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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말 김해지역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여 5∼6세기대에는 가야의 전 지역에서 사용되었다. 수혈식 석곽묘
가 축조되는 5∼6세기는 가야의 최성기이다. 한편, 횡혈식 석실묘는 가야 말기인 6세기 이후에 주로 이용되
었는데, 가야의 쇠퇴기와도 연동된다.
마지막으로, 가야사와 관련한 향후 연구 과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Ⅱ. 문헌에서 본 가야사의 전개

1)

1. 가야의 명칭

Ⅰ. 머리말
‘가야’를 가리키는 이름은 실로 다양하다. 멸망할 때까지 통일왕국의 단일정치체를 이루지 못했던 것이
나 가야인 스스로 남긴 기록이 없다거나 거의 전하지 않는 것 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가야는 1∼
문헌자료가 드문 가야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문헌과 고고자료가 적절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가야와 관
련한 한국의 사료는 매우 빈약하여 최근에는 『日本書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위기이다.

4세기의 전기가야에서 5∼6세기의 후기가야까지 12개 이상 되는 국명이 존재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야
국·가락국·금관가야나 반로국·가라국·대가야와 같이 1국이 2개 이상의 명칭으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문헌에서 본 가야사 연구에서는 가야사의 범위, 가야의 명칭, 가야사의 전개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더욱이 ‘가야’나 ‘임나’와 같이 백제나 신라와의 구별을 위해 아울러 불렀던 대명사도 있었고, 타자적 입장에

가야사의 전개에 있어서는 전기가야사-고대왕국의 성립, 전환기의 가야사-남부가야에서 북부가야로, 후기

서 후대의 서로 다른 시기와 편찬자에 의해 서로 다른 원 자료가 채록·편집·가필되었던 것들이 대부분이

가야사-영역국가로의 발전, 가야 쇠퇴기 등으로 구분해서 검토할 것이다.

었기 때문에 가야에 관한 수많은 명칭이 전해져 오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한편, 고고자료에 근거하여 가야의 성립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야를 연구하는 문헌학자들은 대

‘가야’의 한자표기에는 加耶·伽耶·伽倻의 세 가지가 있는데, 加耶 → 伽耶 → 伽倻와 같이 시대가 내려

개 변한을 포함한 가야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고고학자 중에서는 변한과 가야를 구분해 보는

오면서 加와 耶에 사람 인(人) 변이 하나씩 추가된 특징을 보인다. 고려 중기의 『三國史記』에는 加耶, 고려 후

의견이 강하다(남재우 2017).

기의 『三國遺事』에는 伽耶, 조선 전기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의 인문지리서에는 伽倻의 용례가 주로 사용되었

고고자료에 근거해 보면, 가야의 이른 단계인 변한에서 가야로의 전환기를 혁명적 변화가 아닌 자체발

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용례이면서 가장 간단한 표기인 加耶로 통일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의 관점에서 소국단계를 넘어선 연맹왕국단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연맹왕국단계의 고고학적 현상이 변

원래 가야인 스스로 대외적으로 주장했던 국명들은 『三國志』 변진전이 기록한 12개 국명에서 시작되었

한단계보다 더 강력해진 국가 권력인데 그러한 증좌가 대형분묘, 지역토기양식의 출현, 순장, 토성 등 방어

을 것이다. 『三國遺事』가 표기했던 금관가야·소가야·고녕가야·성산가야 등 ‘□□가야’의 명칭은 신라∼

시설로 볼 수 있다. 변한에서 각 소국별로 사회발전단계가 동일하지 않았듯이, 가야에서도 여러 나라별 사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당시의 행정구역 명에 가야를 부쳤던 후대적 명칭에 불과하며 가야인들조차도 알 수

이에 사회발전단계가 같지 않을 것이므로 지역적인 차이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없었던 이름이었다. 따라서 각국의 명칭에 대해서는 □□가야를 지양하고 구야국·안야국·반로국·고자미

고고학적 관점에서 가야의 시기별 특징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무덤자료이다. 가야의 무덤은

동국 또는 가락국·아라국·가라국·고자국과 같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기에 따라 목관묘 → 목곽묘 → 석곽묘 → 석실묘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가야 사람들의 생활과

‘임나(任那)’는 『日本書紀』에서 주로 쓰였기 때문에 고대 일본의 가야지배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

문화, 사회와 관념 등이 변화함으로써 생긴 것이다. 따라서 무덤의 변화를 통해서도 가야의 사회나 생활상

진 조어로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임나는 우리의 문자기록에도 있었다. 400년 ‘광개토왕릉

등 가야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필 수가 있다.

비’ 경자년 조의 ‘임나가라’, 7세기 『三國史記』 열전 강수 조의 임나가라, 932년에 건립된 창원 봉림사 ‘진경

목관묘는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2세기대까지 주로 축조되며, 가야의 기원인 변한과 관련되는 묘제

대사탑비’에 보이는 ‘임나왕족’처럼 고구려나 통일신라에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임나는 ‘님의 나라’,

이다. 목곽묘는 3∼4세기대에 주로 사용되었고, 목곽묘 축조시기는 가야의 성장기이다. 수혈식 석곽묘는 4

곧 주국(主國)에서 비롯된 말로 가야제국이 대국이었던 김해의 가락국이나 고령의 가락국을 높여 불렀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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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일본열도의 왜국에서 볼 때 이들이야말로 전·후기의 가야를 대표하던 외교파트너였기 때문에 가야

화하는 5세기 전반 이후 신라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낙동강 동쪽은 신라의 지배하에 점차 들어가는 것으로

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파악된다. 한편, 지리산 서쪽의 호남 동부지역은 5세기 중엽 이후 점차 대가야의 영향하에 들어가는데 대가

『日本書紀』의 ‘임나’의 용례는 광의적인 것과 협의적인 것의 두 가지로 나뉜다. 광의로는 한강 이남의 백

야의 간접지배권역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후, 백제의 호남 동부지역으로의 진출로 대가야는 호남 동부지역

제와 신라, 그리고 가야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협의적으로는 가야제국을 가리키거나 가락

에 대한 영향력이 쇠퇴한다. 즉, 섬진강 유역을 포함한 호남 동부지역은 6세기 전엽 무렵에 이르러 백제의

국·아라국·가락국과 같은 가야의 대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다만, 광의적 용례는 내용이 애매

직접지배권에 포함된다.

하거나 사료적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인 데 반해, 협의적 용례의 기술들에는 비판적 활용이
가능한 내용도 적지 않다.

3. 가야사의 전개
2. 가야사의 범위
문헌기록에서 확인되는 가야사는 기원전후에 남쪽의 해안지역에서 시작되어 6세기 중엽에 북쪽 내륙에
서 종말을 고하였다. 『三國遺事』는 이른바 ‘6가야’로 회자되는 가야국사를 전하고 있지만, 『三國志』·『三國史
記』·『日本書紀』 등과 근년의 고고자료에 비추어 보면 12개 정도의 가야제국(加耶諸國)이 고구려·백제·신
라의 삼국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역사를 영위하였음이 확인된다.
『日本書紀』는 신라가 562년에 멸망시켰던 가야국을 아울러 임나(任那)라 하면서, 가라국·아라국·사
이기국·다라국·졸마국·고차국·자타국·산반해국·걸찬국·염례국 등의 10국을 기록하였다. 여기에 같
은 『日本書紀』 신공기와 흠명기 등에 가야국의 명칭으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탁순국과 탁기탄국을 더하면 12
개국이 된다. 이러한 가야국의 숫자는 『三國志』의 변한 12개국이 6세기 중엽까지 커다란 변화 없이 유지·
분포하였다는 해석과 합치되는 것이다.
3세기 후엽을 하한으로 하는 『三國志』의 구야국이 『三國遺事』 가락국기가 서술하는 가락국의 존립연대
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데 이견이 없다면, 구야국과 가야국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구야’와
‘가야’의 음이 서로 근사하기도 하지만 『金海邑誌』 등이 전하는 김해지역의 향언을 참고로 할 때, 변한인이
자국을 ‘가야’로 소개했던 것을 중국인이 ‘구야(狗邪)’의 한자를 빌려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구야국을 비롯한 변한 12개국은 가야제국이 종말을 고하는 6세기 중엽까지 병립해 있던 왕국들로, 『三
國志』가 기록한 변한사가 가야사와 구별되는 전사(前史)로서가 아니라 연속적인 가야 전기(前期)의 역사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구야국과 가야국 사이에 혁명적인 주민 이동이나 왕권 교체를 상정하기 어
려운 만큼 변한의 12개국은 전기가야의 12개국을 파악함이 타당하다.
한편, 가야사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三國遺事』에 기록되어 있다. 즉, 가야사가 전개되었던 무대를
북쪽의 가야산에서 남해까지와 동쪽의 낙동강에서 서쪽의 지리산까지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고고
학적 성과를 보면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 즉, 남쪽과 북쪽은 큰 이견이 없으나, 동쪽과 서쪽은 수정이 필
요하다. 광개토왕의 남정 무렵인 5세기 초 이전 시기에는 창녕·양산·부산 등의 낙동강 동쪽의 일부 지역
은 가야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지만, 신라가 고구려세력을 등에 업고 주변 소국에 대한 진출을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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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고분군 Ⅴ

1) 전기가야사-고대 왕국의 성립
가야사의 전개는 전기가야와 후기가야로 나뉜다. 313년에 고구려가 한군현을 축출했던 사건과 400년
에 신라를 구원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가야를 공략하고 굴복시켰던 사건을 경계로 앞 시기를 전기가야,
뒷 시기를 후기가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기가야는 부산의 동래, 경남의 김해·창원·마산·함
안·고성·사천에 이르는 남해안지역에서 바닷길을 통해 전해진 선진문화의 영향으로 일찌감치 소국(小國)
정치체를 이루며 번성하였고 후기가야는 고령·합천·거창·산청·하동·의령·함안·고성 등의 서부 경
남지역, 그리고 남원·장수·광양·순천·여수 등 호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가야문화의 꽃을 피웠다. 전
기가야에서는 김해의 가락국과 함안의 안야국이, 후기가야에서는 고령의 가라국과 함안의 아라국이 대국
(大國)으로 성장하였다.
전기가야 성장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해상교역과 더불어 철 생산시스템의 구축이었다.
가야지역에서 철이 생산되고 원거리 교역품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철기시대 초기부터의 일은 아니었다.
즉, 수입품에 의존하던 ‘철기문화Ⅰ기’(기원전 1세기∼기원후 2세기 전반)와 생산시스템을 갖추는 ‘철기문화
Ⅱ기’(기원후 2세기 후반∼6세기 중엽)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김해 가락국을 들 수 있다.
가락국을 세운 수로왕은 철기문화인이었다. 철기문화의 수로왕은 토착 청동기문화의 구간사회(九干社
會)를 통합해 가락국을 세웠다. 소국으로서 가야국의 출발이었다. 김해지역에서 청동기와 철기문화가 순차
적으로 교체되는 시기는 기원전 2∼1세기이다.
김해지역에서 다량의 판상철부가 확인되는 것은 2세기 후반의 양동리 162호분의 40점, 3세기 후엽에
대성동 29호분의 43점 등과 같이 획기적인 증가를 보인다. 김해지역에서 독자적인 철 생산시스템의 구축이
추정되는 시기이다.
3세기 후엽의 대성동 29호분의 단계가 되면 양동리고분군은 더 이상 견줄 수 없게 되고 김해지역의 부
와 권력은 대성동고분군으로 집중되었다. 따라서 3세기 중반까지의 가락국은 『三國志』의 ‘비록 국읍에 주수
가 있으나 읍락이 잡거하여 잘 제어하지 못하였다.’와 같은 상황이었고, 3세기 후엽부터 대국으로 봄이 타당
할 것이다. 대국으로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것이 해상교역과 더불어 철 생산시스템의 구축이
었다. 『三國志』의 철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기술도 바로 이러한 시기의 가야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야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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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시기의 철 자원을 비롯한 가야의 선진문물은 왜국(倭國)에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라국이 대가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문자기록으로 가라

열쇠였다. 가야에서 수입된 선진문물에는 4세기 초까지 서북한에 있었던 낙랑·대방군의 화천·칠기·청

국 가실왕의 가야금 12곡 명, 가라국왕 하지의 남제에 대한 외교와 책봉, 대가야식 토기의 확산과 함께 대

동제 의기 등도 포함되었다. 가야의 철과 한(漢)계통 선진문물의 수입을 독점하기 위한 다툼의 하나가 ‘왜국

왕 명문 토기, 『日本書紀』에 반파와 가라로 기록된 대가야가 백제를 상대로 했던 금강 상류 및 섬진강 수계

의 대란’ 이기도 하였다. 가야의 철을 비롯한 선진문물의 수입권 독점 여부는 일본열도 정치적 패권의 향방

쟁탈전, 신라와의 결혼동맹기사 등이 있다.

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었다. 가야의 철에 대한 반대급부로 왜의 쌀, 소금, 왜제청동기,

대가야양식토기의 확산과정에 근거하여 가야제국에 대한 대가야의 진출을 다음의 세 단계로 구별할 수

장신구 등이 보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른 시기의 생구(生口)와 같은 인력이나 늦은 시기의 용병(傭兵)과

있다. 즉, 5세기 중엽에 전북 동부와 서부 경남지역에 경제적 교역권을 형성하기 시작해, 5세기 후반의 간

무기 같은 군사력도 철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되었을 것이다.

접지배 단계를 거쳐, 5세기 말·6세기 초에 합천·삼가·거창·함양·하동 등을 직·간접 지배하는 대가야
로 성장하였고 이러한 팽창이 대왕의 지위로 연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전환기의 가야사-남부가야에서 북부가야로

이처럼 호남 동부 일원과 서부 경남을 석권하면서 영역국가로 성장하던 대가야의 위상은 고령 지산동고
분군에서 유감없이 확인된다. 지산동 44호분은 중앙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둘러싸듯이 32개의

313∼314년 서북한지역에서 중요한 역사적 변동이 일어났다. 고구려가 기원전 108년부터 무려 400년
이 넘게 한민족을 억압하던 중국의 식민정권인 낙랑군과 대방군을 축출한 것이었다. 한민족사에서 보면 매
우 축하할 만한 일이었으나 전기의 가야제국에 있어서는 오히려 치명적인 사건이 되었다. 낙랑군과 대방군
의 축출은 漢의 선진문물을 바탕으로 성장하던 전기가야의 여러 나라들에게 공급원의 차단을 의미하는 것
이었다. 국가 발전의 중요 원동력을 상실한 남해안의 가야제국은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석곽이 축조되었고 60인이 넘는 남녀노소가 순장되었다. 사후에도 생전처럼 생활하겠다는 대가야의 내세관
과 함께 대가야 왕권의 절대적인 통제력을 보여준다.
반면에 많은 수효의 순장은 사회 발전의 후진성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으로 초대형 고분을 만들면서 사
람을 죽여 순장해 왕권을 과시하고 왕위 계승을 보장받는 단계를 초기국가로 볼 수는 있어도 성숙된 고대
국가로 보기는 어렵다. 율령의 법질서로 통치되고 왕위가 계승되어야 성숙된 고대국가라 할 수 있다. 신라

만주와 한반도지역에서는 낙랑군과 대방군을 대신해 고구려와 백제가 새로운 선진국으로 등장하게 되

는 지증왕 3년(502)에 순장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더 이상 거대 고분과 순장으로 통치자의 위엄과 왕위 계

었다. 남쪽 김해의 가락국과 함안의 안라국 등 가야문화의 중심이 북쪽 고령의 가라국으로 이동하게 된 것

승의 정당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고대국가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같은 시기에 이러한 현상이 확인되지

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5세기 이후에 고령 지산동고분군과 합천 옥전고분군 등에서 고구려와 백제 계통의

않는 대가야는 고대국가 형성의 경쟁에서 뒤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유물이 두드러지게 되는 현상은 이러한 역사적 전환을 대변하는 것이다.
전기 남부가야의 쇠퇴와 후기 북부가야의 등장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 4세기 초 한군현의 소멸

4) 가야 쇠퇴기

이었다면, 직접적인 방아쇠가 되었던 것은 400년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가야공략사건이었다. 고구려의 광개
토대왕은 가야와 왜의 연합군의 침략을 받고 있던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여 5만 명의 보병과 기병을 파

5세기 중엽부터 6세기 전반대에 걸쳐 가야제국은 동쪽의 신라와 서쪽의 백제의 침입에 휩쓸리기 시작

견해 왜와 가야를 공략하였다. 신라성을 회복시켜 준 고구려군은 달아나는 가야와 왜를 쫓아 임나가라의 종

하였다. 『三國史記』·‘창녕진흥왕순수비’·『日本書紀』 등에는 당시의 사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

발성을 항복시키고 아라인술병과 격돌하였다.

다. 가야제국은 신라와 백제에 대항해 자국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과 외교정책을 번갈아 구사하였고,

요컨대, 313년∼314년 한군현의 축출부터 400년 고구려의 가야 공략에 이르기까지 약 80여 년간의 역
사적 변동은 가야사의 중심을 남부해안지역에서 북부내륙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전환기가 되었다.

친백제노선과 친신라노선의 정책을 적절히 섞어 추진하였다.
5세기 중엽까지 부산 동래의 거칠산국과 장산국을 병합하고, 5세기 후엽경에 양산지역에 교두보를 확
보한 신라는 6세기부터 낙동강을 건너 김해의 가락국, 진영의 탁기탄국, 창원의 탁순국을 향한 진출을 시작

3) 후기가야사-영역국가로의 발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창원에 인접한 함안의 안라국이 신라의 진출에 대한 대비책으로 가야제국의 왕과 사신
들을 불러 모으고 백제와 신라의 사절에 왜의 사신까지 불러 개최했던 이른바 ‘고당(高堂)회의’의 기록 등에

고령의 가라국과 함안의 안라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후기가야의 역사는 전기가야와는 매우 다른 양상

잘 나타난다.

으로 전개되었다. 전기에서는 가락국과 안라국이라는 대국이 존재하면서도 강한 독립성이 유지되던 가야제

한편, 5세기 후엽부터 서부가야에 대한 백제의 진출도 시작되었다. 475년에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가

국의 역사로 전개되었지만, 후기가야에서는 가라국이라는 초월적인 왕권이 합천, 거창, 함양, 산청, 진주,

체제를 재정비하고 487년경부터 금강을 거슬러 금강 상류지역과 섬진강 수계에 대한 진출을 본격화하는 것

의령 등의 서부 경남지역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하동, 광양, 순천 등과 같은 호남동부지역에 대한 영향

이 확인되는데 백제의 서부가야에 대한 진출은 배후의 대가야를 상대로 영역쟁탈전의 양상으로 전개되었

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영역국가를 지향하는 역사로 전개되었다. 5∼6세기 후기가야의 역사는

다. 백제는 487년경에 진안지역에 대한 진출을 시작으로 513년경까지 장수(임실)·남원의 기문지역을 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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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광양만 인근의 이른바 임나사현을 병합했으며, 529년에 하동의 다사지역을 넘어 진주 부근에 군령성

1. 금관가야

주를 주둔시켜 함안의 아라국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529년에 백제가 대가야의 영향권이었던 하동지역을 점령하자, 신라는 이때까지 대가야와 유지하고 있

3)

1) 토기양식의 출현

었던 결혼동맹을 파기하고 군사적 수단을 통한 가야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이로써 대가야와 아라국 등의 가야제국은 529년을 계기로 서쪽에서 백제의 동진과 동쪽에서 신라의 서

금관가야양식토기의 출현은 대성동 29호분 축조 다음 단계인 김해 구지로 1호분에서 환형파수부 노형

진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멸망하게 된 것은 5세기 중엽 이후부터 신라의 진출에 대항하던 가락국

기대와 격자문타날호가 조합을 이루는 3세기 후엽으로 파악된다. 김해지역과 부산지역의 토기양식이 같아

이었다. 가락국이 신라에 투항한 시기는 532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는 시기는 복천동 38호분에서 환형파수부 노형기대가 부장되는 4세기 초엽이다. 이는 복천동 38호분에서

왜를 배경으로 친백제와 친신라의 외교정책을 번갈아 가면서 독립을 유지하려던 아라국을 비롯한 가야
제국의 노력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아라국의 멸망연대를 전하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561년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가야는 562년에 멸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日本書紀』는 신라가 562년까지 가야제국을 병합하였다고 기록하였지만, 친백제·반신라적인 편찬사관

대성동고분군에서 다수 출토된 통형동기가 부장되기 시작하는 것에서도 그러하다. 4세기 1/4분기에는 금관
가야의 영향력이 부산 복천동까지 확대된 연맹왕국의 시작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박천수 2010:144~145).
김해 대성동세력과 부산 복천동세력이 4세기 초에 문화적 동질성을 보인다는 것은 3세기 말에 이미 그
네트워크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에 의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 고성의 고자국(古自國)까지 신라에 병합되었고, 자타국(子他國)의 진주를
비롯한 남해·하동·광양·순천 등은 백제에 통합된 것으로 추정된다.

2) 토성의 출현
봉황토성의 연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출토유물로 보아 5세기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너무 늦은
시기로 과연 성 전체가 이 시기에 축조되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아니면 그 이전에 축조되었지만 이때 개축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전옥연 2013, 이성주 2018).

Ⅲ. 고고자료로 본 가야의 성립과정

2)

4세기 후엽 대성동고분군에서 마지막으로 조영된 왕묘인 1호분에서 유개장경호가 출토되었는데, 봉황
토성 내에서도 이 시기의 토기가 확인되기에 늦어도 4세기 후반에는 본격적인 왕성이 축조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 봉황토성은 봉황대를 둘러싼 하단 폭이 20m에 달하고 내·외면을 즙석한 성벽을 가진 평지성으로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야를 연구하는 문헌학자들은 대개 변한을 포함한 가야사라는 인식을 가
지고 있으며, 고고학자 중에서는 변한과 가야를 구분해 보는 의견이 강하다(남재우 2017).
한국고대사에서의 정치체 발달 과정은 읍락단계 → 읍락통합단계(「國」단계: 국읍단계: 小國단계) → 연
맹왕국(소국연맹단계 → 部체제단계) → 집권적 귀족국가(집권국가)로 정리될 수 있다.
한성백제 성립과정 연구에서는 연맹왕국을 국가(state)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특정토기양식의 형성과
분포 양상, 대형 분묘의 출현, 성곽의 등장이라는 3가지 고고학적 현상이 국가체의 형성을 보여주는 지표임
을 확인하였다(박순발 2001:251).

『三國遺事』 가락국기에 나오는 금관가야의 왕성이며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임라가라 종발성’으로 추정된다.
이는 금관가야의 발전을 웅변하는 유적이다(박천수 2016:12~13).
이와 관련하여 경산 임당토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당유적의 경우, 4세기 어느 시점에 토성을 축조
하게 되고 엘리트 주거는 그 안으로 이주해 간 것으로 파악된다(장용석 2008·2016, 하진호 2010, 이성주
2018).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가야에서 가장 선진적인 금관가야의 봉황토성도 4세기대에는 축조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 향후 조사성과를 기대한다.

같은 맥락에서 변한은 소국단계, 가야는 소국간 연맹체가 형성된 이후 단계로 보고자 한다. 연맹왕국
단계는 변한의 소국단계보다 더 강력해진 국가 권력으로 나타나는데, 그러한 증좌가 대형분묘·순장·토

3) 순장의 출현

성·토기양식의 출현 등이다.
고고자료에 근거하여 가야 가운데 가장 선진적인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가야의 성립과정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순장은 초월적인 절대권력을 가진 통치자의 존재를 나타낸다(이재현 2003).
한반도 남부에서 순장은 3세기 후엽 금관가야의 대성동고분군에서 처음 시작된다. 가장 이른 사례는 대
성동 29호분이고, 4세기대가 되면 순장은 이전보다 그 규모가 확대되고 순장을 시행하는 계층도 확대된다.
순장이 확인된 고분은 대성동 13호·91호·2호·88호·70호·23호·3호·39호·57호 등이다. 3세기 말
최고지배층의 순장자가 1명인 데 비해, 4세기대에는 3∼5명, 5세기 전엽에는 5∼6명, 5세기 중후엽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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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 순장규모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어가는 경향이 확인된다. 순장이 시행되는 시기는

이와 관련하여, 홍보식도 김해세력이 3세기 후반경에는 소국단계를 벗어나 초기국가로 발전하였다고

대형목곽묘의 등장과 북방의 문물이 대거 유입되던 때이자 인구 증가와 생산력 증대 등 내재적 발전 요인들

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김해와 부산세력이 결합된 소국연맹국가라고 보았다. 구야국의 대성동집단이 독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던 때이다. 금관가야의 순장은 4세기대 대성동고분군 조영집단을 비롯한 금관가야 연

로국의 복천동집단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방식이었다고 파악하였다(홍보식 1999). 김해와 부산지역이라는

맹을 중심으로 널리 유행한다. 금관가야 내 연맹관계인 김해 양동리고분군에서는 4세기 후엽의 양동리 349

지역 단위의 연맹을 상정한 점에서 일종의 지역연맹체론이다(권오영 2001).

호분과 5세기 전엽의 양동리 304호분 단 2기에서만 순장이 확인되며 순장규모는 1명으로 단순하다. 부산

4세기 초 이후에는 금관가야가 진영분지, 창원분지, 진해·마산만까지 권역을 넓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복천동고분군에서는 4세기 전엽에 순장이 시행되며 이후 신라 지배를 받는 5세기 중엽을 거쳐 5세기 말까

(홍보식 1999). 그 권역은 금관가야양식토기의 분포로 볼 때 동으로는 복천동고분군이 조영된 부산지역, 북

지 지속된다. 순장규모는 4명을 매장한 복천동 11·22호분을 제외하면 1∼2명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금

으로는 파수부노형기대가 출토된 김해 퇴래리고분군이 조영된 진영지역, 서로는 파수부노형기대가 출토된

관가야연맹 내의 중심고분군 간에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김수환 2018:159~176).

창원 삼동동고분군이 자리하는 창원분지를 포함한다. 이 시기를 획기로 보는 이유는 구야국이라는 옛 김해

요컨대, 순장은 금관가야의 중심세력인 대성동고분군에서 가장 이르면서 성행하였고, 연맹관계인 양동
리고분군이나 부산 복천동고분군으로 확대되고 있어 금관가야연맹체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

만 연안의 소국을 탈피하여 독로국을 비롯한 창원분지의 소국을 포괄하는 광역연맹체를 형성하고 그 교섭
대상이 규슈지역을 벗어나 새롭게 일본열도의 중심지로 성장한 나라분지 북부의 사기세력으로 확대되는 시
기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313년·314년 낙랑과 대방의 멸망을 계기로 한 동아시아 정치적 변

4) 대형 고분(목곽묘)의 출현

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박천수 2010:144~145).
대가야연맹이 고령의 가라가 대표이고 나머지 구성국은 독립성을 유지하되 어느 정도의 상하관계를 맺

대성동고분군은 훼손되어 현재로서는 육안상 봉토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대형의 목곽을 덮을 만한
방대형의 봉토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정도이다.
경주의 경우, 평지에 고분을 축조함으로써 무덤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데에 높은 봉토가 필요해 단
위 고분마다 높은 봉토를 축조했고, 금관가야의 경우 비고(比高) 15m인 애꾸지라는 독립된 구릉 자체가 족

은 것으로 본다면(이희준 1995:420), 금관가야 연맹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즉, 금관가야연맹
도 김해의 가락국이 대표이고 부산 등의 구성국은 독립성을 유지하되 상하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맹체 내의 대표국(대국)과 소속국(소국)과의 관계는 정치적인 측면 외에도 사회·경제적 문제와도 긴
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은 참고할 만하다.

단(族團)의 묘지로 선정되어 그것이 이미 묘지로서 표지를 이루고 있기에 단위 고분의 봉토를 높게 축조할

“진·변한 국간에는 대국과 소국으로 규모의 차이가 생겼는데 그것은 생산기반의 차이와 무관하지 않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한다. 또한 개별적인 단위 조상보다는 족단의 공통 조상이라는 개념을

다. 삼국지에 기록된 대국에는 사로국과 구야국이 포함되는데 철기 생산과 대외교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가지고 무덤을 축조해 감으로써 독립된 봉토분의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다(김용성 2018:241).

여건을 가진 공통점이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주변 소국이 우호적인 관계로 연결되고 발전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대성동고분군이 입지한 구릉 전체를 지배층 유택으로서의 큰 분구로 보는 것도

대국은 철기 생산과 대외무역, 주변 소국으로의 중요자원 공급 등을 권력의 기반으로 삼았고, 주변 소국은

가능하다. 5∼6세기대 말이산·지산동고분군의 개별적인 거대 봉토분과 달리, 3∼4세기대에 낮은 구릉 전

농업과 가내수공업적 생산기반을 기초로 하면서 대국과의 사회·경제적 관계, 소국 내의 재분배와 유통 등

체를 활용한 대성동고분군은 지배층만의 배타적인 묘역을 가진 공동체의식의 잔존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을 권력의 기반으로 삼았을 것이다. 상층의 엘리트세력은 목곽묘에 대량의 기물을 부장하였고, 주변 엘리트

볼 만하다.

세력의 경우, 대국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한 철기의 입수, 자체적인 단조철기 및 와질토기의 생산과 유통은
중요한 경제적·정치적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이재현 2016:97~101)

5) 연맹왕국의 출현
변한의 구야국에서 금관가야로의 전환은 연맹왕국과 관련될 것이다. 즉 김해 구야국이 주변 소국을 통
제하는 주도적 동맹관계일 것이다. 금관가야의 성립은 대성동 29호분 단계와 관련되며 연맹왕국 단계의 시
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신경철도 이미 주장한 바 있다. 즉, 동래 복천동세력을 금관가야의 한 세력으로 보는 관

6) 소결
전술한 바와 같이, 3세기 후반∼4세기 초엽에 변한(구야국)에서 가야(금관가야)로의 질적 성장에 대한
4)

고고학적 증좌로서 다음의 여러 속성을 제시하였다. 즉, 토기양식·순장·토성 등의 방어시설·대형분 의
출현과 함께 연맹왕국의 성립을 들 수 있다.

점에서 원삼국시대 김해에는 구야국, 동래에는 독로국이 존재하였으며 4세기대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부산

대표적인 유적이 김해 대성동고분군이다. 최초의 왕릉인 대성동 29호분이 축조된 낮은 구릉을 누세대

복천동고분군에서 동일 양식의 토기와 통형동기를 공유한 것은 양국 간의 정치적 연합으로 구야국에서 금

적으로 활용하는 고총의 경관·금관가야토기양식 출현·순장 등과 함께, 금관가야의 부산·창원·진해 등

관가야로 전환하는 고고학적 증거로 보았다(신경철 1995).

지로의 영향력의 확대는 연맹왕국의 출현으로 볼 수 있어, 백제·신라와 비교해 보아도 고대국가로 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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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상에 있음은 뚜렷이 확인된다. 즉, 금관가야양식토기의 출현과 주변지역으로의 파급, 부곽을 가진 대형

3. 대가야와 소가야

목곽묘의 출현과 주변으로의 확대 등은 김해 대성동세력을 정점으로 부산·창원·진해 등지에 걸쳐 간접지
배 혹은 상하 동맹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2세기∼3세기(중엽)대의 구야국 단계에 김해세력이 낙랑·대방군과의 대외교역에서 창구 역할을 하면
서 여러 소국의 대표격 역할을 했을 수 있지만 이는 경제적 관계에 치중한 것이고, 좀 더 정치적인 관계의
발현은 연맹왕국의 시작과 관련되며 그 시작은 3세기 말∼4세기 초에 해당할 것이다.
요컨대, 초대형 목곽묘의 출현과 후장·외래 위세품의 다량 부장·부곽과 순장·토성 등의 방어시설의
등장·금관가야 토기양식의 출현과 전파 등은 가야권역에서 가장 이르며, 이는 구야국 단계부터의 철의 생
산과 유통, 교역 중심지로서 구야국 내적 성장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소가야·대가야의 토기양식 및 고분의 출현은 5세기 이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한 점에서 소가
야·대가야의 연맹왕국으로의 성장은 금관가야·아라가야에 비해 후진적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견해는 참고된다.
“5세기대가 되면 서부경남 가야고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앞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목곽묘가 축조되면서 갑주와 마구의 부장과 함께 귀금속류의 관모(冠帽)와 귀걸이 등이 새롭게 부
장된다. 이처럼 무덤이 커지고 다양한 철기와 귀금속류가 부장된 유구는 이러한 유물을 소지한 자의 강대
한 사회·경제적인 위치를 알려주며 궁극적으로는 가야 유력세력의 등장을 알려주는 고고자료임이 분명하
다.”(조영제 2018:6~7)
대가야의 지배층 고분군인 고령 지산동 30호분에서는 5세기 전엽경의 대가야양식토기, 즉 통형기대·

5)

2. 아라가야(안라국)

발형기대·장경호·고배가 기종을 이루어 부장된 것이 확인된다. 이 시기야말로 대가야양식토기의 성립기
라 할 수 있으며 지산동고분군에 대규모 고총이 출현하는 시기이다(박천수 2010:180). 또한, 지산동고분군

3세기 중엽의 안야국은 김해의 구야국과 함께 진왕으로부터 우호(優號)를 받는 유력한 세력으로 성장하
였다(이영식 2016:528, 박천수 2016:18).

에서는 5세기 전엽부터 순장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한편, 고성과 통영지역에서는 5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소가야양식토기가 출토되고 소가야식묘제가 확인

안야국은 3세기 중후엽에서 4세기 전반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포상팔국 전쟁을 계기로 급속한

되는 점으로 미루어 고성지역이 5세기 전반 이후 멸망에 이르기까지 소가야의 중심지인 것으로 상정된다.

성장을 이룬다. 포상팔국 중 일부국의 병합과 진동만을 통한 해안으로의 진출이 중요 성장기반이 되었을 것

토기 외에 고성지역 대형 고총군의 분포 역시 이를 시사한다. 5세기 전반에는 고성 중심으로 경남 서남부지

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부터 국명도 안라(安羅)로 바뀌었을 것이다(백승옥 2003).

역을 비롯해 남원 아영지역·전남 동남부지역까지 세력을 넓히게 된다. 5세기 후반에는 대가야세력의 확대

아라가야토기의 성립단계는 4세기 1/4분기로 추정되며, 남강유역인 의령 남부의 예둔리까지 확대된다.
즉, 4세기 이후 안라국의 영역은 급격히 확장되어 남강유역권인 의령 남부와 진주 동부권 외에 마산만·진
동만으로 영향력을 확대한다. 이 단계가 획기로 볼 수 있다(박천수 2010:63).
아라가야양식토기의 출현과 주변지역으로의 영역 확장시기인 4세기 이후는 안야국의 국호가 안라국(아
라가야)으로 변경된 시점과 부합된다. 통형고배 등의 아라가야토기에 근거해 보면 4세기 이후 안라국의 영

로 호남 동부지역이 모두 소가야 권역에서 벗어나고, 6세기에는 소가야의 권역이 급격히 축소되고 소가야
내 제지역의 집단 결속력도 약화된다(김규운 2009).
소가야는 고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소국연합이나, 이 지역에도 송학동고분군에 필적하는 내산리고분
군이 존재하고 산청군 중촌리고분군에도 대형분이 조영된 점에서 연맹국 간에는 대가야권·아라가야권과
같은 중앙과 지방 간의 명확한 상하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박천수 2016:34).

역은 급격히 확장된다. 특히, 안라국의 마산만·진동만의 확보는 남해안 여러 세력 및 왜(倭)와의 폭넓은 교
류와 교섭을 가능하게 하여 안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마산만 일대의 정치체나 칠원의 칠포국 등 종래 소국명을 가진 정치체는 포상팔국 난 이후 안라국의 영
향권하에 들어가는데, 직접지배라기보다는 간접지배 혹은 상하연맹체 정도라고 파악된다. 마산만 일대에서

4. 변한·가야의 지역성

아라가야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유적은 마산 현동유적이다. 이 유적에서는 4세기 초부터 통형고배
등의 아라가야양식의 토기들이 다량 출토된다(동서문물연구원 2012).
아라가야에는 대성동 29호분에 준하는 목곽묘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향후 함안 도항리 일원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에 아라가야 궁성터가 조사되고 있어 주목된다. 고고학적 추가조사가 이
루어지면, 변한소국(안야국)에서 성장한 4세기대 가야연맹왕국의 하나인 아라가야(안라국)의 실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3세기 후반∼4세기 초엽에 구야국에서 한 단계 발전된 금관가야로의 성장을 고고학
적 구분의 근거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김해·부산·창원 일원에 국한된다. 그 뒤를 이어 4세기 초엽에
안야국이 안라국(아라가야)으로 성장한다.
그런데 서부 경남이나 고령 대가야 권역에서는 현재까지 5세기가 되기 전인 3∼4세기대에 금관가야문
화권과 같이 뚜렷이 구분되는 고고학적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변한제국(弁韓諸國)의 규
모 차이를 거론할 수 있다. 즉, 변한 여러 나라 가운데 구야국이나 안야국 같은 대국(大國)은 수천 가(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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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지만 소국(小國)은 천 가(家) 미만이다. 대국과 달리, 서부 경남같은 주변부에서는 그 발전상황이 지체

『三國志』에 표현된 동이(東夷)사회의 정치체들은 그 규모와 조직의 수준에 극히 불균등하다. 한(韓)의

된 것을 감안해야 한다. 구야국 기준으로 주변 작은 소국을 같은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요컨

‘국(國)’ 중에도 그 규모는 천차만별이어서 대국의 인구는 소국에 약 20여 배나 될 정도이다. 즉, 읍락 십수

대, 3세기 후반대에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변한 내의 사회발전단계 차

개를 연결하여 하나의 국을 이루기도 했지만 하나의 읍락 정도가 독립적 정치체로서 행세하기도 했을 것이

이와 동일하게 가야 내의 발전단계의 차별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 3세기 진·변한 국의 규모와 조직이 무척 불균등하였던 것은 국의 형성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

김해를 중심으로 한 금관가야연맹체와 같이 소국연맹체의 시작을 가야의 시작으로 본다면, 변한·가야

이다. 같은 영남지역 안에서도 동남부지역에서는 국의 성장이 이르고 북부와 서부 내륙으로 갈수록 정치체

의 지역성은 뚜렷하다. 즉, 변한에서 새로운 정치체 단계인 가야로의 전환은 시기차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의 성장이 지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남 북서부지역 국의 중심취락과 국의 중심고분군의 형성도 상대적

서부 경남권은 변한 연장선에서 오래 지속되어, 소가야와 대가야연맹체의 성립은 5세기 이후로 볼 수 있다.

으로 늦다. 3세기 후반이면 동남부지역에서는 능선의 정선부를 따라 대형 목곽묘가 배열되는 중심 고분군의

서부 경남의 정치체들은 읍락 수준의 비교적 작은 정치체가 많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국읍

형성이 시작되지만 동시기 내륙지역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볼 수 없으며 수장묘군의 형성시기는 훨씬 지체

6)

7)

있는 읍락과 국읍 없는 읍락 등 정치체의 규모상의 차별성을 고려한다면 , 대국인 구야국 기준으로 서부
경남권의 소규모 변한 정치체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

된다(이성주 2018:91~92).
같은 맥락에서 변한으로부터 가야의 성립과 발전과정도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다음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하동·산청·의령·사천과 고성의 내륙지역에서는 아예 와질토기문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
유로 소가야지역으로 비정되는 서남부경남지역에는 변한소국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없다. 고성 동외동패총
에 대해 후기 와질토기문화의 존재를 근거로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고자미동국이 이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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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타진해 볼 수는 있으나, 동시기 김해나 경주지역의 양상을 보면 그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김해 양동리
의 거대 목곽묘와 부장유물, 경주·경산 등지의 이 단계 유구·유물은 아주 밀집되어 있으면서 규모도 크
고 철기유물도 다량으로 부장되고 있기에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진변한 정치체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은 충

1. 목관묘 단계(기원전 1세기~기원후 2세기)

분히 이해되지만 동외동 패총 자료는 이러한 자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기 때문이다. 와질토
기문화를 종식시키고 등장하는 고식도질토기문화는 보다 거대해진 목곽묘의 축조와 함께 더 많은 철제무기
가 부장된다. 극히 일부 지역이지만, 갑주나 마구가 부장됨으로써 본격적인 가야의 역사가 전개되는데 대성
동·양동리고분군으로 대표되는 김해의 가락국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김해지역을 벗어난 다른 가야지역에
서는 고식도질토기 단계의 유구나 유물을 볼 때 가야소국의 존재를 상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사유로 4세기
까지도 함안지역에 안라국이나 소가야지역에도 가야소국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조영제 2018:6~7)
이러한 견해에 대해 얼마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와질토기문화와 변한 소국을 직결시켰는데, 와질토기문화는 영남 동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다. 영남동남부지역이 변·진한의 중심지임은 부인하지 못하지만, 정치체 규모의 차등성을 감안하면 경남
서부권에 소규모일지라도 변한 정치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낙동강하류역과 경남 서부권은 여러 고고학적 양상이 다르다. 서부 경남권이 문화적으로 지체되었음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목곽묘의 규모나 부장품의 차이뿐만 아니라, 원삼국시대 토기 양상도 다
음과 같이 뚜렷한 차별성이 보인다.
와질토기의 제작이 정형화 단계에 들어가면서 김해·부산지역은 일찍부터 일상토기에 큰 전환점을 맞
이한다. 늑도식토기에서 연질토기로의 전환이다. 와질토기의 영향으로 원저 중심의 토기문화로 변한다. 이
에 비해, 서부 경남지역은 늑도식 토기가 2세기까지 잔존하며, 3~4세기대까지도 봉계리식토기와 같은 무

영남 각지에서는 서기전 2세기 말∼서기전 1세기 초를 전후해서 목관묘가 군집을 이루며 조영되기 시
작한다. 이러한 목관묘군의 등장은 『三國志』 위지 동이전이 진·변한의 성립을 의미하는 증거이면서도 가야
의 기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목관묘는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한국식동검문화와 함께 새로이 채용되었으며, 땅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
이 안치된 널을 묻은 형태이다. 영남지역에서는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2세기까지 주로 사용된 무덤 형식
이다.
목관묘는 주로 구릉의 경사면 아래 또는 평지에 만들어지며, 공동묘지의 형태를 띤다. 무덤의 방향도
시신의 머리를 동쪽으로 두는 특징이 있다. 목관묘의 규모는 길이 3m 내외, 너비 1m 내외 정도가 일반적인
크기로서 대체로 크기가 비슷하다. 가야 권역에서는 김해시의 대성동, 주촌면의 양동리와 장유면 내덕리,
인근의 창원군 다호리 등이 대표적인 목관묘 유적이다.
무덤의 규모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구분될 정도의 차이는 없으며, 무덤의 입지도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묘역이 엄격히 구별되어 있지 않고 섞여 있다.
목관묘 내에는 구슬, 팔찌 등과 같이 사람이 몸에 지녔던 물품들은 시신과 함께 목관 안에 넣고, 토기·
철기·칠기 등은 목관 밖 빈 공간에 부장한다.
한편, 목관 바닥의 허리 부분에 부장품을 넣기 위해 작은 구덩이를 더 파기도 하는데, 이것을 요갱(腰

문토기의 전통이 매우 강하게 남아 뚜렷한 차별성을 보인다(이창희 20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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坑)이라 한다. 요갱 내에는 부장품을 많이 넣기도 하지만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목관묘의 특징적인 시설
이라고 할 수 있는 요갱의 원류는 중국에서 구할 수 있다. 요갱은 은대(殷代)에 중원지역에서 목곽묘와 함께
지상 건축물의 존기갱(尊基坑)을 모방한 형태로서 출현하여 유행하다가 전국시대(戰國時代) 이후 쇠퇴하기
시작하여 한대(漢代)에는 거의 소멸한다. 요갱을 가진 무덤은 황하유역과 그 이남 지역이 중심지이며 전국
시대 이후는 황하 이남에서만 발견된다.
목관묘는 내부에 안치된 목관의 재질 및 형태에 따라서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목관을 통나무
나 판재로 만들었는데 통나무관이 판재관보다 먼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통나무관의 계통에 대해서는 중국의 서남부지역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전파 경위나 경로
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전국∼한초(戰國∼漢初) 혼란기에 이주민에 의해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
편, 판재 목관묘는 청동기시대 이래의 토착적 요소가 새로운 형태의 묘제로 변화하였거나 한반도 북부지역
에서 전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몇몇 목관묘에서의 철기와 청동기, 칠기, 토기 등은 원거리에서 수입된 장신구나 위세품이 대량으로 부
장된 경우도 있고, 어떤 목관묘에서는 부장품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무덤 간에는 주인공의 사
회적 위치나 신분에 따라 부장품의 질과 양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규모나 입지에서는 뚜렷한 차
이를 볼 수 없고, 공동묘지 내에 서로 섞여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덤의 조성에 대규모의 인원이 동원되는
현상이 없어진다.

<그림 1> 김해 구지로 12호 목관묘(판재관) 및 복원 모습(대성동고분박물관 2003)

이와 같이 목관묘에서는 소유물이나 상징물을 통해 개인의 지위를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지만 고인
돌에서와 같은 대규모 인원이 동원된 집단의례적인 성격은 없어진다. 남부지방에서 이러한 변화는 철기문
화의 전래와 함께 보편화된다. 마을 간에는 종적인 불평등 관계가 형성되었고, 우세집단은 주요자원의 생산
과 유통의 통제시스템을 통하여 타 집단보다 우월한 국읍(國邑)의 위치를 점하였다. 그리고 국읍의 구성원
중에서도 일정한 계층분화가 생겼는데, 국읍의 지도자를 주수(主帥)라 하였다. 그러나 기원 2세기 무렵까지
의 목관묘 단계 주수는 아직까지 대규모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무덤을 조성할 정도로 통치력과 권력을 소유
하지는 못하였고 공동묘지 내에 다른 구성원과 차별이 없는 점에서 여전히 공동체적 잔재가 강하게 남아 있
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직까지는 국읍(國邑)의 주수(主帥)는 지도자적인 성격이 강하고, 일반 대중과 분리되어 독점적인
권력과 지위를 갖는 통치자의 모습은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비록, 주거에 관한 내용이
지만 『三國志』 위서 동이전 한전의 기록과도 잘 부합된다.
김해 대성동고분군에서는 주로 평지상에 목관묘가 축조되었는데, 목관의 흔적이 잘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주로 3cm 내외의 판재를 ‘ㅍ’자상으로 조립한 것이 많은데, 통나무를 구유모양으로 판 목관도 있다.
김해 대성동에서 발견된 목관묘 중에서 구지로 12호 목관묘는 내부에 인골의 흔적이 잘 남아 있었는데,
주인공은 180cm 정도에 이르는 장대한 키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머리에는 철띠를 두르고 유리구슬 목걸이
와 청동팔찌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였다. 또한 무덤의 내부와 외부에는 칠기와 토기 등의 용기류를 부장하고
있어 상당한 재력과 신분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창원 다호리 1호 목관묘(통나무관)(김준식·김규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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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곽묘 단계(3~4세기)

뿐 아니라 부장유물의 질과 양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목곽묘시대는 무덤의 이러한 현상
에 의해서도 목관묘시대와는 달리 상하관계가 엄격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야’라는 정치체의 실상을 보여주는 묘제는 목관묘를 대신해 2세기 중엽부터 등장하는 목곽묘로 볼 수

가야의 대형 목곽묘가 밀집되어 있는 대성동고분군은 구릉의 능선부와 주변지역이 발굴조사되었다. 구

있는데, 본격적으로 가야 수장층에 의해 대형 목곽묘가 축조되던 시기는 대략 3세기 중엽경에 해당한다. 이

릉의 능선부에는 3∼4세기에 해당하는 금관가야 최고지배층의 무덤인 대형 목곽묘가 자리잡고 있고, 주변

때에 이르러 김해 대성동고분군에서는 입지와 규모·부장유물 등에 있어 이전 시기와 큰 차이를 보이는 대

의 경사면이나 평지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의 무덤들이 만들어졌다.

