게 목
관묘기, 목곽묘기, 수혈식석곽묘기, 횡구식석실묘기, 횡혈식석실묘기의 5시기로 분기할 수 있겠지만, 서로
다른 유구에서 같은 시기의 유물이 출토되는 것을 고려하면 묘제의 변천에 따라 획일적으로 분기를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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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편년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묘제와 유물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옥전고분군의 유구들을 크게 Ⅸ기로 분기하
고 어떤 시기는 다시 소기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편년하고자 한다.
Ⅰ기; 목관묘가 축조된 전기 와질토기문화 단계가 여기에 속한다. 조합우각형 파수부 장경호와 평저단
경호, 주머니 호 등의 와질토기와 검, 목, 촉, 부, 겸 등의 철기와 구슬목걸이 등이 발견되고 있다.
Ⅱ기; 목곽묘 Ⅰ단계가 여기에 속한다. 대부장경호와 양이부 첨저옹, 단경호 등의 후기 와질토기와 검,
모, 겸, 부, 촉 등의 철기가 발견되는데 앞 시기에 비해 철기의 부장량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
Ⅲ기; 목곽묘 Ⅱ단계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다시 3소기로 나누어진다.
Ⅲa기; 세장방형의 목곽묘만 축조되며, 토기에 있어서 앞 시기의 와질토기의 전통이 남아있는 시기로
서 25, 49, 52호분이 여기에 속한다.
Ⅲb기; 세장방형의 목곽묘가 주로 축조되지만 장방형의 목곽묘가 새롭게 채용되며, 54호분처럼 목곽
의 보강토와 상부에 돌이 사용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며, 유물은 무개무투창 고배로 대표되는
소위 전형적인 고식 도질토기들이 발견되는 시기이다. 6, 21, 22, 27-A, 51, 54호분이 여기에
속한다.
Ⅲc기; 세장방형과 장방형의 목곽묘가 축조되며, 유물에 있어서는 노형토기의 발형기대화가 현저히 진
행되며, 무엇보다도 광구소호와 소형기대 등과 같은 새로운 기종이 부장되는 시기이다. 17, 27,
34, 40, 66호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Ⅳ기; 목곽묘 Ⅲ단계가 해당되는데, 유구는 세장방형과 장방형의 목곽묘가 축조되지만 장방형의 목곽
묘는 특히 거대화하며, 목곽의 보강토에 다량의 돌과 흙을 혼용한다든지 유구의 바닥에 관대나
시상시설이 채용된다. 유물은 토기에 있어서 유개투창 고배와 광구형 장경호, 발형기대와 같은
신기종이 등장하며, 철기에 있어서도 갑주와 마구, 조형장 철판의기 등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특
히 주목되는 것은 금제 수하식 이식과 금동제 관모, 금동장 행엽, 금동장 성시구와 같은 금공품들
이 이 시기부터 돌발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Ⅳ기에 속하는 유구 내에서도 토기의 형
식 변화에 따른 선후관계가 인정되지만 이것을 소기로 세분할 정도의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약간 이른 자료들이 발견된 유구는 23, 32, 37, 45, 67-A, 68호분이며, 다소 늦은 요소의 자료
들이 발견된 것은 4, 8, 36, 38, 42, 47, 67-B호분이다.
Ⅴ기; 목곽묘 Ⅳa단계와 수혈식석곽묘 Ⅰ단계가 이 시기에 해당된다. 목곽묘는 앞 시기와 거의 같
은 형태의 것도 축조되지만, M1, M2호분처럼 거대한 봉분을 가진 고총고분도 축조된다. 뿐
만 아니라 소형 유구이지만 수혈식석곽묘가 처음으로 축조되기 시작하는 것도 이 시기이
다. 이 수혈식석곽묘는 앞 시기에서 전혀 그 계통을 찾을 수 없는 새로운 묘제로서 외부에
서 이 지역에 전래된 새로운 형태의 무덤이다. 유물은 개배와 유개식 장경호와 같은 새로운 기
종의 토기가 출현하며, 고배는 다양화한다. 철기는 갑주, 마구, 무기 등 앞 시기와 같은 것들
이 부장되지만 한 유물의 복수매장에 의해 양적인 증가가 초래되었으며, 금공품도 이식, 마구
뿐만 아니라 대도와 같은 도검류에도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나타나는 큰 변화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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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바 창녕 내지는 신라계 유물이 집중적으로 부장되고 있는 현상이다. 그 중에서도 M1호분
에서 발견된 Roman-glass는 이 시기의 유물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일 것이다.
이 시기에 속하는 유구는 5, 11, 12, 16, 20, 28, 31, 35, 41, 81, 95, M1, M2, M1-1, 2, 3호
분 등이다.
Ⅵ기; 고령양식 토기가 집중적으로 부장되는 시기로서 토기의 형식변화에 따라서 2소기로 나뉘어진다.
Ⅵa기; 목곽묘 Ⅳb단계와 수혈식석곽묘 Ⅱa단계에 속하는 유구들이 해당된다. 목곽묘의 형태는 대체
로 장방형의 것들이 축조되는데, 격벽에 의해 주·부곽이 분리된 유구도 여전히 축조되고 있
다. 수혈식석곽묘는 앞 시기의 것을 계승하고 있다. 유물 역시 앞 시기의 것들과 같은 종류의
토기, 철기, 금공품이 발견되고 있지만 토기에 있어서 창녕 내지 신라계의 유물은 완전히 자취
를 감추고 대신 고령양식의 토기들만 부장되고 있는 것이 주목되며, 화려한 용봉문환두대도가
복수로 부장된다든지 금동장의 특이한 지판을 가진 투구가 발견되는 것 등의 변화가 나타난다.
2, 7, 13, 24, 69, 70, 71, 72, 73, 76, 82, 83, 88, 91, 92, 93, 98, 102, M3호분 등이 이 단
계에 속한다.
Ⅵb기; 수혈식석곽묘

Ⅱb단계가 여기에 해당되며, 목곽묘로서는 대형분인 M4, M7호분, 소형분으로서
는 유일하게 78호분이 포함되어 있다. 유물은 앞 시기의 유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령양식의 토
기들만 발견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단각고배와 팔찌형 기대가 이 시기에 속하는 유구에서 집
중적으로 부장되고 있으며, 개배의 개와 단경호 등은 형식학적으로 발달된 것들이 매납되고 있다.
토기 이외의 금속유물들은 극심한 도굴 때문에 잘 알 수 없으나 금제 이식은 보다 화려한 것들
이 부장되었으며, 환두부만 발견된 용봉문환두대도도 형식학적으로 앞 시기의 것들보다 한 단
계 퇴화된 것들이다.
이 단계에 속하는 유구는 78, 80, 84, 85, 87, 90, 96, M4, M7호분 등이다.
Ⅶ기; 수혈식석곽묘 Ⅲ단계와 횡구식석실묘가 이 시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 나타난 변화 중 가
장 주목되는 현상은 이른바 신라계 무덤형태인 횡구식석실묘가 돌연히 출현하고 있는 것이
며, 아울러 유물에 있어서도 피장자의 실체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보관의 형태가 신라양식인 出
자형인 점과 파수부배도 형태상 신라계인 점이다. 이처럼 앞 시기의 고령양식 토기들이 계승
되는 속에서 신라계인 횡구식석실묘, 출자형 보관, 파수부배 등이 돌발적으로 출토된다는 것
은 이 시기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현상일 것이다. 유물을 자세히 보면 단각고배
는 대각이 더욱 축소되어 굽의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고령양식의 발형기대는 대각에 비해 발부
가 급격하게 작아짐으로서 안정감을 잃고 있다. 개배는 더욱 작아지고 유개식 장경호는 경부
에 4~5단의 파상문대가 배치됨으로서 번잡한 느낌을 준다. 금속유물의 부장은 앞 시기에 비
해 갑주자료가 한 점도 발견되지 않는 등 무구의 부장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특
히 주목된다. 그러나 M6호분의 3점의 보관과 이식 등은 더욱 화려한 것들이며, 용봉문환두대
도 역시 문양은 다소 퇴화되었으나 여전히 부장되고 있다. 한편 M10호분 횡혈식석실묘는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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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법에 있어서도 박장인 점은 옥전고분군 내에서 유일한 것으
로서 M10호분이 외부로부터의 영향에 의해 축조되었음을 암시해 주는 좋은 예일 것이다.
이 단계에 속하는 유구는 74, 75, 86, 99, M6, M6-1, M10, M10-2호분 등이다.
Ⅷ기; 조사의 부족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시기에 속하는 유구는 M11호분 횡혈식석실묘 1기밖에 없
다. 유적의 최남서쪽에 축조되어 고총고분의 분포상 본 유적 최후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M11호분 횡혈식석실묘는 소위 우편수형으로서 낮은 시상을 가진 백제계의 묘제로서 함께 발견
된 관 부속구인 연판장식과 금장의 머리를 가진 관정, 감옥된 수하식 이식 등과 아울러 본 유구가
백제와의 깊은 관련 속에서 축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Ⅸ기; M28호분 횡혈식석실묘가 여기에 해당한다. 7세기대의 신라양식 횡혈식석실묘이기 때문에 다라
국이 멸망한 뒤 신라가 이 지역을 통치했던 고고자료라고 생각된다.
(2) 편년

옥전고분군에서 출토된 자료에 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중 연구의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편년에 대해서는 약간씩 다른 견해들이 제시되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조영제는 옥전고분군에 대한 보고서의 고찰과 논문에서 묘제의 형태 변화에 따른 분기와 목곽묘 출토
자료를 중심으로 한 단계 설정을 시도하여 크게 목곽묘기, 수혈식석곽묘기, 횡구식석실묘기, 횡혈식석실묘
기로 분기하고 토기의 형식 변화에 기초하여 목곽묘기를 Ⅲ단계로 나누었으며, 수혈식석곽묘기는 다시 고
총고분기와 그렇지 않는 시기로 나눈 바 있다.15)
권학수는 다차원축척법에 의한 가야고분의 종합적 편년연구 속에서 옥전고분군의 25기의 유구에 대한
편년을 시도하였는데, 4세기 전반대의 유구가 1기도 없는 것과 옥전 70, M3호분이 6세기 전반대에 편년된
점이 필자와 다르다.16)
이희준은 발생순서배열법에 의한 고령양식 토기의 편년을 시도하면서 5기의 옥전고분군에 대한 편년관
을 제시하였는데, 옥전 M3, 70호분이 5세기 3/4분기에 편년되고 M6호분이 M4, M7호분보다 1단계 이른
시기인 5세기 4/4분기에 편년되고 있는 점에서 필자나 권학수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17)
박광춘은 다변량해석법에 의한 합천지역 토광묘 출토 자료의 편년연구에서 옥전 8, 70호분을 5세기 초
~중엽에 편년하였을 뿐만 아니라 氏의 전체적인 편년의 근거를 옥전 70호분 출토 등자가 일본 瑞王寺古墳
출토 등자와 같다는 것에서 찾고 있으나 필자는 이 등자들이 형태에서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편년적인
위치도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18)
박승규는 일단장방형 투창 고배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6기의 옥전고분에 대하여 편년하였는데 씨의 연
대관은 필자와 대동소이하다.19)
이한상은 금동제 용기류를 비교분석하면서 옥전 M3호분 출토 동완과 무령왕릉 출토품을 동시기의 소
산품으로 보고 6세기 전반대로 비정20)하였으며, 나아가 대가야계 이식에 대한 분류와 편년을 시도하면서
15기의 옥전고분에 대하여 편년21)하였는데, 옥전 M2, M3호분이 각각 5세기 말, 6세기 초에 편년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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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23호분이 M3호분, 35호분이 M4, M6호분과 동시기로 파악된 점에서 필자와 현격한 차이를 보여 준
다. 다만 23, 35호분에 대한 씨의 편년관은 보고서의 未刊으로 인하여 다른 공반유물의 검토없이 이식만의
형식분류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소의 오류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경미도 삼국시대의 이식을 분석하면서 10기의 옥전고분 출토품을 분석하였는데 M2, M3, 72호분 등
이 23호분과 함께 5세기 초~중엽, M4, M6호분이 옥전 35호분과 동시기인 5세기 말~6세기 초엽에 편년
되고 있는 것에서 다른 연구자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22)
이상율은 영남지방의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한 행엽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옥전 23호분 출토 심엽형
행엽을 5세기 초~전반, M3호분 출토 검릉형 행엽을 이 형식으로서는 최고식으로 파악하여 5세기 말경에
비정하고 있다.23)
류창환은 가야고분 출토 등자에 대한 연구에서 옥전 출토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편년
관은 필자와 거의 같다.24)
홍보식은 영남지방의 횡구식, 횡혈식석실묘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횡구식석실묘인 옥전 M10호분은 6세
기 중엽경, 횡혈식석실묘인 M11호분을 6세기 후반 이후로 비정하였다.25)
한편 穴澤和光·馬目順一은 옥전 M3호분 출토 용봉문환두대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이러한 자료가
무령왕릉 출토품(씨들 분류 5기)보다는 2단계 이른 시기인 5세기 말경(씨들 분류 3기)에 편년시키고 있다.26)
千賀久는 일본 초기의 마구와 우리나라의 마구를 비교검토하면서 옥전고분 출토 마구에 대하여 분석하
고 있는데, 그의 마구에 대한 편년관은 전기의 마구 연구자들의 것과 거의 같다.27)
박천수는 대가야계 발형기대와 통형기대, 등자, 수식부 이식을 기준으로 대가야권 분묘를 Ⅰ~Ⅸ단계
로 편년하면서 옥전고분에 대해서는 23호분 등 모두 9기의 고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28) 그런데 옥전 23호
분의 4세기 4/4분기, M3호분이 5세기 3/4분기에 편년되는 등 대체적으로 필자보다 25~50년 정도 이르게
편년하고 있다.
김두철도 대가야고분에 대하여 편년하였는데, 씨는 박천수와는 달리 용봉문환두대도 등 금공품의 기술
교류와 옥전고분군 출토 외래계 유물 등을 편년연구에 있어서 중국이나 일본 등 폭 넓은 지역과의 교차연대
의 자료로 삼아서 비교적 안정적인 연대관을 제시하고 있다.29) 씨의 연대관은 필자의 연대관과 대체적으로
같다. 다만 필자가 5세기 3/4분기로 편년한 옥전 M1호분을 5세기 4/4분기 이른 시기로 편년한 것에서 미
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옥전고분군 출토자료에 대하여 토기, 마구, 이식, 대도, 묘제 등 유구와 다양
한 유물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편년을 시도하였으나 모두가 납득할만한 안정된 편년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옥전 M3호분의 경우 주경미는 가장 이른 시기인 5세기 초~중엽경으로 비정한데 비해 이
한상은 6세기 전반대로 파악함으로서 거의 1세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상대편년의 배열에 있어서
도 마구에 있어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23호분이 M3호분과 동시기로 파악되거나 35호분이 M3호
분보다 늦은 시기에 배열되는 등 혼란스럽다.
이와 같이 동일한 고분이 연구자에 따라서 1세기나 차이가 난다든지 유구 상호간의 순서배열이 일치되
지 않을 경우 편년에 기반을 둔 당시의 사회와 역사를 복원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5세기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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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아시아가 격변의 시기였다면 편년의 불일치는 이 시기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장애를 초래할 수밖
에 없다.
따라서 필자는 본고에서 유구나 개별 유물의 형식학적 편년을 지양하고 유구의 변화와 유물복합체의 부
장양상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옥전고분군의 전체적인 편년관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편년을 위해 개별 유
물의 형식학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옥전고분군에 대한 대체적인 편년을 확립하고자 한다. 다만 옥전고분군
에서 절대연대를 알려주는 명문 등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고 역시 절대연대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계
를 가질 수밖에 없다.
앞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211기의 유구 중 검토가 가능한 유구를 대상으로 크게 Ⅸ기로 나누어 상대 편
년하였다.
그렇다면 분기한 각 시기가 어느 시기에 해당되는가를 살펴보자.
대부분의 가야고분과 마찬가지로 본 유적에서도 절대연대를 알려주는 자료는 1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특수한 유물로서 M3호분의 동완과 M1호분의 Roman-glass, M3, M4, M6호분의 용봉문환두대도
등은 백제의 무령왕릉이나 신라의 금령총 출토품과 대비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이 중 백제의 무령왕릉은
묘지석의 발견으로 고분의 축조연대가 525년이라는 분명한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무덤이기 때문에 한일
고분문화의 편년연구에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다.
따라서 본 고분 출토자료 중 무령왕릉 출토품과 대비될 수 있는 M3호분 출토 동완과 용봉문환두대도는
이 점에서 극히 주목되는 자료들인데, 이미 이한상은 양 고분 출토 동완을 동시기의 소산으로 보고 옥전 M3
호분을 6세기 전반대로 파악한 바 있으며30), 穴澤·馬目은 M3호분 출토의 용봉문환두대도의 문양의 형식
이 무령왕릉 출토의 단용문환두대도보다 2단계 이른 것으로 보고 5세기 말 경으로 추정한 바 있다.31)
이처럼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무령왕릉 출토품과 같은 유물이 발견되거나 형식적인 변화의 선상에 있

<그림 4> 옥전M3호분과 용봉문환두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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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물이 발견된다면 일단 무령왕릉을 기준으로 절대연대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
게도 백제고분은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오늘날까지 유물부장의 원상을 유지하고 있는 고분이 없다. 따라서
무령왕릉을 전후한 시기의 백제고분에 부장된 유물의 형식학적인 변천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으며,
이점 때문에 서로 다른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이 형태적인 유사함 때문에 모두 무령왕릉 출토품과 대비되어
같은 연대를 부여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M3호분의 동완과 M11호분의 감옥된 수하식 이식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즉 이한상은
동완의 유사함에서 M3호분을 무령왕릉과 동시기로 파악했을 뿐 아니라 M11호분 출토 이식의 구성과 제작
기법이 무령왕릉 왕비의 것과 유사함을 들어서 역시 같은 시기로 파악하고 있다.32) 그 결과 고분의 축조 위
치나 형태, 출토 유물에서 도저히 같은 시기로 편년할 수 없는 옥전 M3호분과 M11호분을 거의 같은 시기
로 편년하는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무령왕릉 출토품은 동아시아 고분문화의 편년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지만 형태상
유사한 모든 자료를 무령왕릉 출토품과 곧바로 연결시켜서 동시기로 파악한다는 것은 신중을 요한다. 특히
권위를 상징하는 특수한 유물일 경우 용봉문환두대도와 같이 많이 발견되었다면 형식학적인 변화의 토대
위에서 무령왕릉 출토품과 대비하는 것은 무리가 없으나, 동완처럼 극소수 발견되어 형식학적인 변화를 잘
알 수 없는 자료일 경우에는 상호 비교에 의한 계통의 파악은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연대를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점은 거의 같은 형태의 Roman-glass가 출토된 옥전 M1호분과 경주 금령총이 커다란
연대차이를 보이는 것33)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귀갑문 장식이라든가 귀면문, 개구리 문양, 주조철부, 상감대도 등 백제의 고분이나 편원어미
형 행엽과 같이 신라의 고분과 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많다. 그러나 이것들은 최종규의 지적34)처럼 백제와
옥전, 신라나 창녕지역과 옥전지역의 문물교류의 차원으로 파악할 수는 있으나, 산지추정과 절대연대의 부
여는 좀 더 많은 자료의 축적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는 옥전고분군의 편년에 대하여 개별유물의 비교연구에 의한 교차연대의 설정보다는 묘제
와 유물 부장의 전반적인 변화상을 비교적 믿을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5세기 이후의 역사기록과 연결하
여 각 시기의 대강의 연대를 파악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주목되는 현상은 Ⅵa기에 전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령계 토기의 집중적인 부장이다. 옥전
Ⅵa기에 나타나는 고령계 토기의 집중적이고 전면적인 부장이라는 현상은 비단 옥전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합천 반계제, 함양 백천리, 산청 생초 등 서부 경남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문화 교류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중대한 정치적인 변화에서 기인되었을 것으로 추
정되며, 그것은 고령을 중심으로 하는 대가야 세력의 대외팽창, 즉 대가야연맹체의 성립이 그 배경이었다고
생각된다.35) 따라서 옥전 Ⅵ기는 대가야연맹체의 성립기와 동시기인 5세기 4/4분기로 편년할 수 있다.
그 다음 出자형 보관이 부장되고 횡구식석실묘가 축조된 옥전 Ⅶ기는 신라계 문물의 옥전지역의 파급
이라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 나타난 시기이다. 이처럼 신라계 문물이 옥전고분군에 부장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은 고령의 대가야와 신라 사이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대

088

가야고분군 Ⅲ

가야와 신라 사이의 결혼동맹36)과 같은 밀접한 관계의 성립 등을 가리킨다. 즉 신라와 대가야가 결혼동맹을
맺음으로서 신라의 문물이 고령지역에 들어오게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가야연맹체의 일원이었던 옥
전고분군에 신라문물이 유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옥전 Ⅶ기는 520년대를 상한으로 하여 대
략 6세기 2/4분기에 편년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Ⅷ기에 속하는 M11호분은 옥전고분군 내의 고총고분의 분포 상 가장 서남쪽에 위치한 본 유적 최후에
축조된 고분이기 때문에 본 지역에 있었던 정치체였던 다라국의 멸망을 전후한 시기에 축조된 무덤임이 분
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옥전 Ⅷ기는 대략 6세기 3/4분기에 편년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M11호분은 고분의 구조가 횡혈식석실묘이고, 부장 유물 중 관 부속구인 연판장식과 금장
관정, 그리고 감옥된 수하식 이식의 제작 기법이 백제고분 출토품과 유사하기 때문에 본 고분은 가야와 백
제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시기를 반영하고 있는 무덤으로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야와 백제가 긴
밀한 관계를 맺었던 것은 A.D 541, 544년 백제에 의해 주도된 임나복권회의(任那復權會議)37)를 들 수 있
다. 따라서 M11호분으로 대표되는 옥전 Ⅷ기는 A.D 541, 544년을 상한으로 대가야의 멸망인 562년을 전
후한 시기로 파악함이 온당할 것이다.
한편 옥전 Ⅳ기에 속하는 68, 23, 67-A, B, 8호분 등에서는 안장, 재갈, 등자, 운주 등 승마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식의 마장구가 발견될 뿐만 아니라 복발유종세장방판 혁철주, 산자형 식금구가 부착된 성시구
등 기승용 갑주, 마구들이 부장되고 있다. 이러한 갑주와 마구들은 본 유적내의 앞 시기에 속하는 유구들에
서 선행형태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것들로서 본 시기에 돌발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유물들이다.
고분시대의 갑주와 마구는 토기 등과는 달리 한 집단 내에서 지배자급에 속하는 자들의 전유물이기 때
문에 이러한 유물이 돌연히 출현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화전파나 교역의 차원을 넘어서는 커다란 정치적 변
혁의 산물이었다고 생각된다. 가야지역 초기의 갑주와 마구는 고구려와 부여로 대표되는 북방문물의 유입
내지 영향으로 출현하기 시작했던 것38)으로 선학들에 의해 이미 충분히 밝혀졌기 때문에 옥전 Ⅳ기의 연대
는 부여나 고구려에 의한 한반도 전역의 역사변동과 결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여의 역사는 불명확한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설혹 가야지역에 그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39)
고 하더라도 그것은 고식 도질토기 단계이지 장경호와 발형기대와 같은 신기종이 출현하여 고식 도질토기
의 단계에서 벗어난 옥전 Ⅳ기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옥전 Ⅳ기에 나타나는 기승용 갑주와 마구의 돌발적인 부장이라는 현상은 고구려에 의해 초래된
영남일대의 역사적 변동에서 기인되었다고 생각되며, 이 경우 예상되는 역사적 사건은 선학들에 의해 상세하
게 검토된 바처럼 A.D 400년 광개토대왕의 남정을 들 수 있다.40) 다만 갑주나 마구 연구자들에 의하면 서부
경남 지역에 전래된 고구려계 유물은 고구려에서 직접 유입된 것이 아니라 김해·부산지역에 먼저 들어온 자
료들이 그 지역에서 약간의 형식변화를 겪은 뒤 다시 서부경남 지역에 들어온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41)
한편 Ⅳ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유개투창 고배와 발형기대를 보면 그 특징이 다양성에 있다. 예를 들면
옥전 23호분에서 고배는 모두 29점이 출토되었는데, 형태적으로 무개식과 유개식이 있으며, 투창의 형태는
이단일렬 투창, 이단일렬 다투창, 이단교호 투창, 일단 다투창, 이단교호 다투창 등으로서 옥전을 대표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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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배가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다. 발형기대 역시 문양이 다양하고 투창의 형태와 배치가 규칙성이
없으며, 발부에 비해 대각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처럼 고배와 발형기대가 다양하다는
것은 이 시기의 토기의 특징이 「형식 난립기」의 토기에 있음을 의미하며, 이처럼 「형식 난립기」의 토기가 부
장된 시기는 대략 5세기 전반대이다.42)
이와 같이 기승용 갑주와 마구문화와 「형식 난립기」의 토기문화의 존재를 감안한다면 옥전 Ⅳ기는 대략
5세기 전반대의 늦은 시기에 편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옥전 Ⅲ기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옥전 Ⅲa기의 토기들에 나타나
는 특징적인 요소들, 이를테면 와질계 고배라든지 마연풍의 기면조정 등은 앞 시기인 와질토기의 전통을 계
승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Ⅲ기의 시작은 와질토기 단계가 끝나고 고식 도질토기 단계에 들어선 시기에
속한다고 생각되어 일단 4세기 초 내지 전반대에 편년할 수 있다.43) 그러나 이러한 토기들과 함께 발견된
49, 52호분 출토 회전침선문 개나 양이부대부소호 등은 4세기 중엽경의 김해지역의 토기문화와 상통하는
바가 많다. 따라서 옥전 Ⅲ기의 시작은 4세기 중엽경으로 파악해 두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반면에 Ⅲ기의 하한은 Ⅲc기에 해당되는 17, 27호분 출토의 발형기대에 가까워진 노형토기와 직구단경
호가 예안리 76호분, 화명동 5호분 출토품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들 유구를 4세기 말~5세기 초에 편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이 김해지역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된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자료의 형
태상의 유사성 때문에 곧바로 김해지역과 같은 시기로 편년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김해지역 보다는 1단계
늦은 시기에 편년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Ⅲ기의 하한은 5세기 초엽이 될 것이며, 이점은 Ⅳ기의 시작이 5세기 중엽정도인 점과 상호 모
순되지 않는다. 다만 Ⅲ기 내의 소기인 Ⅲa, Ⅲb, Ⅲc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편년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하게 편년할 수는 없다.
한편 Roman-glass와 편원어미형 행엽, 창녕형 꼭지 등 창녕 내지 신라계 유물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옥전 Ⅴ기의 연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Ⅳ기와 Ⅵ기의 사이인 5세기 3/4분기에 일단 위치시킬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고령계 유물이 계속적으로 부장된 Ⅵb기는 Ⅵa기와 Ⅶ기 사이인 6세기 1/4분기에 편년해 둔다.
옥전 Ⅰ기는 전기 와질토기들이 발견되는 목관묘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영남지역에서의 전기와질토기
문화는 기원 전 1세기에서 기원 후 2세기 전반까지 편년되고 있다. 옥전의 전기 와질토기는 주머니호의 경
우 고식의 형태이지만 조합우각형 파수부 장경호의 경우 약간 장동화한 늦은 요소를 보여준다. 따라서 영남
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옥전의 전기 와질토기단계인 Ⅰ기는 다소 늦은 1세기에서 2세기 전반대로 편년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Ⅱ기는 후기 와질토기들이 발견된 목곽묘들인데 유구가 6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편년하
기 어렵다. 대체적인 연대는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전반대이다.
Ⅸ기는 신라식 횡혈식석실묘가 축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7세기대에 편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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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자료를 통해 한 시대의 인간의 생활과 역사를 밝힌다는 것은 어쩌면 무리한 시도일뿐만 아니라 불
가능한 작업일 수도 있다. 특히 단위집단에 대한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유적조사, 예를 들면 생활유적, 생산
유적, 매장유적 등의 유적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하나의 고분유적인 옥전고분군을 통해서 다라국이라는 가야의 한 소국의 역
사를 복원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대부분 역사학적 고고학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고학에 있어서 고고자료의 해석은 궁
극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의 복원에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영남일대의 고분에 대한 연구는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다.
둘째, 다라국에 대한 역사기록이 아주 소략하여 다라국이란 국명만 파악될 뿐 구체적인 모습은 역사기
록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고고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다행히 옥전고분군이 다라국 지배집단의 묘
역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점이다. 즉 합천일대는 일찍부터 여러 문헌
사학자들에 의해 다라국의 고지로 비정44)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옥전고분군의 이웃 마을인 다라리(多羅里)
가 다라국(多羅國)이라는 국명의 잔존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45)
셋째, 옥전고분군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른 가야 고분유적의 조사에 비교해 볼 때 체계적이고 광범위
하게 발굴조사됨으로서 단위 고분군의 실상을 비교적 충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
문에 많은 유익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고분군과 함께 인접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생활유적과 생산유적, 아울러 반경 1Km
이내에 분포하면서 수기의 고총고분과 다수의 소형 유구들로 이루어진 주변 고분군46)에 대한 조사가 이루
어지지 못함으로서 다라국의 역사를 밝히는데 근본적인 장애가 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며, 이러한 문제
점을 파악한 이상에는 빠른 시일내에 이들 유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라국에 대한 역사기록은 양직공도(梁職貢圖)와 일본서기(日本書紀)에만 나타나는데, 기록에 의하면
국명과 함께 二首位와 下旱岐 등 관등(官等) 또는 관직명(官職名)만 확인될 뿐 여타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이처럼 국명만이 나타나고 실체가 불분명한 다라국의 역사에 대하여 옥전고분군의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그 대강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획기의 설정과 의미
1) 유구·유물의 변화와 계층분화
필자는 옥전고분군의 조사에서 확인된 다양한 유구와 수많은 유물에 대하여 살펴보고47) 유구의 형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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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유물의 형식변화, 조합상의 차이에 근거한 종합편년안48)과 유구의 위치와 구조, 크기, 부장유물의 양
과 질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계층분화의 결과로 파악49)한 바 있다.
그 결과 옥전고분군은 대략 Ⅸ기로 나눌 수 있었으며, 각기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되었다.
옥전 Ⅰ기는 1세기∼2세기 전반대로서 소형의 목관묘들이 축조된 시기이며, 유구의 규모와 출토 유물
을 볼 때 이 시기에 어떤 정치체, 즉 변한소국이 성립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옥전 Ⅱ기는 후기 와질토기들이 발견되는 목곽묘들이 축조된 시기이며, 연대는 2세기 후반∼3세기 전
반대이다. 조사된 유구가 6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유구의 규모와 부장된 유물
의 양과 질을 볼 때 이 시기까지도 여전히 가야소국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없다.
옥전 Ⅲ기는 4세기 후반대로서 유구는 소형의 세장방형 목곽묘가 주류를 이루지만 54호분처럼 장방형
이면서 목곽의 보강토와 상부에 할석이 사용되는 예외적인 유구도 나타난다. 유물은 소위 고식도질토기50)
들로서 무개무투창 고배를 중심으로 단경호와 노형토기, 컵형토기, 이형개, 대부소호, 소형기대와 같은 토
기와 함께 철기는 극히 소량 부장되거나 아예 없는 유구가 대부분인데, 철촉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끌(鉈),
도자, 부, ㄱ자형 철기가 간혹 발견될 뿐이며, 금공품은 1점도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이 시기의 계층분화는 54호분과 같은 우월자의 존재가 눈에 띄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미하며, 이
점은 유구의 배치에 있어서 특정한 묘역의 설정이라든지 정연한 규칙성 등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옥전 Ⅳ기는 5세기 전반대로서 유구는 세장방형과 장방형의 목곽묘가 함께 축조되지만 장방형의 목곽
묘가 특히 거대해지며 목곽의 보강토에 다량의 돌과 흙을 혼용한다든지, 유구의 바닥에 관대나 시상시설이
채용된다. 유물은 토기에 있어서 유개투창 고배와 광구형 장경호, 발형기대와 같은 신기종이 등장하며, 철
기에 있어서도 갑주와 마구, 조형장 철판의기 등이 등장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금제 수하부 이식과 금동
제 관모, 금동장의 투구, 행엽, 성시구와 같은 금공품들이 이 시기부터 돌발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것이다.
옥전 Ⅳ기의 계층분화는 왕을 정점으로 상위계층과 하위지배계층, 그리고 야장들을 포함하는 여타의 일
반인들로 구성되었는데, 유구의 규모와 유물부장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계층분화가 유구의 배치에 있어서까
지 반영되지 않고 대소형의 유구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은 이 시기 계층분화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
된다.
옥전 Ⅴ기는 5세기 3/4분기로서 유구는 앞 시기와 마찬가지로 목곽묘가 축조되지만, 이 시기부터 대형
의 봉분과 배장묘를 가지면서 격벽에 의해 주부곽을 분리시킨 초대형의 목곽묘가 축조됨과 동시에 소형의
수혈식석곽묘가 처음으로 축조되는데, 이러한 묘형은 이 지역의 앞 시기에 속하는 유구에서 선행형태를 전
혀 찾을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시기에 돌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유물은 개배와 유개식 장경호와 같은 새
로운 기종의 토기가 출현하며, 철기는 갑주, 마구, 무기 등 앞 시기와 같은 것들이 부장되지만 한 유물의 복
수부장에 의해 양적인 증가가 초래되었으며, 금공품도 이식, 마구뿐만 아니라 대도와 같은 도검류에도 나타
난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나타나는 큰 특징은 이른바 창녕 내지 신라계 유물이 집중적으로 부장되고 있
는 현상이다. 그 중에서도 M1호분에서 발견된 Roman-glass는 이 시기의 유물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
는 자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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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의 계층분화는 Ⅳ기와 마찬가지로 왕을 정점으로 상위계층과 하위지배계층, 그리고 일반인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Ⅳ기와 비교해 볼 때 왕릉이 고총고분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묘역을 달리하여 축조
되었으며, 구조에 있어서도 격벽에 의해 주부곽을 분리시킨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유물에 있어서도 장식대
도와 갑주, 등자를 비롯한 마구의 복수부장, 금동장 요대, Roman-glass 등은 앞 시기에서 보이지 않던 것
들이며, 이처럼 귀중한 자료들이 부장되는 것은 상위계층에 속하는 유구들 사이에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Ⅴ기의 지배집단은 Ⅳ기의 지배집단보다 훨씬 힘이 강대해졌음을 알 수 있다.
옥전 Ⅵ기는 5세기 4/4~6세기 1/4분기로서 유구는 앞 시기와 마찬가지로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가 축
조되지만 배장묘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유물은 앞 시기의 것들과 같은 종류의 토기, 철기, 금공품이 발견되
고 있지만 토기에 있어서 창녕 내지 신라계의 유물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대신 고령양식 토기들만 부장되
고 있는 것이 주목되며, 화려한 용봉문환두대도나 금제 수하부 이식이 여러 점 부장된다든지 특이한 지판을
가진 금동장 투구가 발견되는 것들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 Ⅵ기는 고령양식 토기의 형식변화와 격벽의 소멸에 의한 유구의 세장화 등에 의해 2소기(Ⅵa, Ⅵb
기)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의 계층분화는 앞 시기와 달리 2계통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왕을 정점으로 고총역
내에 분포하는 왕족 또는 근시자(近侍者)들과 고총역을 벗어난 지역의 유구들이 그것인데, 모두 왕을 정점
으로 상위계층, 하위지배계층, 일반인들로 구성되고 있음은 앞 시기의 계층분화와 모습이 같다. 그러나 Ⅴ
기에 비해 왕릉의 규모가 훨씬 거대하며, 부장된 유물에 있어서도 화려한 4자루의 용봉문환두대도를 비롯
하여 갑주, 마구, 이식의 다수부장이라는 양적인 증가가 눈에 띄며, 특히 2벌의 마주와 동완, 관대로 이용된
121매의 주조철부가 발견된 M3호분은 같은 최고지배자라 하더라도 Ⅵ기의 지배자가 Ⅴ기의 지배자보다 힘
이 강대해졌음을 보여준다.
옥전 Ⅶ기는 6세기 2/4분기로서 유구는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 횡구식석실묘가 축조되고 있는데, 목
곽묘는 앞 시기까지 만들어졌던 격벽이 사라짐으로서 주부곽의 분리가 없어진 대신 시신의 발치 쪽에 토기
위주의 부장공간을 마련하는 형태로 변하였다. 이 시기에 나타난 변화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른바 신라
계의 무덤형태인 횡구식석실묘가 돌연히 출현하면서 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아울러 유물에 있어
서도 피장자의 실체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보관의 형태가 신라양식인 출자형인 것과 신라양식의 파수부배가
발견되는 것이다. 이처럼 앞 시기의 고령양식 토기들이 계승되는 속에서 신라계 문물인 횡구식석실묘, 출
자형 보관, 파수부배 등이 돌발적으로 출현한다는 것은 이 시기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현상이
다. 유물 중 금속유물의 부장은 앞 시기에 비해 갑주자료가 1점도 발견되지 않는 등 무구의 부장이 급속하
게 감소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지만 그러나 보관과 이식은 더욱 화려해지고 있다.
이 시기의 계층분화는 모두 고총역 내에 위치하는 유구들만 조사되었기 때문에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
으나 크게 보면 왕을 정점으로 상위계층, 하위지배계층, 일반인들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옥전 Ⅷ기는 6세기 3/4분기로서 조사의 부족 때문에 이 시기에 속하는 유구는 M11호분 1기밖에 없다.
이 M11호분은 유적의 최남서쪽에 축조되어 고총고분의 분포상 본 유적 최후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되는 횡
혈식석실묘로서 소위 우편수형의 낮은 시상을 가진 백제계의 무덤이며 함께 발견된 관부속구인 연판장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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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장관정도 이 무덤이 백제계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시기의 계층분화에 대해서는 조사의 부족 때문에 전혀 알 수 없다. 다만 유구의 규모와 부장유물을
볼 때 M11호분의 피장자는 이 지역의 최고지배자, 즉 다라국의 왕이었음은 분명할 것으로 생각된다.
옥전 Ⅸ기는 7세기대로서 M28호분 1기만이 조사되었다. M28호분은 옥전고분군의 중심지에서 동떨어
진 곳에서 1기만 존재하는 좌편수형 횡혈식석실묘인데, 평면 방형에 가까운 현실과 고시상, 긴 연도 등을
보면 이 석실은 신라식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옥전 Ⅸ기는 다라국이 멸망한 뒤 신라가 이 지역을 통치했던
시기이다.

2) 획기의 설정
이상에서와 같이 옥전고분군은 Ⅸ기로 분기할 수 있으며, 각 분기마다 계층분화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
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옥전고분군에서 일어난 변화와 분기는 이 지역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커다란 역사변동을 반영하
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것을 7개의 획기로 나누어서 그 변화의 양상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그 변화의
원인에 대하여 파악함으로서 다라국의 역사를 복원하는 실마리로 삼고자 한다.
제1획기는 옥전 Ⅰ기와 Ⅱ기 사이, 즉 2세기 후반대가 여기에 해당된다.
영남지역에서 후기 와질토기의 전개는 유구의 대형화, 철제무기의 개인 집중화, 입지의 우월성 등이 나
타나며, 이를 근거로 신라나 가야의 전신인 진·변한 정치체가 뚜렷이 자리잡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러나 옥전고분군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은 큰 변화는 없으며, 단지 전기 와질토기 문화에서 후기 와질토기
문화로 전환된 흔적만 확인된다.
제2획기는 옥전 Ⅱ기와 Ⅲ기 사이, 즉 4세기 후반대 고식 도질토기가 부장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도
질토기 발생지역인 김해·부산지역에서는 후기 와질토기 마지막 단계인 3세기 말경부터 새로운 토기문화가
전개되면서 사회가 급변한다. 그것이 금관가야의 등장이다. 그러나 옥전지역에서는 후기 와질토기 문화에
서 고식 도질토기 문화로 순차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약간의 공백을 둔 뒤 새로운 문화가 등장한다. 또한 이
때 등장한 고식 도질토기 문화는 토기문화만 바뀌었을 뿐 유구의 거대화와 갑주와 같은 주목할 만한 금속유
물은 아직 부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문화의 등장과 함께 사회가 급변하고 그 결과 어떤 정치
체가 성립되었을 가능성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3획기는 옥전 Ⅲ기에서 Ⅳ기로 이행하는 시기, 즉 5세기 전반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유구인 목곽묘는 장방형화, 대형화하며 관대나 시상시설이 채용되고 목곽의 보강에 돌과 흙
을 혼용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며, 유물에 있어서는 토기도 새로운 기종이 등장하는 등 변화하지만 무엇보
다도 기승용 갑주문화와 마주를 비롯한 실용 또는 장식마구, 관모, 이식 등의 금공품의 등장이 주목된다.
이러한 옥전 Ⅳ기의 문물의 변화는 Ⅲ기의 것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더욱
이 어떤 특정한 한 두개의 유물이 아니라 총체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은 외부에서
이미 완성된 문화가 이 지역으로 유입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처럼 옥전 Ⅲ기에서 Ⅳ기로의 전환이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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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총체적인 유입에 의한 것이라면 유입의 형태는 단순한 문화적인 전파나 충격의 차원을 넘어서 이러
한 문화를 소유한 인간집단의 도래를 상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더욱이 이러한 유구와 유물은 당시의
기층문화가 아니라 한 지역집단의 최고지배자를 상징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옥전
Ⅲ기에서 Ⅳ기로의 전환은 하나의 획기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요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먼저 주목되는 것은 목곽묘의 변화이다. 즉 옥전 Ⅲ기의 목곽묘는 평면 장방형으로 변하면서 무덤의 축
조에 있어서 목곽 보강을 위해 돌과 흙을 혼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유구가 장방형화하면서 목곽의
보강에 흙과 돌을 혼용하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앞 시기의 목곽묘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으
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옥전고분군의 경우 Ⅲ기의 목곽묘가 세장방형의 평면임에 비해 목곽 보강에 흙과
돌을 혼용한 Ⅳ기의 목곽묘는 장방형이기 때문에 Ⅲ기의 목곽묘에서 Ⅳ기의 것으로 순차적으로 발전했다고
는 보기 어렵다.
더욱이 옥전 Ⅳ기의 목곽묘와 유사한 Ⅲ기의 54호분은 옥전 Ⅲ기 내에서 유일한 것이며, 이 유구 역시
전후의 연결고리 없이 돌발적으로 출현한 것이기 때문에 Ⅳ기의 목곽묘와는 연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옥전
Ⅳ기에 등장하는 장방형 목곽묘에 흙과 돌을 섞어서 보강하는 유형은 이 지역에서 목곽묘가 수혈식석곽묘
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요인, 이를테면 순수 목곽묘에서 변화를
일으킨 이러한 형태의 목곽묘가 이미 정착된 지역에서 어떤 정세변화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 그 지역의 주민
들이 사방으로 이동하고, 그 중 한 집단이 옥전지역으로 들어 온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온당
할 것이다. 3획기의 연대가 4세기 말~5세기 전반대라면 이미 이러한 목곽묘가 축조되고 있었던 부산·김
해지역51)이나 경주지역의 목곽묘52)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유물에 있어서는 당시의 상황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배계층의 위세품 역할을 한 찰갑,
복발형 투구, 산자형 금구가 붙은 성시구, 마주, 심엽형 행엽, 목심철판피윤등과 같은 것은 지금까지의 연구53)
에 의하면 모두 고구려로 대표되는 북방문물에 그 원류가 있다고 생각되며, 옥전 Ⅳ기에 이러한 문물이 대량
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역사적 계기는 A.D 400년 고구려군의 남정의 기사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A.D 400년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남정은 당시의 정치적인 중심지였던 경주와 김해지역에 심대한 영
향을 끼쳐서 문물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변동 내지 혼란을 야기하고 그 와중에 주민의 이동마저 초래
했을 것임은 쉽게 예상되며, 이 이동하던 한 갈래의 주민이 옥전지역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데 옥전 23호분에서 발견된 2점의 신라양식 고배의 존재는 김해보다는 신라문화권 내지는 신라영역권 내의
주민이 옥전지역으로 이동해 들어 왔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상하일렬투창 고배에 있어서 상
단 역제형, 하단 제형 또는 삼각형의 투창을 가진 고배와 발부에 거치문과 타래문이 시문된 발형기대는 주
로 김해 대성동고분군이나 동래 복천동고분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54), 류창환 분류 ⅠA2식 등자가
김해·부산지역에서 고안된 것이라는 연구55)에 의하면, 옥전 Ⅳ기를 열었던 주민들은 경주지역 보다는 김
해·부산지역에 있었던 주민들이 고구려군의 남정으로 초래된 정세변동의 와중에서 이주하여 들어 온 집단
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옥전고분군 제3획기는 김해·부산지역에 있던 어떤 집단의 주민들이 이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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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옴으로서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4획기는 옥전 Ⅳ기에서 Ⅴ기로 이행하는 시기, 즉 A.D 450년 전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 유구에서 나타나는 주목되는 변화는 수혈식석곽묘의 채용과 격벽에 의한 주·부곽의 분리, 거
대한 원형 봉분을 가진 고총고분의 축조, 배장묘의 설치 등이다.
이 중 먼저 수혈식석곽묘는 옥전 Ⅳ기의 목곽 보강에 돌과 흙을 혼용한 것에서 순차적으로 발전하여 등
장했다고 일단 생각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 시기에 속하는 28호분에서는 주피장자 부분의 측벽은 무질서한
반면에 토기부장 부분의 측벽은 꽤 정연한 축조상태를 보이는 것에서 이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
나 동시기의 M1호분 배장묘들은 4벽 모두 반듯하게 쌓아올린 전형적인 수혈식석곽묘들이기 때문에 Ⅳ기의
목곽묘에서 순차적으로 발전하여 이 지역에 수혈식석곽묘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유입에 의한
결과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옥전 Ⅴ기의 M1, M2호분을 비롯한 이 지역 지배자층들의 무
덤은 M1호분의 배장묘와는 달리 여전히 목곽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수혈식석곽묘를 받아들였지만 여
전히 독자적인 전통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무덤축조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하나는 격벽에 의한 주부곽의 분리설치이다. 무덤의 축조에 있
어서 격벽에 의한 주부곽의 설치는 영남지역에서 상당히 성행했던 방법이지만 옥전 Ⅴ기 이후에 나타나는
형태는 소위 동혈주부곽식으로서 일찍이 경주의 구정동이나 인근의 울산 중산리 등 주로 신라문화권 내지
영역권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이 시기 이들 지역과 옥전지역과의 깊은 교류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인근의 창녕 계남리고분군에서 이러한 동혈주부곽식 무덤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옥전의 동혈주부곽식 무덤은 계남리고분군으로 대표되는 인근의 창녕지역에서 유입되었을 가능
성이 높다.
거대한 원형 봉토분의 축조는 당연히 이 지역 지배집단의 권력의 강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런데 이 지역 최초의 고총고분인 M1호분의 봉분은 외형은 원형이지만 호석의 내연은 장방형을 이루는 독
특한 것이다. 이처럼 호석의 내연이 장방형을 이룬 것은 아마 봉분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규모나 부장유물,
유구내의 함몰토 등을 볼 때 그다지 높지는 않더라도 장방형의 봉분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23호분과 같
은 앞 시기의 대형 목곽묘의 봉분 축조 전통을 이어받은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장방형의 봉분을
가진 목곽묘의 축조전통에 외부로부터 원형 봉분의 축조기법이 새롭게 결합되면서 나타난 것이 M1호분의
봉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만 이 원형 봉분의 축조에 대한 관념이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한편 이 시기의 유물은 대부분 옥전 Ⅳ기의 것을 계승하고 있으나 양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편원어미형 행엽과 창녕형 꼭지가 달린 일단장방형 투창 고배, 직선적인 경부를 가진 유개식 장경호, 대부
완, 발형기대, Roman-glass 등 신라양식 또는 창녕계 토기의 존재가 특히 눈에 띈다.
이 중 Roman-glass는 경주의 신라고분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
는 희귀한 자료인데, 이것이 옥전 M1호분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이 시기 옥전지역에 신라문화가 유입되었음
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함께 들어온 창녕계 토기의 존재를 고려한다면 이 시기의 신라문화는 인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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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을 매개로 옥전지역에 전달되었음이 분명하다.
결국 옥전고분군 제4획기는 3획기를 이루었던 지배집단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인근의 창녕을 매개
로 보다 발달한 신라문화, 예를 들면 동혈주부곽식의 목곽묘와 원형 봉토분, Roman-glass, 편원어미형 행
엽 등을 받아들이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던 시기라고 생각된다.
5획기는 옥전 Ⅴ기에서 Ⅵ기 사이, 즉 A.D 475년 전후에 해당한다.
유구는 앞 시기의 것을 계승하고 있으나 보다 규모가 커졌으며, 이 시기의 늦은 단계가 되면 부곽이 사
라지고 극단적인 세장방형의 수혈식석곽묘가 출현한다. 아울러 유구 바닥에는 돌이 아니라 다량의 주조철
부를 일정한 범위에 나란히 깔아서 만든 관대시설이 나타난다. 이처럼 주조철부를 깔아서 관대로 이용한 것
이나 봉분과 석곽의 규모가 커졌다는 것은 이 시기의 지배자들이 앞 시기보다 힘이 더욱 강대해졌음을 의미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늦은 단계에 나타나는 극단적으로 세장하면서 격벽이 소멸된 수혈식석곽묘는 부산지역과 같이 시
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혈주부곽식 석곽에서의 부곽이 주곽내에 흡수되면서 나타나는 것56)처럼 이 지역의
수혈식석곽묘의 발전형태가 아니라 중간 형태없이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세장한
수혈식석곽묘는 출토되는 유물과 함께 이러한 유형의 석곽묘가 성행한 인근의 고령 대가야문화의 유입에
의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이 시기의 유물 중 금속유물은 대부분 앞 시기의 것들을 계승하고 있으나 한 유물의 다량부장이라는 현
상이 나타나며, 주조철부와 검릉형 행엽, 금장 용봉문환두대도와 같은 것은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이며, 무
엇보다도 신라양식이나 창녕계 유물이 자위를 감추고 대가야양식 일색의 토기문화가 전개되는 것은 특히
주목된다.
이처럼 이 시기 이 지역의 최고지배자, 즉 왕릉에 부장된 토기가 모두 고령양식에 속하는 토기뿐이라고
하는 사실은 양 집단간의 교류나 영향에 의해 몇몇 유물이 유사성을 띄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중대
한 정치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 점은 이러한 고령양식 토기문화가 비단 옥전고분군뿐만
아니라 합천 반계제, 함양 백천리, 남원 월산리 등 거의 같은 시기에 속하는 각 지역의 최고지배자급 무덤에
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 더욱 분명해 진다.
다만 이 시기 고령양식의 토기들과 더불어 M3호분에서 발견된 검릉형 행엽과 f자형 경판, 금은장 용봉
문환두대도, 독특한 형태의 주조철부 등은 이미 선학들이 지적57)한 바대로 백제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는 유
물들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유물들이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배경은 먼저 대가야에서 백제의 영향을 받
아서 이러한 유물을 만들고, 이것들이 다시 대가야양식의 토기들의 확산에 수반되어서 이 지역에 영향을 미
침으로서 제작되었을 가능성과 함께 백제와 다라국 사이의 직접적인 교류의 결과 나타났을 가능성도 상정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백제나 한반도 남부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
6획기는 옥전 Ⅵ기와 Ⅶ기 사이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 유구에서 나타나는 획기적인 변화는 횡구식석실묘의 채용이다. M10호분 횡구식석실묘는 M1,
M3, M4, M7호분과 연결선상에 있는 이 시기 다라국의 왕릉으로서 기준점을 설정하여 완전한 원형의 호석

옥전고분군과 다라국사

097

을 돌려서 봉분을 만들고 바닥에는 시상시설을
하였으며, 한쪽 단벽 전체를 입구벽으로 이용
한 전형적인 횡구식석실묘인데 부장유물은 이
전 시기의 후장에 비해 아주 빈약한 박장이다.
그런데 이 횡구식석실묘는 주지하다시피
신라영역권 내에서 발생하고 발전한 묘제58)인
데 비교적 보수성이 강한 묘제에서까지 신라적
<그림 4> 옥전 M6호분 출토 출자형 보관

인 요소가 나타난다는 것은 단순한 문화교류
내지 특정한 문화요소의 유입에 의한 것이 아

니라 보다 중대한 정치·사회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물은 앞 시기의 것을 계승한 고령양식 토기와 무기·마구 등이 대부분이지만 M6호분에서 발견된 2점
의 출자형 금동보관과 파수부배는 분명히 신라양식에 속하는 보관과 토기들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출자형 보
관은 그 제작지가 어디였던간에 신라의 수도인 경주나 경주영역권 내의 최고지배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착용했던 위세품으로서 피장자가 속한 집단과 위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성이 강한 자료이다.59)
이처럼 상징성이 강한 자료의 부장과 함께 보수성이 강한 묘제에 있어서까지 변화가 일어나서 횡구식석
실묘가 축조되고 박장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다라국을 둘러싸고 중대한 역사적인 사태가 전개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7획기는 옥전 Ⅶ기에서 Ⅷ기 사이에서 찾을 수 있다.
비록 Ⅷ기에 해당되는 유구가 M11호분 1기밖에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하기에
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이 유구가 횡혈식석실묘인 점과 출토유물 중 못 머리가 금장인 관정과 감옥된 수
하부 이식, 연판장식의 관부속구 등은 당시의 상황을 살피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즉, M11호분 횡혈식석실묘는 봉분의 규모가 옥전고분군 내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본분의 피장자가 다
라국의 왕이었음을 분명히 알게 해 줄뿐만 아니라 옥전고분군 내에서 가장 끝에 위치하고 있음으로서 다라
국의 마지막 왕릉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런데 옥전고분군에서 유일하게 조사된 M11
호분 횡혈식석실묘는 선학들의 연구60)에서와
같이 백제식의 무덤형식임이 분명하며, 함께
발견된 이식의 구조와 연판장식의 관부속구와
관정 등은 모두 백제 지배계층의 무덤에서 발
견되는 것61)들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다라국
에는 백제의 영향이 강하게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앞 시기에 나타나던 신라양식의
<그림 5> 옥전 M11호분 출토 수하부이식과 관 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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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와 유물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대신 백

제계의 유구와 유물이 갑자기 등장한다는 것은 이 시기에 다라국을 둘러싸고 6획기와는 전혀 다른 역사적
인 상황이 전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은 백제계의 횡혈식석실묘가 서부경남 일대
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비단 다라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서부경남의 전 가야에 걸
쳐서 일어난 변화라고 생각된다.