형 목곽묘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특히, 김해 대성동 29호분은 구릉에 단독으로 입지한 대형 목곽묘로 순

4세기대 가야 상위 지배층의 무덤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바로 순장과 부곽의 출현이다. 부곽은 삼

장이 최초로 확인되고, 피장자의 발치 쪽에 토기를 대량 매납한 부장공간을 마련한 것도 확인되었다. 이어

한 후기의 목곽묘가 자체적인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적 통제를 통해 부를 집중하고 권

서 축조된 대성동 13호분부터는 피장자 발치쪽에 주곽과는 별도의 부곽을 설치한 이혈주부곽식(異穴主副槨

력의 기반을 강화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순장은 4세기에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초월적인 절대권력을

式) 목곽묘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는 소위 신라식 목곽묘라 불리면서 경주와 그 주변지역에서 유행한 동혈

가진 통치자의 존재를 나타낸다. 가야지역의 순장은 김해 대성동고분군에서 처음으로 출현하며, 순장자의

주부곽식(同穴主副槨式) 목곽묘와 대비된다.

수도 최다 5인에 달한다.

이처럼 무덤의 규모가 커지고, 무덤의 축조에 많은 인원과 물품을 소비하는 것은 그러한 장례행위를 통
해 권력을 과시하고, 사회적 통합과 지배를 이루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체가 확대되고 정치적 권력이 강화됨에 따라 지배계층의 무덤도 외형을 크게 만들고자 하였
다. 그래서 3세기대 목곽묘에 비해 4세기대의 무덤은 깊이가 매우 깊어지고 목곽의 높이도 높아졌다. 무덤

목관묘로부터 목곽묘로의 변화는 단순한 묘제의 변화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변화를 가

의 깊이가 대성동 1호는 300cm, 7호는 360cm, 11호는 350cm에까지 이르고, 목곽 높이도 3세기대의 대

져 왔다. 목곽묘는 구덩이를 파고 안에는 나무로 곽을 만든 보다 발달된 형태로서 시신과 함께 다량의 부장

형 목곽묘가 60cm 정도인데 비해 대성동 1호 목곽묘는 200cm에 이른다. 그리고 무덤 구덩이를 팔 때 나온

품도 함께 들어가는 구조이다. 시신과 부장품을 넣은 뒤에는 목곽 위에 나무뚜껑을 덮고, 나무뚜껑 위에 흙

흙과 외부에서 반입된 점토를 교대로 다져 쌓고, 최종적으로는 점토를 피복하여 높은 봉토를 의도적으로 만

을 다져 봉분을 만들었다.

들었다.

목곽묘는 목관묘보다 부장품을 훨씬 많이 부장할 수 있으며, 규모도 목관묘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대형목곽묘가 조성된 유적은 현재의 시·군 단위마다 1~2곳 정도로 형성된다. 김해지역에서는 양동리

의 대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같은 목곽묘라고 하더라도 신분에 따라서 목곽의 규모와 부장품의 질과

와 대성동유적이 해당되고, 김해 퇴래리와 창원 다호리유적도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이 유적들은

양도 많은 차이가 있다.

대개 기원전후한 시기부터 성장해 온 지역으로 1~3세기 무렵에는 양동리와 대성동집단이 대등한 관계였거

김해 양동리 162호분이 목곽묘의 시작을 알리는 무덤으로서 금관가야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일찍부터

나 아니면 대성동보다 양동리세력이 오히려 우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3세기 무렵까지는 동래 복천

만들어졌다. 목곽묘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부장유물도 목관묘시기의 전기와질토기에서는 없었던 노형토기

동, 김해 양동리, 창원 다호리 등의 여러 세력과 비교해서 대성동세력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었다고는 볼 수

(爐形土器)와 같은 새로운 후기와질토기가 만들어진다. 철기도 환두대도(環頭大刀), 장검(長劍), 유경식철촉

없고, 서로 독자성을 유지한 대등한 정치체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구야국이 『三國志』 위서 동이전에 기록된

(有莖式鐵鏃)과 같은 새로운 무기가 만들어진다. 이와 같이 목곽묘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토기와 무기가 만

가장 대표적인 정치세력인 점에서 보면, 대외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일정한 구심세력을 중심으로 연합이나

들어지는 것은 무력을 바탕으로 하는 권력의 출현을 의미하며 한(韓)사회가 이때부터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

공동보조를 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가 3세기 후엽부터는 대성동세력이 주변의 여러 세력들보다 절

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三國志』 위서 동이전 한전의 기록에도 있듯이 중국의 혼란상과도 직접 관

대적인 우위를 확보하면서 이들을 정치체의 하부단위로 편제하여 보다 큰 국가단계의 정치체로 발전하였는

련되어 한 사회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데, 그것을 학계에서는 이전 시기의 구야국과 구분하여 금관가야로 칭하고 있다.

목관묘가 구릉 경사면 아래 또는 주위의 평지에 만들어지는 것에 비해, 목곽묘는 구릉에 형성된다. 특

영남지역에서는 3세기대까지 각 지역별로 다수의 국(國)이 존재했다. 그러다가 3세기 후엽부터는 인접

히 지배자 무덤은 구릉의 낮은 쪽으로부터 높은 쪽으로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며 무덤의 규모도 길이가 8∼

한 국 사이에 서로 통합 또는 연합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심세력이 경주의 신라와 김해의 금관가야였다. 이

10m에 이르는 대형이다. 이와 같이 지배자의 무덤은 위치가 좋은 구릉의 높은 곳을 차지하면서 대형목곽묘

러한 국가단계의 가야와 신라의 지배층은 대형의 무덤(목곽묘)을 조성하고, 갑옷과 투구, 통형동기(筒形銅

를 만들고, 목곽 내에는 토기·무기·장신구 등 각종 엄청난 양의 유물을 부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

器) 등 새로운 지위상징물을 사용하여 정치권력을 과시하였다. 무덤에서는 순장과 성토분구를 통해 일반민

을 순장시키기도 하는 등, 무덤 주인공이 생존 시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과의 차별을 극대화하고, 이념적으로도 왕권을 신성시하여 집권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피지배자의 무덤은 구릉 주위의 사면과 평지에 만들어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묘역을 달리하고 있
다. 또한 피지배자의 무덤 형태는 똑같은 목곽묘이지만, 규모에 있어서는 지배자의 무덤에 비해 훨씬 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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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총의 분구는 이전 시기 고분의 분구와 비교할 때 훨씬 크고 높게 보이려는 축조 의도를 분명하게 담
고 있으며 또 실제로 지금도 현저하게 크고 높다. 5세기 초에 축조된 황남대총의 고대(高大)함(높이 22m)은
전대의 목곽묘에 비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고총 단계에 일어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 고총의 주체
부가 애초에 지하식에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반지상화 또는 지상화되는 현상도 묘와 더불어 봉분을 일체적
으로 쌓음으로써 노력은 적게 들이되 외견상 고대하게 보이는 과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구릉에 축조된 고총들은 사면의 경사를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봉분 토량은 적게 들이면서도 한
층 거대하게 보이는 효과를 올리고 있다. 분구를 쌓는 방법도 이전과는 달라졌는데 판축상으로 쌓아 올림으
로써 장기 존속을 분명하게 기도하였다.
이처럼 고총은 무엇보다 분구를 양적으로 강조한 점에서 전대 고분과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며 그래서
이 단계에 이르러 모종의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시사한다. 우선 봉분 축조에 동원되었을 노동력의 규모
로 판단하건대 피장자의 권력이 앞 시기보다 훨씬 커졌음을 말해준다. 그와 동시에 평면 원형·타원형 분구
로써 고분 개개 묘역의 독립성이 뚜렷해진 것은 고총 주인공들인 지배층 안에서 피아의 구별이 한층 분명해
졌음을 말한다.
고총 이전의 고분 단계에서는 축조 당시에도 묘의 배치나 분구의 형태 때문에 고분 분구 간의 차이가
현저하지 않지만 일정한 시일이 경과하면 그 차이조차 한층 약화된다. 목곽이 내려 앉아 분구가 꺼지고 봉
토 자체가 쉽게 유실되어서 고분 개개의 외형이 불분명해짐은 물론이거니와 인접 고분끼리 접속 평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고총의 경우는 내부구조가 대개 석곽인데다가 장기 존속을 겨냥하는 봉분
<그림 3> ①
 김해 대성동 39호 목곽묘 ② 김해 대성동 3·8호 목곽묘 순장자 배치도
③ 목곽묘 축조과정(대성동고분박물관 2003)

축조 방식 덕택에 분구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므로 상호간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인지된다.
고총은 이전 단계 고분들과 달리 축조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후세 사람들에게도 일종의 기념물로
서 인식될 것을 분명하게 의도하였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무덤에 대해 가졌던 인식이 크게 바뀌었음을 반
영한다. 대부분의 고총에 부장된 유물의 질과 양이 앞 시기에 비해 격단의 차를 보이는 점도 그러한 변화를

3. 석곽묘·석실묘 단계(5~6세기)

뒷받침한다.
고총은 그저 지역 간의 문화적 모방에 의해 나타난 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다.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할

9)

1) 고총(高塚)의 출현과 의의

수 있는 권력의 집중 현상 등 각 지역 집단 내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축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총 축조는 피장자가 사회의 제 관계에서 우위를 과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고총을 축조하게 된

(1) 고총의 개념, 축조 배경

자들의 사회적 우위 또한 확인하고 재생산하는 행위이다.
4세기대 목곽묘 또는 석곽묘 고분군의 경우는 개개의 분구가 별로 드러나지 않고 고분이 축조된 구릉

진·변한 이래의 무덤은 분구를 기준으로 할 때 분묘(墳墓) → 고분(古墳) → 고총(高塚)으로나 묘 → 분→
총으로 단계화된다는 관점에서 고총을 정의하면, 성토 분구의 평면형이 호석(護石)이나 주구(周溝) 등에 의
해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나타나면서 분명한 분묘 단위를 이루는 고분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고총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시차를 가지며 등장하지만 상당히 광역적인 현상으로서 대체로 5세기를 중
심으로 하는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축조되므로 각 지역 무덤이 공통적으로 거치는 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는 진·변한 이래의 무덤 변천에서 목곽묘의 등장, 부곽의 발생과 마찬가지로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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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 하나의 분구를 이룬 듯하였던 데서 엿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선대의 공동체적 모습이 아직 강하게 잔
존하였다. 그에 비해 5세기대의 고총들은 분명한 개별성·과시성을 띠면서 그에서 벗어난 모습을 나타낸
다. 진·변한 이래로 공동체 성원으로부터 점차 분리되어 온 지배층이 이전보다 한층 배타적인 묘구(墓區)
에다 전체적으로 과시성·존속성이 강한 분구를 조성하면서 개별성을 추구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그
지배층 안에서도 피아의 구별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러한 고총이 출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특별히 그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없었다.
이로 보건대 지역사회 전체가 발전함에 따라서, 또는 그 지배층의 권력이 성장함에 따라서 자연스레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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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즉 다분히 자연스러운 진화 현상인 듯이 암묵 간에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이는 고분자료의 지역

고총의 규모는 해당지역 내에서의 위계질서를 반영한 대내적 의미만을 가질 뿐, 대외적인 의미는 약하

간 유사성을 해석할 때 흔히 거론한 지역 간 문화적 영향, 즉 모방에 의해 고총이 나타났다는 정도로 이해함

다고 본다. 가야 권역 내에서 경쟁적으로 규모가 커지지 않는 모습은 물론이고 가야고총 중 합천 옥전고분

을 말한다.

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가장 작지만 출토유물의 질과 조합상에서 월등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이러한 상황

고총의 분구 형태가 영남 전역에서 모두 평면 원형이나 타원형을 이루는 점을 보면 고총 축조에 문화적

을 잘 반영한다.

모방의 측면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다. 그러나 그 모방은 어떤 지역에서 고총이 영조될 수 있는 여건이

경주 고총(적석목곽묘)의 입지를 평지, 가야 고총(석곽묘)의 입지를 산지·구릉으로 구분한다. 경주 고

성숙된 상태라야 비로소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다른 지역의 고총 축조 현상을 아무리 인

총군의 경관은 고구려 집안지역 적석총군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구려의 고총문화에 많은 영감을 받

지하였더라도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 그 여건이란 지역사회 전반의 진화력이 이전보다 현격히 제고된 것이

은 신라 지배층이 이를 신라화하여 경주에 그대로 실현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고구려의 문화를 모방하고

겠지만,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분화가 심화됨으로써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진화를 달성한 것이 가장 직접적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고구려를 뛰어넘어 극복하려는 의지가 숨어 있는 것이다. 경주 적석목곽묘는 평지에

인 여건이라 하겠다. 가야의 경우, 금관가야의 중심지인 김해지역에 고총다운 고총이 없는 점은 이에 대한

있기 때문에 서서 고총을 바라보면, 앞뒤로 빽빽하게 중복되어 묘역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다만,

역설적 증거가 될 수 있겠다. 금관가야가 한때 가야를 대표하다시피 하였고 문헌기록으로 보아 6세기 전엽

각각의 거대 고총이 내뿜는 위용은 특별하다. 이에 반해 가야식 고총은 구릉이나 산 아래에서 바라보게 되

까지 존재하였음이 분명한데도 그 중심지인 김해지역에서 고총 집중 분포지가 여태껏 발견되지 않는 까닭

어 묘역이 한눈에 들어온다. 개별 고총의 위용보다는 묘역 전체가 주는 특별함이 있는 것이다. 고총을 축조

은 바로 다른 지역에서 고총이 출현하는 단계를 전후해서 이 지역의 사회 진화 속도와 강도가 급격히 둔화

함에 있어 서로 다른 입지 선정을 통해 전혀 다른 경관적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된 데 있다고 보인다. 사회 진화가 그처럼 갑자기 둔화된 원인과 계기는 김해지역이 고총 출현을 전후한 시
기인 서기 400년 고구려 남정에서 겪은 역사 과정에 있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2) 고총의 출현과 소멸·계통·규모·입지

2) 수혈식석곽묘
가야 묘제는 5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 수혈식석곽묘로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이후에는 고대(高大)한 봉
분을 갖춘 고총으로 발전하여 가야 권역 곳곳에서 석곽묘를 매장주체부로 한 고총고분군이 조영되었다. 5∼

낙동강 이동 지방 각 지역의 고총은 대체로 4세기 후반에 처음 등장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지역별로 묘
구(墓區)의 고소(高所)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기 시작한 것은 대부분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이다.
영남지방에서 고총을 가장 먼저 실현시켜 완성한 곳은 바로 신라 경주이다. 황남동 109호 3·4곽에서
고총의 가능성이 엿보이기 시작하며 황남대총 남분부터는 완성된 형태의 고총이 축조된다. 고총의 출현과
완성을 의미하는 적석목곽묘의 등장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가장 현실적인 접근으로 고구려의 영향이
자주 거론된다. 고구려와의 빈번한 접촉을 통하여 주로 봉분축조와 관련된 일부 요소를 채용함으로써 이를

6세기에는 가야 각 권역이 정치·사회적으로 발전하면서 대형 고분이 본격적으로 조영되는데 이때 고령 지
산동고분군(대가야), 고성 송학동고분군(소가야), 함안 도항리고분군(아라가야) 등의 중심고분군 내에서는
대형 석곽묘가 축조된다. 또한 중소형 규모의 고분군에서도 활발히 축조되면서 폭발적인 고분의 증가가 나
타난다.
이러한 가야 석곽묘는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5:1 이상의 세장방형이 일반적이어서, 신라의 장방형석곽
묘와 대비된다.

독자적으로 발전·변용시킨 결과물이 적석목곽묘라는 견해가 있다(김두철 2013). 신라 지배층이 집안지역

석곽묘(石槨墓)는 가야를 대표하는 묘제이자 가야가 가장 융성하였을 시기에 성행하였던 묘제이다. 석

의 적석총을 실견하고 받은 영감을 통해 신라사회 내에 구현해낸 고총이 바로 적석목곽묘이다. 거대 무덤이

곽묘는 대개 능선의 정상부나 구릉·평지 등에 세장방형 또는 장방형의 묘광을 굴착하고, 묘광 내에 할석

주는 위용과 보이지 않는 왕의 권위 등을 표현하고자 한 의지의 실현이다.

또는 판석 등을 쌓아서 석곽을 만든 후 내부에 시신과 부장품을 안치하고 석개 또는 목개로 영구 밀봉한다.

신라 경주에서부터 시작된 고총은 영남 전역으로 확산되며,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각지에서 조영된다.

또한 목관·목곽묘와 달리 석곽을 제작하기에 알맞은 크기로 치석한 할석을 사용하여 축조한 일종의 석축

지역 수장묘를 고총으로 축조하는 대유행이 시작된 것이다. 다만 신라의 고총, 즉 적석목곽묘의 요소를 채

묘로 볼 수 있고, 시신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 안치하는 종적 개념의 매장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목관

용하거나 축성법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고총이라는 모티브를 수용한 것이다. 당대 문화 선진지의 유행만을

묘·목곽묘와 같이 수혈식의 개념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매장시설의 한쪽 벽을 개방하여

따른 것이다. 그렇기에 각 지역별로 독창적이며 특수성 강한 지역고총이 축조된다.

수평적 개념으로 시신을 안치하고 추가장이 가능한 횡구·횡혈식석실과 달리 원칙적으로 추가장이 불가능

한편, 고총의 소멸을 가져온 요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동일하지는 않다. 경주의 경우,
6세기 이후 새로운 묘제인 횡혈식석실묘의 등장이 원인이 된다. 단순히 무덤의 구조와 형식이 바뀐 것이 아
니라 장법이 바뀌면서 고총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다. 경주 이외 제가야지역의 경우에는
신라에 병합되면서 지역정치체가 멸망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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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피장자(목관) 안치 및 부장품 부장 → ⑤매장시설 밀봉 → ⑥봉분 조성 등의 대략 6단계의 과정을 거친
다. 그리고 축조공정에서 고분의 위계에 따라 부곽, 순장곽, 배장곽 등이 확인되어 다소 복잡한 양상으로 나
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석곽묘의 출현과 계통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제기되었다. 즉, 지석묘 하부구조 계승론, 외래계
묘제 구조 계승론, 자체발생론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초기 석곽묘는 앞 시기 목곽묘와는 곽을 돌로 만드
는 것 외에는 거의 동일하며, 기존 목곽묘의 구성요소에 목곽을 석곽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
되었다. 그리고 석곽묘가 등장하는 시기의 주변 지역 매장시설이 나무와 벽돌에서 돌로 변화되는 국제적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수혈식석곽묘가 조영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결국 석곽묘의 출현은 석
재 사용의 기술적인 도입이 외래적이건 자체발생적이건 기본적으로 앞선 시기의 목곽묘 구조의 계승이라는
것에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혈식석곽묘는 목곽묘가 유행할 시기인 4세기 말에 김해지역에서 최초로 등장하여 5·6세기대에는 가
야의 전지역에서 만들어진 가야의 대표적인 무덤이라 할 수 있다.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수혈식 석곽묘는 묘광이 길이에 비해 폭이 넓고 석곽 위를 덮는 뚜껑을 나무로 사
용했다는 점에서 목곽묘와 유사하지만 목곽을 대신해 돌을 쌓았다는 점이 다르며,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돌
로써 불규칙하게 쌓았다. 즉, 묘광의 규모와 나무뚜껑을 사용한 점은 목곽묘와 동일하며 목곽을 대신하여

<그림 4> 고
 성 송학동 1A호분(수혈식석곽묘)

돌을 쌓았다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이후 수혈식석곽묘는 묘광의 규모에서 너비에 비해 길이가 길어지고 뚜
껑돌을 사용하는 것 등으로 변화한다.
금관가야의 수혈식석곽묘는 처음에는 지배자 무덤에는 채택되지 않고 피지배자 무덤에 먼저 만들어졌
다. 즉, 김해 칠산동고분군을 비롯한 김해의 주변 고분 집단에서 수혈식석곽묘가 채용된다. 또한 대성동고
분군의 수혈식석곽묘도 구릉의 능선부에는 주로 대형의 목곽묘가 주류를 이루며, 6·35·42호분과 같은
수혈식석곽묘가 구릉 능선부의 일부 지역에 축조될 뿐이다. 묘광의 규모도 대개 길이 4m 이내, 너비 2m 내
외의 소형으로서, 김해 주변지역의 초기 수혈식석곽묘의 규모와 비슷하다. 대성동 6호분과 35호분은 4세기
말의 분묘로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수혈식석곽묘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5세기 이후부터 봉분의 크기 및 고분군의 규모와 관계없이 매장시설의 구조로서 이러한 석곽
묘가 주류를 이룬다. 이는 동시기 고구려·백제·신라의 묘제와 구분되는 뚜렷한 특징이다. 그리고 가야 각
권역에서는 대형 봉토를 갖춘 고총이 등장하면서 석곽묘 역시 각 권역별 축조 방법이나 구조에서 차이를 나
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5> 좌측 - 고령 지산동 44호분(주부곽식석곽묘), 우측 - 함안 도항리 6호분(수혈식석곽묘)(김준식·김규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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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횡혈식석실묘

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정형화된 석실의 분포권을 형성한 경우는 대가야권역(고령)과 소가야 권역(고성) 내
에서만 확인된다. 또한, 6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권역별 경계 및 교통이 발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정봉식과

6세기로 접어 들면서 가야지역에는 석실묘가 지역 수장층을 중심으로 축조되기 시작한다. 석실묘는 석
실 단벽을 그대로 입구로 사용한 횡구식과 석실로 진입하는 널길을 마련한 횡혈식으로 구분되는데, 횡구식
석실은 합천지역에서 일부 확인될 뿐, 가야지역 내 석실묘는 거의 대부분이 횡혈식석실에 해당하고 크게 2
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고아동식석실이 복합된 구조도 일부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러한 가야 횡혈식석실은 가야 멸망 직전까지 수장층 묘역을 중심으로 유행하다가 신라에 병합된 이후
에는 대체로 고분군 조영이 중단되고, 신라 횡혈식석실로 교체되거나 기존의 고분군과 관계없는 새로운 고
분군이 조영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고령 고아동벽화고분을 조형으로 하는 일명 고아동식 석실로, 좌·우편재형 연도와 장폭비
2:1 내외의 장방형 평면형태가 기본 구조이고, 천장은 궁륭형 또는 터널형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진주 수
정봉·옥봉고분군을 조형으로 하는 일명 수정봉식 석실로, 중앙연도와 장폭비 3:1 내외의 세장방형 평면형
태가 기본 구조이고, 벽면 및 천장 형태는 수직 또는 사다리꼴에 해당한다. 고아동식 석실은 주로 고령·합
천지역의 대가야 권역 내에서 확인되고, 수정봉식 석실은 고성·진주·의령·함안 등 소가야·아라가야 권
역 내에서 주로 확인된다.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가야 횡혈식석실의 출현 배경을 크게 2가지 경로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왜(倭), 나머지 하나는 백제(百濟)에서 찾았다. 먼저 5세기 이래로 줄곧 사용된 세장방형 수혈식석곽
의 단벽 중앙에 연도를 부착한 형태가 바로 전형적인 가야 횡혈식석실이고, 이것을 수정봉 유형(중동리 유
형 혹은 송학동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수정봉 유형의 중심연대는 6세기 전엽이며, 연도의 부착은 왜의 영
향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것과 구별하여 장방형 평면형태에 편재형 연도를 부착한 궁륭형(터널형) 천장
의 석실을 고아동벽화고분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고령 고아동벽화고분은 웅진기 백제 공주지역 횡혈
식석실을 직접 수용한 것으로, 6세기 중엽을 중심연대로 보고 있다.
가야의 석실은 한쪽 단벽을 입구로 사용하는 횡구식석실묘와 연도와 현실로 구성된 횡혈식석실묘로 구
분할 수 있는데 횡구식은 합천 옥전고분군과 청리고분군에서 일부 확인되었고, 금관가야 권역을 제외한 경
남 서부 내륙지역, 남강 주변, 남해안 일대 지역 수장층 묘역에서 횡혈식 석실묘가 축조되었다.
가야지역의 횡혈식석실묘 도입기에, 단순히 축조기법만 도입된 것이 아니라 추가장도 실제로 이루어지
고 있었다는 사실은 묘제의 변화를 넘어 매장 관념의 변화도 수반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를
가야 각 지역의 수장층이 주도한다는 사실로 보아 석실의 수용과 확산 과정은 단순 교류를 넘어 각 권역의

<그림 6> 가
 야 횡혈식석실 및 편년(김준식 2013)

중심세력과 주변 지역 수장층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야지역에 횡혈식석실이 도입되면서부터 백제·신라·왜와의 활발한 교류를 보여주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데, 이는 이 무렵부터 경남 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왜계석실이 돌연 등장한다는 사실과도 관
련되어 있다. 이러한 왜계석실의 갑작스런 등장은 그 피장자와 재지 수장층과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6세기 전엽부터 조영된 수정봉식이 6세기 중엽경에 등장한 고아동식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야 횡혈식석실은 아라가야와 남강 주변의 수장층을 중심으로 도입되어 이후 고성 중심의 소가야권역과
이외 가야 전역으로 확산되며, 고령 중심의 대가야 권역은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석실의 구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장방형 → 장방형 → 방형으로의 평면 형태의 변화를 인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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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연구과제

10)

소가야계, 대가야계, 백제계, 신라계 유물들이 순차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창원지역에 이러한 다양한 유물들
의 출토가 해당 정치권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교류관계인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창원은 탁순국과도 관련짓는 견해가 있어 창원지역의 독자성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도 필요하다.

1. 가야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연구는 종래 가야고분에 치우쳐 왔다. 따라서 가야 생활유적에 대한 조
사·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생활유적은 도성, 거점취락과 일반취락, 생산 관련 특수취락 등으로

5. 가야토기양식 연구는 정치체와 그 범위를 추정하는 데 근거자료로 이용되어 왔지만, 그에 대한 반론

구분이 가능하다. 특히, 도성에 대한 연구성과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다행히, 최근에 금관가야의 봉황대

도 제기되었다. 대가야·소가야·아라가야 토기양식의 분포 양상과 정치체와의 관련성을 동일한 잣대로 처

유적과 다라국의 도성인 성산토성 등에 대한 학술발굴조사가 시작되어 그 성과가 기대된다. 대가야 멸망 기

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토기의 확산 양상이 시·공간적으로 연속성을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 정치체의 확

사에 대가야 도성에 대한 내용, 즉, 성곽·해자·성문 등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정밀학술조사가 이루어지면

산인지 경제적인 측면의 교류관계인지에 대한 구분의 근거로 삼기도 한다. 토기 양식과 정치체를 직결시키

관련 유구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가야 도성에 대한 장기적인 기획발굴조사 성과가 축적되면, 입체

는 것이 용이한 문제는 아니지만, 묘제와 위세품의 공반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적인 가야사 복원이 가능하리라 본다. 그리고 기존 주거·취락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입지·형식분류·출토

있을 것이다.

유물 등 평면적인 접근에 치중하여 왔다. 발굴성과가 축적되면 왕궁-거점취락-특수취락-일반취락 간의 유
기적 관계도 검토하여야 한다.

6. 5세기 후반대 (대)가야와 백제의 국경선은 호남정맥을 경계로 보았지만, 529년에는 백제가 섬진강
하구를 장악한다. 최근 발굴에서, 6세기 전반대에는 경남 서부권에서 백제계 문물이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

2. 『日本書紀』 흠명기 23년(562)조의 임나 멸망 기사에 ‘임나 10국’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기존에 고지명
분석과 고고자료를 결합하여 후기가야 소국들의 위치를 비정한 바 있다(김태식 2002). ‘임나 10국’ 가운데

다.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가야 멸망 전인 6세기 전반대에 가야와 백제의 접점과 상호관계를 고고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라국(대가야, 고령 지산동고분군), 안라국(함안 말이산고분군), 고차국(소가야, 고성 송학동고분군) 등은
고대사연구자와 고고학자 간에 거의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나머지 국들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거나 고고

7. 5세기 후반~6세기 전반대에는 고령, 합천을 중심으로 경남 서북부, 호남 동부권(남원·순천·장수),

자료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향후 고고학적 조사성과가 축적되고 고지명 비정과 연결되면, 좀

의령, 고성, 창원에 이르기까지 대가야의 금제이식이 확산되고 있다. 대가야토기의 확산과도 맥락을 같이하

더 진전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에는 고분뿐만 아니라 도성이나 핵심취락에 대한 학술

고 있어 대가야의 간접지배와 관련짓고 있기도 한다. 신라·백제에서도 5세기대를 중심으로 금동관 등의 금

발굴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

공품을 매개로 주변세력에 대한 간접지배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가야의 왕권이 백제·신라보다
는 약했으므로 같은 간접지배라도 백제·신라의 그것과는 동일하지 않았을 수 있다. 즉, 좀 더 느슨한 관계

3. 금관가야·아라가야·대가야는 그 공간적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연구가 상대적으로 진척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남원 월산리나 두락리에서 대가야계 유물 이외에도 백제와 관련되는 위세품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비해 소가야권에 대한 연구는 미약한 편이다. 소가야연맹체, 서부경남연맹체 등

동시에 보인다는 점에서 남원세력이 상황에 따라 대가야·백제와 공히 관계를 맺었을 수 있다. 대가야 중심

으로도 불리어지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실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밝혀야 할 바가 많다. 고고학계 일각에

지와의 거리, 공반유물과 문헌자료 등을 검토하여 대가야의 금제이식이 출토되는 5~6세기대의 대가야 간접

서는 소가야연맹체를 포상팔국(연맹)과도 연결짓고 있기도 하다. 향후 남해안지역과 경남 서부권·호남 동

지배권역에서 대가야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부권에 대한 고고학적 성과가 증가되면 대가야·아라가야·금관가야보다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더 많을 것
이다. 특히, 소가야연맹체 제세력 간의 상호관계, 대가야의 남진에 따른 변동양상 등은 중요한 문제이다. 소
가야연맹체가 호남 동부권까지 영향력을 끼쳤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8. 가야지역의 왜계고분은 5세기 말부터 6세기에 이르기까지 남해안이나 남강수계, 낙동강중류역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그 피장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영산강유역의 왜계고분과 연계하여 가야
지역 왜계고분의 피장자와 그 역할, 왜계 고분의 시·공간적 범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전된

4. 지금까지 가야사 연구는 금관가야·대가야·아라가야 등의 유력 정치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기에,

연구가 필요하다.

유력 정치체 사이의 중소 가야 정치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된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다양한
고고학적자료의 확보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제(諸)가야의 점이지대에 자리한 창원지역에 대한 연구는 소

9. 가야는 고구려·백제·신라에 비해서는 빈약하지만, 문헌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역사 고고학의 범주

외되어 있었다(김주용 2007). 창원지역은 4세기 후반부터 6세기대까지 금관가야, 아라가야, 신라·창녕계,

에 속한다. 문헌자료와 고고자료의 합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 사료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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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고고자료가 일치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고고자료를 문헌자료에 끼워 맞추
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료나 역연대자료가 있는데도 고고자료에 매몰되어 편향된 시각을 갖는 것 또한 문제
이다. 역사고고학자는 사료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하다.

박천수, 2016, 「가야사 연구 서설-소국에서 영역국가로-」, 『가야 고고학 개론』, 진인진
백승옥, 2003, 『가야 각국사 연구』, 혜안
신경철, 1992, 「김해 예안리 160호분에 대하여」, 『가야고고학논총』1,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신경철, 1995, 「김해대성동·동래복천동고분군 점묘-금관가야 이해의 일단-」, 『부대사학』제19집, 부산대학교사학회
심현철, 2019, 「표상으로서의 고총-신라·가야 고총의 예-」, 『표상의 고고학』, 부산고고학회 기획학술발표회

10. 가야 연구 초기에는 고고자료가 부족하여 가야지역 전체를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고고학자 대부분이 각기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의 자료에만 몰입하여 그 지역 단위 가야세력을 중심으로 연
구를 하면서 지역별 연구 관점에서만 전체 가야를 보는 측면이 있다. 이제 고고학자료로 가야사를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역별 연구들을 통합하는 연구를 지향해야 한다. 지역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
법도 일정하게 필요하지만 지역사의 관점은 항상 전체 가야사의 틀 속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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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주, 2018, 「국읍으로서의 봉황동유적」, 『김해 봉황동유적과 고대 동아시아』, 제24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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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2003, 「김해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무덤의 변화」, 『대성동고분박물관 전시안내도록』
이재현, 2003, 『변·진한사회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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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의 고분과 왕묘

고분은 주검이 매장되는 매장주체시설인 묘(墓)와 이를 표지하는 분(墳)으로 구성된 것이 일반적이어
서 분묘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중 분은 처음에는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고대사회가 발달하면서 권위를 상징
하는 표현으로 등장하게 되어 더욱 커져가게 되었다. 즉 고대사회에서 왕릉 등 지배집단의 고분은 웅장하고
거대하게 봉분을 만들어 거기에 그들의 이상을 투영하고, 자기 현재의 영화와 부귀를 표방함은 물론 개인적
정치권력의 정통성을 두드러지게 표현하였고, 그러한 기념비식 건축물을 빌려 왕권의 신성과 영원을 상징
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묘는 또 총(塚), 능(陵), 묘(墓)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여기서 총이란 거대한
분구를 가진 무덤임은 분명한데, 주인공이 밝혀지지 않은 것을 말하며(황남대총, 동하총 등), 능이란 당시
사회의 최고지배자 부부인 왕이나 왕비의 무덤에 부여하는 이름이다(무령왕릉 등). 그리고 묘란 주인공이
밝혀졌으나 그 주인이 왕이나 왕비가 아닌 사람의 무덤에 붙이는 이름이다(김유신묘, 김인문묘 등).
무덤 또는 고분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통과의례인 장례(葬禮)나 장사지내는 방법인 장법(葬法)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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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다. 장례를 주검이 발생하고 그 주검을 처리하는 과정의 의례이고, 장법을 주검을 처리하는 방법이라
고 한다면 무덤이 바로 그 결과물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물질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장례 과정에서
행해진 정확한 행위는 우리가 찾을 방법이 없으나 장법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무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람은 죽기 마련이다. 삶을 살면서 언젠가는 죽어 없어진다는 생각은 인류에게 많은 두려움을 주었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류는 할 수 있는 한 그들의 지혜를 모아야 했다. 이는 사후세계를 만들게 하

의 현상을 통해 우리는 과거사회의 장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으며, 다시 이를 통해 문화, 사회,
정치, 신앙 등 당시의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해 다가갈 수 있다.

였고, 이를 무덤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체현하게 되었다. 그것의 하나가 영혼불사(靈魂不死)의 관념이다. 지

장법은 주검이 발생하고부터 이를 위생처리하고, 무덤을 축조하여 매장한 다음 그 장소를 기념물화 하

역에 따라 다르지만 사람이 죽으면 정혼(精魂)과 체백(體魄)이 분리되어 정혼은 하늘세계로 올라가 영원히

는 전체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도 있다. 장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체를 흙 속에 묻는 토장(土葬), 불에 태우

삶을 지속하는 조상신이 되어 항시 인세로 강림하여 현세의 자손을 돌보고, 체백은 지상에 남는다고 생각했

는 화장(火葬), 나무 등에 올려 육탈(肉脫)시키는 풍장(風葬), 물속에 넣는 수장(水葬) 등으로 나누는 것이

다. 이 중 대지로 회귀하는 체백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하고 떠도는 귀혼(鬼魂)에 의해 교란되지 않고 돌

일반적이다.

아가 쉬는 가장 이상적인 장소가 무덤(墓)이라고 보았다. 세계적으로 무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지금
부터 6만 년 전 중기 구석기시대로 알려져 있다.

토장은 대부분 흙을 파서 무덤구덩이를 만들고 주검을 거기에 넣는 것이나 다양한 종류의 장구, 즉 무
덤방, 덧널, 널을 만들어 넣는 경우도 많고, 그 위에 봉분을 조성하기도 한다. 풍장은 나무 위, 제작된 받침

이런 무덤 가운데 고분이란 오래 전에 주검을 매장한 장소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과

대 위, 동굴, 단애면 등에 사체를 일정한 기간 놓아두거나 무덤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집을 지어 거기에 주

거나 현대의 무덤 가운데 역사적·고고학적자료가 될 수 있는 분묘(墳墓)를 말하고, 좁혀서는 정치력이 집

검을 걸어두는 방식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검을 새나 짐승이 처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수장(樹葬) 혹은

중되어 있는 지배자의 무덤, 즉 고대 왕자의 무덤이라 정의하기도 한다. 현재는 후자인 지배자의 무덤이라

조장(鳥葬)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수장은 주검을 직접 물속에 넣는 경우도 있으나 배에 태워서 냇물이나 바

는 의미가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무덤은 부장품(副葬品)의 질과 양에서, 입지조건에서, 외관상

다에 흘려보내는 방법도 있다.

의 규모에서 일반 민중 혹은 서민의 무덤과 구별되거나 압도하는 특정 개인의 무덤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주검의 처리 횟수에 따라서는 일차장과 이차장으로 나누기도 한다. 토장과 수장의 경우는 일차장이 많

것이 중국의 진시황릉, 이집트의 피라미드 등이다. 이러한 고분이 발생하는 것은 지배와 피지배라는 엄격한

지만 화장과 풍장의 경우는 이차장이 많다. 즉 육탈된 뼈를 모아 다시 흙에 묻는 경우가 많다. 또한 토장의

사회계층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며 정치적으로 지배자가 출현하여 국가 등 발전된 정치체가 발생하였음을

경우 하나의 무덤구덩이나 시설물에 주검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하나의 주검만 넣는 단장(單葬), 두 구 이

명백하게 한다.

상의 주검을 넣는 복장(複葬) 또는 합장(合葬), 두 구의 주검을 차례로 넣는 중장(重葬), 가족이나 씨족의 주

우리나라의 옛무덤은 구석기시대의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신석기시대의 것들이 조사되고 있

검을 차례로 넣는 집장(集葬) 등으로 구별되며 단장을 제외한 다른 종류 모두를 추가장으로 구분하기도 한

으며 청동기시대를 지나면서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옛무덤 가운데

다. 이외 부리던 하인이나 첩을 주인공과 함께 묻는 순장(殉葬), 주인공 주변에 그와 관련 있는 하급의 인물

여기서 고분이라 부르는 것은 봉분으로 무덤을 표지한 것, 즉 초기철기시대(기원전 3〜1세기) 이후의 것을

을 묻는 배장(陪葬)도 장법의 일종이다. 또 많은 부장품이나 공헌품을 넣는 후장(厚葬)과 그렇지 않은 박장

지칭한다. 고분이라는 명칭으로 사적을 비롯한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바로 그러한 시기의 무덤이다.

(薄葬)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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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검의 자세도 다양하게 처리하는데 몸을 구부려 넣는 것을 굴신장(屈身葬), 펴서 넣는 것을 신전

한 묘제를 지속하려는 보수성에서 나온 것으로 지역마다 그들의 지역성을 나타내는 표지가 된다. 원삼국시

장(伸展葬), 앉혀서 묻는 것을 좌장(座葬), 세워서 묻는 것을 입장(入葬), 엎어서 묻는 것을 부신장(附身葬)

대에는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이면서도 구분되는 지역마다 다른 묘제를 채택하여 유지시키는 것에서 이를 읽

이라 한다. 이러한 형태는 다시 주검의 얼굴 방향에 따라 위를 보게 한 앙와(仰臥), 옆을 보게 한 측와(側臥)

을 수 있다. 또한 삼국시대에는 중앙집단과 지방집단이 다른 묘제를 사용하고, 지방 간에도 서로 차이가 나

등으로 구별된다. 따라서 가장 일반적인 얼굴을 위로하여 주검을 똑바로 묻는 방법을 앙와신전장(仰臥伸展

는 묘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역성은 그것을 축조한 집단의 귀속을 알 수 있게 하여 당시 사회의 세

葬)이라 한다.

력판도, 문화계통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방 간의 차이점은 당시 사

주검을 보호하는 장구(葬具)에 따라 장법을 구분하기도 한다. 먼저 무덤구덩이에 그대로 주검을 묻는

회조직의 규모와 성격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직장(直葬), 나무널을 사용한 목관장(木棺葬), 그릇을 이용한 옹관장(甕棺葬) 또는 호관장(壺棺葬), 기와를

보수성과 지역성을 가진 고분의 변화는 사회의 혁신적인 변천을 표지한다. 즉 지속되던 묘제가 변화할

이용한 와관장(瓦棺葬), 뼈항아리를 이용한 골호장(骨壺葬), 돌을 깔아 주검을 안치하는 부석장(敷石葬), 회

때는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여 다시 그것이 지속되는 경향을 가지는데, 이는 당시 사회의 사상, 신앙, 정치조

를 까는 부회장(敷灰葬), 나무판을 까는 부판장(敷板葬) 등이 그것이다.

직 등이 변천하였음을 잘 나타낸다. 이는 보수성과는 다른 시대적 혁신성이라고 볼 수 있어 고분의 양면성

이러한 장법은 죽은 사람에 대한 애착, 존경, 영혼에 대한 숭앙 등 정신적인 입장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을 지적해 준다. 영남지방을 예로 들면 목관묘가 주로 축조되다가 목곽묘가 주로 축조되는 사회로, 다시 적

지방, 신분, 성별, 연령, 죽음의 원인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시대, 지역, 민족 등에 따라 각 요소들

석목곽묘나 석곽묘가 축조되는 사회로, 또 다시 석실묘가 축조되는 사회로의 발전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

이 조합되어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정한 방식으로 장례가 진행되는 것은 그래야만 죽은 사

러한 단계마다 사회의 변동, 즉 사상이나 신앙의 변천, 정치조직의 변화가 맞물려 나타난다.

람이 편안하게 저 세상에 가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자손을 돌볼 수 있다는 관념에서 이루어진다.

고분은 죽은 사람의 신분을 표지하며 권위의 계승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축조된 특징이 있다. 특히 왕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고분은 토장의 결과로 만들어진 무덤에 속한다. 장구와 그 재료에 따

등 최고지배자의 무덤은 산자가 죽은 선조의 권위를 계승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어 크게 축조하고 많은 유물

라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나지만 그 구조는 지하의 매장공간인 묘와 이를 표시하고 권위를 나타내는 봉

을 부장하게 된다. 바로 계승자가 선대의 권위를 이어받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된 거대하게

분을 비롯한 지상의 시설물로 구성되어 있어 보통 분묘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내부에는 많은 부장품

치르는 장례의 결과가 고분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를 고분이 가진 권위의 계승성이라고 할 수

을 넣게 되는데, 이는 그 시설과 함께 죽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 따라서 고분의 구조와 거기서 출토되는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무덤의 축조에는 당시 최고의 기술이 사용되고, 축조집단 전체의 모든 경제력이 동원

부장유물은 우리에게 과거사회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고고학의 발달과 많

되어 당시 사회의 발전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다. 또한 무덤 속에 부장되는 유물로는 장례의 과정에

은 발굴로 고대의 집자리를 비롯한 많은 생활 유적이 발견되어 과거사회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할 수

사용된 물건, 죽은 사람이 갈 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모든 물건이 들어가 그들의 생활상을 우리에게 그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그 고분의 구조가 과거사회 해석에 가장

대로 노출시킨다. 특히 죽은 사람이 저 세상에서도 현재의 권위를 유지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부장품에는 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분이 과거사회에 대한 정보의 풀로서 작용하게 된 것

귀한 수입품, 살아서의 권위를 상징하던 위세품이 대부분 포함되고, 심지어는 살아서 부리던 하인 등도 무

은 고분이 가진 몇 가지의 특성 때문이다.

덤 속에 함께 들어가게 된다.

먼저 고분은 원형의 보존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축조된 장소는 두려우면서도 친근한 양면적인 관념

고분의 축조는 죽은 사람과 이를 축조하는 사람의 지위, 권력, 재산의 정도에 따라 크기나 구조, 부장되

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된다. 죽은 사람이 묻힌 장소라는 점에서 경외의 대상이 되고, 자신을 돌봐주는 조상

는 유물에서 차등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고분이 가진 사회적 계층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층성

신이 거처하는 그 가족이나 집단의 기념물이라는 점에서는 친근한 장소로 인식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분은

으로 인해 고분은 그를 축조한 집단의 세력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크기가 크고, 축조방법이 정교하며 복잡

사람들이 함부로 파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다른 어떤 고대의 유적보다 원래 현상을 유지하

한 무덤과 작고 단순한 무덤을 축조한 것은 바로 그 축조집단의 규모나 기술 수준 등을 나타내고, 들어 있는

게 된다. 나중에 고분 속에 들어있는 귀중한 부장유물이 환금의 대상이 되어 도굴이 성행하게 됨으로써 그

부장유물의 진귀한 정도와 수량 역시 죽은 사람과 그 축조집단의 세력과 관련이 있다. 고신라에서 금관 등

러한 속성을 많이 잃었으나 그래도 고분에서는 과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의 부장품이 출토되는 고분은 왕이나 왕족, 금동관이나 금제귀걸이가 출토되는 고분은 귀족, 금동귀걸이나

고분은 또한 강한 전통적 보수성을 가지고 있다. 고분이 장법의 표현이기 때문에 일정한 방식의 장법으
로 축조되는 고분의 구조는 사상이나 신앙의 커다란 변화가 없으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이 강

그러한 위세품이 전혀 출토되지 않는 고분은 일반 평민 등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등
급의 차이는 무덤의 규모와도 상관성을 가진다.

하다. 예컨대 고구려의 적석총은 낙랑 등 주변에 더 발달된 봉토석실분이 축조되지만 고구려 전기의 왕릉과

고분은 당시 사회 그것을 축조한 집단 성원의 결집을 도모하는 기능도 가졌다. 이를 고분의 사회의 결

귀족묘에는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축조되었으며, 신라의 적석목곽 또한 같은 시기에 주변에서

집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조나 특수한 인물의 무덤은 그 사회의 성원들이 이를 매개로 하여 결집되도

는 석곽이나 석실 등 다른 묘제들이 도입되어 성행하지만 경주에서는 독자성을 가지며 발전하였다.

록 한다. 무덤의 축조를 위한 노력에서의 결집뿐만 아니라 이후 공통된 또는 대표하는 조상신을 모신 곳으

고분은 지역마다의 독자성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지역적 정체성을 가진다. 이는 각 지역이 처음에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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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관념을 공유하게 하여 사회 성원들을 합일로 이끌게 된다.

서 축조한 이혈묘광주부곽식(異穴墓壙主部槨式)만이 상위 묘제로 채택되었으나 경주지역에서는 그러한 목

이외에도 고분이 가진 역사·문화적인 성격은 훨씬 많이 논의될 수 있다. 고분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곽묘가 최상위의 묘제로 자리하고, 기다란 묘광을 파고 그 내부에 칸막이를 하여 주곽과 부곽을 구분한 동

거기에는 벽화가 그려지는 등 장식이 된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장식고분의 장식은 당시 사회의 역사기록물

혈묘광주부곽식(同穴墓壙主部槨式)이 그 하위 위계에게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경주를 중심

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고분은 당시 사회를 대표하는 모든 정신적이며 물질적인 문화가 총결되어 과거사

으로 한 그 주변 지역에서는 후자가 최상위의 묘제로 사용되었다. 김해 대성동 39호묘와 최근 발굴된 경주

회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문화의 총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잘 남아 있는 고

쪽샘지구 L17호묘가 전자를, 경주 정래동 목곽묘가 후자를 대표한다. 이렇게 두 지역의 목곽묘가 형태에서

분 하나는 바로 당시 사회와 문화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때문이

대비됨에 따라 경주를 중심으로 한 후자를 경주형목곽묘 또는 신라식목곽묘, 낙동강 하류의 김해를 중심으

다. 그냥 죽은 사람을 묻은 장소가 아닌 그것을 축조한 집단의 기술 수준, 문화 발전의 척도, 세력의 규모,

로 한 전자를 김해형목곽묘라고 불러 구분하기도 한다. 어쨌든 김해지역에서는 긴 묘광을 가진 동혈묘광주

당시 사회상에 대한 암시가 거기에 포함되어 우리가 당시 사회를 읽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부곽식의 고분은 나타나지 않아 이것의 경우 신라 특유의 묘형으로 보아도 될 터이기 때문에 목곽묘가 분화

되는 것이다.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같은 낙동강 하류의 목곽묘이나 부산지역과 김해지역의 것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부산의 목곽
묘는 주곽과 부곽이 같은 장방형이면서 日자형으로 배치되었는데 비하여, 김해지역의 목곽묘는 부곽은 횡
으로 약간 넓은 방형이고, 주곽은 종으로 긴 장방형을 日자형으로 배치한 것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다. 이외

Ⅱ. 가야 고분의 변천 단계와 지역성

함안지역의 대형 목곽묘는 주부곽식이 존재하지 않고 이전 시기의 장방형목곽묘가 수혈식석곽의 고총이 출
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축조되었다.
이러한 후기 목곽묘는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권은 통일되어 광역에 걸쳐 나타나지만 낙동강 하류를 비

초기철기시대 한반도 남부지방에 목관묘가 도입된 이후 원삼국시대를 거쳐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가

롯한 가야권역은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이때에 신라와 가야의 묘제가 분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야 영역과 신라 영역의 고분은 거의 같은 궤적을 그리며 발전했다. 따라서 가야와 신라의 고분 사이에는 상

다음이 고총 단계이다. 이 고총의 축조는 먼저 신라의 중심부에서 시작되어 그 주변으로, 마침내는 가

이성보다는 상사성이 훨씬 많아 한 둥지에서 나와 약간 다른 성장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야와 신라의

야지역으로 퍼져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고총이란 높은 성토분구의 평면형이 호석이나 주구 등에 의해

고분은 각각이 약간의 시차가 있지만 함께 목관묘 단계 → 목곽묘 단계 → 고총 단계 → 석실분 단계로 변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나타나면서 분명한 분묘단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중 신라 고총은 신라토기 그리

천하고 있음은 이미 학계에서 정설이 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양자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가야와 신라

고 출자형 입식의 대관, 태환수식과 삼엽문대장식구 등의 위세품이 출토되는 고분이라 할 수 있고, 가야 고

고분의 총체적인 변화상을 통해 가야 고분의 변천 모습을 살피기로 한다.

총은 가야지역에 축조된 높은 분구를 가진 고분으로서 가야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토기와 위세품을 부장한

목관묘 단계의 고분은 영남지방 각지의 것이 거의 동일하여 그것의 지역색조차 찾아보기가 힘들다. 예

고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컨대 진·변한의 대표적인 목관묘군인 경주 조양동고분군 등과 창원 다호리고분군 등의 목관묘는 별다른

고총 단계에 들면서 신라 중심 경주의 묘제는 급변하여 적석목곽묘라는 묘제가 출현하고 바로 이를 주

차이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묘제에서 아주 유사하다. 따라서 진·변한 목관묘를 다루는 데에는 굳이

체로 한 고총이 4세기 후반 등장하여 지배자의 무덤으로 지속된다. 이 적석목곽묘를 주체로 해서 성립된 고

진한의 것이다 또는 변한의 것이다라고 구분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총은 경주의 주변지역으로 신속하게 확장되어 영남의 일부지역에 고총을 형성시켰다. 경산, 의성 등지가 그

이후 서력기원후 150년 무렵에 영남지방에 들어왔다고 생각되는 목곽묘가 축조되던 목곽묘 단계는 전

러한 곳이다. 이후 5세기로 들어서면서 그 외부지역에도 고총이 축조되기 시작하는데, 이때의 고총 내부 매

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전기의 경우 목관묘 단계의 무덤과 마찬가지로 진한의 목곽묘와 변한의 목곽묘

장주체부는 적석목곽묘가 아닌 수혈식석곽이 위주로 채택되었고, 각 지역마다 주부곽의 배치를 비롯한 형

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시기 목곽묘는 장방형의 단곽식으로 그 내부에 토기보다는 철기가 위주로 부장되

식에서 다른 지역성이 있는 묘제를 창안하여 사용하였다.

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묘형이라고 할 유물의 부장형태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아 길이에 비해 비교적 넓은 너

같은 대구권에 속하는 고총군들의 경우 내부주체가 같이 수혈식석곽이면서도 구암동고분군의 경우 적석

비의 장방형목곽에 피장자를 안치하고 그의 측면과 발치, 머리 위 등에 돌아가며 유물을 부장한 것이다. 김

분 내부에 11자형으로 주부곽을 배치한 것, 불로동고분군의 경우 주곽보다 폭이 좁은 부곽과 주곽을 日자형

해 양동리의 이른 시기 목곽묘, 포항 옥성리의 목곽묘 등이 그러한 것으로 묘형에서 굳이 구별할 필요성이

으로 배치한 것, 달서고분군의 경우 주부곽을 T자형으로 배치한 것, 화원 성산리고분군의 경우 ㅏ자형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주부곽을 배치한 것, 달성 문산리의 경우 11자형으로 주부곽을 배치한 봉토분을 사용한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3세기 후반 이후에 해당하는 후기 목곽묘는 지역색이 농후하여 아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지금
까지의 조사와 연구에 의하면 낙동강 하구의 김해지역과 부산지역에서는 주곽과 부곽을 별도의 묘광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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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미 적석목곽묘가 채택되었던 앞의 경산 등의 지역도 자체적인 묘제를 창안하여 지속시킨다.
경산지역의 경우 암광목곽묘(岩壙木槨墓)라는 특수한 형태의 묘제를 창안하여 지속시킨 것이 그 예이다.

가야의 고분과 왕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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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세기 후반 이후 포항, 상주 함창, 경산 등 일부지역에는 횡혈식석실묘가 고총에 채택되기도 하

인다. 그러나 본격적인 횡혈식석실분은 6세기 중엽 가까이에 백제로부터 도입되어 가야 말기에 보편적인 묘

고, 양산지역의 경우는 고총의 묘제로 횡구식석실을 채택하여 지속시킨다. 이 시기 고총의 내부묘제로 횡혈

제로 정착한다. 고아동 벽화고분형과 중동리 4호분형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주로 대가야권에서 사용되었

식석실이 채택된 고분으로는 경산 임당 5A호분, 함창 신흥리 라-1호, 달성 현풍 쌍계리 1호분과 2호분, 포

고, 후자는 남강 하류와 남해안 일대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왜계라고 부를만한 이형의

항 냉수리고분, 의성 학미리 석실분 등이 있다. 이렇게 하여 신라권 전체가 고총 단계로 들어서서 현재의 군

석실들도 발견되는데, 유명한 것이 고성 송학동 1B-1호분, 내산리 60호분, 의령 경신리 1호분, 운곡리 1

단위 정도 지역의 중심부에 각지의 중심고총군이 형성되었다.

호분 등이다. 그러나 이들 왜계 석실은 같은 형식을 취하지 않고 각각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특징이 있어

반면에 가야의 경우는 신라와 같은 이른 시기에 고총이 발생하지 않았다. 신라 고총이 성립될 즈음 김

그 계보가 다른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해 대성동고분군의 경우는 높은 봉분으로 무덤을 표지한 고총은 성립되지 않고 대형의 목곽묘가 지속적으

이 석실분 단계를 마지막으로 가야가 멸망하여 가야 고분은 축조되지 않는다. 가야를 점령한 신라의 경

로 축조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김해지역에서는 높은 봉분을 가진 고총의 축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는 지속적으로 신라식석실을 축조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석실은 점령지인 가야의 각지에 도입되어 사용

단지 묘제는 석곽묘로 변화하여 대형의 수혈식석곽이 축조되었음이 대성동 73호묘로 확인되었다.

된다. 그러나 7세기 후반 삼국통일을 전후한 시기를 즈음하여 신라의 경주를 제외한 가야지역과 신라권의 지

지금까지 확인된 가야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고총은 고령 지산동 73호분을 들 수 있다. 이 고총은

방에서는 고분의 축조가 중단된다. 신라의 수도 경주의 경우도 왕과 최상위 위계의 귀족에 한하여 석실분을

석재를 충전한 적석목곽과 유사한 목곽이 내부주체로 주변 창녕이나 합천 옥전의 묘제가 혼합된 것과 같은

축조하고 대부분의 주민은 불교의 장법인 화장을 시행하게 됨으로써 고분의 축조는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은 신라권 전체가 고총 단계로 들어설 즈음에 대가야 고총이 시작되었음을 말
해준다. 이후 지산동에는 수혈식석곽으로 매장주체가 변화하여 대가야식의 고총이 지속적으로 축조되고 확
산되어 대가야 전체 각 지방에도 고총이 확산되어 간다. 그 대표적인 고분군이 남원 두락리와 월산리의 고
분군이다. 그리고 좀 더 일찍 창녕지역에 지상식의 수혈식석곽을 주체로 한 고총이 창녕 계성지구에 비교적

Ⅲ. 가야 왕묘의 출현과 전개

일찍 출현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지산동보다 좀 더 늦게 함안 말이산고분군, 합천 옥전고분군 등의 가
야 고분군에 고총이 등장하여 지속되고 다시 확산되어 가야 각지의 고총이 축조된다. 의령, 진주, 고성 등의
고총군이 그러하다.

1. 목곽묘로 출현한 가야 왕묘

이러한 가야의 고총은 대부분 수혈식석곽을 매장주체부로 택하고 있어 신라권의 다양한 묘제와는 구분
된다. 다만 창녕지역에서는 횡구식석곽이라는 특수한 묘제를 택한 고총이 축조되어 분명한 지역성을 나타

가야가 현재의 대략 군 단위 지역인 분지를 통합한 정치체로 출현한 것이 언제인가는 아직 명확하지 않

낸다. 또 일부 지역에 6세기를 넘어서면서 횡혈식석실이 고총의 묘제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같은 수혈

다. 다만 통합 상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앞의 무덤 변천 단계에서 후기목곽묘 단계로 볼 수 있다. 즉

식석곽이라 하더라도 신라권의 지방과 같이 주부곽의 배치 형식이나 축조수법 등에서 다른 형식이 사용되

지금 우리가 모모가야라고 부르는 지역 단위가 통합된 정치체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후기목곽묘 단계

고 있음이 관찰된다. 대가야의 T자형과 11자형 주부곽의 배치, 함안 말이산의 들보형 목가구를 이용해 축조

인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 지역 수준의 통합을 나타내는 목곽묘는 가야의 왕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한 긴 단곽식, 합천 옥전의 동혈묘광이지만 별도의 주곽과 부곽을 설치하고 그 사이에도 충전한 日자형주부

들 왕묘로 인정되는 목곽묘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3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김해

곽식, 고성지역의 분구묘를 닮은 선분후묘형의 다곽식석곽 배치 등 정치체마다의 독특한 형식이 창안되어

의 대성동 29호묘이다.

유지된다.
이후 6세기 전반을 지나면서 신라는 석실분 단계로 들어간다. 이때의 석실은 횡구식과 횡혈식으로 구분
되나 이 차이는 연도의 유무에만 있고 현실의 내부구조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 석실들은 고총 단계

대성동 29호묘는 대성동고분군이 위치한 야트막한 구릉의 북쪽 말단부에 분포하고, 이후 대성동 금관
가야 왕묘로 추정되는 고분들은 그 조묘구역이 북에서 남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고분
은 묘광의 복원 길이 960cm, 너비 560cm, 길이 130cm이고, 목곽은 길이 640cm, 너비 320cm이다.

에 일부지역에서 내부주체로 사용되었던 다양한 형태의 석실들과는 차이가 있다. 즉 고구려 계통이라고 할

목곽은 판재로 조립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내부는 서부, 중부, 동부로 삼분되어 유물이 부장되었다. 서

수 있는 여러 지역들의 석실들과는 달리 방형의 현실에 중간이나 좌측 또는 우측에 연도를 두어 연도의 부

부에는 도질단경호, 와질 시루, 연질 옹 각 1점을 포함한 와질단경호를 동서 방향으로 6열, 남북 방향으로

설 위치에서 차이가 있지만 시상대를 설치하고 직장을 시행하는 장법에서 통일되었다. 이를 신라식석실이

8열이 되도록 열을 지어 배열하였다. 또한 철촉, 철도자, 철도, 철착, 철겸, 낚시바늘 등의 철기류가 토기

라 부른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 높은 봉분을 가진 대형의 봉토분은 사라지고 고분의 규모가 축소되고, 신라

주변과 위에서 출토되었다. 중앙공간은 북측 거의 절반이 후축된 39호묘 부곽으로 인해 훼손되어 유물의 부

의 수도 경주에만 고총이라고 할 만한 거대한 석실분이 축조된다.

장양상을 확인할 수 없다. 남쪽 절반부에서는 동복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위로 철촉류 및 철부류를 부장하

가야지역의 경우는 김해지역에 신라식유물이 들어간 횡구식석실이 비교적 일찍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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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방패 등의 무구를 부장했던 흔적도 확인되었다. 또 남쪽 선단부에서 직구호 1점이 확인되었다. 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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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기와 가마가 중앙에 들어서 대부분 파괴되어 원상을 알 수 없으나 복원도에 의하면 판상철부를 서쪽

가 밀집분포되어 있는 묘역의 정상부 북서쪽 사면에 위치한 것으로 높이 1.3m 이상의 봉분이 존재했던 무

선단부는 횡으로 일렬이 되도록 깔고, 그 동쪽에는 종으로 7열이 되도록 열지어 깐 다음에 양쪽 허리에 대

덤으로 보인다. 길이 685cm, 너비 450cm의 묘광을 마련하고, 길이 530cm, 너비 180cm의 목곽을 설치하

도를 찬 피장자를 머리가 동쪽으로 가도록 안치하고 좌우에 열을 지어 토기를 배열했는데, 남쪽으로는 노형

였고, 그 내부에 길이 225cm, 너비 115cm의 목관을 안치하였다. 바닥에는 납작한 할석으로 관대를 마련

기대 속에 도질단경호를 담아, 북쪽으로는 단경호류만을 부장하였다. 또 동측 피장자의 머리 위 공간에서는

하였고, 목곽을 설치한 후 그 옆으로 할석을 덧대면서 봉분을 축조해 올린 분묘일체형에 가까운 축조방법을

소형의 도질단경호 2점이 출토되었을 뿐 많이 비워져 있는데, 여기에도 많은 토기류를 부장했으나 유실된

사용했다. 이러한 특수한 축조방법은 이후 다라국 왕묘인 이 고분군 M1∼M3호분으로까지 이어져 고분군

것으로 판단된다.

특유의 왕묘 형식으로 자리한다.

이 고분은 비록 이보다 빠른 시기에 대성동고분군에 축조된 45호 목곽묘, 주차장부지 1호 목곽묘 등과

이 고분에서는 피장자가 착용한 대도, 금동장관모, 금제이식을 비롯한 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그의 신분

같은 것의 경우 전기목곽묘적 특징을 가져 유물부장공간을 따로 가지지 않는 것임에 비해 전체 목곽의 1/3

을 보여주는데, 이 고분의 축조시기에 이르러 주변을 통할하는 지역집단의 지배자가 본격적으로 출현했음

정도의 공간을 분할하여 6열 8행으로 토기를 배열한 특징이 있고, 확실한 순장의 흔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을 지적한다. 출토유물로 보는 연대는 5세기 전반으로 비교적 늦지만 다라국의 권역인 황강을 통제하는 정

또한 주인의 사체 아래에 판상철부 91점을 배열하여 주인공의 위세를 과시한 점이 주목된다.

치집단으로 옥전고분군 축조집단이 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정한 공간에 많은 토기를 부장했음은 부곽의 출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는 순장의 시행과 함께 사

대가야의 경우 지산동에 고분의 축조가 시작되면서 고총인 왕묘가 출현하였다. 대략 5세기 초 무렵으로

후생활을 위해 부장품을 준비했음을 보여준다. 어쨌든 이 고분은 가야지역에 왕묘다운 왕묘가 출현했음을

추정되는데, 이 이전에도 고령지역에 정치체가 있었을 것이나 아직 지역을 통할했을 만큼의 세력집단의 고

알려주는 것이고, 가야 왕묘의 축조가 금관가야에서 시작되었음을 잘 설명한다. 이후 축조되는 대성동 13호

분으로 보이는 것은 조사되지 않고 있다. 다만 고령읍의 북부인 쾌빈동에서 4세기의 대형 목곽묘가 1기 확

목곽묘 등 금관가야의 왕묘급 고분은 피장자 발치의 토기군을 별도의 묘광을 파서 부장하는 이혈묘광식으

인되어 혹시 대가야의 왕묘가 묘역을 이동시켜 지산동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가 의문을 던져준다. 이 목곽묘

로 발전하여 김해식목곽묘의 형식을 형성시켜 유지한다.

는 대부분 파괴되고 일부만 남아 있으나 보강토의 위에 순장자를 안치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는 등 그 품

금관가야의 왕묘가 발생하고 난 후 가야지역의 곳곳에서 왕묘다운 고분의 축조가 뒤따랐을 것이나 아직

격이 높아 앞으로 고령의 4세기대 왕묘의 출현을 암시하고 있다.

선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아라가야, 다라국, 대가야에서 고총 단계의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해당하

지산동에 축조된 최초의 왕묘로 추정되는 것은 73호분이다. 고분은 1기의 주곽과 1기의 부곽을 하나의

는 조사된 대형 목곽묘는 그 지역 왕묘로서의 품격을 갖춘 것이 인정되어 이후 고총 단계 가야 각국의 왕묘

깊고 넓은 묘광 내부에 완전 지하식으로 축조한 同穴異槨의 주부곽식이다. 묘광 벽과 이 주부곽 사이에는

축조에 대해 암시하고 있다.

돌을 채워 보강한 목곽묘의 형식이다. 이 채운 석단의 상면에 주부곽을 돌아가며 3기의 소형 석곽을 설치하

아라가야의 왕묘 시발로 추정되는 목곽묘는 말이산 마갑총이다. 이 고분은 말이산고분군이 위치한 야트
막한 구릉의 북서부에 축조된 것으로 그동안 이 고분군의 대표적인 묘제인 수혈식석곽묘 이전에 대형 목곽
묘가 축조되고 있음을 알려준 고분이다. 비록 일부 파괴되고 난 후에 조사되었으나 무덤의 규모나 출토유물
은 함안분지 정도의 영역을 총괄하던 지역 단위의 최고수장묘로 보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여 순장곽으로 삼았다. 봉분 기저의 호석은 장경 23m, 단경 21m이나 원래 봉분은 장경 24m, 단경 22m로
판단된다.
주곽은 북동-남서향으로 설치된 목곽으로 다른 대가야의 순장묘에 비해 넓은 장방형(너비 2.1m)이다.
내부에서 꺾쇠와 관정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내곽과 목관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주곽의 구조와 연계해

고분은 길이 890cm, 너비 280cm, 깊이 110cm의 묘광에 길이 600cm, 너비 230cm, 높이 90cm 목곽

유물의 배치를 살펴보면, 목곽인 주곽의 내부 중앙에 내곽인 목곽을 설치하고 이 내곽의 피장자 머리 쪽 바

을 설치하였다. 목곽의 내부 전면에 자갈을 한두 겹 깔아 바닥시설을 마련하고 주피장자가 안치되는 중앙부

깥 공간을 두측부장처로, 발치 쪽 바깥 공간을 족측부장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내곽의 내부도 目자형으로

에 다시 3∼5겹의 자갈을 덧깔아 도드라진 凸자형의 관대를 마련한 특징이 있다. 북반부가 파괴된 채 조사

분할하여 중앙부에 주피장자를 안치하고 주피장자의 머리 위 공간과 발치 아래 공간을 각각 두부부장공간

되어 유물의 부장양상을 확인할 수 없으나 관대의 남쪽공간에는 많은 토기류를 부장하여 이후 무덤의 내부

과 족부부장공간으로 활용하였다. 또 목곽의 위와 그 측면 등에도 유물을 부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곽의

를 3등분하여 유물부장공간, 주피장자공간, 순장자공간 등으로 사용한 말이산고분군 특유의 묘형이 여기에

바깥 두측부장처에는 고배 등의 토기, 철촉, 철모 등의 무기류와 철겸, 도자 등이 출토되었다. 또 족측부장

서 출발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최근 조사된 같은 목곽묘로서의 고총인 말이산 45호분이 이를 방증한다.

처에서는 순장자들이 매장되었고, 그들의 착장유물과 재갈, 행엽, 운주 등의 마구류가 출토되었다. 목곽의

출토된 유물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마갑류로 피장자의 좌우에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다.

내부 두부부장부에서는 개배 등의 토기류가, 족부부장부에서는 유개장경호 등의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그

이러한 말이산 대형 목곽묘의 묘형은 단곽식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면서도 그 규모는 엄청 큰 것으
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목곽묘를 축조하였고, 그 묘형이 후대 수혈식석곽묘로 축
조한 왕묘로 이어져 유지되는 점도 주목된다.
다라국의 왕묘급 목곽묘로 가장 이른 것은 옥전23호분이 알려져 있다. 이 고분은 옥전고분군의 목곽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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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피장자가 안치되는 목곽 중앙부에서는 그의 착장유물인 경식, 환두대도 등이 출토되었다. 이외 목곽의
위에 환두대도, 철촉, 철모 등을 부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피장자가 착장한 단봉문환두대도와 곡옥부경식이 출토되어 주피장자는 남성으로 추정된다. 목관에
안치된 주피장자 외에 그 발치 족측부장처에서 3조의 경식이 출토되었는데, 순장자 3인의 흔적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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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주피장자 발치에 엇갈린 방향으로 설치된 부곽 북반부에 공간이 있고 여기에도 순장자 2인이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장자의 두측인 동북쪽의 토기들 사이에 비교적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여기에
도 순장자가 배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주부곽의 둘레 석단 위에 배치된 소형 석곽은 발치인 부곽의 서측(서순장곽), 주곽의 남측(남순장곽),
북측(북순장곽)에 주곽이나 부곽과 나란하게 배치되었다. 주곽과 나란한 남측과 북측의 소형 석곽에는 각기
두향이 반대인 인골 2구가, 부곽과 나란한 서순장곽에서는 금동관식을 가진 인골 1구가 확인되었다. 이 중
서순장곽의 순장인은 성년 후반의 남성, 남순장곽의 2인은 성년 전반의 남성과 역시 성년 전반의 성별 미
상, 북순장곽의 2인은 성년 후반의 남성과 약년 후반의 여성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 고분에는 주피장자 외
에 주곽에 3인, 3기의 소형 석곽에 5인, 부곽에 2인 등 적어도 10인의 순장자가 매장된 것이 확인된다.
이외의 가야지역에서는 아직 목곽묘로 축조된 왕묘급의 대형묘나 봉토를 높인 고총이 발견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 단위를 통합한 정치체의 왕묘는 수혈식석곽묘가 가야의 보편적인 묘제로
채택된 이후 축조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가야 각국 왕묘의 전개와 특성
가장 일찍 왕묘다운 왕묘를 축조한 금관가야는 지속해서 목곽묘로 왕묘가 축조되었고, 높은 봉분을 가

<그림 1> 금
 관가야의 왕묘급 고분

5세기 전반에 축조된 것으로 봄) 왕묘급 대형 목곽묘의 축조를 3세기 후반과 4세기로 둘 수 있을 것이다.

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대성동고분군은 몇 개의 작은 군집으로 구분되는 분포 양상을 보이는데, 이 군집을

이들 목곽묘로 축조된 왕묘급의 고분은 모두 봉분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발굴 당시의 토층이나 중복관

이루며 축조된 고분들 가운데 각 군집의 핵심부에 왕묘급의 대형분이 자리하고, 그 주변에 배장묘로 추정되

계 등으로 보아 일정한 크기의 묘역을 가진 봉분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만 될 뿐이다. 따라서 금관가야의

는 중소형 고분이 배치된 다음 상당한 시간(약 1세기)이 흐른 이후에 이들 왕묘를 포함한 구역의 상위에 수

왕묘급 고분은 고총 단계 이전의 목곽묘 단계 것만 조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직적으로 중복되어 후대 고분이 축조된 특징이 있다.
지금까지 발굴된 대성동고분군의 왕묘급에 해당하는 고분은 대략 고분군의 중심을 이룬 구릉의 능선
정선부를 따라 북에서 남으로 간격을 띠워가며 조영된 것이 확인된다. 발굴된 것들 가운데 가장 북측 1군

왕묘급 고분 가운데 시원에 해당하는 앞에 설명한 29호묘를 제외하면 단곽식으로 축조된 것이 88호와
91호이고, 나머지는 이혈묘광의 주부곽식인 소위 김해식목곽묘의 전형이다. 따라서 3·4세기대에 금관가
야의 왕묘는 이혈묘광 주부곽식의 김해식목곽묘로 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집(25〜67호묘 군집)의 29호묘, 3군집(5〜22호묘 군집)의 13호묘, 4군집(1〜4호묘 군집)의 1호묘와 3호

대성동의 왕묘급인 단곽식의 목곽과 주부곽식 가운데 주곽의 묘형은 回자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즉

묘 등이 그것이다. 이들 29·13·1·3호묘 등은 동시기 다른 고분에 비해 월등하게 크고, 출토유물 또한

주곽이나 단곽식의 대형 목곽묘의 경우 너비가 넓은 목곽의 장점을 살려 중앙부에 주피장자를 안치하고 그

화려하여 왕묘로 인지되어 왔다. 이외 앞의 1군집과 3군집 사이 발굴구역의 고분(23·24·68〜75·85〜

를 돌아가며 유물과 순장자를 배치한 특징이 있다. 물론 순장자는 발치 쪽에 더 많이 배치하지만 전체 구조

91·92〜95호묘) 가운데 1개의 군집(2군집: 72·85〜91호묘)이 추출된다. 그 중심고분으로 추정되는 88

는 回자형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回자형 공간의 내부 중앙을 구분하여 사방에 칸막이를 설

호묘와 91호묘의 경우 비교적 대형이며 출토되는 유물 또한 특이성이 있어서 주목되는 고분이다. 또한 이

치하기도 하여 그 바깥 부분이 회랑과 같은 역할을 한 경우도 88호묘의 경우로 보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능선의 남쪽 하위 5군집(73〜83호 군집)의 73호묘도 왕묘급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수혈식석곽묘로서 금

어쨌든 이 回자형이 대성동목곽묘의 기본 묘형이라고 할 수 있다.

관가야 전성기를 지나 쇠퇴기의 비교적 큰 고분에 해당한다.
이들 고분은 대략 29 → 13 → 91 → 88 → 3 → 1 → 73호묘의 순으로 축조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축조된 29호묘를 3세기 후반으로 보는 견해를 따르고, 금관가야가 광개토왕의 남정에 의
해 쇠약해진다는 점을 기준으로 하면 1호묘의 축조를 그 직전(4세기 말)으로 볼 수 있어(보고자는 1호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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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왕묘로 본 금관가야는 3세기 후반부터 4세기 동안 영남지방의 여러 세력집단 가운데 가장 강력하
고 부유한 세력이었으나 5세기로 들어서면서 세력이 약화되어 다른 가야와 같은 고총의 왕묘를 축조하지 않
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라가야의 말이산고분군에서 왕묘급으로 추정되는 것은 주능선의 가장 동쪽인 척릉의 융기부에 축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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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아
 라가야 말이산 25호분

것들이다. 대략 가장 북쪽부터 1·4·13·25호분과 37

여 6세기의 멸망 시까지 유력 가야로 존재한 것으로 볼

호분이 꼽히고 있다. 이들 왕묘급 고분은 일제강점기에

수 있다.

다수가 조사되었으나 그 보고가 명확하지 않아 특징을 추

대가야의 목곽묘로 축조된 왕묘는 지산동고분군에서

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근래에 조사된 이들

바로 수혈식석곽묘로 전환한다. 이를 알려주는 것이 75

보다 약간 작은 고분의 조사 예를 통해 추정할 수는 있다.

호분이다. 이 고분은 앞의 73호분과 같이 묘광의 내부에

말이산의 왕묘급 고분은 고총단계의 초기부터 축조

순장자를 배치하는 형식으로 주곽과 부곽, 순장곽의 배

된 것이 조사되고 있다. 최근 조사된 말이산 45호분은 말

치가 유사하지만 주곽의 묘제가 수혈식석곽묘로 대가야

이산고분군에 고총으로 축조된 왕묘급의 고분이 어떻게

의 왕묘의 묘제가 전환하였음을 알려준다.

도입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고분은 암반으로 형성

대가야의 왕묘급 고분은 다른 지역들과 달리 주곽

된 능선의 돌출된 융기부를 택해 그 정상부를 제외한 둘

과 부곽 외에도 순장곽을 같은 봉분 속에 설치하여 배치

레 사면을 삭토하여 반원형의 볼록한 지반을 조성하고 그

하는 것이 아주 특징적이다. 주곽과 부곽의 배치는 주곽

위를 굴착하여 묘광을 조성한 다음, 목곽을 설치하고 사

의 발치에 엇갈리는 방향으로 별도의 묘광을 파서 부곽

면을 포함한 상위에 봉토를 덮어 봉분이 훨씬 거대하게

을 축조하는 T자형의 배치와 주곽과 부곽의 묘광을 별도

보이도록 과장한 특징이 있다. 이는 타 지역에 축조된 고

로 나란하게 파서 축조하는 11자형으로 구분되는데, 대

총의 영향을 받아 효율적으로 거대한 고총을 축조하고자

략 전자에서 후자로 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주곽과 부곽의 배치 외에 순장곽을 배치하는 모습도

이렇게 축조하던 목곽묘로서의 고총은 이후에 내부

변화한다. 앞의 왕묘급인 73호분이나 75호분과는 달리

구조를 수혈식석곽묘로 바뀌어 축조된다. 대표적인 것이 4·13·25호분이다. 이들 가운데 최근에 조사되

늦은 시기의 왕묘급인 44호분과 45호분은 주곽과 부곽

고 있는 13호분은 앞의 45호분과 마찬가지 수법으로 거대한 봉분을 축조하였고, 내부구조만 수혈식석곽으

의 둘레에 방사상으로 순장자를 위한 다수의 작은 석곽

로 바꿨다. 한편 이들 왕묘급의 거대한 봉분 둘레에는 다른 지역의 고총들과 달리 호석을 설치하지 않는 특

을 별도로 축조하여 배열한 특징이 있다.

징이 있다. 그것은 봉분의 하부가 자연스럽게 단단한 암반으로 형성되어 유실될 염려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
가 한다.

<그림 3> 대
 가야의 왕묘급 고분

주곽과 부곽, 순장곽으로 구성된 대가야 왕릉급의 고
분 주곽은 석곽의 내부에 목곽을 설치하여 외곽 석곽, 내

말이산 왕묘급 고분의 내부구조인 수혈식석곽묘는 이전 목곽묘의 전통을 이어 주부곽식은 사용되지 않

곽 목곽이라는 이중곽의 구조를 보인다. 즉 외곽인 석곽

고 모두 단곽식으로 축조된 특징이 있다. 이는 아주 특색 있는 전통으로 보인다. 또한 수혈식석곽의 축조에

의 내부 중앙부에 목곽을 설치하여 目자형으로 공간을

사용된 석재가 무른 특징이 있는 말이산에서 채석한 것이어서 석곽의 상부에 덮은 봉토를 개석이 지탱하게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 중앙 목곽의 양단 바깥공간에는

하기 위하여 양단벽에 각 1개, 양 장벽에 각 2개의 벽감형 들보공을 두어 거기에 각각 목재를 井자형으로

유물을 부장한다. 중앙부의 내곽인 목곽은 주인공과 그의 신변유물만 부장하고 기타유물을 부장하지 않는

가구하고 그 위에 개석을 덮은 특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수법의 석곽 축조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보이지

단순한 것이 있는 반면, 두측의 공간에 유물을 부장하거나 두측과 족측 모두에 유물을 부장하는 것이 있다.

않는 아라가야 고분군만의 특징이다.

후자들의 경우 유물을 부장하는 공간을 칸막이하여 주검의 매장부인 주검칸과 구분한 두측부장칸, 또는 양

아라가야 왕묘급 고분의 특징은 묘내공간의 활용에서도 나타난다. 단곽식인 석곽의 내부를 삼등분하여

<그림 4> 지
 산동 44호분 순장자 배치

부장칸으로 구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각각 그 용도를 달리 사용한 것이 그것이다. 장방형의 석곽 내부공간을 目자형으로 구분하여 중앙은 피장자

결국 대가야 고총에 있어서 주인공 주검은 평면상 가장 중앙부에 위치시키는 의도적인 모습이 관찰된

의 안치공간으로, 피장자 머리 위는 그의 유물부장공간으로, 발치 아래는 순장자와 그들의 유물을 부장하는

다. 주부곽과 순장곽의 배치에서 주곽을 가장 중앙부에 두었고, 주곽의 공간 내부에서도 중앙부에 목곽을

공간으로 삼았다. 주피장자공간에는 목곽을 설치하여 구분한 특징을 찾을 수 있으며 순장자는 많은 경우 5

두고 그 목곽의 중앙부에 주검을 안치하는 것이 바로 대가야 고총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6인으로 대부분 종으로 혹은 횡으로 나란하게 배열한 특징도 있다.
이들 왕묘로 본 아라가야는 늦어도 4세기 후반에는 가야세력 가운데 괄목할만한 세력집단으로 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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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 왕묘급 고분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순장된 사람의 수에 있다. 비교적 초기의 왕묘라고 할 수
있는 73호분에는 10여 인이 순장되나 후기의 44호분에서는 적어도 32인의 순장자가 확인되어 다른 가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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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지역보다 훨씬 많은 수의 순장자가 왕묘에 매장되었다. 순장이 시행된 당시 한반도의 무덤 가운데, 신

목곽묘로 축조된 것 가운데 이른 시기의 23호와 28호는 단곽식이나 M1∼M3호는 동혈묘광의 日자형

라의 경우 가장 많은 수가 순장된 것은 경주 황남대총 남분으로 10명 미만으로 추정되고, 가야의 경우 금관

주·부곽식으로 옥전고분군만의 독특한 성격을 잘 보여준다. 이들 고분은 먼저 지반을 고르거나 약간 굴착

가야나 아라가야의 왕묘에도 대략 5∼6인이 순장되어 10명을 넘지 않는다.

하여 묘광을 조성한 후 목곽인 주곽과 부곽을 별도로 日자형으로 설치한 다음, 그 사이와 목곽의 주위에 돌

대가야 멸망의 즈음에는 횡혈식석실묘가 왕묘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산동고분군의 능선 말미
에서 조사된 고아동벽화고분은 백제계의 횡혈식석실묘로 연화 등을 벽화로 그린 고분이기 때문이다.

을 채우면서 하부 봉토를 축조해 올라간 것이다. 따라서 분묘일체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묘제가 특징이다.
이 다라국의 왕묘급 고분에는 순장의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대단히 풍부한 부장유물이 발견되어

이들 왕묘로 본 대가야는 4세기 전반까지는 여러 가야세력 가운데 주목할 정도의 세력을 갖지 못했으나

당시 사회에서 다라국의 위치를 시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봉황문이나 용문, 용봉분의 환두대도이고,

그 이후 급격히 성장하여 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는 가야세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력집단으로 성장하여 멸

신라의 왕묘급에서만 발견되는 로만글라스도 있다. 특히 최전성기인 M3호분에서 출토된 금동제주, 용봉문

망 시까지 유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환두대도 2자루, 단봉환두대도, 금제이식 7쌍, 청동합 등의 주인공의 위세를 알려주는 유물이 주목된다. 출

목곽묘가 왕묘로 채택되어 축조되기 시작한 것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가야 고분군이 다라국의 것으로
알려진 옥전고분군이다. 이 고분군의 왕묘급으로 추정되는 고분은 23·28·M1·M2·M3·M4·M7·

토된 다양한 유물은 해외에서 수입된 것을 제외하고도 한반도 내의 백제계, 신라계, 대가야계, 재지계 등으
로 구분되어 당시 다라국의 대외교류 현상을 잘 알려주기도 한다.

M10·M11호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의 축조연대는 대략 5세기 전반부터 6세기 중엽무렵까지로 영남

이들 왕묘로 본 다라국은 비록 소규모 세력이지만 4세기에 단위 지역을 통할하는 독립된 가야 소국으로

지방 고총단계의 전기간에 해당한다. 왕묘급 고분 가운데 23호분과 28호분은 아직 고대한 분구가 출현하기

성장하여 발전하다가 5세기 후반을 넘어서면서 대가야의 세력 속에 편입되다시피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며,

이전의 목곽묘로 축조된 고분이고, 나머지는 모두 고대한 봉분을 가진 고총으로 축조된 것이다. 그리고 후

다시 말기에는 독립된 소국으로서의 지위를 탈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중에 M1·M2·M3호분은 매장주체부가 이전의 묘제를 계승한 석재로 충전한 목곽묘이고, M4·M7호

창녕 비화가야 왕묘가 축조된 고분군이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이다. 이 고분군의 왕묘와 최고 귀족의 묘를 구

분은 인근 대가야의 영향으로 축조된 수혈식석곽묘이다. 그리고 나머지 M10호분은 횡구식석실묘, M11호

분하는 것은 어렵지만 교동의 7호분과 89호분 등의 최대형분은 왕묘로 볼 수 있다. 이들 두 고분은 좀 더 작은

분은 횡혈식석실묘로 축조되었다. 이러한 묘제의 변화상은 당시 영남지방 묘제의 변화를 아주 적절하게 나

봉분을 가진 고분으로 둘러싸인 중앙에 자리하여 군집을 형성시킨 특징이 있다. 이렇게 최대형급의 고분을 중

타내고 있기도 하다.

심으로 해서 좀 더 작은 고분이 둘러진 왕묘는 경주의 황남대총 등 대릉원지구 고분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림 5> 다
 라국의 옥전고분군 M3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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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창
 녕 교동 7호분의 재발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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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왕묘로 추정되는 고분 가운데 7호분이 일제강점기에 발굴되었고, 최근에 재발굴되었다. 고분은 직경
30m가 넘는 큰 봉분을 가졌고, 내부구조는 횡구식석곽으로 밝혀졌다. 석곽은 길이 9m, 너비 1.7m이며 한
쪽 단벽에 출입구를 마련한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발굴되고 난 후 정식의 발굴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으나
재발굴로 무덤의 내부구조를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었다. 고분은 단단한 암반으로 된 돌출된 지점을 선택하
여 그 암반을 삭토해서 볼록한 기초부를 마련하고, 그 상부에 지하식의 석곽을 축조하고 봉분을 올려 더욱
거대한 봉분이 되도록 한 특징이 있다. 고분에서는 일제강점기 발굴에서 금제이식, 금동관, 곡옥부경식, 은
제과대, 삼엽환두대도, 금동천, 은천, 은지환, 금동식리 등이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서는 이외에 최고귀족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많은 고분이 발굴되었다. 이들
왕묘에 버금가는 대형분들은 경주에 축조된 적석목곽을 주체로 한 것이 1기 섞여 있지만 대부분 횡구식석곽
이었다. 다만 고분군 말기에 횡혈식석실이나 횡구식석실이 채용된 것이 확인될 뿐이다. 따라서 비화가야의
고분 특징으로 그 묘제인 횡구식석곽을 꼽을 수 있고, 이는 다른 가야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독특한 묘제이
다. 이 묘제는 부곽이 축조되지 않고 묘도와 입구를 가진 석곽의 중앙부에 시신이 안치된 목관이 놓이고 그
의 머리측인 입구의 반대쪽에 공헌용의 부장유물이, 입구 쪽에 순장자가 배치되면서 주인공의 사후생활유
물이 배치된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묘형은 모든 횡구식석곽에 공통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조사된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고분은 빨라야 5세기 중엽무렵부터 축조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7> 고
 성 송학동 1A호분

따라서 이 이전에 창녕지역에 있던 비화가야세력의 왕묘는 다른 곳에 먼저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수혈
식석곽으로 축조된 창녕 계성리고분군의 대형 고총들이 그러한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계성리 1·4호분

석곽 가운데 분구의 중앙부에 설치된 대형 수혈식석곽(1A-1호)은 길이 825cm, 너비 105cm, 깊이 115cm

을 대표로 한 이들 대형 고총은 지면의 위에 목곽을 설치하고 거기에 맞추어 지상식의 수혈식석곽을 축조하

의 세장한 것으로 수혈식석곽으로 축조된 소가야의 왕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석곽을 둘러싸고 배치

면서 봉분을 쌓아 올라간 분묘일체형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두 고분군의 묘제가 현격

된 거의 같은 시기의 수혈식석곽들은 이 왕묘의 주인공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의 묘로 볼 수 있다.

하게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양자를 이어주든지,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 선행하는 목곽묘가 발견되는지 하
는 등의 자료 증가가 있어야 비화가야 왕묘의 발생과정을 추적할 수 잇을 것이다.
이들 비화가야의 최고위급 고분에서는 신라계라고 할 수 있는 복식품(금동관, 금귀걸이, 은허리띠 등)
을 비롯하여 금속용기 등이 출토되어 당시 신라와 인접한 이 비화가야세력의 동향을 알려주고 있다.

이와 같이 분구묘적 성격을 띤 다곽식의 수혈식석곽을 가
진 고분은 소가야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율대리, 내산리 등
에서도 조사되고 있어 6세기 전반 이전의 소가야 왕묘는 이 송
학동 1A-1호와 같은 양상으로 축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왕묘로 본 비화가야는 4세기에 가야로 출발한 것으로 문헌에 나타나나 5세기가 되면서 신라의 영향력

이 1A호에 이어진 1B호분의 1호묘는 연도가 긴 양수식의

아래 들어가 그 지방집단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신라의 많은 지방세력 가운데는 가장 강

세장방형의 횡혈식석실로 해남 장고봉고분 등 남해안지역의 석

력한 세력을 유지한 것이 관찰된다.

실분과 아주 유사한 특징이 있고, 일본에서 발견되는 석실들과

소가야의 왕릉이 포함된 고성의 송학동고분군에는 10여 기의 대형봉토분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가운

도 닮아 있는 특징이 있다. 또 1A호 1B호의 사이에 가장 나중

데 최대형 왕묘로 추정되는 1호분이 발굴되었다. 이 고분의 발굴에서 대형 봉토분이 들어서기 이전의 목곽

에 축조된 1C호도 비록 연도가 짧아졌으나 1B호와 같은 양수

묘가 먼저 축조되어 있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소가야의 왕묘가 이전부터 축조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

식의 장방형 횡혈식석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6세기 중엽 무렵

으나 아직 분명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발굴된 1호분은 크게 3기의 대형분(A∼C)이 연접되어 축조된

인 소가야의 말기에는 왕묘가 횡혈식석실묘로 묘제의 교체가

것으로 밝혀졌고, 그 축조연대는 6세기 전반으로 알려져 있다.

있었음을 알려준다.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된 A호분은 분구묘적인 성격을 가진 소가야의 독특한 고분으로 하나의 분구에

이들 왕묘로 보아 소가야는 비교적 늦은 시기인 5세기 후

많은 수혈식석곽을 배치한 다곽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다른 가야지역의 대형 봉토분들과는 달리 먼저

반에 유력한 가야로 성장한 집단이고, 이후 남해안을 통한 동서

대형의 분구를 조성한 다음 이를 다시 파서 많은 수의 석곽을 배치하고 봉토를 덮은 고분이다. 많은 수혈식

교류의 허브로 역할을 한 가야세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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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남
 원 두락리 32호분 유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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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외에 비록 일찍부터 성장한 집단이지만 대가야의 왕성기에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가야세력

형 묘들이 배치되어 일체를 이룬다. 중심된 위치(능선의 최상위나 돌출된 곳)에 왕묘가 자리하고 그 주변 사

이 있었다. 남원 유곡리·두락리고분군을 대표로 하는 전라북도 동부지역에 존재했던 세력이 그것이다. 왕

면에 더 낮은 위계의 고분이 자리하여 왕묘와 일반민의 고분이 혼재하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묘지에 왕과

묘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고분이 두락리 32호분으로 세장한 수혈식석곽의 주곽과 부곽을 11자형으로 배치

귀족, 일반인의 고분을 조성하나 그들의 사고에서 좋은 장소인 어느 곳에서나 조망이 확보되는 곳에 왕묘가

하여 대가야의 상위 고분들과 같은 묘제를 사용하고 있고, 출토되는 토기 또한 대가야에서 생산된 것이 많

자리함을 의미한다.

은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고총으로 축조된 이곳의 왕묘급 고분은 대가야와 이 정치체가 밀접한 관련을 가졌
을 때인 6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중국의 고분은 군집분을 이루는 경우 왕릉(황릉)의 군집과 일반민의 고분 군집이 분리되어
전자는 공묘, 후자는 방묘라 불린다. 대표적인 것이 전국시대의 경우로 궁성의 외곽 한쪽에 공묘를 군집시

이 세력은 최근 조사된 남원 청계리고분 등으로 보아 5세기대에 이미 지역단위를 통할하는 소국으로 성

켜 축조하고 다른 곳에 방묘를 군집시켜 축조하여 묘지가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춘추시대에는 궁성의 내부

장하여 아라가야, 일본 등과 교류하고 있었으나 5세기 후반 무렵에 대가야의 세력 확장으로 그 영향권 아래

에 왕묘를 축조하기도 하였다. 능원이 성립된 진의 통일 이후에는 궁성에서 약간 더 떨어진 곳에 황릉을 축

로 들어간 가야세력으로 볼 수 있다.

조하였고, 각각은 독립된 장소에 축조되나 크게는 궁성에서 일정한 방향의 권역에 산포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 황릉의 전면과 주위에는 배장분을 설치하여 개개 능원마다 군집하게 된다.
가야 고분군 능선의 주 척릉 정선부나 돌출부에 왕묘급의 대형묘가 자리하여 그 사면이나 주위에 자리
한 중소형 묘와 차별화를 보이는 것은 위계의 적극적인 표현이다. 이외 매장주체부나 봉분의 규모의 차이로

Ⅳ. 중국 중원과 비교한 가야 고분군의 특성

위계를 표현하였다. 다만 대가야의 지산동고분군에서는 주부곽의 배치라든지, 순장곽의 배치 등의 요소로
도 위계를 나타낸 특징이 있다. 그리고 발굴된 가야고분군 가운데 순장자가 매장된 김해 대성동고분군, 함
안 말이산고분군, 고령 지산동고분군에서는 그 숫자가 위계를 구분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가야 고분군의 입지는 모두 산지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 지산동고분군이나 합천 옥전고분군, 창녕

이에 비해 중국의 고분은 고분의 크기와 묘형으로 위계를 표현하였다. 이른 시기 목곽묘의 경우 亞자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경우에는 강안의 비교적 높은 산지의 중턱에서 형성된 주된 능선의 상위에 고분이

형, 中자형, 甲자형, 口자형 등 묘도의 숫자가 위계를 나타낸다. 특수한 유물의 수로 위계를 표현하는 경향

분포한다. 반면에 고성 송학동, 김해 대성동, 함안 말이산의 고분군은 독립된 나지막한 구릉의 위에 고분을
축조해나갔다. 양자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중턱에 고분을 축조한 전자나 독립된 구릉의 상위에
고분을 축조한 후자 모두 주거역과 가까우면서 해당 분지의 중심에 해당하는 비교적 높은 고지에 고분을 축
조한 것으로 그 개념은 같다. 다만 양자가 자리한 지리적 요건이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도 있다. 예컨대 서주를 비롯한 춘추전국시대에는 정(鼎)과 궤(簋) 세트의 수로 위계를 나타냈다. 즉 주천자
는 구정팔궤(九鼎八簋), 제후 칠정육궤(七鼎六簋), 경과 대부 오정사궤(五鼎四簋), 상급선비 삼정이궤(三鼎

二簋), 하급선비 일정(一鼎), 여타 무정(無鼎) 등의 방식이다. 이외 동시기에 다양한 묘제가 운용되면서 묘

제로도 위계를 표현한 경우도 있다. 당의 경우 황제는 산릉을 축조하였고, 그에 배장된 황족과 고위 관리들

이러한 가야 고분군의 입지를 가장 가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고령 지산동고분군이다. 이 고분

은 그 전면과 주변에 봉분을 가진 토동묘(토굴무덤) 혹은 전실묘로 축조되어 분명하게 구분되었다. 또한 북

군은 주산에서 뻗어 내린 주능선과 그 가지능선에 고분이 분포하는데, 먼저 각 능선의 선단 돌출부에 왕묘급

위 이후 황릉의 경우 능침의 전면에 신도의 좌우 혹은 주변에 무인상, 문인상 등의 배례석과 사자 등 짐승상

의 고분이 자리하고 그 둘레와 주위에 좀 더 작은 고분이 축조되어 혼합된 군집성을 보이다가 상위로 가면서

의 석물을 배치하여 권위를 나타내었다.

왕묘급의 대형묘만 연결되어 주능선의 척릉을 따라 축조되고 중소형 묘들은 그 사면에 축조되는 경향을 읽

가야 고분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출토유물과 순장 등 실질적 증거로 계세사상이라는 사후세계관을 읽

을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나머지 가야 고분군은 산능선에 자리했거나 독립된 구릉상에 자리했거나 상관없이

을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순장이란 현세에 부리던 인물을 사후에도 마찬가지로 부리기 위하여 데리고 가

주된 척릉상에 연이어 대형묘가 자리하고 그 사면과 주위에 좀 더 작은 고분이 자리하는 특징이 있다.