2. 다라국의 성립과 발전·멸망
앞에서 살펴 본대로 유구와 유물의 변화를 볼 때 옥전고분군은 7획기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
은 획기는 이 지역을 둘러싸고 전개된 역사적인 변동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획기
를 통해 다라국의 역사를 복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1, 2획기는 다라국과 같은 정치체와는 전혀 관계없는 시기이다.
따라서 다라국의 성립과 전개와 관계있는 시기는 3획기부터이다.
먼저 3획기는 A.D 400년 전후, 엄밀히 말하면 5세기 전반대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시기에 돌발적으
로 나타나는 갑주를 비롯한 무기와 마구, 장신구 등 금속유물은 그 원류가 고구려에 있다 하더라도 영남지
역의 어느 지역, 이를테면 토기와 마구, 묘제를 볼 때 김해·부산지역에서 이미 정착된 문화가 이 지역에 들
어온 것이다. 그리고 총체적인 유물의 변화상을 고려한다면 유입의 형태는 단순한 문화의 전파 내지 영향이
아니라 주민의 이동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1획기의 성립은 여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무덤의 규모와 부장유물의 성격이 이 지역에서의 최고지배자의 등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정치적인 집단, 즉 다라국은 이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성립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옥전고분
군의 제3획기는 다라국의 성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3획기의 성립은 어떤 역사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 것일까?
옥전 Ⅳ기의 금속유물이 대부분 고구려계 유물임이 확실해진 이상, 이 변화의 요인을 고구려의 행동에
서 찾는 것은 당연하며, 그것은 이미 면밀히 검토된 바62)와 같이 A.D 400년 광개토대왕의 남정이라는 사건
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다. 즉 최근의 조사성과63)에서 알 수 있듯이 4세기대부터 산발적
으로 영남지역에 유입된 고구려로 대표되는 북방문물이 경주나 김해·부산지역에 어느 정도 정착한 상태에
서 전개된 대규모적인 고구려의 군사행동은 고구려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당시의
선진지역이었던 경주와 김해·부산지역에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격심한 정치·사회적인 충격과 변화를 초래
하였을 것임은 쉽게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서 많은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지역으로의 이
동을 갈망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이러한 이동의 한 갈래가 옥전지역에 들어와 정착하면서 다라국
의 역사는 시작되었음이 거의 확실하다.64)
A.D 450년 전후에 해당되는 4획기의 옥전고분군의 유구와 유물은 앞 시기의 전통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민의 유입이나 교체와 같은 현상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 대신 같은 최고 지배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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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는 앞 시기의 23호분과 이 시기의 M1, M2호분을 비교해 볼 때 유구의 규모도 커졌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봉분을 만들고 위세품의 복수부장에 의한 풍부한 유물을 부장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앞 시기에 비해 다라국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유구에 있어서 거대한 원형 봉분의 축조와 수혈식석곽묘의 채용, 격벽에 의한 주·
부곽의 분리와 유물에 있어서 신라양식에 속하는 편원어미형 행엽과 Roman-glass, 창녕형 토기 등이 새
롭게 등장하는 변화가 나타난다. 이처럼 신라양식의 유물과 동혈주부곽식과 같은 유구가 이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주지하다시피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성장한 고구려는 427년 수도를 평양으로 옮겨서 백제에 대한 공격의
지를 뚜렷이 나타내었으며, 이후 475년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개로왕을 죽일 때까지 끊임없는 공격
을 감행하여 백제를 괴롭혔던 사실이 개로왕이 북위에 보낸 사신의 표현65)에서 잘 나타나 있다. 반면에 신라
는 고구려와 백제간의 충돌시기를 틈타 국력을 다지면서 광개토대왕 이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고
구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 삼국사기66)나 일본서기67)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편 450년 전후 한반도에서 전개된 이러한 역사적 상황은 어떤 하나의 강대국이 가야지역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라국을 위시한 가야 제세력들은 독자
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이러한 국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결국 이 시기의 다라국은 위와 같은 한반도내의 역사적 상황에 힘입어서 독자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그
결과 새로운 묘제의 도입과 유물의 수용, 거대한 봉분을 가진 고분을 축조함으로서 지배자의 강대함을 과시
했던 것이며, 특히 인근의 창녕을 매개로 신흥 강국으로 성장하는 신라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생
각된다.
5획기의 성립은 유구의 거대화와 위세품의 다량 부장이라는 현상에서 앞 시기보다 더욱 발전된 다라국
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가야 양식의 유물이 폭발적으로 등장하는데서 하나
의 획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이 시기에 대가야 양식의 유물이 발견되는 것은 비단 이 지역만의 현상이
아니라 거창, 함양, 남원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중
대한 역사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것은 구체적으로 문헌사학자들이 지적한 바대로 이른
바 대가야연맹체의 성립에 의한 것이다.68)
이처럼 고령의 대가야는 다라국을 포함하는 서부경남 일대의 많은 가야소국을 연맹체내에 흡수함으로
서 후기가야연맹의 맹주국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러한 자신감의 발로가 중국 남제(南齊)에의 사신 파견으로
나타났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시기에 다라국이 대가야연맹체의 일원으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독자성마저 상실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묘제는 여전히 이 지역의 독자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물부
장의 양과 질에 있어서도 대가야의 지배층에 필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시기의 다라국은 앞 시기의 비약적인 발전을 배경으로 대가야연맹체의 유력한 일원으로 편입됨
과 동시에 보다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는 다라국의 안정기였다고 생각

100

가야고분군 Ⅲ

된다.
6획기는 6세기 2/4분기로서 다라국은 독자성을 거의 상실하고 커다란 변화기에 접어 든 시기이다.
즉 이 시기에는 왕릉의 무덤형태가 전통적인 목곽묘나 수혈식석곽묘에서 횡구식석실묘로 바뀔 뿐만 아
니라 후장의 풍습이 사라지고 박장이 시행되는 등 지금까지 다라국 지배층의 장법과는 판이한 형태가 이루
어지고 있다. 만약 장법이나 묘제가 강한 보수성을 가진 것이라면 이러한 변화는 다라국의 독자성이 상실되
지 않고서는 일어나기 힘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왜 일어난 것일까?
먼저 주목되는 것은 M6호분에서 발견된 2점의 출자형 보관이다. 이러한 형태의 보관은 잘 알다시피 신
라양식의 것으로서 쉽게 유통될 수 없는 대단히 상징성이 강한 자료이다. 이것과 아울러 횡구식석실묘의 축
조를 고려한다면 6획기의 성립은 다라국과 신라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라국과 신라와의 직접적인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대부
분의 유물들이 대가야 양식에 속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앞 시기에 이루어진 다라국의 대가야연맹체의 일원
이라는 상태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 옥전고분군에 신라양식의 문물이 들
어 온 배경에는 대가야와 신라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 개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대가야연맹체내의 핵심세력인 다라국에 신라양식의 문물이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6세기 2/4분기를 전후한 시기에 가야의 제세력과 신라는 다양한 관계를 보여준다. 즉 전기가야의 맹주
였던 김해의 금관가야는 532년 신라에 병합되었음에 비해 대가야는 결혼동맹을 맺는 등 우호적인 관계69)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결혼동맹의 부분에 대해서 일본서기의 기록70)을 보면 이때 신라의 문물이 대가야나 대
가야연맹체내의 많은 세력들에 유포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소 무리한 해석일는지 모르지만 옥전
M6호분 출토 출자형 보관은 대가야와 신라 사이에 이루어진 결혼동맹시에 제현71)에 여종들을 나누어 둘 때
유입되어 들어온 것은 아닐까 추측된다.
결국 6획기는 대가야연맹체의 일원으로 편입된 다라국이 당시 대가야와 신라 사이에 진행된 역사적 상
황에 따라서 독자적인 위치를 거의 상실하고 변화되어 가던 시기라고 생각된다.
7획기는 다라국의 쇠퇴기 또는 멸망기에 해당되는데 그것은 이 시기에 속하는 M11호분을 끝으로 더 이
상 이 지역에 고총고분이 축조되지 않는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M11호분은 백제계의 횡혈식
석실묘일 뿐만 아니라 출토된 유물도 백제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재된 역사적 상황은 대가야와 백제, 다라
국과 백제 사이의 관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백제의 지배계층에 채택된 유구와 유물이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었던 계기는 백제에 의해 주도된 임나복권회의72)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임나복권회의는 비록
구체적인 어떤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긴밀한 관계를 통해 백제의 문물이 대가야와 다라국에 유
입되었을 것이며, 그 결과 다라국에는 옥전 M11호분, 대가야에는 고아동벽화고분과 같은 유적을 남기게 되
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옥전지역에는 청동기시대부터 오랜 세월동안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였음을 산발적으로 발견되는 석기
나 무문토기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라국의 성립 이전에도 얼마간의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았던 것
이 1∼2세기 전반대의 목관묘, 2세기 후반∼4세기대의 목곽묘의 존재에서 잘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목곽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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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당한 기간동안 축조되고 있다는 것은 이 지역에 다라국이 성립되고 나서도 이들은 다라국의 일원으로
서 일정한 기능을 맡았던 것을 의미한다.
그러다가 이 지역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제3획기로 표시되는 다라국의 성립이다. 이 성립
의 주체는 A.D 400년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남정으로 초래된 영남일대의 변화와 혼란의 와중에서 김해·부
산지역에 있던 어떤 집단이 이주해 들어온 자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성립된 다라국은 왕과 상위계층,
하위지배계층, 일반인들이라는 4계층으로 분화된 사회였다.
이렇게 성립된 다라국은 발전기를 맞이하는데 그것이 제4획기이다. 이때의 계층분화는 앞 시기와 마찬
가지로 왕과 상위계층, 하위지배계층, 일반인들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 시기와 비교해 볼 때 왕과 상위계
층에 속하는 자들의 유구와 부장유물의 양과 질에서 격단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의 배경에
는 창녕을 매개로 한 신라문물의 적극적인 수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5획기는 다라국의 안정기로서 앞 시기에 이룩한 다라국의 괄목할만한 발전은 당시 후기가야의 맹주
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대가야의 주목을 받게되고 그 결과 다라국은 대가야연맹체의 일원으로 편입되어 안
정적인 상태에서 최극성기를 맞이했던 것 같다. 이러한 다라국은 M3호분과 같은 거대한 유구와 풍부한 부
장유물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계층분화도 크게 보면 앞 시기와 같은 4계층이지만 왕족 또는 近侍者들과 그

<그림 6> 옥전고분군과 성산리토성, 황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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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 못한 자들로 이루어진 2계열의 인간집단들로 구성될 정도로 세분되었다.
이렇게 발전을 거듭한 다라국에도 주변 지역의 역사변동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제6획기에 나타
나는 신라양식의 횡구식석실묘와 출자형 보관의 등장이다. 이처럼 최고지배자의 무덤이 횡구식석실묘로 변
화하면서 지극히 상징성이 강한 보관의 형태가 신라양식으로 바뀐 점은 결국 다라국의 독자성이 상실되고
내부적으로 격심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이 시기의 계층분화는 조사의 부족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으나 왕족 또는 근시자와 그렇지 못한
인간집단의 2계열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왕을 정점으로 상위계층, 하위지배계층, 일반인들로 구성되었
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 임나복권회의에 참가했던 다라 下旱岐와 二首位가 이러한 2계열의 계층분화를 반
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73)
다라국은 신라에 의해 대가야를 비롯하여 서부경남 일대의 전 가야가 멸망당할 때 함께 역사의 무대에
서 사라졌다. 그러나 다라국은 2차례에 걸쳐서 임나복권회의에 참가할 뿐 아니라 백제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팽창해 오는 신라에 대항하기 위해 대가야와 함께 끝까지 노력한 것이 M11호분의 유구와 유
물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내의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신라에 대항한다는 것은 역
불급이었고 마침내 대가야와 더불어 다라국은 멸망하였다. 따라서 제7획기는 다라국의 쇠퇴기, 멸망기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옥전고분군에서 확인된 유구와 유물의 변화상을 통해 다라국의 역사를 복원해 보았으나 이때
의 다라국이 어떤 상태의 나라였을까? 예를 들면 고대국가였는가 아니면 연맹왕국이었는가 그것도 아니면
Chiefdom사회였던가 하는 등에 대해서는 필자의 淺學 때문에 언급하지 못했다. 이점이 아쉽지만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Ⅴ. 맺음말 – 옥전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

옥전고분군은 역사기록에 국명만 남겨진 가야소국의 하나였던 다라국의 실체를 알려주는 고고학적인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고분의 입지와 유구, 유물에서 확인되는 외래계 요소들은 이 고분군을 축조했던 집
단이 경남의 내륙에 독자적으로 존재했다가 소멸한 작은 정치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반도내, 나아
가서 동아시아의 동시기 정치체들과 활발한 교류를 함으로서 한국고대사, 나아가 동아시아 고대사의 발전
에 일정부분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고분군의 위치이다.
옥전고분군과 성산리 토성은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황강을 끼고 형성되어 있는데, 동류하는 황강은
6km 정도 떨어진 청덕면 적포리에서 낙동강과 합류한다. 육로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에는 수로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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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대외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한 교통로였을 것이며, 실제로 80∼90년 전까지도 소금 등을 실은 배가 성
산마을 앞에까지 들어왔다는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옥전고분군을 축조했던 다라국의 지배자
들은 황강과 낙동강을 이용해 외부세계와 연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옥전고분군 축조집단은 황강과 낙동강을 이용하여 쉽게 대외교류를 할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이와 같이 해안이나 강가에 가야소국들이 위치하는 것은 김해의 금관가야, 고성의 소가
야, 함안의 아라가야, 창녕의 비화가야, 고령의 대가야 등도 마찬가지이다. 즉 가야소국 입지의 커다란 특색
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옥전지역에 다라국이 자리잡은 것은 황강 상류에 있는 합천과 거창지역 제 집단의 관문역할도
담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에 옥전고분군의 유구와 유물에서는 다양한 외래계 요소들이 나
타나는데,
먼저 유구를 볼 때 옥전 M10호분의 횡구식석실묘는 신라, M11호분의 횡혈식석실묘는 백제지역으로부
터 이 지역에 유입되었음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여기에 더하여 김두철은 유구의 바닥시설인 관상을 세밀하
게 분석하여 5세기 전반 옥전고분군에서 나타나는 단면

상의 관상은 동래 복천동고분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유물에 있어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5세기 4/4분기 이후 다량으로 부장되고 있는 대가야식 토기들은 인
근의 고령지역에서 들어온 것이며,
5세기 3/4분기의 옥전 M1, M2호분에서 발견된 Roman-glass와 편원어미형 행엽, 6세기 2/4분기의
M6호분에서 출토된 출자형 보관은 신라에서 들어온 것이 분명하다.
또한 5세기 3/4분기에 속하는 유구에서 이른바 ‘창녕형 꼭지’로 불리우는 개와 유흑색을 띄는 일군의 토
기들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존재했던 창녕의 비화가야에서 들어온 자료들이며, 앞의 신라계 금속유물들
도 창녕지역을 경유하여 이 지역에 유입된 자료들이다.
한편 가야고분에서 아주 드문 ‘조형장 철판의기’는 옥전과 함안지역에서만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함안
의 아라가야와도 어떤 형태의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수량은 극히 적지만 수평구연호와 삼각투창고배는 소가야지역의 표지적인 유물로서 이들 지역
과의 교류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옥전 M11호분에서 확인된 금장의 관정과 관의 연판장식, 감옥된 수하부이식, M3호분의 귀갑문 장식
금동장 안장, 옥전 35, 70호분의 상감대도 등은 백제와의 관계에서 등장하는 유물이며, 다량으로 발견되고
있는 갑주와 마갑주, 마구 등 이른바 기승용 갑주문화는 고구려를 비롯하여 범 북방계 유물임은 다 아는 사
실이다.
옥전고분군 출토 유물 중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와 관련이 있는 자료도 발견되고 있는데, 옥전 M3,
M4, M6호분 등에서 발견된 극히 화려한 용봉문환두대도들은 백제를 거쳐서 중국 남조와 관계있는 자료들
이며, 옥전 67호, 28호분에서 발견된 철판갑옷들은 일본열도의 왜에서 이 지역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M3호분의 f자형 경판비는 한일 양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경판비로서 이후 일본열도에서 크

104

가야고분군 Ⅲ

게 유행하는 f자형 경판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은 마구 전공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사료에 국명만 전해지고 있는 다라국의 실체를 밝혀주는 옥전고분군은 일제 강
점기부터 이루어진 도굴에 의해 일부 파괴된 것 이외에는 도시화에 의해 유적이 훼손되지 않고 형성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몇 안되는 고분군이며, 또한 체계적인 6차례의 조사를 통해 고분군의 시간적
인 변천에 따른 유구와 유물의 변화과정을 추적하고, 이를 통해 다라국의 역사를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는 가
야의 대표적인 고분군이다.
앞으로 약간의 보강조사와 주변 고분군에 대한 조사, 그리고 다라국의 왕성인 성산리 토성을 보다 철저
하게 조사한다면 다라국의 역사를 보다 입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유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야 할 문화유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조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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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필두로 한 주변의 여러 고분군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가야소국이 존재했던 증거로 파악하여 이곳을 多羅國의 故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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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하고 있다.
만약 氏의 주장대로 한다면 비록 부분적인 조사만 이루어짐으로서 부장유물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盈倉里古墳 보다 훨씬 규모가 클뿐
만 아니라 규모만 보면 오히려 玉田古墳群을 능가하는 三嘉古墳群이 있는 지금의 陜川郡 三嘉面 일대에도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진주에 비정되는 卒麻國의 주변세력이 아니라 분명한 가야소국이 존재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오늘날의 합천군 내에는 多羅
國, 散半下國, 0 0 國이라는 3개의 가야소국이 존재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것은 대게 오늘날의 1郡에 1小國이 있었을 것이로 추정
하는 氏의 생각에도 배치되는 현상이다.
필자는 고고학적으로 볼 때 玉田古墳群을 중심으로 하면서 황강수계 일대에 고분군이 분포하는 지역을 多羅國의 故地로 파악하고 三嘉지
역에는 이름을 알 수 없지만 별도의 가야소국이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유적이 거의 없는 초계분지나 규모가 작은 盈倉里古
墳群 등이 분포하는 합천읍 일대에는 어떤 가야소국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金泰植, 上揭書.
46) 上浦里, 烏西里, 多羅里古墳群을 들 수 있는데, 자세한 위치는 玉田古墳群의 여러 報告書에 실려있는 遺蹟 分布圖를 참조하기 바란다.
47) 조영제, 1994, 「섬천옥전고분군の묘제について」, 『조선학보』150.
48) 조영제, 1996, 「옥전고분의 편년연구」, 『영남고고학』18.
49) 조영제, 1997, 「옥전고분군의 계층분화에 대한 연구」, 『영남고고학』20.
50) 安在晧·宋桂鉉, 1986, 「古式陶質土器에 대한 약간의 考察」, 『嶺南考古學』1.
51) 李在賢, 1994, 「영남지역 목곽묘의 구조」, 『嶺南考古學』15.
52) 李盛周, 1996, 「新羅式 木槨墓의 展開와 意義」, 『新羅考古學의 諸問題』.
53) 崔鐘圭, 1983,

「中期古墳의 性格에 대한 약간의 考察」, 『釜大史學』7.
1986, 「盛矢具考」, 『釜山市立博物館年報』9.
鄭澄元·申敬澈, 1984, 「古代韓日甲冑斷想」, 『尹武炳博士回甲記念論叢』.
申敬澈, 1985,

「古式鐙子考」, 『釜大史學』9.
1994, 「伽倻 初期馬具에 대하여」, 『釜大史學』18.
宋桂鉉, 1988, 「三國時代 鐵製甲冑의 硏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論文』.
金斗喆, 1991, 「三國時代 轡의 硏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論文』.
李相律, 1993, 「嶺南地方 三國時代 杏葉의 硏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論文』.
54) 고령 쾌빈동고분군에서 거치문과 락승문이 함께 시문된 발형기대가 발견된 바 있으나 발견빈도가 그다지 많지는 않다.
55) 류창환, 1995, 「가야고분출토 등자에 대한 연구」, 『한국고고학보』33.
56) 신경철, 1989, 「고분의 규제」, 『부산의 고고학』.
57) 최종규,

1992, 「제라야의 문물교류」, 『백제연구』29.
금두철, 1991, 「삼국시대 비의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금창호, 1990, 「한반도출토의 유명용문환두대도」, 『가야통신』19·20합집.
정전장, 1975, 「환도の계보」, 『내양국립문화재연구소논집』Ⅲ.
혈택화광·마목순일, 1993, 「합천옥전출토の환두대도군の제문제」, 『고문화담총』30상.
58) 洪潽植, 1992, 「嶺南地方의 橫口式·橫穴式石室墓의 硏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論文』.
59) 출자형

보관의 제작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가지의 견해가 있다.
즉, 첫째는 원료산지의 한정과 복잡한 제작공정, 그리고 이 유물이 갖는 정치적인 상징성 때문에 경주집단이 특정한 집단에 배포했다는
견해.
최종규, 1983, 「중기고분의 성격에 대한 약간의 고찰」, 『부대사학』7.
둘째는 제작기법의 차이점에서 이러한 보관은 경주에서 일원적으로 분배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집단에서 경주지역의 보관을 모방하여
제작했으며, 특히 함순섭은 옥전 M6호분 출토 보관을 이 지역에서 제작된 모방품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보현, 1987, 「수지형입화식관의 계통」, 『영남고고학』4.
함순섭, 1997, 「소창 collection 금제대관의 제작기법과 그 계통」, 『고대연구』5.
60) 홍보식,

1992, 「영남지방의 횡구식·횡혈식석실묘의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영현, 1990, 「한강 이남지역의 횡혈식석실분의 계보와 그 계통」,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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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이한상,

1995, 「대가야계 이식의 분류와 편년」, 『고대연구』4.
삼목ますみ, 1996, 「조선반도출토の수식부이식」, 『축파대학 선사학·고고학연구』7.
62) 崔鐘圭, 1983, 「中期古墳의 性格에 대한 약간의 考察」, 『釜大史學』7.
63) 蔚山 中山里遺蹟과 金海 大成洞, 良洞, 東萊 福泉洞古墳群의 1990년대의 조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64) 최근

金斗喆은 棺床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옥전고분군의 관상은 김해지역이 아니라 동래 복천동고분군 관상과 같은 계통임을 밝히고, 다
라국의 성립에 복천동고분군 축조집단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는 주목할 만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金斗喆, 2013, 加耶 傳換期의 墓制와 繼承關係, 考古廣場 13.
65) 「견사조위상표왈 (중략) 우운 신여고구려 원출부여 (중략) 수견능핍 구원연화 삼십여재」『삼국사기 백제본기 6, 개로왕 18년』.
66) 「고구려변장 엽어실직지원 하슬라성주삼직 출병엄살지 (중략) 내흥사침아서변 왕비사사지 내귀」『삼국사기 신라본기 눌지마립간 34년』
67) 「유시 고려왕 견정병일백인 수신라 (중략) 진살국내소유고려인 (중략) 이국지원 자차이생(언이국자 고려·신라)」『일본서기 14 웅략 8년』.
68) 金泰植, 1992, 「伽倻諸國聯盟의 成立과 變遷」, 『서울대학교 大學院 博士學位 論文』.
白承忠, 1995, 「加耶의 地域聯盟史 硏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論文』.
田中俊明, 1990,

「大伽倻聯盟の成立と展開」, 『東アジアの古代文化』62.
1990, 「于勒十二曲と大伽倻聯盟」, 『東洋史硏究』48-4.
69) 「가야국왕 견사청혼 왕이이찬비조부지매 송지」『삼국사기 신라본기 4 법흥왕 9년』 「왕출순남경척지 가야국왕래회」『윗 책 법흥왕 11년』.
70) 「由是

加羅結儅新羅 生怨日本 加羅王娶新羅王女 遂有兒息 新羅初送女時 幷遣百人 爲女從 受而散置諸縣 令着新羅衣冠 (下略)」『日本書紀
17 繼體紀 23年 2月』.
71) 大加耶에서

郡縣制度를 실시했다는 기록이 없는 한 이 諸縣이라는 표현은 日本書紀 편찬 당시의 후대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다. 혹 大加耶
聯盟體內의 많은 小國들을 諸縣이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72) 日本書紀 欽明紀 2, 5年條(A.D 541, 544년) 參照.
73) 盧重國은

旱岐를 칭할 수 있는 세력들을 王族과 유력한 部의 長, 首位系列의 官制는 大加耶王의 직할지의 세력들을 축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盧重國, 1995, 「大加耶의 政治·社會構造」 『加耶史硏究』. 그러나 旱岐와 함께 首位의 칭호가 多羅國에도 존재한다면 이 多羅國도 大加耶
와 마찬가지로 다소의 직할지를 거느렸다는 의미가 되는데, 고고학적으로는 아직 검증되지 않는다. 따라서 필자는 旱岐를 王族과 近侍
者, 首位를 그렇지 못한 자 중 상위지배계층에 속하는 자들에게 붙여진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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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고성지역은 주지하다시피 해안을 연하고 있는 지역이다. 고성분지의 중심지는 물론 다수의 촌락이 바다
를 접하고 조성되었거나 크고 작은 섬 안에 형성되었다. 고성지역 정치체의 실체는 3세기 『三國志』 魏書 東
夷傳의 ‘弁辰古資彌凍國’이라는 소국명에서 찾을 수 있다. 하일면 송천리 솔섬 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해 적어
도 1세기 후엽에는 고자미동국의 소국 집단의 실체을 짐작할 수 있다. 3세기 이후 고자국은 변진 12국의 일
원으로 성장한다. 삼국지에서 “弁辰亦十二國 又有諸小別邑”이라 한 것은 변진 12국 외 별도의 정치체들이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고자국은 변진 12국의 하나로 거론되는 것으로 보아 일정 수준의 규모를
갖춘 소국으로 추정된다.
가야시대 고성지역의 대표적인 고분군은 3개소이다. 첫째는 고성분지 내에 위치하는 소가야의 중심 고
분군인 사적 제119호 송학동 고분군과 그 연장선상의 율대리 고분군이다. 둘째는 사적 제120호로 지정된
동해면의 내산리 고분군이다. 셋째는 영오면의 연당리 고분군이다. 이 고분군들은 일부 발굴조사가 이루어
짐으로써 널리 알려진 점도 있지만 봉토분의 분포 수가 여타 고분군보다 훨씬 많고 개별 고분의 규모도 월
등하게 크다. 고성지역의 가야 고분은 최고 수장층 집단의 묘역인 송학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하위 수장층
집단인 내산리 고분군, 연당리 고분군이 결합된 구조이다.
고성분지 내 중심 고분군인 송학동 고분군의 경우 가야 무덤 중에서도 외래계 문물이 공반되는 유형이
가장 다양하고 풍부하다. 특히 대가야계·신라계·왜계 문물이 공반되는 빈도가 높은 점을 볼 때 송학동 고
분군을 중심으로 한 고성지역은 외래계 문물의 경유지이며 집산지로서 최대 교역항 역할을 담당하였다. 일
본 열도 문물과 영산강 수계 문물이 가야 제국으로 반입되는 주요 기항지가 고성지역이며 내륙의 신라계 문
물과 대가야계 문물이 일본 열도와 영산강 수계로 반출되는 기항지도 고성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후기 주요 가야 세력의 중심 고분군으로 알려진 고성 송학동 고분군의 형성 과정과 함께 다
곽식 묘제의 특징, 외래계 문물의 양상 등에 대해 고고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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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성과와 현황

1. 발굴현황 및 학술논문
1) 발굴조사 보고서
조사기간

연구보고서명

1914

유리건판 잔존 제3회
사료조사
(송학동고분군 1호분)

1915

유리건판 잔존
(송학동 고분군)

1918

조사내용

발행처(발행일)

최초 발굴조사, 수혈식석곽묘, 갑옷, 대도, 토기류 확인

조선총독부
(鳥居龍藏)

고성산성과 송학동고분군 관계 주목

조선총독부
(黑板勝美)

유리건판 잔존 고적조사
5개년 계획 중 3차년도
(송학동 고분군)

고적조사 5개년 계획 중 3차년도 조사. 이듬해 1919년
특별조사를 위한 기초조사로 방문하여 조사

조선총독부
(谷井濟一)

1984. 12.

가야문화권유적정밀조사
보고서-경남 고성군-

고성 송학동고분군 외 13개 유적 정밀조사

동아대학교박물관
(1984)

1994

소가야문화권 유적정밀지표
조사보고서-선사·고대-

정밀지표조사

국립창원문화재
연구소·경남대학교
박물관(1994)

1999 ~ 2000

고성 송학동고분군

1호분을 중심으로 2~6호분 대상으로 분구의 축조수법,
도굴 및 훼손상태, 연접고분과의 중복관계 등 파악

동아대학교
박물관(2000)

2000 ~ 2001

고성 송학동고분군

1호분 내 수혈식석곽묘 1기, 횡혈식석실묘 2기의 매장
주체부를 가진 연접분 확인. 정밀발굴조사 진행

동아대학교박물관
(2005)

2011.01.10.~02.24.(1차)
2011.02.25.~05.20.(2차)

고성 기월리 1호분

행정구역상 기월리에 위치한 1호분 정밀발굴조사. 수혈식
석곽묘, 유공광구소호 등 확인

동아세아문화재
연구원(2013)

2) 학술논문
유형

가야사
관련

연구명

주요내용

발행처(발행일)

김태식

歷史的으로 본 小加耶의
政治體

4세기부터 5세기 전반의 서부 가야지역에 고성의 고
자국을 중심으로 하면서 소국들을 포괄하는 정치체가
존재하였으며, 이를 남강 및 황강 중상류 수계를 통하
여 교역하며 완만한 결속 관계를 유지하던 소지역연
맹체로 파악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묘제와 출토유물로 본
소가야』(2000)

허재혁

포상팔국전쟁의 원인과
성격-김해지역 정치세력의
성쇠와 교역-

포상팔국전쟁은 김해지역의 고고학적 발전양상이 쇠
퇴하는 기점인 5세기 전반을 기점으로 4세기 말에서
5세기 전반대의 남부가야세력과 신라가 충돌한 사건.
이후 전기 가야세력의 중심국이던 가락국이 쇠퇴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김해시, 『가야의 해상세력』
제11회 가야사학술회의(2005)

포상팔국 전쟁과 지역연맹체

포상팔국을 지역연맹체라고 정의함. 포상팔국전쟁은
3세기 말~4세기 초 가라와 아라, 울산을 공격한 것으
로 봄. 전쟁의 목적은 삼한 소국들이 자체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해 교역권에 대한 쟁탈, 농경지의 확보와 내
륙 지방으로의 진출 모색

김해시, 『가야의 포구와 해상
활동』제17회 가야사학술회의
(2011)

백승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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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연구명

주요내용

발행처(발행일)

백진재

加耶의 對倭交涉과 浦上八
國戰爭

사천·늑도권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역권을 회복하
기 위하여 가라국을 침공한 것이 포상팔국전쟁. 전쟁
이후 신라의 전략적 요충지인 울산권역은 발전의 계
기를 마련함. 3세기 말 한군현은 東夷校尉府의 설치
이후 8왕의 난으로 점차 쇠퇴하고 가락국과 왜의 관
계는 더욱 돈독해짐

인제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4)

허남팔

포상팔국의 난 발생 시기와
성격 -4세기 중반 설을 제기
하며-

포상팔국전쟁은 4세기 중반의 사건으로 금관가야가
한반도 남부지역과 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자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포상팔국이 연합하여 교역로
를 다원화하려는 시도. 전쟁의 영향으로 동남부해안에
서 신라의 영향력이 증대

카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5)

이성주

小伽耶地域의 古墳과 出土
遺物

고성지역의 분구묘의 전통, 묘곽배치와 토기 등이 고
성 소가야의 대외관계를 반영. 소가야사회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위사회들이 일정한 상호작용의
통로를 따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을 이해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묘제와 출토유물로 본
소가야』(2000)

김규운

考古資料로 본 5~6세기 小
加耶의 變遷

석곽 벽석의 최하단을 수적하고 그 위를 평적하는 최
하단 수적 석곽묘를 소가야의 특징적인 묘제로 설정.
남평리 고분의 소가야형 묘제를 근거로 5세기 전반
이후 멸망까지 고성지역이 소가야의 중심지이며, 대형
고총의 분포 역시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봄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9)

박상언

가야지역 왜계고분의
연구현황과 과제

가야의 왜계고분은 3가지 이상의 왜계요소를 가지며
원류는 구주지역에서 찾을 수 있음. 왜계고분은 남해
안과 남강수계 등 수로를 통한 교류를 우선시 함. 피
장자는 구주지역에서 파견된 왜인으로 추정

경남발전연구원, 『경남의 가야
고분과 동아시아』(2010)

하승철

소가야지역 4~5세기
목곽묘 연구

산청 중촌리 고분군의 발굴조사 과정을 검토하여 3호
분에서 조사된 北-목곽묘의 구조를 복원. 중촌리 3호
분 北-목곽묘가 소가야 성립기의 최고 수장층 고분임
을 주장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경남연구』8(2013)

가야 횡혈식석실의
성립과 전개

가야 횡혈식석실을 8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축조연대
는 4단계로 구분하고 시간에 따라 세장방형→장방형
→방형의 평면형태 변화를 인정. 소가야는 고성 중심
으로 결속력을 공고히 하여 대외 교류활동을 통해 독
자적인 횡혈식석실을 구축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4)

삼국시대 고성지역
분구묘 연구

고성지역 분구묘의 도입은 나주일대 호남지역의 영향.
송학동형 분구묘는 고자국의 중심이었던 고성읍에서
발생하고 고대화의 단계를 거쳐 5세기 후반에 성립.
고성지역의 세력 확장은 5세기 후반 6세기 전반 무렵
백제-영산강-고성-구주-기내로 이어지는 교역루트
의 구축과 활성화의 결과

창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4)

묘제를 통해 본 5~6세기
소가야연맹체 연구

소가야지역 석곽묘를 분석하여 다곽식 석곽묘Ⅰ·Ⅱ
를 소가야식 묘제로 규정하고, 석곽묘의 등장과 소가
야 집단의 출현, 다곽식 석곽묘의 확산과 연맹체의 성
립, 고총의 다곽식 석곽묘의 계층화로 변천과정 이해.
다곽식 석곽묘를 축조한 중심 고분군 집단은 연맹체
의 구조

영남고고학회, 『嶺南考古學』
78號(2017)

加耶 多槨式 古墳 硏究

가야에서 확인되는 다곽식 고분의 유형을 설정하고
전개과정 및 주변 석곽의 관계를 검토. 5세기 3/4분기
이후 고령·고성·삼가지역을 중심으로 다곽식 고분
이 축조됨. 고성식 다곽식 고분의 축조되는 지역은 소
가야연맹체의 중심지역으로 비정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7)

가야사
관련

묘제
관련

김준식

조신규

여창현

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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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고분군 Ⅲ

유형

정인태

연구명

주요내용

발행처(발행일)

소가야권 고분 축조기법
검토

소가야권 봉토분과 분구묘에서 확인되는 축조기법의
주요 속성을 검토하고 3개의 유형을 설정. 3가지 유형
은 주피장자의 위계 차이를 보여주며 지역, 시기에 따
라 축조기법이 다르게 확인. 송학동 고분군은 초대형
봉토분으로 현재까지 소가야권의 최고 위계를 보여 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소가
야의 고분문화와 대외교류』
2018년 가야고분 조사·연구
학술대회(2018)

陜川 三嘉 古墳群에 대한
硏究

합천 삼가 고분군의 묘제와 유물을 검토하여 지역성
을 살펴 봄. 5기로 구분하여 5세기 전반이 되면 가야
소국의 등장으로 파악하고 6세기 전반이 되면 삼가
고분군은 소가야식의 다곽식 고분이 축조되고 소가야
유물이 부장되는 최전성기로 파악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8)

고고학상에서 본
소가야문화의 제문제

고성지역에 분포하는 분묘를 분류하여 여러 지역과의
빈번한 교류를 상정. 동외동 패총 출토 야요이식 유물
과 한식 유물, 청동제 유물을 통해 중국의 동남부 해
안지방, 일본열도의 서부지방과 활발한 문화교류를 상
정

영남고고학회,
『영남고고학』1(1986)

三角透窓 高杯에 대한
一考察

삼각투창고배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사천·고성식 토기
의 분포권이 진주지역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 삼
각투창고배는 정형화되기 이전, 기형의 공통점이 없는
Ⅰ단계와 정형화된 형태로만 제작되는 Ⅱ단계로 구분
하고 중심연대는 각각 5세기 전반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대로 설정

영남고고학회,
『嶺南考古學』7(1990)

철겸의 변화와 획기

문헌에 의해 소가야의 고지로 비정되는 고성지역을
토기 중심지로 설정하고 기존의 사천·고성식 토기,
진주식 토기를 고성식 토기로 명명할 것을 주장. 이단
장방형투창고배를 일단장방형투창고배와 함께 고성
식 토기에 포함

가야문화연구소,
『가야고고학논총』2(1997)

小伽耶土器의 成立과 展開

소가야 토기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전체적인 기종 분
석과 조합관계 분석. 소가야 토기의 단계별 분포를 통
해 성립기에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하지만
소멸기에는 고성·진주·사천 등 축소되어 좁은 범위
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고 이는 대가야와 신라 등 외부
세력과 직접적인 관련성 주목

경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7)

考古學을 통해 본 小加耶

진주·고성식 토기의 중심지를 단성권과 고성권의 두
지역으로 설정하고 대가야와 아라가야와는 다르게 가
야연맹체 내의 또 다른 서남부가야연맹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봄

한국고고학회, 『考古學을
통해 본 加耶』한국고고학회
학술총서1(2000)

水平口緣 鉢形器臺에
대하여

일단장방형·이단교호투창고배를 고성식, 삼각투창고
배를 중촌리식 토기로 분리하여 파악. 수평구연호, 수
평구연발형기대는 소가야와 중촌리 고분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가야소국과 직접적인 관계, 즉 네트워크의
형성이나 연맹 형성과 같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

한국고고학회, 『韓國考古學報』
44(2001)

加耶西南部地域 出土
陶質土器에 대한 一考察

소가야지역 도질토기를 각 기종별로 형식분류하고 시
기별로 분포하는 토기양상을 통해 중심권역을 설정.
대가야의 진출에 따라 산청지역이 쇠퇴하고 고성지역
은 새로운 교역의 상대자인 신라와 긴밀한 관계를 유
지하면서 새로운 중심 집단으로 등장. 서남부 토기의
분포범위와 중심집단 설정을 통해 소가야란 명칭을
검토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1)

묘제
관련
신강호

김동호

조영제

안재호

부장
유물
관련
(토기)

윤정희

박승규

조영제

하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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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연구명

주요내용

발행처(발행일)

小加耶圈의 토기변동과
대외교섭

5세기 2/4분기 이후 소가야의 지역양식이 성립되고
아라가야권과 친연적인 교섭관계를 유지하며 6세기
이후 고성권을 중심으로 권역이 축소되고 대외교섭이
크게 위축됨. 중촌리 집단과 고성권 집단의 이원화된
연맹체제로 인해 수동적인 대외교섭 결과 신라에 편
입

김해시, 『가야의 해상세력』
제15회 가야사학술회의(2005)

考古資料로 본 5~세기
小加耶의 變遷

소가야양식 토기 11종을 형식분류하여 7단계를 설정
하고 토기의 변화를 정리함. 소가야양식 토기와 묘제
를 통해 고성지역이 5세기 전반 이후 멸망까지 중심
지임을 설정. 포상팔국전쟁은 3세기 후반 고자국을 중
심으로 한 세력이 안라국을 공격한 전쟁이며, 5세기가
되면 소가야가 성립·발전하게 된 것으로 이해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9)

小加耶樣式 土器의 硏究

소가야식 토기의 형식 분류를 통해 Ⅰ~Ⅴ단계로 설
정하고 토기문화의 전반을 살펴봄. 5세기 중후반과 6
세기 전중반으로 나누어 소지역권을 설정하고 토기문
화의 전개와 교류관계 및 묘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
토를 시도하고 구조 및 권역을 살펴 봄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3)

小加耶聯盟體의 고고학적
연구

소가야 토기를 기종복합체의 조합상을 통해 10기종을
추출하고 지리적인 연관성이 높은 개별고분군을 연계
하여 5개의 권역을 설정. 5단계로 설정하여 토기변화
과정을 살펴 봄. 묘제의 변천과 연계하여 고성권과 산
청·합천 삼가에 축조된 고총고분을 연맹의 주도세력
을 파악함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3)

조성원

소가야 토기의 생산과 유통

소가야 토기의 생산기술(제작기술, 소성기술)과 유통
의 특징에 대해 살펴봄. 기존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소
가야 토기의 변천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유통양상과
소지역성을 통해 소가야 토기문화 이해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소가
야의 고분문화와 대외교류』
2018년 가야고분 조사·연구
학술대회(2018)

류창환

馬具로 본 6세기대 소가야와
주변제국

소가야지역에서 출토된 마구를 정리하고 6세기 대의
소가야와 주변제국과의 교류의 실상을 파악. 6세기 소
가야는 대가야를 비롯해 백제, 신라, 왜 등과의 활발하
게 교류한 것으로 봄

김해시, 『6世紀代 加耶와
周邊諸國』(2008)

장윤정

소가야지역의 대외교류

철기유물 중 마구를 중심으로 형태 및 제작기법에 주
목하여 소가야지역 출토 마구의 특징을 분석. 마구의
분포상황과 기술적인 측면을 중시하면서 단위 지역사
회들이 일정한 상호작용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

한국고고학회, 『삼국시대
남해안지역의 문화상과 교류』
(2011)

諫早直
人

馬具からみた小加耶と倭の
交流

고성지역 출토 장식마구 세트의 중요성을 인식. 장식
마구가 출토된 송학동고분군 축조집단이 지역간 교류
의 주체. 6세기 전반대 급증하는 이모가이의 유통에
고성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소가야가 깊이 관여함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소가
야의 고분문화와 대외교류』
2018년 가야고분 조사·연구
학술대회(2018)

기대를 통하여 본
가야세력의 동향

기대의 출토상황의 검토를 통해 4세부터 고성을 중심
으로 소가야가 남강과 황강을 이용하여 내륙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남해안 일대를 비롯해 대가야
와 금관가야, 백제, 왜 등을 연결하는 중계무역을 하였
던 것으로 파악

김해박물관, 『가야의 그릇받침』
(1999)

小加耶(聯盟體)와 倭系文物

소가야지역에 존재하는 왜계유물의 출토양상을 형식
분류하여 대가야에 의한 영향으로 보는 견해를 부정
하고 소가야연맹체의 활동에 대해 강조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
제6회 합동고고학대회-한일
교류의 고고학-』44(2004)

박승규

김규운

부장
유물
관련
(토기)

김지연

여창현

부장
유물
관련
(마구)

박천수
대외
교류
관련
조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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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홍보식

하승철

신경철

하승철

연구명

주요내용

발행처(발행일)

6세기 전반 가야의 교역
네트워크

가야지역에서 출토되는 외래계 유물과 다른 지역에서
출토되는 가야 유물을 분석하여 5세기 후반부터 소가
야가 대외교섭에 중요한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 6세
기 전반 신라-가야-영산강수계-일본열도를 연결하는
국제적인 교역루트의 중심지에 소가야의 지배층이 자
리함

김해시, 『6世紀代 加耶와
周邊諸國』제14회 가야사
국제학술회의(2008)

5~6세기 고성지역
고분문화의 이해

고성지역에서 출토된 토기류, 마구류와 묘제를 검토.
소가야집단은 백제-영산강-고성-구주-왜왕권을 연
결시켜주는 가교 역할과 내륙지역에 문물을 전달하는
관문으로 기능. 내륙의 소가야집단은 고성지역과의 남
강 루트를 통해 관계망을 형성

경남발전연구원, 『경남의
가야고분과 동아시아』(2010)

三國時代 嶺南의
政勢變動과 小加耶古墳群

소가야의 유력 고분군은 고성 송학동 고분군과 산청
중촌리 고분군, 합천 삼가 고분군이 대표됨. 소가야는
토기권 내에 특정 탁월한 고분군이 아닌 상호 대등한
유력 고분군이 복수로 존재하는 점에서 횡적연맹체를
형성하였다고 봄

경남발전연구원, 『경남의
가야고분과 동아시아』(2010)

外來系文物을 통해 본
固城 小加耶의 對外交流

고성지역 출토 외래계 문물을 통해 소가야 대외교류
의 실상. 소가야인들은 남해안-남강을 연결하는 소가
야루트를 통해 가야 내륙의 대외교역 창구를 담당. 5
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까지 대한해협을 접한 한반
도와 일본열도의 다양한 정치체들이 거대한 왕권을
배후에 두고 역동적인 활로를 모색

김해시, 『가야의 포구와
해상활동』제17회 가야사
학술회의(2011)

2. 加耶史 관련 자료
고성지역에 있었던 옛 소국은 많은 사료에 그 이름을 남기고 있다. 그 하나는 ‘고자국’ 계열로서, 『三國史
記』의 古史浦國, 『三國遺事』의 古自國, 『三國志』의 古資彌凍國, 『日本書紀』의 久差國, 古嗟國 등이 그것이다.
포상팔국전쟁은 가야사의 내부적 발전과정에 대한 기록이 드문 상황에서 비교적 자세한 사실을 전하고
있어 주목을 받아왔다. 이 전쟁기사는 중요한 문헌자료인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다.

1) 삼국사기
6년(201) 봄 2월에 가야국이 화친을 청하였다. (중략) 14년(209) 가을 7월에 浦上八國이 모의하여 가
라를 침입하므로 가라왕자가 와서 구원을 청하니 왕이 태자 于老와 이벌찬 利音으로 하여금 六部兵을 이
끌고 가서 구원케 하였다. 八國將軍을 쳐서 죽이고 사로잡혀 갔던 6천 인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다. 17년
(212) 봄 3월에 加耶가 王子를 보내어 인질로 삼았다(『三國史記』卷 第2, 新羅本紀 卷 奈解尼師今條).
勿稽子는 나해이사금 때의 사람으로서 집안은 한미하였으나 사람됨이 쾌활하여 어릴 때부터 큰 뜻을 품
었었다. 당시 포상팔국이 공모하여 아라국을 침입하므로 아라가 사신을 보내 구언을 청하니 이사금이 왕계
나음을 시켜 가까운 군과 육부군을 거느리고 가서 구원케 하니 드디어 팔국병이 패하였다. (중략) 그 뒤 3년

고성 송학동 고분군의 변천과 특징

119

에 골포·칠포·고사포의 삼국인이 갈화성에 와서 침공하므로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구원하니 삼국의
군대가 대패하였다(『三國史記』卷 第48, 列傳 第8 勿稽子傳).

2) 삼국유사
제10대 나해금 즉위 17년(212) 임진에 보라국·고자국(지금의 고성)·사물국(지금의 사천) 등의 팔국
이 힘을 합하여 변경을 침략하므로 왕이 태자 나음과 장군 일벌 등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막게
하니 팔국이 모두 항복하였다. (중략) 10년 乙未에 골포국(지금의 합포) 등 삼국왕이 각기 군사를 이끌고 갈
화(屈弗인 듯 하니 지금의 蔚州)를 공격하니 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이를 막으니 삼국이 모두 패하였다
(『三國遺事』 卷第5, 避隱 第8 勿稽子傳).

【표 1】 포상팔국 전쟁에 대한 문헌 연구자들의 견해(백승옥 2011)
연구자

전쟁시기

전쟁대상

전쟁의 성격

백승충

3세기 초반

김해

구야국의 쇠퇴로 인한 교역권을 둘러싼 대립

이현혜

3세기 초반

김해

3세기 초 해상교역권을 둘러싼 대립

권주현

3세기 초반

김해

변한 제 소국의 주도권 쟁탈전

이형기

3세기 초반

김해

소가야연맹체와 금관가야연맹체 간의 교역권 쟁탈전

남재우

3세기 후반

함안

농경지 확보를 위한 내륙지역 진출

백승옥

3세기 말
~ 4세기 초

김해, 함안

김태식

4세기 초반

김해

해상교역권을 둘러싼 가야세력권의 내분

허재혁

5세기 전후

신라

김해를 중심으로 신라에 대항

김정학

532년 이후

김해

금관가야 멸망 후 팔국이 연합하여 신라군에 반격

신석열

6세기 중엽

함안

백제가 배후인 포상팔국이 아라 공격, 신라의 구원으로 실패

三品彰英

6세기 후반
이후

신라

신라에 이미 망한 제국 중 최서남지구 가야세력의 반격

교역권 쟁탈과 농경지 확보를 위한 내륙 진출

위 사료들의 내용을 요약하면, 포상팔국이 공모하여 가라, 아라, 혹은 신라의 변경을 침범하는데 신라
의 나해이사금이 군사를 보내어 이를 쳐부수었고, 1차 침공 후 3년 뒤에 골포, 칠포, 고사포 등 3국이 다시
갈화를 침범하였으며 왕이 직접 나서서 물리쳤다는 내용이다.
이들 기사에서는 구체적인 지명이나 인명 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난 시기는 삼국
사기 신라본기에는 209년, 열전에는 209년, 212년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삼국유사에서는 212년, 215년이
다. 3세기 대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초기기록으로 분류되며 대부분 사료의 신뢰성 여부가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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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포상팔국 전쟁에 대한 고고학 연구자들의 견해(백승옥 2011 인용 후 수정)
연구자

전쟁시기

전쟁대상

전쟁의 성격

김형곤

3세기 초

아라

지리적으로 반폐쇄적인 조건을 가진 내륙의 아라가야가 마산만, 진동만 등 해상진출에
따른 포상팔국 연합군과의 대립

이주헌

3세기 전반 이
후

가라
아라

3세기 전반~4세기까지 도항리와 다호리 고분군에서 목곽묘가 축조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양 지역을 피해를 받은 당사국으로 인식

이희준

3세기 후반
~4세기 전반

아라

4세기 전후 김해토기를 대신해 함안토기가 출현하는 중요한 계기, 안라국과 신라의 교린
관계로 인해 신라의 간접지배 하에 있던 부산지역과 안라국이 상호 우호적 관계를 이룸.
이 때 부산지역에 함안토기 부장

정주희

3세기 후반
~4세기 전반

아라

함안양식토기의 유통양상을 검토하면서 포상팔국전쟁을 계기로 4세기대 함안양식토기가
광역에 분포하는 계기

김규운

3세기 후반
~4세기 전반

아라
신라

포상팔국전쟁에서 패한 고자국에서는 3~4세기대 대형 목곽묘가 등장하지 않고 독자적인
토기가 확인되지 않음. 승자인 안야국은 4세기 이후 가야지역 내륙교역권을 장악하여 함
안양식 토기가 넓게 분포하게 됨

박승규

4세기 초

가라

4세기 초에 포상팔국이 해상교역권으로 인해 가라국을 공격하였고, 전쟁 후 소가야는
아라가야와 동일 문화권에 흡수

박천수

5세기 전엽

-

소가야의 교섭전성기는 소가야 토기가 서부경남에서 전라도 지역, 일본까지 넓게 분포
하는 5세기 전엽이며 포상팔국전쟁은 5세기 전엽 발생

신경철

5세기 후반

가라

소가야연맹체를 횡적연맹체, 포상팔국연맹체로 규정. 고고학적으로 포상팔국의 형성은
5세기 후반이며, 전쟁 역시 5세기 후반 추정

이유진

5세기 후반

-

유공광구소호가 영산강 유역, 남해안 일대 등 광역적인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포상팔국의 위치와 유공광구호의 분포상이 서로 유관하다고 판단함

이성주

5세기 후반
~6세기 전반

-

소가야양식 토기는 매우 불규칙한 권역으로 분포하는데 이것은 소가야정치체가 작은
단위 사회들 간의 일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포상팔국이라는 정치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봄

김주용

5세기 말 ~
6세기 초

아라가야

소가야 토기가 가장 폭넓게 분포하는 시점. 소가야 세력의 내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골포, 칠포국과 연합

여창현

5세기 후반

-

중심 고분군으로 연계된 동열정치체인 소가야연맹체의 구조는 가야 서남부권에 소국
형태를 이루는 다수의 집단이 존재하였다는 포상팔국의 사실과 유사함

하승철

5세기 이후

부산, 울산

포상팔국전쟁 기사를 통해 당시 남해안에 개별 소국이 존재 했으며, 연맹 또는 연합체를
형성했던 사실을 확인

고성지역 고대 국명의 또 하나로서 小伽耶가 있는데, 이는 고려시대까지의 자료 중에서는 유일하게 『三
國遺事』에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가 야는 일반인들에게 매우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데, 이는 조선시
대 기록들 때문이다. 그 기록 중에 『高麗史』地理志가 가장 먼저 古自郡의 전신을 小加耶國이라 하였고, 『世
宗實錄地理志』에서는 小伽倻國이라고 하였으며, 『新增東國輿地勝覽』은 이를 加耶國 또는 小伽倻라고 하였
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모든 地理志나 邑志에 이러한 기록이 답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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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소가야 관련 문헌자료
출전

내용

원문

高麗史

卷57
志11 理2
慶尙道
晉州牧
固城縣

固城縣은 본래 小加耶國인데, 신라가 이를 취하여 古自郡을 설
치하였고, 景德王이 지금의 이름(固城)으로 고쳐 郡으로 삼았다.
成宗 14년 固州刺史를 두었고, 뒤에 縣으로 강등하였다. 顯宗 9
년에는 거제에 예속시켰다가 뒤에 縣令을 두었다. 元宗 7년에 郡
을 승격시켜 州가 되게 하였다. 忠烈王 때에 남해와 합병하였으
나 곧 복구하였다.

固城縣本小加耶國新羅取之置古自郡景德
王改今名爲郡 成宗十四年爲固州刺史後降
爲縣顯宗九年屬巨濟後置縣令 元宗七年以
郡陞爲州忠烈王時倂于南海尋復舊

世宗實錄

卷150
地理志
慶尙道
晉州牧
固城縣

본래 小伽倻國인데, 신라가 이를 취하여 古自郡을 설치하였고,
경덕왕이 固城郡으로 고쳤다. 고려에서 縣으로 고쳤고, 현종 무오
년 9년(1018)에 巨濟 任內에 예속시켰다가 뒤에 현령을 두었다.
본조에서 그대로 따랐다.

本小伽倻國 新羅取之 置古自郡 景德王
改爲固城郡 高麗改爲縣 顯宗戊午 屬巨濟
任內 後置縣令 本朝因之

卷32
慶尙道
固城縣

본래 加耶國인데, 신라가 이를 취하여 古自郡을 설치하였고, 경
덕왕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고려 성종 때에 固州刺史를 두
었고, 뒤에 현으로 강등하였다. 현종이 거제에 예속시켰다가 뒤에
縣令을 두었고, 원종이 州로 승격시켰다. 충렬왕 때에 남해에 병
합하였으나 곧 복구하였다. 공민왕 때에 縣令으로 강등하였고, 본
조는 그대로 따랐다.

本加耶國 新羅取之 置古自郡 景德王 改
今名 高麗成宗時 爲固州刺史 後降爲縣
顯宗屬巨濟 後置縣令 元宗 陞爲州 忠烈
王時 倂于南海 尋復舊 恭愍王朝 降爲縣
令 本朝因之

第31冊
固城府邑誌
(1895년)

본래 伽倻國인데, 신라가 이를 취하여 古自郡을 설치하였고, 경
덕왕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고려 성종 때에 固州刺史를 두
었고, 뒤에 縣으로 강등하였다. 현종 때에 거제에 예속시켰다가
뒤에 縣令을 두었고, 元宗 때에 州로 승격시켰다. 충렬왕 때에 남
해에 병합하였으나 곧 복구하였다. 공민왕 때에 縣令으로 강등하
였고 이름은 고성을 따랐다. 본조는 府使로 승격시키고 이름은
그대로 따랐다.

本伽倻國 新羅取之 置古自郡 景德王 改
今名 高麗成宗時 爲固州刺史 後降爲縣
顯宗時 屬巨濟 後置縣令 元宗時 陞爲州
忠烈王時 幷于南海 尋復舊 恭愍王時 降
爲縣令 因號固城 本朝陞爲府使 號因之

新增東國
輿地勝覽

嶺南邑志

3.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자료
1) 고적조사의 목적과 시작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이를 정당화하는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것이었고, 그 일환으
로 이데올로기를 역사적인 배경에서 찾고자 고적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일제하의 고적조사사업은 식민통
치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논리로서 만든 식민사관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것이 하나의 배경이
었다. 특히 일찍부터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낙랑군 관련 유적의 발굴과 ‘신공황후 삼한정벌’과 ‘임나일본부
의 조선지배’를 증명하기 위한 신라 및 가야지역의 유적 발굴조사는 그들의 고적조사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
내는 사업이었다. 그 중에서도 고성을 비롯한 함안, 창녕, 고령 등 가야권역의 대형 고분군들은 고대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관련한 임나일본부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식민지배 초기부터 고적조사의 주 대상이 되었
다. 이로 인해 가야권역의 무덤들은 우리의 손으로 그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도 못한 채 타인에 의해 파헤쳐
지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가야권역에 대한 최초의 고적조사는 도쿄제국대학 교수였던 세키노 타다시(關野貞)가 조선
총독부 내무부 지방국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1910년도의 조사이다. 이는 가야권역을 포함한 한반도 남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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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대상으로 한 최초이자 대규모의 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가야권의 중심 고분군이 위치한 고성지역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되었다. 이는 당시 여러 가야의 위치와 범위에 대한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자들의 이해 부
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2) 고성에서의 고적조사
고성지역에 대한 최초의 고적조사는 조선총독부 내무부 학무국으로부터 역사교과서 편찬을 위한 사료
조사를 의뢰받은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에 의해 1914년 2월에 실시되었다. 인류학자였던 도리이(鳥居)는
고성지역에 대한 이틀 간의 조사에서 체질인류학, 민속학, 고고학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자료들을 수집하
였는데, 특히 송학동의 고분을 발굴하여 갑옷 편과 대도 편, 각종 토기 등을 수습하였고, 동외동 패총, 수남
동 패총, 교사리 폐사지 등을 확인하였다. 한편, 1915년 도쿄제국대학의 문과대학 조교수였던 쿠로이타 카
츠미(黑板勝美)를 한일교섭과 관련한 고대사 자료를 수집하게 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파견하였다.
쿠로이타는 웅천(熊川, 현재의 진해)을 경유하여 고성으로 들어왔는데 송학동 고분군과 고성산성(만림
산토성)이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주목, 이를 고대 한반도 남부지역의 특징으로 이해하였다.
고성지역은 고적조사 5개년기의 2차 년도인 1917년 일반조사(一般調査)가 계획, 실시되었다. 이 조사
는계획상 선사~가야시대의 유적과 유물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실제 조사를 수행한 고적조사위원 도리이는
삼산면 만년산의 석기시대 유적, 철성면 수남동 패총, 동외동 다안 패총, 교사리 패총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수남동 패총에 대해서는 발굴을 실시하는 등 선사유적의 조사에 치중하였다. 이로 인해 고성지역 고분군
에 대한 조사는 고적조사 5개년기의 3차 년도인 1918년에 다시 한번 일반조사의 형태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 조사 역시 계획상 고성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가야~조선시대 유적과 유물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고적
조사위원이었던 야츠이 세이이츠(谷井濟一)는 무슨 일인지 단 하루 만에 고성면 기월리 고분군과 삼산면 산
성을 조사하는데 그쳤다. 이후 고성지역 고분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은 고적조사 5개년기의 4차년도인 1919
년의 특별조사(特別調査) 계획으로 이어진다. 이는 고성지역의 대형 고분에 대한 발굴계획이었던 것으로 추
정되는데, 1919년 3월 독립운동을 계기로 촉발된 반일감정의 악화로 인하여 유보된 듯하며, 이후 1920년
전반 관동대지진과 이로 인한 일본의 재정악화로 인해 결국 실시되지 못했다.

3) 고성지역 고적조사의 의의와 결과
고성지역은 소가야권의 중심으로 송학동 고분군을 비롯한 대형의 고분군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지만 일
제강점기 초기 소가야권에 대한 고적조사들의 이해 부족과 선사유적에 대한 집착은 고성지역 대형 고분의
본격적 발굴을 지연시켰고, 이는 모순되게도 다른 가야권역인 함안, 창녕, 고령에 비해 고성지역 대형 고분
에 대한 난굴(亂掘)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일제강점기 고성지역에 대한 고적조사가 네
차례나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정식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 기록은 현재 거의 전해지지 않
으며, 다만 당시 촬영한 약간의 유리원판 사진만이 전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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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경로
(1) 1910년

10~12월 세키노 타다시의 경로: 함안 → 진주 → 하동 → 구례
특징: 진주에서 수정봉 2호분과 옥봉 7호분 발굴
(2) 1914년

도리이 류조의 경로: 진주 → 함안 → 고성 → 통영 → 거제
특징: 도리이는 이 조사에서 주로 선사유적을 조사하고, 인종상의 풍속이나 체격(인체측정) 등을 실시,
특히 송학동고분군 발굴
(3) 1915년

쿠로이타 카츠미의 경로: 김해 → 웅천 → 고성 → 통영 → 거제
특징: 고성의 고분군(송학동 고분군)과 산성(고성산성)과의 관계에 주목
(4) 1917년

도리이 류조의 경로: 진주 → 사천 → 고성 → 통영 → 동래
특징: 도리이의 조사 성격상 선사유적에 치중하였으며 이는 제3회 사료조사 당시에 실시하지 못했
던 패총에 대한 발굴 실시
(5) 1918년

야츠이 세이이츠의 경로: 사천 → 진주 → 고성→ 통영 → 함안
특징: 야츠이는 1918년 11월 23일(1일간) 고성면 기월리의 고분군, 삼산면의 산성을 조사(1919년
특별조사의 사전조사적 성격으로 추정)
【표 4】 일제강점기 고성지역 유리원판 사진(국립중앙박물관)
송학동고분군 전경 및 유물 모습(19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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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고성지역의 고적조사 유리원판 사진목록
원판번호

제

목

소

재

비 고

130108

第3回 史料調査 固城 古墳群 全景(2-1)

慶南 固城郡

撮影 1914年

130109

第3回 史料調査 固城 古墳群 全景(2-2)

慶南 固城郡

撮影 1914年

130110

第3回 史料調査 固城邑과 附近 全景(2-1)

慶南 固城郡

撮影 1914年

130111

第3回 史料調査 固城邑과 附近 全景(2-2)

慶南 固城郡

撮影 1914年

130112

第3回 史料調査 固城邑 밖 瓢形古墳 全景(6-1)

慶南 固城郡

撮影 1914年

130113

第3回 史料調査 固城邑 밖 瓢形古墳 全景(6-2)

慶南 固城郡

撮影 1914年

130114

第3回 史料調査 固城邑 밖 瓢形古墳 發掘 狀況(6-3)

慶南 固城郡

撮影 1914年

130115

第3回 史料調査 固城邑 밖 瓢形古墳 發掘 狀況(6-4)

慶南 固城郡

撮影 1914年

130116

第3回 史料調査 固城邑 밖 瓢形古墳 石室 內部(6-5)

慶南 固城郡

撮影 1914年

130117

第3回 史料調査 固城邑 밖 瓢形古墳 出土 鎧片과 刀片

慶南 固城郡

撮影 1914年

130128

第3回 史料調査 固城 古墳 出土 土器 各種

慶南 固城郡

撮影 1914年

150737

固城 古墳群

慶南 固城郡

170163

萬年山에서 바라본 固城邑 全景

慶南 固城郡 固城邑

170164

南쪽에서 바라본 固城邑 全景

慶南 固城郡 固城邑

150737

固城 古墳群

慶南 固城郡

Ⅲ. 고성지역 고분군의 분포 현황

고성지역의 지형은 지맥이 동북에서 서남으로 뻗어 있으며 서북측이 높고 동남쪽이 바다에 접해 있어
낮은 편이다. 큰 강이나 높은 산은 없으나 사방의 기복이 심하여 대체로 서부 산지·중앙 저지·고성반도의
3개의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부 산지에서 발원한 하천은 군의 중심을 거쳐 사방으로 흐르고 있는데 영
천강, 영오천은 경남의 동맥인 남강으로 합류하며 고성천, 사천강은 남해와 연결된다. 서부 산지와 고성반
도 사이에는 강에서 내려 온 토사가 바다에 퇴적되어 형성된 고성평야가 위치한다. 고성평야는 토양이 기름
지고 수리가 좋아 고성읍과 배둔리 근방으로 농업의 중심을 이룬다. 해안도서와 고성만, 자란만, 당동만, 동
해만 등 대소 항만이 많은 리아스식 해안이 형성되어 있다.
현재 고성지역은 해안을 연하고 있는 지역이다. 고성분지의 중심지는 물론 다수의 촌락이 바다를 끼고
조성되었거나 크고 작은 섬 안에 위치하고 있다. 내륙으로는 산간지대와 구릉이 조성되어 영남지역 소국의
일반적 환경조건과 비슷하다. 해안선은 김해지역과 마찬가지로 고자국 당시 현재보다 훨씬 상승해 있었을
것이다.
고성읍 송학동와 기월리에 분포하는 고분군과 그 동남쪽 가까이의 율대리 고분군은 현재의 행정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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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분 직경 20m 이상
봉분 직경 20m 미만
봉분 잔존하지 않음

<그림 1> 고성지역 고분군의 분포현황

만 다를 뿐 모두 소가야의 중심 고분군에 속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묘제의 세부 요소들이 다양하게 나타나
는 대·중형분이야말로 소가야 묘제를 이해하는데 핵심적 위치를 점한다. 이 고분군은 통영과 거제로 향하
는 길목인 좁고 저평한 지대의 곳곳에 드러난 구릉을 따라 분포하며 서남측에는 고성만이, 동북측에는 당동
만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위치는 바닷길로 드나드는 안정된 항구를 지닐 수 있을 뿐 아니라 배후지역 일
대가 침강해안의 비옥한 농경지여서 당시 큰 취락의 형성에 좋은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중
심 취락은 고분군 주위 일대이고 정박항구는 고성만의 당시 해안 중의 한 지점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
지 중·대형급 봉토분인 송학동 1호분, 기월리 1호분, 율대리 2호분이 발굴조사됨으로써 소가야 중심 고분
군의 중·대형분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이 밝혀지게 되었다.
고성지역의 가야 고분은 최고 수장층 집단의 묘역인 송학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하위 수장층 집단인 내
산리 고분군, 연당리 고분군이 결합된 구조이다. 송학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서북쪽과 서쪽으로 약 750m 내
외로 이격된 거리에 기월리 1·2호분이 위치하고 북쪽으로 약 360m 이격된 거리에 기월리 고분군이 위치
하고 있다. 1984년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송학동고분군 및 기월리 고분으로 총 15기
가 등록되었고, 1994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와 경남대학교박물관의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등록된 봉토 고
분은 총 11기였다.
송학동·기월리 고분군은 대부분 봉분의 규모가 직경 25m 이상인 대형 봉토 고분이다. 봉분과 주곽의
규모, 봉분의 밀집도로 볼 때, 송학동·기월리 고분군이 소가야의 최고 권력집단의 묘역임을 알 수 있다. 기
월리 1호분의 경우 매장주체부가 대부분 유실되어 그 성격을 밝히기 어려우나, 유공광구소호 등이 출토되어
송학동 고분군과의 비교·검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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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산리 고분군은 고성군의 동쪽 외곽에 위치하는데 남해안을 통해 신라, 왜 등과의 대외 교역을 담당한
세력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당동만과 남해 사이의 좁은 어귀에 위치한 동해면의 내산리 고분군은 사적 120호
로 지정되었으며, 현재까지 봉토분 60여 기가 확인되었다. 고분은 낮은 사면이나 그 중의 나지막한 하향 지
릉에 입지한다. 1997년~2005년 7차례에 걸쳐 봉토분 12기와 주변 소형 석곽묘들이 발굴조사되었다. 봉토
분은 다곽식의 구조가 많으며 유형별 무덤의 수는 목곽묘 1기, 수혈식 석곽묘 56기, 횡혈식 석실묘 4기이
다. 고분이 축조된 중심 시기는 대체로 6세기 전반대로 추정된다.
연당리 고분군은 해안지역인 고성에서 내륙인 진주, 사천 등지로 진출하는 주요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
으며 영오강과 영천강 주변의 곡간평야를 따라 다수의 고분군이 조성되어 있다. 평야가 적은 고성지역임을
감안하면 연당리 일대는 곡물 생산과 내륙지역과의 교역을 담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성군의 북부와
북서부는 진주를 관류하는 남강의 한 지류인 영천강 유역권이다. 그리고 이 영천강의 지류인 영오천의 두
갈래 물줄기가 하나로 합류하는 지점 부근에 연당리 고분군이 위치한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연당리 일대는
남해로 직접 유입되는 고성군 중심부와 해안지대와 달리 진주권 수계지역에 해당된다. 1895년 실시된 지방
관제 개편 전에는 그 일대가 고성군이 아니라 진주군의 영이곡면이었음을 말해준다. 연당리 고분군에서 확
인된 봉토분의 기수는 모두 26기이며, 그 중의 발굴조사분은 수혈식 석실분 2기와 횡혈식 석실분 2기이다.

1. 송학동 고분군
송학동 고분군은 고성만을 바라보는 해발 25m 전후의 낮은 구릉에 조성된 고성분지 중심지 내 최대 고
분군이다. 기존에는 무기산을 중심으로 조성된 10기의 고분군을 송학동고분군 1, 고성여자중학교와 동산교

기월리1호분

기월리고분군

기월리 2호분

송학동고분군

송학동제2고분군

<그림 2> 송학동 고분군과 기월리 고분군의 분포 현황(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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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송학동 1호분 유구 배치도(좌), 송학동 1A호분 전경(우) (사진 동아대학교박물관)

회 앞에 남아있는 3기의 고분군을 송학동고분군 2로 명명하였다. 또한 송학동 고분군의 북편에 위치한 고분
을 기월리 고분군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3곳 모두 연결된 구릉에 축조된 동일한 성격의 고분군
으로 파악되어 ‘송학동 고분군’으로 통합하였다. 송학동고분군 1은 당초 10여기의 고총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7기만 잔존한다.
송학동 1호분은 구릉의 가장 서쪽 정상부에 다시 남-북으로 비교적 편평한 정상부에 위치하며 3기의
봉토분으로 이루어진 연접분이다. 구릉의 남측에 첫 번째 봉토분인 1A호분이 축조되었고, 북측에 두 번째
봉토분인 1B호분을 축조하면서 1A호분의 봉토 자락에 일부 겹친 상태이다. 1C호분은 두 봉토분 사이에 겹
친 부분을 중심으로 축조되었다. 송학동 고분군에서는 재지의 소가야 문물을 비롯하여 신라계·대가야계·
영산강계·왜계 문물이 다량 출토됨으로써 다원적인 대외 교류의 교역망을 가진 소가야 집단의 면모를 보
여준다.

2. 율대리 고분군
율대리 고분군은 고성읍 남동쪽에 위치하며 낮은 구릉에 4기의 봉토분이 남아 있었다. 이 중 1기는
1972년 한전 고성 출장소 건립 시 파괴되었으며, 2호분은 1989년 14번 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발굴조사
가 이루어졌다.
율대리 2호분은 지름 22m, 높이 약 3m의 분구묘로 주곽을 포함해 5기의 수혈식 석곽이 설치되었다.
중앙부에 먼저 축조된 석곽을 중심으로 평행하게 2기의 석곽이 들어서고, 동편 가까이에 직교하게 2기의 석
곽이 축조되었다. 정지면에는 흑갈색점질토를 20~30㎝ 정도 깔아 기저부를 형성하고 그 다음 전면을 5등
분하여 가장자리부터 분구를 쌓아 올렸다.
매장시설은 구지표면 보다 1m 이상 높은 지점에 위치한다. 분구 가장자리에 돌려진 주구는 배수의 기
능 보다는 고분을 구획하는 의미가 강하다. 주구는 완전히 돌려지지 않고 북쪽 일부가 끊어져 있어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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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율대리 2호분 유구 배치도(좌), 2호분 전경 및 2-2호 석곽묘 출토 유물(우) (사진 국립진주박물관)

로 이용된 듯하다. 주구의 폭은 1.2∼2.2m이고 깊이는 15∼80cm이다. 주구에는 매장의례에 사용된 것으
로 보이는 토기가 다량 출토되었다.
1호 석곽에서 신라계 완형토기 1점과 다량의 철촉과 함께 철모가 출토되었다. 2호 석곽에서 재지의 소
가야 토기를 비롯하여 신라계, 대가야계 토기와 등자·교구·재갈·철모·도자·꺾쇠 등 다량의 철기류도
함께 출토되었다. 3호 석곽에서는 대가야계 파배·고리형 기대, 신라계 대부장경호, 소가야 고배·개배·
연질옹 등이 출토되었고, 청동팔찌와 경식, 귀걸이 등 장신구류도 출토되었다. 4호와 5호 석곽은 파괴가 극
심하여 유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나 4호묘 바닥에서 방추차 1점과 경식이 수습되었다. 그 밖에 봉토에서
소가야양식의 발형기대·수평구연호·고배·개배, 대가야 개배가 출토되었다.
율대리 2호분에서는 소가야 토기를 비롯하여 대가야, 신라계 문물이 출토되어 소가야 집단의 다원적인
대외 관계를 엿볼 수 있다.

3. 내산리 고분군
사적 120호로 지정된 내산리 고분군은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산185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서쪽으로
당동만이 위치하고 동쪽으로 남해안의 적포만이 바라보이는 낮은 구릉에 고분군이 조성되어 있는데, 직경
20m 내외의 고총을 포함하여 60여기의 중·대형 고분이 분포한다. 고분군은 1997∼2005년까지 국립가야
문화재연구소에서 7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고총 고분 12기와 주변의 소형 석곽묘들을 조사하였
다. 고총 고분은 대부분 다곽식 구조이며 매장주체부는 목곽묘 1기, 수혈식 석곽묘 56기, 옹관묘 3기, 횡혈
식 석실분 4기이다. 고분의 축조 시기는 5세기 후엽에서 6세기 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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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고성 내산리 고분군 발굴조사 현황(상), 8호분 전경 및 출토유물(하) (사진 국립진주박물관)

21호분은 봉토 직경 19m, 잔존 높이 2.5m이며 봉토 내 석곽 13기, 목곽 1기, 옹관 1기가 축조되어 내
산리 고분군 내 가장 많은 매장시설이 조성된 다곽식 무덤이다. 봉토는 적갈색 점질토를 일정한 범위만큼
정지한 후 암황갈색 풍화암반토를 수평상으로 쌓아올려 조성하였다. 이후 봉토를 재굴착하여 석곽묘를 비
롯한 15기의 매장시설을 순차적으로 축조하였다. 주곽에서는 소가야 토기, 신라계 토기, 재갈·등자 등 마
구류, 이식 등이 출토되었다.
28호분은 봉토 직경 13m, 잔존 높이 2m이며 2기의 석곽이 축조되었다. 암황갈색 점질토와 암황갈색
풍화암반토를 고르게 섞어 봉토를 조성한 다음 재굴착하여 2기의 석곽을 나란히 축조하였다. 주곽은 길이
4.4m, 너비 0.7m 정도로 내산리 고분군 내에서 큰 규모이다. 주곽에서는 소가야 토기와 대가야 토기, 재
갈·등자·교구 등 마구류와 은제 팔찌, 경식 등이 출토되었다.
34호분은 봉토 직경 20m 정도이며 석실을 축조한 후 봉토를 조성하였다. 석실의 북편에 위치한 5기의
석곽은 봉토의 조성과 함께 축조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실은 길이 5.2m, 너비 2.45m, 잔존 높이 1.6m로
내산리 고분군에서 발굴조사된 횡혈식 석실 중 가장 큰 규모이다. 현실은 평천장 구조로 내부에서 무너져
내린 7매의 개석이 확인되었다. 현실 바닥은 흑갈색 점질토를 정지하고 작은 점판암을 2∼3겹 깔았다. 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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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쪽에는 잔자갈을 깔았고 후벽 쪽에는 관대를 설치하였다. 관대는 길이 100cm, 폭 20cm의 점판암이다.
연도는 양수식이며 길이 1.70m이다. 묘도는 1.0m 정도이고 바닥에 흑갈색 점질토를 깔았다. 유물은 후벽
과 남장벽, 현실 중앙, 연도부 등 몇 개의 단위로 구분되어 부장되어 있다. 현실에서는 소가야 토기와 대가
야계 토기, 대도·철모 등 무구류, 등자·안교·교구·운주 등 마구류가 출토되었다.
64호분 석실은 길이 4.3m, 너비 1.5m로 장방형이며 양수식 구조이다. 현실 바닥에 점판암을 깐 다음,
그 위에 잔자갈을 2∼3겹으로 촘촘히 깔았다. 연도는 폭 95cm, 길이 100cm이며 문주석이나 문지방석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고 바닥에는 현실과 같이 잔자갈을 촘촘히 깔았다. 현실 측벽은 평적하였고 연도 측벽
은 길이 70cm의 장대석을 평적한 후 쌓아올렸다. 유물는 소가야 토기, 대가야계 토기, 청동제 방울, 금제이
식, 경식 등이 출토되었다. 유물 중 토기류는 후벽과 전벽 쪽에 부장되었고 중앙부에서 대도·철촉·철부·
이식 등이 출토되었다. 경식은 전벽 쪽에서 출토되었고 청동방울은 전벽 모서리에서 출토되었다.

4. 연당리 고분군
연당리 고분군은 영오천 소지류의 산간평야에 위치하며, 이 일대는 일찍이 청동기시대부터 사람이 거
주하였음을 주변의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곳은 고성의 해안가에서 내륙인 진주·사천으로 향
하는 주요 교통로에 해당하며, 영천강과 영오천 주변의 곡간평야를 따라 다수의 고분군이 분포한다. 연당리

<그림 6> 연당리 고분군 배치도(좌), 23호분 석실 내부(우상), 18호분 주구 출토유물(우하) (사진 국립진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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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군은 이 일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심 고분군이며 영천강 상류의 성산리 고분군과 영오천 유역의 오동
리 고분군, 영대리 고분군, 성곡리 고분군이 등이 하위 고분군으로 분류된다.
연당리 고분군에서 확인된 고총은 26기로 능선의 정선부를 따라 대형분이 분포하고 구릉 사면에 소형
의 봉토분이 밀집 분포한다. 1991년 경남대학교박물관에 의해 4기의 봉토분이 조사되었다. 연당리 18호분
과 20호분은 횡혈식 석실분이며, 14호분과 23호분은 봉토분이다. 수혈식 석곽묘는 다른 가야 세력의 수장
층 무덤과 유사한 세장한 형태이며 대부분 재지의 소가야 토기가 다량으로 출토된다. 횡혈식 석실인 18호분
에서는 신라계 토기가 부장되기 시작한다.

5. 신용리 고분군
신용리 고분군은 문암산에서 남쪽으로 뻗은 구릉 말단부에 형성되어 있으며 북서쪽으로 당동만이 접해 있다.
신용리 고분군은 고성지역에서 최초로 발굴 조사된 중소형 고분군으로서 모두 43기가 확인되었다. 석곽묘의 축
조 방법은 최하단을 수적하고 2단 이상은 평적한 구조로서 소가야 지역에서 흔히 확인되는 축조 방법과 동일하
다. 하나의 주구 내에 3~4기의 석곽묘가 조성된 구조는 기존에 조사된 산청 명동, 의령 천곡리, 하동 흥룡리 고
분군 등에서 확인된 묘제와 유사하며 내륙에 위치한 소가야 집단과의 연관성이 주목된다.
유물은 6세기 전반 무렵에 해당하는 무개식 삼각투창고배, 일단장방형투창고배, 수평구연호, 광구소호, 유
공광구소호 등의 소가야 토기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대가야계, 신라계 문물이 일부 확인된다. 고성지역의 중소형
고분군에서 주구를 갖춘 다곽식 석곽묘의 축조와 외래계 문물의 확인은 고성지역 내 소가야 집단의 다원적인 교
류양상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그림 7> 신용리 고분군 전경(좌), Ⅰ지구 4·5호분 전경(우상), ‘古’자명 단각고배(우하) (사진 동서문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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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묘제의 성립과 변천

1. 삼한시대
현재 고성지역에서 문헌자료로 확인되는 최초 정치체의 이름은 ‘弁辰古資彌凍國’이다. 삼국지 韓條에
보이는 삼한의 78개국 모두를 현재의 지명에 비정하기는 어렵지만 변진고자미동국을 고성으로 비정하는데
에는 이견이 없다. 고성읍의 중심지에 위치한 동외동 유적과 하일면의 솔섬 유적은 변진고자미동국과 직접
적으로 관련되는 유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삼한 소국 단계의 고자국, 즉 변진고자미동국의 중심지로 추정되는 것은 현 고성읍 일대로 추정되며,
일반적으로 내륙지역의 삼한 소국의 규모를 반경 20~25㎞로 상정한다면 해안을 연한 고성의 경우 일부 산
간지역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범위로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성읍 기월리 고분군에서는 선주 재지 세력의 존재를 가늠할 수 있는 청동기시대 묘제도 확인되었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3). 기월리 1호분의 경우 정지층 아래에서 청동기시대 석곽묘가 다수 확인되었

<그림 8> 솔섬 유적 석관묘와 출토 유물(사진 국립진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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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고성 동외동 유적과 출토유물(사진 국립진주박물관)

고 그 위에 분구묘를 조성한 것은 청동기시대부터 송학동·기월리 일대는 영지적 의미를 가진 장소로 인식
된 증거이다. 이후 4세기대 목곽묘를 포함한 송학동 고분군이 조성되었던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나
무덤 축조집단의 누세대적인 행위일 것이다.
하일면 송천리 솔섬 유적은 남쪽으로 사량도, 동남쪽으로는 자란도가 방파제 기능을 하고 있고 섬의 배
후에는 비교적 넓은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다. 1974년 동아대박물관에 의해 솔섬의 동남단 급경사면에서 석
관묘 10여 기가 조사되었는데 무문토기호, 와질 주머니호, 철검, 유구석부 등이 출토되었으며, 주머니호와
무문토기호의 연대로 보아 1세기 후엽에서 2세기 전반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성지역에서 삼한시대 이후에 확인되는 유적은 동외동 유적이다. 해발 40m 정도의 야산에 자리하며,
정상부는 평면 원형의 대지상 지형을 형성하고 있고 동북 편으로 접해 있는 평야는 해발고도가 매우 낮아
해수면과 직접 맞닿아 있다. 현재까지 동외동 유적은 4차례에 걸쳐 발굴조사 되었다(국립중앙박물관 1992;
동아대학교박물관 1984; 국립진주박물관 2003; 경남고고학연구소 2007).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사에서는 두께 0.8m 정도의 패각층을 확인하여 패총 유적으로만 인식되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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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확인되지 않아 특정 시기를 편년하기는 어렵지만 삼각형점토대토기부터 단각고배까지 출토되고 있어
동외동 유적은 오랜 기간 동안 인간생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한 결과, 야철지로 추정되는 유구의 모서리에서 규모 3m×1.5m, 두께 2㎜
~5㎜ 정도의 철재가 덮여 있는 부분이 확인되었다. 그 내부에서는 송풍관이 놓여 있었다. 철기 제작을 위
한 송풍관이 확인됨으로써 이 지역에서 철의 생산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성의 옛 지명에 古
自, 固州와 더불어 鐵城이라는 이름도 있어 철 제작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다. 야철지와 동일한 시기의 토
층의 트렌치에서 경질무문토기, 고식도질의 단경호가 출토된 점을 볼 때, 3~4세기 대를 중심연대로 설정할
수 있다. 그 외 야요이계 토기, 광형동모, 이중대수문경, 검파 등은 일본 열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겠다. 토기는 적색토기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동 시기의 생활 유적인 마산·창원, 김해·부산, 경주
지역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기종과 풍부한 수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러한 3세기대 일상 토기의 양상을
통해 볼 때 고성을 중심으로 한 소가야는 일찍부터 일본 열도와 삼한 소국이 형성된 내륙 지역과 연결되는
교역망을 유지하여 왔다고 생각된다.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조사한 발굴 지점은 모두 3개의 구역으로 구분된다. 이 중 가지구는 구릉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며 광장과 의례수혈로 추정되는 수혈이 확인되었다. 수혈의 내부에서는 적갈색연질토기와
고식도질토기 등이 출토되고, C수혈에서는 조문청동기가 출토되었다. 조문청동기는 중국 중원문화권보다는
남조문화권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지구의 1호 주거지는 길이 0.7m, 너비 0.6m 정도의
규모로서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운 말각방형이다. 내부 공간은 입구시설, 선반시설, 벽구시설, 노지 등을
배치하였다. 적갈색 연질의 시루, 옹 등이 출토되었다.
경남고고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는 동외동 유적 구릉의 말단부에 해당한다. 조사된 수혈군은 연속적
인 수혈의 중복상태로 보아 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상건물지는 4m×2.1m 규모에 1×2칸의 배
치를 가진 구조이다. 6세기 전반 대의 소가야양식 개와 통일신라양식 토기 편 등이 확인되었다.
동외동 유적의 구릉에 분포하는 패총, 야철지, 의례 수혈, 주거지 등은 유구 간 시기적인 차이가 있지만 중심
연대는 고자국이 존재하였던 3~4세기대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시기 출토된 한경, 야요이계 토기, 광형동모, 조문
청동기 등을 통해 볼 때 고자국은 남해안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낙랑과 대방, 일본 열도의 구주지
역, 영산강 수계의 집단과 활발한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2. 목곽묘 단계
4세기 들어 중국 군현의 축출, 신라의 낙동강 하구역의 교역권 장악으로 인해 고자국의 대외교역 상황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3세기 후엽부터 4세기 전반 대 혹은 그 이후의 고자국의 성장과 관련한 기사들은 이른바 포상
팔국전쟁 기사이다. 문헌에 등장하는 포상팔국 중 유력국인 골포(마산), 칠포(칠원), 고사포(고성) 등은 결국 유사
한 토기 문화와 고분 구조를 가진 중심 고분군과 이어진 동열정치체(peer-polity)인 소가야연맹체와 같은 체계
를 가진 세력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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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송학동 1E호 목곽묘와 출토유물(사진 국립진주박물관)
유구명

송학동 1E호분

축조시기

4세기 중반
~5세기 초
(AD375~AD400)

유물 부장 모습과 토층도

고식도질토기

송학동 1E호분은 1A호분 보다 먼저 축조된 것으로서 지금까지 송학동 고분군의 무덤 중 가장 선행하
는 것이다. 묘광의 크기는 길이 320㎝, 폭 100㎝ 정도이며, 목곽은 상부의 봉토가 목곽 내부로 함몰된 흔
적에서 봉분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1A호분 분구 축조 당시에는 원형 봉토가 잔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목곽 내부의 부식토는 원래 목곽 상부에 있던 봉토층이 함몰된 것으로 1E호분의 봉토 퇴적 상
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목곽 상단에서 봉토의 높이는 1m이고 봉분의 직경은 대략 10m 정도
로 추정된다. 유물은 목곽 바깥에 해당하는 서쪽 목개 부위에서 집중되어 수습되고 내부에서는 철기가 출
토되었다.
소가야 지역의 4세기대 목곽묘와 5세기 초
출현기의 삼각투창고배 분포권을 볼 때 함안분
지를 중심으로 성립된 아라가야 묘제와 유사하
여 같은 양식권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고
성지역 중심지 내 4세기대 목곽묘 자료가 거의
없지만 인근의 통영 남평리 고분군의 다곽식 목
곽묘의 성립 배경과 축조 방식을 볼 때 송학동
1E호분 이후 소가야 중심지의 무덤의 전형을 유
<그림 10> 고성지역 주변의 출현기 삼각투창고배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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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해 볼 수 있다.

3. 다곽식 묘제 단계
5세기 중엽은 고분군의 축조원리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으로 다곽식 묘역이 설정된 가족묘가
출현하고 소형 군집분도 이러한 원리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삼국시대 고분의 전형이라고 한다면
5세기 중후반 이후의 고총 고분군과 그 하위 고분군 등을 포함하여 규모, 부장양상, 축조원리, 군내-군간의
분포 패턴 등으로 그 특성이 정의될 수 있다.
고성 송학동 고분군은 함안 말이산, 고령 지산동, 합천 옥전 고분군처럼 대규모의 군집을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송학동 1호분은 연접된 두 기 사이에 또 하나의 무덤이 연결되어 3기의 무덤이 연접한 봉토분을 중
심으로 주변의 중소형분이 群을 이룬다. 먼저 조성된 분구 내에 매장주체부가 위치한 분묘일체형의 분구묘라
는 점이 특징이다. 매장주체부는 석곽과 석실이다. 가장 먼저 조성된 1A호분은 주곽을 중심으로 주위에 10
기의 소형 석곽이 배치된 다곽식 무덤이며, 세장방형 석곽이라는 점에서 가야의 석곽과 특징을 공유한다.

1) 다곽식 목곽묘의 등장
남평리 고분군은 통영시 미륵산 동쪽의 산양천의 퇴적활동으로 형성된 扇狀地 및 곡저평야에 위치한다.
10호분은 평면형태는 원형의 주구 내에 4기의 목곽묘가 축조되어 있으며, 매장주체부 배치는 10-2호
목곽묘과 주구 내 중앙에 위치하고, 10-2호의 북서측에 10-1호가 나란히 배치되고, 남동측에 10-3호,
10-호 목곽묘과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축조방법은 봉토가 삭평되어 전모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상대적
으로 지형이 낮은 곳을 성토하여 묘역을 평탄하게 정지한 후 주구를 굴삭하고 호석을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
다. 봉토 저경은 약 9.2m이다. 매장주체부는 병렬로 배치된 4기의 목곽묘 중 10-2호와 10-3호 목곽묘는
규모가 거의 비슷하며, 10-1호와 10-4호 목곽묘는 소형이다.
10호분의 축조 공정을 보면 먼저 분구를 조성한 후 매장시설을 축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호분
은 상대적으로 지형이 낮은 남서측을 성토하여 묘역을 평탄하게 정지한 후 주구를 굴착하고 호석을 둘렀다.
10-1호와 10-3호 주변에서는 직경 30㎝, 깊이 40㎝의 주혈이 각각 1개가 확인되었는데 분구의 성토와 관
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호석이 축조된 높이는 목곽묘 바닥 높이와 거의 동일하다. 10호분의 축조 양상을 유
추할 수 있는 것으로 고성 송학동 1A호분의 봉토 아래에서 확인된 1E호분이다. 조사 보고에 의하면 원형의
봉토가 남아 있으며, 봉토의 직경은 약 10m, 높이는 약 1m로서 1E호분의 토층도를 보면 매장주체부는 봉
토를 굴착하였으며 묘광의 바닥은 기반토에 설치되어 있다.
분구묘는 그 구축 순서로 보아 분구 없이 매장주체부가 존재할 수 없다. 매장시설이 분구 안에 있기 때
문에 피장자의 안치 및 매납 의례가 행해진 장소는 분구 위 쪽에 있다. 그 무덤의 범위는 매장시설의 수와
규모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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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5세기대 다곽식 묘제의 양상
유구명
축조시기

통영 남평리 10호분

고성 신용리 4호분

5세기 중엽
~6세기 초
(AD450
~AD500)

송학동 1E호분 존재와 남평리 고분군의 다곽식 목곽묘의 현상을 볼 때 4세기부터 5세기 전반의 가야
서남부지역에서 고성의 고자국을 중심으로 하면서 마산, 칠원, 진주, 산청 등에 존재하는 소국들을 포괄하
는 정치체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일단 인정해 둘 수 있다. 그들은 크게 보아 전후기의 가야연맹체에 속해 있
으면서 내부적으로는 고자국을 중심으로 남해안 및 남강 수계를 통하여 교역하면서 상호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느슨한 결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소가야연맹체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고총의 다곽식 석곽묘와 수장층
송학동 고분군은 원래 동서로 긴 구릉이나 동쪽의 대부분은 개발되어 원상을 잃은 상태이다. 전체적으
로 서고동저의 지형인데 고성여자중학교와 그 동쪽에까지 현재에도 비교적 큰 봉토분이 남아 있다. 1호분은
이 구릉의 가장 서쪽에서 다시 남-북으로 비교적 편평한 정상부에 위치하며 봉토분 3기로 이루어진 연접분
이다. 구릉의 남편에 첫 번째 봉토인 1A호분이 축조되었고, 북편에 두 번째 봉토분인 1B호분을 축조하면서
1A분의 봉토 자락에 일부 겹친 상태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봉토분인 1C호분은 두 봉토분 사이에
겹친 부분을 중심으로 축조되면서 최종적으로 3기 고분은 일렬로 연접된 상태가 되었다. 매장주체부는 장방
형 평면의 목곽, 세장방형 평면의 석곽, 장방형 평면의 현실을 가진 석실 등이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 주
면서 가야 각 정치체의 성쇠와 함께 한다. 특히 수혈식 구조에서 횡혈식 구조로의 변화는 동아시아에서 보
편적인 현상으로 동아시아 장묘제의 변화와 함께 했음을 시사한다.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석곽은 세장방형
평면을 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른 세부적인 차이를 보인다.
고성지역의 송학동, 내산리, 율대리 고분군에서 확인되는 다곽식 석곽묘의 축조유형을 보면 2~3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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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곽의 축조가 이루어지고 다수의 소형 석곽이 중심곽을 환형으로 감싸듯이 추가된다. 물론 중심곽 뿐만
아니라 추가된 석곽들 사이에도 시기 차가 있다. 한 분구 내에 축조된 송학동 1A-1호와 1A-11호는 1분기
이상의 시간차가 존재하는 것을 볼 때 고총의 다곽식 석곽묘의 축조는 누세대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 지배
층의 무덤으로 생각된다.

【표 8】 송학동·율대리 고분군의 다곽식 석곽묘(사진 국립진주박물관)
유구명
축조시기

송학동 1A호분

율대리 2호분

6세기 초
~6세기 전반
(AD500~AD550)

다곽식 구조의 고총 고분군은 전 시기의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한 무덤의 연접양상과 마찬가지로 전대의
사자와 후대의 사자 간의 특별한 계승관계 혹은 친족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송학동 1호분이나 율
대리 고분군, 동해면의 내산리 고분군 등이 모두 그러한 예에 속한다. 송학동 고분군은 1A호분이 축조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1B호분이 1A호분의 분구에 덧붙여 조영되는데 이는 축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2개 이
상의 분구가 결집되어 더욱 고대화 되는 효과 뿐 만 아니라 지배층의 결속력을 표현한 것임에는 분명하다.
고성지역의 다곽식 석곽묘는 6세기 초 무렵부터 중엽의 한정된 시기에 축조되는데 이 중 분구묘에 해당
되는 것은 송학동 1A호분, 기월리 1호분, 내산리 8호분, 62호분, 28호분, 1호분, 36호분, 21호분, 율대리
2호분 등이 있다. 반면 합천 삼가 고분군에서 축조된 다곽식 석곽묘는 완성된 무덤의 구조를 보면 하나의
매장주체부에 하나의 주구를 가진 석곽묘에서 출발하여 묘역 확장의 과정 속에 다곽식의 형태를 완성한다.
누세대에 걸쳐 완성된 삼가 고분군은 多人葬의 대가야 무덤과 유사하나 묘역 확장을 통한 무덤의 축조공정
은 재지세력의 전통과 결합된 듯한 인상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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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합천 삼가 고분군의 다곽식 석곽묘
유구명
축조시기

Ⅰ-M6호분

Ⅰ-M7호분

6세기 초
~6세기 전반
(AD500~AD550)

2

1

3

4

5

6

7
<그림 11> 고성지역 다곽식 석곽묘의 유형(1 남평리 10호분, 2 신용리 4호분, 3 송학동
1호분, 4 내산리 8호분, 5 율대리 2호분, 6 내산리 1호분, 7 내산리 21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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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소가야 중심 고분군의 봉토(분구) 및 주곽 규모
권역

고성권

산청권

합천권
(삼가)

봉분직경(m)
장축

단축

봉분(분구)
높이

송학ⅠA

30

28.5

4.6

송학ⅠB

28

28

4.5

송학ⅠC

-

-

기월1

20.5

율대2

23

내산8
내산1

고분명

고분명

주곽(현실) 규모

장폭비

매장주체부

115

7.86:1

석곽

150

3.35:1

석실

265

120

1.89:1

석실

(510)

(110)

30

4.64:1

?

율대2(1호)

530

110

75

4.82:1

석곽

2.5

내산8(주곽)

381

70

75

5.44:1

석곽

3.5

내산1(주곽)

430

100

80

4.30:1

석곽

19

2.5

내산21(1곽)

360

65

80

5.54:1

석곽

13

13

2

내산28(1곽)

436

67

75

6.51:1

석곽

내산36

13.5

12

2.5

내산36(주곽)

390

60

70

6.50:1

석곽

내산34

(20)

16

3.2

내산34(주곽)

520

245

182

2.12:1

석실

내산60

12.5

8.2

2.8

내산60(주곽)

410

160

114

2.56:1

석실

내산62

14

14

?

내산62(1곽)

165

35

(15)

4.71:1

석곽

연당14

11

11

2.8

연당14(주곽)

295

94

90

3.14:1

석곽

연당18

12.8

10.5

1.7

연당18(주곽)

390

200

170

1.95:1

석실

연당20

12

12

1.6

연당20(주곽)

420

210

80

2.00:1

석실

연당23

11

11

2

연당23(주곽)

500

82

100

6.10:1

석곽

남평10

9.2

8

0.1

남평10(2호)

365

114

12

3.20:1

중촌M1

25.6

23.6

5.2

중촌M1

-

-

-

-

-

중촌5

12.4

10

1.7

중촌5

525

95

98

5.53:1

석곽

길이

폭

깊이

송학ⅠA(1호)

825

105

송학ⅠB(1호)

670

200

4.5

송학ⅠC

500

18.2

1.8

기월1

22

2.9

16

16

19

16.5

내산21

19

내산28

중촌3

20

?

4

중촌3(주곽)

380

227

195

1.67:1

석실

삼가1(東亞)

17

16

3.12

삼가1(東亞)A

470

115

140

4.09:1

석곽

삼가2(東亞)

8

?

?

삼가2(東亞)A

344

68

81

5.06:1

석곽

삼가3(東亞)

11

?

?

삼가3(東亞)A

280

56

64

5.00:1

석곽

삼가6(東亞)

7

?

?

삼가6(東亞)A

386

75

70

5.15:1

석곽

삼가7(東亞)

8

?

?

삼가7(東亞)

300

250

105

1.20:1

석실

삼가8(東亞)

7.7

?

?

삼가8(東亞)A

240

67

62

3.58:1

석곽

삼가9(東亞)

12.5

?

?

삼가9(東亞)D

300

65

75

4.62:1

석곽

삼가Ⅰ-M1

16.01

14.4

1.12

삼가Ⅰ-M1-1호

429

86

94

4.99:1

석곽

삼가Ⅰ-M2

10.06

15.2

?

삼가Ⅰ-M3-12호

516

65

75

7.94:1

석곽

삼가Ⅰ-M3

(8.02)

(8.18)

1.37

삼가Ⅰ-M3-1호

409

76

78

5.38:1

석곽

삼가Ⅰ-M4

32.7

(21.84)

?

삼가Ⅰ-M4-1호

397

81

88

4.90:1

석곽

삼가Ⅰ-M5

10.39

(7.29)

0.94

삼가Ⅰ-M5-2호

358

71

93

5.04:1

석곽

삼가Ⅰ-M6

(10.43)

10.15

1.24

삼가Ⅰ-M6-1호

377

64

68

5.89:1

석곽

삼가Ⅰ-M7

13

9.78

0.38

삼가Ⅰ-M7-1호

417

64

89

6.52:1

석곽

삼가Ⅰ-M8

(10.89)

(6.8)

0.4

삼가Ⅰ-M8-6호

375

76

70

4.93:1

석곽

삼가Ⅰ-M9

(7.65)

9.41)

0.7

삼가Ⅰ-M9-1호

236

65

54

3.63:1

석곽

삼가Ⅰ-M10

(10.37)

(11)

2.88

삼가Ⅰ-M10-2호

416

69

81

6.03:1

석곽

삼가Ⅰ-M11

(3.27)

(2.66)

1.27

삼가Ⅰ-M11-1호

(197)

(162)

122

1.22:1

석곽

삼가Ⅰ-M13

(15.46)

(11.37)

?

삼가Ⅰ-M13-1호

454

96

82

4.73:1

석곽

삼가Ⅱ-M1

8.8

8.36

0.6

삼가Ⅱ-M1-1호

398

76

50

5.24:1

석곽

삼가Ⅱ-M2

11.5

12.3

1.52

삼가Ⅱ-M2-1호

410

92

96

4.46:1

석곽

삼가Ⅱ-M3

12.8

10.4

2.9

삼가Ⅱ-M3-6호

348

80

82

4.35:1

석곽

삼가Ⅱ-M4

12

9

4.5

삼가Ⅱ-M4-3호

396

72

72

5.50:1

석곽

삼가Ⅱ-M5

10.6

7

1.5

삼가Ⅱ-M5-1호

342

66

57

5.18:1

석곽

삼가Ⅱ-M6

10.2

11.7

3.9

삼가Ⅱ-M6-5호

408

86

63

4.74:1

석곽

삼가Ⅱ-M7

10.6

8.8

1.12

삼가Ⅱ-M7-1호

362

68

79

5.32:1

석곽

삼가Ⅱ-M8

8.4

8.2

1.1

삼가Ⅱ-M8-1호

403

67

70

6.01:1

석곽

삼가Ⅱ-M9

8.48

6.34

0.5

삼가Ⅱ-M9-1호

361

69

94

5.23:1

석곽

삼가Ⅱ-M10

10.4

12.4

4

삼가Ⅱ-M10-1호

408

86

63

4.74:1

석곽

삼가Ⅱ-M11

7.26

8

?

삼가Ⅱ-M11-1호

356

72

72

4.94:1

석곽

삼가Ⅱ-M12

12.8

9.6

?

삼가Ⅱ-M12-1호

312

78

59

4.00:1

석곽

삼가Ⅱ-M13

12.6

10.4

?

삼가Ⅱ-M13-1호

355

68

70

5.22:1

석곽

삼가Ⅱ-M14

11

10.6

0.76

삼가Ⅱ-M14-1호

436

138

81

3.16:1

석곽

삼가Ⅱ-M15

12

10.6

0.72

삼가Ⅱ-M15-5호

319

65

74

4.91:1

석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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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6세기 초 무렵 소가야 중심 고분군의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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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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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소가야 중심 고분군의 봉토(분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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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소가야 중심 고분군의 주곽 규모

소가야 지역 내 봉토 규모를 비

교해 보면 고성 송학동 고분군을 중

심으로 형성된 고성분지 중심지 고분

군의 위계가 탁월하며 내산리와 연당

리 고분군은 그 하위 수장층으로 볼

수 있다.

6세기 초 무렵이 되면 5세기 중

후반 대의 포상팔국의 체계와 유사한

광역의 분포를 보이는 다곽식 묘제

network는 송학동 고분군을 중핵으

로 한 고성분지 내 중심지 고분군과

합천 삼가 고분군, 산청 중촌리 고분

군이 연계된 3개의 권역으로 재편된

<그림 15> 소가야지역 묘제의 시공간적 전개 양상

다. 최상위 수장층의 봉토의 규모를 보면 적어도 3개의 권역에서 소가야 중심 고분군이 형성되었음을 의미
한다. 특히 피장자의 공간이자 부장 유물의 위계를 반영하는 주곽의 규모를 볼 때 송학동 고분군이 소가야
내 최고 수장층의 면모를 드러낸다.

4. 석실분 단계
1) 송학동 1B-1호분
송학동 1B-1호분의 현실 규모는 북장벽 6.4m, 남장벽 6.9m이고, 너비는 전벽 2.03m, 후벽 2.07m이
며 높이는 1.67m로, 횡혈식 석실로는 길이가 매우 긴 세장방형이다. 연도는 양수식이며 연도와 묘도의 길
이는 매우 길다. 연도는 길이 3m, 너비는 현문 쪽 1.07m, 연문 쪽 1.13m, 높이는 현문 쪽 1.5m, 연문 쪽

<그림 16> 고성 송학동 1B-1호분(좌)과 해남 장고봉 고분(우) (사진 동아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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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m로 긴 연도에 해당한다. 천정은 평천정 구조이며 10매의 개석을 덮었는데 연도 개석과의 단차는 거
의 없다. 현실 바닥에는 잔자갈을 깔았고 특별한 관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연문부에는 대형 판석을 세우고
장대석을 끼웠으며 앞 쪽에 할석을 쌓아 전도를 방지하였다. 현문부에는 문주석과 문지방석을 설치하고 판
석을 된 문비가 설치되었다. 현실의 평면구조, 연도와 현실이 단차 없이 연결되는 점 등은 사천 선진리 고
분, 해남 장고봉 고분과 유사하다.

2) 송학동 1C호분
현실이 길이 4m 전후로 짧아졌으나 폭은 전자들에 비해 같거나 약간 늘어나 구조이고, 평면비는
2:1~2.8:1 전후의 장방형에 속한다. 연도는 양수식이며 짧은 연도와 묘도가 특징이다. 벽면은 동일한 할석
을 종평적 하였고 좌우 벽면은 최하단에서부터 서서히 내경하는 구조이다. 천정은 평천정 구조이며 연도개
석과 뚜렷한 단차를 보인다. 연도부 폐쇄는 할석과 대형 판석을 이용하였다. 현실 바닥에는 잔자갈이나 판
석을 촘촘히 깔았다. 고성 내산리 60호, 64호, 고성 연당리 18호 등이 해당한다.
B호분과 C호분은 장방형 현실, 오른쪽으로 치우친 연도를 가진 석실을 매장주체부로 하며, B호 석실
내부에 붉은 색의 칠을 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며, C호 석실은 궁륭상으로 천정을 가구하였다는 점이 특징이
다. 송학동 고분은 규모로 미루어 소가야의 왕묘급 무덤으로 비정된다.
일본 近畿 河內지방의 쌍원분이 신라 표형분의 영향일 가능성을 내비친 견해가 있지만, 어쩌면 송학동
1호분은 표형분을 중심으로 한 고분군 내 고총의 배치, 신라계 토기, 자엽형 행엽, 청동제 고배 등의 신라계
문물의 출토 상황을 고려하면 경주지역 중심지 고분군의 경관을 실견한 지배자 혹은 축조세력의 구상이 반
영된 결과물이지 않을까 한다. 다만 당시 지배자의 권력의 표상인 무덤의 경관에 어떠한 문화적 실천이 작
용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고성지역의 중심 고분군의 무덤은 오랜 지역적 전통과 외래적 요소의 역학관
계 속에서 6세기 무렵이 되면 함안 말이산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등 후기 가야 중심 고분군의 절대적
인 경관에 상응하는 누세대적인 지배자 무덤의 경관을 완성한다.
삼국시대 각지의 수장묘 혹은 왕묘라고 부를 수 있는 고총 고분이 등장하는 단계1)에서는 분구묘는 분구
의 형태와 규모가, 봉토분은 매장시설의 구조와 규모 및 부장품의 양과 내용이 피장자 간의 계층적 차이를
잘 보여주는 속성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7> 고성 송학동 고분군(좌)과 경주분지 중심지 고분군(중·우)의 경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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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당리 고분군은 고성지역 내에서도 최북단에 위치하며 세장형 평면의 수혈식 석곽묘 2기와 중앙 연도
가 달린 장방형 평면의 횡혈식 석실분 2기가 조사되었다. 수혈식 석곽묘에서는 재지의 소가야 토기가 주류
를 이루며, 이후 횡혈식 석실인 18호분에서는 신라 후기양식의 단각고배와 반구형 개 등이 출토되는데 이
지역이 6세기 중엽에 신라에 편입된 시기나 또는 멸망 직후의 상태를 보여준다.
554년 백제가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에게 크게 패한 이후에는 고자국 등 가야 소국들은 대체로 신라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었을 것이다. 결국 562년 가야의 맹주인 대가야가 반발하다가 멸망함과 동시에 신라
에 복속되었다. 흠명기 23년(562)의 기록에서 대가야을 포함한 가야 10국이 멸망하였다는 것은2) 가야 전체
의 멸망을 의미하지만 고자국 등 가야 제국들은 554년에서 562년 사이의 어느 시기에 신라에게 개별적으로
잠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Ⅴ. 외래계 문물의 양상

송학동 고분군은 재지의 소가야계 문물이 주류를 이루고 다양한 외래계 문물이 함께 출토된 최고 지배층
의 무덤이다. 1A호분의 중심곽인 1A-1호 석곽에는 대가야계의 토기와 축소모형철기, 왜계 문물인 스에키,
마구, 갑주, 영산강계의 토기들이 공반되고 1A-11호 석곽에는 소가야계와 왜계 문물이 공반된다. 1B-1호
석실은 석실 구조와 적색안료 도포 등의 왜계 요소와 신라계 토기, 패제운주, 대가야계 토기, 축소모형철기와
영산강계 문물까지 다양한 계통의 문물이 확인되었다. 내산리 고분군 21호분은 다곽식 구조의 분구묘로 다량
의 신라계 문물이 출토되었다. 내산리 고분군 34호 석실에는 소가야계, 영산강계, 대가야계 문물이 함께 출토
되었다. 영산강계 문물은 소가야 최고 지배층의 무덤인 송학동 고분군과 내산리 고분군과 대가야의 주변부인
산청 생초고분군에서 확인되고 남강 하류지역과 신라 서남부 변경지역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고성지역에서 왜계 문물의 분포 중심은 송학동 고분군이고 신라계 문물과 영산강계 문물이 출토된 내산리
고분군에는 왜계 문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송학동 1A-1호에서는 스에키 뿐만 아니라 검릉형·쌍엽형 행엽, f
자형 경판 등 마구류와 갑주 등이 출토되었다. 1B호의 석실 구조, 적색 안료 도포, 다량의 스에키가 출토되었
고, 출토된 패제운주는 오키나와 주변에 서식하는 이모가이 조개의 殼頂部를 가공하여 철환에 삽입한 飾馬具
로 신라 최고 지배층이 선호하는 유물이다.
고성지역에서 출토된 마구류의 검토를 통해 송학동 고분군의 매장 주체부에서는 모두 여러 세트의 장식마
구가 부장되었다는 사실에 비해 율대리 고분군과 내산리 고분군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세트의 철제 마구가 부
장되었다는 지적이 있다(諫早直人 2018). 마구의 재질, 마장의 장식성, 모든 점에서 송학동 고분군이 다른 고
분군을 압도하고 있으며, 송학동 1호분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성이 인정되고 있다(류창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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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고성지역 삼국시대 외래계 문물의 변천 양상(사진 국립진주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경남대학교박물관)
문물
축조시기

묘제 및 출토유물

3세기 초~4세기 중엽
(AD200~AD350)

고성 동외동 유적

5세기 중엽~5세기 말
(AD450~AD500)
통영 남평리 유적

6세기 초~6세기 중엽
(AD500~AD562)

고성 송학동 1A호분

6세기 초~6세기 중엽
(AD500~AD562)

고성 송학동 1B호분·내산리 34호분

고성 송학동 1C호분

146

가야고분군 Ⅲ

고성지역에서 송학동 고분군의 경우 하나의 매장주체부 내 외래계 문물이 공반되는 유형이 다양하다.
특히 대가야계·신라계·왜계 문물이 공반되는 빈도가 높은 점을 볼 때 송학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고성
지역은 외래계 문물의 경유지이며 집산지로서 최대 교역항 역할을 담당하였다. 송학동 고분군을 근거지로
한 소가야 최고 지배층은 외래계 문물의 이동에 깊이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열도 문물과 영산
강 수계 문물이 가야 제국으로 반입되는 주요 기항지가 고성지역이며 내륙의 신라계 문물과 대가야계 문물
이 일본 열도와 영산강 수계로 반출되는 기항지도 고성지역으로 볼 수 있다.

Ⅵ. 맺음말

고성지역에서 삼한시대 정치체의 흔적을 알 수 있는 고고학적 물질자료는 하일면 솔섬 유적의 무덤과
출토된 유물이다. 솔섬 유적은 동남쪽에 자란도가 위치하여 방파제의 기능을 하였으며, 집단의 근거지인 배
후에는 비교적 넓은 농경지가 확보되어 소국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갖춘 곳이다. 무덤에서는 전기와질토
기의 주머니호와 무문호, 철검 등이 출토되어 적어도 1세기 후엽에는 고성지역 분지 내에서 삼한 소국의 등
장을 짐작할 수 있다. 삼한시대 이후에 확인되는 유적은 고성패총으로 알려진 동외동 유적인데 삼각형점토
대토기부터 단각고배까지 출토되고 있어 오랜 기간 동안 인간생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세기
이후의 적색토기를 주류로 하는 일상토기의 양상과 철 생산을 의미하는 야철지 등의 확인은 고자국의 성장
기반이자 대외교류의 잠재력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동외동 유적에서 출토된 야요이계 토기, 광형동모, 이
중대수문경, 검파 등은 해로와 연결되는 일본 열도 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과의 교역망을 가진 일정 수준 이
상의 집단을 상정할 수 있다.
4세기 후반 무렵 고성지역 분지 내에서도 목곽묘가 등장하며 다른 가야지역과 마찬가지로 고식도질토
기의 부장이 나타난다. 5세기 중후반이 되면 고성지역의 인근인 통영 남평리 고분군에서 분구묘적 방식으로
축조된 다곽식의 목곽묘가 출현한다. 목곽묘에서는 재지의 소가야 토기의 주류를 이루며, 철 생산의 유통을
알 수 있는 다량의 철정과 원거리 교역을 상징하는 옥도 다량으로 부장되었다. 이후 고성지역의 신용리 고
분군에서도 다곽식 석곽묘가 중심을 이루는 중소형 고분군이 형성되며 소가야 토기와 함께 영산강계, 대가
야계, 신라계 문물이 들어오게 된다.
6세기 초 무렵이 되면 고성지역 내 중심지 고분군으로 알려진 송학동 고분군의 축조가 시작된다. 1호분
은 3기의 고분이 일렬로 연접된 상태이며 수장층의 결속력을 표현한 누세대적인 행위가 하나의 절대적인 경
관으로 완성된다. 매장주체부는 수혈식 구조에서 횡혈식 구조로 변화는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동
일한 장묘제의 변화를 시사한다. 표형분을 중심으로 한 경주분지 중심의 신라 고분의 경관과 유사한 점은
당시 지배자의 권력의 표상인 무덤의 경관에 어떠한 문화적 실천이 작용한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다. 고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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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중심 고분군인 송학동 고분군은 오랜 지역적 전통성과 외래적 요소의 역학관계 속에서 후기 가야의 중
심 고분군인 고령 지산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등의 경관에 상응하는 독특한 외형을 가진 절대적인
경관을 이루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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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의 대형무덤 가운데 고구려 적석총인 집안의 태왕릉은 길이 66m, 백제의 적석총인 석촌동 3호분은 48.45×50.8m, 대가야
지산동 44호분은 지름 25~27m이다. 신라 적석목곽분의 경주 봉황대고분은 지름 84m, 쌍원분인 황남대총은 길이 114m이다.
2)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廿三年 春正月 “新羅打滅任那官家.〔新羅打滅任那官家一本云 廿一年 任那滅焉 總言任那 別言加羅國·安羅國·斯
二岐國·多羅國·卒麻國·古嵯國·子他國·散半下國·乞湌國·稔禮國 合十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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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창녕읍을 둘러싸고 있는
산자락에는 수많은 삼국시대
고총고분이 조영되어 병풍처
럼 솟아있는 화왕산과 어울려
탁월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
다. 일찍이 1910년에 이루어
진 고적조사에서 그 실체가
알려졌고, 이후 100여년에
걸쳐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적 제
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

<그림 1>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원경

분군이다. 우월한 입지에 조
영된 거대한 고총고분에서 출토된 풍부한 문물은 가야를 비롯하여 삼국시대 고고학 연구에 중요한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고분군의 존재는 당대의 금석문인 창녕 진흥왕순수비에서 보이는 비자벌(比子伐)이라
는 창녕지역의 고대 정치체를 웅변하며, 삼국사기의 비사벌(比斯伐),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비화가야(比火加
耶)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한국고고학계는 이러한 창녕지역 정치체에 대해서 그 성격을 가야나 신라로 해명하는데 일찍부터 관심
을 가져왔다. 2014년에는 ‘신라와 가야의 경계’라는 주제로 개최된 학술발표회의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진 대표적인 대상이다. 삼국시대 창녕지역은 이른 시기부터 신라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신라의 지방으로
보는 인식도 있고, 창녕식토기를 통해서 지역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5세기 중엽부터 점차 신라화가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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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주산 위세품이 본격적으로 사여되면서 신라로 편입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한편에서는 창녕식토기
가 완전히 소멸되고, 더 이상 대형의 고총고분이 축조되지 않는 6세기 전엽에 신라의 직접지배 하에 들어갔
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문헌기록을 근거로 신라가 하주(下州)를 설치하는 555년 이전까지를 가야
로 파악하기도 하며, 창녕 계성고분군으로 대표되는 집단과 함께 이원적으로 존재하여 신라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시점을 달리 보기도 한다.
창녕지역 고고자료에 대한 연구는 삼국시대 토기양식론에서 시작하여 창녕식토기를 신라의 지역양식으
로 볼 것인지, 가야의 독자적인 토기양식으로 이해하는 문제와도 결부된다. 더불어 출자형 금동관을 비롯하
여 과대금구, 이식 등 착장형 금공품을 신라식 위세품으로 규정하고, 신라 중앙과 지방의 관점에서 위세품
의 사여체계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100여기가 넘는 대형 고총과 수많은 중소형 고분으로 구성된 교동과 송
현동고분군은 그 자체로 고대 창녕의 지역 정치체를 대변하며, 횡구식석곽묘와 창녕식토기로 대표되는 고
고자료는 지역사의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 동안 축적된 고고자료와 연구성과를 다시금 재정리하고,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현재에도 꾸준히 제기된다.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을 지역
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일제강점기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던 초대형 고총고분의 내용이 구체
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창녕지역 고분의 묘제는 특히 주목된다. 또한 다른 가야지역과 달리 화려한 금공품을
부장할 수 있었던 배경과 함께 대외적인 교류관계를 살펴보면서, 낙동강 문화교류의 중심에 있었던 비화가
야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한다.

Ⅱ. 고분군의 현황과 변천

1.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현황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 인접하여 다른 가야의 유력한 고분군이 낙동강을 마주하여 분포하며, 다라
국의 중심묘역인 합천 옥전고분군이 서쪽으로 20㎞ 거리에 위치한다. 또한 북서쪽으로 30㎞ 거리에는 대가
야의 고령 지산동고분군, 남쪽으로 30㎞ 거리에 아라가야의 함안 말이산고분군이 위치하여 낙동강을 무대
로 삶을 공유하였을 것이다.
선행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알려진 창녕지역의 가야고분군은 20여 개소에 이른다. 지형적으로는
곡류하여 낙동강으로 합류하는 토평천과 창녕천 유역에는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을 중심으로 초곡리 소장미,
주매리 마산터, 왕산리, 우천리, 상월 안지골, 퇴천리, 퇴천리 겨우내, 선소리에 고분군이 집중하고 있다.
또한 창녕읍에서 남쪽으로 10㎞ 정도 떨어져 있는 계성천 유역에는 계남리, 사리, 명리고분군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기념물 제3호로 지정된 계성고분군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인접하여 영산면에는 경상남도 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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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호로 지정된 영산고분군
에 다수의 고총고분이 분포하
고, 주변에서 동리고분군이 발
굴조사되었다. 그리고 창녕 남
부의 계성지구 외곽으로는 강
리, 우강리, 거문리 등에서 고
분군이 알려져 있다. 창녕 북
부의 대합면에는 합리고분군
과 무솔고분군이 분포하며, 지
형적으로 현풍천과 차천 유역
에 해당한다. 현재의 행정구역
상 달성군에 해당하는 양리고
분군의 하위집단으로 볼 수 있
으며, 낙동강의 동안을 따라
비슬산에서 천왕산, 영취산으
로 이어지는 높은 산지는 주변
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다만, 현풍지구에서 확인되는
토기의 양식은 창녕식토기와
구분되는 별개의 집단으로 보
<그림 2> 창녕지역 가야고분군 분포도

는 경향이 강하고, 창녕지역과
동일한 성격의 집단으로 인식

하는 견해도 있다.
1910년 도쿄제국대학의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에 의해 처음으로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이 학계에 공표되
고, 1918년에 하마다 고사쿠(浜田耕作)와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가 교동Ⅱ군의 (日)21호분과 (日)31호
분을 발굴조사한 이래 100여년에 걸쳐 15차례의 발굴조사가 지속되었다. 1963년 이후 사적 제80호 교동고
분군, 사적 제81호 송현동고분군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다가 2011년 6월에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
동고분군으로 통합되게 되었다. 2012년에 이루어진 정밀지표조사에서는 고총 101기와 봉토가 유실된 중소
형 고분 116기, 일제강점기 이후 알려졌다가 유실된 87기를 포함하여 304기의 고총고분이 분포하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1) 이후에도 발굴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확인되고 있으며, 고분군 일대에는 천여기에 이르는
크고 작은 고분이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분군은 현재의 창녕읍 소재지의 북동쪽을 에워싸며 분포하고 있으며, 화왕산에 이어지는 산자락에 4
개의 군집을 이룬다. 교동 Ⅰ군은 창녕향교의 북서쪽 구릉에 위치하며, 초대형분인 7호분을 중심으로 주변
에 중대형분이 밀집하고, 118기의 고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동 Ⅱ군은 목마산성 서쪽에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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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분포도(우리문화재연구원 2014)

하여 창녕박물관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분포하고 있다. 전체 고분군 내에서 확인되는 고총고분의 절반
정도인 53기가 밀집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북동쪽의 39호분, 창녕박물관 동쪽의 (日)89호분(Ⅱ군 10호
분), 서쪽의 (日)117호분(Ⅱ군 22호분) 등으로 3개의 소군을 이룬다.
기존에 송현동고분군으로 알려져 있던 송현동 Ⅲ군은 목마산성 남쪽에 위치하며, 20여기의 고총고분
이 밀집하고 있다. 능선을 따라 열상으로 배치되는 양상을 보이며, 능선 상위의 동쪽에는 (加)6·7호분,
(加)15·16호분(Ⅲ군 10·11호분)과 같이 표형분을 띠는 대형의 고총과 중소형 고분이 분포하고 있다. 송
현동 Ⅳ군은 화왕산의 서쪽 해발 350∼430m에 분포하며, 동쪽으로 도성암이 위치한다. 고총 6기와 중소형
고분 15기로 한정되어 있으나, 능선의 상위에 위치한 1호분을 중심으로 능선 아래쪽으로 중소형의 고분이
배치되어 있는 양상이다.

1) 일제강점기 조사현황2)
일제강점기 당시의 고적조사는 조선의 역사를 파악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창녕지역도 그러한 목적의 일환으로 고적조사가 본격화 되었으며,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 대한 최초의 조
사는 1910년 세키노 타다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당시 도쿄제국대학의 교수였던 세키노는 조선통감부 탁
지부의 의뢰를 받아 1909년부터 1915년까지 7차례에 걸쳐 한반도 일대의 고적을 조사하였다. 이 중 1910
년 9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된 고적조사에서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 등과 함께 창녕지역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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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였다. 당시의 조사내용은 1911년에 발
간된 『考古學雜誌』 제1권 7호에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을
학계에 최초로 공표한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르면 고령에서 조사한 것보다 큰
고분이 이미 발굴되어 석곽의 일부가 노출
되어 있었으나, 일정상 발굴조사는 실시하
지 못하였다. 매장주체부의 규격과 양상만
을 조사하였으나, 관련 도면이나 도판은 전
혀 게재되어 있지 않다. 이후 1916년에 세
키노의 고적조사 자료를 모은 『朝鮮古蹟圖
譜』가 간행되었고, 3권에는 창녕지역의 지
형도와 현재 창녕박물관 서쪽에서 촬영한
교동 Ⅱ군의 전경이 제시되었다.
1914년에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의뢰
를 받아 사료조사를 진행하던 도리이 류조
<그림 4> 교동 (日)21호분과 (日)31호분의 위치비정

(鳥居龍藏)가 제3차 사료조사에 창녕지역을
포함시켰다. 당시 조사내용이 구체적으로 남

아 있지 않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고분군의 전경을 촬영했던 사진이 유리원판 등록번호 130268~130281로
국립중앙박물관에 남겨져 있으며, 당시 조사가 고분군의 현황조사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듬해 1915년에는 도쿄제국대학의 쿠로이타 카츠미(黑板勝美)가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 규명을
위한 사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반도 남부 일대를 조사하게 되었다. 이 때 창녕지역에서는 목마산성과 목마산
성 아래의 고분군(현 송현동 Ⅲ군), 진흥왕순수비, 송현동석불, 술정리석탑 등이 조사되었다. 출장복명서와
쿠로이타의 강연을 활자화한 『考古學雜誌』 제6권 3호 이외에 다른 자료는 알려져 있지 않다.
1917년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분포양상을 파악하고 처음으로 각 고분에 일련
번호를 부여하였다. 현황과 특징을 상세히 관찰하여 군집에 따라서 6개군으로 구분하는 등 이전 조사에 비
해 세밀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마니시의 조사는 비록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분포조사였지만, 이후 교동
과 송현동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 및 학계의 인식에 기초자료가 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 대한 최초의 발굴조사는 1918년에 하마다 고사쿠와 우메하라 스에지에 의
해서 이루어졌다. 1918년 10월 17일 창녕에 도착해서 17일 오전 중에 21호분(교동Ⅱ군 29)을, 19일 오후 4
시부터 22일 오전까지 31호분(교동Ⅱ군 14)을 발굴조사하였다.3) 21호분은 이미 도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간략하게 조사가 진행되어 반나절 만에 종료하였지만, 31호분은 도굴이 되지 않아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
다. 이 조사는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최초의 정식발굴조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제강점기 때 조사된 창녕
지역의 고분 중에 유일하게 『大正7年度古蹟調査報告』 제1책으로 발굴보고서가 발간되어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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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발굴조사 연혁
N0

1

연도

조사기관

조사내용

보고서 및 참고문헌

1918.10.

하마다 고사쿠
(浜田耕作)
우메하라 스에지
(海原末治)

교동 21호, 31호분 발굴조사, 31호분에서 다양
한 유물이 출토, 최초의 정식 발굴조사, 정식 발
굴보고서 간행.

朝鮮總督府, 1922, 『大正七年度 古蹟調査報告』

筆者未詳, 1919, 「大正七年度 古蹟調査成績/大
正八年度 古蹟調査計劃」, 『朝鮮彙報』 大正8年8
月號, 朝鮮總督府.
國立中央博物館, 1997, 『光復以前 博物館 資料
目錄集』

2

1918.12.~
1919.01.

야츠이 세이이치
(谷井濟一)

교동 5~8호, 10~12호, 89호, 91호분 등 9기
발굴조사, 7호분과 89호분은 최대 규모의 수장
급 고분으로 화차 2량 분량의 유물이 출토, 지
표조사에서 확인된 고분에 각각 별도의 일련번
호 부여, 이후 정식 일련번호로 채용, 정식 발굴
보고서 미간행.

3

1931.봄

조선총독부 박물관
고이즈미 아키오
(小泉顯夫)

교동 116호, 117호분 발굴조사, 정식 발굴보고
서 미간행, 고이즈미 회고담, 유리원판 자료만
일부 남아 있음.

小泉顯夫, 1932, 「古蹟發掘漫談」, 『朝鮮』 第205
號, 朝鮮總督府

4

1992.02.~
1992.06.

동아대학교박물관

교동 1~5호분 발굴조사, 봉토분 5기 확인.

東亞大學校博物館, 1992, 『昌寧校洞古墳群』

5

2001.12.~
2004.02.

경남문화재연구원

송현동 2~7호분(송현리 100 일원) 시굴조사,
봉토분 6기, 석곽묘 2기 확인.

慶南文化財硏究院, 2006, 『昌寧 松峴洞古墳群
-2·5호분 시굴조사 및 6·7호분 발굴조사』

6

2004.08.~
2005.02.

경남문화재연구원

문화공원부지(교리 346-2 일원: 면적 4,031
㎡) 발굴조사, 석곽묘 13기 확인.

慶南文化財硏究院, 2006, 『昌寧 校里 遺蹟』

7

2004.04.~
2006.03.