는 것이기에 계세사상의 적극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야의 고분에서 부곽을 설치하거나 그러하

이 가야 고분군에 비해 중국의 주된 능묘는 대부분 평지형이다. 다만 서진부터 남조까지의 고분은 산지

지 않은 경우는 묘곽 내부 주인공의 발치에 생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유물을 부장하는 특징이 있는데,

형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이들도 능선의 상위에 대형묘가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산허리에 고분이 자리하여

이러한 유물은 사후에 생활하기 위하여 가져간 이삿짐으로 볼 수 있어 계세사상의 표현이 된다. 또한 가야

가야의 산지형과는 구분된다. 고분이 자리하는 곳은 풍수에 따라 뒤에 산봉이 있고, 좌우에도 능선이 뻗어

고분군은 대개 그 고분에 묻힌 피장자가 살던 공간과 연접되거나 근접한 약간 높은 장소가 택해져 조성되었

내린 곳으로 앞에만 평지가 전개되어 전면의 평지만 조망할 수 있다. 가야의 사면이 조망되는 곳에 고분이

는데, 이것은 타계가 현세와 가깝고 친근한 곳이며, 그 타계에서 망자가 현세의 후손을 돌본다는 개념이 들

조영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어간 것이기에 계세적 사후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가야의 고분은 고분군 내부에 위계에 따라 지점을 달리하며 고분이 배치되고 있는 혼합 군집이라고 할

이에 비해 중국의 고분은 사후관의 표현에서 좀 더 상징적인 유물의 부장으로 표현되었다. 벽화로 표현

수 있다. 즉 능선이나 낮은 구릉의 돌출된 지점이나 정상부에 왕묘급의 고분이 자리하고, 그 사면으로 중소

을 했다든지, 분묘를 지키는 도용이나 상상의 동물 진묘수(鎭墓獸)나 신수(神獸) 등으로 사후세계를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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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는 중국의 사후세계는 함부로 인간이 접근하기 힘든 무서운 곳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지만

지하에 깊숙이 묘를 조성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봉분이 있는 고분의 경우 묘와 분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나

안전한 사후세계에 도달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화상석 등에 자주 등장하는 교상전투도(橋上戰鬪圖) 등은

타난다. 이에 비해 가야의 고분은 지하식의 묘라 하더라도 묘의 어깨면이 지표에 있는 등 그리 깊지 않고,

바로 이승에서 저승으로, 저승에서 이승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보여준다.

반지상식, 지상식 등 묘와 분의 경계가 모호한 것이 많다.

묘제의 경우 가야의 고분은 앞 시기에 김해 대성동을 표준으로 하는 목곽묘가 축조되다가 나중에는 고
령 지산동과 함안 말이산의 고분을 대표로하는 수혈식석곽으로 전환한 것이 주된 묘제의 변천 노선이었다.
따라서 고분의 매장주체부는 지하식이 원칙이나 반지상식, 지상식 등도 존재한다.

김용성

목곽묘가 축조되던 앞 시기에 봉토가 존재한 것은 확인되는데, 그 형태는 아직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실
정이다. 다만 목곽묘 내부에 잔존하는 토층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방형분 계통이 아닐까 추측된
다. 그러나 수혈식석곽이 축조되는 시기의 봉분은 모두 원형으로 통일되었다. 이 원형분들은 하나의 봉분
내에 여러 기의 석곽을 설치한 합장의 흔적은 보이나 같은 크기의 부부묘를 하나의 봉분에 합장하거나 봉분
을 연접시켜 합장의 효과를 노린 것은 드물다. 하나의 봉분에 여러 기의 석곽을 축조한 것은 순장자를 같은
봉분의 내부에 매장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하위 위계의 인물을 주인의 봉분에 배치하기 위한 배장 성격의 것
일 뿐 봉분 자체는 주피장자 1인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야 멸망기 즈음에는 합장을 전제한 석실이 채용되었다. 가야의 본격적인 횡혈식석실은 6세기 중엽 가
까이에 백제로부터 도입되어 가야 말기에 보편적인 묘제로 정착한다.
중국의 묘제는 먼저 봉분으로 살펴보면 왕릉이나 황릉은 무봉분릉, 봉분릉, 산릉(자연 산봉우리 자체를
봉분으로 인식하여 그 중턱에 굴을 뚫어 장례를 지내는 제도)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전에는 봉분이 없이 지
하에 묘만 축조하는 제도였으나 전국시대 왕릉부터 거대한 봉분을 올리게 되었다. 봉분의 형태는 동한 이전
은 대부분 방대형이었으나 이후 원분이 등장하여 함께 사용되었다. 그리고 한대 일시 산릉(문제의 覇陵)이
축조되었으나, 봉분릉이 대세를 이루었고 제후왕릉에 더러 사용되었다. 삼국시대의 혼란기를 지나면서 가
릉을 축조하는 등 도굴의 피해를 우려하여 봉분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제도가 일시 유행하여 남북조의 남조
까지 이어졌다. 북조에서는 한의 제도를 계승하여 거대한 봉분을 축조하였고, 수를 지나 당의 초기에 다시
산릉제도가 도입되어 당릉의 특색을 이룬다. 이후는 대부분 봉분을 올린 황릉이 축조된다.
황릉이나 왕릉에 사용된 묘제만을 일별하면 목곽묘, 황장제주묘, 전실묘, 동실묘(산릉의 암굴무덤) 등이
다. 석실묘도 존재하나 한대 제후의 왕묘에서 더러 발견될 뿐 주된 묘제는 아니다. 아마 석재가 풍부한 환경
에서만 석실묘가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된 노선은 목곽묘에서 전실묘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황장제주묘(黃腸題湊墓)는 한대에 유행하였는데, 황릉으로 발굴된 것은 없으나 동한과 서한의 많은 황
릉이 이 묘제로 축조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대의 제후묘에 석실묘, 전실묘, 목실묘 등의 횡혈식의 실묘
가 등장하여 곳곳에서 채택되었고, 산릉 형식의 동실묘도 일부에서 채택되었다. 서진부터 남북조를 지나 수
에 이르기까지는 고위급의 고분은 전실로 축조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전실은 명청대까지 이어진다. 당의
황제릉은 산릉의 암굴 내부에 전실을 축조한 것이 아닐까 추정되고 있다.
가야와 같이 석곽으로 축조된 것은 없으며 수혈식석곽묘로 축조된 대형묘는 요녕지역인 중국의 변방에
서 주로 발견된다.
중국의 고분과 가야의 고분이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중국의 고분은 철저한 심매(深埋)의 원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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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야 철기 연구 현황과 시사점

이번 장은 국내 학계에서 가야를 연구하면서 이제까지 철기를 소재로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고고학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검토한 결과 【표 1】과 같은 통계를 얻을 수
있었다.

【표 1】 주요 학술지 가야 철기 관련 논문 게재 편수

Ⅰ. 머리말

한국고고학보

한국상고사학보

영남고고학보

26편(111집) 1976 ~

7편(103집) 1988 ~

31편(84집) 1986 ~

가야 연구는 1970년대 이후 다양한 연구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7
권으로 정리한 가야 총서 중 가야 논저 분야를 참고할 수 있다(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8). 이 자료집은
정치·군사를 포함한 13가지 주제로 나누어 그간 연구되어 온 가야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였다.

가야는 일찍부터 ‘철’이라는 금속 소재를 이용하여 다양한 물건을 제작하였다. 이를 고고학에서는 ‘철기’

그러나 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가야 철기를 소재로 대표적인 연구 학술지에서 발표된 논문은 매우 저조

로 통칭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철기문화’로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철기문화라고 정의하는 어떤

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철기라는 유물을 복원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분석이나 검토를 위한 열

이유와 근거가 있는지 본고를 서술하기 전에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의 사전적 정의는 인류에서만 볼 수 있

람이 다른 유물보다 어려운 특수적 여건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는 사유, 행동의 양식 중에서 유전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소속하는 사회(행동을 학습한 사람
들의 집단)로 습득하고 전달받은 것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한다(두산백과 참조).

그렇지만 그간 가야 철기를 소재로 발표된 논문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를 크게 나누면 미
시적 검토와 거시적 검토로 나눌 수가 있다. 미시적 검토는 철기 자체를 충실히 분석한 것으로 특징, 용도,

그렇다면 가야의 철기는 문화로 명명할 수 있는 인류 지식의 총체가 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문화의 개념

변천을 살펴보았으며 거시적 검토는 계통, 유통, 교섭, 소유계층, 상징 등을 살펴 가야에서 철기가 제작되

을 바탕으로 가야 철기문화는 ‘기술(생산체계)’, ‘상징’, ‘계층(습관)’ 등의 요소를 들 수 있다. 이 개별 요소들

는 배경과 의미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 중에서 그간 철기 연구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주로 거시적 검토이

은 가야의 철기를 연구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연구주제이고 이제까지 연구성과가 어느 정도 축적되

다. 본고는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철기가 가야문화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활용하고 세계유산적 가치를 논의

어 있기도 하다.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

그런데 이러한 가야의 철기문화가 세계유산적 가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밝히는 것이 이 글의 주요
한 주제이면서도 앞으로 세계사적 위치에서 가야사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본고는 위에서 언급한 가야 철기문화의 요소와 더불어 가야가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에 주목한다. 또한 가야

1. 계통

의 철기가 이러한 네트워크를 이루는 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가
야의 철기는 동아시아 교류와 교섭에 중요한 매개로 인류가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따
라서 가야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우선 가야 철기 연구의 현황과 시사점을 통하여 앞에서 언급한 가야 철기문화 요소를 구체적으
로 검토하여 세계유산적 가치를 논하고자 한다.

가야 철기 연구에서 계통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마구와 갑주 분야이다. 다른 철기보
다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배경은 제작구조가 복잡하고 여러 제작기술이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이다. 다
시 말해 당시 어떤 제품보다 기술 혁신이 이루어졌기에 사회적 영향력이나 파급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마구와 갑주는 자체 발전하였다기보다 기술 수용을 통해서 발달하였으며 어떤 과정이나 루트로 이러한
기술을 수용했는가는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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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구

2) 갑주–북방계·중원계·재지계

가야는 초기 마구의 계보와 관련하여 부여 전래설과 중국 동북지방 기마문화 전래설로 나뉜다. 전자는

갑주는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변 국가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서로 어떤 제작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

4세기대 가야 마구의 계보가 고구려가 아닌 부여를 비롯한 중국 동북지방의 선비계 마구로 보고 있으며 후

연구되고 있다. 이것은 갑주가 연구 대상으로 가진 장점으로 공간적인 제약을 넘어 국제적인 관계까지 추론

자는 부여라는 특정 민족이 아닌 중국 동북지방 기마문화가 가야지역으로 수용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초

할 수 있기 때문이다(신경철 1989:1). 전통의 연원은 중국의 동북지방이나 중원지방에서 확인된 갑주를 비

기 마구의 계보는 표비를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에 확인되는 대성동 91호분 출토 마구 등을 보

교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한반도 독자의 소위 ‘토착계’ 갑주의 존재도 이해하게 되었다. 계통에 대한 검토는

건대 가야 초기 마구의 계보는 삼연·고구려 마구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류창환 2018). 초기 마구 이외에도

최초에 ‘북방계·중원계·토착계’로 나뉘고 차이점만 부각(신경철 2000)되었으나 이후 ‘북방계’와 ‘중원계’

가야 마구가 어느 정도 발전된 상황에서 장식마구의 일종인 f자형 판비의 계통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 마

의 기술이 혼용된 것도 확인되고 ‘토착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송정식 2010, 김혁중

구는 가야계와 백제계로 나뉘어 있다.

2015). 갑주 제작에 전파론적 인식에 내재적 발전론까지도 염두에 둔 발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에

이러한 마구의 계보는 일본열도 초기 마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향후 가야의 교섭이나 교류와 관련지
어 생각해 본다면 마구를 통한 동북아시아 네트워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서 확인되는 자료가 희소하고 자료소개가 충분하지 못한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계통은 동아시
아 갑주라는 넓은 범주에서 살펴보면 가장 많은 갑주가 발굴조사로 확인된 일본도 이러한 전체적인 틀에서
발달해간다고 할 수 있으며 한반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비교 검토가 요구된다.

2. 교섭·교류
철기와 관련하여 한반도는 일찍부터 일본열도와 교류가 있었다. 그것은 철기 생산과 관련된 동래 내성
유적과 사천 늑도 유적 출토 야요이시대 토기가 잘 반영하고 있다. 삼국시대는 일본 고고학에서 기술 혁신
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많은 철제품을 제공하고 기술을 전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는 당시 교섭의 양상을
좀 더 구체화하는 연구로 심화되고 있다.

1) 마구
앞에서 계통을 언급한 것처럼 초기 마구의 계통은 중국 동북지방에서 찾아진다. 마구라는 제품의 제작
기술을 중국 동북지방으로부터 수용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야가 이 마구 제작기술을 어떠한 과정
이나 루트로 수용하고 상호 어떠한 교섭이나 교류를 이루었는지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서해안과 남해
안 루트가 상정되고 백제와의 공조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류창환 2018).
가야는 4세기 후반부터 마구를 왜에 전달한다. 이것은 마구를 포함하여 말이라는 동물과 사육방법을 전
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일본열도 초기 마구로 효고현 교자쓰카 고분, 구마모토현 하쓰탄바루 2호분에서 출
토된 재갈을 들 수 있다. 이후 5세기부터 가야는 별도의 장식마구가 성립되고 장식마구도 일본열도에 전한다.
<그림 1> 초
 기 장식마구의 일례: 대성동 91호분 출토 마구

이러한 장식마구 중 안장은 그 계보를 두고 가야와 신라 사이에 의견이 있다(諫早直人 2016:145). 무엇보다
장식마구의 분포와 출현은 왜왕권 또는 왜의 지역 간 교섭과 교류에 사용한 주요한 물품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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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주–대금식 갑주·일본열도 출토 한반도계 갑주
갑주의 용도를 두고 대외적 측면에서 가장 활발한 논의는 당시 한일 관계이다. 갑주 이외에도 삼국시대
여러 유물을 통해 문헌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당시의 교섭과 교류를 구명하려 노력해 왔다. 그렇지만 당
시 왜는 갑주가 가진 정치사회적 성격이 다른 여타 유물에 비하여 상징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갑주가 한반
도의 삼국에도 출토되고 있어 어떤 다른 유물보다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갑주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하려는 시도도 최근에 연구된 자료나 분석에서도 그 문제점이 충분
히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백제를 포함하여 신라지역에서도 확인되는 왜계 갑주는 임나일본부의 허구 혹
은 잘못된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당시 삼국과 왜의 교섭을 보여주는 자료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일본
열도에서 확인되는 이주민 관련 유적과 한반도계 갑주 그리고 관련 기술로 제작된 갑주도 삼국과 왜의 교섭
을 보여 주는 좋은 자료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와 일본열도 각각에 계통이 서로 다른 갑주가 확인되거나 영향을 받는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지 연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그 상징적 성격을 추정할 수 있다. 그간에 일본 고고학계
에서 이해되어온 군사적 진출의 상징으로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왜계갑주를 보는 시각은 논의의 진전도 없
을 뿐만 아니라 삼국의 시각이나 정황을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다. 이에 한반도와 일본열도 정치체
의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3> 기
 마문화의 전파 경로(諫早直人 2018 개변)

3. 상징
1) 마구–기승용(기본)마구와 장식마구
<그림 2> 동
 북아시아 갑주의 계통(송정식 2009 개변)

마구는 말을 타고 부리는 도구이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하는 물품이 제작되었다. 특히 운주나 동
령과 같은 장식된 마구를 주목하여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 마구의 상징은 이처럼 이를 소유하는 사람의 위
계에 대한 언급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가야 마구는 신라 마구와 비교하여 화려한 식마문화가 성행하였다기
보다 간소하고 실용적인 마구 위주로 발전해갔으며 갑주 등의 무구류와 공반되어 실용적·무장적 성격이 강

066

가야고분군 Ⅴ

가야 철기문화의 세계유산적 가치

067

하다고 보고 있다(이현정 2016:304). 안장의 실용적인 후걸이에 대한 언급(강승희 2016:28)도 이와 일
맥상통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당시의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반론(이상률
2016:35)도 있다.

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분명한 성과를 얻을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형화나 규격화에 대한 밀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판갑보다 찰갑에 좀 더
유의미한 연구성과를 예견해 볼 수 있는데 갑옷 하나를 구성하는 수백 매의 소찰을 이어 만들어야 하는 특
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찰 크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일정 규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삼국시

2) 갑주–용도의 문제, 문양

대에는 일정한 크기의 한척 또는 고구려척을 사용하였다고 한다(이종봉 2016). 당대에 사용된 척은 유물로
도 확인되는데 이성산성에서 출토된 나무로 제작된 자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도량형에 대한 기본적 체

갑주는 권력이나 의례적 기능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영남지방의 고지인 신라
와 가야에서 출토되는 종장판갑은 궐수문이나 새모양의 장식이 붙어있어 그 기능이나 의미에 대하여 살펴
본 바 있다. 또한 비정상적인 크기로 재단된 철판은 갑주가 부장용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일찍부터 제기
된 바 있어 실전용과 부장용으로 견해가 나뉜 바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논의를 좀 더 발전시켜 인류학적 연
구성과를 원용하여 의례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구명하려는 시도(송정식 2012)도 있었다. 또한 이러한 갑주
를 의례에 활용한 구체적 사례를 이웃 일본에서 특별전으로 소개(元興寺文化財硏究所 2017)한 바 있어 참

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갑주 역시 지판이나 소찰 등을 연결하여 제작되기에 가상의 설계도가 있었
을 것으로 추정되고 한 벌의 갑주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척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이제까지 생산체계
가 시기가 흐를수록 고도화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있었으나 그 크기에 대한 분석은 없었기에 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SPSS와 같은 구체적인 통계적 분석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찰갑은
수백 매의 소찰로 구성되어 소찰 크기를 시기별로 그리고 신라와 가야 찰갑을 상호 비교분석한다면 유의미
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고가 된다. 우리나라도 경주 재매정 유적이나 안압지에서 출토된 갑주 그리고 사찰에서 확인되는 갑주편 들
은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신라는 왕권 강화를 위해 오례를 수용(채미하 2015)하였는데 이 중 군례는
갑주가 방어구 이상의 역할로 사용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4. 기술론–생산과 유통

5. 선행연구를 통한 가야 철기문화의 세계유산적 가치
지금까지 가야 철기를 소재로 연구되어온 주요한 과제나 쟁점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철기 연구는 크
게 계통, 교섭·교류, 상징, 기술론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이러한 가야의 철기는 문화를 이룰 만큼 다양한 요소가 확인되며 특히 여러 성격 중 ‘네트워크’와 관련

철기에 확인되는 다양한 제작기법을 연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고대 철기 생산을 복원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판단된다. 특히 갑주의 대량 생산은 자주 언급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이제까지
없었다. 물품을 소량으로 생산하다가 대량으로 생산을 전환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반이 갖추어져야 가능하
다. 갑주가 토기처럼 다량으로 생산된 것은 아니지만 점차 철제갑주 보유계층이 넓어지고 생산에 규격화가
이루어지는 현상은 국가의 발달과정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측면도 될 수 있다.
또한 이른 시기부터 금속제갑주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범위보다 점점 넓게 확인되고 있다. 따
라서 금속제갑주의 생산이 일찍부터 신라와 가야의 중앙에서 공급되거나 모방이나 기술지원에 의한 지역별
자체 제작이 가능하였는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신라 장신구의 지방 생산에 대한
연구(이현정·류진아 2011)나 규격을 통한 생산 특징을 검토한 마구 연구(田中由理 2009:58)도 좋은 비교
연구가 될 수 있다. 한 유적에서 출토된 소찰의 규격성을 유형별로 분석한 검토(初村武寬 2011)도 있다. 그
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 현재의 연구는 개별 기술에 대한 연구에서 갑주의 기술체계와 같은 제작공정이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연구는 신라와 가야의 갑주 생산체계의 차이점과 유

된 점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특별전을 기념하여 개최된 네트워크 관련
학술대회가 참고된다. 여러 발표자 중 김대환은 가야의 교섭과 교류에 주목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사회
적 네트워크를 언급한 바 있다(김대환 2019). 그는 지금까지 연구와 달리 개인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 주
목하고 이를 통해 가야 사회 지배 엘리트를 분석하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검토하였으며 이런 흥미로
운 분석은 당시 가야 사회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가야가 교섭과 교류라는 네트워크로 성장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사회적 네트워크의 이면
에는 교섭과 교류도 중요한 배경으로 자리한다.
이러한 가야와 왜의 네트워크는 상호작용으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상호작
용을 통해서 이루어진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高田貫太 2019). 특히 그가 언급한 해촌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용어는 당시 상황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러한 교역품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가야의 철제품이다. 당시 철은 동아시아 사회의 네
트워크를 이루는 데 중요한 매개물이며 가야는 이를 통해 성장하였으며 다양한 철기문화를 영위하였다. 이
러한 점을 보아서 본고는 가야의 철기문화로 세계유산적 가치를 충분히 논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사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제까지 막연하게 몇 가지 특징이나 형태로 신라와 가야 갑주의 차이
를 구별해 보려는 시도(송정식 외 2008, 김혁중 2014, 이현주 2010)가 있었다. 물론 그중에 유의미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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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계유산 가치로 본 가야 철기문화

갑옷을 제작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뒤에 다루게 되는 마구의 변화상을 참고해 볼 때 중장기병이라는 새로운
병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중장기병은 전술상의 변화도 고려해야 하지만 지배계층의 군사적 지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무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찰갑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제작되게 된 것이다.

1. 가야 철기문화의 변화상

이 시기는 가야와 왜의 교류가 활발한 시기이기도 하다. 갑주도 이러한 양상이 잘 드러나게 되는데 한
반도는 왜계 갑주가 확인되고 일본열도에는 한반도계 갑주가 넓게 분포한다. 이러한 갑주가 출토되는 배경

가야의 철기는 농공구를 포함한 생활도구부터 갑주와 같은 전쟁장구까지 다양한 종류가 제작되었다. 여

은 정치적·문화적 교섭과 교류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기서는 모든 철기를 다루기는 지면 관계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표적인 기종인 갑주, 무기, 마구를 살펴보
고자 한다. 갑주를 제외한 변화 양상은 최근에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발간한 연구총서(2018)

【표 2】 가야 갑주의 흐름(김영민 2018 참고)
가야 갑주의 흐름

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종장판갑의 등장

•3세기 후반대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구의 상호 보완
•유기질제 갑옷의 철제화 – 목갑, 혁제 소찰

종장판갑의 전개

•종장판갑이라는 재지계 갑옷의 제작 – 판갑의 원류는?
•찰갑도 철제로 제작
•지배계층의 권위에 대한 상징적인 물품 - 대부분의 종장판갑은 장식성을 강조

찰갑과 방형판갑

•찰갑은 종장판갑과 함께 발달
•본격적인 찰갑의 생산은 4세기 후반 이후
•종장판갑과 계통이 다른 방형판갑의 제작(375년 이전 제작?)
- 백제지역을 경유하여 유입?

1) 갑주
가야의 갑주는 삼국(고구려, 백제, 신라)보다 많은 자료가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은 무덤에 부장품을 부
장하는 장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가야가 갑주를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무덤에 부장하는 풍습으로

금관가야

인해서 삼국의 다른 나라보다 당시 갑주의 변화양상을 가장 잘 보여준다. 가야 갑주의 흐름은 크게 4세기와
5세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현재 연구되어 온 성과를 참고하면 4세기대는 금관가야 중심이고 5세기대는
아라가야와 대가야 갑주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금관가야의 갑주 중에서도 갑옷인 종장판갑은 가야와 신라에만 확인되는 우리나라 고유의 갑옷이다. 이
갑옷은 3세기 후반대에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구의 상호보완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 유기질제
찰갑의 정형화와 확산

갑옷(목갑, 혁제 소찰)이 철제화되면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종장판갑은 4세기에만 제작되었는데 지
배계층의 권위에 대한 상징적인 물품으로 점차 장식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한다.
4세기대는 종장판갑과 더불어 찰갑이 제작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보

아라가야
·
대가야

기 어려우며 5세기대에 발전을 하게 된다. 찰갑은 많은 수량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관가야의 수장층

대금식 갑주와 교류

이 매장된 대성동고분군은 판갑과 세트로 부장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그 제작구조가 5세기대 찰갑보다

•찰갑의 보편적 사용 – 고구려 남정의 영향?
•5세기 종장판갑의 소멸
•요찰 및 부속찰의 발달
•5세기 후반 왜계 찰갑의 출현
•대가야 갑주 양식 정의 - 광형종장판주

•고분시대 중기의 대표적 갑옷인 대금식 갑주의 출현
•가야의 중심 고분군에 출현하는 대금식 갑주의 의미
•대금식 갑주의 분포 확산 - 한반도 전역에 확인되는 대금식 갑주

단순하다. 또한 이 시기는 종장판갑과 같은 판갑이지만 형태가 다른 방형판갑도 등장한다. 이 판갑은 백제
지역을 경유하여 유입되었다는 견해가 있으며 일본열도에 그 제작기술이 전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2) 무기

5세기대는 아라가야와 대가야를 중심으로 갑주문화가 발달한다. 이 시기 대표적인 갑주는 찰갑이다. 찰
갑은 이전 4세기대에 제작된 종장판갑이 소멸되고 주요갑옷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찰갑은 종장판갑과 달리

철제무기는 삼국시대 이전인 삼한시대(원삼국시대)부터 다양한 종류가 확인된다. 그러나 4세기대 이후

구조가 복잡하고 제작공정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를 테면 찰갑은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작은 소

다른 철기인 갑주 발달에 영향을 줄 정도로 발달하였다. 장상갑은 이러한 무기를 체계라는 시스템 안에서 4

찰이 적어도 800매 이상 필요한 것이 많으며 이 작은 소찰을 모두 가죽끈으로 연결해야 하기에 앞 시기 철

세기대와 5세기대로 나누어 보았는데 전자는 무기체계의 성립이고 후자는 무기체계의 발전으로 구분하였다

판 수십 매로 연결한 종장판갑과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찰갑이 종장판갑을 대신한 것은 착용감이나 방어력

(【표 3】 장상갑).

이 우수하기 때문일 것이다.
5세기대 찰갑은 4세기대 찰갑과 달리 허리 부분(요찰)과 부속갑이 발달하였다. 요찰은 허리 부분에 맞
게 구부려서 인체에 맞게 개선되었으며 경갑(정강이가리개)를 포함한 이전에 보호하지 않았던 다른 부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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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구

이 증가하고 철모의 찌르는 기능이 강화되면서 철제갑옷도 출현하게 된다. 이후 무기체계가 발전하는 시기
는 다양한 형태의 철촉이 장경화되면서 사병기가 강화된다. 이전보다 철촉이 장경화되는 것은 관통력이나 사

가야 마구는 3세기 말~4세기 초 무렵에 시작하였다(류창환 2018). 마구는 크게 기본마구와 장식마구로

거리를 늘린 것으로 이러한 변화는 철제갑옷인 찰갑을 포함하여 말에도 무장을 한 중장기병의 출현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이 시기에 환두대도에 장식이 가미되고 공부 다각형 철모라는 특징적인 형태의 무기가 출현한다.
무기를 공격이라는 기능에 더하여 위계성을 보여주거나 상징성을 높여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나눌 수 있는데 마구가 발전하면서 장식마구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기본마구와 장식
마구가 모두 제작된 것은 아니다. 기본마구는 중국 동북지방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기술을 수용하고 점차 자
체 제작된 마구를 개발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5세기 이후 장식마구를 제작하게 되는데 특히 장
식마구는 위세품적 성격이 강하여 이를 통한 주변지역과의 교섭과 교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표 3】 가야 무기체계의 흐름(장상갑 2018 참고)
가야 무기체계의 흐름
삼한의 무기체계
(기원전 1세기)

삼한의 무기체계
(2세기 후엽 ~
3세기 중엽)

무기체계의
금관가야의 무기체계
성립
(3세기 후엽)

•장경식 철검과 환두대도, 유경식 철촉의 출현
•‘이단관식철목’라는 한반도 남부지역 특유의 형식이 유행하고 관부가 돌출된 대형의 철모가 목곽묘에 부장
•사두형 중심의 유경촉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다양한 형식
•검과 도는 신분 상징용으로 소지되던 대표적 무기이며 전시에는 철모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
•세형계 철모와 단경식 철촉의 등장, 철제갑주와 기병의 출현
•철모는 단면에 능형이며 공부는 연미형으로 찌르는 기능 강화
•관부에 궐수문을 장식하는 의기화된 형태의 철모 출현
•세형계 철모는 기병용으로 적합하며 철촉도 단경식으로 관통력이 증가

금관가야의 무기체계
(4세기 중엽)

•철제갑주의 본격적 출현
•환두대도의 복수부장, 철검의 부장 비율이 급감
•철촉을 다량 부장

금관가야의 무기체계
(5세기 전엽)

•기승용 찰갑의 본격적 도입
•마주와 마갑 등 중장기병 무구 제작
•신기종의 생산에 고구려 문물의 영향, 재지계 종장판갑 쇠퇴
•주변 중소형 분묘에 무장조직의 확인

아라가야의 무기체계
(5세기 전엽)

•중무장한 개마무사의 전형이 보임
•의장용인 장식마구와 장식기병의 성격을 가진 무장이 많아짐
•수장층의 지배력 강화와 함께 군사적인 성격을 더한 지배층

아라가야의 무기체계
(5세기 중후엽)

•조직적인 전쟁 수행능력을 반영하는 장병기 비중이 높지 않음
•도자형 장경촉을 중심으로 사병기가 주력을 이루는 양상
•공부다각형 철모의 출현
•상위계층은 환두대도가 일반적으로 부장되어 무기체계를 이룸
•상위계층이 단병기 하위계층이 장병기

무기체계의 아라가야의 무기체계
(6세기)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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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조철기문화가 전해져 무기의 철제화 가속화
•검과 모, 촉이 주류
•검과 모의 기능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촉의 출토량이 적어 원거리 전투는 없었을 것으로 보임
•검은 청동제 검파나 검파두식의 장식이 많아 실전용보다 권위의 상징

•대가야 지역과 달리 연미형 철모와 직기형 철모 비중은 높으나 이전 공부다각형 철모 비중이 높지 않음
•단병기 중심의 무기체계로 성장 상위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무장력 집중

【표 4】 가야 마구의 흐름(류창환 2018 참고)
가야 마구의 흐름

금
관
가
야

아
라
가
야
·
대
가
야

마구의 수용과 계보

•선비와 고구려를 중심으로 중국 동북지방에 개발된 동아시아 특유의 마구를 선비계 마구로 정의하고 이를 금관
가야에서 수용하여 기마문화 시작

마구의 제작과 정착

•표비를 중심으로 마구의 재지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형식의 판비와 등자가 도입
•4세기 후반대에 재갈과 안장, 등자를 세트로 하는 ‘기본마구’를 중심으로 금관가야 마구의 성립
•장식용 마구인 심엽형행엽의 수용과 자체 제작에 성공

마구의 발전과 확산

•장식용 마구인 심엽형 행엽, 청동제 마령, 환형운주 그리고 방어용 마구인 마주와 마갑 등 다양한 마구가 개발·제작

마구의 수용과 계보

•재갈과 안장, 등자와 같은 기본마구를 중심으로 심엽형행엽과 환형운주, 마주 등 장식용 마구와 방어용 마구가
모두 확인. 금관가야로부터 수용

마구의 성립과 발전

•지배층의 ‘장식마구’로 위세품적 성격이 두드러지고 마구의 독자성과 지역성이 뚜렷해진 시기
•신라의 장식마구도 지배층에 사용되어 당시 대가야와 신라, 아라가야와 신라의 우호적인 관계를 잘 반영
•검릉형행엽 등이 출토되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가야형 마구가 확인되며 이러한 양상은 당시 대가야세력의 확장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잘 반영한 양상

마구의 변화와 종언

•인동문이 장식된 심엽형행엽과 반구형운주로 구성된 신라계 장식마구, 보주식과 연화문을 장식한 반구형 운주
인 백제계 장식마구
•가야를 둘러싼 정세 변동, 동쪽과 서쪽에서 몰려오는 신라와 백제의 압박을 타개하기 위해 우호관계를 맺고자
했던 가야의 대응전략

4) 소결
앞에서 살펴본 갑주, 무기 그리고 마구는 철이라는 소재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발전하였지만 변화의
배경에는 상호 연관성이 있다.
우선 전쟁이라는 사회적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갑주는 무기의 관통력에 대항하기 위해 변화하고
무기는 갑주의 방어력에 대항하기 위해 변화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마구도 전쟁 양상의 변
화에 따라 전마구라는 새로운 분야가 나오게 되었다.

대가야의 무기체계
(5세기 전엽)

•공부원형의 연미형 철모 중심

대가야의 무기체계
(5세기 중후엽)

•본격적인 중장기마전술 도입
•공부다각형 철모 출현, 점진적으로 증가
•철촉을 중심으로 하는 사병기 감소, 철모 중심의 장병기가 무기체계 주력

이나 장식은 필요하지 않다. 이는 마구도 동일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본래의 기능적 측면에 장식성

대가야의 무기체계
(6세기)

•장식대도와 환두대도가 높은 비율
•다른 가야지역과 비교하여 철촉의 장경화가 분묘 부장에 반영되지 못함
•장병기 중심의 대가야 무기 체계

인다. 당시의 가야 사회의 요구가 철기가 가진 기본적인 성격에 더하여 상징과 계층이라는 차별적 요소를

가야고분군 Ⅴ

다음으로 계층의 심화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갑주와 무기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화려한 문양

을 더해가는 양상은 심화된다. 또한 이를 통해서 諸 가야 사회의 정체성이나 차별화를 나타내려는 점도 보

더하여 갔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가야 철기문화의 세계유산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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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야 철기문화의 요소

그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필자는 복천동고분군과 옥전고분군 출토 찰갑을 검토한 바 있다. 두
고분군은 사례 연구로 삼은 것은 일정기간에 찰갑이 지속적으로 제작되었기에 상호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1) 기술(생산체계)

보았기 때문이다.

가야의 철기는 다양한 제작 기술이 활용되었다. 그러한 제작 기술을 통해서 일정한 생산체계를 구축하

【표 7】 복천동고분군과 옥전고분군 출토 찰갑의 요찰 상세(김혁중 2018)

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가야의 철기 중 가장 다양한 기술이 사용된 것은 갑주이다. 【표 5】는 갑주에서
확인된 여러 제작기술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신라·가야 갑주의 제작기술(김혁중 2018)
갑옷

구분
판갑
제작기법
연결기법

종장판

대금식

혁철, 혁결,
정유

혁철, 병유

투구

부속갑

찰갑

종장판주

소찰주

경갑

굉갑

횡결, 수결

혁철, 병유

혁철

혁철, 병유

혁철, 병유

구분

평면형태

단면형태

수결열

투공

복천동 38

장방형

평찰

1열

복천동 64

장방형

평찰

복천동 34

상원하방

복천동 21·22

규격
장

폭

장/폭

2-1-2[1]/2(2)-2(2)/1

13.5

6

2.25

1열

2-1-2[1]/2(?)-2(?)-2

12.5

4.7

2.66

S

2열

?

?

3.2

?

상원하방

S

1열

2-1[1]/2(2)-2(2)/3

12.3

3.6

3.42

복천동 10·11

상원하방

S

1열

2-1[1]/2(2)-2(2)/3

9.5

2.5

3.8

학소대

상원하방

S

1열

2-1-1[1]/2(2)-2(2)/3
2-1-1[1]/2(2)-2(2)/3

13.5

3

4.5

옥전 67-B

상원하방

S

1열

2[1]/2(2)/3

8.3

3.3

2.52

착장기법

혁대, 고리,
동일련

혁대, 고리,
동일련

동환식, 양당식

복륜기법

혁뉴, 혁포,
절판

혁뉴, 절판

혁뉴, 혁포

혁포, 절판

혁포

혁포, 절판

절판

옥전 M1

상원하방

S

1열

2-1[1]/2(2)-2(2)/1

7.2

2.3

3.13

장식기법

문양

금동

-

금동, 대륜

금동, 대륜

문양

축조기법

옥전 5

상원하방

Ω

1열

1-1[1]/2(2)-2(2)/2
2-1[1]/2(2)-2(2)/2

10.4

2

5.2

이 중에서 주목해서 살펴볼 기술은 연결기법이다. 특히 철판을 서로 못으로 연결하는 병유기법은 철을

옥전 28

상원하방

S

2열

2-1[2]/2(2)-2(2)/2
2-1[2]/2(2)-2(2)/2

12.3

3.2

3.84

다루는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에 없었던 기술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병유기법

옥전 35

상원하방

S

1열

2-1[1]/2(2)-1(2)-2(2)/2

10.8

3.2

3.38

은 일본열도에 기술이 전해지면서 갑주나 마구를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옥전 M3

상원하방

Ω

1열

2-1[1]/2(2)-2(2)-2(2)/3

9.2

3.1

2.97

-

-

혁대, 고리

혁대, 고리

이처럼 여러 제작기술이 발달되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제
품의 규격화가 확인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무엇보다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농공구가 이에 해당될

이러한 제작기술을 통해서 가야의 생산과정(생산공정)은 갑주를 대상으로 제시되었지만 제품 설계, 부

것이다. 그러나 제품이 희소하면 반대로 규격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철제갑옷이 이에 해당

품 가공, 개체 조립으로 크게 3단계로 구분하고 각 과정에 대응하는 기술과 속성을 제시한 바 있다(송정식

되는 것으로 수요자의 기호나 신체적 조건에 맞추어 제작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2003).

【표 6】 갑주의 제작공정
제작공정

2) 상징
제품 설계

―

부품 가공

개체 조립

상징은 당시 가야인의 의식과 관련이 있기에 문화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주제이다. 가야의 철기에서 상
제작기술

설계 원리

―

구성 원리

징을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작기법

갑주는 그 성격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목적
으로 제작된 성격이 드러난다. 이 중에 상징과 관련하여 주목해 볼 성격은 종장판갑이다.
기술속성

―

종적 원리

기
능
성

장
식
장

동
체
부

경
부

연
접
기
법

개
폐
장
치

복
륜
기
법

종장판갑의 상징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비규격성’ 이라는 외형을 들 수 있다. 종장판
갑은 세로로 긴 종장지판을 못으로 연결한 구조이다. 그런데 어떤 종장판갑은 재단이 불량하다고 생각될 만
큼 크기가 다른 철판 여러 매를 이어 만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종장판갑이 실전용이 아니라

074

가야고분군 Ⅴ

가야 철기문화의 세계유산적 가치

075

3) 계층

부장용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수리흔이 있는 복천동 38·57호, 대성동 57호 출토품도 있기 때문에 단순
히 부장용으로 보기 어렵다.

갑주의 소유는 희소성이 있어서 일찍부터 계층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로 언급되었다. 갑주를 대상으로

다음으로 ‘문양’과 ‘장식’이다. 종장판갑에는 경판에 새모양을 장식하거나 짐승털을 붙여놓았다. 이러한
행위를 새를 신성시하는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갑옷에 장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오광섭 2004). 또한 와
문도 장식되어 있다. 와문은 태양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종장판갑의 착장자를 태양과 같이 신성화하여 무운

계층을 검토하고자 하는 분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대상의 형식 차이를 비교하
여 위계를 정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갑주의 부장양상을 통한 위계를 구분한 연구방법이다.
갑주의 형식을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로 다음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주제로 분석의 대상인 된 갑주는

을 기원하는 벽사적 기복신앙으로 표현하거나 통과의례와 같은 의식에 종장판갑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
기되었다(송정식 2012). 이외에도 종장판갑의 수리흔이나 재단의 부정확성, 장식에 주목하여 성년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로 종장판갑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어린 고사리문과 새를 표현한 유자이
기와 종장판갑의 상관성은 주목할 만하다.

먼저 종장판주를 들 수 있다. 양식을 통해 신분의 계층차를 분석(신경철 1989, 장경숙 1999)한 사례가 있
다. 그런데 같은 자료로 계층차를 나누었으나 견해의 시각차가 있다. 신경철은 종장판주의 만곡여부로 위계
가 있다고 본 반면에 장경숙은 복발의 유무와 형태에 주목한 점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찰갑과 판갑의 소유
의 차이가 신분 차이를 반영한다고 보는 견해(신경철 2000)도 있다.
다음으로 갑주 부장양상을 검토하여 계층 분석을 한 연구들도 있다.
처음으로 갑주의 부장양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김영민 1995)는 찰갑은 상위계층의 소유물이고
종장판갑은 하위층도 소유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시각과 달리 갑주가 부장된 부장 수량을 계
층차가 아니라 지역차로 인식한 연구(송정식 2003)가 있다. 이후 복수부장에 따른 기존 지역성 검토에 대한
반론(김혁중 2008)도 있었다.
최근에는 종장판갑의 부장 유무에 따른 계층성 비판(이유진 2011)도 있었다. 이 연구는 기존에 분묘의
규모에 따른 종장판갑의 부장 수량 차이로 계층성을 언급한 바 있으나 최근에 확인된 복천동 164호와 같은
사례를 볼 때 종장판갑 유무에 따른 계층 구분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갑주는 당시 군사조직의 계층구조를 추정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그 방법은 대개 분묘에 부장된 공
격용무기와 방어용무기를 종합한 무장 형태로 이를 유형화하여 이를 당시 군사조직의 계층구조로 치환하는
방식이다(김두철 2003, 이현주 2005, 장상갑 2010)
구체적인 방법은 갑주를 포함한 공반 무기를 검토하고 피장자가 묻힌 무덤의 규모도 함께 분석해서 계
층을 나누었다. 【표 8】은 이현주의 안(2005)이고 【표 9】는 장상갑의 안(2010)이다.

【표 8】 복천동고분군 전사계층(이현주 2005)
유형

내용

계층

A

최신의 기능을 갖춘 다량의 공격용 무기와 최신 방어용 무구를 복수부장하면서 피장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위세품 보유

최상급 지휘자

B

공격용 무기의 다량 부장과 방어용 무구의 복수부장이 있거나 최신의 무기를 보유

중급 이상 지휘자 /고도의 전투훈련

C

공격용 무기의 다량 부장 혹은 세트 부장과 방어용 무구의 단수부장, 혹은 마구의 부장

초급 지휘자

D

공격용 무기의 다량 부장 혹은 세트 부장

말단병사 중 선두

E

공격용 무기의 소량 부장

말단병사

F

방어용 무구의 부장에도 불구하고 공격용 무기의 부장이 매우 소량인 경우

비무장지배계층

<그림 4> 종장판갑의 장식(동물털, 송정식 2012 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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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 갑주를 포함한 분석은 이현주의 안으로 부산지역 고분에서 출토되는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
였다. 이 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갑주의 상태, 복수부장 여부이며 갑주를 부장하더라도 비무장 지배계층으로

【표 10】 갑주의 조합 양상
시기

구분한 점도 특징적이다.
4세기

【표 9】 가야 전사계층(장상갑 2010)
분묘 규모

내용

계층

Ⅰ등급

도+모+촉

상급지휘관

Ⅱ등급

도+촉

전문 전사계층

Ⅲ등급

모+촉

장병 전사계층

Ⅳ등급

촉

단병·사병계층

유적명

투구+갑옷

투구

갑옷

부속갑

대성동고분군

●

●

양동리고분군

●

●

●

●

망덕리고분군

●

●

석동고분군

●

가동고분군

●

지산동고분군

●

옥전고분군

●

도항리고분군

●

두곡고분군

●

●

5세기
●

●

●

장상갑은 상기의 검토와 달리 특정지역이 아니라 여러 가야의 무기 조합양상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갑
주가 포함되는 것은 분묘규모가 Ⅰ·Ⅱ등급으로 상급지휘관과 전문 전사계층으로 보았다. ‘후기가야’를 제

갑주를 위세품으로 선호하는

목에 두고 있어서 4세기를 포함한 이현주의 연구와 시공적 범위에 차이가 있다. 이는 가야별로 갑주 부장양

방식에도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

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갑주가 계층 구분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세품은 보유형 위세품과 착

여기서 이현주의 연구(2010)에서 주목되는 점은 갑주를 부장하였지만 비무장지배계층으로 인식한 점이

장형 위세품으로 나눌 수 있다(이

다. 철제갑주가 다양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본 것이다.

희준 2007). 갑주도 보유형 위세품

이러한 방법은 일본 고고학에도 있어 무장형태를 유형화하여 시기별로 분석한 연구(松木武彦 2010)가

과 착장형 위세품으로 나눌 수 있는

있다. 이러한 연구를 참고하여 최근에는 당시 삼국와 왜의 무장을 비교하는 연구(김두철 2005)도 있다.

데 이를테면 금공갑주가 대표적인

이처럼 기왕의 연구들도 갑주를 소유한 계층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설과 분석이 이루어졌음

보유형 위세품이라 할 수 있다.

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서 본고는 유적별 갑주 부장 양상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야는 착장형 위세품을 선호

먼저 가야 유적에서 갑주의 세트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표 10】을 보면 4세기는 5세기와 달리 투구와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야가

갑옷이 조합으로 출토되는 양상이 고르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조합은 갑주가 많이 부장된 주요 고분군에

착장형 위세품만 선호한 것은 아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5세기는 투구와 갑옷이 조합되어 부장되는 유적의 범위가 넓

다. 가야는 신라보다 복수부장의

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 금
 관가야의 장식마구(대성동고분박물관)

그러나 위와 같은 양상이 유적별 위계나 계층을 보인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유적 중에는 일부만
조사된 곳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런 점에 주목하기보다 조합관계가 4세기대가 5세기대보다 다양한 점

사례가 많다. 특히 왜계 갑주를 부
곽에 부장하는 사례가 많아서 보유

형 위세품으로 왜계 갑주를 선호했을 가능성도 제기해 본다.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방어구를 제대로 갖추려면 투구와 갑옷이 함께

장식마구는 기승용 마구와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말의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

있어야 됨은 상식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도굴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유적도 투구 혹은 갑옷이 단일로 부

이다. 특히 지배자의 권력을 상징하는 위세품으로 판단되며 그 근거로 대부분 고총에서 출토되기 때문이다.

장된 경우가 적지 않다.

가야 최초의 장식마구는 금관가야의 왕릉인 대성동고분군에서 동령·금동입형령·용문금동운주·용문투조

이 시기는 갑주를 부장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계층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세트

금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장식마구는 북방지역 마구와 유사하여 그들의 장식마구를 통한 신분표상시스

관계가 부족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유기질제 갑주가 있거나 당시에는 갑주 부장 풍습이 자리 잡지 않았을

템을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류창환 2018). 가야는 이후 대가야에서 내만타원형 판비와 f자형판비,

경우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처럼 4세기대 갑주 부장 양상을 유무로 검토해 계층

검릉형행엽 등을 세트로 하는 장식마구를 독자적으로 성립하였으며 고령을 중심으로 주변 대가야권역의 지

을 나누려는 분석은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복천동 164호의 사례이지만 종장판갑의 부장 유무로 계층

배계층의 장식마구로 상호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을 나눌 수 없다는 견해(이유진 2011)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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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섭과 교류

우선 일본열도에서 확인되는 한반도계의 대표적 갑주는 수신판혁철판갑, 광형종신판주, 금동갑옷을 들
수 있다. 이 갑옷들은 그 성격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는 한반도에서 제작기술을

가야는 冒頭에 언급한 것처럼 동북아시아의 네트워크를 잇는 가교로 일본열도와 활발한 교섭과 교류를
통해 대륙의 문화를 전파하였다. 그중 철기도 교섭과 교류의 주요물품이었다. 당시 가야와 왜의 관계를 보
여주는 다양한 유물 중에서 정치적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갑주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수용하여 그들만의 형식으로 제작하는 것이 있다. 앞서 제작기술을 살펴보면서 병유기법과 같은 제작기법
이 일본열도에 전해지고 큰 영향력을 주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왜는 철판을 연결하는 방법은 가죽끈
을 연결하는 기법 이외에는 없었다. 그러나 이후 판갑 제작에 병유기법을 도입하여 이전보다 많은 수량의
판갑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갑주에도 그 형태나 구조에 많은 부분이 중국과 다르며 한반도와 유사
하기 때문에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수신판혁철판갑은 한반
도에서는 종장판갑으로 명명되는데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형식이다. 이것 이외에도 갑옷과 투구의 구
조와 형태에 한반도의 영향을 적지않게 받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림 7> 한
 반도와 일본열도 출토 종장판주 비교(김혁중 2018)
1. 동래 복천동 10·11호 2. 합천 반계제 가A호분 3. 남원 월산리 M5호분 4. 유기산 5호분 5. 綿貫観音山古墳 6. 渕の上1號墳

두 번째는 한반도에서 제작된 갑주를 수용하는 양상이다. 구체적인 자료는 금동갑옷을 들 수 있다. 일
본에서 금공갑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은 5세기대 고분이 大仙古墳이다. 이 고분에서는 대금식갑주가 출토되
었는데 차양주와 판갑이 금동제로 장식하였다. 대선고분 이외에도 나라현의 五條貓塚古墳, 九州의 月岡古
墳도 금동제 갑주로 유명하다.