국립창원
문화재연구소

송현동 6호,7호분((송현리 산95: 면적 600㎡)
발굴조사, 봉토분 2기 확인.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창녕 송현동고분
군Ⅰ-6·7호분 발굴조사보고』

8

2006.05.~
2008.04.

국립창원
문화재연구소

송현동 15~17호분(송현리 산9-2: 면적
2,500㎡) 발굴조사, 봉토분 3기, 석곽묘 7기
확인.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2, 『창녕 송현동고분
군Ⅱ-15~17호분 발굴조사보고』

9

2009.10.~
2010.05.

국립가야
문화재연구소

주차장 조성부지(교리 97-4 일원, 교동 Ⅱ군
16호묘 : 면적 1,290㎡) 발굴조사, 봉토분 1기
확인.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3, 『창녕 교동고분
군-주차장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

10

2011.05.~
2011.11.

삼강문화재연구원

창녕박물관 증축부지(송현리 50-1 일원: 면적
2,115㎡) 발굴조사, 석곽묘 15기, 석실묘 2기
확인.

三江文化財硏究院, 2013, 『昌寧 校洞 新羅墓群
-창녕박물관 증축부지 내 유적 시·발굴조사-』

11

2011.06~
2012.09

우리문화재연구원

교동 7호분 발굴 및 1, 5, 6, 8, 9, 12호분 시굴
(교리 492-1 일원: 면적 5,354㎡), 봉토분 7기,
석곽묘 2기 확인.

우리문화재연구원, 2014, 『昌寧 校洞과 松峴洞
古墳群-第Ⅰ群 7號墳 및 周邊 古墳-』

12

2013.05.~
2013.10.

우리문화재연구원

교동 Ⅰ군-13,14호분 및 주변(교리 501-1
일원: 면적 1,263㎡) 발굴조사, 봉토분 2기,
석곽묘 18기 확인.

우리문화재연구원, 2015, 『昌寧 校洞과 松峴洞
古墳群 2-第Ⅰ群 收拾調査區間-』

13

2013.09.~
2014.03.

국립가야
문화재연구소

교동 88호분(교리 84-1 일원: 면적 348㎡)
발굴조사, 봉토분 1기 확인.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5, 『창녕 교동 88호
분 발굴조사보고서』

14

2014.04.~
현재

국립가야
문화재연구소

교동 39호분 및 주변 고분(교리 산5: 면적
5,000㎡) 발굴조사, 봉토분 9기 및 석곽묘
15기 확인.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5.09, 「창녕 교동 39
호분 및 주변 고분 발굴조사 2차 자문회의 자료」

15

2015.10.~
2015.12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송현동 1-1호분, 8호분(송현리 108답과
산9-1 일원: 면적 450㎡) 발굴조사, 봉토분
2기 및 석곽묘 1기 확인.

慶南發展硏究院 歷史文化센터, 2017,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제Ⅲ군 1-1호분·8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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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일제강점기 조사현황(사진출처: 국립김해박물관 2015)

같은 해 12월부터 1919년 10월에는 야쓰이 세이이쓰 등에 의해서 교동 5~8호분, 교동 10~12호분(교
동Ⅰ군 5~12), 89호분(교동Ⅱ군 10), 91호분(교동Ⅱ군 11)이 발굴조사되었다. 특히 교동 7호분과 89호분
은 최대 규모의 수장급 고총고분으로 금동관, 은제과대금구, 금제이식, 은제천, 옥장신구, 토기 등 마차 20
대분과 화차 2량 정도의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각 고분의 규모로 보아 일제강점기 당시 창녕지역의
최대 발굴조사라고 할 수 있으나, 정식 발굴보고서는 간행되지 않다. 당시 촬영되었던 유리원판(등록번호
180227~180306)과 출토유물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료가 미공개된 상태로 남겨져 있다. 한편 야쓰
이 일행은 주요 고분에 대한 발굴조사와 함께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전반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고분
군의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야쓰이는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고분에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는데, 앞서 이마니시가 군집별로 부여
한 번호와는 달리 교동고분군과 송현동고분군을 각각 하나의 유적으로 취급해서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하
였다. 이 때 작성된 분포도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간한 광복 이전 미공개 도면자료에 실려 있다. 도면의
왼쪽 하단에는 오가와 케이키치(小川敬吉)가 1918년 2월에 조사하고 1920년 4월에 제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야쓰이의 조사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서로 병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이 도면은 1931년 다
나카 쥬조(田中十藏)가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보수작업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첨부 도면의 기초가 되었고,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대표적인 분포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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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여름에는 당시 창녕공립보통학교장이었던 하시모토 류조(橋本龍藏)의 도굴 신고가 접수되고,
1931년 2월 9일부터 16일까지 약 8일간 조선총독부 학무국 다나카 쥬조가 51·52·53·92·116호분(교동Ⅱ
군 39, 52, 13, 15)의 도굴갱이나 파괴된 부분을 보수하였다. 같은 해 봄에는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가
교동고분군의 초대형분에 속하는 116호분(교동Ⅱ군 15)과 117호분(교동Ⅱ군 22)을 발굴조사하였다. 다만,
정식보고서는 간행되지 않았고, 고이즈미가 작성한 간략한 회고담 정도가 알려져 있다. 그리고 당시 촬영했
던 유리원판(등록번호310037~310066)이 남아 있고, 출토유물도 극히 일부 공개되어 있다.
이후 광복 이전까지 정식 발굴조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며, 1939년 10월 18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857호로 교동고분군과 송현동고분군은 고적 114호, 115호로 각각 지정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창녕지역
을 비롯한 가야고분에 대한 조사는 식민통치를 뒷받침할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학문적 증거를 찾기 위한 것
이었지만, 이러한 고적조사사업은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2) 광복 이후 조사현황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인 1970년대까지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958
년 4월에 제4차 한일회담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되었던 교동Ⅱ군 (日)31호분 출토유물이 반환되면서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이 다시 부각되었다. 이후 1963년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각각 사적 제80호와 제81호로 지정
되면서, 1968년에 송현동고분군의 봉토수축공사가 실시되었다. 1976년과 1980년에는 교동Ⅱ군 15~22호
분의 복원공사, 1986년에는 교동Ⅱ군 17호분의 정비공사가 실시되었다.
광복 이후 최초의 발굴조사는 1992년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되었으며, 복원 정비사업의 기초자료
를 확보하기 위해 교동 Ⅱ군에 분포하는 1~5호분(Ⅱ군 1~4, 8)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의 특징적인 묘제인 횡구식석실의 구조와 봉토 축조과정이 확인되었고, 특히 교동 (東)3호분은 고총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로 편년되며, 석곽 축조에 목주가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광복 이후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에 대해 처음 실시된 학술 발굴조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000년대에 들어서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 대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종합학술연구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경남문화재연구원은 2000년에 송현동고분군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2년부
터 2004년까지 송현동 Ⅲ군에 분포하는 2~7호분에 대한 시굴조사도 진행하였다. 2004년에는 교동 Ⅰ군
서쪽 일대에 문화공원 조성사업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서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중반에 해당되는 중
소형의 횡구식석곽묘 13기를 확인하였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주도하에 송
현동 Ⅲ군에 분포하는 6호분, 7호분, 15~17호분(Ⅲ군 6, 7, 15~17)과 교동 Ⅱ군의 주차장부지 내 고분(Ⅱ
군 16)이 발굴조사 되었다. 송현동Ⅲ군 (加)6·7호분은 축조시기의 선후관계가 뚜렷한 표형분으로 6호분이
선축되고 북쪽 봉토 일부를 파괴한 후 7호분이 축조되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녹나무제 목관이 7호
분에서 출토되어 창녕과 일본 열도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확보되었다. 한편, 송현동 Ⅲ
군 (加)15호분에서는 순장 인골 4구가 확인되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연구자가 참여하여 ‘가야사람 복원연
구’를 추진한 결과, 가야의 16세 소녀인 ‘송현이’가 복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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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광복 이후 조사현황

2011년 6월에는 교동고분군과 송현동고분군으로 각각 분리·지정되어 있던 유적을 통합하여 사적 제
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1년에는 삼강문화재연구원이 창녕박물관 증
축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제강점기 이후 고분군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교동 Ⅱ군의
남동쪽 능선에서 석곽묘 15기, 석실묘 2기 등을 확인하였다. 2011년~2013년에는 우리문화재연구원에서
일제강점기에 발굴조사된 교동Ⅰ군 7호분을 재발굴하였고, 주변 고분에 대한 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
고 일제강점기 당시 13·14호분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12호분 동쪽지역에 대해서도 발굴조사가 이루어
져 다수의 중소형묘가 밀집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2013년~2014년에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봉분이 유실되어 개석이 일부 드러난 교동 Ⅱ군
(加)88호분(Ⅱ군 9호묘)에 대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봉분은 직경 17.6m, 높이 3m에 이르는 중형급이
며, 횡구식석곽묘 내에서 토기 99점, 금속기 132점 등 231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2014년 4월 22
일부터 미정비지역의 고분 분포 확인 및 복원·정비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교동 Ⅱ군의 북동쪽에 위치하는
39호분과 주변 고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5년에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송현동Ⅲ군 1-1
호분·8호분을 발굴조사하는 등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조사는 100여년에 걸쳐
서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12년~2014년에는 우리문화재연구원에서 고분군 전반에 대한 정밀지표조사와 함께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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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기에 조사된 자료를 종합하는 학술연구가 이루어졌다. 2015년에는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일제강점기의
창녕 고분군 관련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한 『유리건판으로 보는 창녕 고분군』과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과
교동 7호분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고한 『창녕 교동 7호분』이라는 보고서가 발간되어 그 동안 미공개된 일제
강점기 조사자료에 대한 검토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창녕지역 고분의 변천
1) 창녕식토기의 분포
일제강점기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 가운데 뚜껑의 꼭지에 돌
대를 돌린 특징은 일찍부터 주목되어 ‘창녕형 꼭지’로 명명되었다(定森秀夫 1981). 이후 계성고분군의 계남
리고분이 발굴조사되고,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창녕지역 고분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면서 보다 상세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박천수 1990, 정징원·홍보식 1995). 창녕식토기는 태토에 사립 함유량이 적고, 산화염소성
에 의해 속심이 암자색이며, 기면이 짙은 흑색을 띠고 있다. 뚜껑의 꼭지는 대각축소형으로 돌대를 돌리고,
표면에는 유충문이 시문되며, 고배의 대각은 각연부에 돌대가 없이 각단으로 이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지속적인 발굴조사와 함께 보다 상세한 연구(하승철 2009, 배정연 2012)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창녕식토기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창녕식토기의 특징은 5세기 중엽에 재지토기의 영향을 받아 투공형
의 대각도치형 뚜껑과 돌대를 기준으로 꺾인 형태의 뚜껑에 있다. 또한 이단투창고배는 기고가 크고, 배신에
비해 대각이 길고 돌대를 기준으로 각거부를 가지고 있으며, 일단투창고배에도 각거부가 있다. 또한 구경부
중앙에 단면 삼각형의 돌대를 두른
대형의 단경호도 특징적이다.
세부적으로 대각도치형 뚜껑

期

해당유물

1期

가운데 단순하게 처리한 대각도치
형 꼭지에 원형의 반투공이 있는

2期

형식은 비교적 이른 시기인 5세기
중후엽에 확인되는데, 꼭지의 끝

3期

은 대체로 요면 처리하고, 개신 상
단에는 침선과 함께 2열의 유충문

4期

이 시문되고 있다. 전형적인 형식
의 뚜껑도 출현기에 나타나 창녕식

5期

토기가 소멸하는 6세기 전엽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대각도치형 꼭지
중앙에 단면 삼각상의 돌대가 돌아

6期

<그림 7> 창녕식토기의 변천(배정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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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창녕 남부지역 고분 출토 토기(S=1/15, 장경호·기대 1/20)

가고, 꼭지단은 대체로 요면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6세기대 이후에는 대각도치형 꼭지의 끝이 두툼해지고,
유충문 대신 집선문을 시문하는 형식도 확인된다.
이단투창고배는 창녕지역 고분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며, 뚜껑과 공반되는 빈도도 높다. 5세기 중엽에는
기고가 크며, 배신에 비해 대각이 길고, 각거부를 가지는 이단투창고배가 유행한다. 이후 5세기 후엽에서 6
세기 초에 걸쳐서는 이른바 부산식고배와 유사한 형식을 보이며, 3단으로 구획된 대각에 각거부를 가지고,
각단은 요면을 띠면서 내사향 한다. 이후 교동Ⅰ군 (日)11호분을 지표로 경주식고배가 확인되며, 대각단의
단면을 삼각상으로 두툼하게 처리하고, 기고도 낮아진다. 일단투창고배는 주로 대각도치형 뚜껑과 공반되
며, 대각에 각거부를 가진다. 형태는 대각이 직선적이며, 배신이 둥글고 깊은 편이다. 각거부 상단의 돌대에
서 차이가 있으며, 기고가 점차 낮아지고, 구연이 내경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이상과 같이 창녕식토기는 계성고분군,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을 중심으로 5세기 중엽에 출현하여 6세기
전엽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5세기 후엽 이후 지속적으로 경주의 신라토기 요소가 유입되면서 창녕
식토기의 비중은 확산되지 못한다. 과거에는 이단투창고배를 중심으로 대각의 투창이 상하로 교호하는 낙
동강 이동양식을 신라토기로 규정하여 가야토기와 이분하는 경향도 있다. 한편으로는 낙동강 이동지역에서
도 경주의 신라토기와 구분하여 가야토기 낙동강이동군으로 설정하면서 각 지역의 독자성을 강조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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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라양식이라는 범주 안에 창
녕을 비롯하여 성주, 의성지역에
서는 각 지역양식 토기가 존재하
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소지역 양식의 성립은 신라 중앙
으로부터 토기가 반입되고, 그 제
작기술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정

합천 옥전고분군

청도 성곡리고분군

체성과 독자성이 발현되는 것으
로 이해되고 있다.

김해 안양리고분군

이처럼 창녕지역의 토기문화
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으
며, 대체로 창녕식토기를 신라양

부산 복천동고분군

식에 포함시키려는 경향이 강하
다. 한편으로 창녕식토기가 성립
하는 시기와 동일 단계에 해당하
는 경주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
되는 2단각의 이단투창고배에 주

함안 오곡리고분군
부산 당감동고분군

목하여 차별성을 보인다(김두철
2011). 이 시기 경주지역에서 출
토되는 이단투창고배는 꼭지단을
두툼하게 처리하고, 다양한 침선
문이 시문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창원 합성동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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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창녕식토기의 분포(하승철 2013)

에 비해 창녕식토기는 그 차이가
분명하며, 동질의 토기 문화권에 소속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견해이다.
양 지역의 토기는 분포권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5세기 후반대를 기준으로 창녕식토기는 낙동강 하류지
역을 중심으로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경주식토기는 영천, 경산, 대구를 포함하여 낙동강 상류
의 금호강유역, 남쪽으로도 울산, 양산을 거쳐 부산과 김해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양 지역의 토기양식이 서
로 중첩되지 않고, 독자적인 분포권을 가지는 점에서 창녕식토기를 막연하게 신라토기의 범주에 포함시키
기는 어렵다.
가야의 토기양식과 정치체의 성격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낙동강을 매개로 한 창녕지역
의 지리적인 특성과 창녕식토기의 정형성 등을 고려하여 당시 창녕지역의 토기문화를 볼 필요가 있다. 6세
기대 이후 고령식토기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다라국의 중심묘역인 합천 옥전고분군에도 다량
으로 유입되고 있다. 정치적 영향관계를 떠나 옥전고분군에서는 독자적인 묘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치체
의 활동은 6세기대 이후에도 양직공도에 그 국명이 존재하고, 가야 멸망 무렵까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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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가야 남부지역에서 이른바 소가야연맹체로 불리는 정치체의 중심묘역인 고성 송학동, 산청 중
촌리, 합천 삼가고분군에서도 고성식토기가 공유되고 있다. 더불어 아라가야의 중심묘역인 함안 말이산고
분군에서도 6세기대 이후 함안식토기가 확인되고 있으나, 인접한 함안의 칠원이나 군북지역에서는 출토빈
도가 낮아지고, 고성식토기와 혼재되고 있다. 단순히 토기의 분포권을 정치체의 권역으로 한정하는데 주저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토기양식은 그 지역의 상징이며,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을 비롯하여 창녕지역 고총
고분의 축조와 동시에 출현하는 창녕식토기는 지역의 독자성이 발현한 일상재로 이해된다.

2) 중심고분군의 변천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로 보아 창녕식토기는 5세기 중엽에 성립하며, 이와 연동하여 창녕지역 남부의 계
성고분군에서는 초대형의 고총고분이 조영된다. 계성고분군 내 계남지구에 분포하는 1~4호분이 대표적이
다. 계성고분군은 계남리고분군, 사리고분군, 명리고분군을 통칭하며, 지형적인 구분과 축조시기를 고려하여
5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Ⅰ군은 계남마을 남서쪽에 위치하는 구릉에 해당하며, Ⅱ군은 1967년 문화재관리국
에서 조사한 계남리 北5호분이 조영되어 있는 계남마을 동쪽에 조성된 고분군이다. 5세기 중엽 이후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고총고분이 주로 분포하고 있다. Ⅲ~Ⅴ군은 기존에 사리, 명리고분군으로 불리고 있
었으며, 계남리고분군 동쪽의 구릉에 조성된 6세기 중엽부터 7세기 후반의 고분군이다. 창녕식토기의 성립
배경에는 계성고분군 내 Ⅰ군에 해당하는 계남리고분군 조영집단을 중심으로 한 창녕지역 세력의 성장(하승
철 2013)에 있었음을 대변한다.
계남리고분군에서 발굴조사된 1~4호분의 매장시설은 목곽 또는 수혈식석곽으로 파악되고 있다. 묘광
은 얕게 굴착되어 대부분의 매장시설이 지상화되고, 日자형의 주부곽식 구조를 보이고 있다. 벽석은 할석
과 천석으로 엉성하게 쌓여져 있으며, 목개를 이용하여 밀폐한 점이 특징적이다. 주곽 내부의 시상석과 벽
석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비워
져 있는데, 목곽과 같은 내부시
설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묘
곽 내부의 너비는 대부분 2.5m
이상으로 일반적인 고총고분의
너비가 2m 이하인 점을 고려하
면 넓은 구조이다. 평면적인 구
조로 인하여 상부에 개석을 놓을
수 없고, 이를 대체하여 목개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계성고분군의 특징은
합천 옥전고분군에서 확인되고
<그림 10> 계성고분군 분포도(경남발전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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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다른 가야지역에서 보이

는 수혈식석곽묘와는 차이를 보인다. 엉성한 벽체와 목개 사용은 매장시설의 지상화라는 점에서 석개를 사
용한 수혈식석곽묘와는 계통적으로 차이가 있다. 영남지역에서 고총고분의 출현은 경주의 적석목곽분과 관
련이 있다. 선축봉토, 상부적석, 호석을 주요 특징으로 고분이 지상화되며, 경주 황남동 109호분 3·4곽을
시작으로 5세기 중엽 황남대총 남분 단계에 완성된다. 거의 동시기에 창녕지역의 계성고분군에서 유사한 축
조원리가 반영된 고총이 축조된 점은 선행된 목곽묘나 수혈식석곽묘와는 계통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계성고분군에서는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이 조영되는 5세기 후엽부터 6세기 전엽에 해당하는 고총고분
이 현재까지는 부재이다. 기존의 묘역에서 벗어나 6세기 중엽 이후 해당하는 대규모의 고분군은 사리와 명
리지구에 이동하게 된다. 단편적으로 창녕 남부지역 고총고분과 관련해서는 인접한 영산고분군이 주목된
다. 영산고분군과 인접하여 동리고분군에서는 5세기대 중소형의 목곽묘와 석곽묘가 밀집되어 있다. 동리 5
호 목곽묘에서는 출현기의 창녕식토
기와 함께 금동제 성시구, 갑주와 마
구 등이 확인되어 5세기 전반대 이
지역에서 보이는 새로운 변화를 반영
하고 있다. 또한 영산 1호분은 계남
리고분군 1~4호분 후행하는 5세기
후엽으로 편년되는 중형분이다. 매장
시설이 지속적으로 지상화되는 점에
서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서 보이는
횡구식석곽묘와는 다른 양상이다. 후
술하겠지만 이 점은 교동과 송현동고
분군의 성립과 관련하여 창녕 남부지
역의 고분군과는 다른 차이점이라고
생각된다.
5세기 중엽 이후 거의 비슷한 시
기에 영남지역의 각 지역에서는 고총
고분군이 조영되고 있다. 창녕 교동
과 송현동고분군을 비롯하여 부산 연
산동고분군, 양산 북정리고분군, 대
구 달성고분군, 불로동고분군 등 이
전 시기에 고분군이 형성되지 않는
곳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례이다. 부
산 연산동고분군은 온천천 북쪽의 복
천동고분군 집단이 묘역을 옮겨서 조

<그림 11> 계성고분군의 묘제(조영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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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 것으로 보이며, 동일집단에 의한 산물로 이해된다. 묘역 간의 직선거리가 3㎞ 정도이며, 묘광의 너비
가 3.5~4m 내외로 넓고, 매장시설이 지하에 위치한다. 별도의 묘광을 파서 주곽과 부곽을 구분하거나 격
벽을 설치하여 석곽 내 주부곽을 구분한 점에서 수혈식석곽묘의 요소를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창녕지역에서도 5세기 후엽이 되면, 남부의 계성고분군과 더불어 현재의 창녕읍을 중심으로 하는 토
평천 유역에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이 형성된다. 이런 양상에 대해 낙동강 이동지역 고총고분의 등장을 신라
중앙의 지원을 받은 읍락이 신흥세력으로 부상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며, 신라국가에 의한 후발 축조집단
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통해 지역 전체를 통제하려는 이이제이책에 의한 결과물로 해석하기도 한다(이희준
2005). 낙동강 동안지역에서 고총고분군의 등장을 신라의 지원이라는 결과로만 본다면, 고총고분군을 조영
한 집단의 정체성이 무시될 수 있으며, 낙동강 서안의 가야 중심지역의 고총고분군 등장도 설명하기는 어렵
다(홍보식 2011).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횡구식석곽묘는 고분의 구조에 있어서 신라 적석목곽분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계성고분군의 묘제와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일찍부터 계성고분군과 유사한 묘제를 채용한
합천 옥전고분군은 이후 6세기대까지 이러한 묘제의 전통이 지속되고 있다.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횡구식
석곽묘는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와의 관계에 한정할 이유는 없으며, 보다 다양한 계기가 있었을 가능성
이 높다.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계성고분군으로부터 7㎞ 정도로 원거리에 해당하며, 매장시설의 평면형태
가 세장방형이고, 석곽 내 격벽을 설치하지 않는 등 계성고분군의 석곽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동일집
단에 의한 묘역의 이동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지역의 신흥세력 등장을 나타내는 자료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
하다. 영남지역에서 고총고분군의 등장은 거의 모두 같은 시기에 나타나는 양상이므로 지역사의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Ⅲ.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형성과정

1. 고분의 정형성
1) 횡구식석곽묘의 출현과 정착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고총고분은 모두 하나의 봉토 안에 하나의 매장시설을 갖추고, 봉분은 서
로 연접되지 않는다. 매장시설인 석곽의 단면은 사다리꼴을 이루고, 개석의 상부에 다량으로 적석이 이루어
지고 있다. 석곽 길이 6m 이상인 대형분은 장단비가 1:4.5 정도로 세장방형을 띠며, 내부의 공간은 3분할
하여 중앙에 관대를 설치하고, 머리 쪽에는 공헌품을 부장하고, 발치 쪽에 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품과
순장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피장자의 발치 쪽에는 묘도와 연결되는 입구가 설치되고 있으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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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 전제되지 않는 단장의 묘제
이다.
횡구식석곽묘의 출현은 과거
막연하게 백제 횡혈식석실묘 또는
낙랑 전축묘 영향으로 보기도 하였
으나, 창녕 교동Ⅱ군 (東)3호분의
목주를 통해 목곽묘의 구조가 변용
되어 등장하였을 가능성도 제기되
었다. 5세기대 국제정세의 변화와
더불어 고구려 횡혈식석실묘의 영
향으로 고유의 묘제인 수혈식석곽

<그림 12>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매장시설의 규모와 장단비

에 횡혈계 매장방식의 입구가 응용
된 낙동강 동안지역의 독특한 묘제로 인식되기도 한다(홍보식 2003). 횡혈식석실묘의 수용 정도에 따라 석
곽 벽면의 내경도, 벽에 사용된 석재의 크기, 관대 또는 시상대의 구조와 배치, 추가장 빈도 등이 지역마다
다르게 전개된다. 다만,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초기의 횡구식석곽묘가 상주와 안동지역을 포함한 낙동강
상류지역과 창녕지역의 대형분에서 주묘제로 정착되는 점은 주목된다.
창녕지역의 횡구식석곽묘는 석곽의 입구와 매장방식에 있어서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추
가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축조 후매장, 침목형 목주 설치 후 석곽의 축조, 관대와
두측의 공헌유물 부장공간 등 창녕 계성고분군 수혈식석곽묘4)의 축조기법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기도 한다
(김용성 2009). 경주지역 적석목곽묘가 확산하면서 계성고분군의 수혈식석곽으로 변용되고, 이를 계승하여
횡구식석곽묘가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서 창출된 묘제로 해석한다.
장단비가 1:4 이상인 세장방형을 띠는 횡구식석곽묘는 낙동강 동안의 적석목곽묘나 수혈식석곽묘와는
차이가 있다(홍보식 2011). 가야의 중심지역인 고령 지산동고분군이나 함안 말이산고분군과 비교하여 이러
한 횡구식석곽묘의 묘형은 더욱 유사하며, 낙동강 동안지역의 묘제와 분리하여 이해할 필요는 있다. 또한
창녕지역의 고분은 다른 가야지역과 마찬가지로 봉분 내에 1기의 매장시설이 설치되는 단곽식이 주류를 이
루고 있다. 다곽식의 표형분이 확인된 송현동 Ⅲ군에서도 선축된 봉분에 덧붙여 연접하는 방식이며, 선축된
봉분을 잘라내고 연접하는 낙동강 동안의 고분과도 차이가 있다.
한편 횡구식석곽묘의 등장과 관련하여 상주 신흥리고분군에 주목한 연구 성과도 있다(하승철 2014).
신흥리 다지구 10호묘나 라지구 51호묘 등 다수의 분묘가 5세기대에 축조된 횡구식석곽묘로 반지하식의 구
조, 세장방형 석실, 바닥에 할석을 깔아 시상대를 마련한 점은 창녕지역과 공통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교동
과 송현동고분군의 횡구식석곽묘가 출현기에 주로 대형분에 채용되는 반면, 상주 신흥리, 청리고분군에서
는 중소형묘로 확산되고, 묘도가 짧은 특징이다. 후술하겠지만 판석조석곽묘와의 상관성을 종합하여 창녕
지역의 묘제는 대구, 달성, 상주 등 낙동강 중상류지역과 유사하며 상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횡구식석곽묘는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형성과 함께 주묘제로 채택된다. 교동Ⅱ군 (東)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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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교동과 송현동 고총의 규모와 분형(S=1/700)

분, (加)88호분, 주차장부지고분, 교동Ⅰ군 7호분, (우)13·14호분을 비롯하여 송현동 Ⅲ군의 표형분을 띠는
대부분의 고분도 이에 해당된다. 창녕 남부의 계성고분군과는 다른 묘제로서, 묘역 선정과 정지, 매장시설
의 평면형태, 축조수법, 봉분의 축조방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정인태 2015). 매장시설의 평면은 세장한
형태로 이른 시기에는 측벽이 수직을 이루고 있으나, 교동Ⅰ군 7호분 단계에는 단면 사다리꼴로 변화한다.
입구는 석축형, 점토형이 확인되고, 호석까지 연결되는 형식과 짧게 돌출되는 형식이 공존하며, 7호분 이후
짧게 돌출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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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매장시설의 형태(S=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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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는 뒤쪽이 높고 앞쪽이 낮은 지형에서 조성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지형적인 입지로 인하여
높은 곳은 굴착하고, 사면 아래쪽으로 성토하여 봉분을 축조한다. 교동Ⅱ군의 (東)3호분이나 1호분은 복개
전에 한쪽 단벽으로 시신과 부장품을 안치하는 매장의례가 확인되며, 이는 새로운 묘제의 도입과 함께 기존
고분의 축조방식과 결합하여 입지와 지형에 맞는 적합한 축조기법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묘
제의 출현을 고분 축조기술 또는 축조집단의 교체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교동Ⅱ군 (加)88
호분은 복개를 한 후 입구를 통해 매장이 이루어지며, 교동Ⅰ군 7호분에서는 매장공간에서 짧게 돌출된 수
혈의 형태로 입구가 변화한다. 7호분 주변에 위치하는 중소형분인 (우)13호분과 14호분도 이러한 돌출된
입구가 확인된다. 구조적 변화와 함께 입지의 이동, 봉분 내 배수시설, 매장시설 주변의 석축열, 점토미장,
봉토 다짐기술, 제방상 성토기법 등 다양한 축조기법이 확인된다.

2) 판석조석곽묘의 위계
횡구식석곽묘와 함께 주목되는 고분은 일제강점기에 발굴조사된 교동Ⅱ군의 (日)89호분과 (日)116호분
이다. 대형의 판석상 할석을 수적하고, 그 사이 틈을 작은 할석으로 보강하여 석실을 축조한 형식이다. 낙동
강 중류지역에 위치하는 성주 성산동고분군의 38호분·58호분·59호분이나 대구 달성고분군의 비산동 37
호분 1·2곽, 내당동 55호분과 같은 판석조석곽묘의 구조이다(홍보식 2011). 성산동과 달성고분군에서 보
이는 판석조석곽묘는 장방형으로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세장방형과 차이는 있으나, 석재와 구축방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되며, 낙동강을 통한 양 지역간의 교류관계가 상정된다.
이러한 판석조석곽묘는 성주 성산동고분군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석곽의 크기는 길이 4m, 너비 1.2m
정도로 벽체에 사용된 판석은 1~2m 정도로 대형이다. 대형의 판석조석곽은 대구 달성고분군과 왜관 약목
고분군 등에서 확인되는데, 특히 달성고분군 비산동 37호분 2곽의 경우 그 구조와 축조방식이 성산동 38
호분, 59호분 등과 유사하여 양 지역 사이의 정치적 관계 혹은 혈연적 관계가 제기되어 왔었다. 여기서 주
목되는 사실은 대형의 판석조석곽이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곳은 각 지역의 중심고분군이며, 출현시기가 5세

<그림 15> (日)89호분 석곽(미등록소판 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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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日)116호분 석곽(소판 310050)

기 중후엽으로 비정
되는 점이다(남익희
2008). 중심고분군
과 함께 주변의 용
각·수죽리고분군, 명
천리고분군에서도
중소형의 판석조석
곽이 존재하며, 성주
식토기의 기종이 다
양해지고 지역색이
표출되는 시기이기
도 하다. 경주지역의

성
산
동
59
호
분

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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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낙동강 중류지역 판석조석곽묘(남익희 2009)

적석목곽묘처럼 대
형의 판석조석곽묘가 낙동강 중상류 각 지역 최고지배층의 특수한 묘제로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이해된다.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서 현재 2기의 판석조석곽묘가 확인되고 있으나, 최고 수장층의 묘제에 채
용되는 점은 주목된다(심현철 2015). 판석조석곽묘인 (日)89호분과 (日)116호분은 모두 교동 Ⅱ군에 인접
하여 위치하며, 특히 89호분은 교동 Ⅰ군에서 초대형분인 7호분과 비교하여 석실의 길이가 1m 정도 더 길
다. 116호분 역시 인접한 초대형분인 117호분보다는 다소 규모가 작으나, 일제강점기 분포도나 유리원판
사진으로 보아 상당한 규모의 대형분이다.5) 더욱이 이러한 판석조석곽묘의 편년적 위치에 있어서도 고분군
이 형성되는 5세기 후엽에 해당되며, 횡구식석곽묘의 출현과 궤를 같이할 가능성이 높다. 비화가야의 중심
묘역을 형성하고 있는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묘제에는 낙동강 상류지역과 보다 깊은 친연성을 가지는 것
으로 판단된다.

3) 적석목곽묘의 유입
일제강점기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교동Ⅰ군 (日)12호분은 일찍이 1919년에 ‘적석식목곽분’으로 소개
되었으며, 신라의 왕경인 경주지역을 벗어나 분포하는 적석목곽묘로 인식되어 왔다. 다만, 정식보고가 이루
어지지 않아 고분의 구조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서 보이는 밀봉석이 개석 붕괴로 인
하여 함몰된 현상으로 이해하고, 수혈식석곽묘일 가능성도 제시되었다(홍보식 2011). 이후 2012년에 진행
된 시굴조사의 내용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유물배치도를 토대로 구조와 축조공정에 대한 복원이
시도되었다(심현철 2013). 그 결과, 12호분의 봉분은 직경 19~22m 정도로 타원형을 띠며, 목곽은 길이
3.47m, 너비 1.35m로 장단비가 1:2.57 정도인 장방형으로 복원되었다. 고분의 구조나 축조공정, 묘곽의
공간 활용에 있어서 경주지역의 중소형 적석목곽묘와 동일한 형태를 띠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적석목곽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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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축조방식과 장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주 출신의 공인
에 의해 축조가 가능하며, 장신구와 부장양상 및 목곽 규모를 통
해 피장자는 여성으로 추정되었고, 경주 적석목곽묘 3등급에 해
당하는 왕경귀족 하위등급으로 상정하였다.
출토유물에 있어서는 은제과대금구와 태환이식, 팔찌와 반
지, 패제운주과 함께 기하학 문양과 인물·동물문양이 선각된 유개
장경호와 뚜껑 등이 알려져 있다(穴澤和光·馬目順一 1975). 이
가운데 태환이식은 주환에 여러 매의 금판을 붙여 속이 비게 만들
었고, 중간식을 구성하는 공구체와 반구체 사이에는 사격자문이
새겨진 금판을 둥글게 말아 만든 원통형 장식이 끼워져 있다. 수
하식에도 영락이 달려 있으며, 영락의 각목대는 금판 표면 가장자
리에 같은 방향으로 붙여 있다. 신라의 태환이식으로 세부적인 형
태와 제작기법에서 경주지역 태환이식과는 차이가 있으며, 창녕
지역의 공방에서 제작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이한상 2009). 유
사한 형식으로는 창녕 계성A지구 1호분이 있으며, 6세기 2/4분
기의 빠른 단계로 편년되고 있다.
경주지역의 전형적인 적석목곽묘가 합천 옥전 M6호분과 병
행하는 6세기 중엽의 이른 단계에 유입되는 점은 창녕과 신라의
<그림 18> 교동Ⅰ군 (日)12호분 유물 부장양상
(심현철 2012)

관계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적석목곽묘가 직접적으로
이식되는 현상은 정치체의 쇠락과 함께 신라의 영향력 강화로 이

해된다. 더불어 이러한 관계변화 속에서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는 초대형분의 조영이 중단되는 결과를 낳
았으며, 역으로 그 이전 시기까지 창녕의 가야정치체는 지역의 주체로서 고분군을 형성하였음을 반영한다.

2. 고분군의 형성과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분포는 현재의 창녕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직경 30m급의 초대형분을 중심으로
군집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1917년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분포조사에서도 반영되어, 6개 군집으
로 현황과 특징이 관찰된 바 있다. 그리고 교동Ⅰ군의 7호분과 교동Ⅱ군의 (日)89호분을 중심으로 구분되
며, 이에 더하여 송현동 Ⅲ군을 포함하여 3개의 소군으로 구분하여 지배 집단의 가계 분화로 이해하였다(이
희준 2005). 고분군의 분화는 경산 임당고분군과 같이 낙동강 이동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며, 동일 축
조집단이 지점을 옮겨서 연속적으로 조영한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성격의 집단이 조성한 독립된 고분군으
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교동Ⅰ군 7호분의 조영 시점부터 다른 소군이 형성되면서 세 집단으로 분화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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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교동 Ⅱ군 출토 토기(S=1/15, 장경호·기대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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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경주식 복식품이 현저하게 많이 부장되는 현상과 관련하여 신라가 7호분을 중심으로 하는 축조집단에
대대적인 지원을 하여 기존 세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시도한데서 요인을 찾고 있다.
한편으로는 목마산성 남서쪽의 1~33호분을 제1군, 도성암에서 작골에 분포하는 21기의 고총을 제2
군, 목마산성 서쪽의 교동Ⅱ군 (日)89호분을 중심으로 50여기로 이루어진 제3군, 교동Ⅰ군 7호분을 중심으
로 17기의 고총으로 이루어진 제4군, 제4군의 서남쪽에 분포하는 중소형묘를 제5군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홍보식 2011). 제5군을 제외한 4개의 군에는 봉분의 직경이 30m 이상인 초대형분 1기를 중심으로 주위에
20여기의 중소형 고총이 배치되어 있다. 각 군은 같은 시기에 조영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을 조성한 집단에는 4개의 유력 가계가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특히 고분군의 중간에 위치
하면서 가장 많은 고총이 조영된 제3군의 가계가 핵심을 이룬 것으로 보았으며,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
의 창녕지역은 4개의 가계가 연합하여 운영하는 체제로 보았다.
고총의 군집에 따른 집단 내 가계 분화와 함께 각 군집의 선후관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특히 각 군
집에는 초대형분을 중심으로 중대형분이 위성식으로 분포하고, 주변에 다수의 중소형묘가 조영되고 있다.
따라서 각 군집별로 고분군의 형성과정을 정치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
분군을 조영한 정치체의 구조를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현재까지 발굴조사되어 정식보고가 이루어진 자료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로 편년할 수 있는 고분
은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한 교동 Ⅱ군의 북동쪽 군집(이하 교동Ⅱ-1군)이다. 부장된 토기의 형식으
로 보아 3호분과 4호분이 선행하고, 이후에 1호분, 2호분이 축조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5세기 후엽의 전
후 단계로 편년할 수 있다. 3호분과 1호분은 봉분의 직경이 20m 이상인 대형분이고, 4호분과 2호분은 봉
분이 10m 전후인 중소형분으로 대형분에 인접하여 조영되어 있다. 주목되는 점은 교동Ⅱ-1군에는 조사구
역과 인접하여 동쪽 구릉 상부에는 39호분이라는 초대형분이 선점하여 분포하고 있다. 현재 봉분의 직경은
21.5m, 높이 5m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나, 일제강점기에 야쓰이 지표조사시 작성된 고분 분포도나 1954년
항공사진으로 보아 인접한 (東)3호분보다 큰 규모를 보인다. 또한 3호분의 북서쪽으로 인접하여서도 중소형
봉토분 9기, 석곽묘 15기가 밀집되어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5세기 중후반으로 편년되고 있다. 향후 39호분
과 주변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실상이 파악되겠으나,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내에서 가장 이
른 시기의 고총군은 교동Ⅱ-1군에 집중되어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교동 Ⅱ군의 중앙(이하 교동Ⅱ-2군)에는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내에서 가장 초대형의 고총인 (日)89호
분이 분포한다. 일제강점기에 발굴조사되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고분군의 일반적인 묘제인 횡구
식석곽묘와는 달리 대형의 판석을 수적하여 벽석을 축조한 매장시설을 갖추고 있다. 공개된 유리건판 사진
으로 보아 다량의 토기와 함께 도검·철모·찰갑·장식마구·과대금구·식리 등이 확인된다. 출토된 토기의 형식
으로 보아 5세기 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동Ⅱ군 39호분에 후행하는 비화가야 최고 지배자의 무덤
으로 판단된다. 인접하여 봉분 직경 17m인 중형분인 교동Ⅱ군 (加)88호분이 위치하며, 동일 형식의 토기가
확인된다. 또한 남쪽의 구릉 사면부에서도 중소형의 석곽묘가 다수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6세기 이후로 편
년되고 있다. 남서쪽으로도 교동Ⅱ군 (日)31호분이 분포하며, 6세기 중엽에 해당하고, 89호분 이후에 조영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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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교동 Ⅰ군과 송현동 Ⅲ군 출토 토기(S=1/15, 장경호·기대 1/20)

한편, 교동 Ⅱ군의 서쪽 군집(이하 교동Ⅱ-3군)에 대해서는 다소 불명확한 점이 많다. 다만, 분포 상에
서는 초대형분인 (日)117호분 구릉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동쪽으로 약간 떨어져 (日)116호분이 분
포하고 있다. 명확한 규모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2기 모두 초대형급의 고총고분이며, 주변으로 다수의 중대
형분이 밀집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116호분도 89호분과 같이 판석조석곽묘를 매장시설로 채택하고 있
는 점이다. 출토된 유물의 편년은 명확하지 않지만, 거의 동시기일 가능성이 높다.6) 인접한 (加)주차장부지
고분은 직경 19m 정도로 대형급에 해당하며, 대체로 6세기 초로 비정된다.
이상과 같이 교동 Ⅱ군의 고총고분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연속되는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초대형
분은 39호분→(日)89호분→(日)117호분·(日)116호분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중대형급의 고분과
소형의 석곽묘 역시 중심을 이루는 초대형분보다 선행하지 않으며, 각 군집별로 별도의 집단을 상정하기 보
다는 고분군 형성과정에서 시간성을 반영하는 묘역 확장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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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교동 Ⅰ군과 송현동 Ⅲ군의 분포와 편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교동 Ⅰ군은 Ⅱ군에서 서쪽으
로 공백을 두고 구릉의 정상부에 직경 30m가 넘는 초대형분인 7호분을 중심으로 이를 에워싸고 중대형분
이 위성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북쪽과 동쪽으로 이어지는 능선 상에는 중소형분이 열상의 배치를 이루고,
남서쪽으로 약간 떨어져 교리 문화체육공원 부지에는 중소형묘가 밀집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발굴조사된
교동Ⅰ군 7호분은 최근 보고서가 간행되었으며, 출자형 금동관을 비롯하여 토제영락이 부착된 대부장경호
와 다수의 유개고배가 확인된다. 일부 창녕식의 뚜껑과 이단투창고배가 포함되어 있으나, 종집선문이나 사
격자문이 시문된 뚜껑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단투창고배에 있어서도 대부분 2단각으로 기고가 낮아지
고, 대각단이 수평으로 돌출하여 역삼각형을 띤다. 시기적으로 교동Ⅱ군 (日)89호분보다 후행하며, 경주식
토기의 비중이 높아지는 6세기 전엽으로 판단된다.
7호분의 동쪽으로 인접한 (日)11호분 역시 일제강점기에 발굴조사된 직경이 30m에 가까운 대형분이
며, 명문이 있는 원두대도와 함께 초두·과대금구·장식마구 등 다량의 금공품이 출토되었다. 토기에 대한 상
세한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창녕식의 뚜껑에 종집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이단투창고배도 7호분에
후행한다. 11호분 능선의 아래쪽에 위치하는 적석목곽묘인 교동Ⅰ군 (日)12호분 역시 출토된 이식을 통해
6세기 2/4분기의 이른 시기로 편년되고 있다. 한편 12호분의 동쪽으로 능선 상에서 중소형급 고분이 다수
조사되었으며, (우)39·42호묘에서 유충문이 시문된 창녕식고배가 출토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6세기 전반
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한편, 교동 Ⅰ군에서 북쪽으로 뻗은 능선 상에 있는 (우)1호분는 횡혈식석실묘이
고, 남서쪽의 교리 문화체육공원 부지에도 대부분 6세기 후반 이후 신라후기 양식토기와 공반한다. 이로 보
아 교동 Ⅰ군의 형성시점은 6세기 이후로 한정할 수 있고, 단독분의 형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
아 교동 Ⅱ군의 초대형분에 후행하여 동일집단에 의한 묘역 이동으로 판단된다.7)
송현동 Ⅲ군은 교동고분군의 남동쪽으로 일정한 공백을 두고 형성되어 있으며, 주목되는 점은 표형분을
띠는 고총고분의 등장이다. 경주나 경산지역 등 신라의 중심과 그 주변지역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봉분의
연접축조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신라 중심지역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선축된 봉분에 덧
붙여 연접하는 방식이며, 선축된 봉분을 잘라내고 연접하는 낙동강 동안지역의 고분과 차이가 있다. 출토된
토기에 있어서도 창녕식토기의 부장비율은 극히 낮은 편이며, 대부분 파상문·사격자문·삼각집선문·화문 등
다양한 문양이 시문된다. 고배는 기고가 12㎝ 전후로 이전 시기에 비해 더욱 낮아지고 있으며, 각단은 두터
운 삼각상으로 처리된다. 송현동 Ⅲ군에 분포하고 있는 고총고분 역시 교동 Ⅰ군과 마찬가지로 6세기대에
접어들어 조영되기 시작하며, 그 이전 시기의 고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5세기 후엽 이후 고분군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교동고분군과 이격하여 6세기 전엽에 신흥집단에 의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창녕 중심
권역 내에서 집단의 분화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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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비화가야의 문물과 대외교류

1. 신라문물의 수용과 토착 생산
1) 착장형 금공품
창녕지역은 지리적으로 낙동강 동안에 위치하면서 일찍부터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권역과 활발한
교류관계를 형성하였다. 다른 가야의 고분군과 비교하여 화려한 금공품이 다수 출토되어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신라 중앙에 의한 착장형 위세품의 사여체계와 함께 지역 내 독자생산이라는 대립되는 견해도 있
다. 낙동강 이동지역의 토기양식론과 위세품 분여론에 기반하여 경주를 우월적인 위치에 두고 여타 지방 세
력과의 관계로 이를 재단하는데 방법론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금공품 가운데 가장 출토예가 많은 이식은 대부분 신라지역에서 유행하는 양식이다(이한상 2009). 중
간식에 따라 세환이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교동Ⅱ군의 (東)1호분과 (日)89호분, 교동Ⅰ군 7호분에서 소환연
접입방체의 중간식이 확인된다. 1호분 출토 세환이식은 주환의 직경이 넓은 편이고, 수하식은 1매이다. 89
호분 출토품은 수하식의 가장자리에 각목
대를 붙였고, 연결금구를 걸기 위한 수하
식 상부의 구멍 주위를 금판으로 보강하
였는데, 합천 옥전 M3호분 이식에서도 관
찰되는 특징이다. 7호분 이식은 주환이
결실되었으나 입방체 중간식의 상하에 금
계남리 1호분

관 4개 정도를 겹쳤으며, 수하식은 대소
의 금판 3매로 구성된다. 원통형 중간식

교동 Ⅱ군
(東)1호분
교동 Ⅰ군 7호분

을 갖춘 이식은 교동Ⅰ군 (日)6호분, 7호

교동 Ⅰ군 7호분

계성 A지구 1호 1관

분, 송현동Ⅲ군 7호분, C석곽에서 확인되
며, 경주지역에서는 금관총 이후 6세기대
에 유행하고 있다. 중간식에 따라 계통의
차이와 상이한 기술 수준을 반영하고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7호분에서 양 형식

교동 Ⅱ군
(日)89호분

교동 Ⅰ군 (日)6호분

송현동 Ⅲ군
7호분

교동 Ⅰ군 (日)12호분

이 공반되고 있으나, 대체로 5세기 후엽
에는 소환연접입방체, 6세기 전엽에는 원
통형 이식이 부장되고 있다.
태환이식은 신라이식의 특징을 공유
하며, 중간식이 위쪽에는 소환연접공구

송현동 Ⅲ군 C호 석곽

계성 Ⅱ지구 1호

계성 A지구 1호 1관

<그림 21> 창녕지역 수하부이식(사진출처: 국립김해박물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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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그 아래에는 구체의 윗부분만 제작한 반구체를 연접하고 있다.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서 확인되는 신
라식 태환이식은 교동Ⅰ군 (日)12호분 출토품이 있으며, 묘제는 적석목곽묘이다. 주환은 여러 매의 금판을
붙여 속이 비게 만들었고, 양쪽 가장자리는 둥근 원판을 1매씩 붙여 밀봉하였으나, 구멍을 뚫지 않는 차이
가 있다. 또한 중간식을 구성하는 공구체와 반구체 사이에는 코일상의 구체간식을 대신하여 사격자문이 새
겨진 금판을 둥글게 말아 만든 원통형 장식이 끼워져 있다. 수하식에도 영락이 달려 있으며, 영락의 각목
대는 금판 표면 가장자리에 같은 방향으로 붙였다. 이러한 태환이식에서 주목되는 점은 전형적인 경주지역
태환이식과 제작기법 상에서 차이가 있는 점이다(이한상 2009). 이에 비해 권역을 달리하여 계성 A지구 1
호분에서 출토된 태환이식은 경주지역 출토품과 차이를 찾을 수 없는 특징을 보인다. 계성 Ⅱ지구 1호분에
서도 태환이식 1쌍이 출토되었으며, 수하식은 2매의 금판을 접합하여 만든 펜촉형이다. 그 외에도 교동Ⅰ
군 (日)5호분에서 금동제 태환이식이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간식은 영락이 부착된 소환연접구체
이다.
대가야의 특징적인 이식으로 알려져 있는 산치자형 수하부이식도 교동Ⅱ군 (日)31호분에서 확인된다.
주환은 각이 진 봉을 구부려 만들었으며, 중간식은 공구체와 소환연접입방체가 결합된 형식이다. 공구체의
중앙에는 2열의 각목대로 구획하고, 양측에 각각 1열씩의 누금장식이 있으며, 상하단에는 감옥용 돌기가 5
개씩 부착되어 있다. 입방체는 각목대를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입방체에 금사를 사용하여 각목대 장식을 한
영락을 매달았다. 연결금구는 입방체
아래에서 두 가닥으로 나누고 각각에
수학식을 매달았다. 수하식은 산치자
형으로 단면 삼각형으로 3매의 금판
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금판의 접
교동 Ⅰ군
7호분

합부분에는 각목대 장식을 부착하였
다. 금판의 중앙부에는 물방울 모양으
교동 Ⅱ군
(日)89호분

로 타출하였으며, 타출부의 중심선과
외연에 각목대 장식을 접합하였다. 수
하식의 하단은 각목대를 이용하여 고
정하였으며, 그 아래에 금립을 부착한
형태이다.

교동 Ⅱ군 (加)주차장고분

이러한 산치자형 수하부이식은
계성A지구 1호분에서도 확인되는데,
교동 Ⅱ군 (東)1호분

중간식은 소환연접입방체이며, 사슬
을 이용하여 외곽에 각목대 장식을 한

송현동 Ⅲ군 7호분

심엽형 영락을 매달았다. 주환과 중간

교동 Ⅰ군 (日)12호분
교동 Ⅰ군 (日)11호분

<그림 22> 창녕지역 과대금구(사진출처: 국립김해박물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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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유환을, 중간식과 수하식은 사슬
형 연결금구를 이용하였다. 공구체가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가야권에서 제작되어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합천 옥전 M4호분, M6호
분과 함께 창녕지역에서 출토된 산치자형 이식에 보이는 신라적 요소에 주목하기도 한다(이한상 2009; 이
현정·류진아 2011). 태환계 세환의 주환, 공구체와 소환연접입방체로 구성된 중간식과 장식기법에서 신라
적인 색채가 강하고, 그 외 다른 가야지역에서 출토되는 산치자형 이식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이러한 신라
적인 요소는 경주지역 출토 이식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으며, 합천 옥전 M6호분 출토품의 소환연접구체 사
이에 사격자문을 새긴 원통형 금판을 근거로 창녕지역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식 가운데 계성고분군 계남 1호분에서 출토된 추형 수하부이식은 고구려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
며, 의성 탑리 2곽, 천마총 출토품에 유례가 있다(이한상 2009). 소환연접구체를 사용한 점에서 천마총보다
고식이며, 탑리 2곽과는 비슷한 시기로 황남대총 남분 단계로 비정되고 있다, 5세기 중엽 이후 창녕지역의
금공품과 관련하여 다양한 유입루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삼국시대 창녕지역에서는 19기 고분에서 27식에 달하는 과대금구가 출토되었으며, 이 가운데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서는 19식이 집중되고, 계성고분군에서는 8식이 확인된다. 창녕지역의 과대금구와 관련해
서 선행 연구는 낙동강 이동지역의 토기양식론과 결부되어 금동관, 이식, 장식대도와 함께 신라의 착장형
위세품으로 주목되었다(이한상 1995; 이희준 1996). 신라는 경주에서 지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복식에
해당하는 금공품을 사여하였으며, 여기에 주요한 근거로서 창녕지역 고분 출토품이 주로 언급되어 왔다.
경주에서 생산되어 일괄적으로 지방에 분배되었을 것이라는 견해와 달리 초엽문대장식구의 지역색과
피장자의 성격문제, 요패 연결금구의 제작기법에 주목하여 지역차를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박보현 1991).
더불어 신라 과대금구의 생산체계에서 창녕지역 출토품 가운데 다수의 과대금구가 다른 지역에서 확인되지
않는 형식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이한상 2009). 이른바 창녕형으로 규정할 수 있는 도안은 신라의 지방이라
는 관점에서 재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었을 가능성은 이미 지적되고 있다.
신라 과대금구는 삼연에서 제작되어 신라로 이입되거나 고구려의 강한 영향을 반영하는 자료가 많다.
최고식의 삼엽문 과대금구에 해당하는 경주 황오리 14호분 1곽 출토품은 과판과 수하식의 투조 문양과 재

교동 Ⅰ군 (日)12호분

교동 Ⅰ군 7호분

교동 Ⅱ군 (東)3호분

교동 Ⅰ군 (日)11호분

교동 Ⅱ군 (日)89호분

계남 1호분

송현동 Ⅲ군 7호분

교동 Ⅱ군 (東)1호분

<그림 23> 과대금구 형식(이한상 2009)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형성과정

179

질로 보아 산라의 독자적인 생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출현기에 해당하는 울산 하삼정 115호묘 과대금구는
삼연제로 신라지역에 직접 이입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산 조영EⅢ-2호분에서 출토된 이엽문 과대금구
역시 신라에서 재지화되었을 가능성과 함께 삼연에서 직접적인 계보를 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김도영
2018). 경주 황남동 110호분 출토품과 같이 다양한 형식의 과대금구가 존재하며, 전형적인 신라 과대금구
의 성립과 동시에 생산체계가 확립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경주 황오리 4호분 출토품과 같이
이후에도 고구려의 영향은 신라 과대금구에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창녕지역에서 전형적인 과대금구가 출토된 고분은 5세기 후엽으로 비정되는 교동Ⅱ군 (東)3호분이다.
1개의 과판과 수하식만 잔존하여 전체의 구성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경주지역에서 확인되는 전형적인 삼엽
투조과판으로 경주 황남대총 북분 출토품과 유사하다. 이후 6세기에 들어서도 송현동Ⅲ군 6호분을 비롯하
여 교동Ⅱ군의 주차장부지 고분에서 삼엽문이 과판의 절반 이상을 넘지 않고, 타원형 수하식의 내외부에 2
개의 엽문을 표현한 전형적인 형식이 확인된다. 6세기 2/4분기에 창녕지역에 유입된 적석목곽묘인 교동Ⅰ
군 (日)12호분에서도 이러한 과대금구는 부장되고 있으나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는 않는다.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권역과 차이를 보이는 과대금구는 창녕지역에서 다수 존재한다. 시기적으
로 가장 선행하는 창녕 계남 1호분을 비롯하여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서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교동Ⅱ군의
(東)1호분, (日)89호분에서 확인되고, Ⅰ군의 7호분, (日)11호분, 송현동 Ⅲ군의 7호분에서도 출토되었다.
대형 고총고분이 활발히 조영되는 5세기 중엽부터 6세기 전엽까지 대부분의 주요 고총고분에서 확인된다.
계남 1호분 과대금구는 초엽문 과판에 수하식 어깨에 각 1엽이 돌출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5엽이 표현되어
있다.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지역과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형식은 이후에도 교동
Ⅱ군의 89호분과 1호분에서
도 확인된다. 신라 과대금구
고령 지산동 73호분

를 지방에서 단지 모방 제작
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불충
교동 Ⅱ군 (東)1호분

분하고, 창녕지역에서 독자적
으로 창안된 형식의 과대금구
교동 Ⅰ군 (日)11호분
고령 지산동 518호분

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
는 5세기 후엽까지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교동 Ⅰ군 (日)11호분

또한 6세기 전엽에 조영
되고 있는 교동 Ⅰ군과 송현
동 Ⅲ군에서도 역시 특징적인

교동 Ⅱ군 (日)89호분

교동 Ⅰ군 (日)11호분

<그림 24> 창녕지역 관식(사진출처: 국립김해박물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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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탑리 출토품

형식이 확인되는데, 교동 Ⅰ
군의 초대형분인 7호분에서

는 보이는 수하식 역시 경주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인접한 (日)11호분에서는 X자문을 투조한 대금구
1점이 출토되었는데, 후자의 경우 과판의 방형판에 엽문과 X자문이 투조되어 있고, 자금이 T자상으로 상하
연금이 S자로 연결되어 있다. 송현동 7호분에서 출토된 은제 과판이 횡장형으로 특이하며, 수하식의 내부에
는 2엽 사이에 삼각형이 가미되어 삼엽을 이루고 있다.
이상과 같이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서 출토된 다양한 금공품은 지역만의 독특한 과대금구와 이식
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창녕지역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며, 신라 중앙에서 일률적으
로 제작되어 정치적으로 사여된 위세품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창녕의 지역집단은 5세기대 화려한
금공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신라지역과 활발한 교류관계를 토대로 금공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재지화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위세품 사여체계라는 정치적 관점에서 벗어나 주변문화와 교류하면서 독자적인 금
공품 생산체계를 구축한 비화가야 문화의 개방성에 주목된다.