일본에서 비갑은 新開 1호분과 月岡古墳에서 출토되었다. 시가현에 있는 신개 1호분은 5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초엽문대장식구, 마구 등 한반도와 관련된 유물이 다량 부장되었다. 갑주는 대금식갑주
를 포함하여 비갑 등이 다양하게 부장되었다. 후쿠오카현에 있는 月岡古墳은 5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유적으
<그림 6> 판
 갑의 일본열도 기술 전파(阪口英毅 2019)

080

가야고분군 Ⅴ

로 용문과판에 심엽형 수식을 가진 대장식구가 있으며 대금계 판갑이 출토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금동비갑이

가야 철기문화의 세계유산적 가치

081

주목된다. 이처럼 갑옷 이외에도 한반도산 문물이 부장된 점에 주목된다. 두 고분에 부장된 비갑은 모두 원

【표 11】은 당시 왜의 대표적 갑주인 대금식 갑주가 한반도에서 확인되는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통형으로 동일하다. 신개 1호분은 가지 문양이 없고 윗부분이 둥근 형태인 반면 月岡古墳은 미약하지만 가
지 문양이 있으며 윗부분도 세 갈래로 나누어 만든 형태이다.
또 다른 갑주는 마주이다. 마주는 가야의 중장기병 문화가 5세기대 이후 자리 잡으면서 일본열도에도
마주가 전해지거나 제작기술이 전수되었다고 판단된다. 현재 대곡고분, 장군산고분, 후나바루고분에만 확
인되어 그 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중장기병이라는 당시 선진적인 전술 운용을 왜왕권에 전한 상징적인 유
물로 평가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는 대금계 갑주를 포함한 일본열도계 갑주가 확인된다. 왜계 갑주가 부장되는 배경은 여러
견해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교류에 의한 물품으로 보는 점(이현주 2010; 박준현 2012)과 군사적 외교의
상징으로 보는 점(박천수 2007; 김혁중 2011)이 있다. 두 견해 모두 타당성이 있지만 좀 더 고민해야 될 부
분이 적지 않다. 최근 왜의 입장에서 대금계 갑주의 입수배경을 해석한 연구(鈴木一有 2014)가 있고 당시
가야를 포함한 백제와 신라의 입장에서 대금식 갑주 입수배경을 검토해 보려는 연구(김영민 2014)도 있다.

<그림 8> 일
 본열도 한반도계 갑주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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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한반도 출토 대금계 갑주 상세(김혁중 2018)
연번

지역

유구명

유구

왜계 갑옷

1
2
3
4
5
6
7
8
9
10
11
12

김해
김해
김해
김해
김해
김해
부산
부산
부산
부산
부산
부산

대성동 1호
대성동 88호
두곡 43호
두곡 72호
죽곡리 94호
율하 B-1호
복천동 64
복천동 4호
복천동 112호
복천동(동) 2호
연산동 10호
연산동 3호

목곽묘
목곽묘
수혈식석곽
수혈식석곽
수혈식석곽
수혈식석곽
단독목곽묘
수혈식석곽
수혈식석곽
수혈식석곽
수혈식석곽
수혈식석곽

방형판갑
방형판갑
삼각판혁철
장방판혁철

왜계 투구

부속갑

충각부주

견갑

13

부산

연산동 8호

수혈식석곽

14
15

부산

연산동 103호
전연산동

수혈식석곽

16

부산

오륜대

17
18
19
20

부산
거제
함안
함안

가달4호
장목
도항리 13호
도항리 428-1-5호

수혈식석곽
횡혈식석실
목곽묘
수혈식석곽

삼각판병유
횡신판병유
삼각판혁철
장방판혁철

21

창녕

교동 3호

횡구식석실

삼각판횡신판병유

22

합천

옥전 28호

목곽묘

횡신판병유

23

합천

옥전 68호

목곽묘

삼각판혁철

24

마산

현동 62호

목관묘

장방판혁철?

25
26

함양
함양

상백리
상백리 호생원 1호

불명
수혈식석곽

삼각판병유

27

고령

지산동 32호

수혈식석곽

횡신판병유

28
29
30
31

고령
고령
울산
여수

지산동 Ⅰ-3호
지산동
하삼정 113호
죽림리 Ⅱ-10호

수혈식석곽
수혈식석곽
수혈식석곽

장방판혁철
횡신판병유

32

고흥

안동

수혈식석곽

장방판혁철

차양주(2)

견갑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고흥
해남
영암
신안
장성
연기
청주
천안
천안
음성
파주

야막
외도 1호
옥야리 1호
배널리
만무리
송원리 KM94호
신봉동 90-B1호
도림리 3호
동면
망이산성
주월리유적

수혈식석곽
석관묘
수혈식석곽
수혈식석곽

삼각판혁철
삼각판혁철
삼각판혁철
삼각판혁철
횡신판병유
혁철단갑
삼각판병유

충각부주

견갑

삼각판혁철
방형판갑
삼각판혁철
횡신판병유

기타

비고

종장판주
견갑
견갑

종장판주

삼각판병유
삼각판혁철
장방판혁철
삼각판병유
견갑
삼각판병유
찰갑
종장판주 마갑

충각부주

수혈식석곽
수혈식석곽
수혈식석곽

지표
채집

찰갑
종장판주

충각부주
충각부주

견갑

종장판주 찰갑

차양주
충각부주

단독분

견갑
충각부주

견갑
투구

삼각판혁철
횡신판병유
삼각판혁철

단독분
지표 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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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를 포함하여 한반도에 분포하는 대금식 판갑의 부장양상을 검토한 연구로 가야와 백제지역 왜계 갑
주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참고하면 가야의 왜계 갑주 입수배경은 실용품이라기보다 교류의 상
징적인 물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백제지역은 왜계 석실이면서 왜계 갑주가 출토되며 다른 왜
계 유물을 포함한다. 이것은 피장자가 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왜인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가
야가 왜계 갑주의 부장양상이 고분을 포함하여 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물품이 없는 점과 다르다. 이처
럼 갑주 부장양상의 차이가 말하는 것으로 백제는 왜의 군사적 원조를 필요로 하였고 가야는 왜의 필요에
의해서 유입된 것이다.

Ⅳ. 맺음말 – 요약과 향후 연구과제

본고는 가야 철기문화가 기술, 상징, 계층, 교섭과 교류 등 여러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지만 서로 상호 연결되는 요소이다. 특히 가야의 철기가 당시
동아시아 교류의 네트워크로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음을 위의 검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철기는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물품으로 일찍부터 동아시아 주요 교역품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시
기에 가야의 성숙된 철기문화는 주변국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특히 이웃하고 있는 일본열도의 왜
는 가야의 철기문화를 앞의 발달된 네트워크를 통해 수용하여 고대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현
재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일본의 전방후원분에서 출토된 철제품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이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연구되어온 가야의 철기 연구는 세계유산으로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연구
되지 못했다. 이를테면 가야라는 국가에서 철기가 생산되고 활용되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연구는 없
다. 개별 유물의 분석이나 의미 그리고 유통에 대한 심화를 넘어선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넓은 시야에서 가야의 철기를 살펴보는 비교사적 연구가 필요해 보이며 향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김혁중

<그림 9> 한
 반도 출토 왜계갑주 (국립김해박물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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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락국의 범위와 고분군

1. 가락국 권역 설정
김해의 고대 나라 이름으로 현재 가장 널리 애용되는 것이 『삼국유사』 오가야조의 금관가야이지만, 『삼
국지』 위서 한전 변진조에 ‘구야국’,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대가락’ 내지 ‘가야국’, 『일본서기』에 ‘남가라’로
명명되는 등 각 사료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중 중국기록에서 전하는 구야국은 가락국기의 가야국과 같
은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이영식 2018:9).
삼국사기에 의하면 532년 가락국이 멸망한 후 신라는 구형왕을 예우하고 가락국을 구형왕에게 식읍으
로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문무왕(文武王) 20년(680) “가야군에 금관소경(金官小京)을 두었다.”고 전하며,

Ⅰ. 머리말

경덕왕 16년(757)에 김해소경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김해란 지명은 이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가락국기」에 의하면 서기42년 수로왕(199년 薨)이 가야를 건국하여 거등왕(199~255년), 마품왕
(253~291년), 거질미왕(291~346년), 이시품왕(346~407년), 좌지왕(407~421년), 취희왕(421~451년),

가락국에 대한 발굴조사는 일제강점기부터 있었지만, 일제강점기의 조사는 임나일본부의 증명에 초점

질지왕(451~492년), 겸지왕(492~521년), 구형왕(521~532년) 등 10대 491년을 이어오다가 신라 법흥왕

이 맞춰져있어 가야사 복원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1976년 예안리고분군의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부산

19년(532)에 ‘가락국’ 구형왕이 신라에 투항하여 가락국은 멸망한다. 현재 수로왕릉만이 그의 후손들에 의

복천동고분군과 김해 양동리·대성동고분군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가락국의 연구에 대한 고고학적 기

해 관리될 뿐 나머지 왕들의 능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반이 마련되었다.

수로왕릉의 서북쪽 근처에 위치하는 대성동고분군이 발굴조사를 통해 금관가야 최고 지배층의 묘역으

가락국의 최대권역은 외절구연고배나 파수부노형기대가 부장되는 고분군의 분포 범위와 일치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으므로, 가락국의 왕묘 역시 이곳으로 비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성동고분군의 무덤이 목관

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 행정구역 상 김해, 부산, 동창원과 진해구 일원이 해당된다. 이곳에서 많은 분

묘 → 목곽묘 → 수혈식석곽묘 → 석실묘 순으로 만들어지는데, 대성동고분군에서의 목관묘 조성시기와 문

묘유적이 조사되었고, 이러한 분묘유적들을 토대로 하여 가락국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헌에 기록된 가락국의 시기와 비슷하므로, 가락국의 성립시기를 목관묘 단계로 보고자 한다.

대성동고분군은 1990년에 가락국의 왕급무덤인 1호분과 2호분이 조사되면서 가락국 왕들의 묘역임이

가락국이 위치한 김해지역은 낙동강을 따라 경상도 각 지역과 통하고 한반도로부터 일본열도로 들어가

밝혀졌다. 이후의 조사들을 통해 대성동고분군은 최상위층의 묘역과 하위층의 묘역이 공간을 달리하여 조

는 해로상의 중요지점에 위치한다. 지금의 김해평야는 가야 당시에는 바다였으며, 이곳을 ‘고김해만’으로 명

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다량의 토기와 철기들이 출토되었고, 중국·북방·일본과의 교류를 보여주

명하고 있는데, 고김해만은 선사시대부터 외부세력과 빈번한 교섭이 있어온 지역이다. 대성동고분군은 고김

는 유물들과 대형 무덤들이 대성동고분군에서 조사되었다. 즉 대성동고분군은 가락국의 위상과 성장과정,

해만 중 내만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지역은 해상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구조, 습속 등 가야사 연구의 지표가 되는 유적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우위와 함께 우수한 철자원을 매개로 하여 가락국은 낙랑군(樂浪郡)·대방군(帶方郡)·동

그렇기 때문에 대성동고분군은 세계유산등재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앞으로 세계유산등재를 위해 가야

예(東濊)·마한(馬韓)·왜(倭) 등과 활발한 교역관계를 가지면서 한반도 철기문화의 중심지로 발달하였다.

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가락국의 시간적·공간적 범위와 권

가락국은 고김해만을 중심으로 성장하다가 점차 창원과 부산지역을 가락국의 영향권으로 편입시켰다.

역 내 고분군 분포 현황을 먼저 검토하고, 대성동고분군을 중심으로 하여 묘제의 변천과 장제, 가락국의 계

즉 가락국의 공간적 범위는 시간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외절구연고배 등의 토기문화와 주·부곽의 바닥의

층구조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출토유물들의 검토를 통해 가락국의 대외교류에 대해 살펴볼 것

높이차가 나는 목곽묘를 공유하는 지역인 김해·부산·창원 일부·양산 일부가 가락국의 최대 영역으로 볼

이다. 검토할 개별 주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지면관계 상 불가능하여 선행연구를 적극 활용하면서 종합적

수 있다 . 그러나 신라·가야양식토기 분화기인 5세기 중엽 이후에는 부산 복천동-연산동고분군의 위계가

으로 검토코자 한다.

김해 대성동고분군보다 우위에 있으며, 『삼국지』 위서 한전 변진조의 독로국이 부산 동래지역으로 비정되므

이를 통해 대성동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가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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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성동고분군의 묘제 변천과 장제

2. 가락국의 고분군 분포 현황
가락국의 고분군은 발굴조사가 된 고분군과 지표조사에서 토기 등이 보고된 고분군을 대상으로 한 결
과, 크게 고김해만권과 낙동강하류역으로 구분된다. 고김해만권은 대성동고분군이 중심인 김해시가권역과

대성동고분군은 1914년에 찍은 ‘수로왕릉 부근 고분’ 유리원판사진을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이곳에 고

양동리고분군이 중심인 주촌-장유권역, 지사동고분군이 중심인 녹산권역으로 구분되고, 낙동강하류역은

분군이 존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봉분이 크지 않은 석실묘로 판단하여 금관가야의 중심고분군

퇴래리고분군이 중심인 화포천권역, 우계리고분군이 위치한 사포천-대포천권역으로 구분된다.

으로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 후 1990년 경성대학교박물관에 의해 1호분과 2호분이 발굴조사되어 이곳이

가락국의 고분군은 산과 구릉의 등성이와 비탈면에 만들어지는데, 등성이에 위치하는 무덤의 규모가 사

가락국 왕들의 묘역으로 확인되었다.
대성동고분군은 일반적으로 경성대학교박물관과 대성동고분박물관이 9차례 조사한 애구지구릉과 인접

면에 위치하는 것보다 큰 경우가 많다.
가락국의 묘제에는 목관묘,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옹관묘, 석실묘가 있는데, 모든 시기에 만들어지는
옹관묘를 제외하고는 목관묘>목곽묘>수혈식석곽묘>석실묘 순으로 무덤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가락국의 고

한 평지(이하 사적구간이라 칭함)를 말하지만, 북쪽의 ‘구지로분묘군’과 ‘가야사조성사업 주차장부지(이하
주차장부지로 칭함)’, 남쪽의 ‘가야의 숲(현 수릉원)’ 구역도 대성동고분군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적구간에서 목관 59기,목곽 73기, 석곽 43기, 석실 8기, 옹관 21기, 토광 5기, 지석묘 2기, 석관 1기

분군에서 이 묘제들이 시기순으로 모두 조사된 곳은 대성동·양동리고분군 뿐이다.

가 조사되었고, 구지로구간에서 목관 15기, 목곽 40기, 옹관 4기, 주차장부지에서 목곽 5기, 석곽 1기, 가
야의 숲 구간에서 목관 3기, 목곽 7기, 석곽 10기, 토광 1기, 석실 1기, 옹관 1기가 조사되었다.
대성동고분군에서 목관묘는 낮은 애구지구릉 등성이와 주변 평지에 조성된다. 대형 목곽묘는 구릉 등성
이에 조성되고, 중소형묘가 대형목곽묘에 근접하거나 사면부, 평지에 조성된다.
N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 대성동 2등급 - 양동리 3등급 - 망덕리·예안리·칠산동·관동리·지사동·두곡리·죽곡리·여래리 4등급 - 화정·덕암리·
후포·내덕·능동·윗덕정·미음동·가달·구량동·산본리·고모리·우동리·본산리·퇴래리·퇴래 소업·용덕·안양리·우계리·대감리
<그림 1> 금
 관가야권역 고분군 위계별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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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묘제의 변천

단계

묘제

가락국의 묘제는 목관묘 → 목곽묘 → 수혈식석곽묘→ 횡구식석실묘 순으로 변천한다. 목관묘는 기원전
2세기 후반부터 기원 2세기 2/4분기까지 조성되는데, 기원 2세기 2/4분기의 목관묘가 다수를 차지한다. 목
2)

3)

곽묘는 부곽이 등장하기 이전을 전기 목곽묘 단계 , 등장 이후를 후기 목곽묘 단계 로 구분된다. 전기 목곽

목
관
묘

묘 단계는 2세기 후반대~3세기 3/4분기, 후기 목곽묘 단계는 3세기 4/4분기~5세기 1/4분기이다. 중심묘
제로 수혈식석곽묘가 사용되는 시기는 5세기 2/4분기~6세기 2/4분기이다.

1) 목관묘
김해지역의 목관묘 유적에 대성동·양동리·망덕리·내덕리·청천리유적이 있다. 대성동 목관묘들 중
대다수는 2세기 전반대로, 1세기 후반대인 가야의 숲 3호 목관묘가 가장 빠른 시기에 해당한다.
대성동 목관묘는 애구지구릉의 말단부와 주변의 평지에 위치하며, 시기는 1세기 후반부터 2세기 전반
까지 해당한다. 구릉의 중심등성이에 위치하는 88호와 91호 목곽묘의 내부토에서 기원전 1세기 말의 와질
토기편들이 수습되었고, 11호의 내부토에서 호형대구가 조사된 점에서 구릉의 정선부에도 목관묘가 존재했
을 가능성도 있다.

전
기
목
관
묘

대성동 목관묘의 묘광은 길이 210~320㎝, 너비 75~110㎝이며, 묘광의 장축방향이 東西向을 띠며 침
향은 동쪽이다. 충전토는 흙을 다져서 충전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내부에 안치된 목관의 재질과 형태
에 따라 ‘통나무형’ 목관과 ‘상자형’ 목관으로 구분된다. 전자에 가야의 숲 1·2호, 구지로 31·40호 4기가
해당하는데, 요갱(腰坑)이 없고 칠기를 제외하고는 부장품이 극히 빈약하다. 다수의 목관묘가 후자에 해당
하는데, ‘ㅍ’字狀 평면형태와 ‘ㅂ’字狀 단면형태를 주로 띤다. 구지로 12호와 가야의 숲 3호처럼 요갱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요갱이 없다(심재용 2007).
토기들은 주로 충전토와 목관 위 등 목관 외부에 부장되는데, 이것이 목관묘 토기부장의 특징이다.

2) 전기 목곽묘
후

전기 목곽묘는 대성동·양동리·칠산동·퇴래리고분군에서 확인된다. 대성동고분군의 경우, 대성동
45·46·54호, 주차장부지 1호, 구지로 51·38·28·21호가 해당된다.
목곽묘는 토기들을 곽 내부에 부장하고, 부장품의 양도 늘어나므로 묘광 규모가 커져 길이 4m 이상인

기
목
곽
묘

것들이 등장한다.
목곽의 외부 벽면은 김해 양동리고분군의 불에 탄 목곽의 재료를 통해 통나무와 각재, 판재가 사용되었
음이 확인되었다. 대성동고분군 역시 같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성동 46호의 목곽 내에서 기둥이 확인되는
데, 목곽 양 단벽의 중앙에 주혈을 하나씩, 양 장벽의 가장자리 부분에 두 개의 주혈을 설치한 6주식(6柱式)
이다. 목곽 내부에 목관의 흔적이 확인된 사례는 없지만, 양동리 162호의 봉상철부가 피장자공간의 네모서
<그림 3> 묘
 제의 변천 1(목관묘 → 목곽묘)

094

가야고분군 Ⅴ

김해 대성동고분의 변천과 가락국사회

095

이혈주부곽식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석실묘

격벽을 설치한 동혈주부곽식으로 최초의 주부곽식목곽묘에 해당한다.
최초의 이혈부곽은 예안리 160호가 해당하고, 대성동고분군에서는 예안
리 160호보다 한 분기 늦은 대성동 13호 단계에 이혈부곽이 등장한다.
가락국 내 고분군의 이혈부곽의 장단비는 0.5:1~0.9:1 미만(횡장방형
계), 0.9:1~1.3:1 미만(방형계), 1.3:1 이상(종장방형계)의 3가지로 구
분되며, 대성동 1·7·39·47·70호는 횡장방계, 대성동 3·13호는 방
형계에 해당한다. 경주·울산권역의 동혈주부곽 간 바닥의 깊이가 같은
반면에, 가락국의 주부곽식목곽묘는 주곽과 부곽 바닥의 높이 차가 나는
것이 특징이며, 주곽과 부곽 바닥의 높이 차가 40㎝ 내외(대성동 47호),
70㎝ 내외(대성동 39호), 100㎝ 내외(대성동 13·70·3호), 200㎝ 내
외(대성동 1·7호)로 구분된다.
5세기 2/4분기의 대성동 93호는 대성동고분군의 마지막 대형목곽
묘로, 목곽 내에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부곽을 설치한 특이한 구조이다.
대성동고분군 묘광의 장단비는 대형의 단곽식묘가 1.7:1~2.1:1 미
만, 중소형의 단곽묘가 1.7:1~2.8:1 미만을 띠는데, 가락국 내 타 고분
군의 양상도 거의 동일하다.

<그림 5> 목
 곽 내 목관

대성동 목곽묘의 경우, 70호부터 묘광 깊이가 최대 230㎝로 깊어지
며, 마지막 시기의 대형 목곽묘인 1·7·11호에서는 깊이가 300~400㎝로 매우 깊어진다.
<그림 4> 묘
 제의 변천 2(목곽묘 → 석실묘)

리에서 출토되었는데, 목관의 받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주차장부지 1호 출토 봉상철부가 양동
리 162호와 비슷하다.
대성동·양동리고분군의 평면형태는 대체로 1:1.5의 축상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서, 장방형에 가깝다.
그리고 묘광의 깊이가 얕고 무덤의 바닥에 돌(屍床石)을 깔지 않았다.
피장자(被葬者)는 목곽의 중앙과 한 쪽 단벽이나 장벽의 중앙에 주로 안치되며, 유물들을 사방공간이나
‘ㄷ’字狀으로 주로 부장한다.

대성동 91·88·94·68·3·1·7·93호의 묘광과 목곽 사이(충전토)에 흙과 돌들을 섞어서 넣은 것
들이 확인되는데, 이들은 모두 대형묘에 해당한다.
목곽묘의 바닥에는 돌을 깐 것(屍床石)과 돌을 깔지 않은 것(無屍床石)이 있다. 그리고 대성동고분군의
철정에 남아 있는 식물흔을 통해 바닥 위나 철정의 위아래에 돗자리를 깐 것으로 보인다. 시상석은 대성동
13호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데, 대성동고분군의 대형묘는 시상석이 모두 깔리며 5세기가 되어서야 중형묘
에서도 시상석이 확인된다. 대성동 목곽묘 시상석의 단면은 오목한 41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편평하다. 대성
동 대형목곽묘에서 시상석과 꺾쇠류가 같이 출토되는 경우가 다수인데, 목곽 내부에 상자형 관이 있었던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소형묘는 꺾쇠와 시상석이 없는 것이 많고, 관의 흔적도 거의 없는 점에서 관이 없
었을 것으로 본다.

3) 후기 목곽묘

대성동고분군 대형 목곽묘의 봉토는 묘광 함몰토를 통해 대성동 70호와 2호는 최소 높이 120㎝, 대성
동 1호와 7호는 최소 200㎝로 추정된다.

대성동고분군에서 조사된 목곽묘는 후기 목곽묘 단계의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부곽이 등장하는 시
기는 순장, 토기의 후장, 도질토기, 금공품(금동관편), Ordos형 동복 등의 북방문화가 동시에 대성동고분군

대성동 대형 목곽묘의 경우 피장자(被葬者)를 목곽의 중앙에 주로 안치하며, 유물들을 사방공간이나
‘ㄴ·ㄷ’字狀으로 주로 부장하지만, 중소형묘는 주피장자의 발치에 주로 안치한다.

에서 발현되는 대변혁(신경철 2013)으로 이때부터 가락국의 진정한 전성기로 볼 수 있다.
부곽은 유물 부장을 목적으로 하는 곽을 말하며, 주곽의 묘광과 달리하여 설치된 이혈(異穴)과 하나의
묘광에 주곽과 부곽을 함께 만들어 넣은 동혈(同穴)로 구분된다. 대성동 29·55호는 하나의 목곽 안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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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세장방형으로 구분된다. 4세기 4/4분기~5세기 2/4분기까지는 장방형과 세장방형이 공존하다가 5세

편년
규모

기 후반부터 세장방형수혈식석곽묘만 확인된다. 수혈식석곽묘의 벽석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돌을 사용한
것이 많아서 조잡하게 보이는 것이 많다. 부곽은 없지만, 대성동 72·73·87·89·90호는 피장자의 발 아
래에 유물 부장갱을 설치하였고, 다른 수혈식석곽묘 역시 토기들이 발 아래에 주로 위치한다.
대성동 수혈식석곽묘들 중 73호의 묘광만이 대형2식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중소형묘에 속한다. 시상석
의 단면이 오목한 것(凹床)에 72·85·87호, 단면이 편평한 것(平床)에 42·73호가 있다.

대
형
1
식

2. 무덤의 중복과 순장제
350

375

400

대성동·양동리·칠산동·예안리·망덕리고분군
에서 무덤 간 중복현상들이 확인된다. 대성동고분군
에서 목곽묘를 파괴하는 중복 현상은 4세기 1/4분기
부터 확인되지만 이것은 분묘의 상부나 충전토의 파
괴에 그칠 뿐이고, 분묘 바닥의 부장유물까지 파괴하
는 중복은 4세기 2/4분기에 등장하여 3/4분기부터
많아진다. 특히 묘광 일부가 겹친 것은 분묘 간 25년
내의 시간차가 나는 것이 많은데, 대형묘와 배묘 축조
대
형
2
식

시 봉토의 연접 축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후대의 무덤이 선대의 무덤 내부 바닥까지 파괴하는
유형은 분묘 간 75년(3세대)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
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최초의 묘역 조성 후 3분기가
지난 후 다시 다른 하나의 묘역이 들어서면서 발생했

<그림 7> 대
 성동고분군 묘역 간 중복

을 가능성이 높다. 즉 단순한 개별 분묘끼리의 중복이
<그림 6> 대
 성동고분군 이혈주부곽식목곽묘와 시상석

아니라 다수의 무덤이 들어간 묘역이 3세대 이상의 차를 두고 겹쳐 조성된 ‘묘역 간 중복’인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1~3호 조성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구간에서 확인된다(심재용 2019:129).

4) 수혈식석곽묘
수혈식석곽묘는 4세기 4/4분기에 대성동·예안리·양동리·화정고분군 등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다.
대성동고분군에서는 6세기 후엽까지 수혈식석곽묘가 사용되었으며, 총 52기가 조사되었다. 수혈식석곽묘
는 구릉 최정상부근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구릉의 북쪽 정선부와 동쪽의 완만한 사면부에 주로 조성되었다.
출현기 수혈식석곽묘 묘광의 평면형태와 충전토, 부장 위치 등이 목곽묘의 전통을 잇고 있으며, 출현기
에는 꺾쇠류와 석개(石蓋)가 사용되지 않다가, 5세기부터 꺾쇠류와 석개가 사용된다.
대성동고분군의 경우, 석곽의 평면형태에 따라 석곽의 길이와 폭의 비율이 3:1 미만인 장방형, 3: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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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장은 주피장자의 영원한 삶을 전제로 그를 위해 계속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매장한 장제이다
(이성준·김수환 2011:113).
금관가야권역 중 순장묘가 확실히 확인되는 고분군은 김해 대성동·양동리고분군, 부산 복천동고분군
이며, 이 중 대성동고분군에서 가장 번성했다. 금관가야에서 순장묘는 목곽묘 Ⅰ단계의 대성동 29호에서 처
음으로 등장한다. 대성동 29호보다 앞 시기의 무덤인 대성동 45·46호, 주차장 1호, 구지로 38호묘는 후대
의 유구들에 의해 잔존상태가 좋지 못하지만, 착장유구와 도자 등 착장구가 있는 빈공간이 보이지 않으므로
일단 순장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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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동고분군 출토 순장묘들은 외래계 위세품이 부장된 최상위 지배층의 무덤들이다. 순장묘는 3세기

金官Ⅰ段階

金官Ⅲ段階

金官Ⅳ段階

金官Ⅴ段階

金官Ⅵ段階

말에 대성동고분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여 4세기 말까지 대형묘에서만 확인되다가, 5세기 초가 되면 중형
묘까지 확산된다(김수환 2005).
금관가야의 순장자 배치 유형은 직교·대칭·평행·부곽형의 4가지로 구분되는데, 부곽형 외의 세 유
형은 주피장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 순장자의 위치이다(김수환 2005b). 47호 부곽과 3호의 부곽에서 순장
자로 추정되는 인골흔이 확인되었다. 최근 대성동고분군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순장 유형이 확인되었다. 순

Ⅰ
等
級

장자가 88·91호의 충전토에서 조사되었고, 93호과 85호(석)에서는 주곽의 발치 쪽 세장방형 구덩이(坑)에
서 확인되었다. 충전형은 대성동고분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다. 고령 지산동 73호는 충전형 순장묘인데,
대성동 91호보다 약 100년 정도 늦다. 지산동 73호는 충전형이면서 동시에 순장곽도 확인된다. 여하튼 대
성동고분군과 지산동고분군의 순장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심재용 2019:177).
Ⅱ
等
級

Ⅲ
等
級

<그림 9> 대
 성동고분군 등급별 순장 양상(김수환 2005 개변)

Ⅳ. 고분으로 본 가락국의 계층구조

1. 목관묘
목관묘의 계층 파악은 무덤의 규모에 따라 부장되는 유물의 양과 질이 결정되지 않고(심재용 2007), 목
관묘 간 규모 차이도 크지 않은 점에서 무덤의 규모보다는 부장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상위층묘(1등급)는 청동거울(銅鏡)과 청동제무기류(銅戈나 銅劍), 철제무기류(鏃·矛·劍), 철제농구
류(斧, 鎌, 따비), 토기 등이 출토된 목관묘로, 가야의 숲 3호, 양동리 55·427호가 해당된다.
상위층묘(2등급)는 토기와 철제무기류(鏃·矛·劍), 철제농구류(斧,鎌,따비)등이 같이 출토된 목관묘
로, 대성동 27·60·Ⅰ-13·Ⅴ-11호, 구지로12·23호, 양동리 17·99호가 해당된다.
<그림 8> 순
 장자의 위치 신유형: 1 충전형, 2·3 갱형

하위층묘(3등급)는 소량의 토기와 철기가 출토된 목관묘로, 대성동 53·63·67·Ⅴ-14·Ⅴ-1호, 구
지로 7·10·11·25호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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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김해지역 목관묘 위계별 철기부장 유형

2. 전기목곽묘
대성동 45·46호, 주차장 1호, 구지로 51·38·28·27호, 양동리 162·200·(문)5·(문)12호가 해
당한다. 묘광 규모는 21㎡ 이상(대형), 10~20㎡(중형1식), 5.4~9.9㎡(중형2식), 5.3㎡ 이하(소형)로 구분
된다(심재용 2007:43). 대형묘는 대부분 묘광의 길이가 600㎝ 이상이고, 중형 1식묘는 길이가 400~590
㎝이다. 대형묘에는 대성동 45호와 46호가 해당하지만, 중복과 도굴이 심해 유물 부장의 원형을 크게 상실
하였다. 그러나 중형 1식묘인 양동리 162호에서 최상위층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양동리 162호에서 청동위세품인 동경(漢鏡 2점·倣製鏡 8점), 철복, 철제무기(劍, 矛, 鏃), 철제농공
구(斧, 鎌), 版狀鐵斧 40매가 부장되었다. 대성동 45호에는 비록 청동위세품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양동리
162호와 비슷한 철기부장 유형을 보이고 있으며, 토기도 10점 이상 부장되는 점에서, 대성동 45호에도 청
동위세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형1식묘인 주차장 1호와 구지로 38호에는 7점 이상의 토기와 다량의 철제무기와 철제농공구가 부장
되었고, 중형2식묘인 구지로 28호에는 구지로 38호보다 철기의 구성이 단순해지며, 소형묘인 구지로 27호
에는 토기 1점과 철부 1점, 철도자 1점이 부장되었다.
<그림 11> 전기 목곽묘 최상위층묘 유물부장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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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의 사례와 전기 목곽묘의 계층에 대한 연구성과(심재용 2007)를 참고하면. 전기 목곽묘의 계층은

㎡ 이상을 대형묘, 8~20㎡ 미만을 중형묘, 8㎡ 미만을 소형묘로 부를 수 있는데 , 대형묘는 30㎡ 이상(1)

4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최상위층묘에는 양동리(동) 162호, 대성동 45호, 주차장 1호, 상위층묘에는 구지

과 20~30㎡ 미만(2), 중형묘는 13~20㎡ 미만(1)과 8~13㎡ 미만(2), 소형묘는 3~8㎡ 미만(1)과 3㎡ 미만

로 38호, 중위층묘에는 구지로 28호, 양동리(문) 5호, 하위층묘에는 구지로 27호, 양동리(문) 12호가 해당

(2)으로 나눌 수 있다.

한다. 대성동고분군 최상위층묘는 구릉 주능선상의 말단부에 축조되고, 그 이하의 무덤들은 북쪽 사면에 주
로 위치한다.

<그림 12>는 묘광 면적이 확실한 후기 목곽묘 491기를 대상으로 하여 묘광의 면적과 수량을 분석한 결
과로, 대형1·2식묘와 중형1식묘가 상대적으로 소량인 점에서 분묘의 위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형1식묘 10기 중 9기가 대성동고분군에 해당하며, 대형2식묘 16기 중 10기가 대성동고분군이고 3기

【표 1】 전기 목곽묘 묘광의 면적과 출토유물 현황
면적
(㎡)

목곽

가 양동리고분군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고가 되지 않은 양동리고분군에 대형2식묘가 다수 있음을 배치도를

묘광
길이
(㎝)

청동제품

○

1

6

-

18

8

1

○

철제무기류
촉

도

검

창

철제농공구류
모

부

겸

양동162호

16.9

494

동경10, 교구1,
환2, 환형동기

대성45호

35.6

750

-

24+

1

1

-

2

1

-

주차1호

(9.0)

(350)

-

199+

-

3

-

-

-

-

착

사

기타

따비1, 표비1,
철복1
보습2,
○
따비1

낚시바늘1 쇠스랑4

토기

40

1

2세기 후엽

후기 목곽묘에 부장되는 유물들은 금동·청동·응회암 재질의 외래계 위세품과 철제 갑주·마구·위세

35

12

3세기 1/4

품·무기·농공구류, 토기 등이 있다. 【표 2】는 금동품과 갑주가 부장되는 4세기 3/4분기~5세기 1/4분기

7

17

3세기 1/4

목곽묘의 금속 유물들의 조합 양상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시기

덕암리·윗덕정·능동고분군은 소형1식묘가 각각의 고분군에서 묘광 면적이 가장 넓은 무덤들에 해당한다.

대성46호

30.0

625

-

61

-

-

-

1

-

-

-

-

-

6

3세기 3/4

구지38호

(13.8)

(395)

-

74

-

-

2

2

2

-

-

-

마치1

-

7

3세기 3/4

구지28호

6.8

343

-

-

-

2

-

1

-

-

1

-

-

-

11

3세기 3/4

구지27호

3.9

290

-

-

-

-

-

-

1

-

-

-

-

-

1

3세기 3/4

-

다
라

○

-

○

○

-

○

○

-

-

마

-

-

바

-

-

사

-

-

기에 해당하며, 고분군도 급증한다.

아

-

-

-

-

위계화의 기준으로 목곽묘 묘

자

-

-

-

-

장 많고 복수의 고분군에서 갑주와

3/4분기 이후를 기준으로 하였는

소형2식

소형1식

중형2식

중형1식

대형2식

대형1식

<그림 12> 묘광의 면적과 수량

가야고분군 Ⅴ

농공구

○

○

○

○

○

택1

○
택1

○

○

○

○

○

○

-

-

○

○

-

-

○

○

-

○

○

-

-

○

○

-

-

택1

택1 또는 토기만

묘광 면적과 유물 조합 유형의 상관관계를 통한 계층연구(심재용 2019:131~136)에 의하면 고분군의
계층은 Ⅰ~Ⅵ등급으로 구분되지만, Ⅳ~Ⅵ등급을 하나의 계층으로 묶어서 하위층묘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정리하여 계층별 묘광 면적과 유물 조합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 【표 3】이다.

【표 3】 계층별 묘광 면적과 유물 조합
묘광 면적

계층

철정 및 철기의 종류와 수량을 감

최상위층

○

상위층

○

후기 목곽묘 묘광의 면적은 20

무기

유물 없음

3세기 4/4분기와 4세기 1/4분기는

안하여 위계를 설정하였다.

-

○

철정
택1

택1

차

데, 갑주와 마구가 출토되지 않는

50

104

○

나

○

마구 일괄부장이 확인되는 4세기

0

가

철기

○

유물의 조합은 분묘의 수량이 가

100

청동품
○

합을 2차 기준으로 삼는다. 부장

150

금동품

위세품

광의 면적을 1차 기준, 유물의 조

200

조합

마구

후기 목곽묘는 가락국의 전성

250

【표 2】 4세기 3/4분기~5세기1/4분기 무덤 출토유물 조합상(심재용 2019:133 표 23 전재)

갑주

3. 후기 목곽묘

300

통해 알 수 있다. 그 외 망덕리·예안리·여럐리고분군은 중형1·2식묘가, 화정·우계리·퇴래리·본산리·

철정형
철부

중위층
하위층

대형1

대형2

중형1

유물 조합
중형2

소형

가

나

다

○

○

라

마

○

○

사

아

자

차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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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동고분군에 최상위층묘(왕급묘), 양동리고분군에 상위층묘(귀족묘), 망덕리·예안리·여래리고분
군에 중위층묘가 존재하고, 칠산·화정·우계·퇴래·본산·덕암·윗덕정·능동고분군에 하위층묘만 있는
점에서 고분군별 위계도 이와 같이 설정된다. 그리고 최상위층묘가 대성동고분군에만 있으므로 대성동고분
군만이 최상위고분군에 해당하고, 대성동고분군의 최상위층묘는 가락국의 왕급무덤으로 봐야한다.
대성동고분군에서 최상위층묘는 29·13·91·70·88·2·3·1·7호, 상위층묘는 76·18·94·
5)

23·47·68·39·57·11·8·93호, 중위층묘는 95·41호, 하위층묘에 구지로 목곽묘가 해당한다 . 이
들 중 대성동 93호는 5세기 2/4분기의 대형2식묘인데, 동시기의 김해 출토 무덤들 중 면적이 가장 넓은 점
에서 이 시기부터 가락국이 쇠퇴기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대성동고분의 단계별 출토유물(굵은 글씨: 유구 주부곽식, 유물 금동제품)
유구 규모 경

대

마

장

파

통

석

주

판

찰

금동관1, 동복1

정

비

29

대1

13

대1

91

대1

88

대1

70

대1

1

2

대1

2

3

대1

1

대1

18

중1

2

94

대2

4

23

대2

68

대2 은환

1

1

47

대2

1

1

39

대2

○

○

○

○

57

대2

4

5

1

1

2

93

대2

1

2

2

1

등

안

행

43
6

16

촉

도

검

304 3

2

85

창

모

1

4

1

4

?

209 2

1

?

460 6

7

4

4

68

1

1

14

1

1

1

U

살

겸

부 토기 계층 편년

1

8

56 최상 3C4/4

2

15 최상

40

63 최상

14

17 최상

4C2/4
30, 6
5

1
3

1

7

13

1

4

3

2

2

2

1

2

2

1

1

2

2

1

2

1

2 110 3

4
안장, 운주, 행엽

1

8
1

4

2

1

1

운주3, 교구5

16

1

1

4+

행엽

2 40+ 운주 2

주

1 111

1
?

1

92

2

112

2

1

○

○

○

○

2

1 따비1 9

3

1

14

2

2

2

1
3

○

2

13 138 최상 4C3/4
<그림 13> 대성동고분군 출토 최상위층묘 표지 유물

61 최상

1

○

1

55 최상 4C4/4
1

2

2

72 최상 5C1/4

1

8

16 상위 4C2/4

22

29 상위

1

○

1
2

중국·북방계 위세품

1

1

1

1

1

5

2

○

○

○

○

1
1

주 31

14 상위

1

2

5

철제갑주

45 상위 4C4/4

1

35 상위 5C1/4

1

58 상위 5C2/4

철제마구

경

대

마

장

파형

통형

석제품

투구

판갑

찰갑

파

동

석

주

판

찰

정

착

가지창

착

가

철제무기

철제농구

촉

도

검

창

모

U날

살포

겸

부

촉

도

겸

창

모

U

살

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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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동고분군의 왕급무덤과 귀족무덤에는 갑주와 마구류가 같이 출토되는 경우가 많고, 철정은 왕급무덤에

장유물의 양과 질이 훨씬 우월하며, 하위계층묘도 훨씬 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대성동고분군의 왕급무덤은 지배적 친족집단의 성격으로 조성된다. 즉 애구지구릉의 북쪽 말단부에
45호-46호-29호의 순으로 왕급묘가 조성되고, 4세기 2/4분기에는 왕급묘인 13호를 중심으로 18·10·
15·22호가 위치하며, 91호(4세기 2/4분기)의 후손으로 생각되는 4세기 3/4분기의 70·88호 왕급묘를 중심
으로 귀족묘인 23·94·68호가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5세기 1/4분기에는 왕급묘일 가능성이 높은 7호를 중

철소재
중국경 금동대구 장식마구 장식도

묘는 묘광의 면적이 대형1식묘이고, 3세기 4/4분기에 중국·북방계 위세품이 부장되며, 4세기 2/4분기부

부장되는 빈도가 높다. 이를 통해 전기 목곽묘 사회보다 후기 목곽묘 사회가 왕·귀족층 무덤의 규모와 부

68 상위

2

왜계 위세품

7

1
○

22

1

하는데, 금동대금구와 금동장식마구, 파형동기는 대성동고분군에서만 부장된다. 즉 대성동고분군의 왕급

터 중국·북방계 위세품과 왜계 위세품이 같이 부장되는 무덤으로 정의할 수 있다. 4세기 3/4분기 이후의

11 상위
4C3/4

1

금동품은 중국·북방계 위세품에 해당하고, 파형동기·통형동기·응회암제석제품은 왜계 위세품에 속

재갈

등자

안장

행엽

비

등

안

행

심으로 귀족묘인 8·14·11호가 주변에 있다. 애구지구릉의 가장 높은 곳에 왕급묘인 2호-3호-1호가 순차
적으로 조성되는데, 만약 2호가 이혈주부곽식묘라면 2·3·1호는 4세기 3/4분기~5세기 1/4분기의 왕묘로
추정된다(심재용 2019:128).
5세기 2/4분기가 되면 대성동고분군에서 대형묘는 대형2식 목곽묘인 93호 1기만 확인되었다. 대성동
93호는 앞 시기의 계층 유형과 비교하면 상위층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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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혈식석곽묘
대성동고분군에서 수혈식석곽묘는 4세기 4/4분기부터 출토하지만, 하위층묘로 분류된다. 5세기 2/4분
기부터 수혈식석곽묘가 목곽묘보다 많이 조성되지만 여전히 하위층묘가 중심이다. 그러나 5세기 3/4분기
의 대성동 73호는 묘광의 면적이 대형1식에 해당하여 이 시기부터 대성동고분군의 최고지배자의 무덤에도
수혈식석곽묘가 채용된다. 그러나 대성동 73호의 면적이 동시기인 복천동 10·11호의 주곽과 비슷한 규모
이지만, 부곽이 없는 것과 출토유물을 통해 복천동 10·11호보다 한 단계 낮은 위계에 해당한다. 이 시기가
6)

가락국의 쇠퇴기라는 점을 참고하면 대성동 73호는 왕급묘로 비정할 수 있으며 , 애구지 남쪽 구릉 말단 정
선부에 위치한다.
조사된 수혈식석곽묘에서 대성동 73호급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성동 73호의 남쪽에 근접해
서 대형 돌들이 땅속에 박혀있는데, 대성동 73호 이후의 대형 수혈식석곽묘로 추정된다.

Ⅴ. 유물로 본 대외교류

삼국지 위서 한전에 “나라에서 철이 생산되는데, 한(韓), 예(濊), 왜(倭)에서 모두 와서 가져갔다. 사고
팔 때에 모두 철을 사용하였으니, 마치 중국에서 돈(錢)을 사용하는 것과 같았다. 또한 그것을 (낙랑과 대방
의) 두 군(郡)에 공급하였다.”는 기사를 통해 변한의 대외교역품은 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이나 북방에서 수입된 물건은 주로 신분이나 권력을 상징하는데, 동경(거울)과 衣幘(옷과 모자),

옥, 장신구, 동정, 동령, 화페, 금동제품 등이 해당한다.

1. 목관묘 단계
이 시기의 교역품에는 가야의 숲 3호의 동과(銅戈), 내덕리 19호의 박국조문경(博局鳥文鏡)과 광형동모
(廣形銅矛), 양동리목관묘에서 연호문방제경(連弧文倣製鏡)과 광형동모가 출토되었다.
대성동·양동리 목관묘가 성행하는 1세기 후반부터 2세기 전반까지는 이미 낙랑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시아의 교역권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기로, 이때부터 김해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시
점이다. 한경(漢鏡)인 내행화문경은 낙랑, 광형동모와 동과는 왜와의 교섭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
호문방제경은 일본의 규슈(九州)와 김해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므로 왜경(倭鏡)으로 단정지을 수 없고,
활발한 상호교류의 결과로 양 지역에서 모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14> 4세기 3/4분기 대성동 목곽묘 등급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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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 목곽묘 단계
【표 5】 김해 출토 중국계 유물
유적

유물

內行花文鏡과 四乳鳥文鏡; 鐵鍑

중국 후한 또는 낙랑

철복

낙랑 또는 북방

마형대구

북방<재지

322호 목곽

銅鼎

중국 서한 또는 낙랑

462호 목곽

중층유리옥

중국 후한, 낙랑

162호 목곽
318호 목곽
김해

양동리

제작지

384호 목곽

전기 목곽묘의 등장과 관련하여 『三國志魏書東夷傳韓傳』의 「桓靈之末 韓濊强盛 郡縣不能制 民多流入韓
國」 기사에서처럼 낙랑계 이주민의 역할이 컸다. 양동리 162호에 후한경인 원좌내행화문경(圓座內行花文
鏡)과 사유조문경(四乳鳥文鏡)이 부장되는 등 낙랑과의 교섭이 지속되는 시기다. 이 시기부터 철기 생산의
중간 소재로 추정되는 판상철부와 그 외의 철제품들이 다량으로 부장되며, 토기도 발전한다.
대성동 45호와 양동리 200호 단계는 낙랑 및 대방과 삼한의 원할한 교섭은 거의 불가능하였던 시기로
보인다. 왜냐하면, 요동을 장악한 공손씨 정권은 189년에 낙랑을 편입시키고 대방군을 새로이 설치한 후
동이세력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려 하였지만, 지방군벌에 불과한 공손씨 정권이 동이세력에게 대외교역
에 따른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야국은 이때부터 교섭대상을 부여를 비롯한 동해
안 루트로 관심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대성동 45호에 나타나는 철기의 훼기(毁棄)습속과 2조선돌대철
부(二條線突帶鐵斧)와 같은 북방적 요소가 그 방증자료로 생각된다. 그리고 양동리200호 출토 광형동모를
통해 왜와의 교섭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김해지역의 대형 목곽묘에 판상철부와 철제품들이
다량으로 계속 부장된다는 점에서도 철·철기의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양동리 322호에 중국 서한시기의 동정(銅鼎)이 부장되는 점에서 낙랑을 매개체로 하여 위(魏)로 많은 양의
철기를 공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등장기 대형 목곽묘에서 철 생산 중간 소재인 판상철부가 부장된다는 점에서 이때부
터 철 생산기술이 더욱 발전하였고, 철을 매개로 한 중개무역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되었다. 주요 교섭루트는
낙랑-왜로 이루어진 해상루트였고, 때때로 중국의 상황에 따라 난항을 격기도 하였지만, 북방과의 교섭루
트도 개척하여 안정적으로 철을 수출하였다. 또한 철제농구가 부장되는 무덤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농경도
확대되었을 것이다.