2) 장식마구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의 장식마구는 전형적인 고총고분인 황남대총 남분 단계에 정립된다. 고구려
의 장식마구를 그대로 모방하여 독자적인 마장체계를 확립하였다. 고구려 마구를 계승 발전시킨 입주부와
무각소반구형의 운주를 비롯하여 독자적으로 고안해 낸 편원어미형 행엽의 조합을 통해 격자식 후걸이 구
조를 가진 식마 풍습이 그 요체이다(김두철 2011). 창녕지역에서도 이러한 신라의 장식마구를 충실히 수용
하고 있다. 이른 시기에 보이는 입주부나 무각소반구형 운주와 편원어미형 행엽을 조합한 장식마구가 5세기
중엽 계성리고분군 계남 1호분과 4호분에서 확인된다. 또한 5세기 후엽에 이르러 창녕 교동고분군의 교동
Ⅱ군 (東)3호분, (東)1호분, 교동Ⅰ군 7호분까지 연속된다. 다음 단계에는 조합식이나 일체식의 반구형운주
로 점차 심엽형 행엽으로 그 조합이 대체된다. 송현동 7호분의 입주부운주, 15호분의 편원어미형 행엽과 같
이 이전 시기의 전통이 잔존하는 단계이다. 토기에 있어서는 창녕식과 함께 경주식토기가 다수 공반하고 있
다. 이후 창녕 계성Ⅲ지구 1호분과 같이 신라후기 토기와 공반하여 자엽형운주가 출현해 반구형운주와 조합
을 이루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재갈은 표비와 판비가 주로 확인되고 있으며, 표비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고분에서 출토된다. 판비의
경우 강한 지역성을 엿볼 수 있으며, 다수의 고분에서 모두 十자문심엽형판비가 출토되고 있다. 또한 특징
적인 판비는 교동Ⅰ군 (日)11호분 출토 이형판비로 f자형판비를 모방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등자는 계
남 1호분과 교동Ⅱ군 (東)2호분, (東)3호분에서 병부와 윤하방에 철대로 보강한 형식이 특징적이다. 철대보
강 형식의 등자는 5세기 2/4분기에 성행하였으며, 창녕지역에서는 5세기 후반대의 신식마구 단계에 들어서
도 그 전통이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옥전 28호분과 같이 인접한 합천지역에서도 이 단계에 철대보강의
등자가 지속되고 있어 양 지역 간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다.
창녕지역에서는 5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는 계성고분군 계남 1호분과 4호분의 부곽에서는 편원어미형 행
엽이 출토되었는데, 어미부만 투조된 문양판을 얹힌 형태이다. 이러한 형식은 경주 황남동 110호분 부곽과
함안 말이산 8호분, 성주 성산동 38호분 부장곽에서 출토된 예가 있으며 모두 철지은피제이다. 한편, 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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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 Ⅱ군 (東)3호분
교동 Ⅱ군 (日)89호분

교동 Ⅱ군 (東)1호분

교동 Ⅰ군 7호분

교동 Ⅰ군 (日)11호분

교동 Ⅰ군 (日)12호분

송현동 Ⅲ군 7호분
<그림 25> 창녕지역 장식마구(사진출처: 국립김해박물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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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동 Ⅲ군 6호분

계성 Ⅲ지구 1호

동 7호분에서 출토된 철지금동제의 심엽형 행엽은 전면에 용문을 투조하였는데, 주연부에 방형의 투공을 돌
린 점에서 대구 달성고분군 내당동 50호분 2호 석곽 출토품과 유사하다. 전면에 용문을 투조한 문양판을 얹
고 주연판을 따로 갖추지 않은 행엽 형식이 창녕과 대구 양 지역에서 출토된 점은 주목된다. 운주 가운데는
교동Ⅰ군 (日)11호분 출토 입주부운주가 주목되며, 육각형의 좌를 가진 이 운주는 사례가 거의 없는 형식으
로서 입주와 양락 연결기법은 이후 일본에서 제작되는 입주부운주의 범형이 된다.
한편, 교동Ⅰ군 (日)11호분에서 출토된 철지금동제, 철지은장제로 구성된 두 벌의 마구에 주목한 연구
도 있다(이현정·류진아, 2011, 이현정 2015). 철지금동제 마구가 가운데 7엽의 연화문이 장식된 대형의
반구형운주는 경주지역과 차이가 있으며, 보요걸이를 따로 제작 후 중심축에 끼워 조립한 입주부운주도 특
징적이다. 육각형의 반구좌 주위에 인동당초문과 타래문을 축조한 기법에서도 경주지역과의 차이는 뚜렷하
다. 또한 철지은장제 마구 가운데서도 변형f자형 판비와 어미형행엽은 창녕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제작된 것
으로 보고 있다. 합천 옥전 M4호분 출토 철지은장제 환형운주나 십금구도 교동 11호분 출토 환형운주와 제
작기법을 공유하고 있다. 이식이나 과대금구와 같은 착장형 금공품과 마찬가지로 장식마구에서도 창녕지역
의 독자적인 생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2. 외래문물의 유입과 교류
1) 장식대도와 갑주
경주를 비롯하여 낙동강 중상류지역의 금공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독특한 문화를 창안한 창녕
지역의 가야고분군에는 주변 지역과의 교류를 반영하는 다양한 문물을 남기고 있다. 특히 최고지배자의 상
징으로 고분에 부장된 장식대도는 이러한 다양성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다양한 장식대도 가운데 창녕지역
에서는 삼루환두대도·삼엽환두대도·용봉환두대도·원두대도 등이 확인된다. 신라를 중심으로 낙동강 동안지
역에서 정형성을 보이고 있는 삼루환두대도와 삼엽환두대도도 다수 출토되었다.
최고 지배자급 고총고분에 주로 부장되는 삼루환두대도는 현재까지 교동Ⅰ군 (우)13호분에서 1점이
확인되었으며, 환두부는 철제이다. 도신의 길이는 32㎝ 정도로 자도일 가능성이 있으며, 철지은장제의 병
연금구로 장식된 것으로 보인다. 삼엽환두대도 가운데 시기적으로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자료는 교동Ⅱ군
(日)89호분에서 환두부가 일부 확인되는데, 철지은장제 환두부에 도금된 삼엽문이 장식되어 있다. 병연금구
역시 철지은장제이고, 상하에는 도금된 각목대가 둘러싸고 있다. 이 외에도 6세기가 되면, 교동Ⅱ군의 주차
장부지 고분을 비롯하여 교동Ⅰ군의 7호분, (日)11호분, 송현동Ⅲ군의 (加)7호분, (歷)8호분에서도 확인된
다. 교동 7호분에서는 금동제 삼엽환두대도와 자도가 1세트로 출토되었으며, 이와 함께 출토된 은제 삼엽환
두대도의 병연금구 상부에 각목대를 돌리고, 병부에는 은제 각목대를 촘촘히 말은 형태도 확인된다. 교동Ⅰ
군 (日)11호분에서는 철지은장제 삼엽환두대도와 자도가 세트를 이루며, 대도는 환두부만 잔존한다.
장식대도 가운데 주목되는 자료는 교동Ⅰ군 (日)11호분 출토 용봉환두대도이다.8) 금동제로 표면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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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의 용문이 표현되어 있는데 용의
뒷발은 환의 좌우 하부에 배치하고 위
로 상향하면서 정부에 도달하여 머리를
왼쪽으로 틀어 측면에 조각하였다. 환
은 속이 비어 있고 단면 ∩형 금구를 단
면 –형 금구로 막아 완성한 것이다. 병
부의 상하에 배치한 병연금구에는 목
을 교차한 쌍룡문이 표현되어 있다. 환
의 재질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제작기법
은 합천 옥전 M3호분 용봉문대도와 유
사하다. 다만 병부에 은제와 금제 각목
대를 교대로 감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송현동 Ⅲ군 7호분

교동 Ⅱ군
교동 Ⅰ군
(加)주차장고분 (日)11호분

계성
Ⅱ지구 1호

있는데, 무령왕릉 출토 용봉환두대도에
교동 Ⅱ군 (日)89호분

교동 Ⅱ군 (東)1호분

<그림 26> 창녕지역 장식대도와 철모(사진출처: 국립김해박물관 2014)

이러한 금은색 대비가 확인된다. 대가
야권에서 주로 보이는 용봉환두대도로
인식되고 있으나, 백제지역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금은제의 각목대로 감은 병부가 창녕지역 고분에서 출토되는 점은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용봉환두대도와 공반하여 원두대도가 출토되었으며, 칼등에는 「上部先人貴□乃」이라는
명문이 금사로 상감되어 있다. 고구려의 관직명이 새겨져 있어 주목되며, 백제 혹은 가야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김우대 2012). 병두의 중앙에 역심엽형의 현통공을 뚫으며, 그 테두리를 비스듬히 각목
한 금사로 장식하였다. 병부는 은사로 감았으며, 초구금구에는 패용장치가 확인된다. 한편, 교동 11호분 출
토 유명원두대도는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전 창녕 유명단봉환두대도와 마찬가지로 합인조끌을 사용하여 상
감하였을 가능성이 높다(鈴木勉 2015). 일본 사이타마현 이나리야마고분(稻荷山古墳) 철검이나 구마모토현
에다후나야마고분(江田船山古墳) 은상감철도에 동일한 종류의 조각끌이 사용된 점에서 창녕지역과 일본열
도 출토 명문대도가 양지역에 걸쳐서 존재하는 점은 특징적이다.
일제강점기 이후 창녕지역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용봉환두대도는 다수 있다. 앞서 언급한 일
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전 창녕 출토 단봉환두대도에는 칼등에 ‘不畏也□令此刀□主富貴高遷財物多也(이
큰칼을 소지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높은 지위와 부가 보장된다)’라는 뜻의 길상구를
은상감하였다. 타원형의 환에 주룡문이 타출하고 그 내부에 봉황이 장식되어 있다. 병두금구와 초구금구는
목을 X자로 교차한 쌍룡문이 타출되어 있다. 병부에는 은제 각목대가 촘촘하게 감겨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구라 컬렉션에는 창녕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단봉환두대도와 단룡환두대도가 있다. 단봉환
두대도는 주룡문이 베풀어진 환두 내에 금동제 단봉이 배치되어 있으며, 특이한 점은 병두금구와 초구금구
에 무령왕릉과 고령 지산동 (日)39호분 출토품과 같이 귀갑문으로 구획하여 봉황으로 장식되어 있다. 병부
역시 지산동 출토품과 마찬가지로 사격자문으로 장식하였다. 대가야권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용봉환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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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이후 무령왕릉 출토품을
시점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거
의 동시에 반영되고 있는 점은
지역 간의 교류에 있어서도 시
사점이 많다. 창녕 출토로 전하
는 오구라 컬렉션의 단룡환두대
도는 가야지역에서는 거의 유례
가 없는 형식이며, 무령왕릉의
단룡환두대도와 같은 계열이다.
병두금구와 초구금구가 은제로
단면 팔각형을 띠는 점은 무령

도코박물관 소장

오구라 콜렉션 1

오구라 콜렉션 2

오구라 콜렉션 3

오구라 콜렉션 4

교동 Ⅱ군 (日)11호분

<그림 27> 傳 창녕지역 출토 용봉환두대도(穴澤和光·馬目順一 1976)

왕릉 이후 일본열도에서 출토되
는 단룡환두대도와 동일한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다.
출토지가 명확한 자료는 한정되어 있으나, 일제강점기 이후 창녕지역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
다수의 용봉환두대도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인접하여 용봉환두대도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합천 옥전고분
군의 양상과 비교하여 이른바 대가야식의 장식대도를 공유하며, 끊임없이 백제지역과의 기술 교류가 이루
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열도에서 출토되고 있는 명문대도가 창녕지역 출토 자료와 공통성을 띠는 점 역
시 창녕지역 정치체의 활발한 대외활동을 대변하고 있다.
한편,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을 중심으로 창녕지역의 고분에서 갑주가 출토되는 양은 많지 않다(김혁중
2014). 매장방식의 차이에서도 비롯되지만, 시기적으로도 가야의 대표적인 고분군과 비교하여 갑주 부장이
감소하는 6세기대에 집중된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교동Ⅱ군 (東)3호분과 (日)89호분에서는 적은 수이긴 하
지만 특색이 있는 갑주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창녕지역의 갑주 출현은 남부의 계성고분군과 인접하고 있는 동리 5호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동혈주
부곽식 목곽묘로 철제 안장을 비롯한 마구 일식과 함께 경갑과 동갑으로 구성된 찰갑이 확인된다. 경갑은
사다리꼴 형태의 지판 57점으로 제작되었으며, 지판에는 복륜공과 지판을 연결하기 위한 횡결공이 확인된
다. 개폐장치는 확인되지 않아 가죽끈으로 고정하였으며, 횡결공은 2공 1조의 투공이 양변에 각각 2조 있
다. 지판의 매수는 삼국시대 다른 경갑에 비해 매수가 많은 편이며, 지판의 길이는 짧은 점이 특징적이다.
동갑은 상원하방형의 소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길이 9.8㎝, 너비 3.3㎝ 정도의 소찰 78여점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30매 정도의 소찰이 엮어 4단으로 상하 겹쳐진 것으로 보고 있다. 투공은 수결공이 상변의 가
운데에 2공 1조로 있으며, 횡결공은 양변의 위아래에 2공 1조로 각각 4개씩 뚫려 있다. 소찰의 형태와 수량
으로 보았을 때 상반신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허리부분에 해당하는 요찰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처
럼 상원하방형 소찰로 구성된 찰갑은 경산 조영E1-1호 출토품이 있으며, 4세기대 찰갑인 울산 하삼정 26
호 목곽묘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서는 교동Ⅱ군 (東)3호분과 (日)89호분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도 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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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후엽에 한정되고 있다. (東)3
호분에서는 특징적으로 일본열도
에서 주로 분포하는 대금식판갑과
함께 찰갑, 관모형투구로 추정되
는 철제 관모가 확인된다. 전동은
동리 5호

교동 Ⅱ군 (日)89호분

횡장판을 사용하였고, 후동에는
삼각판을 혼용하였으며, 오른쪽
에 개폐장치를 가진 우전동개폐식
이다. 이러한 삼각판횡장판병용
병류판갑은 일본열도에서도 8례

교동 Ⅱ군 (東)3호분

<그림 28> 창녕지역 철제갑주(사진출처: 국립김해박물관 2014)

정도만 알려져 있다. 양 지역 간
에 큰 차이는 없으며, 창녕지역과
일본열도 사이의 교류관계를 반영

하는 대표적인 갑주이다. 또한 찰갑은 소찰 수백 매를 가죽 끈으로 이어 만들었으며, 허리에 해당하는 요찰
은 만곡하여 단면 ‘Ω’자형을 띤다. 수결공도 소찰의 양변에 뚫려 있다. 관모형 투구는 판갑 위에 얹혀 있는
상태로 출토되었으며, 백제지역과 관련성이 높은 합천 반계제 가A호분 출토 소찰주의 내관형 금동제품이
나,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 출토된 관모형 투구와의 관련성에서 주목된다.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내 가장 규모가 큰 초대형분인 (日)89호분에서도 다량의 철모와 함께 거의 완형에
가까운 찰갑이 일제강점기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바 있다. 유리건판에 찍힌 사진을 보아 소찰의 여러 단이
누중되어 있는 형태로 최소 9단 이상으로 추정되며, 상반신 이상의 부위를 방어하는 찰갑으로 보인다. 각단
의 소찰은 아랫단이 바깥으로 겹쳐 있는 형태로 외중식으로 판단된다.
한편 오구라 컬렉션에서는 창녕지역 출토 갑주로 알려진 자료가 확인되는데, 높이 8.7㎝, 길이 12.2㎝,
너비 7.6㎝로 평면 타원형을 띠는 관모형 투구이다. 관모 형태의 복발에 목가리개 모양의 금속판이 덧붙여
져 있는 형태이다. 측면에는 두 개씩 두 군데에 못 자국이 남아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원 월산리
M5호분과 유사한 형태이며, 전 동래 연산동 출토품과도 유사하다. 또한 오구라 컬렉션에는 금동제 비갑이
확인되는데, 길이는 37.7㎝ 정도이다. 팔꿈치 부분은 보주형이고 손목 부분에는 각각 두 개씩 모두 네 개의
경첩이 달려 장방형의 판을 양측에 붙어 있다. 보주형 부분에는 둥근 영락을 매달았던 구멍이 여섯 줄 남아
있으며, 상단에는 영락을 달아 장식성을 강화하였다.
이상과 같이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서 출토된 갑주는 제한되어 있으나, 주변 지역과의 교류관계
에서 주목된다. 교동 (東)3호분에서 출토된 대금식판갑과 요찰이 Ω자형을 띠는 찰갑은 일본 열도와의 교류
를 반영하며, 관모형 투구는 백제와 가야, 일본 열도의 다양한 문화 교류의 흔적으로 이해된다. 금동제 비갑
은 영락을 부착하여 외형에 장식성이 가미되어 있으며, 동래 복천동 10·11호, 경주 황남대총 남분, 노동리
4호, 천마총, 대구 달서 34호분에서 확인되고 있다. 영락을 단 형태나 연결 구조로 보아 신라지역의 갑주문
화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창녕지역의 갑주 출토양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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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군에서만 확인되고, 교동 Ⅰ군과 송현동 Ⅲ군에서는 갑주가 출토되지 않는 분포를 보인다. 집단 간의 구
분은 명확하지 않으며, 갑주 부장을 통한 무장적 성격은 5세기 후엽까지 지속되었다는데 의미를 찾고자 한
다. 그리고 6세기대에 들어서 고총고분에서 이러한 무기 부장이 제외되는 시기적인 변화에 주목하여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축조집단의 성격 변화가 예상된다.

2) 대외교류의 양상
삼국시대 창녕지역의 정치체는 신라와 낙동강 중상류지역과 적극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접한 여
러 가야의 정치체는 물론 백제, 일본 열도의 왜와도 다양한 교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낙동강을 사이에 두
고 합천 옥전고분군에서는 창녕식토기나 편원어미형 행엽, 로만글라스 등 다수의 창녕산 문물과 함께 신라
문물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라국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세기
후엽에는 김해나 부산 등 낙동강 하류지역까지 창녕식토기가 광범위한 분포권을 가지는데, 낙동강 하류의
물길을 활용하여 중추세력으로 등장하였음을 상징한다. 한편으로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축조와 동시에 등
장하여 창녕지역 특유의 묘제로 정착하는 횡구식석곽묘는 낙동강 중상류지역과 공통성을 가지며, 최고 지
배자계층은 판석조석곽묘의 요소를 공유하게 된다.
창녕지역의 대외교류와 관련하여 활발
한 연구(홍보식 2011, 이주헌 2012, 김혁
중 2015)가 진행되고 있으며, 송현동Ⅲ군
7호분에서 목관이 출토되어 더욱더 주목
받게 되었다. 뚜껑이 없는 배 모양의 목관
은 고임돌에 받쳐진 채 출토되었으며, 길
이 3.3m, 너비 0.9m 정도이다. 목관의 주
관재는 녹나무를 사용하였는데, 중국과 일
본의 남부지방, 우리나라의 제주도에서 자
라는 열대 및 아열대성 수종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목관과 비교하여 고발식에
해당하며, 녹나무를 반절하여 내부를 파내
어 주관재를 제작하였다. 주관재의 양 측
면에는 30㎝ 간격으로 장방형의 홈이 각각
8개식 파여져 있는데, 밤나무로 사용한 부
관재가 끼워져 있는 준구조선의 형태이다.
완성된 목관이 유입되었는지, 목재를 수입
해서 창녕지역에서 제작하였는지는 명확
하지 않지만, 일본 열도와의 교류를 반영

<그림 29> 송현동Ⅲ군 (加)7호분 녹나무제 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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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표적인 문물이다.
창녕지역과 일본 열도와의 교류를 방증하는 자료는 다수 있으며, 송현동Ⅲ군 7호분에서는 봉상의 목기
를 가공한 후 그 표면에 면사를 지그재그 모양으로 교차하여 능형문을 베풀어 흑칠한 봉상목기도 확인된다.
가죽에 능형문을 시문하여 칠을 한 예는 공주 수촌리고분군, 김해 대성동고분군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일
본 시가현 유끼노야마고분(雪野山古墳)에서 면사를 사용한 화살통이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교동Ⅱ군 (日)89호분에서는 직호문이 새겨진 녹각제 병두금구가 있는 철검이 출토되었으며, 교동Ⅱ군 (東)3
호분에서 출토된 삼각판병류판갑 역시 일본 열도에서 주로 확인되는 대금식판갑이다.
그리고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왜계문물은 5세기 초로 편년되는 창녕 남부지역의 계성리유적에서 출토
된 대형복합구연호로 보아 지속적인 교류관계를 토대로 유입된다. 계성고분군에 인접하여 형성된 2개의 생
활유적에서는 마한계의 특징을 보이는 4주식의 방형건물지와 함께 주구토기가 다수 확인된다. 이와 함께 일
본 열도에서 주로 제작되는 하지키(土師器)계토기인 대형복합구연호가 확인되는데, 경부가 꺾이고 구연부
가 거의 직선적으로 올라가다가 구연단이 바깥으로 꺾이면서 면으로 처리된 형태이다. 1차 구연에 점토를
덧붙여 2차 구연을 제작하는 접합방식을 채용하였으며, 서부 세토우치(瀨戶內)계토기로 이전 시기 김해나
부산지역의 하지키계토기와는 차이를 보인다. 5세기대 이후 창녕지역과 일본 열도와의 교류관계 형성에 있
어서 주목되는 자료이다.
이와 같이 창녕지역 집단은 낙동강과 남강을 연결한 지역간 교류 네트워크망을 주도하면서 창녕산 또는
창녕지역을 경유하여 신라산 물품이 유통되었다. 낙동강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함께 신라, 가야, 왜를 연결
하는 인문지리적 이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5~6세기대 낙동강유역의 교역체계를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이러한 관계망을 뚜렷하게 반영하는 창녕식토기는 5세기 중후엽에 성립하여 곧바로 낙동강 하
류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창녕식토기의 확산에는 창녕 남부지역의 계성고분군 집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성립기에는 낙동강 서안에 인접하고 있는 합천 옥전고분군의 수장층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창녕과 인접한 밀양지역에서는 창녕식토기의 분포가 제한적이며, 이는 높은 산
지에 의해 교류가 차단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동이 쉬운 낙동강의 수계가 창녕식토기의 확산 및 대외교류
의 주요한 루트임을 반영하고 있다.

Ⅴ. 맺음말

창녕지역 고대 정치체의 중심묘역인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서는 경주의 신라나 낙동강 이동의 여러 지
역집단과 유사한 물질자료가 확인되었다. 그 동안 다른 가야의 중심세력과는 달리 화려한 금공품이 다수 부
장되면서 토기양식론과 더불어 신라의 지방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아 왔다. 한편으로는 횡구식석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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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라는 독특한 묘제를 중심으로 창녕식토기로 대표되는 고고자료는 지역의 독자성을 보이고 있다. 100여기
가 넘는 대형급의 고총고분으로 구성된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그 자체로 고대 정치체의 존재를 대변하며,
가야의 대표적인 집단으로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을 조영하였던 집단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보수적인 전통을 유지하는 묘제의
특징과 함께 여러 문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돌대가 있는 대각축소형 꼭지가 부착된 뚜껑을
비롯하여 창녕식토기는 계성고분군 축조집단과 함께 낙동강 하류지역에 이르는 관계망을 형성하며, 동시기
에 성립되는 신라토기와는 중첩되지 않는 독자적인 분포권을 이룬다. 다만,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성립은
계성고분군의 지상식 목곽묘와는 달리 횡구식석곽묘라는 독자적인 묘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하나의 봉토
안에 하나의 매장시설을 갖추고 있다.
상주 신흥리고분군을 비롯하여 이른 시기부터 횡구식석곽묘가 출현하는 낙동강 상류지역과 상호 관련성
을 보인다. 5세기대 최고 수장층의 고총고분에는 성주와 대구를 비롯하여 낙동강 중류지역에서 지역성을 보
이는 판석조석곽묘의 요소도 확인되며, 묘제에 있어서 낙동강 중상류지역의 여러 집단과 유기적으로 형성된
관계망을 엿볼 수 있다. 고분군의 형성은 동쪽의 화왕산 자락에서 주변을 에워싸듯이 연속적으로 조영되며,
6세기대에 들어서 교동과 송현동으로 대표되는 양대 세력으로 분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분의 부장품에 있어서도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의 금공품과 장식마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독자적인 생산체계를 마련한다. 대표적인 착장형 위세품인 이식은 낙동강 이동지역과 공통성을 보이는 양
식이나, 제작기법에 있어서도 자체 생산의 가능성이 높은 자료가 다수 확인된다. 가야지역에서 특징적인 분
포를 보이는 산치자형 이식도 제작되며, 인접한 합천 옥전고분군과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과대
금구의 과판과 수하식에는 경주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형식이 다수 있으며, 다른 금공품에 비해 지역성이 뚜
렷하다. 화려한 장식마구도 고분의 위세품으로 부장되며, 6세기대 이후에는 지역의 독특한 마구를 창안하
기도 한다.
경주를 비롯하여 낙동강 중상류지역의 금공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주변 지역과의 다양한 교류
를 반영하는 문물도 확인된다. 최고 지배자의 상징으로 고분에 부장된 장식대도 가운데는 대가야와 백제지
역에서 보이는 용봉환두대도와 원두대도가 다수 있다. 장식대도의 상감기법은 일본 열도에서 보이는 자료
와 제작기법에서 공통성이 있다. 또한 대금식판갑이나 녹나무제 목관 등으로 보아 일본 열도와의 교류에도
적극적인 역동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서 보이는 다양한 교류의 흔적은 낙
동강 문화벨트의 중심이라는 지리적인 이점에 더하여 주변 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기화한 창
녕지역 가야 정치체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장상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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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고분군 Ⅲ

1) 일제강점기

이후 여러 기관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각기 다른 고분번호가 부여되었으며, 이를 통합하여 2014년에 발간된 종합학술
연구보고서에서 전체 고분군을 4군으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다만, 본고에서는 선행된 조사보고와 연구성과를 반영하기 위
해 군집별 분포를 교동 Ⅰ군과 Ⅱ군, 송현동 Ⅲ군과 Ⅳ군으로 구분하였다. 고분의 명칭에 있어서도 이미 학계에 알려진 고분명을 사용하였
으며, 고분 번호의 앞에 日(일제강점기), 東(동아대학교박물관), 慶(경남문화재연구원), 加(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우(우리문화재연구원),
歷(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등의 약자를 표기하였다.
2)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에 대한 일제강점기 조사는 穴澤·馬目(1975), 김수환(2015), 국립김해박물관(2015) 등에 의해서 정리되어 있으며
이를 참조하였다.
3) 임의로 붙여진 일련번호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 보고서에 게재된 도판과 위치에 대한 기술을 참고로 교동 Ⅱ군의 (日)89호분과
(日)117호분 주변의 소형분으로 추정되어 왔다. 1922년 발간된 발굴보고서에서 21호분이 창녕읍에서 도야리로 가는 길의 서쪽 약 1町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穴澤·馬目(1975)은 21호분의 위치를 131田 추정하였고, 31호분은 (日)94호분이라고 추정하였다. 또한 우
메하라 야첩자료에는 양 고분의 약측도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적원도와 1954년 촬영된 항공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日)21호
분은 현재의 교동 Ⅱ군의 29호분, (日)31호분은 교동 Ⅱ군의 14호분일 가능성이 높다.
4) 계성

1~4호분의 묘형은 주부곽식 구조로 경주지역의 적석목곽묘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4호분과 경주 황남동 110호분의 묘형과 동일
한 것은 이미 지적된 바 있으며, 1호분은 경주 황남동 109호분과 유사하다. 더불어 피장자의 안치 및 부장품의 배치양상도 경주지역과 동
일하다.
다만, 계성고분군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묘제를 수혈식석곽으로 보고 있으나, 묘광의 굴착은 얕은 편으로 매장시설이 대부분 지상화된 점
에서 일반적인 수혈식석곽묘와 차이를 보인다. 옥전 M3호분과 같이 목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축석하면서 봉분의 성토하는 점에서 적석
목곽묘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에서 확인되는 횡구식석곽묘가 묘광을 깊게 굴착하는
수혈식 전통을 따르는 점에 주목해야 할 점이다.
5) 현재

복원되어 있는 교동Ⅱ군의 116호분은 상당히 작은 봉분을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발굴조사 이후 보고서 간행되지 못한 이유도 있겠
으나, 당시의 유리원판 사진 등을 통해 봉분의 규모를 재복원할 필요가 있다.
6) 교동Ⅱ군

(日)116호분에서 출토된 유개고배는 계남리 1, 4호분 단계로 보고된 바 있으나, 공반된 유물을 통해 향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서는 확인되는 횡구식석곽묘의 입구는 대부분 북쪽을 향하고 있다. 매장의식과 관련된 방위의 개념일 수도 있으나,
집단의 취락에서 묘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향과 관련될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8) 穴澤·馬目(1975)의

보고에서는 교동Ⅰ군 (日)10호분 출토품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립중앙박물관에서고 공개한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가운데 창녕 고분 발굴품 인계목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용봉환두대도가 실측되어 있는 우메하라 야첩자료에서도 고분 호수가 기
재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용봉환두대도가 출토하는 고총고분과 비교하여 규모가 중소형급이고, 공반하는 부장품도 다량의 토기와 함
께 철모 1점과 철촉 2점 정도이다. 교동Ⅰ군 (日)11호분 목록에서 보이는 환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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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문물교류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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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북 동부지역 가야세력의 연구 동향
한반도의 척추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가 백두대간이다. 백두대간이 실린 山經表는 우리나라 전통지
리학의 지침서이다. 조선 영조 때 실학자이자 지리학자 신경준에 의해 편찬된 전통지리서이다. 금남정맥
과 호남정맥이 전북을 동부의 산악지대와 서부의 평야지대로 갈라놓는다. 백두대간의 영취산에서 주화산까
지 서북쪽으로 뻗은 금남호남정맥의 산줄기가 북쪽의 금강과 남쪽의 섬진강유역으로 가르고 백두대간을 중
심으로 동쪽에 운봉고원과 서쪽에 진안고원이 위치한다. 일제강점기부터 지명의 음상사와 임실 금성리에서
나온 유개장경호에 근거를 두고 전북 동부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만 설정하고 대가야의 변경 혹은 지방으
로 비정한 견해가 널리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 동부지역을 하나의 문화권 및 생활권으로 묶기 어려울
정도로 전형적인 산악지대를 이룬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중앙부에 위치한 전북 동부지역은 지정학적인 이점을 잘 살려 선사시대부터 줄곧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를 이루었다. 더욱이 가야 소국들이 백제의 중앙과 서로 교류 및 교역하
는데 대부분 이용해야 하는 간선교통로가 전북 동부지역을 통과하였다. 전북 동부지역을 무대로 치열하게
전개된 백제와 가야, 신라의 역학관계는 대체로 철산지의 장악 및 간선교통로의 관할과 관련이 깊다. 그리
하여 백제와 가야, 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한다. 2018년 전북 완주군에서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제철유적과 국가를 상징하는 봉수가 새롭게 무더기로 발견되어 학계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까
지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모든 가야의 유적과 유물을 하나로 묶어 전북가야1)라고 이름을 붙
였다.
전북 동부지역은 마한 이래로 줄곧 백제문화권에 속하였던 곳으로만 인식되었다. 1972년 임실 금성리
에서 가야토기가 그 존재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다. 1982년에는 남원 월산리 고분군 구제발굴에서 백두대
간 동쪽 운봉고원에 가야문화유산이 존재한다는 고고학적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1990년대 이르러서는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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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북 동부지역 말무덤 및 가야 고총 분포도(1. 장수 삼봉리 2. 장수 호덕리 3. 장수 월강리 4. 장수 장계리 5. 장수 화양리 6. 장수 동촌리 7. 남원 월
산리 8. 남원 두락리 9. 남원 임리 10. 남원 장교리 11. 순창 고원리 12. 남원 입암리 13. 남원 방산리 14. 곡성 주산리 15. 남원 도룡리 16. 장수 노곡리)

두대간 서쪽 진안고원을 대상으로 가야문화유산을 찾고 알리는 지표조사와 그 성격을 밝히기 위한 발굴조
사도 간헐적으로 추진되었다. 지난해에는 가야사 조사 연구 및 정비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됨으로써 전
북 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의 분포양상과 그 성격을 밝히기 위한 정밀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도 왕성하게 진
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전북 동부지역에 기반을 둔 가야세력의 정체성과 지역성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기 위
한 고고학 자료도 상당량 축적되었다.
일제강점기 때 지명을 중심으로 시작된 가야사 연구는 1990년대부터 고고학 자료를 지명에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전북 동부지역을 대가야 영역에 속하였던 곳으로만 인식하고 가야 소국 己汶國
이 임실, 남원 등 섬진강유역으로 비정된 견해가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지만 섬진강유역에서는 가
야 소국의 존재를 고고학적으로 방증해 주는 가야의 중대형 고총의 존재가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 여
기서 그치지 않고 금강의 최상류 전북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하였던 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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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의 장수가야2)와 관련된 고고학 자료도 가야사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아 추가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리고 최고의 위세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금동신발과 철제초두, 편자, 수대경, 계수호가 전북 동
부지역 가야의 고총에서만 출토됨으로써 그 당위성을 더욱 높였다.
반면에 운봉고원과 진안고원의 장수군에서 가야세력이 4세기 말엽 늦은 시기3) 처음 등장해 계기적인
발전과정을 거쳐 마침내 운봉고원의 기문국4)과 진안고원의 장수가야로 발전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전북 동부지역 가야의 중대형 고총, 산성 및 봉수, 제철유적, 제동유적 등 가야의 문화유적을 대상
으로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되면서 가야 소국의 정체성과 그 위치 비정도 다시 시도되고 있다. 그리고 전북
동부지역 봉수 발굴조사에서 진안고원의 장수가야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었고,5) 지난해 장수 대적골, 남원
옥계동 제철유적,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 발굴조사가 시작되었다. 최근 삼국시대 봉수의 연대가 온전하게 보
존된 상태로 그 모습을 처음 드러낸 완주 탄현 봉수 발굴조사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아직까지 전북 동
부지역 가야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미진한 상황에서 전북 동부지역 가야세력의 성격과 관련하여
논리의 비약이 적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Ⅱ. 백두대간 서쪽 진안고원 가야문화유산

백두대간과 금남정맥, 금남호남정맥 사이에 진안고원이 있다. 달리 ‘호남의 지붕’으로 불리는 곳으로 전
북 장수군·진안군·무주군과 충남 금산군이 여기에 속한다.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도 지질 구조상으로
진안고원에 속한다는 주장도 있다. 1억 년 전 중생대 마지막 지질시대인 백악기 때 호수였는데 지각 변동으
로 융기해 해발 300m 내외의 산악지대를 이룬다. 선사시대 이래로 줄곧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려 교통의 중
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를 이루었다. 삼국시대 때는 백제와 가야, 신라가 철산지이자 구리산지 진안고원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각축전을 펼침으로써 백제와 가야, 신라6)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한다.
우리나라의 국토를 동서로 갈라놓는 백두대간 서쪽 진안고원에 장수가야가 있다. 금강 발원지 신무산
뜬봉샘이 자리하여 수계상으로는 금강 최상류를 이룬다. 가야 소국 기문국이 지역적인 기반을 둔 운봉고원
과는 백두대간, 금남호남정맥 산줄기들로 가로막혀 별개의 독립된 지역권을 형성하고 있다. 진안고원의 장
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장수가야는 가야영역의 서북쪽 경계로 줄곧 백제와 국경을 맞댄 어려운 상황 속
에서도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하였다.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에서 유일하게 가야 소
국으로까지 발전한 가야 소국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7)
1993년 이른 봄 백두대간 서쪽 진안고원에서 장수가야가 처음으로 그 존재를 세상에 드러냈다. 이를
계기로 진안고원 내 가야문화유산의 분포양상과 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조사도 활발하게 추진되었
다. 2011년에는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자체적으로 가야의 중대형 고총을 대상으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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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진안고원 내 장수분지 삼봉리·월강리·장계리·호덕리 가야고총 분포도

여 그 분포양상도 심층적으로 파악되었다. 2003년·2012년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긴급 발굴비를 지원받
아 장수 삼봉리 가야의 고총 발굴조사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전라북도 기념물 제128호로 지정되었다. 최근
에는 90여 기의 가야의 중대형 고총으로 구성된 장수 동촌리 고분군도 전라북도 기념물 제132호로 지정되
어 장수가야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
이제까지의 지표조사를 통해 진안고원에서 발견된 가야문화유산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8) 무엇보다 가
야의 영역에서 삼국시대의 봉수가 그 모습을 최초로 드러냄으로써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안
고원의 분묘유적과 제철유적도 다른 지역에 비해 밀집도가 월등히 높다. 가야의 수혈식 석곽묘는 대체로 천
석과 할석을 이용하여 장방형의 석곽을 만들고 그 안에 시신과 유물을 부장한 뒤 개석을 덮고 봉토를 씌운
구조이다. 유구의 장축방향을 등고선과 평행되게 두어 풍수사상에 바탕을 두고 축조된 후대의 고분들과는
서로 직교한다. 당시 자연에 순응하고 살았던 가야인들의 장례문화를 엿볼 수 있다.
2016년 장수 노하리에서 4세기 후반경 철산개발을 암시해 주는 유물이 다량으로 나왔다. 가야의 수혈
식 석곽묘에서 유물은 마한계, 백제계, 가야계 토기류가 함께 섞여있었는데, 토기류의 조합상은 다양성과
역동성으로 상징된다. 아마도 당시에는 물물교환으로 상징되는 현물경제였기 때문에 장수군에서 생산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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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토기를 장수가야로 보냈기 때문이다. 만경강유역에서 최대 규모의
마한계 분묘유적으로 밝혀진 완주 상운리 출토품과 흡사한 토기류가 섞여있는 것도 당시에 양쪽 지역 사이
에 철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졌음을 암시해 준다. 그러다가 진안고원의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토착
세력집단은 백제 근초고왕의 남정 이후 가야문화를 받아들여 가야의 소국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가야 고총이란 봉토의 직경이 20m 내외되는 대형무덤으로 그 주인공이 지배자 혹은 지배층으로 추정
된다. 진안고원의 분묘유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야의 중대형 고총이다. 이 고총들은 대
체로 사방에서 한 눈에 보이는 산줄기 정상부에 입지를 두었는데, 운봉고원의 경우처럼 봉토를 산봉우리처
럼 훨씬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그 주인공의 권위와 위상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있다. 고구
려·백제·신라와 다른 가야만의 장례문화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가야의 고총이 산줄기 정상부에 입지를
둔 것은 백두대간 동쪽 영남지방에서 밝혀진 가야묘제의 특징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진안고원의 장수군에서 240여 기의 가야의 고총이 확인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장계분지에
는 전북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에서 41기·월강리에서 23기·장계리에서 20여 기, 계남면 호덕리에서 40여
기와 화양리에서 1기의 가야의 고총이 있다. 그리고 장수분지에는 마봉산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산줄기 정상
부에 90여 기와 팔공산 서남쪽 대성고원에도 5기 내외의 고총이 있다. 그러나 진안고원의 금산군과 진안군,
무주군에서는 말무덤과 가야 고총의 존재가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진안고원의 장수군에서만 장수 월
강리·노곡리 말무덤이 계기적인 발전과정을 거쳐 비로소 가야의 중대형 고총으로 발전하였다.
장수 삼봉리에서 40여 기와 장수 동촌리에서 90여 기의 가야의 고총이 한곳에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
은 장수가야의 존속기간을 알려준다. 장수분지의 중앙부에 위치한 장수 동촌리에는 90여 기 이상의 가야의
고총이 무리지어 가야 영역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봉토의 직경이 30m 내외 되는 장수 화양리를 비롯하
여 24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이 무리를 이루고 있어, 당시 철의 왕국으로 융성하였던 장수가야의 위상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야의 고총은 그 보존상태가 매우 안타깝다. 장수 삼봉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극
심한 도굴과 대규모 민묘구역 조성으로 40여 기의 고총 중 현재 2기만 봉토가 보존되어 있을 뿐이다.
종래에 백제문화권에 속하였던 곳으로만 인식된 호남지방에서 가야의 중대형 고총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은 진안고원의 장수군이 처음이다. 동시에 장수가야가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되지 않고 가야문화를 기
반으로 발전하였다는 가장 진솔한 고고학적 증거이다. 영남지방에서도 240여 기의 가야 고총이 단일 지역
내에 밀집된 곳이 많지 않을 정도로 그 기수가 많다. 더욱이 종래에 가야영역의 서쪽 자연경계로 인식되었
던 백두대간 서쪽에 자리하여 가야의 영역을 백두대간을 넘어 금강유역으로까지 넓혔다. 그렇지만 섬진강
유역에 속한 전북 장수군 산서면·번암면9)에서는 가야의 고총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가야 분묘유적의 학술발굴에서 장수가야만의 지역성이 입증되었다. 장수 삼봉리·동촌리 가야의 중대
형 고총은 봉토의 평면형태가 장타원형10)으로 서로 인접된 다른 고총과는 연접되어 있거나 얼마간 거리를
두었으며, 봉토의 가장자리에서 호석을 두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동시에 마한의 분구묘처럼 봉토를 만
든 다음 다시 파내어 매장주체부를 마련하여 운봉고원의 기문국과 묘제적인 관련성도 증명되었다. 그리고
봉토의 중앙부에 주석곽이 자리하고 그 주변에 1∼3기 내외의 순장곽이 배치된 다곽식이다.
장수 삼봉리 1호분 주석곽에서 위신재인 환두대도가 부장된 흔적과 함께 목관에 사용되었던 꺾쇠11)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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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북 동부지역 봉수 분포 양상과 봉수로 복원도

토되어, 가야 고총의 피장자가 장수가야의 수장층으로 밝혀졌다. 2012년 장수 삼봉리 가야의 고총에 대한 학
술발굴에서도 그 평면형태가 장타원형으로 다시 입증됨으로써 장수가야만의 독자성과 지역성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야 고총의 평면형태가 장타원형을 띠는 것은 전북 장수군에서만 유일하게 조사되었다. 무엇
보다 금으로 만든 가는 고리를 비롯하여 재갈과 등자, 꺾쇠 등 값진 유물이 출토되어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
다. 그렇지만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극심한 도굴로 유물의 출토량이 그다지 많지 않아 안타깝다.
2015년 장수 동촌리 가야의 고총에서 말발굽과 말뼈가 함께 나왔다. 주석곽은 구지표와 생토면을 정연
하게 고르고 1m 높이로 성토한 다음 다시 파내었는데,12) 유구의 속성은 호남 동부지역 가야묘제의 두드러
진 특징으로 마한의 분구묘와 일맥상통한다. 유물은 주석곽의 서쪽에서 단경호·고배형 기대·발·뚜껑 등
의 토기류와 동쪽에서 말뼈와 함께 말발굽[蹄鐵]이 출토되었다. 그렇지만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여러 차례
의 도굴로 유물의 출토량은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의 고총에서 처음으로 말발굽이 나와 학계
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장수가야가 우수한 철의 주조기술을 가진 가야 소국이었음이 입증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봉수란 낮에는 연기와 밤에는 횃불로써 변방의 급박한 소식을 중앙에 알리던 통신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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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완주 각시봉 봉수 연대 서벽 및 남벽

<그림 5> 완주 불명산 봉수 거화시설 모습

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근대적인 통신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고 오직 국가의 정
치·군사적인 전보기능만을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가야의 왕릉 못지않게 가야 소국의 존재여부를 방증해
주는 가장 진솔한 고고학 자료이다. 양직공도 및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가야 소국 반파[伴跛(叛波)]가
513년부터 3년 동안 기문, 대사를 두고 백제와 갈등관계에 빠졌을 때 봉수제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의 봉수13)가 존재하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상정된다.
삼국시대의 봉수가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 역사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 동부지
역은 고려 말의 봉수선로가 계승되어, 조선 초기에 정비된 5봉수로의 직봉과 간봉이 통과하지 않아 봉수와
관련이 없는 곳14)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여 개소의 삼국시대 봉수가 전북 동부지역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들 봉수는 관방유적의 밀집도가 높고 가야의 유적이 발견된 지역에만 배치되어 있고, 더욱 관심을 끈 것
은 제철유적 및 제동유적의 분포권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그렇지만 백두대간 산줄
기 동쪽 영남지방에서는 여전히 삼국시대의 봉수가 학계에 보고되지 않고 있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90여 개소 봉수는 두 가지 속성에서 공통성을 보였다. 하나는 진
안고원의 장계분지로 향하는 여러 갈래의 교통로를 따라 선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통과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산봉우리 정상부에는 방형 혹은 장방형의 연대를 만들
고 석성을 한 바퀴 둘렀는데, 산봉우리의 남쪽 기슭에는 평탄대지가 위치한다. 조선시대 돌로 연대를 쌓고
그 위에 연조를 설치했던 봉수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전북 동부지역 봉수의 최종 종착지가 진안고원의
장계분지로 밝혀졌는데, 최근에 운봉봉수로와 금산봉수로 등 여러 갈래의 봉수로가 복원되었다.
그런데 일본서기 계체기 8년 3월조에
반파는 子呑과 帶沙에 성을 쌓아 滿奚에 이어지게 하고, 烽候[堠]와 邸閣을 설치하여 日本에 대비하였다. 또
한 爾列比와 麻須比에 성을 쌓아 麻且奚·推封에까지 뻗치고, 사졸과 병기를 모아서 新羅를 핍박하였다. 자
녀를 몰아 잡아가고 촌읍을 벗겨 빼앗아가니 적의 힘이 가해진 곳에는 남는 것이 드물었다. 무릇 포악하고
사치스럽고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베어 죽임이 너무 많아서 상세히 적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일본서기 계체
기 8년 3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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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기록되어 있다. 가야 소국 반파가 대규모 축성과 봉수제를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헌에는 일
본을 대비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산성 및 봉수의 분포 양상을 근거로 일본이 아닌 백제로 판단된다. 아
직은 문헌의 공간적인 범위를 단정할 수 없지만 전북 동부지역에서 삼국시대 봉수가 배치된 지역15)과 전북
남원시와 순창군, 전남 곡성군 동북부 등 섬진강 중류지역이 여기에 속할 것으로 추정된다. 섬진강 중·하
류지역은 한 개소의 봉수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전북 동부지역에서 산성의 밀집도가 가장 높고 성벽의 축
성기법도 긴밀한 유사성을 보였다. 섬진강 내륙수로와 영산강유역에서 진안고원의 장계분지로 향하는 여러
갈래의 교통로를 방어하기 위해 반파[伴跛(叛波)]에 의해 대규모 축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문헌의 내용에 의하면 당시에 반파와 신라가 적대적인 관계에 놓였음을 알 수 있다. 신라는 백두대간의
덕산재를 넘어 철산지 전북 무풍면 일대를 신라의 영역에 편입시켰다. 무주 나제통문을 경계로 그 동쪽에
신라 무산현의 행정치소인 무풍면이 위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개소의 봉수도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에 나제통문 서쪽 무주읍은 백제 적천현이 설치된 곳으로 덕유산 일대에 대규모 제철유적과 삼국시대의 봉
수가 공존한다. 반파와 신라가 철산지를 두고 치열하게 전개된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이 문헌에 담긴 것으로
추측된다. 문헌의 내용을 유적과 유물로 온전하게 충족시켜 주는 곳이 전북 동부지역이다.
2018년 만경강유역에 속한 전북 완주군 동북부16)에서 불명산, 봉수대산 등 8개소의 봉수17)가 최초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만경강유역에서 금남정맥 싸리재, 금강유역에서 작은 싸리재를 넘어 진안고원 장계분
지로 향하는 교통로를 따라 선상으로 봉수가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전북 완주군 동북부에서 3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발견됨으로써 또 다른 대규모 철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삼국시대 봉수의 분포 양상을 근거로
백제의 정치적인 불안을 틈타 장수가야가 전북 완주군 동북부 일대로 진출하였음을 말해준다. 동시에 장수
가야의 서북쪽 관문으로 전북지역에서 관방유적 및 통신유적의 밀집도가 높고 제철유적도 공존한다.
그렇지만 충남 논산시와 공주시, 부여군 일대에서는 한 개소의 삼국시대 봉수가 발견되지 않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전북 완주군에서 충남 공주시, 전북 완주군에서 충남 부여군 사이에서는 여전히 봉
수의 존재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삼국시대 봉수의 분포 양상을 근거로 그 운영주체가 일단 백
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양촌면·연산면 일대는 가야와 백제 문
물교류의 관문으로 백제의 분묘유적과 관방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논산 표정리·신흥리·모촌
리 수혈식 석곽묘에서 철기류가 다량으로 쏟아져 전북가야와의 교류관계를 증명해 주었다.
그런데 봉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갈래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가 어딘가이다. 충남 금산군과 전북
완주군·무주군·진안군·임실군·순창군, 남원시 운봉읍에서 시작된 여러 갈래의 봉수로가 모두 진안고원
의 장계분지에서 만난다. 조선시대 때 전국의 5대 봉수로가 서울 남산에서 합쳐지는 것과 똑같다. 이제까지
의 지표조사에서 삼국시대 토기편보다 시기가 늦은 유물이 봉수에서 수습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고려의 청
자와 조선의 백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봉수에서 나온 유물의 조합상은 봉수의 설치시기와 설치
주체를 추정하는데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삼국시대의 봉수는 가
야 소국의 존재와 함께 전북 동부지역 가야세력의 영역을 대변해 준다.
2014년부터 시작된 장수 영취산·봉화산·원수봉 봉수 발굴조사에서 그 운영 시기가 6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밝혀졌다. 이들 봉수는 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쌓은 연대의 속성에서도 긴밀한 관련성을 보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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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북 동부지역 봉수 출토 유물

<그림 7> 진안고원 출토 신라토기

마도 웅진 천도 이후 백제가 정치적인 불안에 빠졌을 때 백제 영역으로 진출한 장수가야가 백제의 동향을
살피고 당시 제철유적의 방비를 위해 봉수를 운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복원된 여러 갈래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가 진안고원의 장계분지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들 봉수의 운영주체를 장수가야로 비
정하고자 한다. 더욱이 봉수에서 수습된 유물의 속성이 장수가야 분묘유적의 출토품과 서로 일치하는 것으
로 밝혀졌다.
다른 한편으로 진안고원 내 장계분지에서 도읍의 존재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장계분지의 진산은 聖主山18)
으로 지금의 깃대봉을 가리킨다. 이 산 남쪽 기슭 말단부에 관아터가 있는데 장수가야의 왕궁터로 추정되는
곳이다. 전북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풍저마을과 삼봉리 탑동마을 사이로 풍수지리상으로도 혈처에 해당한
다. 백두대간 영취산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장계분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장계천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
장수가야의 추정 왕궁터와 남쪽에 장수 삼봉리 고분군19)이 위치한다. 현실세계의 왕궁과 사후세계의 고총
군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리고 장수가야의 추정 왕궁터 동남쪽 산봉우리에 봉수가 있는데, 전북 동부지
역에서 복원된 여러 갈래의 봉수로가 하나로 합쳐지는 곳이다.
전북 동부지역에 대규모 축성과 봉수제를 운영한 장수가야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백제에 복속되었는지,
언제부터 백제의 영토에 편입되었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다만 장수 삼고리에서 삼족토기·병, 장수 동촌
리에서 직구단경호·무투창고배가 나왔는데, 이들 백제토기는 6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로 편년되었다. 이
를 근거로 6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까지도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되지 않고 가야 소국으로 장수가야가 존
속하였음을 방증해 주었다. 전북 동부지역 90여 개소 봉수의 존재와 여러 갈래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가 진
안고원의 장계분지로 밝혀졌고, 240여 기의 가야의 중대형 고총이 진안고원의 장계분지에 장수가야의 존재
를 고고학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우리나라에서 산성의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 전북 동부지역이다. 아마도 선사시대부터 줄곧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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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심지이자 대규모 철산지였던 이곳을 장악하려는 삼국의 정치·군사적인 목적과 관련이 깊다. 제일 먼
저 백제가 진출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웅진 천도 이후 한 동안 정치적 불안으로 영향력을 갑자기 상실하
게 되자, 이를 틈타 철산개발로 국력을 키운 장수가야가 백제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산성 및 봉수를 집중적
으로 배치하였다. 이 무렵 신라도 백두대간의 덕산재를 넘어 전북 무주군 무풍면 일대를 장악하고 그 여세
를 몰아 전북 진안군, 충남 금산군까지 신라의 영향권에 포함시켰다. 그리하여 전북 진안군과 무주군, 충남
금산군 일대에서 백제와 가야, 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한다.
아직은 임실 성미산성, 장수 합미산성·침령산성, 금산 백령산성을 제외하면 산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그 축성시기와 축성주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백제 혹은 영산강유역을 의식하
고 진안고원의 장계분지로 향하는 교통로의 길목에 산성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점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
인다. 전북 동부지역 산성 및 봉수의 분포 양상만을 근거로 추론한다면 그 축성주체가 장수가야와의 관련성
이 가장 유력하다. 그런데 섬진강유역을 제외하면 산성 및 봉수가 집중적으로 배치된 곳은 제철유적의 분포
양상과도 서로 중복된다. 삼국시대 때 대규모 철산지를 방비하려는 삼국의 국가전략도 함께 담겨있을 것으
로 추측된다.
삼국시대 때 가야 소국 장수가야와 백제, 신라가 진안고원을 두고 치열하게 각축전을 펼쳐 삼국의 유적
과 유물이 공존한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한 대규모 철산지의 장악과 무관하지 않을
것20)이다. 봉수왕국 장수가야는 제철유적의 방비와 백제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봉수제를 운영하였다. 그러
다가 6세기 전반 늦은 시기 장수가야가 백제에 복속되었고, 백제와 후백제의 멸망 이후21)에는 진안고원이
더 이상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진안고원을 경유하여 백제, 후백제 도읍까지 이어진 간선교통로가 끊기고
철산개발이 일시에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야 소국으로 장수가야의 발전상과 삼국의 각축장으로
진안고원이 막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장수가야와 백제, 후백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
능하였던 것이 아닌가 싶다.
끝으로 금남호남정맥 동쪽 진안고원 내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은 둔 장수가야는 4세기 말엽 늦은 시기
에 등장해 가야 소국으로 발전하다가 6세기 초엽 경 백제에 복속되었다. 금남호남정맥의 산줄기가 백제의
동쪽 진출을 막았고, 사통팔달했던 교역망의 장악과 관할, 대규모 구리와 철산개발, 한성기 백제의 간선교
통로가 통과하지 않는 지정학적인 이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장수 월강리·노곡리 말무덤이
계기적인 발전과정을 거쳐 240여 기의 가야의 중대형 고총이 진안고원의 장수군에만 조영되었다. 장수 동
촌리 가야의 고총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발굽은 당시 철의 생산부터 가공기술까지 응축된 첨단기술의 집약
체이다. 금강 상류지역에서 가야문화를 화려하게 꽃피웠던 장수가야는 한마디로 170여 개소의 제철유적을
남긴 철의 왕국이자 90여 개소의 봉수로 상징되는 봉수왕국이다. 동시에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 금강 최상류
에서 유일하게 가야문화를 꽃피웠던 가야 소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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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 가야문화유산

종래의 지표조사를 통해 운봉고원에서 발견된 말무덤22)과 가야의 중대형 고총은 그 기수가 180여 기에
달한다. 남원 입암리 말무덤 발굴조사에서 마한의 지배층 분구묘로 밝혀진 말(몰)무덤이 운봉고원의 운봉읍
에서만 발견되었다.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연동마을 입구 구릉지 정상부에 봉분의 직경이 10m 내외되
는 7기 내외의 몰무덤이 있었는데, 오래전 농경지 개간으로 대부분 유실되었고, 현재 3기만 유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남아있다.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교리 연동마을 입구 논 속에도 마치 섬처럼 한 기의
말무덤이 더 있다. 아직도 남원 장교리 몰무덤을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성격이 파악되지
않았지만 운봉고원의 가야세력이 등장하기 이전에 조성된 마한의 분구묘로 추정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원전 84년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71년 동안 철산개발로 국력을 키운 마
한 왕이 백두대간 정령치를 넘어 운봉읍 일대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남원 장교리 말무덤에서 그다
지 멀지 않은 운봉읍 임리에도 가야의 중대형 고총이 무리지어 있다. 백두대간 고남산에서 뻗어 내린 산줄
기 정상부에 봉토의 직경이 15m 내외되는 40여 기의 가야의 중대형 고총이 모여 있다. 마한의 말무덤과 가
야의 고총 분포양상을 근거로 본래 운봉읍에서 있었던 운봉고원의 중심지가 아영분지로 옮겨진 것으로 추
정된다. 백제의 중앙과 경남 서부지역을 곧장 이어주던 한성기 간선교통로인 백두대간 치재로가 남원 월산
리·유곡리·두락리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8>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 아영분지 내 남원 유곡리·두락리 가야 고총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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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계수호

<그림 10>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 출토 수대경

운봉고원의 중심지가 운봉읍 일대에 있었을 때는 백두대간의 여원치가 섬진강유역과 교류하는데 관문
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 같다. 운봉고원 서쪽 섬진강유역에서 말(몰)무덤은 남원 도룡리·입암리·방
산리, 순창 고원리, 곡성 주산리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었다. 본래 30여 기의 말(몰)무덤이 섬진강 중류지역
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섬진강 상류 및 하류지역에서는 말무덤이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 말무
덤이 자취를 감춘 이후 섬진강유역에서는 수장층과 관련된 어떤 종류의 분묘유적도 더 이상 조영되지 않았
다. 말무덤의 존재와 그 발전과정을 근거로 섬진강유역으로 백제의 진출이 5세기 이전 근초고왕의 남정 때
이미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가 하면 남원 입암리 말무덤은 분구의 주변에 도랑을 두른 분구묘로 파악되었다. 분구는 명갈색과
암갈색 점토로 쌓았는데, 유구의 남쪽이 이미 유실되어 그 평면형태가 어떤지 상세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이 일대의 생토층을 거의 U자형으로 파내어 마련된 주구는 그 남동쪽 부분이 끊긴 것으로 보인다. 분구 내
에서 조사된 3기의 매장주체부 중 2기의 토광묘는 후대에 조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1998년 분구 내 토광묘
에서 단경호와 광구장경호가 발견매장문화재로 신고되었고, 그 부근에서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유구와 유
물의 속성에 의하면, 말무덤은 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조성된 마한의 분구묘로 파악되었다.
그러다가 5세기를 전후하여 가야세력의 등장과 함께 운봉고원의 중심지가 운봉읍에서 아영분지로 이동
한다. 본래 운봉읍에 있었던 운봉고원의 중심지가 아영분지로 옮겨진 것은, 운봉고원으로 백제의 진출이 결
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백제 근초고왕이 왜왕에게 하사한 칠지도의 제작 시점을 泰和 4년 369년이라
고 한다면, 369년 3월 근초고왕의 남정을 기준으로 곡나철산의 장악과 칠지도의 제작 및 왜로의 전래가 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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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으로 백제의 진출이 대부분 충족된다. 이 무렵부터 백제의 중앙과 가야를 이어주던 한성기 백제의 간선
교통로가 백두대간의 치재를 통과하면서 당시에 치재23)가 운봉고원의 관문으로 그 몫을 줄곧 담당하였다.
전북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면담조사에서 백두대간 치재를 넘던 옛길을 옛
날 고속도로라고 설명해 주었다. 우리나라에서 신작로가 생기기 이전까지만 해도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을
갈 때 치재를 넘어와서 일을 보고 다시 치재를 넘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동시에 백제와 가야를 하나로 묶는
문물교류의 교섭창구이자 내륙교통망의 허브역할을 담당하면서 줄곧 교통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한마디로
운봉고원은 대규모 철산지로 사통팔달했던 철의 교역망을 갖춘 곳이었다.
2010년 이후 고고학계의 이목이 온통 철산지 운봉고원으로 쏠렸다.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에 위치한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 중국제 청자인 鷄首壺가 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백제왕의 주요 하사품으로
알려진 최상급 威勢品의 하나로 종전에 공주 수촌리, 천안 용정리, 서산 부장리 등 백제의 영역에서만 나왔
다. 신라의 천마총과 황남대총 출토품과 흡사한 鐵製鐎斗를 비롯하여 금제 귀걸이, 갑옷과 투구, 경갑, 기
꽂이, 다양한 구슬류 등 가야의 威身財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남원 월산리 M5호분은 삼국시대 위세
품 박물관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에서는 공주 무령왕릉 출토품과 흡사한 獸帶鏡과 금동
신발이 출토되었다. 금동신발을 비롯하여 수대경, 철제초두, 계수호는 가야의 영역에서 한 점씩만 나온 최
고의 위세품들이다. 중국 남조에서 만들어진 수대경은 무령왕릉 출토품보다 앞서는 것으로 가야와 중국 남
조와의 국제외교가 이루어졌음을 암시해 주었다. 더욱이 계수호는 일상용품이 아닌 부장용품이기 때문에
백제왕의 하사품보다 오히려 운봉고원의 가야세력이 중국 남제에서 직접 구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
가 발표되어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고령 지산동과 합천 옥전에서 출토된 금동관을 제외하면 가야 최고의 위세품이 대부분 전북 동부지역
내 운봉고원에서 나왔다. 가야의 고총에서 최초로 계수호와 철제초두가 남원 월산리에서 금동신발과 청동
거울이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에서 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운봉고원의 국제성과 함께 그 위상을 최
고로 높였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은 4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 중 봉토의 직경이 7번째 크기에
해당된다. 올해 하반기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남원 유곡리·두락리 23호분을 대상으로 발굴조사
가 예정되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3년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에서 나온 금동신발은 백제가 철 산지이자 문물교류의 관문으로
써 운봉고원을 얼마나 중요시했던가를 엿볼 수 있다. 동시에 운봉고원 철의 생산과 유통이 담긴 물물교역,
즉 현물경제의 증거물이 아닌가 싶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 소국으
로까지 발전했던 운봉고원의 가야세력을 己汶國으로 부르고자 한다. 중국, 일본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가
야 소국이 기문국이다. 운봉고원 일대에 180여 기의 말무덤과 가야의 중대형 고총이 무리지어 가야문화를
토대로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던 정치체의 존재를 고고학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운봉고원의 기문국이 그 존재를 처음 세상에 알린 것은 1982년이다. 그해 광주와 대구를 잇는 88고속
도로공사 구역에 포함된 가야의 고총에 대한 구제발굴이 이루어졌다. 백제의 대형고분일거라는 고고학자들
의 당초 예상과 달리 그 조영주체가 가야로 밝혀지면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남원 월산리에서 가야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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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 발전 이전과 이후 모습(전북대 박물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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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식 석곽묘가 조사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전북 동부지역은 모두 백제문화권에 속한 곳으로만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남원 월산리는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가야세력의 존재를 처음으
로 세상에 알린 역사적인 명소이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남원 월산리에는, 봉토의 직경이 20m 내외되는 10여 기의 가야 고총이 무리
지어 있었는데, 1990년대 농지정리사업으로 3기의 고총이 모두 유실되었고, 1982년24)과 2010년 두 차례
의 구제발굴을 통해 그 전모가 파악되었다. 지금은 남원 월산리 M5호분은 매장주체부의 내부가 노출된 상
태로 M6호분은 원형의 봉토가 잘 정비 복원되어 있다. 최근에는 월산리 서쪽을 반달모양으로 휘감은 산줄
기 정상부에서 1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이 더 분포된 것으로 밝혀져 그 위상을 더욱 높였다.
1500년 전 기문국의 지배자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시신과 유물을 부장하기 위해 돌로 매장공간을 만들
었는데, 남원 월산리 M5호분은 그 길이가 960cm로 고령 지산동 등 다른 지역의 가야 고총들보다 크다. 가
야의 고총에서 매장주체부의 길이가 큰 것은 무덤의 주인공이 죽어서도 살아생전의 권위와 신분을 그대로
누릴 거라고 믿었던 繼世思想이 널리 유행하였기 때문이다. 당시에 사후세계에도 현실세계와 똑같은 또 다
른 삶이 이어진다고 믿었던 가야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녹아있다. 그리하여 봉토의 직경과 매
장주체부의 크기는 가야세력의 국력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운봉고원에서 철의 왕국으로 융성했던 기문국의 발전상을 뒷받침해 주는 유일무이
한 고고학적 증거이다. 아직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지만 산줄기
정상부가 아닌 구릉지에 입지를 두어 다른 가야의 고총군과 큰 차이를 보였다. 남원 월산리는 가야 고총군
의 입지뿐만 아니라 매장주체부가 반지하식으로 마한 분구묘 묘제와의 연관성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북 동부지역 가야고총의 묘제가 마한 분구묘에서 승계되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는데, 지리산 달궁계곡으로
마한 왕의 피난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백두대간의 봉화산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풍천은 아영분지의 중심부를 종단하면서 줄곧 남쪽으로 흐
르다가 인월면 인월리 풍천교에서 광천과 만난다. 운봉고원의 아영분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풍천을 사이
에 두고 아영면 월산리에서 동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 인월면 유곡리·아영면 두락리가 있는데, 이곳에
도 40여 기의 가야 고총이 무리지어 있다. 경남과 전북의 도계를 이룬 연비산에서 아영분지 한복판까지 뻗
어내린 산줄기와 다시 북쪽으로 갈라진 산자락에 봉토의 직경이 30m 이상되는 대형급 고총이 그 위용을 자
랑한다.
전북과 경남의 경계를 이룬 연비산에서 서쪽으로 아영분지 중앙까지 뻗어 내린 산줄기가 전북 남원시
아영면 두락리와 인월면 유곡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가야의 고총은 산줄기 양쪽에 반절씩 분포되어,
남원 유곡리·두락리고분군이라고 유적의 이름을 붙였다. 이 유적에는 봉토의 직경이 30m 이상 되는 초대
형급 가야의 고총도 산자락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어, 당시에 철의 왕국 기문국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융
성하였다는 발전상도 보여준다. 그리고 40여 기의 가야 고총이 한 곳에 무리지어 있기 때문에 운봉고원의
기문국이 상당 기간 동안 존속하였음을 방증해 주었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가야의 고총은 구릉지에 입지를 둔 남원 월산리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다. 운봉
고원 내 기문국의 수장층 분묘유적이 월산리에서 유곡리·두락리로 옮겨진 이후 대가야 등 가야 소국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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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력이 더 강화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이처럼 사방에서 한 눈에 보이는 산줄기 정상부에 입지를 둔 것은,
고총의 봉토를 산봉우리처럼 더욱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무덤 주인공의 신분이나 권위를 극대화하려는 정
치적인 의도가 담겨있다. 고구려와 신라의 왕릉이 구릉지와 평지, 백제가 산봉우리 남쪽 기슭에 왕릉을 조
성한 것과 다르다. 아마도 삼국과 구별되는 가야만의 독자적인 장례문화와 장례풍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려주는 고고학적 증거이다.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던 철의 왕국 기문국은 세 가지 점에서 강한 지역성을 보였다. 하나는 봉토의
중앙부에 하나의 매장주체부만 배치된 단곽식이고, 다른 하나는 봉토의 가장자리에 호석시설을 두르지 않
았고, 또 다른 하나는 매장주체부가 지상식 혹은 반지하식25)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벽석의 축
조방법, 개석 혹은 벽석 사이에 점토 바름, 바닥시설, 장축방향 등 유구의 속성에서도 남원 월산리와 유곡
리·두락리고분군이 서로 상통한다. 그렇다면 마한 분구묘의 전통성과 보수성이 기문국까지 지속됨으로써
전북가야만의 강한 지역성으로 자리매김된 것 같다.
남원 월산리·유곡리·두락리를 중심으로 한 함양 상백리·백천리, 산청 생초·중촌리, 장수 삼봉리·
동촌리 가야의 고총은 봉토의 가장자리에 호석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금강유역에 속한 장수 삼봉리·동촌
리를 제외하면, 다른 가야의 고총군은 모두 남강 중류지역에 집중되어 하나의 분포권을 형성한다. 아마도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경남 함양군과 산청군 일대에는 서로 긴밀한 교류관계를 바탕으로 동일한 문화권 및
생활권을 형성했던 가야 소국들이 있었을 것으로 점쳐진다. 기문국이 상·중·하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는 문헌의 내용26)과 관련성이 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합천 봉계리 등 고령 지산동 서쪽에서 가야의 고총은 대가야양식 토기가 주종을 이루는 단계에 접어들
면 가야의 고총이 자취를 감추든지 그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운봉고원 내 남원 유곡리·
두락리의 경우만 유일하게 봉토의 규모와 매장주체부가 축소되지 않고 그 이전 시기의 발전 속도를 멈추지
않고 더욱 커졌다. 아울러 가야의 고총에서 최초로 그 존재를 드러낸 철제초두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철기류
가 모두 나왔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차양이 달린 복발형 투구 등 대부분 철기류가 운봉고원에서 제작된 것
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동시에 기문국 지배자의 시신을 모신 목관에 사용된 꺾쇠는 기문국의 수장층 혹은
지배자와 관련이 있는 가야의 중대형 고총에서만 나왔다. 기문국은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제련기술
뿐만 아니라 무쇠를 두드려 철제품을 가공하던 주조기술까지 하나로 응축된 철의 테크노밸리였다.
운봉고원 가야의 고총에서 최초로 나온 금동신발과 수대경은 기문국의 대외교류가 왕성하게 펼쳐졌음
을 방증해 주었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 주석곽의 서쪽에 부장된 금동신발은 피장자의 발 부근에서
금동신발편·영락·영락고리·금동못 등이 수습되었다. 금동신발은 몸통부에 타출기법으로 능형문과 영락
이 장식되어, 공주 무령왕릉과 익산 입점리 1호분, 나주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품과 유물의 속성이 흡사하
다. 종래에 금동신발이 나온 고분은 모두 왕릉이나 백제 왕후제와 관련하여 최고의 권력자 혹은 지방 거점
세력의 수장층 무덤으로 비정되었다. 금동신발은 모든 가야 영역에서 유일하게 나온 최상위급 위세품으로
써 기문국의 존재를 고고학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 주석곽 동쪽에 부장된 獸帶鏡도 최고의 위세품이다. 수대경은 피장자의
머리 부분에서 배면이 위로 향하도록 부장되어 있었는데, 전면에서는 주칠흔이, 경면에서는 주칠흔·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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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월산리 M5호분 출토 유물