3. 후기 목곽묘 단계
가락국에서 출토된 중국·북방계 유물은 금동대금구(金銅帶金具)·동경(銅鏡)·동세(銅洗)·동완(銅

盌)·중층유리옥, 금동관(金銅冠)·동복(銅鍑)·금동·청동으로 만든 마구(裝飾馬具) 등이 있다. 이러한 유
물들이 복수의 분묘에서 출토된 곳은 대성동고분군뿐인데, 과연 어디에서 온 것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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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대성동고분군 출토 대륙계 유물과 전연권역 출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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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기 후반부터 4세기까지의 동아시아는 혼란기로, 중국에서는 위·촉·오 삼국이 진에 의해 280년에

□農城 倭寇萎潰 城夫十九 盡煞抑徙’ 기사에 기록된 것처럼 금관가야의 주력군이 고구려군에 의해 궤멸되었

통일되지만, 북방유목민족의 침입에 따른 5호 16국 시대가 개막한다. 특히 화북과 요서지방은 모용선비와

다. 이로 인해 금관가야의 군사력과 해상교섭권은 크게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 시기는 금관가야가 이러

탁발선비 등 유목민족이 득세하면서 한족(漢族)의 문화를 받아들여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 냈다. 낙랑·대

한 상황을 극복해나가는 시기였다. 그러므로 직접 접촉했던 강대국인 고구려의 마구 제작기술을 수용하여

방군이 각각 313년과 314년에 고구려에 의해 축출되면서 한군현 내지 동이교위를 매개로 하던 가야의 대중

대성동 1호와 같은 장식마구를 제작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 교류가 약화 내지 소멸되어 왜와의 교섭을 강화하였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설이었다.
대성동 91·70·88호가 발굴되면서 낙랑·대방군이 각각 313년과 314년에 고구려에 의해 축출되어

【표 6】 대성동고분군 출토 중국·북방계 유물 단계별 현황

가야와 대중국 교류가 약화되었다는 설에 반론이 제기되었다(심재용 2013). 이 세 무덤에서 전연(前燕)에서

목곽

출토되는 장식마구와 진(晉)에서 제작한 금동대구·동세와 서역계 유리용기 등이 4세기 2/4분기부터 3/4

29

대도(청동초미금구)1

동복1, 금동관1

91

동세1, 동완1, 칠완1, 운모1

금동운주26, 령5, 마면1, 청동운주3, 령4

주3

중층유리옥 경식1, 천식1

분기까지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5세기 1/4분기의 대성동 1호에서 철지금장행엽, 안장의 금동내연금
구 등 장식마구가 다시 출토된다. 장식마구의 공백은 4세기 4/4분기의 1분기이므로, 이 시기 교섭이 단절

중국계

북방계

시기
목곽Ⅰ

88

금동대금구5, 대도(은·청동초미금구3)

되었다기보다는 아직 발굴이 덜 되었거나 도굴로 인해 금동제품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하였다(심재용 2013;

70

금동대금구편1, 연호문경1, 서역계유리기 편3

금동운주7, 청동운주1, 금동교구2

2016). 이에 대해 4세기 4/4분기에 지속적으로 출토되는 왜계 유물과는 달리 삼연의 유물들이 전혀 검출

2

수대경2

운주형동기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관가야 토기 Ⅲ·Ⅳ단계의 제한적 시기에만 금관가야와 삼연이 직접 교섭하였다는

23

방격규구사신경1

견해가 제시되었다(신경철 2013:106). 구체적으로 4세기 말이 되면, 선비계 유물의 현지화와 함께 고구려

68

안장1, 은환2

47

동복1

1

금동안장1, 금장행엽1, 금동운주

57

청동운주4

93

금동령1

와 後燕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고구려가 낙랑·대방고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한강수계에 기반을 둔 백
제가 금강수계를 장악하면서 요동-서해안-남해안-열도를 연결한 국제교역 루트는 사실상 와해되었기 때
문으로 보기도 한다(홍보식 2014:248). 이와 달리 전연 내지 후연의 무덤으로 보는 조양 십이대 88M1호

목곽Ⅲ

목곽Ⅳ

목곽Ⅵ
목곽Ⅶ

에서는 마주 이외에도 심엽형행엽이 출토되었는데, 한반도 남부에서 가장 고식인 대성동 3호 행엽과 대성
동1호 행엽은 이 십이대 88M1호의 삼연마구의 행엽에서 기원을 구할 수 있으므로, 4세기 후반은 물론 5세

중국·북방계 유물들은 기능상 착장용품과 용기, 마구로 크게 구분된다. 착장용품에는 우리나라에서 가

기 초엽까지 금관가야가 중국 동북지방과 여전히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대상의 주체는 모용

장 이른 시기의 금동관인 대성동 29호의 금동관, 대성동 88·70호 금동대금구, 대성동 29·88·70호 장

선비의 前燕, 後燕, 北燕의 三燕이라는 설이 제기되었다(김일규 2018:49). 이들은 모두 금관가야, 정확히

식대도가 있다. 용기들 중 북방계로 대성동 29·47호 동복이 있고, 중국계로 동세와 동완이 있다. 대성동

는 대성동고분군에서 출토되는 대륙계 위세품을 삼연지역과 연관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이 시기는 전연이

91·70호의 서역계 유리기는 국내 출토품들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리고 금동관·금동대금구·장식대

계속해서 고구려, 부여 등 주변 민족과의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요동반도는 매우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이

도·서역계 유리기·장식마구의 부장은 신라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지고 있었고, 이러한 혼돈은 343년 고구려와의 전쟁, 344년 우문부와의 전쟁, 346년 부여 멸망 등 일련

의 사건을 계기로 안정되기 시작하지만, 350년 소(萷)로 천도하면서 중원을 중심으로 한 군사 활동에 지중
하고 357년에는 업(鄴)으로 천도하는 시기에 과연 이 시기의 금관가야의 마구나 대금구를 모두 전연과 직접

적으로 관련시킬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조성원 2017:47)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미 고구려에 유입되어
있던 전연의 각종 문화가 금관가야로 전파되었거나 중국 남조 등과 같은 좀 더 폭넓은 지역과의 교류관계를
염두에 둔다(조성원 2017:48).

➌

필자는 모용황이 전연을 건국한 337년을 주목하고 있다. 기록에는 전하지 않지만, 이때부터 금관가야
가 이 지역과 교류했을 가능성이 높고, 전연이 350년과 357년에 소와 업으로 천도했을 때 전연으로 금관가

➊

➋

야가 입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성동고분군의 4세기 3/4분기의 무덤에서 晉에서 제작한 금동대구
가 출토되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5세기 1/4분기의 대성동 1호 출토 장식마구들은 앞서 고구
려 제작기술의 영향으로 금관가야에서 제작했다는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 왜냐하면 광개토대왕비의 ‘拔新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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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➎

<그림 16> 대성동고분군 출토 외례계 용기류(➊ - 29호, ➋ - 47호, ➌·➍ - 91호, ➎ - 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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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동고분군에서는 중국·북방계 위세품 뿐만 아니라, 통형동기(筒形銅器), 파형동기(巴形銅器), 동촉

【표 7】을 보면, 파형동기와 통형동기, 응회암제석제품은 대성동고분군에 부장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4세

銅鏃), 동모(銅矛), 응회암제석제품, 하지키계(土師器系)토기·정각식(正角式) 철촉·철창 등의 왜계 유물들

기 2/4분기로 동일하다. 그러나 존속시기는 통형동기가 5세기 1/4분기로 100년 정도 존속하지만, 파형동

도 출토되었다(표 7). 통형동기와 철창, 하지키계토기가 4세기 2/4분기부터 5세기 1/4분기까지 꾸준히 부

기와 응회암제석제품은 50년 정도에 그친다. 이 중 파형동기는 기나이(畿內)의 유력고분에 다수 부장되고

장되지만, 파형동기와 응회암제석제품은 4세기 2/4·3/4분기에만 부장된다.

있는 위세품(柳本照男 2012:198)으로 한반도 남부에서 왜와의 교섭을 대성동집단이 독점했음을 상징하는
중요유물이다. 이러한 파형동기와 응회암제석촉이 대성동고분군에만 부장되는데, 통형동기가 포항과 창원
에서도 출토되는 것과 달리 한정적인 분포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 3종 모두 출토된 유구는
한일 통틀어 대성동 2·88호뿐이다.
일본에서 통형동기가 일본 도호쿠(東北)에서 큐슈(九州)까지 넓게 분포하며, 파형동기와 응회암제석제
품은 기나이를 중심으로 분포한다(井上主稅 2003:123). 물론 통형동기도 기나이에서 많이 확인된다. 그리
고 통형동기와 함께 왜계 철창이 대성동·양동리고분군에서 같이 부장되는데, 존속시기도 같다. 일찍부터
통형동기를 기준으로 대성동세력과 기나이세력 사이에 있었던 교류가 군사적인 관계로 설명되고 있는데(田
中晉作 2010), 그 근거는 역시 금관가야에서 생산되는 철과 철기를 입수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리고 왜가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해안을 거쳐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말이 통하고 우수한 철제무기로 무장
한 금관가야의 중개가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다.

【표 7】 대성동고분군출토 왜계 유물 명세
무덤

청동제
통형

파형

촉

모

석제

대성동 88호 출토 변형 정각식·착두식·무경식 철촉과 대성동 70호 철산(鐵鏟)을 왜계 철기로 분류하

29

34

-

3C4/4

76

-

2

4C1/4

13

·

6

·

·

촉15, 이형1

-

4

옹1, 호1

91

1

·

·

·

·

-

-

옹2, 호1

18

2

·

·

방추차형

2

-

15

1

·

·

·

-

-

파수부호1

2

2

1

·

·

촉2

-

14

-

70

2

·

·

·

·

-

4

호1

88

3

13

5

1

방추차형2

8

1

소형기대1

94

4

·

·

·

·

-

-

소형기대2, 호1

23

·

2

·

·

·

-

3

소형기대2, 파수부호2

-

-

호1

47

·

·

·

·

·

-

-

3

·

·

·

·

·

-

1

35
39

호1
2

·

·

·

·

-

2

구15

철부 12점과 함께 출토된 점에서 철서(鐵鋤)로 파악하였다(심재용 2015:249). 변형 정각식·착두식·무경식

1

8

·

·

·

·

-

14

11

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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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창

기도 하지만(조성원 2017:45~46). 필자는 철산을 방형판철기로 명명하였고, 대성동 88호의 봉토에서 주조

철촉도 왜계로 볼 뚜렷한 근거가 없다.

왜계토기

촉

68
<그림 17> 대성동고분군 출토 왜계 위세품

철기

4C2/4

4C3/4

4C4/4

호1
호1

5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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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성동 91호에서 청자고둥(イモガイ)과 고호우라(ゴホウラ)로 추정되는 원형의 貝製品 29점이

목관묘부터 목곽묘를 거쳐 수혈식석곽묘까지 조사된 고분군은 대성동·양동리고분군뿐이다. 이 두 고

출토되었다. 이들은 조개를 가공하여 만든 갓판 및 가죽과 연결하는 봉으로 구성되었고, 운주들과 같이 출

분군의 상위층묘들은 구릉과 산의 주능선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중·하위층묘는 사면이나 평지에 조성되는

토되는 점에서 운주로 추정된다. 청자고둥과 고호우라는 오키나와산일 가능성이 높다.

데, 이러한 입지에 따른 계층적 차별화는 후기 목곽묘 단계가 되면 더욱 뚜렷해진다.
후기 목곽묘 단계가 되면 전기 목곽묘와 달리 부곽과 함께 순장이 등장하고, 이어서 대형묘의 바닥에
시상석이 깔린다. 대성동고분군에서 새롭게 확인된 충전형순장은 대가야의 순장유형의 원형일 가능성이 높
다. 이 시기의 대성동고분군은 대형묘의 면적도 훨씬 넓어지고, 금동·청동제품, 철제갑주·마구 등 화려한
기물들이 다량으로 부장된다. 무엇보다도 대성동고분군와 양동리고분군의 계층차가 명확해진다.
가락국 계층구조의 경우, 목관묘 단계는 3등급, 목곽묘·수혈묘석곽묘 단계는 4등급으로 설정되지만,
후기 목곽묘 단계는 가락국의 전성기로 각 등급별 계층차가 매우 명확하다. 왕급무덤의 특징은 묘광의 면적
이 30㎡ 이상이면서 중국·북방계 위세품과 왜계 위세품이 동시에 부장되는 것으로, 대성동고분군에서만
확인된다. 대성동고분군의 경우, 왕묘일 가능성이 높은 2·3·1호를 제외한 왕급무덤들은 왕급무덤을 중심
으로 같은 등급이거나 한 등급 낮은 무덤들이 근접 조성되는 점에서 직계와 방계 등 혈연적 질서를 반영하
는 것으로 추정된다.

➋
➊

➌

이러한 외래계 위세품들은 가락국이 대륙-한반도-왜를 연결하는 국제교역의 가교역할을 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목관묘와 전기 목곽묘 단계는 양동리고분군읍락이 가락국의 중심이었다는 견해가 많은 연구자에

<그림 18> 대성동 91호 출토 고호우라(➊·➋), 청자고둥(➌)

의해 지지받고 있다. 그러나 가야의 숲 3호 목관묘와 대성동 45호 전기 목곽묘는 대성동고분군읍락 역시 가
락국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후기 목곽묘의 대성동고분군과 양동리고분군의 계층적

이상을 통해 금관가야는 중국과 북방의 여러 나라, 특히 전연·동진과 직접 교류했을 가능성이 높고,

격차가 커지므로, 가락국의 중심은 처음부터 대성동고분군읍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와는 중국·북방을 잇는 중개무역과 철의 공급지로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북방-왜를 잇는 해상교섭권을 독점했던 가락국은 400년 고구려군 남정 이후로 점차 해상교
섭권의 독점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는 5세기 2/4·3/4분기의 대형묘인 93·73호에서 중국·북방·왜에

심재용

서 입수한 유물들이 없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5세기 4/4분기의 대성동 수혈식석곽묘 85호에서 직
호문녹각제병도자와 직호문초미금구가 출토되는 점에서 왜와의 교류도 지속되었지만, 후기목곽묘단계에 크
게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5세기 3/4분기부터 소가야지역의 토기들이 복수의 수혈식석곽묘에 부장되는 점
에서 소가야와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Ⅵ. 맺음말

가락국 왕들의 묘역인 대성동고분군에서 출토된 묘제와 유물들을 중심으로 주변 고분군과 비교·분석
하여 대성동고분군의 묘제의 특징과 중요 장제, 분묘의 계층성, 대외교류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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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경철(1995:26)은 외절구연고배 문화권을 금관가야의 중심영역으로 보고 있다.
2) 전기 목곽묘의 구조는 졸고(심재용 2007:33~39)를 일부 수정하였다.
3) 후기 목곽묘의 구조는 졸고(심재용 2019:73~82)를 요약하였다.
4) 주부곽식의 경우, 주곽과 부곽의 면적을 합산한 것이다.
5) 3세기 4/4분기의 대성동 29호와 4세기 1/4분기인 대성동 76호 단계까지는 갑주와 왜계 위세품이 부장되지 않는 시기로, 무덤의 크기와
청동유물, 철기·토기의 부장양을 비교하여 계층을 구하였다.
6) 대성동 73호에서 화살통에 사용된 금동제금구가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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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안라국 왕묘의 규정

1. 안라국의 경관과 말이산고분군의 분포
1)

안라국, 안야국, 아라가야 등으로 통칭되는 현재 함안지역의 가야세력 은 말이산고분군과 남문외고분
군을 중심으로 하는 최고지배자들의 묘역을 300여 년 이상 지속적으로 축조하였다. 현재까지 조사를 통해
확인된 말이산·남문외고분군의 고총고분만 해도 170여 기가 넘게 확인되었으며, 후대의 파괴로 인해 봉분
이 사라진 고분을 포함하면 수백여 기 이상의 고분이 유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말이산고분군은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와 말산리에 걸쳐있는 말이산에 집중되어 있다. 말이산은 해발
30~70m 능선이 남-북으로 1.9㎞ 정도 길게 뻗어 있으며, 주 능선에서 서쪽 방향으로 여러 가닥의 가지능

Ⅰ. 머리말

선에 고분이 열상으로 분포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고분 가운데 봉분을 갖춘 소위 고총고분은 10여 기
가 조사되었는데, 첫 조사는 일제강점기 시작되었으나 대부분의 조사는 1990년대 중반 국립창원문화재연
구소(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를 시작으로 2000년대 이후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를 간략하게 살

안라국집단은 함안지역을 중심으로 ‘김해-합천’을 연결하는 낙동강 수계와 ‘부산·김해-고성’ 사이의

2)

펴보면 【표 1】 과 같다.

바닷길을 장악하며 후기 가야의 중심집단 가운데 하나로 성장해 나갔다. 이와 같은 안라국의 최대고분군으
로 잘 알려져 있는 함안 말이산고분군은 안라국 왕과 친족 등 최고지배집단의 고분이 집중·조영된 곳이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안라국 지배 범위 내 다른지역 고분군에 비해 탁월한 경관 및 규모를 자랑하며, 수차

【표 1】 함안 말이산고분군 발굴조사 현황
조사년도

조사기관

조사구역

1910

도쿄제국대학

말이산고분군

세키노 타다시 / 말이산고분군 최초 지표조사

1914

도쿄제국대학

현 1호분

도리이류 조 / 말이산 고총고분 첫 발굴조사

1915

도쿄제국대학

말이산고분군 전역

구로이타 카츠미 / 남문외고분군 첫 발굴조사

1917

조선총독부

현 4·25호분
(구 34·5호분)

이마니시류 / 말이산·남문외고분군 일련번호 부여, 현 4호분 발굴조사

1918

조선총독부

현 12·13호분

야쓰이 세이이쓰

1986

창원대박물관

현 14호분 주변

삼국시대 석곽묘 2기

199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현 35호분

본고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대상 잠정목록에 있는 가야고분군 가운데 하나인 함안 말이산고분

1992

창원대박물관

말이산고분군

대형분 번호 재조정 / 중소형분 80기 신규번호 부여

군의 경관과 규모의 탁월함 뿐만 아니라 안라국 권역 내 여타 고분군과 비교검토를 통해 고분군의 탁월성을

1992

현 1호분 북쪽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 원삼국시대 목관묘 11기, 삼국시대 목곽묘 19기, 석곽묘 1기,
횡혈식석실묘 3기 등

1992

도항리 103-4번지

례 이루어진 발굴조사 성과를 통해 안라국만의 특징적인 문화를 향유하였다.
삼국시대 고분군 축조는 당대 토목기술의 집약체로 우수한 토목기술에 노동력을 더하여 만들어졌다. 고
분 내에는 피장자의 위계에 따라 그릇, 장신구, 무기, 마구 등 일상용품부터 귀중품까지 다양한 유물이 고분
내 봉헌되었다. 안라국 중심고분군인 함안 말이산고분군 역시 마찬가지로 2000년대 이후 이루어진 수차례
조사성과를 통해 안라국 중심고분군인 함안 말이산고분군 역시 삼국시대의 다양한 토목기술이 적용되었음
이 증명되었다.

증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함안 말이산고분군 내 조사가 이루어진 고분의 규모, 묘제, 출토유물 등을 여타

1993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현 1호분 서남쪽

안라국 영향권 내 고분군과 비교하여 안라국 내 말이산고분군의 위상을 검토하고, 안라국 내 고분군의 위계

1994

현 5·8호분

를 살펴보고자 한다.

1995

현 15호분 및 주변

1996

현 22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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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삼국시대 봉토분 1기,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 지석묘 8기 조사

원삼국시대 목관묘 1기, 삼국시대 목곽묘(마갑총) 1기
청동기시대 석관묘 1기, 삼국시대 목곽묘 9기·석곽묘 3기·횡혈식석실묘 1기
삼국시대 봉토분 2기
청동기시대 석관묘 1기, 삼국시대 봉토분 1기·석곽묘 3기
삼국시대 봉토분 1기

1997
~
1998

삼강문화재연구원

말이산고분군 북쪽

원삼국시대 목관묘 37기, 삼국시대 목곽묘 39기·석곽묘 6기·옹관묘 3기 등

200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도항리 101-5번지

삼국시대 석곽묘 2기

2002

경남발전연구원

말산리 451-1번지

삼국시대 석곽묘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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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년도

조사기관

조사내용

이상과 같이 일제강점기에 세키노(1910년)를 시작으로 도리이(1914년), 쿠로이타(1915년) 등에 의해

도항리 430-12번지 청동기시대 구상유구 1기, 삼국시대 석곽묘 3기

도굴에 가까운 조사(5·34호분) 이후 중단된 말이산고분군 발굴조사는 여타 가야고분에 비해 거의 조사가

조사구역

2005
~
2006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9

경상문화재연구원

도항리 428-1번지

경남발전연구원

2013
2014

현 6호분

청동기시대 토광묘 2기, 원삼국시대 목관묘 1기·옹관묘 1기, 삼국시대 봉토분 1기·
석곽묘 3기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90년대 창원대학교박물관과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삼국시대 목곽묘 17기·석곽묘 19기 등

실시한 지표·발굴조사는 이전까지 지표채집조사 등을 통해 어렴풋이 실체만 짐작하고 있었던 안라국 고분

말이산고분군

말이산고분군 전역 측량 및 신규 고분 번호 부여

문화의 실체를 밝히는 데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2000년대 이후 간간히 이루어진 학술·구제발굴조사는 이

100·101호분

청동기시대 석관묘 2기, 삼국시대 목곽묘 1기·봉토분 2기·석곽묘 1기

전까지 미흡하였던 고분축조기법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졌으며, 고분 북쪽 능선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 고

2015

현 21호분

삼국시대 봉토분 1기

2015

현 25·26호분

삼국시대 봉토분 2기

분군 분포조사(말이산·남문외고분군) 를 통한 안라국 초기 지배집단 고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

청동기시대 석관묘 2기·토광묘 4기, 삼국시대 석곽묘 7기 등

다. 또한 최근까지 말이산·남문외고분군 발굴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각 시기별 안라국의 실체를

2016

우리문화재연구원

도항리 527번지 등

2018

경상문화재연구원

현 5호분 주변

2018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현 13호분

2019

두류문화재연구원

말산리 484-2번지

삼국시대 봉토분 2기(5-1·2), 석곽묘 1기(5-3호분)
삼국시대 봉토분 1기
삼국시대 봉토분 1기·목곽묘 4기·석곽묘 1기 등

3)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안라국의 공간적인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하고 이 가운데 현재 안라국 왕들의 무덤으로 생각되
는 말이산고분군과 비교할 수 있을까? 현재까지 지표·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함안지역의 묘제와 토기를 중
심으로 밝혀진 함안분지, 진주 동부지역, 창원 서부지역, 의령 남부지역, 마산만, 진동만 일대를 대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1) 함안분지권
함안분지 일대인 가야 및 칠원지역 내 고분
군을 살펴보면 흔히 대형의 봉토를 갖춘 고총고
분은 말이산고분군 및 남문외고분군이 유일하
다.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고총고분만 170여
기가 넘으며, 목곽묘·석곽묘 등이 고분군 전역
에 분포되어 있는 등 명실상부한 안라국 고분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말이산고분군을 제외한 여타 고분군 가운데
비교적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은 필동·춘곡·
선왕동고분군이다. 상기 고분군은 모두 말이산
고분군과 인접해 있으나 봉분 규모나 분포 밀집
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진다. 이외 가야권,
군북권, 칠원권에 현재까지 알려진 고분군은 모
두 34개소가 확인된다. 대체로 봉분이 거의 남
아 있지 않은 중소형분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
<그림 1> 함안지역 고분군 분포도

며, 밀집도 역시 중심고분군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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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원 서남부지역

2. 안라국 왕묘로서 함안 말이산고분군

창원은 다양한 계통의 가야문화가 혼
입된 중·소집단이 해안지역 가까이 확
인되고 있다. 이 가운데 안라국 계통 양
식의 특징을 갖춘 토기는 마산 현동유적,
합성동유적, 석동유적, 대평리유적 등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라국의 도성이 위치한 가야분지 일대에는 말이산고분군(남문외고분군 포함)을
제외하면 고총고분을 가지고 있는 유력집단 고분군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분군이 갖추고 있는 묘역
의 전체 면적, 고분군 내 단위 밀집도, 출토유물 등 다각적으로 살펴봐도 말이산고분군에 견줄 수 있는 고분
군은 안라국세력 범위 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서 출토되고 있다. 하지만 시기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토기가 혼재되고 있으며,
함안지역의 특징적인 수혈식석곽묘 묘
제가 채용되기 보다는 각 지역마다 독특
한 묘제가 채용되고 있다. 위 지역의 문
화권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 마다 상이하
4)

다 (김주용 2007, 이동희 2017, 박천수
2018).
5세기 후반 이후 현동지역은 이전
시기에 비해 소가야 양식 토기가 급증하
<그림 3> 함안 남문외고분군 분포도(경남발전연구원 2013)

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창원지역 중심
고분군들의 제 양상과 함께 비교했을 때,

<그림 4> 가야유적으로 본 지역 구분(박천수 2010)

함안양식 토기가 지속적인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고분군 아래쪽 충적지에는 제철유적, 주거유적
등이 조사된 사례 등과 함께 최근 현동고분군 발굴조사에서 배 모양 토기가 출토되는 등의 정황을 미루어볼
때 마산만·진동만을 통한 안정적인 교역 통로 확보를 위해 안라국 중심집단은 현동집단을 적극적으로 포
섭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모습은 타 지역 가야 유력 고분군과 차이를 보인다. 후기가야의 대표적인 유력집단인 가라국
(대가야)은 지산동고분군으로 대표되는 가라국 중심집단 고분군 외 거창(말흘리·무릉리고분군), 함양(백
천리고분군), 합천(반계제·생초고분군 등) 등 직접지배권역에도 수십 기 이상의 고총고분이 집중되어 있는
고분군이 여러 곳 확인된다. 함안과 가까운 창녕 역시 시기에 따라 중심집단은 지역을 달리하며 이동하는

3) 의령 남부지역

모습을 보이나 계성·교동·송현동고분군 등 유력 고분군이 집단 내 잔존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안라국
은 왜 말이산고분군 외 고총고분이 축조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의령 남부권은 현재까지 안라국 권역 내 조사된 목곽묘 가운데 가장 이른 단계의 유적이 확인되고 있

첫째, 함안지역의 입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함안지역은 창원지역과 더불어 광개토대왕의 기원후

다. 대표적인 유적은 의령 예둔리·황사리고분군이다. 양 고분군은 모두 낙동강 하안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400년 남정 이후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던 김해지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 4세기대까지 김해 금

유적들로 안라국 형성기 당시의 정황을 유추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5세기대 이후 유적 가운데

관국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창원지역 일대 집단들은 5세기 이후 각 집단이 위치한 본거지를 중심으로

주목할만한 유적은 의령 유곡리고분군이다. 고분군은 낙동강을 경계로 창녕지역과 마주보고 있는 곳에 위

발전하기 시작한다. 각 시기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후기가야 유력 집단(금관국, 가라국, 안라국, 소

치하고 있으며, 10여 기 이상의 중형분이 조사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조사가 이루어진 고분 3기에서는

가야) 등의 토기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묘제는 이전 단계에 주로 활용하였던 목곽묘 묘제에서

함안·창녕식 토기가 혼재하여 출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고분군의 입지로 미루어 보아 안라국집단

석곽묘 묘제로 완전히 전환하지 않고 재지 습속인 목곽묘 묘제를 석곽묘와 혼용하여 늦은 시기까지 이용하

이 함안분지에서 낙동강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합천 삼가

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집단이 위치한 지형상 이점을 십분 활용하여 해안 가까이 제철공방과 교역소를 설

고분군 조사에서 함안 말이산고분군 내 고총고분에서만 확인되는 묘제(세장방형 석곽, 들보시설) 및 의례용

치하고 육로 혹은 수로를 통해 해안지역으로 온 물산을 교역하는 기착지로서 변화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고

철기가 출토된 바 있어 5세기 후반 이후 안라국의 활발한 대외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총고분을 표지로 하는 단위집단세력을 구성하기 보다는 교역 및 생산 중심지로서 발돋움하는 위치를 취한

126

가야고분군 Ⅴ

묘제 및 출토유물로 본 안라국 왕묘와 위계

127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모습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집단은 마산 현동집단, 창원 중동집단, 진해 석
동집단을 손꼽을 수 있다. 특히 진해 석동집단은 7세기대로 편년되는 석실 내 자기가 출토되는 등 통일신라
기 이후로도 지속적인 교역의 주요기착지로서 활용되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5~6세기 해안지역 집단들의
모습은 충분히 이해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함안지역은 낙동강을 이용하여 남쪽으로는 김해・부산지역, 북
쪽으로는 창녕지역으로 연결되는 결절점에 위치한다. 또한 낙동강 동안의 주요세력들이 경남 서부지역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함안분지에서 남쪽 해안지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조
남산(해발 140.2m)・봉화산(해발 674.2m)과 광려산(해발 378.6m) 사이의 좁은 협곡을 지나가야하며 그

1) 묘제를 통한 위계의 구분
원삼국·삼국시대 가야의 유력집단이 존재하였던 지역에서는 묘제의 변천과정에 따라 유력 고분이 확
인되고 있다. 안라국의 왕묘 혹은 최고지배자급의 무덤이 주로 축조된 말이산·남문외고분군 역시 ‘목관묘
→ 목곽묘 → 석곽묘 → 석실묘’로 묘제의 변화 양상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다만 여러 연구자들의 지적
에서 확인되듯이 안라국집단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시기별·단계별로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글에서는 안라국의 변화과정에 있어 중심고분군으로서 말이산고분군의 형성과 동시기 타 지역 고분군과
의 위계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먼저 아라가야의 왕묘인 말이산고분군 내 고분군의 분포

마지막에는 진동만 일대가 맞이한다. 약 21㎞ 정도의 좁은 협곡은 안라국이 바다로 향하는 가장 빠르면서

와 발굴조사된 고분을 중심으로 각 시기에 따른 위계를 함께 검토해보고자 한다.

중요한 경로였던 것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진동만 일대 조사성과를 검토해보면 주구묘 등에서 출토된 하지

먼저 말이산고분군 및 인근지역에서 조사된 고분 현황 은 【표 2】와 같다.

7)

5)

키 뿐만 아니라 제철 관련 유물들이 검출된 사례가 있어 안라국이 바다를 이용한 교류를 위해 진동만 일대
를 상당히 중요시 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 2】 말이산・남문외고분군 조사 고분 현황
묘제

둘째, 안라국 주변의 가야 각국과의 역학관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안라국이 위치한 함안분지 일대
는 대산면을 통해 낙동강으로 진입하는 경로 외에는 주변지역과 단절되어 있는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자
세히 설명하면 함안분지 서쪽에 위치한 고성만 일대에서 진주·산청지역 일대까지 이어지는 소가야 문화권,

조사년도

주요유구
현 1호분

2

1호분(현 12), 2호분(현 13)

2

1991
1992

1

1
19

1

9

3

1993

각 국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묘제가 주변지역 고총고분군까지 유행하는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가라국의

1996
1997~1998

3
37

39

34호분(암각화고분)
마갑총

1994
1995

14-1·2호(창원대)
1

11

3

2001

3

현 1-1호분 주변

1

현 1호분 주변

2

현 5·8호분

1

현 15호분 및 주변

1

현 22호분

6

말이산고분군 북쪽

2

양 백천리, 산청 생초, 거창 말흘리고분군 등에서 확인된다. 소가야 각지에서는 세부적인 형태에서 약간의

2002

1

도항리 451-1

차이는 있으나 단일 봉분 내 수 기의 석곽이 축조되는 소위 ‘다곽식 석곽묘’가 봉분 축조시점 이후 산청·진

2005

3

도항리 430-12

주·고성 등에서 유행하기 시작한다.

2005~2006

1

1

6

2009

17

19

안라국 묘제의 보수성과 고총고분의 함안분지 내 집중화는 이상과 같은 지역적 범위의 한계, 주변국과

2014

1

1

의 역학관계상 상대적인 불리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묘제, 혹은 출토유물을 통해 안라국의

2015

위계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현재까지 안라국 문화를 검토했던 연구성과를 검토해보면 크게 묘제(분형·
매장주체부)·유물(토기·무기·마구·위신재)·의례(순장)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아라가야 중심

1

2016

도항리 428-1번지
2

1
4

1

21호분

2

25·26호분
말이산 북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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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90

4

59

13호분

1

3
계

목곽, 석곽

남문외 11호분

1

1
2019

목곽

100·101호분

7

2018

90여 기

현 6호분 및 주변

1

고분군인 말이산고분군 및 남문외고분군과 주변지역 고분군인 함안 황사리, 윤외리, 오곡리, 현동고분군 등
에서 확인되는 아라가야 고분군의 위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고

석실
5호분(현 24), 34호분

타 지역 고분군에서는 채용되는 사례가 드물다. 반면 가라국, 소가야 등은 지역 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중심고분군인 지산동고분군의 전성기에 유행하였던 ‘11자형 주부곽식 석곽묘’는 직접지배권역에 속하는 함

봉토분
석곽
2

끼인 형태이다. 자세히 설명하면 안라국이 진출할 수 있는 방향은 현재 아라가야양식 묘제 혹은 토기가 분포

6)

석곽묘

1

1918

+들보시설+(순장)’으로 대표되는 아라가야의 매장의례는 함안 말이산고분군에서 대부분 확인되고 있으며,

옹관묘

1917
1986

이와 같은 모습은 가장 보수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묘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소위 ‘세장방형석곽

목곽묘

1914

낙동강을 경계로 북동쪽에 마주하고 있는 창녕 비사벌국, 그리고 5세기 후반 이후 남하한 가라국 사이에서

하고 있는 의령 남부지역(북쪽), 마산·진동만 일대(남·동쪽)에 한정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목관묘

말산리 484-2번지
3

19

재발굴

남문외 6·7·15호분 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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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말이산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가야분지 일대의 조사성과를 종합하면 목관묘부터 석실묘까지
각 시기에 따라 묘제의 변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목관묘 단계 유적은 함안 말이산고
분군 능선 북쪽 사면부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다. 조사된 목관묘를 살펴보면 대부분 중·소형의 목관묘가 대
부분을 차지하며 아직까지 원삼국시대 김해·대구(경산)·경주 등에서 확인되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목관묘
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한적인 발굴조사 성과로 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목
곽묘 축조단계 이후까지 확대하여 살펴보면 목곽묘 단계 유구·유물의 빈약한 양상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함안지역 일대 목곽묘 도입기 유적은 가야분지에서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낙동강 인근의 의령 예둔리·
황사리유적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 예둔리·황사리유적은 함안지역 일대 이른 시기의 목곽묘 유적이지만
바닥에 시상이 설치된 사례가 없으며, 목곽 충전토 내 돌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출토유물에서도 갑주나
마구, 대도, 금공품 등 소위 위세품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목곽의 규모가 중·소형 간의 차이가 있어 소지
역 집단 내 지배자급 고분으로만 추정해 볼 수 있을 정도다. 안라국의 중심지역인 함안지역 역시 다수의 조
사성과에도 불구하고 5세기대 확인되는 대형의 목곽묘, 고총고분과 계보를 연계시킬만한 고분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4세기대는 안라국으로 대표되는 지배집단의 계층분화 혹은 ‘국(國)’이라고 상정
할 만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배력을 갖춘 집단이 함안지역에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조영제 2006).
다양한 형식의 토기들이 유행하는 4
세기 말~5세기 초를 거쳐 5세기 전엽
에 이르면 경남 서부 각 지역의 중심고
분군에서 확인되는 묘제·유물 등에서
돌발적인 현상이 말이산고분군을 중심
으로 주변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현재까지 말이산고분군 내 안라국의 지
배층 고분으로 판단되는 유구는 마갑총,
(경고)13호묘, (문)10호묘, (문)27호묘,
(문)48호묘 등이 있으며 모두 말이산 북
쪽 능선 현 1호분 주변에서 확인되고 있
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마갑총 등 5

<도면 6> 말이산고분군 목가구 설치분묘 복원 모식도(서영민·여창현 2012)

세기 중엽대 대형 목곽묘 등이 모두 말
이산 북쪽에서 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국 단계 형성기부터 고총고분 축조시기까지 말이산 북쪽 능선
및 사면부는 안라국 지배계층 혹은 상위계층의 고분이 조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말이산고분군의 경관을 만들어낸 고총고분이 축조되는 시기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
으로 5세기 중엽으로 보고 있다. 아직까지 말이산고분군 전역에 대한 발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양상은 알기 어려우나 현재까지 조사된 고분군을 통해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다.
고총고분이 축조되기 시작한 5세기 중엽에는 말이산 북쪽 능선을 중심으로 묘역이 선정되었던 것으로
<그림 5> 말이산고분군 각 묘제별 분포 현황(경남발전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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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한 말이산 북쪽 능선을 중심으로 고분의 축조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고분은 말이산 북쪽에서 남

22호분은 간략한 토층조사 후 매장주체부 조사를 실시한 관계로 정확한 봉분축조 양상은 확인하기 어

쪽으로 주능선 및 서쪽으로 뻗어내린 가지능선을 따라 대형의 고총고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고총고

려우나 보고서 내 봉분 토층도를 살펴보면 매장주체부 굴착시 나왔던 암반편을 성토재로 적극 이용한 것으

분과 고총고분 사이에는 중·소형 석곽묘가 함께 만들어지고 있는데, 석곽의 축조상태나 출토유물로 미루

로 보인다. 위 고분들이 위치한 능선 가운데 가장 양호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사가 급한 서

어보아 고총고분과 거의 동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쪽을 제상성토, ‘암반편+점질토 교차성토’, 각기 다른 물성의 흙들을 구획하여 교차성토 등의 방법을 이용

묘역은 5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남쪽으로 확장되기 시작한다. 말이산 능선 정상부 및 서쪽 가지능선

하여 지형상 어려움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부에는 비교적 대형의 고총고분이 등간격을 이루며 조성되기 시작하며, 대형분과 대형분 사이에는 중·

위와 같이 말이산 가지능선 상 고분군 가운데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100·101·21·22호분을

소형분이 빈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비교적 단일 능선 전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21·22·100·

살펴본 결과 대체로 소형분은 매장주체부 굴착 시 나왔던 암반편·점질토를 교차 성토하여 분형을 만든 다

101호분을 대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자. 위 고분들이 조성된 지역은 말이산 서쪽 능선 가운데 북쪽에서 남쪽

음 매장주체부 밀봉 후 상부를 성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반면 20m 이상의 대형 봉토분은 고분이 위치하는

방향으로 다섯 번째 가지능선에 해당한다. 각 고분별 규모 및 매장주체부 형태는 다음과 같다.

지형조건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지형조건이 열악한 곳은 제상성토·판축성토·지지대(말뚝) 설치 등을 통
해 매장주체부 최상단 높이까지 보완작업이 이루어진 후 상부성토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표 3】 각 고분별 제원 및 주요특징

이와 같은 작업공정은 말이산 6호분을 비롯하여 13·25·26호분 등 말이산고분군 내 봉토조사가 비교적

고분명

고분 규모

묘제/규모

주요유물

순장/인원

100호분

16.3m×11.3m

석곽묘/7,2m×1.3m

철모, 유자이기, 안교, 재갈, 운주 등

X

101호분

23.4m×18.8m

석곽묘/8.8m×1.6m

대도, 대검, 철모, 유자이기, 마구 등

O/2명

21호분

26.1m×15.7m

석곽묘/10.0m×1.75m

찰갑, 재갈, 안교 등

O/2명

자세히 이루어진 고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타 지역 고총고분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이겠으나
말이산고분군 내 고분군들은 지형조건의 어려움을 다양한 성토방법을 통해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매장주체부의 축조방법 가운데 말이산고분군의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형태는 바로 석곽과
8)

개석 사이에 존재하는 들보시설 이다. ‘세장방형 석곽+들보시설’로 대표되는 석곽 축조방법은 타 지역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형태로 안라국 최고지배자 고분에서 대부분 확인된다. 현재까지 조사된 가야지역 고분
가운데 말이산고분군에서 나타나는 석곽 축조방법과 유사한 형태가 확인되는 곳은 의령 유곡리·합천 삼가

100호분은 가지능선의 주능선에서 서쪽으로 가파르게 떨어지는 사면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지형은
동-서-남 방향은 가파른 형태이다. 따라서 봉분 직경이 동-서 방향보다 남-북 방향이 5.0m 길며, 석곽의
매장주체부 역시 남-북으로 긴 형태를 갖추고 있다. 봉분은 석곽 및 주구 굴착 시 발생한 암반편과 적갈색
점질토를 함께 성토하였으며, 말이산고분군 대형 고총고분에서 확인되는 제상성토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
쪽 경사가 비교적 가파른 지점에 고분이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상성토가 생략된 채 봉분축조 공정
이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보아 비교적 소형의 고총고분은 제상성토 과정을 생략한 상태에서 ‘봉분 확장 →

고분군에서 일부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사성과를 미루어보면 안라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나가는
5세기 후반 이후 축조된 것으로 안라국과 주변지역 집단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돌발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안라국의 영향 범위에 있던 소지역집단 고분에서는 말이산고분군에서 확인되는 특징적인 석
곽묘 묘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안라국 중심집단은 묘제를 통한 일정수준 이상의 통제가 이루어졌
던 것으로 보이며, 주변국 가운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소국과의 관계에 따라 묘제를 허용하였던 것으
로 판단된다.

매장주체부 설치 및 밀봉 → 상부성토’ 등으로 공정을 단순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봉분의 위치가 20
호분과 101호분 사이에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점, 지형을 최대한 고려한 최소한의 묘역을 사용했다는 점에

2) 유물을 통한 위계의 구분

서 묘역 조성의 규칙성에서 약간 벗어난 고분으로 생각된다.
말이산 101호분은 100호분 서쪽 방향에 인접하여 축조되었다. 지형은 남-북은 지형이 가파르며, 서쪽

아라가야 집단 고분군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관, 허리띠, 귀걸이, 신발 등 착장형 위세품은 확인되지 않

은 급사면과 완사면으로 경사면이 변곡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은 매장주체부 상단이 후대의 경작으

는다. 반면 장식대도, 유자이기 등 다양한 의기가 일부 대형 봉토분을 중심으로 부장되고 있어 고분군 내 위

로 인해 삭평된 아쉬움이 있으나, 매장주체부 밀봉 후 1차 성토 양상까지를 뚜렷하게 알 수 있다. 봉분의 성

계를 구분하는 데 어느 정도 용의한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말이산고분군은 여러 연구자들에

토 양상을 살펴보면 동고서저의 지형을 갖추고 있으며 남-북은 급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말이산고분군 내

의한 연대관이 제시된 바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20m급 이상 고분 가운데 입지가 비교적 양호하지 못한 곳에 고분을 축조한 까닭에 토압의 하중이 쏠리는 고
분 하단부(서쪽) 및 경사가 급한 남·북쪽에 대한 제상성토, 분할성토, 성토재 등 다양한 토목기술이 구사되
었다. 이는 21호분에서 확인되는데 경사가 급한 남쪽은 판축상 성토를 매장주체부 높이까지 한 다음 상부성
토를 실시한 반면,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동-북-서쪽은 제상성토를 통해 봉분을 쌓아올리는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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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말이산고분군 편년 현황

다. 목관묘의 규모는 앞서 언급한 다호리·양동리유적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유구 내 유물의 부장

연대
400

연구자

425

450

475

500

525

550

양상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선진지역 목관묘에서는 청동제 의기·장신구·토기 등 부장품이 다량
부장된다. 반면 말이산고분군 목관묘는 무문토기호·주머니호(초기 철기시대), 주머니호·조합식우각형파

김정완
(1994)

문 48

마갑총, 문 10

현 4, 문 14

현 25
창 14-1

창 14-2

문 4·5·47

수부호(원삼국시대)를 비롯한 토기류와 약간의 농·공구류, 무기류만 부장된 모습이다. 특히 무기류의 경우
10)

말이산(경고) 63호묘에서 장신철모·단신철모 및 철검(피) 가 부장되었으며, 말이산(경고) 15호묘에는 철
이주헌
(1998)

문 3·36·48

마갑총, 문 10,
경고 13

현 4, 문 14·39

현 8·15,
문 38·54,
창 14-1

현 34, 문 4·5,
창 14-2

현 4, 문 38,
경고 16·파괴분

문 20·54,
경고 61,
창 14-1

현 34,
경고 3·5,
창 14-2

모 4점(이단관식 2점, 유관식 2점)이 확인된다. 단일 분묘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형태의 철모는 철모의 자체
문 8·47

적인 생산이 상당히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구형식과 신형식 무기류가 동시기에 이용된 것으로 미
루어보아 당시 타 집단과의 교류를 위한 주요통로인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수로를 통해 신형식의 무기류를

우지남
(2000)

류창환
(2007)

문 1·6·17·
33·44

문 3·36·43·48

문 3·10,
경고 13

문 10,
경고 13·파괴분

현 4, 문 38·39,
마갑총

현 5·8·15,·22,
현 34, 창 14-2
문 54

문 4·5·8·13,
경고 31

함안지역까지 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과 같은 조사성과 및 출토유물로 생각해보면 도시의 개발로 인해 상당수의 목관묘가 파괴되었다고

문 4·47,
역 451-1

가정하더라도 선진지역에서 확인되는 위신재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타 지역에 비해 미약한 세력의 집단이
유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안라국 권역에서 조사된 목곽묘는 말이산고분군을 비롯하여 주변지역 집단에서 다수 조사된 바 있다. 이

박승규
(2010)

현 4,
문 1·3·6·36· 마갑총,
44·48
문 10·29, 경고13 문 14·38·40

현 8·15·51·54, 현 34·22, 문 52, 문 4·5·8·47,
창 14-1
경고 3
경고 31

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말이산고분군 90여 기, 황사리고분군 47기, 윤외리고분군 7기, 오곡리고분군 12기, 하
11)

기리고분군 4기, 장지리고분군 10기, 창원 현동유적 820기 , 의령 예둔리고분군 38기 등 1,000여 기 이상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단일유적의 구제발굴로 인해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창원 현동유적을 제외하면 안라

위 연구성과를 검토해보면 마갑총 등 일부 고분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말이산고분의 편년은 유사한 것

국 권역 내 말이산고분군에 위세품 등이 부장된 고분이 집중되어 있다. 출토유물을 통해 목곽묘의 축조시기를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 연구성과를 수용하여 각 시기별로 나타나는 말이산고분군 내 부장유

추정해보면 3세기 후엽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5세기 전반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후 석곽묘 및 고총고분의 등장

물의 변화 양상, 무장의 변화, 의기의 소유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과 함께 점차 사라지게 된다. 목곽묘 출토유물을 대형 목곽묘 출현 전·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묘제 및 부장유물의 변화 양상

먼저 안라국 권역에 목곽묘가 등장하는 단계를 살펴보면, 통형고배·노형기대·단경호·파수부잔 등의
고식도질토기가 주류를 이루며 안라국 토기의 특징적인 형태가 점차 뚜렷해진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갖춘 토

말이산고분군은 타 지역 고분군에 비해 유물 부장량이 탁월한 편이며, 다종다양한 부장품이 피장자를 위

기는 말이산고분군을 비롯하여 황사리·예둔리고분군 등에서 확인된다. 함안지역에서 이른 시기 목곽묘가

해 매납되었다. 이를 묘제의 변천과정에 비추어 유물 부장 양상을 검토하고 타 지역과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등장하는 지역은 의령 예둔리·함안 황사리고분군 등 낙동강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함안분지 외곽지역이

함께 검토하여 말이산고분군으로 대표되는 안라국 최고지배집단 고분 내 유물 부장 양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다. 위 고분군에서 확인되는 목곽묘는 대부분 길이 250㎝ 이하의 중·소형 목곽묘가 대부분이며 토기 및 무

9)

자 한다.

기·농공구가 약간 부장되는 양상이다.

안라국 권역에서 조사된 목관묘는 말이산고분군에서 49기, 함안 소포리유적에서 12기 조사된 바 있다.

그러나 대형 목곽묘가 출현하는 4세기 말~5세기 전엽에 이르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다양한 방

목관묘는 현재 말이산고분군 북쪽 능선 사면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원삼국시대 함안분지 내 고분의 축조는

면에 걸쳐 나타난다. 신식도질토기문화가 유입·확산되기 시작하며, 무기·마구·의기 등이 집중 부장되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말이산 북쪽은 일제강점기 이후 현재까지 개발 등 도시화가 급격히

고분이 등장한다. 대부분 함안 말이산고분군 묘역 북쪽 능선 사면부를 중심으로 축조되며, 바닥 전면에 시

진행됨에 따라 지형이 상당부분 변형·훼손되었다. 따라서 원삼국시대 유력집단이 위치한 창원 다호리·김

상석을 깔거나 별도의 관대시설을 설치하였다. 목곽의 공간배치도 정형화되어 중앙에 피장자를 위한 공간을

해 양동리 등에서 조사된 바 있는 상당규모의 목관묘군이 유존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사성

마련하고 무기·무구·마구 등을 가까이 배치하였으며, 토기는 양 단벽에 공간을 마련하여 부장한다. 대형

과를 살펴보면 김해·경주·대구 등에서 확인되는 탁월한 부장품이 매납된 유구와 달리 거점집단의 수장묘

목곽묘 가운데 대표적인 고분은 마갑총·(경고)13호묘·(문)10호묘·(문)27호묘·(문)48호묘 등이 있다.

로 판단되는 최상위계층 고분은 현저히 적은 편이다. 따라서 함안분지의 목관묘 단계에는 타 지역 거점집단
에 비해 작은 규모의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말이산고분군 내 확인된 목관묘에서 출토된 유구 유물을 살펴보면 그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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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을 뚫기 시작한다. 안라국의 대표적인 문양인 화염형투창고배도 이 시기 등장하여 유행한다(하승철 2018).
대형 목곽묘 유행 시기의 대표적인 고분은 마갑총과 (경고)13호묘가 있다. 5세기 중엽에 축조된 마갑총

수부배, 개, 대부호 등이 형식상 정형화되는 반면 전 단계까지 일부 확인되었던 삼각형투창고배는 거의 자
취를 감춘다.

은 길이 890㎝·너비 280㎝에 달하며 장식환두도 등 무기, 마구·마갑 등 마갑주, 토기 등이 집중 출토되

6세기에 들어서면 당시 안라국 주변의 급박했던 정세 변동과 맞물려 묘제 및 출토유물에서도 큰 변화

었다. 특히 바닥 중앙에 잔자갈을 이용하여 시상을 설치하고 좌우에 마갑이 부장되는 형태는 당시 최고지배

를 맞는다. 5세기 후반 정형화된 수혈식석곽묘 묘제를 갖춘 고총고분이 주변지역인 의령, 합천 등지에서 확

자급 고분 내 위신재로서 중장기병형 무장이 도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다. 무기 및 갑주는 피

인되며 말이산 묘역 내 석실묘 묘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말이산과 마주보고 있는 남문외 일대에 석실

장자 주변 및 좌우에 배치하였다. 토기는 한쪽 단벽에 부장공간을 마련하였는데 유구의 파괴로 인해 정확한

묘 묘제를 중심으로 한 고총고분이 묘역을 이루며 축조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양상은 유물에서도 뚜렷하게

원형은 알기 어려우나 동시기 여타 목곽묘의 출토사례를 참고하면 양단벽에 모두 토기를 부장했을 가능성

보인다. 인접지역인 소가야 일대 토기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토기양식권을 형성했던 안라국 토기는 6세

이 크다. 고총고분에서 확인되는 순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기 전엽 이후 점차 토기의 전형적인 형식들이 퇴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동일 양식 토기의 분포권도 점차 축

(경고)13호분은 길이 520㎝·너비 150㎝로 마갑총보다 규모는 적으나 온전히 유구가 잔존하여 고분

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이단투창고배의 배신은 둥근 형태에서 직선적인 형태로, 대각이 나팔상에서 직

축조 당시의 모습을 양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유물은 고배·장경호·기대(발형·통형) 등 토기, 대도·삼

선적인 깔대기형으로 변화하며 화염형투창고배의 대각부 투창은 문양이 점차 퇴화·생략하여 제작하기도

각판혁철판갑 등 무장, 유자이기 등 의기가 출토되었다. 특히 삼각판혁철판갑은 현재까지 조사된 안라국 고

한다. 뿐만 아니라 안라국 권역 내 다양한 양식의 토기가 유입된다. 이전 시기까지 안라국 양식 토기가 절대

분 가운데 유일한 출토사례로 유사한 형태의 고분은 부산 복천동 4호분·연산동고분군, 합천 옥전 68호분,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이 시기에 들어서면 안라국 양식 토기는 존속하는 가운데 대가야·신라·소가야·백

김해 두곡 43호분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대급계갑주의 제작지는 논란이 있으나 안라국과 왜 정권과의 교

제권 토기 등 다양한 외부 양식 토기가 유입된다.

류·교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다음 장에서 살펴 볼 무장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가 간취된다. 무기·무구의 매납비율이 점차 줄어들며

안라국 석곽묘 등장기는 고총고분 조성과 궤를 함께 하며 시기는 5세기 중엽 이후이다. 현재까지 조사

6세기 중엽 이후로는 일부 무기류를 제외하면 더 이상의 부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구는 행엽·운주 등

된 가장 이른 단계 석곽묘 가운데 하나인 말이산 파괴분(경고)은 이전 시기의 목관묘 및 옹관묘를 파괴하고

다양한 장식마장에서 대가야·신라 등지에서 유행했던 양식들이 유입되어 고총고분을 중심으로 유행하며

축조되었다. 매장주체부의 축조방법은 석곽묘(길이 735㎝, 너비 174㎝, 깊이 170㎝)로 변화하였으나 전 시

석실분의 유행과 함께 더 이상의 매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 목곽묘와 유사한 형태의 바닥시설을 구축하였으며 다수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말이산 북쪽지역에 집중
적으로 형성되었던 목관묘·목곽묘와 달리 말이산 파괴분을 시작으로 말이산 주능선과 가지능선에 고총고

(2) 무장의 변화 양상

분이 축조되기 시작한다. 대형 고총고분은 20~30m 간격으로 열을 이루며 능선 정선부에 자리 잡았으며 점

말이산고분군의 무장은 안라국 고분의 위계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차 남쪽으로 묘역을 확장해 나간다. 규모가 약간 작은 고총고분은 입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비교적 양

안라국의 지배자급 고분으로 판단되는 분묘가 축조되기 직전인 4세기대 고분을 시작으로 6세기대 고분까지

호한 지역의 경우 대형 고총고분의 주변에 군집을 이루는 반면, 구릉 사면부 등 경사가 급한 지역은 대형 고

출토된 무장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총고분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군집하는 모습을 띤다.

12)

4세기대 목곽묘에서 출토된 철기는 갑주나 마구 없이 소량의 무기 및 농공구만 확인된다. 이를 자세히

매장주체부인 석곽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들보시설이라는 독특한 마감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

살펴보면 4세기대로 편년되는 목곽묘는 총 11기로 소량의 무기 및 농공구가 단독 혹은 복수 부장되고 있으

장자가 안치되는 바닥공간은 다양한 시상의 설치방법(무시상, 시상 설치재료의 차별화)을 통해 공간을 3분

며 아직까지 무구·마구가 확인된 사례는 없다. 무기는 철검(피)·철모·철촉 3종이 있으며, 농공구는 주조

할 후 피장자공간, 유물부장공간, 순장자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유물은 안라국 양식의 토기가 정형화되며 고

혹은 단조철부·철겸·도자 등이 출토되고 있다. 위 시기에는 위신재 혹은 단일 유구나 다량 부장 등이 이

배, 장경호, 기대, 상형토기 등 다양한 종류가 일정한 제작방법에 따라 생산된다. 특히 말이산 4호분에서 출

루어지지 못한 단계였으며, 단순 무기 혹은 농공구세트 정도만 완비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토된 녹각제초미금구는 일본의 고분시대 유행한 직호문이 새겨져 있어 일본과의 활발했던 교류의 일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5세기 전반에 들어서면 대형 목곽묘가 등장하기 시작하며 총 17기가 조사되었다. 고분 내에서는 무
기·무구 등 무장이 세트를 갖추기 시작하며 마구·마갑, 농공구, 의기(유자이기 등) 등 다양한 철제 유물이

5세기 후엽~6세기 전엽은 말이산고분군 내 고총고분의 축조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 현재 조사된 고총

부장되기 시작한다. 무기를 우선 검토해보면 단병기는 철검에서 대도(환두도 혹은 목병도)로 변화하며, 일

고분이 다수가 이 시기에 해당한다. 고분의 형태 및 매장주체부의 구조는 전 단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

부 대형 목곽묘에서는 장식환두도가 부장되기도 한다. 철모는 이단병식 혹은 직기유관형철모에서 연미유관

나 부장유물 등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5세기 중엽 정형화된 안라국 양식의 토기는 5세

형 또는 연미무관형철모로 변화하며, 병부의 형태가 직기형보다 연미형이 더 유행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철

기 후엽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 화염형투창고배라는 표지적인 토기 이외, 이단투창고배, 발형기대, 파

촉은 유경식철촉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며 주로 단신촉 및 중신촉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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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말이산고분군 출토 재갈의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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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주는 종장판주, 찰갑, 판갑(삼각형혁철판갑) 등이 부장되기 시작하며 마구는 표비·환판비·판비 등
재갈 및 안장·등자·운주가 도입되는 등 ‘재갈+안장+등자’로 구성되는 기본마구세트가 완성된다. 특히 마
갑총에서는 중장기병의 존재를 상정할 만한 마주·마갑이 부장되어 주목된다(류창환 2012).
5세기 중반 이후 석곽묘 묘제가 도입과 함께 고총고분이 축조되기 시작하면서 고분에 부장되는 무장 역
시 변화를 맞이한다. 갑주는 ‘종장판주+찰갑’ 구성에서 ‘종장판주+경갑+찰갑’으로 부속구가 추가된다. 또한
현재까지 말이산고분군에서 출토된 갑주 15령 가운데 9령이 5세기 중반~후반에 집중하고 있어 이 시기 안
라국 최고지배층 고분을 중심으로 갑주의 도입 및 소유가 활발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기는 ‘대도+철모+철촉’의 기본무기세트가 그대로 유지되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제용문환두도(문
54호) 등 장식환두도가 증가한다. 철촉은 대형 고총고분을 중심으로 여러 다발이 부장되는 모습이 확인된
다. 예를 들어 현 8호분에서는 80여 점이 다발로 매납되었으며, 문 54호분에서는 도자형 철촉이 군(群)을
이루며 출토된 바 있다.
마구는 5세기 전반에 완성된 세트인 ‘재갈+안장+등자’ 구성에 새로운 형식의 마구가 더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f자형판비, 심엽형・편원어미형・검릉형행엽, 무각소반구형운주 등이 대표적으로 대부분 금동・
은・청동 등을 이용하여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이와 같은 장식마장은 주로 말이산고분군 내 고총고분에서
만 확인되고 있어 당시 안라국의 최고지배자들은 화려한 장식마장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6세기대 안라국은 석실분이라는 새로운 묘제의 도입과 함께 유물 부장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대표적인
기본무기세트인 ‘대도+철모+철촉’이 동시에 공반하는 사례가 줄어들며 무기 단일 기종의 복수부장 양도 상
당히 감소한다. 또한 5세기 후반대까지 지속적으로 매납되던 장식대도 등 의장용 무기의 부장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인다. 갑주 역시 무기와 유사한 양상을 띤다. 이전 단계까지 활발하게 매납되던 갑주가 말이산 34
호분(암각화고분)에 확인되는 찰갑편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부장되지 않는다.
마구는 말이산 34호분에서만 금동으로 장식된 운주・행엽이 출토되는 등 전 단계에서 확인되었던 장식
마구가 꾸준히 이용되고 있으며, ‘재갈+안장+등자’로 조합되는 기본마구세트는 여전히 유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6세기 전반대 안라국의 무장은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5세기 후반대까지 유행하
였던 무장을 지속・유지하는 데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6세기 당시 가야제국은 신라・백제 등에 의해 지속
적인 압박을 받았으며, 안라국에서는 가야 각국에서 모여 고당회의가 개최되는 등 급박한 정세에 따른 여러
방면의 대응이 이루어졌다. 고분에서 확인되는 무장 역시 한정적인 지역 간 교류 및 기술의 교류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6세기대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무장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안라국에서 확인되는 무장
양상은 가라국의 중심고분군인 지산동고분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야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당시
의 정세변동을 보여주는 일단면으로 생각한다.
(3) 의기의 소유
13)

안라국의 대표적인 의기로 생각되는 유자이기는

새모양 장식이 가미된 독특한 형태로 인해 가야 각국

의 의기 가운데 가장 조형미가 뛰어나다. 말이산고분군에서 확인되는 유자이기는 새모양 장식이 유자이기에

1:문3, 2:문9, 3:문36, 4:문44, 5:문48, 6:문10, 7:문38, 8:문39, 9:101-5(1), 10:경고13,
11:경고 파괴분, 12:문43, 13:경상18, 14:우527(2), 15:현6, 16·19:현8, 17:현22, 18:동6-1,
20:경발101, 21:현26, 22:창14-2, 23:경발451-1
<그림 9> 말이산고분군 출토 유자이기 변화 양상(김훈희 2018, 일부 수정)

140

가야고분군 Ⅴ

묘제 및 출토유물로 본 안라국 왕묘와 위계

141

붙는 독특한 형태를 띠는데, 현재까지 조사성과에서 안라국에서 유자이기가 출현하는 시기는 대형 목곽묘가

5세기 중엽

5세기 후엽

6세기 전엽

도입되는 5세기 전엽으로 추정된다. 유자이기의 함안지역 도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주로 낙동
간 하류지역에서 유행하였던 궐수문장식의기를 받아들여 안라국 양식으로 변화·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조
영제 2011).
유자이기가 부장된 고분의 성격이나 변화과정을 볼 때 새모양장식 유자이기의 위계는 말이산고분군 내
최상위집단 혹은 차상위집단 일부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새장식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더해
져 6세기대까지 지속적으로 부장되었다. 6세기 이후 석실묘의 도입 및 대가야·신라계 유물의 부장과 함께

Ⅰ
등
급
묘

안라국을 대표하였던 새모양 장식 유자이기는 더 이상 부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5세기대 안라궁의 상위집단
및 최상위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로서 유자이기는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4)

3) 순장의례를 통한 위계의 구분

15)

가야 유력 소국에서 확인되는 순장은 안라국에서도 확인된다.

현재까지 순장이 확인되는 고분은 함안

말이산고분군으로 모두 수혈식석곽묘 묘제를 갖춘 봉토분을 중심으로 순장자가 안치된다. 말이산고분군 내
수혈식석곽묘는 크게 ‘유물부장공간-피장자공간-순장자공간(순장자 없을 시 유물부장공간)’으로 3분할 되
어 있으며, 이 가운데 순장자공간은 피장자의 머리 위쪽 혹은 발 아래쪽에 만든다. 순장자의 배치는 주피장
자와 동일한 방향으로 안치하거나 직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현재까지 연구성과에 따르면 안치되는 순장

Ⅱ
등
급
묘

자 수는 석곽의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시기에 따라서 순장자의 안치방향이 변화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현재까지 조사된 안라국의 순장의례가 확인되는 고분은 말산리파괴분(경고)으로 5세기 중엽에 축조된 것
으로 추정되며 이보다 매장주체부, 부장유물, 순장규모 등에서 탁월한 말이산 4호분은 이에 후속하는 순장의
례고분으로 생각된다. 양 고분 가운데 말산리파괴분은 말이산고분군 석곽묘 내부공간이 3분할로 나뉘어지는
가장 이른 시기의 고분으로 추정된다. 말이산 4호분은 일제강점기 발굴조사되어 정확한 양상은 알기 어려우나
순장자의 매장자세나 공간 등을 고려하면 5명의 순장자를 직교로 매장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김수환 2018).
5세기 후엽에 들어서면 차상위 등급 고분까지 순장이 확대된다. 피장자의 지위에 따라 순장의 규칙성
이 확인되고 있어 이전 시기에 도입되었던 순장이 지배자급 고분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간다. 이 시기 안라
국의 대표적인 순장의례고분은 말이산 6·8호분(Ⅰ등급묘), 말이산 15·문 54호분(Ⅱ등급묘), 말이산 5·창
14-1·문 51호분(Ⅲ등급묘) 등이 있다.
6세기에 접어들면 전 단계까지 확대되었던 순장의례는 지속되나 규모는 점차 축소되어 간다. 이 시기

Ⅲ
등
급
묘

순장고분은 말이산 25·35호분(Ⅰ등급묘), 말이산 22·26호분·말산리 451-1번지 석곽묘(Ⅱ등급묘), 말
이산 6-1·창 14-2호분, 경고 3호분(Ⅲ등급묘) 등이 있다. Ⅰ·Ⅱ등급 순장고분은 순장 규모의 축소가 점
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순장자의 배치가 직교 혹은 평행한 형태가 함께 확인된다. Ⅲ등급 순장고분은
피장자의 위쪽 혹은 아래쪽에 공간을 마련하여 순장자를 배치하며, 상황에 따라 순장자를 주축방향에서 약
간 틀어 매장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순장의례를 정리하면 5세기 중엽 석곽묘 묘제 및 고총고분 축조기술이 안라국 지배집단에
<그림 10> 함안 말이산고분군의 순장 양상 변화(김수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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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됨과 동시에 순장의례가 함께 도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세기 후엽 최고지배자급 고분 뿐만 아니라

한 문헌기록은 3세기대 안라국이 성립

차상위 고분에까지 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며, 안라국 순장의례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6세기 이후 순장의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조사

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나 규모가 점차 축소되며, 석실묘 묘제가 유입되는 6세기 중엽 이후 말이산고분군

성과를 비추어본다면 5세기 전엽 대형

및 남문외고분군 석실묘를 중심으로 순장이 자취를 감추게 된다. 순장의례를 안라국 영향권 내 지역 가운데

목곽묘를 지표로 하는 안라국의 성립

말이산고분군에서만 확인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고분 내 순장의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타 고분군

이 이루어졌으며, 5세기 중엽 이후 본

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성, 즉 위계를 갖춘 고분군으로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격적으로 외연을 확장해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5세기 후엽 이후 고총고분은 말이
산 묘역을 중심으로 점차 남쪽 능선까

Ⅲ. 말이산고분군의 우월성과 위계

지 확장해 나가며 안라국의 최고지배
자급 고분, 즉 왕묘(王墓)로서 입지를
굳힌다. 고분 내 길이 10m 이상의 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라국 문화를 공유하는 함안지역과 각 지역의 고분군의 분포현황 및 말이산고

대형 수혈식석곽묘가 유행하며 중상

분군의 위계상 특징을 살펴보았다. 안라국 영향권 내 여타 집단의 경우 대부분 목곽묘·석곽묘 묘제를 주축

위 고총고분까지 순장자 수가 늘어난

으로 하며, 고총고분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수 기에 그친다. 또한 고식의 묘제라고 할 수 있는 목곽

다. 이전 시기에서 확인된 매장주체부

16)

묘를 6세기대까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말이산고분군은 묘제의 변천과정에

따라 뚜렷한 성장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의 공간분할이 고총고분 전체에 일정
한 규격화가 이루어지며, 고총고분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관묘 단계에서는 경남 중·서부지역에서 확인되는 양상들과 마찬가지로 단위

저봉분을 갖춘 수혈식석곽묘 사이에

지역을 장악할 만한 피장자의 고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부산, 김해, 경주, 경산지역에서 확인된 고분과

완전한 구분을 둔다. 이와 같은 양상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다. 목곽묘 도입 단계까지 중·소규모의 목곽묘만 확인되었던 말이산고분군은 5세기

은 왕묘의 묘역인 말이산고분군 내 조

전엽에 들어 그 면모를 일신하게 된다. 대형 목곽묘의 출현과 함께 전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장유물

영된 고분과 말이산 주변지역에서 조

의 질과 양이 풍부해지며, 주변지역집단과의 비교에서도 상대적인 우월을 점할 정도가 된다. 따라서 문헌상

사된 석곽묘군을 비교하면 더욱 명확

확인되는 안라국의 영향력이 주변지역까지 파급되기 시작하는 단계는 5세기 전엽 이후 대형 목곽묘의 출현

하다. 매장주체부의 크기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항리 428-1번지 석곽묘, 도항리・말산리유적(경남고

을 지표로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학연구소 2000)에서는 대부분 고총고분에서 확인되는 시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유물만 양단벽 혹은 한쪽

<그림 11> 말이산고분군 축조 시기별 분포 현황(경남발전연구원 2014)

5세기 중엽 이후 안라국 최고지배자들의 묘역으로 말이산고분군은 수혈식석곽묘 묘제 및 고총고분 축

단벽에 부장되는 형태로 정형화된다. 이 시기 주변지역 고분군을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하다. 안라

조방법의 수용으로 인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말이산파괴분(경고)을 지표로 한

국 영향권 내 최동단에 위치한 마산 현동유적은 안라국 영향을 받은 토기가 다수 출토된다. 최근까지 400여

‘수혈식석곽묘+고총고분 도입’은 함안분지를 벗어나 낙동강 수계를 따라 위치한 중·소지역 집단까지 안라

기 이상의 목곽묘 및 석곽묘가 조사되었으나 고총고분은 단 1기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함안분지 내 고분에

국 양식의 유물을 유입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함안분지 내에서 고총고분은 말이산 묘역에 집중되며 타 지

서 확인되는 공간분할, 세장방형 수혈식석곽묘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낙동강을 경계로 함안분지와 마주하

역에서는 대규모 고총고분의 축조를 통제하는 양상을 보인다. 말이산고분군 내 고총고분은 안라국 최고지

고 있는 의령 일대에서 조사된 의령 오천리 , 하기리 , 유곡리 등에서 나타나는 양상 또한 마찬가지다. 위

배집단의 고분으로 순장이 처음 시행되며 안라국 양식의 묘제가 시행·정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고총고

지역은 5세기 전반부터 6세기 전반까지 축조된 목곽묘, 석곽묘, 횡구식석실묘가 조사되었으나 안라국 양식

분에서 확인되는 매장주체부의 공간분할, 토기・무장(武裝)・마장(馬裝)의 복수부장, 순장의례 등은 안라국

토기만 공유되는 정도에 그친다.

17)

18)

내 타 지역 단위고분군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보인다. 위와 같은 모습은 5세기 전엽 함안분지를 중심으로

6세기 이후에도 안라국의 왕묘인 말이산고분군에는 끊임없이 고총고분이 축조되며, 말이산에서 서쪽

영향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지배집단이 고총고분 묘제가 도입되는 5세기 중엽 이후 본격적으로 세(勢)를 불

으로 1.1㎞ 정도 떨어진 남문외고분군이 새롭게 안라국의 최고지배자들의 묘역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현

리기 시작하였으며, 안라국 특유의 묘제・토기 양식권을 갖추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안라국에 대

재까지 조사성과를 미루어 살펴보면 말이산 묘역은 고분군 남쪽까지 수혈식석곽묘 묘제를 갖춘 고총고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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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축조되고 있으나 부장유물에서는 전 시기에 비해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토기부장은

등에서는 신라산 마구를 부장하는 데 비해, 다라국의 왕묘인 옥전 M3호분은 대가야산 유물이 부장되는 모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나 무장이나 마장은 점차 줄어들어 기본무기 일식과 장식마장 정도에 한정된다. 말이

습으로 볼 때 차이가 더욱 명확하다(박천수 2010).

산 묘역 내 횡혈식석실묘 묘제가 새롭게 도입되며 이 묘제는 남문외고분군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남문
외고분군은 최근 조사성과를 반영해 볼 때 6세기를 중심연대로 한 횡혈식석실묘가 수 기 조사되었으며, 석
김승신

실분 주변으로 석곽묘가 함께 조성되는 모습이다. 특히 남문외 11호분은 함안분지 내 고총고분 가운데 가장
큰 횡혈식석실분으로 6세기 전엽 이후 안라국 멸망 이전까지 최고지배자급 고분의 묘역이 남문외 일대까지
확대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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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목곽묘 내에는 토기, 무기, 무구, 마구 등 이전 시기에 잘 확인되지 못했던

이성준·김수환, 2011, 「한반도 고대사회의 순장문화」, 『한국고고학보』81, 한국고고학회.

유물들이 복수부장되기 시작하며 바닥에는 시상을 깔고 관정・꺾쇠를 이용해 판재를 고정하였다. 5세기 중

이주헌, 1996, 「말이산 34호분의 재검토」, 『석오윤용진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엽 고총고분의 출현과 수혈식석곽묘 묘제의 수용으로 대를 중심으로 안라국의 묘제는 새롭게 재편된다. 수

조수현, 2004, 「가야묘제의 감실 재검토-함안 도항·말산리고분군을 중심으로-」, 『영남고고학』35, 영남고고학회.

혈식석곽묘 내 공간을 삼분할하고 각각의 공간을 토기부장공간, 피장자공간, 순장자공간으로 나눈 방식은

조수현, 2017, 『고고자료로 본 아라가야』, 경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묘제로서 안라국 묘제가 정형화 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 같은 양상은 토기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4세기 후엽~5세기 초 형식 난립기를 거쳐 5세기 전・중엽 정형화되기 시작한 안라국

장상갑, 2018, 『가야 무장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영제, 2006, 『서부경남 가야제국의 성립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영제, 2011, 「조형장 철판의기고」, 『고고광장』9, 부산고고학연구회.
하승철, 2013, 「고고자료를 통해 본 아라가야와 왜의 교류」, 『고고학을 통해 본 아라가야와 주변제국』, 경남발전연구원·학연문화사.
하승철, 2018, 「함안 말이산고분군의 묘제와 출토유물」, 『가야고분군 연구총서』2.

양식 토기는 고총고분의 등장기와 그 궤를 같이하며 안라국의 영향이 미치는 주변지역까지 확산되는 양상
이다.
안라국 양식 고분문화는 6세기 중엽까지 말이산고분군과 남문외고분군을 중심으로 규모나 내부구조,
유물 등의 차이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한계 역시 뚜렷하게 간취된다. 우선 동시기 후기가
야의 주력 소국 가운데 하나인 가라국, 소가야 등은 각 소국 내 중심집단 고분군 뿐만 아니라 거점집단에 주
력집단의 양식을 갖춘 묘제, 토기, 무기, 마구 등이 함께 공유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안라국은 고총고분
분포지역이 말이산고분군으로 한정되는 등 타 소국과 뚜렷한 구분이 된다. 따라서 안라국은 합천 삼가고분
군, 의령 유곡리고분군에서 확인된 안라국 양식 묘제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안라국 양식 토기를 통해 그
세력권을 유추할 수밖에 없으며, 전성기인 5세기 후엽부터 6세기 전엽까지도 함안분지 일대, 칠원, 진동만
일대로 세력 범위가 국한되는 양상이다. 따라서 안라국은 북으로는 낙동강, 남으로는 진동만 일대, 동으로
는 칠원・마산 일부지역, 서쪽으로는 의령 일대를 넘지 못한다. 더욱이 왕묘급 고총고분인 현4·8·6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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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여기서 무장은 사람이 갖추는 무기(기본무기: 대도·철모·철촉), 무구(투구·갑주) 뿐만 아니라 말갖춤(마구·마갑주)을 포함한다. 함안

1) 본고에서는 안라국으로 통칭한다.

말이산고분군에서 출토된 마구류에 대한 분석은 아래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2) 최근 이루어진 발굴조사는 조사시점 및 현장공개회자료집을 기준으로 하였다.
3) 함
 안 말이산고분군은 타 지역과 달리 수차례 지표조사 및 고분 연번 지정, 다양한 기관이 발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고분군 연번에 상당한
혼란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연구자들은 약식기호를 붙여 구분하고 있으나 일반 대중들이 알기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함안 말이산고분
군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고분 연번을 재정비한 바 있으나 이후 반영되지 않고 있다.
본고 역시 현 상황을 반영하여 ‘문화재연구소→(문), 창원대학교박물관→(창), 함안군청 관리번호→(현), 경남고고학연구소→(경고), 경상

류창환, 2012, 「부장철기로 본 아라가야의 수장들」, 『중앙고고연구』11, 중앙문화재연구원.
장상갑, 2018, 『가야 무장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우병철, 2019, 『신라・가야 무기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 유자이기는 미늘쇠, 조형장철판의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아직까지는 유자이기가 가장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사용되고 있어

문화재연구원→(경상), 경남발전연구원→(역),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동)’으로 표기하였다.

이를 용어로 사용하고자 하며, 의기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함안군·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3, 『전 아라왕궁지, 함안 남문외고분군 정밀지표조사』.

조영제, 2011, 「조형장 철판의기고」, 『고고광장』9, 부산고고학연구회.

함안군·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4, 『함안 말이산고분군 정밀지표조사』.

김훈희, 2018, 「함안 말이산고분군 출토 유자이기의 변천과 의미」, 『영남고고학』82, 영남고고학회.

4) 김
 주용은 4세기 이후 창원지역에 독자적인 집단이 존재했음을 추정하였으며, 이동희는 마산 현동유적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토기문화상이

14) 안라국 순장과 관련된 논고는 김수환 등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였다.

안라국 양식과 유사함을 지적하며 이곳까지 안라국의 권역으로 보고 있다. 박천수는 진동만 일대로 안라국 권역을 한정하고 있다.

김수환, 2010, 「아라가야의 순장-대형 순장묘를 중심으로」, 『영남고고학』37, 영남고고학회.

김주용, 2007, 「창원지역 고분의 추이와 성격」,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성준・김수환, 2011, 「한반도 고대사회의 순장문화」, 『한국고고학보』81, 한국고고학회.

이동희, 2017, 「고고학을 통해 본 안라국의 형성과정과 영역변화」, 『아라가야의 위상과 국제관계』, 제9회 아라가야 학술회의.

김수환, 2018, 「가야의 순장」, 『가야사총론』, 가야고분군 연구총서 제1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추진단.

박천수, 2018, 「고고학으로 본 가야의 권역과 대가야 영역국가의 역사적 의의」, 『가야사의 공간적 범위』, 고령군·대가야박물관·계명대

15) 현재까지 가야고분군에서 확인되는 순장자 매납 의례는 김해, 함안, 고령 등 가야의 유력 집단 중심고분군에서 나타나고 있다. 각 집단에
서 나타나는 순장자 배치방식, 숫자 등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지역집단의 특징을 보여주는 주요지표 가운데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학교한국학연구원, pp.177~178.

16) 묘제는 각 집단 내 가장 보수적인 문화 가운데 하나로 중심집단의 영향력이 덜 미치는 원거리 집단일수록 뚜렷하게 나타난다. 안라국 영향권

5) 경남발전연구원, 2009, 『마산 진북 망곡리유적』.
6) 최근 합천 삼가고분군 발굴조사에서 ‘세장방형 석곽+들보시설’의 매장주체부를 갖춘 고분 1기가 조사되었다. 기존 삼가고분군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묘제이며 아라가야 양식 토기, 유자이기 등이 공반하고 있어 고분 축조 당시 안라국과의 관계가 긴밀하였음을 보여주는

내 유적으로는 마산 현동유적을 손꼽을 수 있으며 이외 진해 석동, 진주 무촌, 산청 옥산리 등 대형 고총고분군은 없으나 목곽묘·석곽묘
묘제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확인된다.

자료로 판단된다.

17)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4, 『의령 오천리유적』.

합천군·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9, 『합천 삼가고분군 24호분 문화재 발굴(정밀)조사 약식보고서』.

18) 동서문물연구원, 2011, 『함안 하기리유적』.

7) 일제강점기 말이산고분군 북쪽에 대한 훼손으로 인해 원지형이 상당히 변형되었다. 마갑총 등 말이산 북쪽지역에서 조사된 목관묘, 목곽묘,
석곽묘를 포함하였다.
8) 들보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의 성과가 있었으며, 이를 지칭하는 용어는 감실, 들보, 목가구시설, 보리공·도공 등 다양하다. 최근
연구성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석곽과 개석 사이를 받쳐 매장주체부를 견고히 유지하기 위해 만든 시설로 보고 있다.
이주헌, 1996, 「말이산 34호분의 재검토」, 『석오윤용진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조수현, 2004, 「가야묘제의 감실 재검토-함안 도항·말산리고분군을 중심으로-」, 『영남고고학』35, 영남고고학회.
서영민·여창현, 2012, 「함안 말이산고분군 목가구 설치분묘 재검토-용어 및 분묘구조를 중심으로-」, 『고고광장』10, 부산고고학연구회.
9) 하승철, 2013, 「고고자료를 통해 본 아라가야와 왜의 교류」, 『고고학을 통해 본 아라가야와 주변제국』, 경남발전연구원·학연문화사.
하승철, 2018, 「함안 말이산고분군의 묘제와 출토유물」, 『가야고분군 연구총서』2.

10) 김두철은 일본에서 확인되는 철제 피(鈹, やり)의 원류로서 철모보다 단조기술이 덜 발달된 시기에 제작된 창의 한 종류로 보고 있다. 현재
까지 보고된 신부가 짧은 철검의 경우 피(鈹)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김두철, 2011, 「삼국(고분)시대 한일무장체계의 비교연구」, 『영남고고학』56, 영남고고학회.

11) 창
 원 현동유적은 창원대학교박물관 발굴조사 이후 안라국의 영향력이 미친 집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현동유적 고분, 주거지, 공방 등이 다수 조사되었으며 이 가운데 삼국시대 고분 조사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유구 수
목곽묘

석곽(실)묘

옹관묘
1

현동유적

63

4

현동유적Ⅰ

133

20

현동유적Ⅱ

2

38

2

현동유적

622

35

1

합계

820

97

4

비고
창원대학교박물관
동서문물연구원
삼한문화재연구원

창원대학 박물관, 1990, 『마산 현동유적』.
동서문물연구원·부산지방국도관리청, 2012, 『마산 현동유적Ⅰ·Ⅱ』.
삼한문화재연구원, 2019, 『거제-마산3 국도건설공사구간 내 유적 발굴(정밀)조사 결과보고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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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지산동고분군과
대가야의 건국신화
Vol. 6

Ⅰ. 머리말

Ⅱ. 고령 지산동고분군

Ⅲ. 대가야 중심권역의 고분군 분포와 위계

Ⅳ. 대가야의 건국신화

Ⅴ. 맺음말

6세기 초에는 신라가 금관가야를 병합한 후 가야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다. 백제도 487년경부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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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 장수 → 임실을 시작으로 금강과 섬진강 상류지역으로 군사 진출을 하며, 513년경 남원의 운봉지역,
529년 하동지역을 병합한다. 529년 『일본서기』에 섬진강 하류의 하동지역으로 비정되는 다사진(多沙津)을
백제에게 빼앗길 당시 가라왕은 “다사진은 우리가 사용하던 곳이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시점에 대가야
의 해상교통로는 모두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이영식 2018). 위기에 빠진 대가야는 신라와의 관계 개선을 위
해 522년 이뇌왕이 신라 이찬 비조부의 딸과 결혼하며 동맹을 맺지만 529년에 파탄이 나며, 562년 도설지
4)

왕을 마지막으로 신라에 의해 멸망한다 .
멸망 이후 대가야가 저항한 기록은 없지만, 신라에게는 큰 위기감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신라는 대가야 지배층과 유민들을 전쟁노비로 삼거나 멀리 보내버리는 사민정책(徙民政策)을 펴는데, 대표
적인 증거가 충주 하구암리고분군과 동해 추암동고분군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대가야 계통의 토기들이다.
문헌기록이 소략한 대가야의 발전과정과 쇠퇴를 보여주는 것은 고고학자료이다. 특히, 왕도 중심의 지
산동고분군에서 확인된 많은 정보들은 대가야의 역사 복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

Ⅰ. 머리말

한 지산동고분군에서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고령지역 고분군의 성격
을 논하기로 하겠다. 마지막으로는 대가야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건국신화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대가야의 왕도는 고령으로 시조인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부터 도설지왕(道設智
1)

王)까지 16대에 걸쳐 520년간 존속했고, 562년 신라 진흥왕에게 멸망했다고 한다. 그리고 『신증동국여지
승람』에는 대가야의 건국신화가 전해온다.
대가야의 중심지로 잘 알려진 고령지역에서 최초로 성립한 국은 반로국(半路國)이다. 이는 『삼국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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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이전에 나오는 변진반로국(弁辰半路國)과 『일본서기』의 반파(伴跛), 『양직공도』의 반파(叛波)가 하나의
국을 지칭함을 통해 알 수 있다(김태식 1993). 반로국 단계의 왕호는 험측(險側) 또는 번예(樊穢)를 칭하였
2)

을 것으로 보인다. 4세기 중엽 이후 크게 성장한 반로국은 국호를 가라국(加羅國)으로 고치고 , 382년에 가

1. 입지와 고분 조성 추이

3)

라국왕 기본(己本)이 한기(旱岐)를 칭하고 있음 을 통해 최고지배자의 칭호도 한기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
다(노중국 2017).
5세기 초에 들어오면 대가야는 왕도를 대가야읍내로 옮겨 안정화를 꾀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주변세
력을 결집하고 영역 확장에도 박차를 가한다. 새로운 성장의 계기는 400년 신라 구원을 명분으로 가야지역
을 공략하는 고구려 광개토대왕 남정의 결과이다. 이로 인해 금관가야의 세력이 쇠퇴하자 대가야는 아라가
야와 함께 가야연맹체 내에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지산동고분군에 고대왕권의 상징물
인 대형고총인 제73·75호분이 들어서고 있음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5세기 후엽에 이르면 백제와의 유대를 공고히 하며, 최고지배자의 칭호도 왕(王)으로 개칭하였다. 479
년 남제에 사절을 파견한 하지(荷知)가 가라왕(加羅王)으로 나오는 것이 이를 보여주며, 당시 남제로부터는
‘보국장군본국왕(輔國將軍本國王)’의 칭호를 얻었다. 영역 확장도 활발히 진행되어 5세기 중엽에는 전북 동
부와 서부 경남지역을 경제적 교역권으로 형성하고, 5세기 후엽에 간접지배 단계를 거쳐, 6세기 초에는 합
천·삼가·거창·함양·하동 등을 직접 지배하며(이영식 2018), 서진하여 호남 동부지역까지 영향력을 행
사하며 대가야의 최전성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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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고분군 Ⅴ

고령군 일대는 대가야의 중심지가 자리했던 만큼, 많은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다. 고령군을 가로지르는
대가천, 안림천, 회천 일대와 낙동강에 접한 능선 일대를 따라 49개소의 고분군이 분포하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대가야의 왕도를 배경으로 조성된 지산동고분군이다.
지산동고분군은 주산(主山, 310m)의 남편 능선과 읍내 쪽의 가지능선, 그리고 거창행 국도가 지나가는
덕곡재를 넘어 고아리 일대까지를 포함하는 대가야 왕도의 중심고분군이다. 고분은 해발 210m 정도의 산
정에서 해발 40m의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밀집되어 조성되어 있다. 대가야 당시의 축조 의도와 분포의 연
속성을 고려하면, 남동편의 고아리고분군, 북동편의 연조리고분군을 포함하여 하나의 지산동 대고분군으로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분군에서 내려다보면 동쪽에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대가천이 흐르고, 남쪽
으로는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안림천이 고아리 일대에서 합수하여 회천을 이루고 있다.
대가야의 중심고분군이라는 중요성으로 인해 일제강점기인 1939년에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
존령」에 의해 고적 제112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1963년 사전조사 없이 일제강점기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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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79호로 지정됨으로 인해 실제 지산동고분군의 분포범위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간과 순장곽ㆍ위석수혈의 연계, 약한 판상개석재를 보완한 대형 각재형 보상석의 횡가, 개석 정중간의 협

고분군 내 봉토분의 축조 추이를 보면, 대형분은 낮은 가지능선의 말단부에서 시작되어 주산 정상 방향

장석 배치 등과 대형분 내부공간시설의 배치구도, 기층성토층의 제상성토방식과 보완, 대구획선 위치, 대량

으로 올라가며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중형분은 읍내 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의 정선부에 주로 분포하

의 토낭 사용, 지산동식 구획축성방식 및 각종 구획요소, 호석렬과 봉분 범위, 호석렬과 구획석렬의 배열순,

고, 소형분들은 중·대형분의 주위를 포함하여 고분군의 전 지역에 고루 분포한다.

제사지 위치 선정 등 대가야 봉토분에는 독창적인 여러 가지 축성기술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밝

묘제는 5세기 초 이후 수혈식의 석곽 및 석실이 주류를 차지하고, 6세기 전엽 이후에는 횡구·횡혈식
석실이 도입되기 시작한다. 목곽은 가장 이른 시기인 제73호분의 매장주체부가 유일하다. 봉토는 석곽이나

히고 있다(조영현 2012). 특히, 이런 요소들을 통하여 초기에는 금관가야와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며, 점차
대가야 고유기술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내용은 가야고분군의 연속성 부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석실의 장축방향으로 약간 긴 타원형을 이루며, 호석을 갖춘 것이 많지만, 6세기 대로 넘어가면 소형분에서

첫째, 지산동식 연접분으로 봉분 규모가 같은 동급 연접분인 제34호분+제34호분과 크고 작은 규모를

호석이 사라지고 지형을 원형으로 깎아 봉토를 높게 보이려고 하는 삭토방식이 유행한다. 대가야 멸망 이후

연접한 이급(열등)연접분인 제73호분+제74호분을 들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두 고분의 연결성토층에 호석

인 6세기 말 경에는 대가야식 묘제에 신라토기가 부장되며, 7세기 경에 이르면 신라계 횡혈식 석실로 완전

이 겹치지 않고 1m 정도 떨어져 축조된 점과 후축분을 축조할 때 연접성토층 중에는 공통적으로 대호를 매

히 변화하는데, 이 시기의 무덤은 주로 능선 하단부나 골짜기에 조성되는 양상을 보인다.

립해 두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연접방식은 다수의 연접분이 확인되는 신라권역에서도 아직 확인된 바 없

이처럼 지산동고분군은 5~6세기 대 후기가야연맹을 주도하였던 대가야인의 순수한 집단 무덤군으로

어 대가야 고유의 지산동식 연접방식으로 볼 수 있겠다.

대가야 문화의 정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념물이자 대가야의 사후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내세공간이다.

둘째, 목곽 고총의 존재로 고총의 출현을 보여주는 제73호분은 지산동고분군에서 매장주체부가 목곽으

지산동고분군은 사전기획하에 만들어진 의도된 공간으로 왕도를 병풍처럼 둘러싸며 형성된 주산의 가장 높

로 밝혀진 유일한 예로 저분구의 봉토를 가진 김해 대성동 1호분과 연결선상에 위치한다. 두 고분의 유사한

은 곳에는 왕도를 방어하는 산성을 축조하고 주변으로 거대한 고분군을 조성함으로써 산성과 고분군의 조

점은 묘광이 깊어 목곽이 묘광 하반부에 위치하는 완전지하식이라는 점, 부장곽이 주곽의 서쪽에 위치하여

합이라는 독특한 문화경관을 보여주고 있다(배성혁 2013·2017·2019).

전체 평면 배치가 ‘T’자형이라는 점, 곽저 상면에 작은 판상석으로 부석하였다는 점, 주곽 내 순장자가 경식
만 패용했다는 점, 말머리로 추정되는 동물의례물이 확인된 점, 부장곽의 대형 토기류 배치 형태가 유사하
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고령지역 목곽묘 성행기에는 저봉분이 일반적인 형태였으며, 지금까지 조

2. 고분 축조기술과 묘제의 변천

사자료를 통한 목곽묘 축조추이는 반운리 1호묘 → 쾌빈리 12호묘 → 쾌빈리 1호묘 → 지산동 73호분 순으
로 보고 있다.

지산동고분군의 묘제는 초기 고총이자 목곽을 주체부로 조성한 제73호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형분은 모

제73호분의 목곽봉토분 구조는 목곽묘에서 수혈식석실분(제75호분)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형태라는

두 할석을 사용한 수혈식 석실과 석곽을 채택하고 있다. 중·소형분은 수혈식 석곽이 주류를 차지하며, 6세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목곽 벽체와 묘광 사이를 할석으로 빼곡하게 채워 쌓아 넣거나 순장곽이 석곽을 취

기 전엽 이후에는 횡구·횡혈식 석실이 도입되기 시작한다. 봉토는 석곽이나 석실의 장축방향으로 약간 긴

하는 형태는 목곽묘 축조기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축조기술이다. 이로 보면 수혈식의 벽체 조성을 이미 인

타원형을 이루되 석곽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호석을 갖추고 있는 것이 많다. 예외적인 경우는 고아리벽화고

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전통적인 목곽 구조와 어느 정도 결부한 축조형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고총에서

분이나 고아2리고분, 절상천정총 등 대가야 후·말기의 고분들로 석재, 축조방식, 구조형태 등이 백제의 이

보이는 제상성토기법이나 토낭 사용은 종래 목곽묘 성행기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성토방식이다. 아직 지

른바 공주식 할석조 횡혈식석실분의 계보에 포함되는 것들이다. 지산동고분군에서 보이는 대가야 묘제의

산동고분군에서는 제73호분 이전 단계의 고분이 확인된 바 없으므로 초기 고총이면서 목곽 단계의 내부주

가장 큰 특징은 봉분축조공정에 반영된 토목기술, 주·부곽의 배치형태, 순장곽의 존재 등에서 다른 가야국

체부를 갖춘 제73호분을 지산동고분군의 축조 시작 시점으로 보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과 차별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셋째, 봉토 축조 시 다양한 구획방식이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은 방사상 구획석렬, 대구획
석렬, 구획표시석, 이질성토재에 의한 경계, 단면의 지그재그(거치상)선이며, 호석에서는 원형 호석렬의 각

1) 봉토 축성기술

을 이루는 부분(둔각), 호석의 대소나 고저 경계, 길이모쌓기와 작은모쌓기의 경계, 구획 위치에 맞추어 먼
저 작업된 정연한 축석부분 등에서 확인된다. 특히 이러한 구획에 맞추어 순장곽, 동물매장시설, 작업로, 제

대가야의 봉토 축성기술은 지산동 제73~75호분의 발굴보고서를 통해 잘 소개되고 있다. 보고서에 의

사시설 등을 조성했다는 점은 봉토 축조가 기본 기획 아래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그 외 토낭

하면, 지산동식 연접분과 연접성토용 호석존재, 목곽을 주체로 한 고총목곽분, 외호석렬의 위치 획정 기준,

의 사용이나 제상성토기법 등도 하나의 토목기술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봉토 축조 시 사용된 다

분저점토상 시공, 완전지하식 목곽과 묘광 사이의 충전적석, 묘광 충전부의 다수 순장곽 배치, 묘광 벽면의

양한 토목기술은 지산동고분군 만의 특징을 보이므로 지산동식 봉토 축조기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순장곽 벽면 활용과 상하 2단면 조성, 봉분 내 대형동물의 순장으로 추정되는 대형 위석수혈, 봉분 내 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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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장주체부의 배치

순장곽의 배치형태는 제73·75호분에서는 묘광 내에 다수, 봉토 외부에 소수 배치된다. 다만, 제73호
분에서는 묘광 내에 3기, 봉토 중에 1기를 배치한 데 비해, 제75호분에서는 묘광 내에 7기, 봉토 중에 3기

지산동고분군의 매장주체부 배치형태는 중·대형분과 소형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기존
에는 고분의 위계에 상관없이 매장주체부의 배치구조를 검토함으로써 약간의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먼저, 중·대형분을 왕족을 포함한 지배층의 무덤으로, 소형분은 관료층의 무덤으로 상
정한 후 지산동고분군 내 계층별·시기별 묘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를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수량이 증가한다. 제30호분에서는 주곽 바닥에 1기가 확인되는데, 이는 이전 단계
인 묘광 내에 순장곽을 배치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보이며, 봉토 내에서는 ‘ㄷ’자상 배치를 이룬다. 이후 5
세기 중엽경인 제74호분 단계부터는 묘광 내에 별도의 순장곽을 설치하지 않는다. 제44·45호분의 경우에
는 방사상으로 배치되는데, 순장곽의 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양상이다. 마지막 단계인 제518호분에서는
봉토 최외곽을 따라 순장곽이 방사상으로 배치되며, 순장곽 외에도 배장곽을 덧붙였다. 이로 보면 순장곽의

【표 1】 대·중형분의 주곽+부곽+순장곽 배치구조

변화추이는 묘광 내 다수+봉토 소수(제73·75호분) → 묘광 내 소수+봉토 다수(제30호분) → 봉토 내에만
매장주체부(주·부곽)

순장

조성시기

봉분
직경(m)

구조

장×폭×심(m)

배치

위치

인수

73

5C 초

23~22

목곽

(주)4.5×1.7×2.0
(부)3.1×1.4×1.9

동혈
‘T’자형

주곽(3인?), 부곽(2인?)
묘광 순장곽3(5인)
봉분 순장곽1(1인)

11인
이상

무

75

5C 초

25~22

수혈식석실

(주)6.9×1.1×2.0
(부)4.6×1.1×1.6

이혈
‘T’자형

주곽(?), 부곽(2인)
묘광 순장관·곽7(7인)
봉분 순장곽3(3인?)