<그림 13>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 출토 철기류

흔·수피흔·목질흔 등이 확인되었다. 전면에 새겨진 놓은 ‘宜子孫’ 명문 등 청동거울의 속성이 무령왕릉에
서 나온 수대경과 거의 흡사하다. 그리고 일본 群馬縣 觀音山과 滋賀縣 三上山下 고분에서 나온 수대경과도
유물의 속성이 서로 상통한다. 동북아 수대경의 속성과 출토 양상을 근거로 기문국이 당시 동북아 문물교류
의 허브였음이 입증된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 중국제 鷄首壺가 출토되어, 5
세기 후엽 이른 시기 철 생산과 유통으로 국력을 키운 기문국이 南齊와의 자주적인 국제외교도 유추해 볼
수 있다.
479년 가라왕 하지가 고령을 출발해 섬진강루트를 거쳐 하동 다사진에서 바닷길로 남제와 국제외교를
펼쳤다는 견해가 널리 통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중국제 유물이 고령 지산동에서 출토되지
않았지만, 운봉고원의 기문국에서는 당시의 계수호,27) 수대경 등의 남조 유물이 나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진강 하구의 국제교역항인 가야포를 출발하는 바닷길로 기문국이 남제와의 자주적인 국제외교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로28)는 거리상으로 가장 가깝고 교통로의 필수 조건인 경제성과 신속성, 안정성도 두루 갖추
고 있다. 동시에 남해안, 서해안의 바닷길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중국의 목적지를 향해 출발할 수 있다는 지
정학적인 이점도 빼놓을 수 없다.
기문국의 수장층 분묘유적에서 나온 장신구류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유물의 양도 풍부하다. 장신구류는
크게 금제귀걸이와 구슬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남원 월산리 M4호분·M6호분에서 출토되었다. 후자
는 M4호분에서 2점의 유리곡옥과 유리옥·관목·환옥이, M6호분에서 금제귀걸이 부근에서 환옥이 수습되
었다. 반면에 M5호분에서는 중국제 청자인 계수호와 철제초두를 중심으로 마구류와 무구류, 농공구류가 다
량으로 출토되었는데, 장신구류는 금제귀걸이와 유리옥만 나왔다. 유물의 조합상에 의하면, M5호분은 남성
무덤으로 M4호분과 M6호분은 여성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극심한 도굴로 장신구류의 부장
방법을 상세하게 살필 수 없지만 그 종류가 다양하고 유물의 양이 많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보인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15호분에서 나온 은제목걸이와 은제구슬, 유리구슬, 탄목구슬에서 무령왕릉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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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품과의 친연성도 흥미롭다. 기문국의 가야 고총에서 무령왕릉 출토품과 흡사한 백제계 유물이 상당량 나
왔기 때문에 백제 웅진기 이른 시기부터 백제의 정치적 영향력이 운봉고원에 강하게 미쳤음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운봉고원을 통과하던 백두대간의 치재로를 따라 백제가 가야지역으로 본격 진출하였을 것
으로 점쳐진다. 그만큼 백두대간의 치재로는 백제의 중앙과 경남 서부지역을 최단거리로 이어주던 삼국시
대 문물교류의 고속도로이자 대동맥이었던 것이다. 동시에 운봉고원의 기문국에서 만들어진 니켈이 함유된
양질의 철도 백두대간의 치재로를 따라 널리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운봉고원 내 가야의 고총은 매장주체부의 내부구조가 수혈식에서 횡구식 또는 횡혈식으로 바뀐
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36호분은 매장주체부가 횡혈식 석실분으로 산줄기 남쪽 기슭 제일 하단부에 위치
한다. 봉토는 남북으로 약간 긴 장타원형으로 남북길이 20.8m이며, 그 가장자리에는 17호분처럼 호석시설
을 두르지 않았다. 봉토의 중앙에는 남북길이 300cm, 동서폭 240cm, 높이 280cm 크기의 장방형 석실이
마련되었다. 봉토의 중앙부에 축조된 석실은 아래쪽이 수직에 가깝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네 벽석을 같은
비율로 좁혀 1매의 개석으로 덮었다. 석실의 바닥에는 판상석을 이용하여 관대시설을 마련하고 벽면과 천
정, 관대시설에는 회를 두텁게 발랐다.
연도는 석실의 서벽이 그대로 연장되어 연도부 서벽을 이루어 서쪽에 편재되었고, 석실에서 시작된 배
수시설이 통과하고 그 내부에 1매의 문비석이 남아 있다. 연도의 길이가 382cm로 긴 것은 수혈식에서 횡혈
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의 특징이다. 연도의 위치와 길이를 제외하면 유구의 속성은 대체로 공주
송산리 3호분과 상통한다. 급기야 가야의 중대형 고총의 내부 구조가 백제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6세
기 전반기 이른 시기29)에는 수혈식에서 횡구식 및 횡혈식으로 바뀐다.30) 남원 유곡리·두락리고분군 내 가
야 고총의 내부구조가 백제 묘제가 수용된 것은 기문국이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되었음을 말해준다.
남원 임리에서도 백제 묘제가 확인되었다. 백두대간 고남산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산줄기 정상부에 입
지를 둔 임리 1호분은 봉토의 중앙부에 주석곽이 배치되었고, 그 동북쪽에 2기의 순장곽이 자리한 다곽식
이다. 주석곽은 산줄기와 평행되게 남북으로 장축방향을 두었으며, 그 출입구가 남쪽에 마련된 횡구식이다.
주석곽의 내부구조가 수혈식에서 횡구식으로 바뀌었고, 유구의 장축방향에서도 백제 묘제와의 관련성이 확
인되었다.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 즉 가야의 영역에서 백제 묘제가 가장 일찍 수용된 곳이 운봉고원이다. 그
만큼 운봉고원의 기문국은 백제의 선진문화와 선진문물이 가야 영역으로 전파되는 큰 대문의 역할을 담당
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서기 계체기에 백제는 512년 任那四縣, 513년부터 3년 동안 己汶과 帶沙를 두고 가야 소국 반파
[伴跛(叛波)]와 갈등관계에 빠진다. 백제 무령왕은 가야 소국 반파와의 3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운봉고
원의 기문국을 복속시켰다. 운봉고원 일대가 6세기 전반 이른 시기 무령왕 때 백제에 정치적으로 편입됨으
로써 철의 왕국 기문국이 521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 문헌에 등장하지 않는다. 백제는 기문국에 직접적인 영
향력을 행사하다가 554년 옥천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에 패배함에 따라 그 주도권을 일시에 상실한다. 운봉
고원의 주인이 가야의 기문국에서 백제로 다시 신라로 바뀐 것이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36호분, 아영면 봉대리 2호분에서 나온 신라의 단각고배가 6세기 중엽 경 운봉고
원 일대가 신라의 영향권으로 편입되었음을 증명해 주었다. 이밖에도 진안고원에 속한 금산 장대리, 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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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금리에서 신라의 단각고배가 더 나왔다. 단각고배는 배부와 각부의 비율이 3:1 정도로 그 시기가 무령왕
릉의 연대(523∼529)보다 늦고 대가야의 멸망 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62년 대가야를 비롯
한 백두대간 동쪽 가야 소국들이 모두 신라에 정치적으로 복속되면서 마침내 백두대간 산줄기에서 백제와
신라의 국경이 형성되었다.
끝으로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가야 소국 기문국은 4세기 후엽 늦은 시
기에 처음 등장해 6세기 중엽 경까지 가야 소국으로 존속하였다. 백두대간 산줄기가 만리장성처럼 서쪽의
자연울타리 역할을 해 주었고, 백제와 가야의 문물교류의 관문, 대규모 철산개발과 교역망을 통한 철의 생
산과 유통이 결정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운봉고원 일대에 180여 기의 말(몰)무덤과 가야의 중대형 고
총과 위세품이 출토됨으로써 기문국의 존재를 고고학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백제를 비롯하여 대가야, 소가
야 등 가야 소국들이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니켈 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고급 위세품과 최상급 토
기류를 철의 왕국 기문국에 보냈다. 그러다가 6세기 초엽 이른 시기 백제 무령왕의 진출로 백제 묘제가 본
격적으로 수용되었고, 6세기 중엽 경 신라에 정치적으로 편입되었다.

Ⅳ. 문헌으로 본 남원 유곡리·두락리고분군

선사시대부터 줄곧 문화상으로 점이지대를 이룬 섬진강유역은 백제 백성의 쇄환지로 추정된다. 백제 무
령왕은 초기에 피폐해진 농가경제를 회복하고 농업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두 가지의 경제정책을 펼쳤다. 하
나는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농토에서 이탈하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다시 농토에 안착시키는 游食者
歸農策이며, 다른 하나는 가야지역으로 도망간 백성을 추쇄해 오는 人口推刷策이다. 특히 가야지역으로 도
망간 백성을 추쇄해 오는 人口推刷策은 인구파악과 함께 농업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야지역으로 도망
간 백제 백성들을 대상으로 絶貫한지 3~4세가 지난자들까지도 쇄환대상에 포함시켜 대대적으로 추진되었
다.31) 당시 가야지역으로 도망간 백제 백성의 쇄환지로 섬진강유역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32)로 꼽힌다.
삼국시대 백제의 완충지대였던 섬진강유역에서는 가야의 중대형 고총이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가야토기가 일색을 이루고 있는 가야의 수혈식 석곽묘도 조사되지 않았다. 일부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분포된 가야의 분묘유적에서는 가야토기와 백제토기가 서로 반절씩 섞여있다. 게다가 가야토기의 본격적인
등장도 백제의 인구추쇄책이 추진된 시기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발판으로 백제는 512년 任
那四縣, 513년부터 3년 동안 己汶, 帶沙를 두고 가야 소국 반파와 갈등관계에 빠진다.
일본서기 계체기 6년조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별도로 표를 올려 임나국이 上嗲唎·下
嗲唎·娑陀·牟婁 4현을 청하였다.(중간 생략) 이에 물건을 하사하면서 칙서를 첨부하고 표문에 따라 임나
의 4현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처음에는 임나사현이 경남의 서남부지역과 낙동강 중류지역으로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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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월산리 M1-A호 환두대도

<그림 15>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철제초두

되었는데, 1990년대 이르러서는 기문·대사와의 관련성을 근거로 전남 동부지역으로 비정된 견해가 대부
분을 차지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섬진강유역에 속하지 않는 여수반도와 순천, 광양 일대로 비정한 주장
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종래에 섬진강 상류지역을 임나사현으로 비정하였는데, 삼국시대의 봉수가 발견되지 않고 운봉고원과
의 친연성이 확인된 섬진강 하류지역과 여수·순천·광양으로 그 범위를 넓혀 수정하였다. 섬진강 상류지
역에는 진안고원의 장계분지에서 시작된 두 갈래의 봉수로와 관련하여 10여 개소의 봉수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섬진강 중·하류지역에서는 봉수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운봉고원의
기문국과 가야토기의 속성이 상통한다. 게다가 운봉고원 일대에서 남해안 방면으로 진출하려면 대부분 섬
진강 하류지역을 경유해야 한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기문의 위치 비정은 경북 금릉군 개령으로 보는 견해, 섬진강 중류지역과 섬진
강 중류지역에서 하류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보려는 주장으로 나뉜다. 그리고 기문을 同名異地로 보고 섬진
강유역과 낙동강 중류유역으로 비정한 견해도 있다.33) 1990년대 이후에는 경북 금릉군 개령의 주장이 거의
퇴색되었고, 지금은 대부분 섬진강유역으로 비정한 견해를 따른다. 가야 소국 기문이 섬진강유역에 존재한
다는 주장은 일제강점기 지명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는데, 섬진강유역을 기문으로 비정한 주장이 발표된 것
이 한 세기의 시간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진강유역에 기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고학 자료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가야 소국의 존재를 가장 진솔하게 증명해 주는 가야의 중대형 고총이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42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이 밀집된 진안고원의 장수군과 운봉고원 일대까지 그 공
간적인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상·중·하기문을 비정하였다. 그런데 진안고원의 장수군은 금강유역에 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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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은 남강유역에 속해 섬진강유역과는 모두 수계를 달리한다.34) 이제까지 호남 동부지역에서 축적된 고
고학 자료를 문헌에 접목시켜 己文(汶)의 위치를 다시 조명하려고 한다.

백제의 변방에 있는 叛波, 卓, 多羅, 前羅, 斯羅, 止迷, 麻連, 上己文, 下眈羅 등의 소국들이 백제에 부용한
다.(양직공도 백제국사전)

梁職貢圖에 상기문이 백제 변방의 소국으로 등장하여 그 존재가 확인된다. 상기문은 또한 우륵 12곡
명 중 上·下奇物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6세기 1/4분기까지도 가야 소국의 하나로 여전히 존속한다. 일
제강점기부터 줄곧 기문이 섬진강유역에 있었던 곳으로 비정되었지만, 마한의 분구묘로 밝혀진 40여 기의
말(몰)무덤만 발견되었다. 말(몰)무덤이 자취를 감춘 이후 가야의 중대형 고총을 비롯하여 수장층의 묘제와
관련된 어떤 종류의 분묘유적도 조영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섬진강유역에서 가야 소국의 존재를 방증해
주는 고고학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안고원의 장수군과 운봉고원에서만 마한의 말(몰)무덤이 계기적인 발전과정을 거쳐 마침내 가
야의 중대형 고총으로 더욱 발전한다. 근초고왕의 남정 이후 백제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쳐 마한의 말(몰)무
덤이 갑자기 가야의 중대형 고총으로 바뀐다. 진안고원의 장수군과 운봉고원은 서로 수계를 달리하고 있지
만 삼국시대의 봉수망으로는 서로 긴밀한 관련성이 입증되었다.35) 따라서 가야 고총의 분포 양상과 그 발전
상을 근거로 6세기 1/4분기까지 가야 소국의 존재가 고고학적으로 방증된 곳은 진안고원의 장수군과 운봉
고원으로만 한정된다. 그렇지만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진안고원의 장수군은 금강유역에 속하고 운봉고원은
남강유역에 위치하여 수계상으로 서로 달리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翰苑 百濟傳에는
括地志에 말하기를 熊津河는 나라의 동쪽 경계로부터 나오고 서남쪽으로 흐르고 나라의 북쪽을 가로질러 흐
르는 것이 백리이다. 또 서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강폭이 넓은 곳은 30보이다. 물이 지극히 맑다.
또 基汶河가 나라에 있는데, 원천은 그 나라에서 나온다. 원천이 그 나라의 남쪽 산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흘
러서 큰 바다로 들어간다. 그 안의 水族은 中夏와 같다.(한원 백제전)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今西龍은 基汶河가 섬진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섬진강유역에서 기문
을 찾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시해 주는 근거로 보았다. 금남호남정맥의 팔공산 서북쪽 데미샘36)에서 발원
한 섬진강은 상류지역인 섬진강댐까지 서북쪽으로 흐르다가 이곳에서 그 방향을 동남쪽으로 바꾼 뒤 줄곧
동남쪽으로 흘러 광양만에서 남해안으로 들어간다. 금남호남정맥과 호남정맥 산줄기 사이를 통과하는 섬진
강 상류지역은 평야의 발달이 매우 미약하지만 중·하류지역에는 수량이 풍부해지고 그 폭도 넓어져 강으
로써 모든 위용을 갖추어 비교적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반면에 백두대간의 남덕유산에서 발원한 남강은 계속해서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경남 산청군 생초면에
서 임천강과 만난다. 임천강은 운봉고원의 남쪽, 즉 세걸산 서북쪽 기슭 금샘에서 발원하여 운봉고원을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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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전북 동부지역 제철유적 현황도 및 주요 유적 위치도

요롭게 적신 여러 갈래의 물줄기를 한데 모아 줄곧 동남쪽으로 흐른다. 임천강 발원지의 위치와 물줄기의
흐르는 방향이 사료의 내용을 모두 충족시켜 준다. 따라서 운봉고원을 적셔주는 임천강이 합류하는 남강이
한원의 기문하를 가리킬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240여 기의 가야의 중대형 고총과 170여 개소의 제철유
적으로 상징되는 진안고원은 문헌의 웅진하이자 금강의 최상류로 기문하와 관련이 없다.37) 아래의 사료에
서도 기문과 운봉고원의 관련성을 읽을 수 있다.

임나국이 상주하여 말하였다. “신국의 동북에 三巴汶[上巴汶·中巴汶·下巴汶]의 땅이 있는데 사방 삼 백리
정도 됩니다. 토지와 인민이 부유하고 풍요로우나 신라국과 다투어 피차 다스리지 못하고 전쟁만 서로 계속
하여 백성이 살기에 어렵습니다. 신이 청컨대 장군을 보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한다면 곧 귀국의 부로 삼겠
습니다.(신찬성씨록 좌경황별하 길전연조)

위의 사료는 기문의 공간적인 범위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일단 기문은 임나와 신라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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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어 피차 다스리지 못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문의 위치를 비정하기 위해서는 삼국시대 때
신라의 영향력이 서쪽으로 어디까지 미쳤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백제와 신라의 국경선을 알려주는 고고학
증거로 알려진 신라의 단각고배는 진안고원의 무주군과 운봉고원에서 나왔다.38) 운봉고원에서는 단각고배
보다 그 시기가 앞서는 신라계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지만, 진안고원의 금산군·진안군·무주군에서는 다양
한 기종의 신라토기가 상당량 수습되었다.
전북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북리마을에서 수습된 20여 점의 신라토기와 백제토기가 무풍초등학교와 구
천초등학교 등 3개소에 보관되어 있다. 신라토기는 대각부에 지그재그로 투창이 뚫린 이단투창고배·대부
광구장경호·파수부잔 등이 있는데, 그 시기는 대체로 5세기 말엽으로 비정된다. 웅진 천도 이후 백제가 정
치적인 혼란에 빠지면서 대내외적인 영향력을 갑자기 상실하게 되자, 이를 틈타 신라가 백두대간의 덕산재
를 넘어 최근 3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발견된 전북 무주군 무풍면 일대로 진출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
시 말해 경주에서 대구, 성주를 거쳐 백두대간의 덕산재를 넘어 전북 무주군 무풍면 일대로 신라의 진출은
대규모 철산지를 장악하려는 신라의 국가전략 때문이다. 백제는 멸망할 때까지 나제통문 동쪽 신라의 무산
현을 탈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진안고원의 장수군과 섬진강유역에서만 신라계 유적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유물도 나오지
않았다. 사료에서 토지와 인민이 부유하고 풍요롭다는 것은 대규모 철산개발로 융성하였던 운봉고원 기문
국의 발전상과 사회상을 웅변해 준다.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 나온 철제초두와 계수호, 남원 유곡리·두
락리 32호분의 금동신발과 수대경이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동시에 운봉고원이 위세품과 가
야토기를 대부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철의 생산과 유통이 매우 왕성하였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물물교환으
로 대변되는 현물경제로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양질의 철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 최고급의 위세품과 최
상급의 가야토기를 기문국으로 보낸 증거물이다.39) 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지 않은 섬진강유역과 진
안고원의 장수군은 기문의 공간적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임나와 신라가 서로 다투어 피차 다스리지 못하고 전쟁만 계속하여 백성이 살기 어려운 곳은
어디였을까? 전북 동부지역으로 신라의 진출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대구, 성주를 거쳐 백두
대간의 덕산재를 넘어 진안고원의 무주군으로,
다른 하나는 창녕과 합천, 함양을 경유하여 운
봉고원으로 곧장 나아가는 루트이다. 가야의 분
묘유적이 발견되지 않는 전북 무주군 무풍면에
서는 백두대간의 덕산재로40)를 따라 6세기 이
전에 이미 신라의 진출이 시작되었다. 그리하
여 6세기 전반기 이른 시기 진안 와정토성과 인
접된 진안 황산리, 무주 대차리에서 신라토기가
가야의 수혈식 석곽묘에 부장된다.
<그림 17> 남원 봉대리 2호분 출토 토기류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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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운봉고원은 6세기 중엽 경 신라토기

가 가야의 수장층과 하위계층 분묘유적에서 처음 등장한다. 남원 봉대리 2호분에서 단각고배를 비롯하여 신
라토기와 가야토기, 백제토기가 함께 나왔다. 전북 동부지역으로 신라의 진출이 권역별로 얼마간 차이를 보
이는 것은 철의 왕국 기문국에 대한 백제의 후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백제와 가야의 교류관문이자 대규모
철산지인 운봉고원의 기문국에 백제가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전북 무주군 무풍면은 羅
濟通門 동쪽으로 웅진 천도 이후 백제가 정치적인 불안에 빠지자 신라가 백두대간 덕산재를 넘어 신라의 영
향권에 편입시킨 대규모 철산지이다. 또 다른 사료를 통해서도 기문의 위치를 다시 추론해 볼 수 있다.

吉田宿称의 시조인 鹽乘津은 대왜인이다. 후에 국명을 따라 삼기문의 땅에 가서 살았는데, 그 땅은 결국 백
제에 예속되었다. 염승진의 팔세손인 달솔 吉大尙과 그 동생 少尙 등이 회토심이 있어서 서로 연이어 來朝하
여 의술을 대대로 전하고 문예에도 능통하였다. 그 자손들이 奈良京 田村里에 거주하여 吉田連의 성을 받았
다.(속일본후기 승화 4년 6월조)

위의 사료에 의하면 吉大尙 집안은 대대로 三己汶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이 백제에 예속된 이후 백제의
신민이 되었고, 7세기 중반 길대상 때는 백제의 중앙관직인 達率까지 진출하였다. 섬진강유역에서 백두대
간을 넘어 운봉고원의 철산지로 백제의 진출 과정은 문헌에서 두 차례 확인된다. 첫 번째는 백제 무령왕이
513년부터 3년 동안 운봉고원의 기문국을 두고 가야 소국 반파[伴跛(叛波)]와 치열한 공방을 펼칠 때이다.
당시 백제와 반파의 갈등은 섬진강유역에서 백두대간 산줄기를 넘는 백제의 가야진출 과정으로 결국 백제
가 승리함으로써 운봉고원과 그 주변지역이 백제에 예속되었다.
이 무렵 운봉고원에서 가야 고총의 매장주체부가 수혈식에서 횡구식 및 횡혈식으로 바뀐다. 앞에서 이
미 설명한 것처럼 가야의 수장층 분묘유적에서 6세기 전반기 이른 시기 백제 묘제의 영향이 처음으로 확인
되는 곳이 운봉고원이다. 운봉고원의 기문국을 복속시킨 백제는 530년대까지 백두대간 산줄기를 넘는 가야
진출이 확인되지 않는 소강상태를 이룬다. 백제는 운봉고원의 기문국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곧 행사
하다가 옥천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에 패배함에 따라 그 주도권을 일시에 상실한다. 그리하여 운봉고원의 분
묘유적에서 시상대를 비롯한 신라묘제가 나타나고 신라토기도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운봉고원의 철산지를 정치적으로 복속시킨 무령왕은 백제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
하였고, 성왕 때는 한강유역의 수복과 함께 사비로 천도할 수 있는 경제적인 토대도 구축되었다. 동시에 고
고학에서 보수성과 전통성을 대변해 주는 기문국의 묘제인 가야 고총의 내부구조도 수혈식에서 횡혈식으로
바뀌었다. 이제까지 축적된 고고학 자료로 기문국의 존재를 일목요연하게 충족시켜 주는 곳이 삼국시대 대
규모 철산지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운봉고원이다. 게다가 호남 동부지역의 동북쪽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도 사료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백두대간을 두 번째로 넘는 과정은 아막성 전투이다. 백제는 신라의 아막성을 차지하기 위해 20년 넘게
신라와 치열한 전쟁을 벌였다. 백두대간 산줄기를 다시 넘기 위해 무왕 3년부터 17년(616)에서 25년(624)
사이에 벌어진 아막성 전투에서 승리함에 따라 신라의 아막성이 백제의 수중으로 다시 들어간다. 운봉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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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가 6세기 중엽 경 신라에 정치적으로 복속되었다가 다시 백제 무왕 때 탈환된 것이다.41) 당시에 운봉고
원에 살던 사람들이 급기야 백제인화 되었고, 길대상이 7세기 중반 백제의 중앙 요직까지 진출한 것으로 보
인다. 그렇다면 백제와 신라의 아막성 전투는 대규모 철산지 운봉고원을 차지하기 위한 철의 전쟁이었다.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백제 무왕의 중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철산지 운봉고원
의 탈환이 절실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운봉고원의 기문국 등 전북 동부지역에 기반을 둔 철의 왕국들이 백제 혹은 신라에 정치적으로 복속됨
에 따라 동북아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230여 개소의 제철유적을 남긴 철의 장
인집단이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대거 이동하였을 것42)으로 추측된다. 일본에서 철기문화의 발전이 전북
동부지역 철 도래인들의 이동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운봉고원에서 제작된 차양이 달린 복발형 투구, 역자
형 비대칭 철촉 등 철기류가 일본에서 출토되었고, 일본에서 니켈이 함유된 철기류가 상당량 나온 것이 이
를 방증해 준다. 여기에 중국제 계수호와 수대경도 포함되어, 운봉고원의 기문국이 유적과 유물로 동북아
문물교류의 허브였음이 증명되었다. 전북 동부지역의 제철유적은 중국에서 출발해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
까지 이어진 동북아 아이언로드43)이자 기문국의 블랙박스와 같은 것이 아닌가 싶다.

Ⅴ. 동북아 문물교류 허브와 세계유산 가치
우리나라 전통지리학의 지침서가 山經表이다. 조선 영조 때 실학자이자 지리학자인 신경준에 의해 편
찬된 전통지리서이다. 우리나라 산줄기의 흐름, 산의 갈래, 산의 위치를 山自分水嶺의 기본 원리에 바탕을
두고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해 놓았다. 白頭大幹을 중심으로 長白正幹, 錦南湖南正脈, 湖南正脈 등 우리나
라의 산줄기를 15개로 분류하였다. 1900년대 초 日帝에 의해 우리 곁을 떠났다가 1980년 서울 인사동 서

<그림 18> 남원 유곡리·두락리 21호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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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 복원된 모습

점에서 산악인 이우형이 조선광문회에서 발간한 영인본을 발견해 세상에 알렸다.
백두대간은 백두산 장군봉에서 시작하여 동쪽 해안선을 끼고 남쪽으로 흐르다가 태백산 근처에서 서쪽
으로 방향을 틀어 지리산 천왕봉까지 뻗은 거대한 산줄기이다. 우리나라의 국토를 동서로 갈라놓는 한반도
의 척추로서 다시 이곳에서 뻗어나간 여러 갈래의 산줄기들은 지역권 및 문화권을 구분 짓는 경계선이 되었
다. 전북 구간에서 백두대간은 백제와 신라의 국경을 형성하였고, 조선시대 때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라놓
는 행정경계를 이루었다.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 운봉고원은 해발 500m 내외의 전형적인 고원지대로 전북
남원시 운봉읍·아영면·인월면·산내면이 여기에 속한다.
남원 유곡리·두락리고분군이 위치한 운봉고원은 수계상으로 남강유역에 속한다. 지리산 서북쪽 세걸
산 금샘에서 발원한 광천은 운봉읍 소재지까지 북쪽으로 흐르다가 운봉읍을 지나면서 그 방향을 동남쪽으
로 틀어 인월면 소재지에 다다르고, 이곳에서 아영분지를 종단하는 풍천과 만난다. 인월면 소재지에서 실상
사까지의 구간은 험준한 자연협곡을 통과한 뒤 산내면 소재지에서 지리산 달궁계곡을 지나온 만수천과 합
류한다. 여기서부터 수량이 풍부하고 그 폭도 넓어져 임천강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강은 줄
곧 동남쪽으로 흘러 경남 산청군 생초면에서 남강 본류로 들어간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다산시문집에서 “남도의 관방은 운봉이 으뜸이고, 추풍령이 다음이다. 운
봉을 잃으면 적이 호남을 차지할 것이고, 추풍령을 잃으면 적이 호서를 차지할 것이며, 호남과 호서를 다 잃
으면 경기가 쭈그러들 것이니,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관문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운봉고원은 다산의 인식
처럼 영호남 최고의 요해처이자 관방의 거점을 이루었다. 백두대간 산줄기가 운봉고원의 서쪽 자연경계를
형성하였고, 백두대간의 봉화산에서 삼봉산까지 이어진 산줄기가 경남과 전북의 도계를 이루면서 운봉고원
의 동쪽 경계를 이룬다. 운봉고원을 휘감은 산줄기 고갯마루 양쪽에 산성 및 봉수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선사시대부터 줄곧 전략상 요충지를 이루었다.
운봉고원은 또한 선사시대 이래로 줄곧 교통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교통로는 줄곧 정치적·군사적 의미
뿐만 아니라 교역품의 수송을 위한 교역로로서 경제적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삼국시대 때는 각국이 더욱
광범위하게 영역을 확장해 나감에 따라 도읍을 중심으로 교통로를 재편성하게 됨으로써 그 이전 시기보다
잘 정비된 교통로의 조직과 개설이 이루어졌다. 백제와 가야, 신라가 교통의 중심인 운봉고원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각축전을 펼쳐 삼국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한다. 백두대간 동쪽의 황강과 남강유역, 금남정맥
서쪽의 만경강과 동진강유역, 금남호남정맥 남쪽의 섬진강과 보성강유역, 북쪽의 남한강유역에 기반을 둔
세력집단이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운봉고원을 경유하였다.
경남과 전북의 도계를 이룬 연비산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운봉고원의 아영분지 한복판까지 뻗어 내린 산
줄기가 전북 남원시 아영면 두락리와 인월면 유곡리 행정경계를 이룬다. 이 산줄기를 중심으로 남쪽 유곡리
와 북쪽 두락리에 40여 기의 가야 고총이 분포되어 남원 유곡리·두락리고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분
묘유적에서 아영분지를 종단하는 풍천을 사이에 두고 서쪽으로 1.5km 가량 떨어진 구릉지에 남원 월산리
고분군이 있는데, 본래 이곳에는 1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이 무리지어 있었다. 최근에는 남원 월산리 고
분군 서쪽을 반달모양으로 휘감은 산줄기 정상부에서 봉토의 직경이 20m 내외되는 10여 기의 가야의 중대
형 고총이 새롭게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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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 유구 배치도 및 토층도(전북대 박물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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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봉고원은 말(몰)무덤과 가야의 중대형 고총이 공존한다. 말(몰)무덤은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연동
마을 동남쪽 구릉지 정상부에 7기가 무리지어 있었는데, 현재 봉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3기의 몰무덤만
남아있다. 그리고 연동마을 입구 논 중앙에 한 기의 말(몰)무덤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는데, 봉분의 직경
이 10m 내외이다. 말(몰)무덤은 구릉지와 평지에 입지를 두어 가야의 중대형 고총과 그 입지에서 뚜렷한 차
이를 보인다. 동시에 말(몰)무덤 부근에는 가야의 중대형 고총이 발견되지 않았다. 운봉고원 내 마한의 토착
세력집단이 가야문화를 받아들이고 나서 정치적인 중심지를 이동한 것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야의 중대형 고총은 남원 월산리·유곡리·두락리·임리에 170여 기 정도 분포되어 있는데, 말(몰)
무덤과 달리 산자락 정상부에 입지를 두었다. 다만 전북 남원시 아영면 월산리에서만 가야의 고총이 구릉지
에 자리하여 가야 고총의 입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수장층의 분묘유적을 월산리에서 유곡리·두락
리로 옮긴 이후 대가야 등 가야와의 결속력이 더 강화된 결과로 추정된다. 이처럼 사방에서 한 눈에 보이는
산줄기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봉토를 산봉우리처럼 더욱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무덤 주인공의 신분
이나 권위를 극대화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있다.
남원 유곡리·두락리고분군에서 동남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 남원 건지리 고분군이 있다. 경남과
전북 도계를 이룬 상산 서쪽 기슭 중단부로 1km 구역에 가야의 수혈식 석곽묘가 무리지어 있다. 백두대간
수정봉 동쪽 기슭 하단부에 입지를 둔 남원 행정리 고분군에서는 5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마한계와 가야토기
가 함께 나왔다. 백두대간 시루봉 서남쪽 기슭 하단부에 위치한 남원 봉대리 2호분에서는 신라의 단각고배
를 중심으로 가야토기, 백제토기가 서로 공반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기문국의 하위계층 분묘유적들로 유물
의 조합상에서 다양성과 역동성으로 상징된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가야의 분묘유적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
이 운봉고원이다.
남원 유곡리·두락리고분군을 중심으로 그 부근에 다양한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다. 이 분묘유적의 동
쪽 구릉지 정상부에는 유구가 심하게 훼손된 유곡리 토성과 인월면 유곡리 성내마을 남쪽 계단식 논에는 가
야세력의 건물지와 관련된 생활유적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유적을 대상으로 한 차례의 발굴조사도 이루어
지지 않아 그 운영주체를 단정할 수 없지만 지표에서 수습된 유물에 의하면 가야세력과의 관련성이 깊을 것
으로 판단된다. 남원 유곡리·두락리고분군 동북쪽에 王嶺이 있는데, 가야세력의 왕이 주로 오갔던 고개라
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삼국시대 때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던 가야의
정치체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운봉고원에서는 3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학계에 보고되었다.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달궁계
곡을 중심으로 남쪽 하점골과 서남쪽 봉산골, 서쪽 심원계곡, 북쪽 언양골, 동북쪽 외얏골이 여기에 해당된
다. 백두대간의 노고단에서 삼봉산까지로 그 분포 범위가 25km에 달한다. 특히 남원 하점골 제철유적은 철
광석의 채광부터 숯을 가지고 철광석을 환원시켜 철을 추출해 내는 제철공정을 한 자리에서 살필 수 있다.
지금도 운봉고원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제철유적을 찾고 알리는 지표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
에 운봉고원 제철유적의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백두대간 고리봉에서 세걸산을 지나 덕두산까지 이어진 산줄기 양쪽에도 1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밀집
분포되어 있다. 전북 남원시 운봉읍에서 지방도를 따라 정령치 방면으로 가면 선유폭포에 도달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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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남원 월산리 M6호분 출토 토기류

<그림 22>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토기류

부근에 슬래그(쇠똥)가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다. 전북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제철유적으로 쇠똥의 분포 범
위가 1.5km 내외로 운봉고원 내 제철유적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세걸산 서쪽 금새암골에도 제철유적이
있는데, 수철리라는 마을 지명도 제철유적에서 유래되었다. 지명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함축적으로 담
고 있는데, 세걸산 금샘의 지명으로도 제철유적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남원 유곡리·두락리고분군은 두 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1989년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 4기
의 가야의 고총을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17호분은 단곽식으로 매장주체부가 수혈식, 15호
분·16호분은 연접분으로 수혈식, 36호분은 횡혈식 석실분으로 밝혀졌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17호분은
동서로 뻗은 산자락의 정상부에 입지를 두었다. 봉토의 중앙에는 풍화 암반층을 파내어 묘광을 마련하고 그
내부에 세장방형의 석곽이 마련되었는데, 매장주체부는 길이 860cm, 폭 130cm, 높이 180cm이다. 벽석은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천석과 할석을 혼용하여 수직으로 쌓은 뒤 그 위에 17매의 개석으로 덮었다. 벽석과
벽석 사이는 예새가 섞인 진흙으로 메꾸고, 바닥의 전면에는 10cm 안팎 크기의 잔자갈을 깔았다.
2013년에는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봉토의 중앙에 주석곽과
그 북쪽에 부장곽이 평행되게 배치된 단곽식으로 밝혀졌다. 봉토의 서북쪽에서 주구의 흔적과 매장주체부
가 반지하식으로 마한 묘제의 계기적인 발전과정을 보여 주었고, 봉토에서 말 이빨 등 말뼈가 수습되었다.
말뼈를 부장하는 매장풍습이 가야의 고총에서 확인된 것은 마한부터 가야까지 장제의 계기적인 발전과정을
말해준다. 운봉고원의 토착세력집단이 가야문화를 받아들여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하였지만 말뼈를 부장
하는 마한의 장제가 그대로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은 동서 양쪽 산봉우리 사이 산자락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봉토는 동
서 21m, 남북 17.4m로 그 평면형태가 타원형이다. 주석곽은 천석을 가지고 가로와 모로쌓기 방식을 혼용
하여 벽석을 축조하였는데, 장벽은 대부분 무너지고 단벽은 10~12단으로 쌓았다. 석곽의 양쪽에는 석곽을
축조하는 과정에 세운 기둥 흔적이 남아있고, 바닥면에는 강자갈을 전면에 깔았다. 석곽의 동쪽에서 청동거
울이 서쪽에서 금동신발이 부장되어, 피장자의 두향은 동쪽으로 밝혀졌다. 주석곽과 평행되게 북쪽에 배치
된 부장곽은 세장방형으로 유구의 속성이 주석곽과 흡사하다.
유물은 토기류와 철기류, 장신구류 등으로 풍부하다. 가야의 고총에서 다양한 부장유물이 나온 것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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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왕국 기문국에 의해 운봉고원의 제철유적이 보다 더 역동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뒷받침해 준다. 여기에 운
봉고원을 중심으로 그물조직처럼 잘 갖춰진 교역망을 이용하여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다량의 철이 각지로
유통된 것이 아닌가 싶다. 마한의 왕부터 시작된 철 생산이 기문국의 등장과 함께 더욱 본격화되면서 운봉
고원이 가야의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하였다. 그렇다면 백제의 위세품을 비롯하여 대가야, 소가야 등 최상급
토기류가 공존하는 것은 운봉고원의 철 생산과 유통을 대변해 준다.
토기류의 조합상은 ‘가야토기박물관’을 방불케 한다.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니켈 철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고 공급하기 위해 대가야, 소가야 등이 앞 다투어 최상급의 토기를 운봉고원에 보낸 것 같다. 남원 유곡
리·두락리 17호분은 대가야양식 토기가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기종으로는 고배·개배·장경호·
기대 등이 있다. 기대류는 통형·고배형·접시형·저평통형·띠형 등 대가야양식에 속하는 모든 기형의 기
대류가 함께 출토되었다. 그리고 32호분에서는 발형기대 13점, 장경호 8점, 단경호 7점, 뚜껑 13점 등 모
두 41점이 나왔다. 토기류의 속성은 대체로 대가야 양식으로 고령 지산동 44호분과 함양 백천리 1호분 출
토품과 흡사하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36호분은 궁륭상 횡혈식 석실분으로 신라양식의 단각 유개고배편이 나왔다. 단각
고배는 배부와 각부의 비율이 3:1 정도로 그 시기가 무령왕릉의 연대(523∼529)보다 늦고 대가야의 멸망 전
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근거로 무령왕 때 백제에 복속된 이후 백제 묘제의 전파와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가 패함으로써 운봉고원 일대가 신라에 정치적으로 편입된 문헌 속 기문국의 발전과정
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었다. 석실의 바닥에서 3~4인 인골이 서로 섞인 상태로 수습되어 추가장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36호분은 기문국의 묘제와 장제가 하나로 응축된 가야 고총이다.
남원 유곡리·두락리고분군에서는 대부분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백제계 횡혈식 석실분으로 밝혀진
32호분을 제외하면, 모든 고총에서 꺾쇠와 관정이 함께 공반되어, 가야 고총의 주인공이 기문국의 수장층
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32호분에서는 세 다발의 철촉을 중심으로 200여 점의 철기류가 다량으로 나왔
다. 주석곽에서는 무기류·농공구류·마구류, 얼마간 도굴의 피해를 입은 부장곽에서는 갑주편과 투구편이
수습되었다. 무기류는 철모·철촉·물미, 농공구류로는 살포·철겸·도자·철부, 마구류로는 운주와 혁금
구·교구 등이 있다. 그리고 무덤 주인공의 시신을 안치한 목관이 놓였던 주석곽의 중앙부 바닥석 사이에서
꺾쇠, 관정이 출토되었다.
철기류는 그 종류에 따라 부장 위치에서 얼마간 차이를 보였다. 주석곽의 목관 부근에는 신분을 상징하
는 살포를 중심으로 금동신발과 수대경이, 동쪽 구역에는 철촉과 철모 등 무기류가, 서쪽에는 농공구류와
마구류 등이 부장되었다. 17호분에서 나온 기꽂이도 등자, 재갈 등의 마구류와 함께 매장주체부의 서쪽에서
출토되었다. 고령 지산동 서쪽에서 가야의 고총은 대가야양식 토기가 주종을 이루는 단계에 접어들면 가야
의 고총이 자취를 감추든지 그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당시 철의 왕국으로 융성했던 운봉
고원 내 남원 유곡리·두락리의 경우만 유일하게 봉토의 규모와 매장주체부가 축소되지 않고 그 이전 시기
의 발전 속도를 멈추지 않고 더욱 커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 나온 볼가리개 등 대부분의 철기류는 운봉고원에서 제작
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야의 고총에서 그 존재를 처음 드러낸 철제초두를 비롯하여 모든 철기류가 망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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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차양이 달
린 복발형 투구, 역자형 비대칭 화살
촉 등이 운봉고원에서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동시에 기문국의 지배자 시
신이 안치된 목관에 사용된 꺾쇠는
운봉고원의 가야 중대형 고총에서
만 나왔다. 기문국은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제련기술 뿐만 아니
라 무쇠를 두드려 철제품을 가공하
던 제조기술까지 하나로 응축된 철
의 테크노밸리였던 것이다.
가야의 고총에서 최초로 나온 금
동신발과 수대경은 기문국의 대외
교류가 왕성하게 펼쳐졌음을 방증
해 주었다. 전자는 양쪽에서 동판을
두드려 타출기법으로 마름모 문양
을 표현하였는데, 유물의 속성이 익
산 입점리 횡혈식 석실분, 나주 신촌
리 대형 옹관묘에서 출토된 백제 금
동신발과 유사하다. 후자는 주석곽
<그림 23> 남원 유곡리·두락리 36호분 유구 및 유물 실측도

의 머리 부분에서 나왔는데, 앞면에
는 주칠과 포목, 나무 흔적이 희미하

게 남아있다. 더욱이 무령왕릉에서 나온 수대경보다 30년 남짓 앞서 부장된 것으로 월산리에서 나온 계수호
와 함께 바닷길로 남제와의 국제교류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해 주었다.
479년 가라왕 하지가 고령을 출발해 섬진강루트를 거쳐 하동 다사진에서 바닷길로 남제와 국제외교를
이끌었다는 견해가 널리 통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중국제 유물이 고령 지산동에서 출토되
지 않았지만, 기문국에서는 당시의 계수호, 수대경 등의 중국 남조 유물이 나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진강
하구의 국제교역항인 가야포를 출발하는 바닷길로 기문국이 남제와의 자주적인 국제외교도 배제할 수 없
다. 이 루트는 거리상으로 가장 가깝고 교통로의 필수 조건인 경제성과 신속성, 안정성도 두루 갖추고 있다.
동시에 남해안과 서해안의 바닷길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중국의 목적지를 향해 출발할 수 있다는 지정학적
인 이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백제는 512년 任那四縣, 513년부터 3년 동안 己汶과 帶沙를 두고 가야 소국 반파[伴跛(叛波)]와 갈등
관계에 빠진다. 백제 무령왕은 가야 소국 반파와의 3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운봉고원의 기문국을 복속
시켰다. 운봉고원 일대가 6세기 전반 이른 시기 무령왕 때 백제에 정치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철의 왕국 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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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521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 문헌에 등장하지 않는다. 백제는 기문국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554년 옥천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에 패배함에 따라 그 주도권을 일시에 상실한다. 운봉고원의 주인이 가야
의 기문국에서 백제로 다시 신라로 바뀐 것이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36호분, 아영면 봉대리 2호분에서 나온 신라의 단각고배가 6세기 중엽 경 운봉고
원 일대가 신라의 영향권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전북 동부지역에서는 진안고원에 위치한
금산 장대리, 진안 승금리에서 신라의 단각고배가 더 나왔다. 단각고배는 배부와 각부의 비율이 3:1 정도로
그 시기가 무령왕릉의 연대(523∼529)보다 늦고 대가야의 멸망 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62
년 대가야를 비롯한 백두대간 동쪽 가야 소국들이 모두 신라에 정치적으로 편입되면서 마침내 백두대간 산
줄기에서 백제와 신라의 국경이 형성되었다.
운봉고원의 기문국 등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 소국이 모두 백제 혹은 신라에 정치적으로 복속됨에 따라
동북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230여 개소의 제철유적을 남긴 철의 장인집단이 바다
를 건너 일본으로 대거 이동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에서 철기문화의 발전이 전북 동부지역 철 도래인
들의 이동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운봉고원에서 제작된 차양이 달린 복발형 투구, 역자형 비대칭 철촉 등 철
기류가 일본에서 출토되었고, 일본에서 니켈이 함유된 철기류가 상당량 나온 것이 이를 방증해 주었다. 기
문국은 최상급의 니켈 철로 일본과 국제교역을 이끌다가 6세기 중엽 경 백제, 신라에 정치적으로 복속된 뒤
철의 장인집단이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도래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가야의 영역에서 유일하게 나온 중국제 계수호와 수대경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봉고원의 기문국이
동북아 문물교류의 허브였음이 유적과 유물로 입증되었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230여 개
소의 제철유적은 중국에서 출발해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까지 이어진 동북아 아이언로드이자 기문국의 발전
상이 담긴 블랙박스와 같은 것이 아닌가 싶다. 당시의 동북아 아이언로드를 복원해 보면 제나라 전횡 혹은
고조선 준왕-전북혁신도시-전북 동부지역(장수 남양리, 지리산 달궁계곡)-일본까지 이어진다. 남원 유곡
리·두락리고분군으로 상징되는 운봉고원의 기문국은 동북아 문물교류의 허브로 중국의 철기문화가 일본에
전래되는데 가교 및 교량역할을 담당하였던 것 같다.
지난해 1500년 전 백두대간 양쪽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던 모든 가야세력
을 하나로 묶어 전북가야라고 이름을 붙였다. 전북가야의 위상과 그 역동성을 세상에 알리고 후손들에게 자
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호남 사람들이 오갔던 백두대간 치재에 ‘봉수왕국 전북가야’ 기념탑도 세웠다.
전북가야의 고총과 제철유적, 봉수 및 산성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학계의 노력과 행정당국의 지원이 본격
적으로 시작되었다. 동시에 가야문화유산을 역사교육의 장과 영호남 화합의 무대로 활용하기 위한 보존대
책 및 정비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전북 동부지역에 420여 기의 가야 고총과 230여 개소의 제철유적, 90여
개소의 봉수를 남긴 전북가야사가 올곧게 복원되는 그날까지 전북가야를 기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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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어에는 학술적인 의미보다 가야사의 복원을 위한 대중적이고 홍보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2) 종래에는 금강 상류지역의 가야세력 혹은 진안고원의 장수권 가야계통 국가단계의 정치체, 장수지역의 가야로 비정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행정구역에 기준을 두고 장수가야로 이름을 붙였다.
3)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을 앞두고 그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후방의 안정과 운봉고원 철산지를 확보하기 위해 근초고왕의 가야정벌을 단행한
다. 이 무렵 운봉고원과 진안고원의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세력집단은 근초고왕의 남정 이후 가야문화를 받아들여 가야 소국으로
까지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성을 보였다.
4) 종래에 남강유역의 가야세력 혹은 운봉고원 가야계통 국가단계의 정치체, 운봉지역 가야, 운봉가야로 소개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문헌에
등장하는 기문국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5) 장수 봉화산·영취산·원수봉 봉수를 대상으로 세 차례의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유물은 장수 삼봉리 등 가야의 고총 출토품과 그 속
성이 상통하는 5세기 말부터 6세기 초엽까지의 토기류만 나왔다.
6) 1970년 대 전북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북리마을에서 수습된 20여 점의 신라토기와 백제토기가 무풍초등학교와 구천초등학교 등 3개소에
보관되어 있다. 신라토기는 대각부에 지그재그로 투창이 뚫린 이단투창고배와 대부광구장경호, 파수부잔 등이 있는데, 고배류를 제외한
유물의 속성은 진안 황산리 출토품과 상통한다.
7) 문헌에 등장하는 20여 개 이상의 가야 소국들이 대부분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장수가야만 유일하게 백두대간 서쪽 진
안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하였다.
8) 모든 가야 영역 중 가야의 중대형 고총이 포함된 분묘유적을 중심으로 통신유적과 제철유적이 공존하는 곳은 전북 장수군이 유일하다.
9) 본래 전북 남원군에 속하였던 곳으로 1906년 대한제국이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전북 장수군으로 편입되었다. 아직까지 대가야를 비롯한
가야세력과 관련된 문화유적의 존재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수계상으로는 섬진강유역에 속한다.
10) 봉토의 하단부가 서로 인접된 連接墳으로 그 평면형태가 대부분 장타원형을 이룬다.
11) 백두대간 서쪽 진안고원의 장수 삼봉리 가야의 중대형 고총의 주석곽에서만 나왔다. 운봉고원의 가야 고총 출토품보다 그 크기가 현저하
게 작아 또 다른 가야 소국이 있었음을 방증해 주었다.
12) 호남 동부지역에서만 밝혀진 가야묘제의 속성으로 마한 분구묘와의 친연성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13) 전북 동부지역에는 5개소의 봉화산이 있는데, 1990년대부터 봉화산의 역사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면담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그
수가 90여 개소로 늘었다.
14) 고려, 조선시대의 봉수제와 전혀 무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단일 지역 내 봉화산의 밀집도가 가장 높다.
15) 고고학에서 국가의 존재를 방증해 주는 봉수는 그 분포 범위가 전북 동부지역 가야세력의 영역과 일치한다.
16) 전북 완주군 고산면을 중심으로 비봉면, 화산면, 경천면, 동상면, 운주면이 여기에 해당된다.
17) 완주 탄현·불명산·용복리·각시봉·종리·봉수대산·봉림산·운암산·중수봉·운장산 봉수로 방형 혹은 장방형의 연대를 두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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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을 보였다.
18) 이 산 남쪽 기슭 중단부에는 왕비의 태를 묻은 태봉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19) 장수 삼봉리는 장수가야의 수장층 분묘유적으로 장계분지에 120여 기의 가야의 중대형 고총이 무리지어 있다.
20) 모든 가야의 영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철기류가 나온 곳이 장수 남양리로 가야 소국 장수가야가 일찍부터 철산개발로 국력을 성장시킨
뒤 삼국시대의 봉수제를 운영하였음을 반증해 준다.
21) 936년 후백제가 멸망하자 장수가야와 백제, 후백제의 국가 발전을 이끌었던 철산개발이 일시에 중단되었고, 급기야 벽계군이 벽계현으
로 강등되었다.
22) 이때 말무덤은 말이 馬의 뜻으로 보고, 말은 머리 혹은 크다 뜻으로 우두머리에게 붙여진 관형사로 파악하여 그 피장자는 마한의 지배층
으로 밝혀졌다. 흔히 말사슴을 왕사슴, 말매미를 왕매미, 말벌을 왕벌로 부르는 것과 똑같다.
23) 전북 남원시 아영면 성리와 전북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경계로 운봉고원 서북쪽 관문이다.
24) 당시에 M1호분·M2호분·M3호분은 서로 봉토가 중복된 상태로 조사되었는데, 종래에 가야의 영역 중 장수 삼봉리, 고성 송학동에서
학계에 보고된 연접분으로 추정된다.
25) 남원 유곡리·두락리·월산리, 장수 삼봉리·동촌리, 고성 송학동에서 확인된 지역성이 강한 묘제로써 마한 묘제와의 연관성이 높다.
26) 신찬성씨록 좌경황별하 길전연조에 “신국의 동북에 三巴汶[上巴汶·中巴汶·下巴汶]의 땅이 있는데 사방 삼 백리 정도 됩니다”라고 기
록되어 있다.
27) 닭 머리 부분이 막힌 명기, 즉 부장용품이기 때문에 백제왕의 하사품보다 기문국 사람들이 직접 남제에 가서 구입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중국학자의 주장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28) 이 경로를 복원해 보면, 운봉고원-백두대간 치재-임실 금성리-호남정맥 가능정이-가야포로 이어진다. 동진강 하구 가야포와 인접된
부안 옥여 분구묘에서 가야토기와 판상철부가 출토되어 그 가능성을 높였다.
29) 남원 두락리 36호분에서 2~3인분의 인골이 수습된 것은, 옥천 관산성 전투 이후 운봉고원이 신라의 영역에 편입된 6세기 중엽 경까지
장례 행위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고분의 구조는 묘제를, 신라의 단각고배는 장제를 의미한다.
30) 공주 송산리 3호분은 6세기 초엽 이른 시기로 편년되고 있기 때문에 백제계 횡혈식 석실분이 운봉고원의 기문국을 거쳐 가야 영역에 전
파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31) 여기서 가야지역은 섬진강유역의 동쪽에 인접되어 있으면서 제철유적 및 제동유적의 밀집도가 월등히 높은 남강유역의 운봉고원과 금강
유역의 진안고원을 지칭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왜냐하면 섬진강유역의 특정 지역에서만 그 존재를 드러낸 가야의 분묘유적에서 가야토기와 백제토기가 반절씩 섞여있고, 그 등장 시기
도 6세기 전반기 이른 단계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33) 이를테면 翰苑의 基汶河를 섬진강유역으로, 新撰姓氏錄의 己汶을 낙동강 중류지역으로 비정하였다.
34) 당대 초기의 백과사전으로 장초금이 저술한 翰苑 백제전에는 진안고원을 적셔주는 금강이 基汶河가 아닌 熊津河로 소개되어 있다.
35) 전북 장수군 장계분지에서 시작된 한 갈래의 봉수로가 운봉고원의 서쪽 자연경계인 백두대간 산줄기를 따라 선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36) 아직까지 섬진강유역에서 한 기의 가야의 중대형 고총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치상으로도 문헌에서 언급된 발원지가 남쪽이 아닌
동쪽에 위치한다.
37) 진안고원과 운봉고원이 서로 수계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로 묶어 모두 기문하로만 회자되고 있는데, 진안고원은 엄밀
하게 수계상으로 웅진하에 속한다.
38) 이외에도 진안고원의 금산·진안군에 속한 금산 장대리, 진안 승금리에서 신라의 단각고배가 나왔다.
39) 당시에 운봉고원의 철을 확보하기 위해 기문국으로 보낸 물품으로는 쌀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지역색이 강한 가야토기
류가 상당량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40) 공주-논산시 연산면-황룡재-논산시 벌곡면-금산군 진산면-금산분지-금산군 부리면-지삼치-무주읍 용포리-무주읍-무주군 설천
면-나제통문-무주군 무풍면-백두대간 덕산재-성주-대구-경산-경주로 이어진다.
41) 어떻게 보면 가야 소국 기문국을 두고 513년부터 515년까지 3년 동안 가야 소국 반파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첫 번째 경우와 똑같다.
42) 속일본후기 승화 4년 6월조 “吉田宿称의 시조인 鹽乘津은 대왜인이다. 후에 국명을 따라 삼기문의 땅에 가서 살았는데, 그 땅은 결국
백제에 예속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철의 왕국 기문국과 왜가 긴밀한 교류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43) 동북아 아이언로드를 복원해 보면 제나라 전횡 망명 혹은 고조선 준왕 남래-만경강유역(전북혁신도시, 익산 일대)-전북 동부지역(장수
남양리, 지리산 달궁계곡)-기문국·반파국 멸망-일본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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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서부경남지역의 목곽묘는 후기 와질토기단계에 등장하여 5세기경 석곽묘로 대체되기까지 오랜 기간 축
조되었다. 이처럼 장기간 축조되었던 목곽묘는 지역별로 구조적인 차이를 보이며,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
된 모습을 보인다.
목곽묘에 대한 연구는 김해·부산지역이나 경주 등 영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서부경남지
역 목곽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서부경남 곳곳에서 많은 유적조사가 이루어지고,
목곽묘의 조사 사례도 늘어나게 됨으로써 서부경남지역 목곽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서부경남지역 목곽묘에 대한 연구는 내부에서 출토된 토기나 철기 등 유물의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유구 자체에 대한 검토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단일 유적이나 소권역별
연구(문백성 2009·하승철 2010·박상언 2011·권용대 2015)에 국한되었으며,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
로 한 연구(조영제 2013·하
승철 2013)는 극히 적다.
기왕의 연구를 살펴보면,
조영제(2013)는 서부경남 가
야 목곽묘에 대한 종합적인 검
토를 통해 서부경남 가야 목곽
묘의 지역적 양상과 변화에 대
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문백
성(2009)은 통영 남평리유적
의 묘제를 검토하였는데, 목곽
묘의 보강토내에 다량의 할석
<그림 1> 서부경남지역 목곽묘 유적분포도 (이미지 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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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고분군 Ⅲ

이 채워지는 양상을 근거로 목

곽묘에서 석곽묘로 전환되는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박상언(2011)은 산청 평촌리유적에서 조사
된 목곽묘를 분석하였고, 목곽묘는 5세기 3/4~4/4분기에 축조가 되며, 구조는 내곽과 외곽을 가진 이중곽 또는
관·곽의 구조로 판단하였다. 하승철(2010·2013)은 산청 중촌리고분군 발굴조사 과정을 검토하여 3기의 목곽
묘를 복원하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소가야지역 4~5세기 목곽묘의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다. 권용대(2014)는
합천지역 목곽묘의 구조를 분석하여 지배집단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특히 충전재, 결구재, 상면시설 등을 이용
하여 목곽의 구조를 복원하였다.
서부경남지역 목곽묘에 대한 연구는 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목곽묘
축조집단의 성격과 위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서부경남지역의 목곽묘를 집성하여 구
조를 분석하였으며, 시기별 목곽묘 전개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서부경남지역 목곽묘 조사현황

본고에서 분석한 유적은 23개 유적이며 목곽묘의 수는 978기이다. 이중 목곽묘의 규모나 양상을 파악
할 수 없는 유구를 제외하고 742기의 목곽묘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목곽묘의 축조시기는 4~5세기이다.
도출된 결과는 김해와 함안지역 목곽묘와 비교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 합천 옥전고분군
합천 옥전고분군에서는 62기의 목곽묘가 조사되었다. 옥전 M1·M2·M3호분의 경우 봉토분을 가진
유구이지만 위석목곽묘 1) 로 분류
되고 있어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

제5차 발굴조사
(1991.12-1992.02)

다. 옥전고분군에서 분석한 목곽묘

제3차 발굴조사

제4차 발굴조사

(1989.04-06)

(1991.07-1991.10)

는 모두 65기이다. 4세기부터 5세

제1차 발굴조사
(1985.11-1986.01)

기 후반까지 목곽묘가 축조되었으
며, 다양한 형태의 목곽묘와 환두대
도, 마구를 비롯한 많은 유물이 출

사적정비 시굴조사
(1994.03-04)

제2차 발굴조사
(1987.11-1988.02)

토되었다. 옥전 M1·M2·M3호분
은 고총고분으로 특별한 구조를 보
이고 있으며, 로만글라스·환두대

<그림 2> 옥전고분군 분포도 및 발굴조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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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갑옷·투구·마구 등 많은 위세품이 출토되었다.
옥전고분군은 사서에 등장하는 다라국의 실체를 밝혀주는 고분군으로 6차례의 조사를 통해 조사된 고
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구와 유물의 변화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1】 서부경남지역 목곽묘 조사유적
번호

유적명

조사현황

참고문헌

1

합천 옥전고분군

목곽묘 65기

경상대학교박물관 Ⅰ~Ⅹ
(1986~2003)

2

합천 삼가고분군

목곽묘 44기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13)
동서문물연구원(2014)

3

합천 저포리고분군

목곽묘 70기

영남대학교박물관(1987)
창원대학박물관(1988)

4

합천 봉계리고분군

목곽묘 20기

동아대학교박물관(1986)

5

합천 합천리유적

목곽묘 1기

경상문화재연구원(2016)

6

산청 중촌리고분군

목곽묘 3기

신라대학교박물관(2004)
하승철(2010)

7

산청 옥산리유적

목곽묘 75기

경상대학교박물관(2002)

8

산청 평촌리유적

목곽묘 17기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06·2007)

9

산청 묵곡리고분군

목곽묘 54기

경남대학교박물관(2013)

10

의령 예둔리고분군

목곽묘 38기

경상대학교박물관(1994)

11

진주 가좌동유적

목곽묘 10기

경상문화재연구원(2017)

12

진주 안간리유적

목곽묘 11기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08)

13

진주 우수리유적

목곽묘 8기

경남고고학연구소(1999)

14

진주 이현동유적

목곽묘 6기

삼강문화재연구원(2012)

15

진주 무촌유적

목곽묘 53기

경남고고학연구소(2004·2005)

16

진주 사곡리유적

목곽묘 192기

동서문물연구원(2018)

17

진주 창촌리유적

목곽묘 45기

삼강문화재연구원(2010)

18

진주 단목리유적

목곽묘 234기

해동문화재연구원(2018)

19

함양 손곡리유적

목곽묘 15기

보고서 미발간

20

거창 월평리유적

목곽묘 4기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12)

21

고성 송학동고분군

목곽묘 1기

동아대학교박물관(2005)

22

통영 남평리유적

목곽묘 11기

동서문물연구원(2009)

23

하동 우복리유적

목곽묘 1기

경상대학교박물관(2003)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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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곽묘 978기

2. 합천 삼가고분군
삼가고분군에서는 44기의 목곽묘가 조사되었다. 목곽묘의 크기는 대부분 300㎝ 전후의 소형 목곽묘이
며, 바닥에는 별도의 시설을 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주목되는 목곽묘는 2지구 8호 목곽묘인데, 다른
목곽묘에 비해 목곽묘의 길이가 700㎝ 정도로 월등히 크며, 바닥전면에 자갈을 깔았다. 부장유물은 통형기
대·마구· 유자이기 등이다. 규모와 유물로 보아 삼가지역 최고 수장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3. 합천 저포리고분군
합천 저포리고분군 A·B지구에서 70여기의 목곽묘가 조사되었다. A지구의 목곽묘는 B지구보다 대체
로 이른 시기에 축조되었으며 목곽묘 길이 300~400㎝의 중·소형 목곽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B지구 또
한 길이 200~300㎝의 소형 목곽묘가 주를 이루고 있다. B지구 20호 목곽묘에서는 그물추가 198점 출토되
었는데, 이는 주검을 안치한 뒤에 그 위에 그물을 덮거나 그물로 주검을 둘러 말아 안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목곽묘에는 철기가 거의 부장되지 않았고, 대부분 토기이다.

4. 합천 봉계리고분군
봉계리고분군에서는 목곽묘가 20기 조사되었다. 목곽묘의 크기는 대부분 길이 300㎝ 전후, 너비 70㎝
내외이며, 바닥에는 전면에 자갈을 깐 것이 많다. 부장유물은 단경호·고배·철촉·도자 등이며 장신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목곽묘의 축조시기는 4세기 후반이 중심이다.

5. 산청 중촌리고분군
중촌리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 성과를 재검토한 하승철(2010b)에 따르면 1982년 발굴조사에서 목곽
묘 3기가 조사되었고, 3기의 목곽묘는 3호 석실분 봉토 아래에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21호 석
곽묘 출토품으로 보고된 유물은 목곽묘 출토품을 잘못 수습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3호-北 목곽묘의 규모는
최소 길이 500㎝, 너비 120㎝ 정도로 추정되며, 바닥에는 편평한 할석을 일부 깔았던 것으로 보았다. 유물
은 피장자공간에서 단봉환두대도가 출토되었고, 부장공간에서는 안교 등의 마구류와 다수의 철기류, 발형
기대· 장경호 등의 토기류도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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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

철기

목곽, 부장곽 추정범위

<그림 3> 중촌리 3호 北-목곽묘 복원도(하승철 2010 인용)

6. 산청 옥산리유적
옥산리유적에서는 목곽묘 75기가 조사되었다. 목곽묘는 단구면의 다소 높은 곳을 중심으로 축조되어
있었다. 목곽묘는 대부분 길이 400㎝ 이하에 해당하며 대부분 중·소형이다. 목곽묘의 바닥은 자갈을 깐 것
과 생토면을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구분된다. 묘광과 목곽 사이에는 자갈을 충진한 경우도 확인된다. 목곽
묘는 대부분 4세기 후엽에서 5세기 전반에 축조되었다.

7. 산청 평촌리유적
평촌리유적에서는 목곽묘 17기가 조사되었다. 평촌리의 목곽묘는 목곽과 묘광사이에 다량의 천석을 채
워 석곽묘와 구별이 쉽지 않다. 석곽의 축조기법이 채용되는 시점에 조성된 것으로 생각되며 5세기 중·후
엽의 시기로 파악된다.

8. 산청 묵곡리고분군
묵곡리고분군은 남강의 상류인 경호강변의 충적대지 하안단구면에 위치하고 있다. 1996년 발굴조사 되
었으며, 확인된 목곽묘는 54기이다. 대부분 중·소형의 목곽묘들이다. 유물은 토기가 중심이며 철기는 철
부·철겸·철촉·도자 등으로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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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령 예둔리고분군
예둔리고분군에서는 목곽묘 38기가 조사되었다. 목곽묘는 경사가 심한 곳에 등고선 방향을 따라 동-서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다. 길이 400㎝, 너비 100㎝ 정도의 세장방형 목곽묘로 양단벽 부장공간에 토기 몇점과
철기류가 소량 부장된 상태이다. 토기는 무개고배를 비롯하여, 노형토기·문양개 등 고식도질토기에 속한다.

10. 진주 가좌동유적
가좌동유적에서 조사된 목곽묘는 10기이다. 목곽묘의 규모는 대부분 4㎡ 내외로 중소형에 속한다. 목
곽묘는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후반까지 조성되었다.

11. 진주 안간리유적
안간리유적에서 조사된 목곽묘는 11기이다. 목곽묘는 대부분 묘광의 길이가 250㎝로 소형에 속하지만,
Ⅱ지구 4호묘는 570㎝로 크다. 소형의 목곽묘는 밀집해서 조성되었으나 Ⅱ지구 4호묘는 이격되어 축조되
어 있다. 안간리유적에서 조사된 목곽묘는 4세기 전·중엽에 해당한다.

12. 진주 우수리유적
우수리유적에서는 목곽묘 8기가 조사되었다. 규모는 길이 400㎝ 이하로 소형이다. 바닥 전면에 시상을
깐 유구는 4호·6호이며, 나머지는 생토면을 활용하였다. 출토유물은 삼각투창고배가 주류이고 수평구연
호·발형기대도 포함된다. 대부분 5세기 전·중엽 시기에 축조되었다.

13. 진주 이현동유적
진주 이현동유적에서는 목곽묘 6기가 조사되었다. 목곽묘의 규모는 길이 200~400㎝로 중·소형이다.
목곽묘의 바닥에 시설을 한 유구들이 확인되는데 전면에 자갈을 깐 것이 2기, 유물부장공간에만 자갈을 깐
것이 1기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삼각투창고배·일단장방형투창고배·이단교호투창고배·소형기대·장
경호·발형기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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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진주 무촌유적
진주 무촌유적은 Ⅰ·Ⅱ지구로 나뉘어 조사되었다. Ⅰ지구에서 삼국시대 목곽묘와 석곽묘가 조사되었
으며, 목곽묘는 5개의 구릉 중 2丘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석곽묘는 3丘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어
시기차이를 반영한다. 목곽묘는 모두 53기가 조사되었는데, 4세기부터 6세기 전반까지 지속적으로 축조되
었다. 목곽묘의 바닥은 생토면을 활용하였다. 묘광의 길이는 대부분 200~400㎝로 중·소형이다.
대부분 토기와 철겸·도자 등 소량의 철기만 부장되나 2丘 12호묘에서 삼엽이나 퇴화된 용문양으로 추
정되는 장식환두대도가 출토되었다. 2丘 51호묘에는 방제경이 부장되어 있다.

15. 진주 사곡리유적
진주 사곡리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특히 구릉
의 정선부와 남서사면에 걸쳐 삼국시대 목곽묘가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다. 확인된 목곽묘는 192기로 길이
300~400㎝ 너비 100~200㎝로 중·소형의 목곽묘가 주를 이룬다. 길이 500㎝가 넘는 대형 목곽묘는 소
수이다. 목곽묘 주위로 눈썹형의 주구를 설치하였다.

16. 진주 창촌리유적
진주 창촌리유적에서 총 45기의 목곽묘가 조사되었다. 규모는 길이 200~300㎝로 소형이며 대부분이
순수목곽묘이다. 주거지와는 구역을 달리하여 위치한다. 고식도질토기 단계에 속하는 토기들이 출토되었으
며, 인근의 무촌유적 출토품과 비슷하거나 약간 이른 단계에 속한다.

17. 진주 단목리유적
단목리유적에서는 총 234기의 목곽묘가 확인되었다. 서부경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목곽묘가 확인
된 유적이다. 목곽묘는 주축방향이 모두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성되었고, 평면형태는 장방형이 주를 이루지
만 일부 세장방형의 목곽묘도 확인된다. 묘광규모가 길이 150㎝ 정도의 소형도 확인되었다. 특히 규모 9.1
㎡ 이상의 대형의 목곽묘도 확인되는데, 가장 규모가 큰 2-56호 목곽묘에서는 고배·대부호·단경호·발
형기대 등의 토기류와 철촉·철겸·도자·철모 등 철기류, 마구류 등 다량의 유물이 부장되어 있다. 단목리
유적의 축조시기는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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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 삼국시대 수월유구
목곽묘
석실묘

범례
발굴조사지역
목곽묘
옹관묘
분묘

<그림 4> 좌 : 진주 사곡리유적 목곽묘 배치도, 우 : 진주 단목리유적 목곽묘 배치도

18. 함양 손곡리
목곽묘는 조사구역 중앙에서 남쪽으로 치우친 곳에 15기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조사된 목곽묘의
규모는 길이 245~448cm, 너비 98~164cm이며, 목곽 외부로 기반토인 갈색사질토를 충전하였다. 유물은
양단벽 부장공간에 대부장경호·파수대부직구호·장경호 등의 토기류를 주로 부장하였고, 중앙에 환두대도
를 부장하였다. 동단벽 부장공간에는 철부·철겸·철촉 등의 철기류가 부장되어 있다. 특히 10호 목곽묘는
산청 옥산리유적의 바닥시설과 같이 工자형으로 자갈을 깔아 바닥시설을 축조하였다.

19. 거창 월평리유적
월평리유적에서는 4기의 목곽묘가 확인되었다. 4기 모두 남아있는 상태는 불량하지만, 출토되는 단경
호· 무투창고배·컵형토기·노형기대 등을 통해 볼 때 4세기 중엽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된다. 4기 모두 소
형 목곽묘이며 바닥에는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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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고성 송학동고분군
고성 송학동 1호분 봉토아래에서 1기의 목곽묘가 확인되었다. 1E-1호 목곽묘는 길이 320cm, 폭
120cm로 작은 편이다. 유물은 바닥에서 파배·철겸·철착·철부가 출토되었고, 목개 상부나 봉토에 매납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형기대·통형기대·단경호 등이 출토되었다. 1E-1호 목곽묘는 주변지역의 소형
목곽묘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으며, 고분군 내 다른 목곽묘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송학동 1호
분 조성 이전에 축조된 목곽묘도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송학동고분군에는 4세기에 많은 수의 목
곽묘가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낮고, 대형목곽묘 또한 축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송학동고분군은 1호
분이 축조된 5세기 후반부터 소가야의 중심고분군으로 성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1. 통영 남평리유적
통영 남평리유적에서는 목곽묘 11기가 조사되었다. 목곽묘의 규모는 길이가 200~300㎝에 해당하고,
바닥면은 생토층을 활용하였다. 충전토에 다량의 할석을 사용하였는데 목곽에서 석곽으로 이행하는 과도기
의 양상으로 판단된다. 특히 10호 목곽묘는 하나의 분구에 4기의 목곽묘가 축조되어 있다.

22. 하동 우복리유적
하동 우복리 유적에서는 1기의 목곽묘가 조사되었다. 규모는 길이 360cm, 너비 112cm이고 봉분 외곽
에 주구를 만들었다. 출토유물은 대호 1점, 단경호 3점, 무투창고배 1점 등이다. 유물로 보아 축조시기는 4
세기 전엽으로 추정된다.

<그림 5> 좌 : 통영 남평리 10호 목곽묘 , 우 : 하동 우복리 9호 목곽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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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목곽묘 구조분석

1. 목곽묘의 평면형태 및 면적
목곽묘의 평면형태는 길이와 폭의 비율에 따라 장방형, 세장방형으로 구분되거나 주곽과 부곽의 구분
과 그 조성위치에 따라 日자형, 呂자형, T자형, ㅏ자형 등으로 구분된다. 본 글에서 분석한 목곽묘에서 격
벽을 이용하여 축조한 주·부곽식 목곽묘는 옥
350

전 M1·M2·M3호 3기이다. 삼가고분군에서

300

이혈주부곽식목곽묘 2기가 조사된 것으로 보

250
200

고되었으나, 해당 목곽묘의 구조에 대한 재검

150

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고에서는 제외
하였다.

100
50
너비

옥전 M1·M2·M3호를 제외한 나머지 목
곽묘에서 주곽과 부곽을 나누어 축조한 사례는

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길이

<그림 6> 목곽묘 길이-너비 분포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하나의 묘광 내에 피장자
300

공간과 유물부장공간을 구분하여 축조한 경우
250

가 대부분이다.
먼저 목곽묘의 평면형태의 특징을 알아보
기 위하여 묘광의 장단축비를 살펴보았다. 742
기 목곽묘 장단축비를 분석해본 결과 1.5:1 이
하는 23기로 전체 유구의 3%, 1.6:1~2.0:1은
131기로 18%, 2.1:1~2.5:1은 276기로 38%,
2.6:1~3.0:1은 182기로 24%, 3.1:1~3.5:1

200

150

100

50

0
1.5:1

1.6:1~2.0:1 2.1:1~2.5:1

2.6:1~3.0:1

3.1:1~3.5:1 3.6:1~4.0:1

4.1:1 이상

<그림 7> 목곽묘 장단비 비율

은 83기로 11%, 3.6:1~4.0:1은 30기로 4%,
4.1:1 이상은 17기로 2%를 차지하였다.
장방형과 세장방형의 기준을 대략 3.1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서부경남지역의 목
곽묘는 3.1:1이하의 유구가 83%에 해당하므로
평면형태는 대체로 장방형에 속하는 것으로 이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해된다. 서부경남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 목
곽묘의 장단비를 보면 김해·부산지역의 경우

100
50
0

1.5:1~2.0:1의 비율을 보이고, 함안지역 목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그림 8> 목곽묘의 면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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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묘의 장단축비가 1.75:1~2.75:1의 비율을 보인다고 한다(이주헌 2000). 서부경남지역 목곽묘 비율 중
1.5:1~2.0:1은 139기이며, 1.75:1~2.75:1은 476기로 서부경남지역과 인접하여 있는 함안지역 목곽묘
에 더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무덤의 경우 면적은 피장자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이다. 목곽묘의 면적이 클 경우 다량의 유물
이 부장된다. 특히 다양한 기종의 철기류와 무기류가 부장되는 것을 보아 상위층의 무덤임을 알 수 있다.
면적을 통해 살펴보면, 0~3.0㎡까지 233기, 3.1㎡~6.0㎡까지 343기, 6.1㎡~9.0㎡까지 123기, 9.1
㎡~12.0㎡까지 31기, 12.1㎡ 이상이 12기이다. 이를 분류하여 보면 면적 0~3.0㎡까지를 소형(Ⅰ), 3.1㎡
~9.0㎡까지를 중형(Ⅱ), 9.1㎡~12.0㎡까지를 대형(Ⅲ), 12.1㎡ 이상을 초대형(Ⅳ)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목곽묘는 소형과 중형으로 축조되며, 초대형에 해당하는 목곽묘에는 옥전 M1·M3, 삼가 2지
구 8호 목곽묘, 진주 사곡리·단목리 목곽묘 일부가 이에 해당된다.

2. 충전방법
목곽묘의 충전방법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A식은 묘광과 목곽 사이에 순전히 흙으로만
충전한 경우이고, B식은 목곽의 외측에 충전석을 넣은 다음 흙을 채워 넣은 경우로, 보강토에 흙과 충전석
이 혼입된 경우이다. C식은 반지상식의 목곽 외벽을 따라 돌을 쌓아올린 경우이다.
서부경남지역의 91% 목곽묘가 A식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목곽묘가 충전방식으로 묘광과 목곽 사이에
흙으로만 충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식에 해당하는 목곽묘는 옥전 23호분·28호분·67-A호분 등 옥전고분군 목곽묘, 산청 평촌리·옥산
리·묵곡리 유적 목곽묘, 통영 남평리 목곽묘 등이 해당된다. 총 67기의 목곽묘가 이에 해당하며 전체유구
의 9%에 해당된다.

A식
<그림 9> 충전방식 분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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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식

C식

C식에 해당하는 목곽묘로는 옥전 M1·M2·M3호분 3기이다.

3. 바닥시설
목곽묘의 바닥시설은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식은 묘광의 바닥면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흙만 한
벌 깔아 마련한 것, 2식은 전면에 자갈 등을 깔아 시설을 마련한 것, 3식은 유물부장공간에만 시설을 마련
한 것, 4식은 피장자공간에만 시설을 마련한 것이다.
1식은 목곽묘가 축조된 대부분의 유적에서 확인된다.
2식은 옥전 97호묘, 산청 옥산리유적 목곽묘, 삼가 2지구 8호 목곽묘, 중촌리 3호 북-목곽묘, 평촌리
유적, 우수리 4호묘, 이현동 62호묘 등이 해당된다.
3식은 옥산리 유적 175호묘, 이현동유적 86호묘가 해당된다.
4식은 옥전 M3호분이 해당된다. M3호분은 자갈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주조철부를 한 벌 깔아서 바닥
시설을 만들었다.

1식

2식

3식

4식

<그림 10> 바닥시설 분류안

4. 유물조합
마지막으로 목곽묘에 부장되는 유물들의 부장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위신재로 알려진 갑주·마
구· 무기(대도)·금공품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갑주·마구·무기·금공품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을 a,
무기 및 금공품이 같이 출토되거나 한쪽만 출토된 경우를 b, 갑주 없이 마구·무기·금공품이 출토된 것을
c, 갑주·마구· 무기·금공품이 모두 출토된 것을 d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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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전 5·8·20·23·28·35·
67-A·70·M1·M3호분
d - 갑주, 마구
무기, 금공품
모두 출토된 경우
c - 갑주 없이 마구, 무기
금공품이 출토된 경우
b - 무기 및 금공품이 같이 출토되거나
한쪽만 출토된 경우

a - 갑주, 마구, 무기, 금공품이 출토 안된 경우

옥전 12·42·67-B·옥전 91·옥전 95·M2호분, 삼가
2지구 8호 목곽묘, 중촌리 3호-북 목곽묘, 단목리 56호
목곽묘(2-1구역)
옥산리 88호분, 무촌 2구 12호·90호 목곽묘, 묵곡리 13
호 목곽묘

대부분의 목곽묘가 이에 해당

<그림 11> 유물조합에 따른 분류안

대부분의 목곽묘는 a에 해당된다. b에 해당하는 유구로는 옥산리 88호분, 무촌 2구 12호·90
호 목곽묘, 묵곡리 13호 목곽묘이다. c에 해당하는 유구로는 옥전 12·42·67-B·옥전 91·
옥전 95·M2호분, 삼가 2지구 8호 목곽묘, 중촌리 3호-北 목곽묘, 단목리 56호 목곽묘(2-1구
역)이며, 그 외 목곽묘에서는 마구 등의 위신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d에 해당하는 유구로는 옥전
5·8·20·23·28·35·67-A·70·M1·M3호분 등 옥전에서만 유일하게 확인된다.

Ⅳ. 목곽묘의 전개

서부경남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된 목곽묘는 하동 우복리유적, 진주 안간리·무촌유적, 의령
예둔리유적 등에서 확인된다. 부산·김해지역의 목곽묘는 2세기에 출현하고, 함안지역 목곽묘가 4세기 1/4
분기에 출현하는 것에 비하면 서부경남지역의 목곽묘 출현은 다소 늦다.
목곽묘의 축조시기는 4세기, 5세기 전반, 5세기 후반으로 구분된다.2) 후기와질토기단계와 6세기 전반
에 축조된 목곽묘도 존재하지만, 매우 적고 한정적이므로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1. 4세기대
4세기는 소위 ‘고식도질토기’에 속하는 무개무투창고배를 중심으로 단경호·노형토기·
컵형토기·소형기대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목곽묘는 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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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2·25·40·49·52·54호묘와 송학동

【표 2】 서부경남지역 목곽묘의 축조연대

1E-1호묘, 하동 우복리 10호묘이고, 합천 저포

유적명

리유적, 의령 예둔리유적, 진주 안간리·무촌리유

옥전

적, 산청 중촌리 21호묘, 산청 옥산리유적, 진주

삼가

단목리·사곡리·이현동유적 등에서 확인된다.
4세기의 목곽묘는 대부분 충전토에 돌을 사

중촌리

설을 하지 않았다. 유물에 있어서도 마구나 금공

평촌리
묵곡리
예둔리
가좌동

2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경주의 적석

안간리

목곽묘와 유사한 구조를 띄고 있어 주목을 받았다

우수리

(안재호 1990).3)

이현동
무촌

안재호의 지적처럼 옥전 54호묘가 고구려의

사곡리

영향을 받은 유구일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옥전

창촌리

54호묘에 강대한 신분을 나타내는 유물은 확인되

5세기 후반

봉계리

옥산리

전 54호 목곽의 충전에 B식을 이용하고 바닥에도

5세기 전반

저포리

용하지 않은 순수목곽묘이며, 바닥에도 별도의 시

품 등 위세품이 출토되지 않는다. 이례적으로 옥

4세기

단목리
월평리

지 않으며(유물조합 a식), 이후에 이와 유사한 유

송학동

구가 지속적으로 축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옥전

남평리

고분군의 축조집단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

우복리

닌 것으로 보인다.
4세기의 서부경남지역은 김해지역과 비교하여 보면 더욱 두드러지게 차이가 난다. 김해지역은 2세기부
터 목곽묘를 주묘제로 채용한다. 특히 3세기 후엽 금관가야의 왕묘 시작을 보여주는 대성동 29호 목곽묘를
시작(신경철 1992)으로 4세기에도 수장층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형목곽묘가 대성동의 구릉에만 조성된다.
또한 출토유물에서도 대성동고분군 목곽묘에는 토기의 기종이 풍부하고 대형목곽묘에는 100여점의 토기가
부장된다. 특히 갑주, 무기류, 마구류 등의 위세품이 부장되며 북방·낙랑·마한(백제)·진한(신라)·왜 등
동북아시아의 각지와 밀접한 관계망을 구축하였다. 대외교류의 거점이었던 김해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선진
문화가 수용되고, 전개되면서 사회계급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함안지역은 4세기 1/4분기부터 목곽묘가 축조되기 시작한다. 서부경남지역보다 약간 빠르게 축조되기
시작하나 전체적인 양상은 서부경남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 규모에 있어서도 중형급으로 축조가 되며 부장
유물의 수량과 내용에서도 김해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빈약하다. 유물의 질과 양에 있어서도 탁월한
목곽묘는 확인되지 않는다. 위세품이라 부를 수 있는 유물도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 목곽묘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정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安邪國이 등장하면서 2세기 후반 이후에 함안을 중심으로 안야국이라는
정치체가 존재했으며, 4세기 이후 安羅國 또는 阿羅加耶로 발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고고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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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기 함안의 모습은 서부경남
지역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
으며, 安邪國 또는 安羅로 비
정할만한 자료는 눈에 띄지 않
는다.
1

결론적으로 4세기의 가야
중심은 대성동고분군을 중심으
로 한 김해지역임을 알 수 있
다. 대성동고분군을 축조한 금
관가야는 활발한 대외교류를

2호분

39호분

24호분 순장인골

2

통해 선진문화를 수용하면서
영남지역 다른 가야지역보다
빠르게 발전하였다. 서부경남

3
<그림 12> 4세기

대성동고분군(1: 29호 목곽묘 및 출토유물, 2: 2호분·39호분·24호분 순
장인골, 3: 대외교류)

지역과 함안의 목곽묘는 목곽
의 규모에서는 일부 차이를 보
이기는 하지만 지배자급의 목

곽묘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으로 보았을 때 4세기 서부경남지역 목곽묘 축조집단은 계층분화가 덜
이루어진 사회로 볼 수 있다.

1

2
<그림 13> 4세기 함안지역 목곽묘(1: 도항리 <문>2호분, 도항리 <경고연> 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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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2

5

4

6
<그림 14> 4세기 목곽묘(1: 하동 우복리 10호, 2: 송학동 1E호, 3: 예둔리 48호, 4: 안간리 5호, 5 : 옥전 21호, 6 : 옥전 54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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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세기 전반
5세기 전반은 고식도질토기가 사라지고 새로운 가야토기가 등장한다. 무개무투창고배와 노형기대가 소
멸되고 대신 투창고배와 발형기대, 장경호 등 새로운 기종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 지역마다 특색
있는 토기문화가 성립되지 않는다.
5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유구로는 옥전 4·8·23·47·67-a·67-b호묘, 합천 저포리·봉계리·삼가
8호 목곽묘, 산청 중촌리 3호 北-목곽묘·옥산리·묵곡리, 진주 이현동·단목리·우수리·무촌, 함양 손
곡리, 통영 남평리 등에서 확인된다. 이 시기 서부경남지역 전 지역에서 목곽묘가 활발히 축조된다.
4세기와 비교하여 가장 달라진 것은 옥전 8·23호묘·67-a호묘, 합천 삼가 8호 목곽묘, 산청 중촌리
3호 北-목곽묘, 단목리 56호묘 등 각 지역에서 수장층의 무덤이라 할 수 있는 규모와 부장유물에서 탁월한
무덤들이 등장한다. 또한 충전토와 바닥시설에서도 앞 시기와 다른 B형식과 2·3식이 확인된다.
특히 옥전고분군에서는 갑자기 목곽묘의 대형화와 함께 4세기와는 다른 충전재와 바닥시설의 채용이
일어난다. 유구의 변화와 함께 유물에서도 새로운 기종의 토기와 함께 기승용 마구·장식마구·관모·수하
부이식 등의 금공품이 등장한다. 이러한 변화는 4세기 문화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돌발적으로 일어나며,
하나의 유구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닌 고분군의 전체적인 현상이다.
옥전 23호분에서는 관모와 함께 모든 유물조합이 함께 확인되는 최고지배자급의 무덤과 함께 그 아래
집단인 8·67호분 등으로 구성된 정치체가 성립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일본서기』에 보이는 다라국의 성
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조영제 2000a). 옥전고분군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큰 변화는 단순
한 문화요소의 전달이나 영향을 넘어 어떠한 커다란 계기가 있을 것으로 추
정된다.
서부경남지역의 중심고분군에서도 삼가 8호 목곽묘·중촌리 3호 北목곽묘·단목리 56호분과 같이 앞 시기와 달리하는 대형의 목곽묘들이 확
인되었는데, 옥전고분군과는 상황이 다르다. 중촌리의 경우 3기 중 1기,
삼가는 44기 중 1기, 단목리유적은 무려 234기 중 단 1기만이 초대형급
에 해당하고, 유물조합 c식에 해당하는 수장급 무덤이다. 3기의 대형분에
서는 모두 마구(轡)가 출토되었는데, 김해지역을 원류로 보고 있다(김두철
2006·류창환 2007). 나머지 목곽묘들은 대부분 중소형의 목곽묘에 유물
조합에서도 a식에 해당하는 유구들이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중심고분군
내에서 수장층의 목곽묘 축조는 분명 계층의 분화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옥전고분군과는 같이 전체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는 4세기부터 축조되어오던 집단 내에 계층 분화가 생기고 수장층을 중심
으로 문화의 교류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 남정관련 광개토왕릉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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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사회에서 5세기 전반은 큰 변혁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A.D 400년

고구려남정4)은 남정의 대상이었던 가야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고구려 남정 직후인 5세기
전엽에 전성기를 이끌었던 김해 대성동고분군 축조집단이 급격히 몰락하게 된다.
조영제는 고구려남정으로 인한 김해·부산지역 주민들의 이동이 옥전고분군의 큰 변화를 가져왔을 것
으로 보았다(조영제 2000b). 다라국의 성립을 보여주는 옥전 23호분이 ‘김해-부산식 목곽묘’의 범주에 포
함되며, 67-A·B호분도 ‘김해-부산식’ 목곽묘의 영향을 받은 관대시설이 축조되는 점, 상하일렬투창고배
에서 상단 逆梯形, 하단 梯形 또는 삼각형 투창을 가진 고배와 鉢部에 鋸齒文과 絡繩文이 시문된 발형기대,
김해·부산지역에서 원류를 보이는 마구류 등을 이유로 보았다.
함안의 5세기 전반의 양상을 살펴보면, 옥전고분군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초대형의 목곽묘가 축조되
며 바닥에는 전면에 시설을 설치하는 등 목곽묘의 형식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또한 다량의 위세품이 부장되
는 등 계층의 분화가 일어나 마갑총, 도항리 <문>48·<문>43호분 등 최고계층의 피장자의 무덤이 만들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5세기 전반 安羅國 또는 阿羅加耶가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5세기 전반대
안라국의 성립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고고학적으로 보았을 때, 옥전 및 서부경남지역과 마찬가
지로 고구려 남정이 안라국의 성립에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A.D 400년 고구려 남정으로 인하여 가야지역 전반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며, 서부
경남 가야 각 지역 중심고분군에서는 수장층의 목곽묘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5세기 전반부터 분명한 계
층의 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1

2

<그림 16> 5세기 전반 함안지역 목곽묘(1: 마갑총, 2: 도항리<문>3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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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그림 17> 5세기 전반 옥전고분군 목곽묘(1 : 옥전 23호분, 2 : 옥전 67-A호분, 3 : 옥전 67-B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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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그림 18> 서부경남지역 5세기 전반 수장층 목곽묘(1 : 합천 삼가 8호분, 2 : 산청 중촌리 3-北 목곽묘, 3 : 진주 단목리 56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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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세기 후반
5세기 후반에는 각 지역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는 토기문화로 바뀐다. 앞 시기의 다양했던 토기문화가
지역마다 특색있는 토기문화로 정착함과 동시에 무덤의 축조에 있어서도 목곽묘를 대체하여 석곽묘를 가야
의 주묘제로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옥전고분군에서는 소형의 배장묘들은 석곽묘로 대체되지만 수장층의 고총고분들은
목곽묘의 축조가 여전히 이루어진다. 내부주체가 주·부곽을 이루면서 거대한 봉토를 가진 고총고분 등이
축조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부장유물로는 갑주·마구·환두대도 등이 복수 부장되고, 주조철부를 깔아서
관대(4식)를 만들 정도로 목곽묘 축조의 전성기를 보여주고 있다. 옥전고분군에서 나타나는 목곽묘의 이러
한 양상은 5세기 전반에 성립한 다라국이 더욱 발전하여 강국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옥전 M1·M2·M3호분은 일반적인 목곽묘 또는 석곽묘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
징을 살펴보면 우선 지상식의 구조다. 매장주체부 벽체의 1/3은 지하에 위치하지만, 2/3에 이르는 벽체는
봉분의 성토와 동시에 구축되며, 지상으로 나와 있는 구조이다. 그리고 주곽과 부곽으로 매장주체부가 구
분되어 있으며 그 구분하는 시설로는 격벽이 축조되어 있다. 벽체의 형태 또한 일반적인 석곽묘의 벽석과는
다르게 1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폭이 넓은 벽석을 가지고 있다. 개석은 확인되지 않으며, 봉
토가 내부로 함몰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목개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옥전 M1·M2·M3호분
평면의 형태 및 주·부곽으로 분리한 것과 유사한 사례는 고령 지산동 73호분, 계성 1·2·3호분이 있다.
이러한 구조의 고분에 대해서 석곽(홍보식 2011·2015, 김용성 2009)으로 보는 견해와 목곽(조영제
2013, 조영현 2015)으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벽체의 내부에 목곽의 설치는 이루
어졌다는 점이다. 하지만 연구자들마다 목곽과 석곽의 축조순서 대한 견해가 상이하다. 석곽묘로 보는 견해
는 석곽을 설치 한 후 내부에 목곽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목곽묘로 보는 견해는 묘광 내 목곽을
먼저 축조한 후 목곽의 외면에 석축을 쌓아올린 것으로 파악하였다.
필자는 계성 3호분의 경우는 석곽의 축조가 선행되고 목곽이 석곽 축조 후 내부에서 축조된 것으로 보아 석
곽묘로 파악하였다(최영준 2015). 그러나 옥전고분군의 경우 평면의 형태에서는 유사성을 보이나 벽석의 축조
라든지 벽석 내 밀폐에 이용한 목탄의 흔적 등이 계성고분군과 다르기 때문에 목곽이 먼저 축조되며 목곽의 외
면에 할석을 붙여 쌓은 것으로 파악된다. 석곽과 목곽의 축조순서로 동혈주부곽식 무덤을 굳이 구분을 하자면
지산동 73호분과 옥전 M1·M2·M3호분은 목곽묘이며, 계성고분군의 3호분은 석곽묘로 구분 하고자 한다.
석곽 또는 목곽이든 이러한 동혈주부곽식 무덤형태는 경주지역 신라 적석목곽묘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다. 옥전고분군의 M1·M2호분에서는 창녕식토기들이 다량 출토되며, 신라식 마구와 함께 로만글라스 1점
이 경주를 벗어난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옥전 M1·M2·M3호분과 신라의 적석목곽묘 축조공정을 비
교해보면 유사한 점이 많다.
이처럼 5세기 후반 주·부곽식 무덤에 신라계의 유물이 부장되었다는 것, 축조 프로세스 또한 비슷한
동혈주부곽식 무덤이 축조되는 것은 신라의 동혈주부곽식 적석목곽묘의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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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1기밖에 확인되지 않았으나 통영 남평리에서 확인된 다곽식 분구묘이다. 서부경
남지역에서 분구묘는 5~6세기대 고성지역에서 유일하게 확인되었다. 고성 송학동·율대리·내산리고분군
에서 분구묘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매장주체부를 석곽묘로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구묘는 5세기 말에 출현
하여 소가야가 멸망하는 시점까지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하승철 2010a).
1기밖에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긴 어려우나, 5세기 후반 남해안 지역과 서부경남 내륙지역의 목곽묘 축
조기법에서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라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축조기법이 5세기 말부터 6세기에 석곽묘 축조
까지 이어져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게 된다.
5세기 말부터 서부경남지역 목곽묘 축조는 급격히 줄어들고 이를 대체하여 수혈식석곽묘가 축조된다.
6세기가 되면 가야지역에서 목곽묘는 거의 사라진다. 일부 옥산리·합천리·무촌 유적 등에서 확인되고 있
으나, 극히 예외적이다. 대체로 가야의 목곽묘는 5세기 후반에 이르러 거의 축조가 중단되며, 이를 대신하
여 수혈식석곽묘가 서부경남지역의 주묘제로 축조된다.

【표 3】 옥전 M1·M2·M3호분과 경주 적석목곽묘의 축조단계 비교(심현철 2016 인용)
옥전 M1·M2·M3

경주 적석목곽묘

1단계

1차 봉토부 축성
① 바닥 정지 및 묘광 굴착
② 봉토 범위 설정
③ 先築 봉토 축성
④ 호석 설치

1단계

① 원지형 정지 및 묘광굴착
② 묘광 내 매장주체부, 호석 축조(봉토범위설정)

2단계

③ 지상식 목곽 축조 및 외측의 할석과 함께 1차 성토
④ 피장자 안치 및 유물 부장
⑤ 목개의 설치 및 밀봉(2차성토)

2단계

목곽·적석부 설치(매장주체부 설치)
⑤ 목곽 및 四周 積石
⑥ 유물부장 및 피장자(목관)안치
⑦ 목곽 밀봉(목개덮기)
⑧ 上部 積石 및 密封粘土

3단계

⑥ 봉분의 외형조성(3차성토), 의례

3단계

2차 봉토부 축성
⑨ 2차 봉토 축성

10-2호

10-1호

10-4호

<그림 19> 분구묘의 시작(통영 남평리 10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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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5세기 후반 옥전고분군(1: M1호분, 2: M2호분, 3: M3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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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동혈주부곽식 무덤 축조양상(1: 옥전 M3호분 2: 계성 3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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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서부경남지역의 목곽묘는 후기 와질토기단계에 등장하여 5세기에 석곽묘로 대체되기까지 서부경남 가
야의 주 묘제로서 오랜기간 축조되었다.
정리하여 보면 서부경남지역 4세기의 목곽묘는 대부분 충전에 돌을 사용하지 않은 순수목곽묘이며, 바
닥에도 별도의 시설을 하지 않는다. 유물에 있어서도 마구나 금공품 등 위세품이 출토되지 않는다. 서부경
남지역의 목곽묘는 함안지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김해지역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4세기의 서부경
남지역 목곽묘는 목곽의 규모에서는 일부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지배자급의 목곽묘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으로 보았을 때 4세기대 목곽묘 축조집단은 계층분화가 덜 이루어진 사회로 볼 수 있다.
가야사회에서 5세기 전반은 큰 변혁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A.D 400년 고구려 남정은 가야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4세기에 전성기를 이끌었던 김해 대성동고분군 축조집단이 급격히 몰락하게 된
다. 5세기 이후 서부경남 가야 각 지역 중심고분군에서는 수장층의 대형목곽묘들이 축조되는 것으로 보아 5
세기 전반부터 분명한 계층의 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5세기 후반 각 지역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는 토기문화로 바뀐다. 앞 시기의 다양했던 토기문화가 지
역마다 특색있는 토기문화로 정착함과 동시에 무덤의 축조에 있어서도 목곽묘를 대체하여 석곽묘가 가야의
주묘제로 정착하게 된다. 예외적으로 옥전고분군 수장층의 고총고분에는 목곽묘의 축조가 지속된다. 내부
주체가 주·부곽을 이루면서 거대한 봉토를 가진 고총고분이 축조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부장유물로는 갑
주, 마구, 환두대도 등이 복수 부장되고, 주조철부를 깔아서 관대를 만들 정도로 목곽묘 축조의 전성기를 보
여주고 있다. 옥전고분군에서 나타나는 목곽묘의 이러한 양상은 5세기 전반에 성립한 다라국이 더욱 발전하
여 강국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남평리유적에서 확인된 분구묘는 남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이후 석곽
묘 축조시기까지 이어져 지역성이 발현되는 계기가 된다.
6세기가 되면 가야지역에서 목곽묘는 거의 사라진다. 일부 옥산리·합천리·무촌 유적 등에서 축조되
고 있으나, 극히 예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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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전 M1·M2·M3호분을 築石木槨墓로 구분하여 부르는 연구자(권용대 2005)도 있다.
2) 크게 3단계로 살펴보았을 때 4세기는 고식도질토기단계, 5세기 전반은 형식난립기, 5세기 후반은 지역색 확립기 단계이다.(조영제 2008)
3) 안재호는

경주의 적석목곽묘·옥전의 적석목곽묘와 유사한 묘제와 부산·김해지역의 초기 수혈식석곽은 외래계문화(마구 등)의 등장과 관
계시켜 볼 때 고구려의 묘제에서 채택된 적석기법이 경주·옥전 등의 목곽묘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4) ‘고구려

남정’이란 백제의 사주와 가야의 도움을 얻은 왜가 신라의 영역에 침공해오자 신라의 나물왕은 때마침 순수차 평양에 와 있던 고구
려 광개토왕에게 구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응답하여 고구려가 5만이라는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여 신라에 침공한 왜를 궤몰시켜 위기에 처
한 신라를 구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임나가라’로 표현된 가야지역까지 진출하였던 사건
‘十年庚子敎遣步騎五萬往救新羅從男居城至新羅城倭滿其中官兵方至倭賊退自來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城卽歸服安羅人戍兵拔新羅城鹽城倭
寇大潰城內十九盡拒有長安羅人戍兵滿□□□□其□□□□□□□言□□□□□□□□□□□□□□□□□□□□□□□□□□辭□□□□□
□□□□□□□□潰□□□□安羅人戌兵昔新羅寐錦未有身來朝貢□國罡上廣開土境好太王□□新羅寐錦□□僕句□□□□朝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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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북부지역 석실묘 연구
-고령·합천지역을 중심으로Vol. 4

Ⅰ. 머리말

Ⅱ. 유적의 소개

Ⅲ. 석실의 형식 분류와 단계 설정

Ⅳ. 석실의 도입과 전개 양상

Ⅴ. 맺음말

가야 북부지역 석실묘 연구
-고령·합천지역을 중심으로-

Ⅰ. 머리말

대가야권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김해의 금관가야권과 더불어 가야지역 고고학 연구의 중요한 축을 이
룬다. 대가야권은 기존의 연구(조영제 2002, 박승규 2003, 하승철 2007)에서 대체적으로 5~6세기대 대가
야의 확산과 멸망의 과정을 함께 한 직·간접지역들로서 가야 북부지역의 고령·합천·함양·거창·산청지
역으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석실묘가 가야 멸망을 전후한 시기에 도입된 후 다수 축조되었고 조사된 곳이 많
은 고령, 합천지역을 중심으
로 한 지역적 범주로 설정했
다. 대가야권역 중 연구대상지
역인 고령과 합천지역을 제외
한 함양·산청·거창지역은 석
실의 조사예가 많지 않아 석실
의 도입 및 전개양상을 파악하
기 어렵고 고령과 합천지역의
양상이 이 지역들의 전체적인
전개양상을 대변하고 있어 연
구대상범위를 고령과 합천지역
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소가야
실선 : 대가야의 직·간접 지배권

<그림 1> 대가야의 직·간접 지배권과 연구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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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 : 연구대상의 공간적 범위

의 핵심 세력으로 보는(하승철
2015) 삼가고분군 역시 한정된

기간이지만 이 권역 내에 넣어 파악하기로 한다.1)
이상과 같이 설정할 수 있는 대가야권에 대한 고고학적인 연구는 수혈식 석곽묘와 이러한 유구에서 출
토된 다종다양한 유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6세기에 도입·정착된 묘제·장제의 변화 중에서
당시 급변하는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석실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이제까지 여타 부분
에 비해 주목이 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야권 석실묘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미 1920년 谷井濟一이 고령 지산동 절상천정총을 조사한 바가 있다.(梅原末治 1972) 그리고 해방 이
후 1963년과 1964년에 고령 고아동벽화 고분과 고아2동 고분, 그리고 1981년 합천 삼가고분군에 대한 조
사를 통해 서서히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무렵에 이루어진 조사는 주로 구제 발굴이었는데, 특히
1986년 합천댐 수몰지구의 저포리 고분군과 창리 고분군에서 조사된 다수의 횡구·횡혈식 석실묘에 대한
보고서가 이듬해에 간행되면서 대가야권 석실묘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또한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진행된 합천 옥전 고분군의 M10호분(횡구식 석실분)과 M11호분(횡혈식
석실분)에 대한 조사 이후 가야지역 석실묘에 대한 조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이해 역시 자
연스럽게 심화될 수 있었다. 더욱이 2000년대 이후 고령지역의 지산동고분군, 장기리 고분군, 쾌빈리 고분
군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분적인 자료 축적이 가능할 수 있었다.
이렇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루어진 다양한 조사를 기반으로 대가야권 석실묘 연구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 당시 연구는 대가야권이 아니라 남한 전체(조영현 1990·1993) 또는 영남 전체(홍보식
1992, 조영현 1994)의 석실묘를 대상으로 석실묘의 형식 분류와 계통 등을 추적함으로써 석실묘 연구의 바
탕을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가야권 자체의
석실묘에 대한 자세한 접근은 어려웠다.
그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1990년대 후
반 이후부터 급증한 가야지역 석실묘의 조사와 공표
가 이루어짐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었

1. 지산동고분군
2. 고아동고분북
3. 장기리고분군
4. 쾌빈리고분군

다.(조영현 2001, 홍보식 2001, 山本孝文 2001, 하
승철 2005, 吉井秀夫 2008) 그 중 특히 주목되는 것
은 남해안 일대에서 발견된 석실묘를 왜와 관련시키
거나 대가야권 석실묘를 백제와 연관시켜 해석한 것
들이었다. 이를 통해 2000년대부터 본격화된 가야지
역 석실묘 연구는 많은 성과의 축적이 가능했다. 특
히 석실묘를 통해 당시 소가야와 대가야의 권역을 설
정하는 과정에서 가야 멸망 이후 신라계 석실의 유입
을 일부 언급한 것도 있었다.(김준식 2014, 김동헌
2015)
하지만 이런 접근에도 불구하고 주목되는 백제

<그림 2> 대가야읍 고분군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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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석실묘의 구체적 도입 배경과 확산 과정, 대가야의 중핵을 이루는 고령지역과 합천지역의 지역성 및 지
역차, 횡구식 석실묘의 도입과 전개 양상, 가야 멸망 이후 신라계 석실묘의 도입과 유행 과정에서 보이는 지
역적 전통의 보존과 새로운 축조기법의 도입 등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점은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대가야권 석실묘에 대한 새로운 형식 분류와 단계 설정을 시도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대가야권에서 확인된 석실묘의 전반적 전개 양상과 그 역
사성을 복원해 보고자 한다.

Ⅱ. 유적의 소개

1. 고령지역
고령지역은 대가야읍2)을 중심으로 지산동고분군과 고아동고분군을 포함하여 다수의 고분군이 분포하
는 지역으로 최근 발굴조사된 쾌빈리유적과 장기리유적 등에서 석실묘가 확인되었다.

횡구·횡혈식 석실 분포지역

<그림 3> 지산동고분군 석실묘 분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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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
1. 반계제고분군
2. 봉계리고분군
3. 중반계고분군
4. 저포리고분군
5. 계산리고분군
6. 창리고분군

중부권
1. 문림리고분군
2. 합천리고분군

<그림 4> 합천지역 고분군 발굴조사 현황

동부권
▣ 옥전고분군

남부권
▣ 삼가고분군
(일부리고분군)
● 안계리고분군

2. 합천지역
합천지역은 현재까지 지표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56개소의 고분군 중 12개소의 고분군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중 석실묘가 확인된 곳은 옥전고분군, 저포리고분군, 창리고분군, 문림리고분군, 합천리고
분군, 삼가고분군으로 총 6개소이다. 합천지역의 고분문화는 권역별로 각 고분군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
고 있다. 우선 옥전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권(옥전권=황강 하류권), 합천리고분군과 문림리고분군을 중심으
로 하는 중부권(합천권), 저포리고분군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권(저포권=합천댐수몰지구권), 삼가고분군과
일부리고분군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권(삼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오재진 2015)

Ⅲ. 석실의 형식 분류와 단계 설정

1. 속성 분석과 형식 분류
1) 속성 분석

(1) 외부구조3)

① 봉토
187기의 석실묘 중 봉토가 남아있거나 호석 또는 주구가 확인되어 봉토의 범위를 추정할 수 있는 석실
묘는 54기이다. 대가야 석실묘 중 가장 큰 봉토를 가진 석실묘는 고령 고아동벽화고분으로 최대 직경 25m
의 봉토를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큰 봉토를 가진 석실묘는 고아2동고분(직경 21~23m), 합천 옥전
M11호분(직경 18m) 순이다.

【표 1】 대가야권 석실봉토분의 규모
직경

유구

비고

25m급

고령 고아동 벽화고분

25m

20m급

고령 고아2동고분

21~23m

합천 옥전 M11호분

18m

15m급
합천 옥전 M28호분, 고령 절상천정총
10m급

합천 옥전 M10호분, 저포리 C-1호분, D-Ⅱ-1호분,
E-2･4･14호분, 고령 지산동(경) 29호분, 쾌빈리 1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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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옥전 M28호분과 고령 절상천정총은 15m급으로 비교적 큰 봉토를 가지고 있다. 10m급은 합천 옥
전 M10호분, 저포리 C-1호분, D-Ⅱ-1호분, E-2호·4호·14호분, 고령 지산동 역사관 부지(경) 29호분,
쾌빈리 1호분으로 8기이다. 이 직경 10m 이상의 봉토를 가진 석실묘들은 각 유적과 구역에 우월한 입지에
위치한다.
대부분의 유구는 10m 이하의 소형 봉토분이다.

② 주구 및 호석(그림 5)
주구와 호석은 봉토를 보호하고 지하수 및 빗물이 석실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배수의 역할을 한
다. 전체 187기 중 55기에서 호석이 확인되고 5기에서 주구가 확인된다.

③ 배묘 및 제사유구(그림 6)
187기의 석실묘 중 배묘가 확인된 석실묘는 38기이다. 이 중 합천지역 31기, 고령지역 7기로 대부분
합천지역에서 배묘가 확인된다. 대부분 1~2기의 배묘가 확인되는데 합천 저포리 C-2호·6호분, D-Ⅰ-1
호분, E-1-3호분, 창리 B-23a호분 등 5기의 고분은 4기 이상의 배묘가 부가되어 있다. 모두 합천지역에
서만 확인된다. 제사유구는 합천 저포리유적에서만 5기가 확인된다.

(2) 횡구식 석실묘

① 묘도
횡혈계 묘제에서 연도와 묘도는 현실로 들어가는 길로 현실의 평면형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속성이
다. 현실의 전벽에 연도가 부가된 묘제는 횡혈식 석실묘로 분류되고 연도가 없이 묘도만 확인되는 석실은

<그림 5> 호석의 축조(저포리 E-1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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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배묘의 배치(합천 저포리 E-4호분)

횡구식 석실묘로 구분된다. 일부 횡혈식 석실묘에서는 묘도와 연도가 함께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횡구식 석실묘에 설치된 입구는 크게 전벽의 전면을 사용하는 유형(Ⅰ형)과 전벽의 우측 또는 좌측에
편재하여 입구를 사용하는 유형(Ⅱ형), 전벽 중앙의 일부를 창구조형으로 사용하는 유형(Ⅲ형)으로 3가지
유형이 확인된다.
Ⅰ형은 전벽의 전면을 입구로 사용한 것으로써 총 25기 확인된다.
Ⅱ형은 전벽의 우측 또는 좌측에 편재하여 입구를 사용하는 형태로 14기가 확인된다.
Ⅲ형은 전벽 중앙의 일부를 창구조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8기가 확인되는데 모두 합천 창리고분군
에서 확인된다.
입구부의 폐쇄에 이용된 재료는 횡구식 석실묘의 계보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이다. 판석,
할석, 판석+할석 폐쇄로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으나 분석대상 석실묘 중 판석만으로 폐쇄한 형태와
판석과 할석을 혼용하여 폐쇄한 형태는 각각 2기로 개체수가 너무 적고, 할석이 아닌 판석을 사용한 경우
판석이 주폐쇄 재료로 할석은 판석에 부가되는 형태이다.
판석으로 단독 또는 혼용하여 입구부의 폐쇄가 이루어진 형태는 모두 4기가 확인된다. 할석만으로 묘도
를 폐쇄한 형태는 34기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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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유적별 입구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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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입구의 형태와 현실 평면형태

② 현실
현실의 평면형태는 시간성과 공간성을 잘 보여주는 속성으로 입구의 형태와 함께 형식 분류에 가장 많
이 쓰이는 속성이다.
평면형태는 크게 세장방형과 장방형, 방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장방형은 길이:너비의 비인 평면비가
3.0:1 이상의 평면형태를 가진 석실로 대가야권에서는 7기가 확인된다. 장방형은 평면비가 1.3:1~3.0:1
미만의 석실묘로 32기가 확인된다. 방형은 1.3:1 미만의 평면비를 가지고 있는 석실로 8기가 확인되는데
모두 합천 창리고분군에서만 확인된다.
현실의 규모는 시간성과 위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속성으로 평면적(길이×너비)이 4.5㎡ 이상인 것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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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2.0㎡ 이상 4.5㎡ 미만을 중형, 2.0㎡ 미만을 소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형은 11기가 확인된다. 옥전 M10호분, 저포리 D-Ⅱ-1호분을 제외하면 모두 창리고분군에서 확인
된다. 중형은 19기가 확인된다. 저포리고분군 5기, 창리고분군 12기, 지산동 왕릉전시관부지(영) 2기로 창
리고분군에서 대부분 확인된다. 소형은 17기가 확인된다.
석실에서 시상은 매장관념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속성이다. 시상은 현실 바닥 전면에 석재
를 깐 전면시상, 관 또는 판재를 올리기 위해 할석을 등간격으로 놓아 만든 관대형, 석재를 입구의 방향과
평행하게 한쪽 측벽에 설치한 측벽시상, 입구의 방향과 직교하도록 후벽에 설치하는 후벽시상, 아무런 시설
을 하지 않고 현실 바닥 정지면을 그대로 사용하는 무시상으로 5가지가 확인된다. 전면시상은 21기, 관대형
은 18기, 측벽시상은 6기, 후벽시상은 모두 관대형으로 2기가 확인된다. 무시상식은 3기가 확인된다.
관은 시신을 안치하고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전 묘제인 수혈식 석곽묘에서는 관을 고정하는 관
정이나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관고리 등은 출토사례가 매우 적은데 반해 석실묘가 축조되면서 매장관
념의 변화로 인해 관정이나 관고리가 확인되는 예가 많으며 비교적 이른 시기 석실의 경우 수혈식 석곽묘
단계에 사용되었던 꺾쇠가 확인되는 사례도 확인된다.
대가야권 횡구식 석실묘 중 관부속구(관정, 관고리, 꺾쇠, 장식구)가 확인되는 예는 모두 12기이다. 합
천지역에서 10기가 확인되고 고령지역에서 2기가 확인된다. 관정은 저포리 E-4-3호를 제외한 11기의 석
실묘에서 확인된다. 이 중 합천 옥전 M10호분은 관정은 2점, 꺾쇠는 11점이 출토되어 꺾쇠를 이용한 관에
서 관정을 이용한 관으로의 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례로 파악된다.
관고리는 확실한 매장관념의 변화를 알려주는 요소로 관을 들고 나르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대가야권 횡
구식 석실묘 중에서는 저포리 E-4-1호와 4-3호 2기만 확인된다.

(3) 횡혈식 석실묘

① 연도
대가야지역에서 확인되는 187기의 석실 중 119기가 횡혈식 석실분일 정도로 그 수가 상당하다. 119기
의 횡혈식 석실묘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119기의 횡혈식 석실묘 중 연도가 잔존하여 그 속성을
알아 볼 수 있는 석실은 109기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다. 109기의 석실묘 중 양수식 9기, 우편수식 71기,
좌편수식 29기로 우편수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의 규모는 길이 2.0m 이상의 장연도, 0.6m 이상 2.0m 미만의 중연도, 0.6m 미만의 단연도로 나
누어진다. 장연도는 8기로 고령지역 5기, 합천지역 3기가 확인되며 대가야권에서 가장 긴 연도를 가진 석실
은 고아2동고분으로 길이가 6.7m이다. 중연도는 77기로 고령지역 52기, 합천지역 25기가 확인된다. 단연
도는 8기가 확인된다.
109기 횡혈식 석실묘 중 폐쇄한 흔적이 확인된 연도는 68기이다.
판석을 세워 폐쇄한 경우는 합천 삼가고분군 3G, 7, 8C호와 절상천정총으로 4기가 확인된다. 할석과
판석을 혼용하여 폐쇄한 경우는 합천 삼가 9A호, 고령 지산동 왕릉전시관 부지(영) Ⅱ-38호로 2기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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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연도의 유형별 규모

된다. 할석만을 쌓아서 폐쇄한 경우는 61기의 석실에서 확인되었다. 고령·합천지역에서 17기에서 현문시
설이 확인된다. 합천 옥전 M11호분을 비롯해 저포리고분군 5기, 삼가고분군 5기, 고령 지산동고분군 8기
가 확인된다.
단면 형태는 다양하게 확인되는데 내향경사식과 외향경사식, 평식, 단시설식으로 나눌 수 있다. 연도의
단면형태 중 가장 많이 확인되는 내향경사식은 33기가 확인된다. 내향경사식은 반지하식 또는 지하식에서
확인되는데 백제지역 서천 칠지리고분군이나 연기 송원리유적 등에서 확인되며 가야지역에서는 의령 중동
리 4호분, 고성 연당리 20호분, 김해 구산동고분 등에서 확인된다. 합천 저포리 C-6호 포함 5기, 삼가 3G
호 포함 4기, 고령 지산동 왕릉전시관 부지(영) Ⅰ-100호 포함 15기, 지산동 역사관 부지(경) 9호 석실 포함
7기, 지산동(대동) 8호, 쾌빈리 2호분에서 확인된다.

70

30

60

25

1

6

2

50

20

1
1

8

15

3

양수식

우편수
장방형

<그림 10> 평면형태와 연도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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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의 평면형태는 나팔형, 역나팔형, 세장방형, 곡형이 있다. 나팔형은 현실에 연결된 연도가 묘도쪽
으로 가면서 너비가 넓어지는 연도로 14기가 확인된다. 합천 옥전 M11호분과 고령 고아2동고분 등 대형급
석실에서도 확인된다.

② 현실
현실의 평면형태는 연도의 위치와 함께 형식 분류와 단계 설정에 매우 중요한 속성이다. 크게 세장방
형, 장방형, 방형, 횡장방형으로 나눌 수 있다. 길이:너비의 비율인 평면비를 기준으로 3.0:1 이상을 세장
방형, 1.3:1 초과 3.0:1 미만을 장방형, 1.0:~1.3:1을 방형, 1.0:1 미만을 횡장방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세장방형의 형태는 현재 대가야권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크게 장방형과 방형, 횡장방형으로 나
눌 수 있다.
장방형은 70기, 방형은 17기, 횡장방형은 3기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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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규모와 연도의 위치

6

10

중형

소형

우편수

10

50
1
1

12

13

7

0

대형

좌편수

중형
장방형

중형

소형
소형

<그림 13> 규모와 현실의 평면형태

③ 시상 및 관대
시상은 피장자의 안치시설로 석실의 매장 관념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속성이다. 시상이 설치되지 않은
무시상, 현실 바닥 전면에 깔린 전면시상, 연도의 방향과 평행하게 측벽에 붙여 축조된 측벽시상, 연도방향
과 직교하도록 후벽에 붙여 축조된 후벽시상으로 나누어진다. 횡혈식 석실은 횡구식 석실과 달리 관대형은
확인되지 않는다.
전면시상은 31기, 측벽시상은 46기, 후벽시상은 13기가 확인된다.

④ 관(棺)
관은 피장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석실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
는 요소는 관 부속구이다. 관부속구가 확인된 석실은 모두 18기로 합천 옥전고분군 1기, 저포리고분군 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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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고분군 6기, 고아동벽화고분, 고아2동고분, 지산동 왕릉전시관 부지(영) 2기에 확인된다. 대부분 합천
지역에서 확인되는 양상이다.
꺾쇠가 확인되는 석실은 합천 옥전 M11호분이 유일하다. M11호분은 관고리는 확인되지 않으나 금동
제 연판장식이 1점 확인되고 17점의 철제 관정과 함께 못머리에 금을 씌어 만든 金頭釘이 21점이 확인된
다. 금동제 연판장식과 철제 관정, 금두정은 백제의 공주 무령왕릉에서 확인되는 관부속구이다.
관정이 확인된 석실은 18기이며 이중 관고리가 확인된 석실은 그 절반인 9기이다.
관을 결구하는 꺾쇠나 관정,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관고리 외에도 관을 장식하는 관장식금구도 확
인된다. 모두 2기로 합천 옥전 M11호분과 저포리 E-2호분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관장식금구는 백제지역
에서 자주 확인되는데 백제지역 중에서 공주 금학동 1호분, 무령왕릉, 익산 쌍릉, 군산 어방리 82호분 등
고분군 내 가장 위계가 높은 석실묘에서 확인된다.

2) 형식 분류
(1) 횡구식 석실묘

횡구식 석실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봉토의 규모, 주구와 호석의 유무, 배묘의 배치, 시상의 구축형태,
관의 사용 유무 등 많은 속성이 있으나 그 중 입구의 형태와 현실의 평면형태, 규모에 있어 시·공간적 변화
와 차이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속성을 중심으로 형식 분류한다.
입구의 형태는 한쪽 단벽의 전면을 사용하는 Ⅰ식과 전벽의 우측 또는 좌측으로 편재하여 입구로 사용
하는 Ⅱ식, 전벽의 중앙 일부를 창구조로 입구를 사용하는 Ⅲ식으로 나눌 수 있다.
현실의 평면 형태는 길이:너비의 평면비가 3.0:1 이상인 세장방형(A), 3.0~1.3:1인 장방형(B), 1.3:1
미만인 방형(C)로 나눌 수 있다. 횡구식 석실은 횡혈식 석실묘에서 확인되는 횡장방형의 평면형태는 확인되
지 않는다. 시기적 변화가 잘 나타나는 현실의 규모를 세분류 기준으로 삼아 4.5~10㎡의 대형을 1형, 2㎡
이상 4.5㎡ 미만의 중형을 2형, 2㎡ 미만의 소형을 3형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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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대가야권 출토 관고리와 비교자료
(Ⅰ형-1: 지산동(영) Ⅱ-6호, 2: 경주 보문리부부총, 3: 사천 월성리 8호, Ⅱ형-4: 저포리 E-2호, 5: 저포리 E-14호, 6: 저포리 E-4-1호, 7: 삼가 3F
호, 8: 삼가 8C호, 9: 삼가 9F호, 10: 삼가 3G호, 11: 삼가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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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에서 ⅠA형식, ⅠB형식, ⅡB형식, ⅡC형식, ⅢB형식, ⅢC형식의 6개의 형식이 확인되었으며,
세분류를 포함해 ⅠA3식, ⅠB1식, ⅠB2식,ⅠB3식, ⅡB1식, ⅡB2식, ⅡB3식, ⅡC1식, ⅡC2식, ⅢB2식,
ⅢC1식, ⅢC2식 등 모두 12개 형식이 확인된다.

① ⅠA3식
ⅠA형식으로 분류된 횡구식 석실묘에는 중·대형은 보이지 않고 모두 소형만 확인된다. 이 형식의 석
실은 한쪽 단벽의 전면을 입구로 사용하고 평면 형태가 세장방형인 석실로 현실의 규모는 2㎡ 미만의 소형
석실만이 확인된다. 합천 저포리 C-8호, E-5-1호, E-5-2호, E-17호 등 4기, 고령 지산동 역사관부지
(경) 4호, 18-2호 등 2기로 총 6기가 이 형식에 속한다.
6기 모두 시상은 현실 바닥 전면에 한 벌 깔아 낮은 시상을 마련하였거나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은 무시
상식이다.
묘도는 현실에서 묘도까지 편평하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묘도가 현실쪽으로 경사지게 굴착
된 경사식이 대부분이다. 묘도의 폐쇄는 대부분 할석을 이용하여 쌓아서 폐쇄하였다.
내부에서는 관 부속구는 한 점도 확인되지 않으며 합천 저포리 E-5-1호 석실묘에서 합천 옥전고분군
에서 출토된 옥전형의 조형장 철판의기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양지역이 황강으로 연결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② ⅠB형식
한쪽 단벽의 전면을 입구로 사용하는 장방형 석실이다. ⅠB형식은 석실의 규모에 따라 대형인 ⅠB1식,
중형인 ⅠB2식, 소형인 ⅠB3식으로 나누어진다.

<그림 17> ⅠA3식 석실(좌: 저포리 E-5-1호, 우: 저포리 E-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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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ⅠB1식 석실(좌: 저포리 D-Ⅱ-1호, 우: 옥전 M10호분)

ⅰ. ⅠB1식
단벽 전체를 입구로 사용하고 현실의 규모가 대형인 장방형 석실이다. 이 형식에 해당하는 석실은 2기
로 옥전 M10호분, 저포리 D-Ⅱ-1호이다. 모두 합천지역에서 확인되는데 전체적인 형태에서 매우 닮아 있
다. 10m 이상의 봉토가 잔존하며 봉토의 가장자리에는 평면 원형의 호석이 둘러져 있다.
석실의 입구에는 문지방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배묘가 각 1기씩 확인되는데 모두 입구가 설치된 전벽
전방에 축조되어 있다. 현실 내부 바닥에는 자갈을 깔았는데 옥전 M10호분은 현실 중앙에 360×120 정도
의 규모로 자갈을 깔고 그 위에 8매의 할석을 등간격으로 놓아 관대를 설치한 반면 저포리 D-Ⅱ-1호는 현
실 바닥 전면에 자갈을 깔았다. 평면적에서 옥전 M10호분은 9.07㎡인 반면 저포리 D-Ⅱ-1호는 5.12㎡로
큰 차이가 난다.
옥전 M10호분은 옥전고분군의 전통인 목개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저포리 D-Ⅱ-1호는 목개의 사용을
알 수는 없으나 개석이 놓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에 있어서도 옥전 M10호분은 옥전고분군에서 전 시기
부터 부장되어 온 조형장 철판의기가 부장되는 반면 저포리 D-Ⅱ-1호는 부장되지 않았다.

ⅱ. ⅠB2식
현실의 규모가 중형인 석실묘로 8기가 확인된다. 합천 저포리 E-3호, 4-1호, 7호, 13호, 22-1호, 창
리 A-71호, 76호, 고령 지산동 왕릉전시관 부지(영) Ⅱ-5호가 이 형식에 속한다. 8기 중 7기가 합천지역
에서 확인되는 형식이다. 이 중 저포리 E-3호와 4-1호, 22-1호, 지산동 왕릉전시관부지(영) Ⅱ-5호는 현
실 바닥에 할석 또는 천석이 한 벌 깔리는 전면시상인데 반해 저포리 E-7호와 E-13호, 창리 A-71호와
A-76호는 측벽에 시상 또는 관대를 마련하여 피장자를 안치하였다.
저포리 E-4-1호 석실묘는 같은 봉분 내에 2기의 배묘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2기의 배묘는 같은 형식
의 횡구식 석실묘이나 규모의 차이가 난다. 봉토는 저포리 E-4-1호 석실이 위치한 4호분이 직경 10.3m로
가장 크며, 대부분 직경 6m 내외의 봉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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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ⅠB2식 석실(좌: 저포리 E-3호, 우: 저포리 E-22-1호)

저포리 E-3호와 4-1호에서는 옥전고분군에서 출토되는 조형장 철판의기가 출토되고 있다. 현실로 들
어가는 길인 묘도는 현실 바닥과 묘도 바닥의 높이가 같은 평식이거나 묘도에서 현실로 경사지게 굴착된 내
향경사식으로 저포리 E-4-1호 석실은 묘도가 현실에서 외부로 나가면서 넓어지는 나팔상 묘도를 가지고
있다. 입구의 폐쇄는 대부분 할석을 이용하여 폐쇄하였다.
저포리 E-3호와 4-1호, 13호, 창리 A-71호에서는 관정이 출토되었고 저포리 E-3호와 4-1호에서
각각 꺾쇠 1점이 출토되었다. 2차례의 매장이 이루어진 저포리 E-7호와 창리 A-71호를 제외하면 현실의
너비가 100㎝ 내외로 매우 좁은 관계로 1차례의 매장만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ⅲ. ⅠB3식
전면 입구 장방형 석실로 2㎡ 미만의 소형 횡구식 석실묘이다. 합천 저포리 C-9호, D-Ⅰ-4호,
E-1-5호, 4-2호, 4-3호, 21호, 지산동 왕릉전시관 부지(영) Ⅱ-29호, 79호분이 이 형식에 해당된다. 대
부분 합천지역에서 확인되는 형식이다.
시상은 모두 현실 바닥 전면에 할석 또는 천석을 한 벌 깔아 놓은 전면 시상이다. 묘도는 ⅠA3식과는

<그림 20> ⅠB3식 석실(좌: 저포리 E-4-2호, 우: 저포리 D-Ⅰ-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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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내향경사식보다는 현실과 묘도의 높이가 동일한 평식으로 조성하였다. 입구의 폐쇄는 대부분 할석을
이용하여 폐쇄하였는데 저포리 D-Ⅰ-4호 석실은 할석과 판석을 혼용하여 폐쇄하였다. 할석과 판석을 혼용
하여 폐쇄한 형태는 백제지역 횡구·횡혈식 석실묘의 입구 폐쇄방식으로 서천 칠지리 6호분, 남원 초촌리고
분군 등에서 확인된다. 현실의 너비는 70㎝ 내외로 매우 좁은 관계로 모두 1차례의 매장만이 이루어졌다.
8기 중 5기는 주석실에 배묘로 배치되어 있는 석실들로 저포리 E-4-2·3호는 E-4-1호 석실분의
배묘이다. E-4-2·3호는 같은 형식의 석실들로 이 석실들보다 현실의 규모가 약간 큰 ⅠB2식에 속하는
E-4-1호 석실보다 후행하는 것으로 보아 시기상 ⅠB2식→ⅠB3식의 변화상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고령 지산동 왕릉전시관 부지(영) Ⅱ-29호에서는 경산 임당, 김해 구산동 등 신라지역에서 확인되는 유
자이기가 확인된다. 고령 지산동 왕릉전시관부지(영) Ⅱ-29호를 포함한 2기의 석실은 평면비 2.9~3.0:1
로 세장방형에 가까운 형태이고 평면적 2㎡에 가깝다. 그리고 Ⅱ-79호 석실 내부에서는 두침석으로 추정되
는 할석이 확인된다.

③ ⅡB형식
편재 입구 장방형 석실로 전면 입구의 Ⅰ식과는 달리 측벽 또는 후벽에 시상 이나 관대가 설치되며 대
부분 중형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모두 11기가 확인되며 합천 삼가고분군 1기를 제외하면 모두 창리고
분군에서 확인되는 형식이다. 현실의 규모에 따라 3식으로 분류된다.

ⅰ. ⅡB1식
대형에 속하는 것들로써 창리 A-64a호, B-25호, 74호로 3기 모두 창리고분군에서 확인되는 형식이
다. 시상이 아닌 할석을 등간격으로 측벽 가까이에 설치한 관대형이다. 관대형은 대가야권 내 다른 석실에
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창리고분군의 특징으로 파악된다.
창리 A-64a호는 입구의 위치가 전벽의 우측에 편재해 있으며 1기의 배묘를 가지고 있다. 평면비가
1.56:1이며 평면적은 5.04㎡이다. 창리 B-74호는 전면의 좌측에 입구가 편재해 있으며 평면비는 2.2:1이

<그림 21> ⅡB1식 석실(좌: 창리 A-64a호, 우: 창리 B-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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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ⅡB2식 석실(좌: 창리 A-66호, 우: 창리 B-38호)

고 평면적은 4.95㎡이다. 창리 A-64a호와 B-74호는 평면비에서 약간의 차이는 확인되지만 평면적에서는
거의 유사하고 모두 측벽에 관대를 설치하고 있다.

ⅱ. ⅡB2식
중형에 속하는 석실로 ⅡB형식 중 가장 많은 6기가 확인된다. 창리 A-66호, 68a호, 73a호, 74a호,
B-38호, 77호로 모두 창리고분군에서 확인되며 3㎡ 내외의 규모를 가진다. 입구는 좌편재가 대부분을 차
지하며 일부 석실은 1기의 배묘가 배치된 다곽식 고분이다. 호석은 1기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봉토의 크기
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모두 측벽에 시상 또는 관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A-66호와 B-38호는 높이 20
㎝ 이상의 높은 시상을 마련하였다.

ⅲ. ⅡB3식
소형에 속하는 석실로 합천 삼가 9B호, 창리 A-69b호가 여기에 속한다. 주석실의 배묘로 조성되어 있
다. ⅡB형식의 중·대형 석실이 대부분 측벽시상이 마련된 반면 이 형식에 속하는 석실은 모두 현실 바닥

<그림 23> ⅡB3식 석실(좌: 삼가 9B호, 우: 창리 A-69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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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ⅡC1식 석실(좌: 창리 B-25호, 우: 창리 B-26호)

전면에 시상을 깔았다. 소형 석실임에도 전면 입구를 사용하지 않고 편재 입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실의
너비가 80㎝이고, 입구의 너비는 60㎝로 관을 현실 안으로 들이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현실과 묘도의
높이가 같은 평식으로 묘도를 조성하였고, 삼가 9B호는 할석과 판석을 혼용하여 폐쇄한 반면 창리 A-69b
호는 할석으로 입구를 폐쇄하였다. 평면비에서 약간의 차이는 확인되지만 면적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알 수
없다.

④ ⅡC형식
편재 연도 방형 석실로 3기 모두 창리고분군에서 확인된다. 이 형식의 석실은 현실의 규모에서 대형과
중형으로 나누어지고 소형은 확인되지 않는다. 현실 내부에는 측벽시상 또는 후벽시상이 마련되어 있다.

ⅰ. ⅡC1식
대형의 석실로 창리 B-25호, B-26호 등 2기로 모두 창리고분군에서 확인된다. 2기 모두 후벽에 낮은
관대형 시상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역적 특색으로 파악된다. 석실묘 이전 단계인 수혈식 석곽묘가 축조되는
시기부터 관대형을 사용하는 전통을 석실묘 단계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기는 좌편재, 1기는 우편재 입구를 사용하고 있다. 창리 B-26호는 호석이 확인되는데 이 호석으로 확
인된 봉토의 직경은 7.5m로 파악된다.

ⅱ. ⅡC2식
중형의 석실로 창리 B-17a호 1기가 확인된다. 1기만 확인되나 대형의 석실과는 시상, 배묘의 유무 등
에서 상이한 점이 확인되어 형식 분류하였다. 창리 B-17a호는 같은 형식의 대형 석실과는 달리 측벽에 관
대형 시상을 마련하고 있으며 1기의 배묘가 봉토 내에 축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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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ⅡC2식 석실(좌: 창리 B-17a호)･ⅢB2식 석실(우: 창리 B-22a호)

⑤ ⅢB2식
전벽 중앙 창구조 입구를 가진 장방형 석실인 ⅢB형식에서는 대형과 소형은 축조되지 않고 중형의 것만
2기 확인된다. 창리 B-22a호, 49호 2기 모두 측벽에 관대형 시상을 마련하였다. 창리 B-22a호는 3기의
배묘가 축조되어 있다. 창리 B-49호는 측벽에 길이 188㎝, 너비 60㎝, 높이 12㎝의 관대형 시상을 마련하
고 있다.

⑥ ⅢC형식
ⅢC형식은 전벽 중앙 창구조 입구를 가진 방형 석실로 소형은 확인되지 않고 대형과 중형만 확인된다.
모두 창리고분군에서 6기가 확인된다.

ⅰ. ⅢC1식
전벽 중앙 창구조 입구를 가진 방형 석실로 대형에 속한다. 창리 A-5호, B-23a호, 24호, 27호, 40a
호로 5기 모두 창리고분군에서 확인되며 창리고분군 중에서도 B지구에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모두 현실과
묘도의 높이가 같은 평식 묘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입구의 방향과는 평행하게 현실의 측벽에 관대형 시상을
마련하였다. 관대형 시상의 크기는 대부분 길이 160㎝, 너비 60㎝ 내외로 일정하며 모두 높이 20㎝를 넘지
않는 낮은 시상을 마련하였다.
창리 B-23a호, B-27호, B-40a호는 호석이 확인되는데 봉토의 직경은 7.5~9m로 파악된다. 호석이
둘러진 석실묘 중에서 배묘가 축조되는 B-23a호는 4기의 배묘가 배치되어 있으며 B-40a호는 1기의 배묘
가 배치되어 있다. 잔존 벽석의 높이가 110㎝로 가장 잘 남아 있는 창리 B-23a호는 잔존하는 높이까지 거
의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110㎝ 이상에서부터 기울어져 천정과 만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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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ⅢC1식 석실(좌: 창리 B-40a호)･ⅢC2식 석실(우: 창리 A-10호)

또한 B-27호에서는 철탁과 집게 등이 확인되고 있어 이 지역의 철기 생산과 관련된 인물의 무덤으로
파악되어 진다.

ⅱ. ⅢC2식
전벽 중앙 창구조 입구를 가진 방형 석실로 중형에 속한다. 창리 A-10호 1기만 확인된다. 창리 A-10
호는 측벽에 관대형 시상이 마련되어 있다. 3기의 배묘가 설치되어 있으며 호석이나 주구는 확인되지 않는
다. 잔존 높이는 90㎝로 수직으로 올라다가 90㎝ 이상에 기울어져 천정과 만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횡구식 석실묘에 대한 형식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횡구식 석실묘 형식 분류표
형태

Ⅰ(전면입구)
A(세장방형)

Ⅱ(편재입구)

Ⅲ(중앙 창구조)

B(장방형)

B(장방형)

C(방형)

1
(대형)

옥전 M10
저포 D-Ⅱ-1

창리
A-64a·
B-25·74

창리 B-25·26

2
(중형)

저포 E-3·41·7·13·22-1
창리 A-71·76, 지산
(영) Ⅱ-5

창리
A-66·68a·
73a·74a,
B-38·77

창리
B-17a

저포 C-9, D-Ⅰ-4,
E-1-5·4-2·43·21,
지산(영) Ⅱ-29·79

삼가 9B,
창리 A-69b

규모

3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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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포
C-8· E-5-1·
5-2·17
지산(경)
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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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장방형)

C(방형)
창리
A-5, B-23a·
24·27·40a

창리
B-22a·49

창리
A-10

(2) 횡혈식 석실묘

횡혈식 석실묘 역시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많은 속성이 있으나 연도의 위치와 현실의 평면형태, 규모
등이 시공간적인 차이와 변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형식 분류하고자 한다.
먼저 연도의 위치는 양수식 연도(Ⅰ식), 우편수식 연도(Ⅱ식), 좌편수식 연도(Ⅲ식)으로 나눌 수 있다.
현실의 평면형태는 평면비가 3.0:1 이상인 세장방형(A), 3.0~1.3:1인 장방형(B), 1.0:1의 방형(C), 1.0:1
미만의 횡장방형(D)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횡혈식 석실묘는 횡구식 석실묘와는 달리 세장방형 석실(A)
은 확인되지 않는다. 시기적 변화가 잘 나타나는 현실의 규모를 세분류 기준으로 삼아 4.5㎡ 이상의 대형을
1형, 2㎡ 이상 4.5㎡ 미만을 2형, 2㎡ 미만을 3형으로 분류하였다.
대분류에서 ⅠB형식, ⅠC형식, ⅠD형식, ⅡB형식, ⅡC형식, ⅢB형식, ⅢC형식, ⅢD형식의 8개의 형
식이 확인되었으며, 세분류를 포함해 ⅠB2식, ⅠC1식, ⅠC2식, ⅠD2식, ⅡB1식, ⅡB2식, ⅡB3식, ⅡC1
식, ⅢB1식, ⅢB2식, ⅢB3식, ⅢC1식, ⅢD1식 등 모두 13개 형식이 확인된다.

① ⅠB2식
ⅠB형식의 석실에서는 대형과 소형은 축조되지 않고 중형의 것(ⅠB2식)만 1기 확인된다. 고령 지산동
73·74호분 조사 중 그 주변에서 확인된 제8호 묘가 현재 유일하다. 이 8호 묘는 평면비 2.34:1로 장방형
의 평면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현실 바닥 전면에 천석을 깔았다.
지산동 8호 묘는 호석과 주구가 둘러져 있으며 봉토의 직경은 8.2m로 추정된다.

② ⅠC형식
ⅠC형식의 석실에서는 소형은 축조되지 않고 중·대형의 석실만 확인된다. 양수식 방형 석실로 현실의
규모에 따라 대형과 중형으로 나누어진다. 모두 호석이 둘러져 있고 5~23m의 봉토가 확인된다.
연도의 길이는 120㎝ 이상의 중연도를 가지고 있다. 연도의 바닥은 대부분 현실 바닥과 연도 바닥의 높

<그림 27> ⅠB2식(좌: 지산동(대동) 8호)와 소가야 석실(우: 고성 내산리 64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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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평식이고 일부 나팔상의 연도가 확인되지만 세장방형의 연도가 주를 이룬다. 시상은 전면시상은 확
인되지 않고 측벽시상과 후벽시상처럼 한쪽벽에 붙여 마련하였으며 높이 20㎝ 이상의 고시상이다. 일부 제
사유구와 배수구가 확인되기도 한다.
이 형식의 석실은 모두 5기가 확인되는데 합천지역의 저포리 E-2호·6호, 고령지역의 고아2동고분,
지산동 역사관 부지(경) 10호, 왕릉전시관 부지(영) Ⅰ-138호분이 여기에 속한다.

ⅰ. ⅠC1식
양수식 연도 방형 석실로 대형에 속하며 고령 고아2동고분, 저포리 E-2호, 6호로 3기가 확인된다. 고
령 고아2동고분은 직경 21~23m의 봉토를 가지고 있으며 연도의 길이는 670㎝로 매우 긴 연도를 가지고
있다. 시상은 측벽에 마련하였으며 바닥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였다.
합천 저포리 E-2호는 직경 10m의 봉토가 잔존하며 봉토 가장자리로 이중의 호석을 둘렀다. 연도의 길
이는 120㎝로 중연도를 가지고 있고 시상은 후벽에 붙여 높은 고시상을 마련하였다. E-6호는 직경 5.2m

<그림 28> ⅠC1식 석실(좌: 고령 고아2동고분, 우: 합천 저포리 E-2호)

<그림 29> ⅠC2식 석실(좌: 고령 지산동(경) 10호, 우: 고령 지산동(영) Ⅰ-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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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봉토가 잔존하며 호석이 둘러져 있다. 호석 앞으로는 제사유구가 확인된다. 연도는 150㎝로 비교적 긴
연도를 가지고 있으며 시상은 측벽에 붙여 마련하였다.

ⅱ. ⅠC2식
중형에 속하는 석실로 고령 지산동 역사관 부지(경) 10호, 지산동 왕릉전시관부지(영) Ⅰ-138호 2기로
모두 고령지역에서 확인된다. 6~7m의 잔존봉토가 확인되고 봉토의 가장자리에는 호석이 둘러져 있다. 연
도의 길이는 120~160㎝로 비교적 긴 연도를 가지고 있으며 연도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고 단면형태는
일부 내향경사식이 확인된다. 2기 모두 연도의 방향과 직교하도록 후벽에 붙여 시상을 마련하였다.

③ ⅠD2식
양수식 연도 횡장방형 석실로 대형과 소형은 확인되지 않고 중형의 ⅠD2식만 확인된다. ⅠD2식은 고
령 지산동 역사관 부지(경) 22-1호, 합천 저포리 C-2호 2기가 확인된다. 직경 6~7m의 잔존봉토가 확인
되며 저포리 C-2호는 호석이 둘러져 있고 지산동 역사관 부지(경) 22-1호는 주구가 확인된다. 2기 모두
동일 봉토 내에 배묘가 배치되는데 저포리 C-2호는 4기가 배치되며 지산동(경) 22-1호는 2기의 배묘가 배
치된다. 연도의 길이는 70㎝ 내외로 비교적 짧은 연도를 가지고 있으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고 단면형태
는 현실바닥과 연도 바닥의 높이가 같은 평식이다. 2기 모두 연도의 방향과는 직교하도록 후벽에 붙여 높은
고시상을 마련하였다.

④ ⅡB형식
우편수식 연도 장방형 석실로 현실의 규모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누어진다. 총 51기로 대가야
권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형식이다. 고령지역 39기, 합천지역 12기가 확인되어 고령을 중심으로 축조되
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0> ⅠD2식 석실(좌: 고령 지산동(경) 22-1호, 우: 합천 저포리 C-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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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ⅡB1식 석실(좌: 고령 고아동벽화고분, 우: 합천 옥전 M11호분)

<그림 32> ⅡB2식 석실(上左: 고령 지산동(영) Ⅱ-111호, 上右: 합천 삼가 9C호), (下左: 고령 지산동(경) 6호, 下右: 합천 저포리 C-10호)

ⅰ. ⅡB1식
대형의 석실묘로 고령 고아동벽화고분, 합천 옥전 M11호분, 저포 C-7호분 등 3기가 확인된다. 각각
고아동고분군, 옥전고분군, 저포리고분군 내에서 가장 대형의 석실들이다.
3기 모두 호석이 돌려져 있으며 직경 18~25m의 대형 봉토를 가지고 있다. 연도의 길이는 165~482㎝
로 비교적 긴 연도를 가지고 있으며 저포리 C-7호와 고아동벽화고분은 평식의 단면형태와 세장방형의 평
면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옥전 M11호분은 현실에서 연도, 묘도 쪽으로 가면서 바닥이 낮아지는 외향경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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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평면형태는 나팔상 연도를 가지고 있어 재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상은 3기의
석실묘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옥전 M11호분은 전면시상, 저포리 C-7호는 무시상, 고아동벽화고분은 측벽
시상이 마련되었다. 이는 지역적 양상으로 파악된다.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저포리 C-7호를 제외한 2기의
석실묘에서는 관정을 비롯한 관 부속구들이 확인된다.

ⅱ. ⅡB2식
중형의 석실묘로 39기가 확인된다. ⅡB2식의 석실은 합천 저포리 C-10호, D-4호, E-1-3호·15-1
호·18-1호·19호·24호, 삼가 3I호·9A호·9C호, 고령 지산동 왕릉전시관 부지(영) Ⅰ-69호·70
호·100호, Ⅱ-6호·14호·23호·28호·40호·51호·72호·78호·81호·103호·108호·110
호·111호, 지산동 역사관 부지(경) 13호·14-1호·15호·20호·23-1호·25호·26호·29호·32
호·34호, 지산동(대동) 9호, 장기리 1호, 쾌빈리 1호·2호이다. 고아동벽화고분과 같이 측벽시상이 마련
된 형식과 옥전 M11호분과 같이 전면시상이 마련된 형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측벽시상이 마련된 석실은 27기가 확인되며 고령지역에서 19기, 합천지역에서 8기가 확인된다. 고아동
벽화고분과 같이 호석이 확인되는 형태를 전형으로 하며 봉토의 직경은 크게는 11m, 작게는 4.3m의 봉토
가 확인된다. 연도의 길이가 100㎝가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연도가 대부분이다.
전면시상이 확인되는 석실은 12기로 고령지역 10기, 합천지역 2기가 확인된다. 호석이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봉토의 규모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도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세장방형을
띠고, 단면형태는 일부 경사식이 확인되나 대부분 평식이다. 연도의 길이는 100㎝ 내외로 비교적 짧은 연도
를 가지고 있으며 너비 또한 60㎝ 내외로 일원화된다.

ⅲ. ⅡB3식
소형 석실로 고령 지산동 왕릉전시관 부지(영) Ⅰ-75호, Ⅱ-38호·49호·90호·101호, 지산동 역사
관 부지(경) 6호·18-1호·19호·24호·28호·33호이며, 9기 모두 고령지역에서 확인된다. 호석은 대부

<그림 33> ⅡB3식 석실(좌: 지산동(경) 18-1호, 우: 지산동(영) Ⅱ-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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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확인되지 않으며 일부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연도의 길이는 60㎝ 이하의 단연도이고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나팔상의 연도가 확
인되기도 한다. 연도의 단면 형태는 평식보다는 내향경사식이 주로 확인된다. 연도의 폐쇄에는 할석이 주로
사용되지만 이 형식에서는 판석의 사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시상은 대부분 전면시상이 마련되는데 측벽
시상도 2기가 확인된다.

⑤ ⅡC1식
ⅡC1식은 우편수식 연도를 가진 방형 석실로 중형(ⅡC2식)과 소형(ⅡC3식)은 확인되지 않고 대형의 석
실만 확인된다. 고령 지산동 절상천정총, 합천 저포리 E-8-1호, 삼가 3F호·3G호·7호로 5기다. 현실의
규모에서 약간의 차이는 확인되나 대부분 평면적 5㎡ 이상의 대형 석실묘이다. ⅡC1식은 고령지역에서 1
기, 합천지역에서 4기로 대부분 합천지역에서 확인된다. 합천지역 중에서도 삼가고분군에서 주로 확인되는
형식이다. 호석은 2기에서만 확인되며 봉토의 직경은 8~14m로 파악된다.
이 형식의 석실에서는 문지방석을 비롯한 문틀시설이 확인되는데 특히 절상천정총은 연문부에 문주석,
문지방석, 문비석을 갖추고 있다. 연도의 길이는 443㎝로 매우 긴 연도를 가진 절상천정총을 제외하면 대부
분 100㎝ 내외의 중연도를 가지고 있고 단면형태에서 일부 약한 내향경사식이 확인되나 대부분은 평식 연
도를 갖추고 있다. 연도의 평면형태는 모두 세장방형이다. 연도의 폐쇄에 문비석의 역할을 하는 판석을 사
용하는 것이 전형으로 파악된다. 시상은 전면시상보다는 후벽이나 측벽에 마련하고 있고 대부분 20㎝ 이상
의 고시상이다.

<그림 34> ⅡC1식 석실(좌: 절상천정총, 우: 삼가 3G호)

⑥ ⅢB형식
좌편수식 연도 장방형 석실묘로 17기가 확인되며 저포리 D-Ⅰ-1호 석실묘를 조형으로 하는 형식으로
측벽시상이 전형이다. 모두 17기로 고령지역에서 10기, 합천지역에서 7기가 확인된다. 현실의 규모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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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ⅢB1식
대형 석실 로 4기 모두 합천지역에서 확인된다. 합천 저포리 C-1호, D-Ⅰ-1호, E-12호, 삼가 9F호
둥이다. 합천 저포리고분군에서 3기가 확인되어 저포리고분군을 중심으로 성행한 형식으로 판단된다. 봉토
는 6~20m로 중대형의 봉토가 확인된다. 저포리고분군 C-1호와 E-12호 석실은 호석이 둘러져 있고 C-1
호와 D-Ⅰ-1호는 각각 2기와 4기의 배묘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합천지역의 배묘 전통을 잇는 것으로 판
단된다.
연도의 길이는 모두 150㎝ 이상의 비교적 긴 연도를 가지고 있고 이 중 저포리 D-Ⅰ-1호는 300㎝에
가까운 연도를 가지고 있다. 문지방석을 비롯한 문틀시설이 확인된다. 연도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 대부
분을 차지하며, 단면형태는 약한 내향경사식이 확인되기도 하나 대부분 평식이고 모두 할석을 쌓아 폐쇄하
였는데 저포리 D-Ⅰ-1호는 현문과 연문에 이중으로 폐쇄하였다. 시상은 측벽시상이 전형인데 후벽시상과
전면시상도 일부 확인된다.

<그림 35> ⅢB1식 석실(좌: 저포리 D-Ⅰ-1호, 우: 삼가 9F호)

ⅱ. ⅢB2식
중형 석실로 합천 저포리 E-16호, 고령 지산동 왕릉전시관 부지(영) Ⅱ-13호·26호·39호·46
호·56호·60호·112호, 지산동 역사관 부지(경) 2호 등 9기가 확인된다. 호석은 지산동 왕릉전시관 부지
(영) Ⅱ-60호 1기에서만 확인되며 고령지역에서 매우 드물게 왕릉전시관부지 Ⅱ-13에서 2기의 배묘가 배
치되어 있다.
연도의 길이는 100㎝ 이상이 일부 확인되나 대부분 90㎝ 이하로 비교적 짧은 연도를 가지고 있다. 연
도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 전형으로 일부 약한 나팔상의 연도가 확인되기도 한다. 단면형태는 내향경사
식이나 외향경사식의 경사식을 전형으로 대부분 확인된다. 모두 할석으로 현문에 폐쇄하였다. 시상은 전면
시상이 대부분 확인되는데 일부 측벽시상이 확인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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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ⅢB2식 석실(좌: 지산동(영) Ⅱ-60호, 우: 지산동(영) Ⅱ-112호)

ⅲ. ⅢB3식
소형 석실로 합천 저포리 E-20호·25호, 고령 지산동 역사관 부지(경) 9호·27호 등 4기가 확인된다.
저포리고분군에서 확인된 2기의 석실은 호석이 둘러져 있고 고령지역 석실에는 호석이 확인되지 않는다. 저
포리 E-25호에서는 호석 가까이에서 제사유구가 확인된다.
연도의 길이는 60㎝ 이하의 단연도가 대부분이며 저포리 E-25호에서는 문지방석이 확인된다. 연도의
평면형태는 모두 세장방형이며 단면형태는 약한 내향경사식이 주를 이룬다. 시상은 측벽시상이 대부분으로
일부 전면시상이 확인된다. 횡구·횡혈식 석실묘 중 소형은 대부분 전면시상인데 반해 이 형식의 석실은 대
부분 측벽시상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다.

<그림 37> ⅢB3식 석실(좌: 고령 지산동(경) 9호, 우: 합천 저포리 E-20호)

⑦ ⅢC1식
좌편수식 연도를 가진 방형 석실로 중형(ⅢC2식)과 소형(ⅢC3식)은 확인되지 않고 대형만 확인된다.
합천 옥전 M28호분, 저포리 C-6호, E-9호·14호·23-1호 등 5기로 모두 합천지역에서 확인된다. 3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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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호석이 확인되며 저포리 E-23호분에는 1기의 배묘가 배치되어 있다. 저포리 E-9호에서는 2점의 옥전
형 조형장 철판의기가 확인되며 호석에 연접하여 석축의 제사유구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재지적인 요소인
조형장 철판의기와 신라적 요소인 석축의 제사유구가 결합한 형태로 보인다. 이 형식의 봉토는 대형 석실에
걸맞게 직경 6~15m의 봉토가 확인된다.
연도의 길이는 대부분 100~320㎝로 비교적 긴 연도를 가지고 있으나 대형의 석실임에도 불구하고 저
포리 E-23-1호는 60㎝로 매우 짧은 연도를 가지고 있다. 연도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세장방형이며 짧은 연
도인 저포리 E-23-1호만 대가야권에서 유일하게 확인되는 좌곡형이다. 단면형태는 평식이 대부분이지만
약한 경사식도 일부 확인된다. 시상은 높은 후벽시상을 전형으로 하는데 측벽시상도 일부 확인된다.

<그림 38> ⅢC1식 석실(좌: 합천 옥전 M28호분, 우: 합천 저포리 E-23-1호)

⑧ ⅢD1식
좌편수식 연도 횡장방형 석실로 중형(ⅢD2식)과 소형(ⅢD3식)은 확인되지 않고 대형만 확인된다. 대가
야권에서는 합천 저포리 E-11호분 1기만
확인된다.
호석이 확인되며 봉토의 직경은 10m
정도이다. 연도의 길이는 120㎝의 중연도
를 가지고 있다. 연도의 안쪽보다 바깥쪽이
좁아지는 역나팔형이고 시상은 후벽에 연
접하여 마련하였다. 현실 바닥에서 연도를
따라 현실 바깥쪽까지 배수로가 확인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횡혈식 석실묘에 대
한 형식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그림 39> ⅢD1식 석실(합천 저포리 E-11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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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횡혈식 석실묘 형식 분류표
Ⅰ(양수식)
B(장방형)

D(횡장방형)

B

고아2동
저포
E-2·6

1
(대형)

2
(중형)

C(방형)

Ⅱ(우편수식)

지산(대) 8

지산(경)
10
지산(영)
Ⅰ-138

3
(소형)

벽화고분, 옥전 M11,
저포 C-7

지산(경)
22-Ⅰ
저포
C-2

Ⅲ(좌편수식)
C

B

C

옥전 M28
절상천정
저포 C-1,
저포 C-6·
저포 E-8-1
D-Ⅰ-1, E-12,
E-9·14·
삼가 3F·3G·7
삼가 9F
23-1

저포 E-1-3·15-1·
18-1·19·24
삼가 3I·9A·9C
지산(영) Ⅰ-69, Ⅱ-6·14·
72·78·81·103·
108·110·111
지산(경) 15·23-1·
25·26·29·34
지산(대동) 9, 장기 1,
쾌빈 1·2

저포 E-16,
지산(영) Ⅱ-112,
지산(경) 2

저포 C-10·D-4,
지산(영) Ⅰ-70·100,
Ⅱ-23·28·40·51 지산(경)
13·14-1·20·32

지산(영)
Ⅱ-13·26·
39·46·
56·60

지산(영) Ⅰ-75, Ⅱ-90,
지산(경) 18-1

저포
E-20·25,
지산(경) 9·27

D
저포
E-11

지산(영) Ⅱ-38·49·101,
지산(경) 6·19·24·28·33

Ⅳ. 석실의 도입과 전개 양상

대가야권 석실묘는 앞서 살펴본 바처럼 횡구식 석실묘는 4단계, 횡혈식 석실묘는 4단계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각 단계의 연대는 횡구식 석실묘는 Ⅰ단계 6c 2/4분기, Ⅱ단계 6c 3/4분기, Ⅲ단계 6c 4/4분기, Ⅳ
단계 7c 이후로, 횡혈식 석실묘는 Ⅰ단계 6c 2/4분기, Ⅱ단계 6c 3/4분기, Ⅲ단계 6c 4/4분기, Ⅳ단계 7c
이후로 편년된다.
먼저 제1획기를 대가야권에 최고수장층을 위주로 횡구·횡혈식 석실묘가 채용되는 도입기와 제2획기
를 백제계 횡구·횡혈식 석실의 확산기, 제3획기를 562년 대가야의 멸망 이후 신라문화의 확산으로 일반
성원에까지 석실묘가 채용되는 성행기, 제4획기를 석실묘의 축조가 줄어들고 점차 소멸해 가는 쇠퇴기로 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제획기 중 제1획기인 도입기는 횡혈식 석실묘 1단계와 횡구식 석실묘 1단계에 해당하며 그 연대
는 6세기 2/4분기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같은 6세기 2/4분기라할지라도 횡구식 Ⅰ단계인 옥전 M10호
분이 약간 빨리 축조되고 횡혈식 Ⅰ단계가 늦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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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무령왕릉

송산리 6호분

능산리 중하총

처마리 대총

공주 금학동 1호분

공주 금학동 25호분

공주 신기동 3호분

공주 신기동 4호분

<그림 40> 무령왕릉과 백제지역 터널형 천정 횡혈식 석실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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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합천지역을 중심으로 신라
적 성격이 강한 창녕지역 횡구식 석
실묘가 도입된다. 즉, 옥전 M10호
분과 저포리 D-Ⅱ-1호분은 규모
상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2기는 모
두 같은 횡구식 ⅠB1식으로 분류되
는 것들이다. 이러한 횡구식 ⅠB1
식은 창녕지역에서 합천 옥전고분
군에 도입되어 약간의 시기차를 두
고 황강을 따라 저포리고분군으로
확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석실
은 창녕지역에서 도입되었지만 그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가야계
<그림 41> 옥전 M6호분과 출토유물(출자형 보관)

토기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옥전고분군으로

대표되는 다라국이 옥전 M3호분 단계인 5세기 4/4분기에 대가야 연맹체의 일원으로 편입되고 그 이후 지
속적으로 그 관계가 유지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조영제 2007) 그러나 6세기 2/4분기가 되면
입장은 일변한다.
즉, 이 시기는 대가야의 격변기로 532년 전기가야의 맹주인 금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는 반면 대가야
는 522년 신라와 혼인동맹을 맺고 신라는 왕녀를 보내면서 시종 100여명을 딸려 보냈다. 이에 대가야는 의
구심을 가지고 왕녀의 시종들에서 신라식의 옷을 입도록 하였고, 이들을 諸縣에 散置하였다. 이 과정에서
출자형 보관과 횡구식 석실이 창녕지역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어 진다.
옥전고분군의 경우 전시기 금공품을 포함한 대량의 유물이 부장되다가 옥전 M10호분에서 유물의 박장
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라국이 독자성을 거의 상실해가는 것으로 파악된다.(조영제 2007)
이 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M6호분에서 출토된 出字形 寶冠이다. 이러한 형태의 보관은 신라양식으로 쉽
게 유통될 수 없는 대단히 상징성이 강한 자료이다. 이와 더불어 고분의 분형이 변화한다. M6호분과 M10
호분이 축조되기 이전 시기에는 봉토분의 분형은 타원형을 띠는 반면 이 시기부터는 대부분 원형을 띠고 있
어 보수성이 강한 고분의 매장관념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고령지역은 횡혈식 석실묘 1단계에 백제 웅진기 횡혈식 석실묘를 받아들이면서 횡혈식 ⅠC1
식의 고아2동고분과 ⅡB1식의 고아동벽화고분, ⅡC1식의 지산동 절상천정총이 축조된다. 이 도입기의 석실
들은 모두 대형으로 당시 최고수장급의 무덤이다. 봉토의 직경 또한 18m 이상이고 횡혈식 석실묘는 연도의
길이가 300㎝ 이상으로 매우 긴 연 연도를 가지고 있으며 연도의 너비 또한 100㎝ 이상으로써 대형이다.
이 중 고아동 벽화고분은 백제 공주지역 금학동, 신기동고분군에서 확인되는 터널(아치)형 장방형 석실
이 직접 이식된 석실로 보인다.(홍보식 2013) 이 터널형 천정은 523년 죽어 525년에 매장이 이루어진 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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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무덤 축조를 계기로 나타나는 천정형태로 이후 같은 전실묘인 송산리 6호분과 석실묘인 능산리 중하
총, 처마리 대총 등을 거치면서 정형화 과정을 거쳐 백제 횡혈식 석실묘의 형태로 자리잡는다. 그리고 무령
왕릉은 기존 방형의 현실 평면형태를 장방형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어 무령왕릉의 축조를 기점으로 백제 횡
혈식 석실묘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형태의 백제 석실묘가 대가야의 중심지역인 고령지역으로
직접 이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시상에 있어서도 공주 무령왕릉에서 왕과 왕비가 매장된 것과 같이
부부장을 염두에 둔 2인장 위주의 매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백제적인 매장방식까지도 백제에서 직
접 이입된 것으로 파악되어진다.
고아2동고분과 절상천정총의 연문부에 설치된 문주석은 이 시기 신라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요소로
백제지역의 경우 한성백제시기부터 문주석 등 문틀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에서 백제지역에서 이식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 시기의 석실들은 모두 장방형 또는 방형의 평면형태를 띠고 있고 평식의 세장방
형 연도를 갖추고 있고 시상 배치에서 모두 측벽시상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적 전통인 배묘가 1기도 확인
되지 않고 있어 백제지역에서 직접 이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6세기 2/4분기로 편년되는 도입기의 횡혈식 석실묘는 모두 백제지역에서 고령에 직접 이입
된 유구들이며, 이러한 유구가 모두 지산동고분군에서 동시기의 고분 중 대형에 속하기 때문에 백제계 횡혈
식 석실묘는 대가야의 지배층 무덤으로 선택되어 도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된 배
경으로는 541년과 544년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임나부흥회의를 들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529년 신라와의 결혼동맹이 파기되는데 이후 대가야는 530년대부터 친백제 정책을 추
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541년과 544년 백제가 주도한 任那復興會義에 加羅의 上首位 古殿奚와 多羅
의 下旱岐가 왔다는 기사에서 보듯이 대가야는 백제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관계유지에 매우 적극
적이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제2획기인 확산기는 횡구식 석실묘 Ⅱ단계와 횡혈식 석실묘 Ⅱ단계에 해당하며 그 연대는 6세기 3/4분
기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같은 6세기 3/4분기라 할지라도 백제계 석실묘의 요소가 강하게 영향을 끼치
는 시기와 신라계 석실묘가 영향을 끼치는 시기로 나눠진다. 이는 562년 대가야의 멸망을 기점으로 전·후
시기의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백제계 석실묘의 요소가 강하게 영향을 끼치는 시기를 살펴보면 도입기 석실들을 조형으로 하면서
고령지역에서 합천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파악된다. 이 확산 과정에서 새로운 요소들이 추가되거나 다
른 지역으로부터 또 다른 형식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다양한 석실들이 축조된다.
ⅠC1식인 E-2호분은 연도의 길이가 짧아지고 현실의 규모에서도 횡혈식 Ⅰ단계의 ⅠC1식인 고아2동
고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고 있으나 같은 형식으로 분류되며 현실에 측벽시상을 마련하고
있어 전 시기 전통을 그대로 잇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ⅡB1식, ⅡB2식 석실인 옥전 M11호분, 저포리 C-7호분, C-10호분, D-4호분, E-1-3호분은 고령
고아동 벽화고분에서 분화하여 합천지역으로 확산되는데 기존 도입기 석실의 특징인 우편수식 연도 장방형
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옥전 M11호분처럼 나팔형의 연도 및 묘도의 축조, 기존 도입기 석
실의 석재 천정이 아닌 木蓋의 설치, 조형장 철판의기의 부장 등 재지적 요소가 확인된다. 더불어 금동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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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문 관장식금구, 금제 수하부 이
식, 과대 등 백제계 유물이 확인되
는데 이는 백제의 강한 영향을 받은
무령왕비 목관 복원도

결과로 파악되어 진다.
이러한 백제계 유물 중 수하부
이식과 금동제 연화문 관장식 금구

익산 대왕묘 목관 복원도

는 백제 공주 무령왕릉 출토품과 매
우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 백제지역
에서 합천 옥전고분군으로 직접 유
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금동
제 연화문 관장식금구는 대가야를
포함해 가야지역에 그 유래가 없는

옥전 M11호분

무령왕릉

익산 대왕묘 연판장식

<그림 42> 옥전 M11호분 출토품과 백제지역 관장식구(고리)

유물로써 대가야지역 중 이 옥전고
분군의 축조세력인 다라국이 매우
중요한 곳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리고 금동제 연화문 관장식금구와 함께 못머리에 금을 씌운 금두정이 확인되는데 은두정이 확인된 저포리
D-Ⅰ-1호분과의 위계 차이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다.
하지만 옥전고분군은 M11호분을 마지막으로 축조를 중단하고 있어 다라국의 쇠퇴기 또는 소멸기의 양
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 저포리고분군을 중심으로 좌편수식 연도를 가진 석실인 저포리 C-1호분, D-Ⅰ-1호
분, C-6호분이 축조된다. 백제지역에서는 대부분 양수식 또는 우편수식 연도를 가진 횡혈식 석실이 축조
되는데 이에 반해 이 횡혈식 석실묘들은 좌편수식 연도를 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장방형의 평면형태, 배수
로의 설치 등 전체적인 형태는 횡혈식 Ⅰ단계의 도입기 석실들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어 고령지역에서 합
천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 중 신라계 요소인 좌편수식 연도의 영향을 받아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요소는 같은 획기 내 후반에 신라계 횡혈식 석실묘가 축조되는 것에서 그 요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이와 함께 저포리고분군을 중심으로 백제계 횡구식 석실묘가 축조된다. 이 백제계 횡구식 석실묘는 백
제 공주지역 단지리 고분군 등에서 확인되는 석실묘 형태로 지배자급 석실묘뿐만 아니라 일반성원의 무덤
에까지 백제계 석실묘의 영향이 끼친 결과로 파악된다. 더불어 저포리고분군은 옥전형의 조형장 철판의기
를 부장하고 관을 사용하는데 관고리의 형태는 무단식 좌판 관고리를 사용하고 있어 백제지역과 지속적인
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시기는 백제와 함께 대가야가 551년 한강유역 공취, 554년 관산성 전투에 참여하는 사건, 561년 위
덕왕의 신라 변경 공격으로 보아 백제와 대가야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
지만 이후 대가야는 562년 신라에 의해 멸망한다. 그리고 남부가야지역 또한 신라에 병합된다. 이후 5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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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대가야권 백제계 횡구식 석실묘 비교자료

신라는 합천지역에 대야주를 설치한다. 이후 점차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해 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과정에서 신라계 석실들이 대가야권에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합천 창리고분군은 수
혈식 석곽묘에서 횡구식 석실묘로 묘제가 변화한다. 횡구식 석실묘로 묘제가 변화하면서 A지구는 석실묘의
군집양상이 파악되는데 반해 B지구는 기존 수혈식 석곽묘가 축조된 지역 사이사이에 축조되는 양상이 파악
된다. 창리고분군은 전면입구를 가진 횡구식 석실보다는 주로 편재입구를 가진 횡구식 석실묘가 주로 축조
되고 있다.
그리고 세장방형의 평면형태는 1기도 확인되지 않으며 장방형에 가까운 평면형태의 석실들이 주로 축
조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 횡구식 석실이 들어 왔
을 것으로 파악되어지는 창녕지역
에서도 한쪽 단벽의 우측 또는 좌측

2

에 편재하도록 입구가 만들어진 형
태는 많이 보이지 않고 있어 이 형

3
1

식은 인근 저포리고분군에서 확인

4

되는 횡혈식 석실의 우편수식 및 좌

5

편수식의 횡혈식 석실묘의 입구 방
식을 채용하여 변형시켜 완성된 것
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창리고분군에서는 시상
의 구축에 있어 관대형 시상을 주로
채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창리고분군에서 이전 시기 축조된

6

8

7

<그림 44> 대가야권 출토 백제토기(1: 합천 창리 A-80e호묘, 2~5: 저포리 E-4-1호분 및 주
구, 6: 저포리 D-Ⅰ-13호묘, 7: 저포리 D-Ⅱ-17호, 8: 반계제 가30호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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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덕곡리 B-1호

마산 덕곡리 C-11호

<그림 45> ⅢC형식 석실묘 비교자료

수혈식 석곽묘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관대를 그대로 이어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횡혈식 석실묘의 경우 관대형 시상은 확인되지 않고 가장 이른 시기 축조된 옥전 M10호분에서 관대형
시상이 확인되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창리고분군은 이른 시기뿐만 아니라 창리고분군에서 횡구식 석실묘
가 소멸하는 시기까지도 관대형 시상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3획기인 성행기는 대가야권역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시기로서 6세기 4/4분기에 위치한다.
대가야권 도입기 석실인 백제계 횡혈식 석실묘는 더 이상 축조되지 않고 신라계 석실묘가 대부분 축조
되는 시기로 일부 백제계 또는 대가야지역 재지요소가 잔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ⅢC1식의 저포리 E-9호분은 좌편수식 연도, 방형의 평면형태, 후벽에 설치된 높은 고시상
대, 원형의 호석, 제사유구 등 전체적인 형태는 신라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반면 내부에서 출토된 옥전형
의 조형장 철판의기는 재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삼가고분군 7호분, 9F호분에서는 높은 고시상대, 호석, 좌편수식 연도, 방형에 가까운 평면형태
등 신라계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반면 백제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무단식 좌판 관고리가 관정과 함께 출토되
고 있어 이 시기까지도 백제적인 요소를 일부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고령지역의 양상은 약간 다르게 전개된다. 합천지역의 경우 전통의 옥전형 조형장 철판의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고령지역은 신라지역인 경산 임당 등지에서 확인되는 철판에 돌기가 달린
유자이기(김지훈 2014)가 출토되고 있어 신라계 석실의 요소를 더 빨리 받아들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전 시기 봉토분이 축조되어 있던 주능선을 약간 벗어난 지역 또는 구릉 사이 곡간
부에 석실묘들이 조영되게 된다. 한편 이 시기 고령지역은 쾌빈리고분군이라는 새로운 고분군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합천지역의 경우는 고령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삼가고분군의 경우 기존 고분군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기존 봉토분이 조성된 지역보다 우월한 입지에 석실분들이 조성된다. 봉토의 크기 또한
기존 봉토분은 10m급의 봉토를 가지고 있는 반면 매장주체부로 석실이 축조되는 봉토분은 15~30m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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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봉토분이 조성되어진다. 이 석실분에 축조되는 지점에 대한 발굴조사는 일부만 이루어져 있어 그 전체
적인 양상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발굴조사된 고분을 통해 보았을 때 기존 재지요소인 배묘의 축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신라와 백제의 각축장에 끼어 있던 대가야가 562년 西進해오는 신라에 멸망하고 이어서 신라에 의
한 직접통치가 벌어지던 시기이다. 한편, 이 지역에 대한 백제의 잇따른 공격으로 불안한 정세가 이어지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백제의 공격은 다음 시기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관산성
전투 이후 초기에는 上州지역을 공략하다가, 무왕대부터는 下州와 新州로 공격 방향을 전환했고 특히 무왕
말년~의자왕 초년에는 하주에 집중했다는 점이다.(김창석 2009) 따라서 석실묘 역시 이러한 정세에 맞물
려 많은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옥전 11호 목곽
옥전 M11

옥전 M10

저포 E-2

E-3

E-4-1

E-9

E-5-1

삼가 1A석곽

삼가 3G석실

Ⅱ-105
삼가 Ⅰ-M2-1호

구산동고분 지산(영) Ⅱ-28

Ⅱ-51

Ⅱ-103

<그림 46> 대가야권 출토 조형장 철판의기 및 유자이기와 비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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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획기인 쇠퇴기의 대가야권 석실묘는 그 개체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고 석실의 규모에서도 소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실 내부 시상을 구축하는 방식도 대부분 일원화되는데 전시기 전면시상, 측벽시상,
후벽시상이 다양하게 축조되던 다양성은 측벽시상에 후벽에 유물부장용 석단이 만들어지는 것을 전형으로
하는 시상 축조의 일원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시상은 장기리고분군 1호 석실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장기리
고분군은 이 시기 기존 고분군인 지산동고분군과 쾌빈리고분군을 벗어나 새로운 고분군을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진다.
이처럼 석실묘의 수가 급감하면서 축조되는 석실묘의 크기가 줄어들고 형식이 동일하다는 것은 신라가
대가야를 멸망시킨 후 시행한 지방제도 속에 대가야권역이 편재되면서 고분축조에 있어서 일정한 규제가
이루어졌던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신라의 고분 규제와 함께 백제의 잇따른 공격으로 인한 이 지
역의 정세가 고분축조에 반영된 결과로 파악된다.
도입기와 성행기 단계를 거치면서 현실 내부에서 확인되었던 옥전고분군 전통의 목개 사용, 조형장 철
판의기의 부장, 관정, 관고리, 꺾쇠, 관장식금구 등 관부속구, 관대형 시상의 축조, 배묘의 배치 등이 대부
분 사라지고 신라적인 요소로 일원화하는 단계로 기존의 전통은 대부분 자취를 감추고 소멸의 길을 걷는 것
으로 파악되어 진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대가야권의 중핵을 이루는 고령과 합천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축조된 석실묘-횡구식과 횡
혈식-에 대하여 고분 구조를 중심으로 형식분류하고 이를 단계설정하여 각 단계의 의미를 살펴 보았다. 이
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횡구식과 횡혈식 석실묘는 모두 4단계씩 나눌 수 있었으며 각 단계는 Ⅰ단계 6c 2/4분기, Ⅱ단계
6c 3/4분기, Ⅲ단계 6c 4/4분기, Ⅳ단계 7c 이후로 편년되었다. 이처럼 서로 다른 형태의 석실묘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단계로 나누어졌다는 것은 각 단계 구분이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필자는 이를 가각 석실묘의 도입기, 확산기, 성행기, 쇠퇴기의 4획기로 파악하였다.
먼저 제1획기인 도입기의 양상은 같은 대가야권이라도 고령과 합천지역이 판이하게 나타났다. 즉, 고령
지역은 백제지역의 횡혈식 석실묘가 지배층의 묘제로 채택되었음에 비해 합천지역은 창녕지역을 통한 신라
계의 횡구식 석실묘가 들어오고 있는 것에서 차이가 난다.
제2획기인 확산기의 양상은 고령지역으로 이입되었던 백제 횡혈식 석실이 합천지역으로 확산되고 이와
궤를 같이하여 백제계 횡구식 석실묘가 일반성원에까지 채용되는 시기이다. 이 백제계 횡구식 석실묘에서
는 관을 사용하고 있어 백제지역과 지속적인 친연성을 보여주는 한편 옥전형의 조형장 철판의기를 부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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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지역적 전통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앞 시기의 석실묘의 전통을 가지면서 시간의 흐
름에 따른 전 시기 요소의 변화와 외부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요소의 채용에 의해 다양한 형식의 석실묘가
만들어진 시기이다
제3획기인 성행기는 대가야권 도입기의 백제계 석실묘는 소멸하고 신라계 석실묘가 일반성원의 무덤에
까지 축조되고 대가야적 요소는 일부만 잔존하는 시기인 6세기 4/4분기에는 대가야가 멸망한 고령지역에
565년 설치된 대야주를 중심으로 신라의 지방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으나 642년에 일어난 대야성 전투에
서 알 수 있듯이 신라와 백제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던 혼란기였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대가야권 석
실묘는 전체적인 양상을 보았을 때 주로 신라계 석실묘가 축조되는 시기이다.
쇠퇴기는 석실묘의 개체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석실의 규모도 소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기존
고분군에서 벗어나 새로운 고분군을 형성한다. 이처럼 기존 고분축조지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묘지가 설정
되고, 아울러 석실 구조의 규격화와 규모의 축조는 이 지역에 대한 신라의 지방지배권의 확립에 따른 고분
의 규제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 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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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포 E-5-1

옥전 M10

<그림 47> 횡구식 석실묘의 형식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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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포 E-6

지산(대) 8

<그림 48> 대가야권 횡혈식 석실묘의 형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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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文論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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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가고분군에서는

석실묘가 축조되는 시기를 전후로 해서 대가야 토기 또는 합천지역 양식의 대가야 토기가 출토되었다(오재진 2015). 그
리고 고분군의 분포양상에서도 가야 토기와 재지의 수혈식 석곽묘가 축조되는 지역과 대가야 토기와 신라후기양식 토기가 혼재하는 횡
구·횡혈식 석실묘가 축조되는 지역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점에서 삼가고분군을 대가야권으로 포함시켜 검토
하기로 한다.
2) 고령군 고령읍은 2015년 4월 2일부터 ‘대가야읍’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3) 봉토분의 외부구조는 횡구식과 횡혈식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가야 북부지역 석실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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