12인
이상

무

30

5C 전

18~15

수혈식석실

(주)6.5×1.2×1.7
(부)4.0×1.3×1.3

이혈
‘T’자형

주곽하부 순장곽(1인)
부곽(1인)
봉분 순장곽4(4인)

6인
이상

무

74

5C 중

11~10

수혈식석실

(주)5.8×1.3×1.5

이혈
‘T’자형

주곽(?) 부곽(?)
봉분 순장곽2(2인)

2인
이상

무

44

5C 후~말

27~25

수혈식석실

(주)9.4×1.7×2.1
(부1)5.7×1.7×1.8
(부2)5.1×1.3×1.8

이혈
‘T’+‘11’자형

주곽1, 서곽1, 남곽1
봉분 순장곽32(28+4)

37인
이상

무

45

6C 초

23.5~22

수혈식석실

(주)7.1×1.6×1.8
(부)4.7×1.5×1.7

이혈
‘11’자형

주곽2(2인), 부곽1(1인)
봉분 순장곽11(10인)

13인
이상

무

518

6C 전

16.4~14.8

수혈식석실

(주)6.7×1.2×2.0
(부)5.1×0.8×1.6

이혈
‘11’자형

주곽1(1인), 부곽1(1인)
봉분 순장곽5(5인)

7인
이상

배장곽3

호
수

배장

다수(제74·44·45·518호분)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제44호분부터는 순장곽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
나는데 비해 배치의 정형성은 떨어진다. 전체적으로 보면, 순장곽은 대체로 고분의 규모가 클수록 많이 배
치되며, 6세기 전엽 이후에는 서서히 사라지고 배장곽으로 대체됨을 알 수 있다.

첫째, 대형분은 봉토 직경 20m 이상으로 제73·75·44·45호분 정도이며, 중형분은 제30·518호분
을 들 수 있으나 두 고분 역시 봉토 외형을 씌웠을 때는 20m급으로 볼 수 있다. 예외적으로 제74호분의 경
우에는 직경 11m 정도인데, 이는 제73호분에 덧붙일 당시 선축된 주변고분으로 인한 공간의 부족으로 원래
의도보다 강제로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중·대형분은 모두 부곽을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주·부곽의 배치형태는 크게 ‘T’자형과 병렬형이 나타난다. 초기 고총인 5세기 초의 제73·75호분과 5
세기 전엽의 제30호분은 ‘T’자형으로 동일한 구조를 보인다. 5세기 중엽경의 제74호분의 경우에도 평면상
‘L'자형을 보이나 부곽을 조성할 공간제약으로 인해 변형된 것으로 ‘T’자형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물
론 목곽인 제73호분과 수혈식 석실인 제75·30·74호분이라는 구조의 차이를 보임에도 배치형태는 동일
하다. 이후 5세기 후~말의 제44호분은 기존 ‘T’자형 주·부곽에 주곽과 나란히 부곽 1기를 추가하여 병렬
배치하였고, 6세기 초의 제45호분과 6세기 전엽의 제518호분에는 병렬식 부곽만 배치하였다. 이로 보면
중·대형분의 주·부곽의 배치는 ‘T’자형(제73~75·30호분) → ‘T’자형+병렬식(제44호분) → 병렬식(제
45·518호분)으로 변화되는 양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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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형분의 경우에는 별도의 부곽을 축조하지 않고, 단독석곽의 형태이거나 주곽에 순장곽을 추가

【표 2】를 통해 보면, 소형분에서는 주곽 1기에 순장곽 1~4기가 배치되는데, 순장곽은 1기가 배치된 경

배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순장곽의 유무만으로 피장자가 높은 신분을 가졌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

우가 많다. 배치지점은 정중앙부인 것도 있으나 드물며 주곽의 장축방향과 어긋나 한쪽으로 약간 치우친 것

다. 이는 순장곽을 갖춘 석곽이 규모나 부장유물의 위계 등에 있어 단독석곽에 비해 크게 우세성이 보이지

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분중점을 기준으로 보면 봉분 외형과 나란하며 외곽으로 직선을 긋는다면 순장곽의

않기 때문이다. 묘제는 모두 수혈식 석곽묘이며, 할석으로 축조한 것과 판석을 세워 축조한 것이 비슷한 비

단축방향과 직교하는데, 여러 기를 배치한 경우에도 동일한 양상이다. 이런 점은 주곽의 개석 위에 1차 봉

율을 보인다. 일부 판석조 석곽에는 단벽 한쪽에 칸막이를 세워 부장칸으로 사용한 것도 있다. 봉토는 매장

분 구축토를 완전히 덮은 후에 순장곽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주곽과 순장곽의 축조 사이에는 일

주체부의 장축방향으로 약간 타원형을 이루며, 호석을 갖춘 것과 없는 것이 있다.

정한 시간의 공백이 있었음이 추정되는데, 그 사이에는 봉토 축성을 위한 제사를 지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소형분의 묘제에서 가장 특이점은 순장곽의 배치 여부이다. 물론 순장곽을 배장곽으로 보는 경우도 있
으나 본문에서는 배치형태와 동시축조 여부로 보아 순장곽으로 판단되는 것을 선별하였다. 지금까지 조사
5)

된 석곽묘가 400여 기인데 비해 순장곽이 배치된 사례는 14개소 정도로 0.035%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
미루어 왕족들을 제외하고 순장에 일정한 제약이 있어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계층은 소수였음을 알 수 있다.

로 보면 순장곽 설치 시점에는 이미 개석상부가 완전히 덮여 있어 작업자들이 주곽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
하기 어려우므로 대략적인 방향으로 순장곽을 배치한 결과, 약간 어긋나게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곽+ 순장곽의 구조는 할석+할석 2기, 할석+판석 5기, 판석+판석 7기이다. 주곽은 할석으로 조성된
것과 판석으로 조성한 것이 동일하다. 순장곽은 판석으로 조성한 것이 12기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중·대
형분의 순장곽 역시 판석으로 조성한 비율이 높다. 배치구조로 보면 주곽 1기+순장곽 1기의 형태가 11기로

【표 2】 소형분의 주곽+순장곽 배치구조

가장 많고, 주곽 1기+순장곽 2기가 1기, 주곽 1기+순장곽 3기가 1기, 주곽 1기+ 순장곽 4기가 1기이다.
매장주체부(주·순장곽)
구조
장×폭×심(m)

호수

시기

봉분
직경(m)

32

5C 중

13.1~12.6

(주)할석조
(순)할석조

34

5C 중

15.0~11.5

대동A-31
대동A-30

대동Ⅰ-5

대동A-17

영남Ⅰ-64+65

5C 중
5C 중~후

5C 후

5C 후~말

5C 후~말

순장

배장

인수

(주)5.6×1.0×1.2
(순)2.5×0.4×0.6

주곽1(1인)
봉분 순장곽1(1인)

2인 이상

배장곽1

(주)할석조
(순)할석조

(주)4.5×0.9×1.4
(순)3.1×0.5×0.6

주곽1(?)
봉분 순장곽1(1인)

1인 이상

배장곽2

?

(주)할석조
(순)판석조

(주)3.6×0.8×0.5
(순)1.3×0.4×0.4

주곽1(?)
봉분 순장곽1(1인)

1인
이상

무

5세기 후반~말 경에는 순장곽의 수가 정점에 이른다. 이후 6세기 초를 거치면서 줄어들며, 6세기 전엽 이

?

(주)할석조
(순)판석조

(주)4.2×0.8×0.8
(순)1.3×0.4×0.4

주곽1(?)
봉분 순장곽1(1인)

1인 이상

무

후에는 서서히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료가 적어 변화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중·대형

10

(주)할석조
(순1)판석조
(순2)판석조
(순3)판석조

(주)4.7×0.9×1.2
(순1)1.7×0.5×0.6
(순2)1.1×0.4×0.5
(순3)1.6×0.5×0.3

주곽1(?)
봉분 순장곽3(3인)

?

(주)판석조
(순1)판석조
(순2)판석조
(순3)판석조
(순4)판석조

(주)3.2×0.5×0.3
(순1)1.3×0.4×0.4
(순2)1.8×0.4×0.4
(순3)1.9×0.5×0.3
(순4)1.3×0.4×0.3

주곽1(?)
봉분 순장곽4(4인)

?

(주)판석조
(순)판석조

(64-주)3.0×0.6×0.8
(65-순)0.9×0.4×0.4

주곽1(?)
봉분 순장곽1(1인)

1인 이상

무

의 석실봉토분에서 시작하여 백제를 거쳐 6세기에 들어와 가야지역으로 전해지며, 서부 경남인 진주지역에

(68-주)3.8×0.8×0.8
(67-순)1.6×0.4×0.5

주곽1(?)
봉분 순장곽1(1인)

1인이상

무

먼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형분에 적용된 순장곽은 대·중형분보다 약간 늦은 5세기 중엽 경부터 나타나는데, 제44호분 단계인

분과 소형분의 순장 양상은 대체적으로 같은 흐름을 보인다.
3인 이상

무

3) 횡구·횡혈식 묘제의 도입과 변천
4인 이상

무

가야권에 횡혈식 석실이 수용되기 시작하는 중심시기는 대체로 6세기 2/4분기로 수용 주체는 초현기의
횡혈식 석실이 군 내 최대급인 점을 들어 재지 수장급의 묘제로 채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계보는 고구려

영남Ⅰ-68+67

5C 후~말

?

영남Ⅰ-140

5C 후~말

?

(주)판석조
(순)판석조

(주)3.1×0.5×0.8
(순)1.3×0.4×0.4

주곽1(?)
봉분 순장곽1(1인)

1인 이상

무

경북60+61

5C 후~말

?

(주)판석조
(순)판석조

(60-주)2.9×0.5×0.8
(61-순)1.4×0.4×0.5

주곽1(?)
봉분 순장곽1(1인)

1인 이상

무

(주)3.1×0.5×0.8
(순1)0.6×0.3×0.4
(순2)0.7×0.4×0.3

주곽1(?)
봉분 순장곽2(2인)

2인 이상

무

6세기 전엽 이후 지산동고분군에 도입되는 횡구·횡혈식 석실은 기존에 유지되어오던 수혈식 석실과
석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대가야 멸망 이후인 6세 후~말엽까지도
여전히 수혈식이 주류를 이루며, 7세기에 들어서면서 신라계 횡혈식 석실로 완전히 대체된다.

영남Ⅱ-1

5C 말

7(?)

(주)판석조
(순1)판석조
(순2)판석조

대동A-4

5C 말

?

(주)할석조
(순)판석조

(주)3.2×0.7×0.6
(순)1.5×0.2×0.3

주곽1(?)
봉분 순장곽1(1인)

1인
이상

무

영남Ⅰ-10+12

6C 초

?

(주)할석조
(순)판석조

(10-주)4.6×1.6×0.9
(12-순)1.4×0.4×0.5

주곽1(?)
봉분 순장곽1(1인)

1인
이상

무

대동B-26

6C 초

?

(주)판석조
(순)판석조

(주)2.9×0.5×0.5
(순)1.5×0.4×0.4

주곽1(?)
봉분 순장곽1(1인)

1인
이상

무

가야고분군 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순장곽의 크기가 아주 작은 것도 있어 모두 순장이 이루어졌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대
동Ⅰ-5-1호에서 4~5세의 어린아이의 치아가 확인된 바 있어 모두 순장으로 보아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주)판석조
(순)판석조

158

주곽에서의 순장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순장곽의 수량으로 보아 소형분 1기에는 1~4명 정도가 순장된

위치

횡혈식 석실의 경우, 기존 연구에 의하면 6세기 전~중엽 경에 도입되며 대가야 멸망 이전의 최고지배
자계층의 분묘로 채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고아리벽화고분이나 고아2리고분, 절상천정총 등 도입기
횡혈식 석실이 석재, 축조방식, 터널식구조 등에 있어 이른바 백제 중앙의 공주식 할석조 횡혈식석실분의
계보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한다(조영현 1989). 이 외 중소형 석실분들은 왕릉전시관부지에서 51기, 대
가야박물관 부지에서 31기, 쾌빈리 7번지 유적에서 2기, 지산리 산115유적에서 4기가 조사된 바 있다. 이

고령 지산동고분군과 대가야의 건국신화

159

중 정형의 횡혈식 구조로 볼 수 있는 것은 쾌빈리 7번지 유적의 제1·2호 석실분과 지산리 산115유적의 제

개체 이상의 통형기대 및 발형기대, 제73호분 호석 외곽에서는 대호 2점과 장경호 및 발형기대, 제30호 주

3·4호 석실분 정도이다. 나머지 중·소형분들은 연구자에 따라서 횡구식 구조로 보기도 하며, 부장유물은

구 내에서 대호, 통형기대, 발형기대, 장경호, 고배, 개, 어망추 등이 모두 파쇄되고 흩어진 상태로 확인된

모두 신라 후기양식 토기 일색이다.

바 있다. 그리고 제75호분과 같이 석단으로 별도의 제사터를 마련하고, 대호, 발형기대, 고배, 개, 소형토기

이런 시점에서 최근 지산동 제35호분의 북편으로 조금 떨어진 정선부에서 한 기의 석실분(대동Ⅱ-1호)
이 조사되어 지산동고분군의 횡혈식 도입시기를 끌어올려 주었다. 이 석실분의 현실 규모는 길이 2.8m, 너

등을 놓은 경우도 있다. 그 외 제44호분의 순장석곽 3기(17~19호) 사이의 정지면에서 출토된 말의 이빨과
제73호분 묘광 내에서 출토된 말머리의 존재로 보아 말을 이용한 제사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비 2.1m, 중앙부에 마련된 연도 규모는 길이 1.7m, 너비 0.5m로 묘도 막음석 및 묘도를 갖추고 있다. 특

소형분에서 행해진 제사행위로는 영남Ⅱ-4호분과 같이 중앙부 개석 상면에 발형기대 3점을 깨뜨려 올

히 현실 내부에서는 고배, 개배, 파수부배 등 대가야토기만 부장되어 있어 대가야의 묘제임이 분명하게 밝

려놓는 것이 있다. 제73·74호분 주변 제4호묘와 같이 별도로 마련한 장방형의 제사터 내에 통형기대, 발

혀졌다. 조성시기는 제518호분의 출토유물과 비교되어 6세기 전엽으로 판단되며, 그 계보는 남해안식 석실

형기대, 파수부호, 개배, 고배, 방추차, 어망추 등 제사유물이 다수 남겨진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으로 규모로 보아 재지 유력자의 무덤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대동문화재연구원 2019. 04.). 이로 보

소형분에는 봉토 축성 시 이루어진 제사행위로서 기대류를 깨뜨린 후 뿌려놓은 양상이 많이 확인된다.

면 지산동고분군에서 횡혈식 석실의 도입기는 6세기 전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제물로서 토기 속에 음식물을 넣어 두기도 하는데, 지산동고분군에서도 여러 가지 음식물이 남아

횡구식 석실의 경우에도 대가야토기류가 부장된 예가 없고, 제73·74호분 주변 제8호 횡구식 석실을

있는 경우가 있다. 제물로 사용된 음식물은 닭이나 꿩과 같은 조류, 대구와 같은 바다생선, 바닷게, 두두럭

고령지역 초기 횡구식 석실로 파악한 사례가 있다(조영현 2012). 다만, 6세기 후엽이 되면, 합천 저포리고

고둥 등이 있다. 그 외 민물어류인 누치가 많이 출토되어 당시의 어로 대상을 짐작케 해주며, 곡물인 볍씨와

분군 등 신라권역에 편입된 옛 대가야 지역에서 대가야양식 토기류와 신라후기양식 토기류가 공반출토되는

기장도 출토되었다. 조류는 머리와 다리가 잘린 채 장만되어 닭 한 마리 또는 반 마리를 담은 경우가 확인되

현상 등이 있어 재지에서 전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김준식 2013; 조영현 2015). 그러나 최근 지산동고

고, 해산물들은 염장되어 이동된 것으로 추정된다.

분군 최정상부에서 확인된 대동A-1호 횡구식 석실묘에서 6세기 전엽 경에 편년되는 대가야식 뚜껑 2점이
출토되어 도입시점을 알려주고 있다(대동문화재연구원 2018. 02.).

이를 통해 고분 축조에 있어서는 단계별로 일정한 장례절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순장 역시 독특한
매장의례의 한 종류로 대가야 고분에서 행해진 매장의례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지산동고분군에는 늦어도 6세기 전엽 경에는 횡혈식 석실이 재지 유력층의 무덤으로 채
용되었으며, 동시기에 횡구식 석실 역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도입기의 횡구·횡혈식 석실분은 대형분이

2) 순장

즐비한 능선 정선부 일대에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6세기 후반으로 가며 점차 능선 하단부에 조성되는 경
향을 보인다. 대가야의 멸망 이후인 6세기 말에서 7세기에 이르면 능선 하단부와 계곡부 일대에 조성되며
부장유물도 신라토기 일색으로 바뀌게 되는 양상을 보인다.

순장이란 죽은 한 사람의 주인공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을 함께 죽여서 매장하는 장례행위로
매장의례의 한 형태이다. 이는 죽은 뒤에도 살아있을 때의 삶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계세사상(繼世思想)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종교적 행위의 하나로 시작된 희생의 한 범주로 인신희생, 즉 인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 그러나 순장은 인간을 제의의 제물로 인식하여 희생하는 인생(人牲)과는 달리 주인을 위해 함께 죽이는

3. 매장의례와 순장

것으로 인순(人殉)이라고도 한다. 인생이 원시종교의 사상에서 기원하여 조령(祖靈)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개념으로 시행되는 데 비해 인순은 주인이 사후에도 인력을 사용하기 위해 데려간다는 개념에서 시행되는
것이다(김용성 2013).

1) 봉분제사와 제물

순장은 신석기시대에서 시작하여 최근까지 이어져온 전 세계적인 매장풍습으로 고대사회에는 이집트와

죽은 사람의 영원한 안식처인 분묘에 매장하면서 이루어지는 매장의례는 입지 선택, 묘곽 축조와 더불

근동지방, 스키타이, 인도, 중국 등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진 사례들이 확인된다. 고대사회에 있어 권력에 의

어 시신의 매장행위 과정에서 죽은 사람과 영원한 이별을 고하는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사자와의 관

한 지배 예속 관계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 증거로 많이 제시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장기록은 3세기

계를 확인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정신적 습속이다. 이와 같은 매장의례는 분묘 내부에 내납하는 부장품과 함

중엽 경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나오는데, 부여에서는 100여 명을 순장하였다고 한다. 『삼국사기』에는 신

께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분묘 밖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김세기 2012).

라 지증왕이 502년 순장을 금하는 내용이 있어 이전 시기 신라에서 순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매장의례는 봉토를 축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이 봉토

문헌기록은 없지만 가야지역에도 고고자료를 통해 순장의 사례가 많이 확인되고 있다. 김해의 금관가야

축성 시 행해지는 제사 관련 유물이다. 그중에서도 매장주체부를 덮는 과정에 보이는 장송의례로 봉토의 규

에서는 주곽과 부장곽에 순장자를 매납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며, 묘광 측면의 충전석 부분에서 순장자가 확

모와는 상관없이 대호, 기대 등이 파쇄된 상태로 확인되는 사례가 많다. 제44호분의 경우에는 봉토상에 10

인된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함안을 비롯한 아라가야지역에서는 한 봉분에 수혈식 석실 1기만 축조하고 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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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안에 주인공과 순장자를 함께 매장하는 형태를 보인다.
지산동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지역에서는 신라나 여타 가야지역과는 다르게 주인공이 들어가는

인된 순장자의 DNA 분석에서 부부와 그들의 여아, 아버지와 10세 안팎의 여아, 남매가 함께 순장된 것으로
밝혀져 대가야에도 유사한 가족 단위의 순장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곽과 부장곽에도 순장자를 매장하지만, 별도의 순장곽을 마련하고 그 안에 순장자를 매장하는 차별화된

순장의 의미에 관해서는 지산동고분군에 있어 모든 순장이 신체에 대한 훼손 없이 신전장으로만 매납된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순장방식은 지산동고분군 뿐 아니라 인근의 합천·함양 등 대가야 영역권에서 주로

사실은 계세사상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한다. 이는 순장자가 공양물이나 희생물과 같은 제물로서가

확인되고 있어 대가야식 순장이라 부를 수 있다. 대가야의 순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고총에 월등히 많

아니라, 내세에서도 사지 멀쩡하게 대왕의 시중을 잘 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

은 수의 순장자를 두고 있어 다른 가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력이 강력했다는 증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다는 의견도 있다(이영식 2012).

대가야에서 순장이 시작된 시점에 대해서는 쾌빈동 1호 목관묘에서 보강토인 토단 위에 순장곽으로 보

순장은 문헌자료가 없는 대가야의 사회구조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대가야

이는 시설이 확인됨을 통해 늦어도 4세기 중·후반 경에는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시점은 대가

의 순장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사례가 다양하며 대규모로 진행하고 순장자의 수도 월등히 많아 타 지역과

야의 최고지배자가 한기를 칭하기 시작한 시점과 비슷하다. 지산동고분군에서 순장은 고총 축조와 동시에

분명하게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방식은 다르지만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함안 말이산고분군

보편적인 장법으로 채용되었는데, 5세기 초에 시작하여 빨라도 6세기 전엽까지 시행되었고, 대가야 멸망 직

에도 순장이 확인되므로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내는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전인 6세기 중엽 무렵까지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김용성 2013).
지산동고분군에서 순장의 변화모습은 중·대형분과 소형분에서 서로 궤를 달리하며 다양한 형태로 나
타난다. 순장자의 수는 【표 1·2】를 통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직경 20m 이상의 대형분의 경우, 가장 이

4. 출토유물

른 시기인 제73호분에서 11인 이상을 시작으로 5세기 말의 제44호분에서는 37인 이상이 확인되어 최정점
을 이루다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이 신라의 순장자 수가 10인을 넘지 않는데 비해 상대적
으로 순장자의 수가 다수라는 점은 대가야 순장의 가장 큰 특징이다.
또 다른 특징은 주곽이나 부곽 외에 순장된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순장곽을 만든 점이다. 순장 위치는

지산동고분군에서 출토된 부장품으로서 대가야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이른바 대가야양식 토
기로 대가야의 성립과 확산 및 소멸과정을 대별해주는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격이 높은 금
속품이나 장신구는 매장자의 신분을 잘 알려주고 있다.

주곽 피장자의 족부, 부장곽의 단벽부, 묘광 내 주변부의 순장곽 혹은 목관, 봉분 내 순장곽 등 여러 곳이

대가야양식 토기의 성립은 지산동고분군에 고총이 처음 등장하는 5세기 초의 제73·75·35호분 단계

있으며, 모두 신체의 훼손 없이 신전장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보인다. 순장자는 남녀노소 모두가 대상이

로 발형기대와 장경호, 이단투창고배, 개배, 평저단경호 등의 기종에서 고유의 특색을 보이기 시작한다. 5

되며, 한 기의 순장곽 안에 복수의 인물을 함께 매장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순장 위치, 착장품 및 지참물

세기 중엽 이후에는 형식의 안정화를 이루며 넓은 대각을 가진 고배와 삼각투창과 송엽문이 새겨진 발형기

로 볼 때 순장자는 피장자 생전에 각자 맡고 있던 역할을 그대로 부여받은 상태로 순장되었을 것으로 보인

대, 판상파수가 달린 대부파수부완, 궐수문손잡이의 대부파수부호, 저평통형기대가 새로 등장하여 대가야

다. 한편, 비교적 높은 신분도 보이는데, 제73호분 서순장곽의 금동관식이 달린 비단모자를 착용한 순장자,

구성요소를 완성하게 된다. 5세기 말~6세기 초에는 대외적으로 넓게 확산되는데, 북부가야권의 주변지역

제75호분 봉분 내 순장곽의 철재 전입식이 달린 비단모자를 착용한 순장자, 제30호분 남순장곽의 금동관을

으로 서진하여 호남 동부지역까지도 전파된다. 6세기 중엽 이후에는 주요 기종의 퇴화가 급속히 이루어져

착용한 어린 순장자 등이 그들이다. 한편, 제44호분의 말이빨과 제73호분 말머리의 출토사례를 들어 동물

개, 개배, 일단투창고배 등 소수 기종만이 잔존하게 된다. 6세기 말에는 제한된 기종이 보이며 소멸과정을

순장일 가능성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으나 현재로는 장송의례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거쳐 신라토기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인다(박승규 2012).

순장자의 계층에 대해서는 출토유물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직능상으로 보면 왕을 호위하던 장군,

이러한 대가야양식 토기의 확산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세기 1/4분기에 성립하여 5세기 2/4분

호위무사, 비첩, 시녀, 창고지기, 의복 및 음식 담당자, 물품관리인, 마부, 농부 등 다양했을 것으로 추정된

기에는 일차적으로 합천·남원 일대에 확산되기 시작한다. 5세기 전엽에는 합천 옥전 28호분에서 나타나

다. 세분하여 보면, 주곽의 경우 주로 호위무사와 의례관계자, 비첩이 순장되고, 부곽의 경우 재산관리자,

고, 남원 월산리고분군에서는 재지계통과 대등한 비율로 출현한다. 5세기 3/4분기에는 합천 옥전 70호분과

순장곽에는 시비나 비첩, 말을 다루는 시종, 무사 등 다양한 직능을 가진 계층이 순장되었을 가능성을 제시

M3호분, 반계리고분군, 창리고분군, 그리고 거창지역은 대가야양식 토기가 일색을 이룬다. 5세기 4/4분기

하는 연구도 있다(김용성 2013).

에 합천 옥전고분군에서 대가야양식의 비중이 확대되고, 함양 백천리고분군과 남원 월산리고분군이 대가야

순장 연령은 10대 이하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 제44호분에는 20대 남녀 각각 5인, 30대 남성 4인,

양식 토기의 일색으로 변한다. 6세기 2/4분기에 남원 두락리고분군과 건지리고분군 역시 대가야토기 일색

30대 여성 3인, 50대 남녀 각 1인, 7~8세 여아 3인 등 다양한 연령대가 순장되었다. 제73호분에는 30대

이 된다. 이후 대가야가 멸망하는 6세기 3/4분기가 되면 전북 동부와 서부 경남의 대가야양식 토기가 신라

남성 2명, 20대 남성 1명, 10대 여성 1명과 성별을 알 수 없는 10대가 순장되었다. 순장자들의 관계는 가

계통으로 대체되지만, 고성 율대리고분군에서는 고성계 및 신라계와 함께 대가야양식이 확인된다. 또한 진

족, 부부, 부녀, 형제자매, 동녀 1쌍 등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최근 신라권역인 경산 조영동고분군에서 확

주 수정봉고분군과 옥봉고분군에서도 재지계통에 대가야양식과 백제계문물이 동시에 나타난다. 함안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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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고분군에서는 함안양식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약간의 대가야양식이 보인다(이희준 1995).

작기술이 전파되었다(이한상 2012). 그리고 대가야산 용봉문환두대도가 신라권역인 창녕 교동 10호분, 경

다음으로 대가야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은 각종 금속품과 장신구를 들 수 있다. 금속품은 주로 피장

주 식리총 및 호우총서 출토되고, 식리총 출토 검릉형행엽을 대가야산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박천수 2013).

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금동관, 용봉문·용문·봉황문 환두대도, 안장, 갑옷과 투구, 금은제 이식, 구

이와는 반대로 신라로부터 완제품이 수입된 사례도 있다. 제73호분 출토 금동제 관식과 마구는 신라산

슬목걸이 등 다양하다. 특히, 정교한 금은제 장식품이나 장식대도 등은 대가야에서 직접 생산한 것으로 보

이며, 제45호분과 대동 A-2호묘에서 출토된 삼엽문환두대도는 모양 및 제작기법으로 보아 신라에서 제작

여 대가야인의 뛰어난 세공기술 및 기술자 집단의 존재를 확인해 준다.

한 물품이다. 한편, 대동 A-2호묘에는 대가야 유물과 백제계 금동관모, 신라계 삼엽문환두대도가 함께 부
장되어 있어 대가야와 백제, 신라의 문물교류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한편, 가실왕이 중국의 악기를 보고 만든 가야금과 여러 나라의 방언이 다른 것을 통합하기 위해 우륵

5. 교역품을 통해 본 대외교류

에게 12곡을 짓게 한 점은 대가야의 예악을 정리함으로써 치국을 위한 방편이었다. 이후 우륵이 신라에 망
명함으로써 대가야의 예악이 신라에 전파되고 신라의 국악으로 자리하게 된 것도 문화교류의 한 단면으로

대가야는 주변국과 교류를 통해 자국의 문화를 더욱 발전시켰다. 유적과 유물을 통해 보면 국경선이 맞

6)

볼 수 있다. 더불어 우륵 12곡에는 남조 또는 백제에서 전해졌을 예악도 2개 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닿은 백제와 신라 이외에도 바다 건너 남조 및 왜와도 문물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세기에 들어 세력

셋째, 남조와의 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지산동고분군에서 출토된 것은 아니지만 당시 대가야

을 넓히기 시작한 대가야는 5세기 중엽 이후에는 남해를 통해 활발한 교역활동을 벌여 해상교역국가로 성장

영역권인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청자계수호를 들 수 있다. 보고자는 철제초두와 공반한 점을 들어 백제

하였다. 그 결과로 중국의 남조와 교류하고, 일본 고대문화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대가야의 국제교

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같은 무덤에서 출토된 전형적인 대가야양식의 금제이식을 통해

역로는 낙동강을 통해 남해를 이용하는 것이 쉬웠겠지만 신라가 낙동강 하류를 차지하면서 이용하기 어려

계수호의 입수처가 고령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이한상 2012). 그 외 문헌기록으로 479

웠다. 이로 인해 서쪽으로 진출하여 고령 → 합천 → 거창 → 함양 → 남원 → 구례 → 섬진강 → 하동 → 남

년 가라왕 하지가 남제에 사절을 파견하여 보국장군본국왕의 칭호를 얻었음을 통해 남제와의 교류 양상을

해안을 거쳐 일본·중국으로 통하는 길을 개척하였다. 그리고 섬진강의 여수, 순천만 일대를 확보하여 남해

간접적으로 나마 추측해 볼 수 있다.

안의 해상권을 차지하면서 다양한 해상교역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백제의 협조를 받아 남
원 → 임실 → 정읍 → 부안(죽막동)을 거쳐 일본·중국과 교류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왜와의 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4세기까지 왜와 교류하던 주도세력은 김해 금관가야이며

이로 인해 일본의 스에끼(須恵器)는 금관가야 토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대적으로 김해지

이러한 교류 양상은 고고학적자료를 통해 국가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역 고분에서는 왜계 유물이 많이 출토되고 있다. 대가야가 왜와의 교역을 주도하며 본격적으로 문물을 전파

첫째, 백제와의 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대표적인 것은 고아리벽화고분, 고아2리고분, 절상천

하기 시작한 시점은 5세기 후엽 무렵이다. 이 시기에는 왜의 물품도 수입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지산동 제44

정총 등 6세기 전~후엽에 들어온 백제 고분 축조기술에 영향을 받아 축조된 횡혈식 석실의 존재이다. 그리

호분에서 출토된 오까나와산 야광조개국자이며, 제45호분 출토 변형육수경이 왜에서 제작된 방제경으로 보

고 고아리벽화고분의 연화문은 송림리가마에서 출토된 연화문전과 함께 대가야에 불교문화가 전파되었음을

는 견해도 있다(박천수 2013). 그 외에도 남해안에서 대가야로 통하는 교통로인 산청·의령·전주·고성·

알려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주산성의 내성 내에서 조사된 6세기 중엽경의 지하식 대형 목곽고(木

사천 등지에서 왜계 무덤과 유물이 종종 출토되어 당시 왜와의 교류 모습을 보여준다.

槨庫)를 들 수 있다. 이 목곽고의 축조에는 백제 웅진기와 사비기 전반까지 사용되었던 중국의 남조척(1尺

왜와의 대표적인 교역품은 토기를 비롯해 금동관과 금동제 이식, 갑옷과 투구, 대도와 철모 등의 무기

=25cm)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동일한 구조가 대전 월평동유적, 공주 공산성, 금산 백령산성,

류, 안장과 등자 등의 마구류 등이다. 이 유물들은 내륙을 따라 대가야의 영역권인 섬진강과 남해안을 거쳐

이천 설성산성 등 백제지역에서 발견된 바 있어 백제의 기술을 적용하여 축조했음을 알 수 있다.

해상을 통해 일본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일본에서 찾은 대가야 문물은 후쿠오카, 가고시마, 오사카, 군마

유물에서는 금속공예 부분에서 교류상이 잘 나타난다. 지산동 32NE-1호분의 은상감환두대도는 일본의

등 27개 현의 100여 개 유적에서 1,000여 점 이상이 확인된다. 그중 대가야산 금공품은 금관 2점, 금동관

칠지도에 새겨진 상감기법과 유사하여 백제기술의 영향임을 알 수 있다. 제5호분(舊 39호분)의 용문환두대도

5점, 금동제 용봉문환두대도 49점, 금동제 수식부이식 229점 등과 다수의 금동제 마구가 확인되는데, 모두

는 백제의 무령왕릉 출토품과 흡사하며, 제73호분의 단봉문환두대도 등도 백제기술을 대가야에서 수용한 결

신라·백제와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대가야의 독자적인 양식이다(박천수 2018). 일본에서 출토되는 대가야

과로 볼 수 있다. 그외 지산동 제5호분의 귀면과판, 제44호분의 동완도 백제에서 계보를 찾을 수 있다.

유물은 순수 대가야산과 일본에서 대가야의 물품을 본떠 만든 것이 있다고 한다(대가야박물관 2010).

둘째, 신라와의 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신라와의 교류는 5세기 초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

한편, 6세기 전엽에 들어와서는 백제가 임나사현과 대사진을 점령함으로써 대가야는 남해안의 제해권

으로 보인다. 제5호분(舊 39호분) 출토품과 같은 대가야산 용봉문환두대도는 대가야 지배층이 공유하는 위

과 교역항을 상실함과 동시에 왜와의 교역도 퇴조하게 된다. 이러한 대가야의 쇠퇴에 동반하여 왜에는 남조

세품으로 활용되었으며, 신라권역으로도 완제품이 전해졌고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던 왜로는 제

문물을 앞세운 백제산 문물이 본격적으로 이입된다(박천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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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산동고분군의 왕묘

형분들이 거의 없다는 점은 각 왕묘 전면에 단독의 배례공간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는 경주
서악동 능원과 공주 송산리와 부여 능산리의 백제 왕릉군이 공동의 배례공간을 갖춘 것과는 다르지만 왕묘

지산동고분군의 대형분에서 왕묘로 비정하려면 대가야 왕계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가야

+배례공간의 구조로 보면 공통적인 양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왕계와 관련해서는 학자들 간의 견해가 크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대가야는 시조인 이진아시왕부터 도설지

박천수(2013)는 왕묘의 중심으로 한 지산동고분군의 조영순서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5세기 전엽에 남

왕까지 16대에 걸쳐 520년간 존속했고 562년 진흥왕이 공격하여 멸망했다고 한다.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쪽 가지능선 말단부에 30호분과 73·75호분이 축조되고, 척릉 말단부에 조영된 55호분(現 313호분)도 동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왕의 재위기간은 32.5년이다. 지산동고분군에 고총이 들어서기 시작한 시점을 5세

시기로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척릉 중하위에 위치한 35호분이 약간 이른 시기에 축조되며, 5세기 중엽에는

기 초로 본다면 이진아시왕이 나라를 세운 42년에서부터 11대에 해당하는 왕은 반로국 단계의 무덤에서 찾

척릉 중하위에 32~34호분 등이 조영된다. 5세기 후엽에는 32~35호분과 44호분 사이 척릉에 87호분(現

아야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로 보면 지산동고분군에서는 5세기 초부터 562년 멸망까지 160여 년간 대

192호), 96호분(現 179호분), 97호분(現 180호분)이 조영되고 동시에 그 동쪽 가지능선에 77호분(現 268

가야를 이끌었던 5대 왕의 무덤을 찾아야할 것이다.

호분) 등이 축조된다. 5세기 말에는 척릉 정상부에 인접하여 대형분인 45호분과 그 정상부의 가장 남쪽에는

김태식(2012)은 『남제서』 가라국전, 『삼국사기』 지리지 고령현조와 『삼국유사』 가락국기 말미의 멸망기

구 39호분(現 5호분)이 조영되고 도로 건너 남쪽 고분군이 본격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 『신증동국여지승람』 건치연혁에 인용된 최치원의 『석순응전』과 『석이정전』 등을 토대로 대가야의 왕계를

더불어 지산동고분군의 조영 계기와 관련해서는 성립기에 30호분과 73호분, 75호분 등 복수의 수장급

복원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제1세(시조) 이진아시왕, 제6~7세 정도에 해당하는 가실왕(=하지왕), 제8세

고총이 조영된 것은 지산동고분군의 매장주체가 반운리세력의 이동 등 특정세력이라기보다는 각 수계에 있

이뇌왕, 제9세의 어느왕, 그리고 그의 동기에 해당하는 마지막 도설지왕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던 여러 세력의 결집에 의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지산동고분군에는 같

노중국(2013)은 김태식(2012)과 다른 견해를 보이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가실왕과 하지왕, 도설지왕

은 시기 수장급 고총이 많은 데 비해, 주변지역 핵심고분군에는 5세기 후엽 이전의 수장급 고총이 확인되지

과 월광태자가 동일인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사서에 등장하는 왕으로 시조인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후 44호분의 축조시기에는 대형분이 가지능선에 조성되지 않으며, 주변지역 고

기본한기(己本旱岐), 하지왕(荷知王), 가실왕(嘉實王), 이뇌왕(異腦王), 도설지왕(道設智王) 정도로 보고 있

분군에서 고총이 조영되기 시작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5세기 말부터 비로소 지산동고분군이 특정 수장계열

다. 이진아시왕은 42년에 나라를 세우고, 기본한기는 369년 그 이름이 보이며, 하지왕은 479년에 남제에

의 왕묘역으로 기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복수집단의 공립에 의했던 대가야 왕권이 특정 수

사신을 보낸 기록이 있다. 이뇌왕은 522년 신라 법흥왕에게 청하여 이찬 비조부의 딸과 결혼한 후 529년에

장계열에 고정되는 과정을 반영하며, 이 시기를 대가야의 내외적 획기적인 발전기로 평가하고 있다.

파탄이 난 기록이 있고, 562년 멸망 시에는 도설지왕이 있었다. 그 외 가실왕에 관해서는 가실왕 당시 활동

이러한 결과로 44호분의 경우, 5세기 말에 조영된 점, 30인 이상의 순장자를 가진 점, 각종 위신재와

했던 우륵이 551년 이전에 신라에 망명한 기사를 들어 대체적인 재위기를 추정하고 있다. 이를 통한 대가야

함께 두 기의 대형부곽을 갖춘 대형 석곽 안에 매장된 점 등으로 보아 479년 남제로부터 본국왕으로 책봉된

왕 계보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가라왕으로 대가야양식 장경호에 새겨진 대왕과 같은 존재로 생각된다. 따라서 피장자는 하지왕으로 보아
도 무리가 없다고 하며, 45호분의 경우에는 하지왕의 배우자로 추정하고 있다(박천수 2013; 김용성 2013).

시조 이진아시왕 - ○○왕 - 기본한기 - ○○왕 - ○○왕 - 하지왕 - ○○왕(13) - 이뇌왕(14) - 월광태자
가실왕(15) - 도설지왕(16)

그 외에는 고아2리고분이 조영현(2018)에 의해 대가야의 최후 왕릉에 비정된 바 있고, 제5호분(舊 39호분)
이 금림왕릉으로 구전되어 온다.

대가야 왕묘에 대해서는 김태식이 적극 비정하고 있는데, (전)금림왕릉을 6세기 전엽으로 보고 금림왕

지산동고분군에 있어 왕묘에 비정되는 고분은 직경 20m 이상의 대형분에 국한되지만 비슷한 시기의 것

이 실존왕이라면 가실왕과 이뇌왕 사이의 인물로 보았다. 주산 정상부에 나란하게 조성된 제1~5호분(舊

이 많아 왕과 왕비, 왕의 직계가족 등의 무덤도 고려된다. 중형분은 나머지 왕족이나 고위 귀족층으로 추정해

47~51호분)은 금림왕과 이뇌왕 및 왕비를 포함한 왕족들의 무덤으로 비정하였다. 그리고 제44호분은 5세

볼 수 있다. 기존에 밝혀진 직경 20m 이상의 봉토분은 40m 이상(제5호), 40~30m(제2·3·4·261·268

기 4/4분기로 하지왕 또는 가실왕의 무덤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대가야 마지막 왕인 도설지왕은 이뇌왕

호) 5기, 30~25m(제1·15·42·44·75·260호) 6기, 25~20m(제6·45·57·73·131·270·323호)

과 신라 비조부의 누이동생 사이에 태어난 월광태자와 동일 인물로서 550년경 신라로 망명한 후 관직을 맡

7기로 19기 정도이며, 덕곡재를 기준으로 모두 북군에 집중된 양상이다(대동문화재연구원, 2010). 규모만을

다가 562년 신라에 의해 대가야의 왕위에 오른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6세기 중~후엽에 건축된 고아리벽

고려한다면 30m 이상은 모두 왕묘로 볼 수 있지만, 석실분 도입기에는 수장층 무덤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어

화고분, 고아2리고분, 절상천정총 등 대형 횡혈식석실분 3기는 도설지의 어머니와 도설지 본인의 무덤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전술한 19기는 대가야의 왕이나 왕족 또는 고위 귀족층의 무덤들일 가능성이 높다.

추정하고 있다(김태식 2012).
주산성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정선부에 위치한 대형분인 제1~5호분은 많은 연구자가 왕묘로 비정하고
있다. 김용성(2012)은 이 대형분들이 앞 시기의 고총과는 달리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열되었고 주변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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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유물에 있어 왕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물로는 수장층의 전유물로 알려져 있고, 착장한 상태로
출토되는 금동제의 용봉문·용문·봉황문 환두대도 등 장식대도가 유일하다. 고급 위신품인 금동관이나 금

다수의 순장곽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곽에서는 금제 세환이식과 은제 관모 전립식, 30여 점의
철촉이 든 금동제 화살통, 채색된 화려한 금동제 단룡문 환두대도 등이 출토되어 고분의 위상을 보여준다.

동관식, 금동제 수식부이식 등도 고려되나 왕묘의 판별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금동관은 소형분인 제32호

발굴된 대형분 5기는 왕이나 왕비의 무덤으로 보기에 손색이 없지만 피장자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문헌

분과 중형분인 제30호분 순장곽에서, 금동제의 관모장식·마구류·수하부 이식과 갑옷과 투구 등은 중형

기록을 고려하면 지산동고분군에서 찾을 수 있는 왕묘는 369년 등장하는 기본한기 이후에서 찾아야할 것이

분인 제518호분과 소형분인 제32호분에서 출토되며, 단독석곽에서도 동일한 고급 위신품이 출토되고 있어

다. 5세기 이후 대가야 멸망 사이에 알려진 왕은 하지왕, 이뇌왕, 가실왕, 도설지왕 등 4인이며, 왕족으로는

왕묘의 판별기준으로 삼기에는 미흡하다. 다만, 대형분의 순장곽에서 금동관 혹은 금동관식을 착장한 고위

이뇌왕의 왕비인 신라 이찬 비조부의 딸과 태자인 월광이 있다. 기록에 등장하는 시점으로 유추하면, 하지

순장자가 매장된 상황을 통해 왕묘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 외 왕묘와 관련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

왕릉은 5세기 말~6세기 초, 이뇌왕과 왕비릉는 6세기 전엽 이후, 가실왕릉은 6세기 중엽 이후, 도설지왕릉

7)

이는 유물은 살포 정도이다. 살포 는 실제 논의 물꼬를 틀 때에 사용하는 농구이나 고대에는 수장을 나타내
는 유물로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살포의 경우에도 제73·75호분에서 보이지만 제44·45호분에는 없으
며, 왕묘로 보기엔 어려운 제518호분에서 2점이 출토된 예외성이 있어 절대기준은 되지 못한다.

은 6세기 말 이후의 고분에서 찾아야 한다.
굳이 비정코자 한다면, 5세기 초의 제73·75호분의 경우에는 369년 등장하는 기본한기 이후 왕도를
처음 조성한 당시의 어느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기본한기가 오랜 동안 재위를 하였거나

제73호분은 목곽으로 대형의 주·부곽이 ‘T’자로 배치되었고, 순장곽은 묘광 내에 3기, 봉토 중에 1기

왕도 조성을 주도하였다면 그가 주인공일 가능성도 있다. 제44·45호분의 경우에는 조성시기와 하지왕의

가 조성되었으며, 순장자는 11인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곽에서는 피장자가 착장한 금동제 봉황문대도 1점

활동연대 등을 종합하면, 하지왕릉과 왕비릉으로 비정하는 데 시기적인 문제는 크게 없다. 제5호분(傳 금림

과 금동과 은동제 마구류, 순금 이식 2점과 순금반지 1점, 곡옥 달린 경식 3점, 살포 1점 등 고급 위신품이

왕릉)은 6세기 전엽 대에 조성되어 이뇌왕 또는 그 직전 왕일 가능성이 있다. 6세기 초 대가야의 정치적인

다수 출토되었다. 그리고 서순장곽의 순장자는 금동관식이 착장된 비단모자를 쓴 상태로 매장되었다.

상황은 이뇌왕이 주변국으로부터 곤경에 처했지만, 아직 세력은 건재했고 어려운 상황을 거대한 고총의 축

제75호분은 석곽으로 대형의 주·부곽이 ‘T’자로 배치되었고, 순장곽은 묘광 내에 7기, 봉토 중에 3기
가 조성되었으며, 순장자는 12인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곽은 대부분 도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동과 은동

조로 극복하고자 의도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5호분은 이뇌왕과 왕비를 포함한 왕의 직
계가 묻힌 무덤일 가능성이 있다.

제 마구류, 다량의 철정과 환두대도, 갑옷과 투구, 마갑, 금동제 화살통, 경식 2점, 살포 1점 등 고급 위신

가실왕릉은 6세기 중엽 이후 무덤에서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실왕은 당의 악기를 모방하여 가야

품이 다수 출토되었다. 부장곽에서도 갑옷과 마구 및 무기류 등이 출토되고, 봉분 내 제1순장곽의 순장자는

금을 만들고 우륵에게 명하여 12곡을 짓게 하는 등 주변 문물 수용에도 적극적이었고, 대가야 예악도 정리

철재관식이 착장된 비단모자를 쓴 상태로 매장되었다.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고대의 예악 정리는 정치적이며 지배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특히,

제44호분은 석곽으로 앞 단계의 고분처럼 대형의 주·부곽이 ‘T’자형 배치와 동시에 추가적으로 주곽과

그가 제위했던 6세기 전엽 이후 대가야에는 주변국의 문물과 기술들이 많이 수용되는데, 대가야의 묘제와

나란히 1기의 부곽을 병렬배치하였다. 순장곽은 봉분에 방사상으로 32기를 조성하였고, 순장자는 37명 이

산성 축성, 유물 등에서도 이런 점이 많이 확인된다. 이러한 가실왕의 행적으로 보면 그의 무덤은 6세기 중

상으로 추정된다. 주곽에서는 백제산 청동완 2점과 일본산 야광조개국자, 은장철모 1점, 갑옷과 투구, 철부

엽 이후 백제 중앙의 무덤을 수용하여 축조한 고아리벽화고분, 고아2리고분, 절상천정총 등이 대상이 된다.

(살포?), 금동제 마구류 등 고급 위신품과 외부 이입품이 출토되었다. 그 외 제3·4·29호 순장곽에서는 금

이 중 현실 내부의 규모가 가장 크고, 대가야의 최후 왕릉으로 비정한 조영현(2018)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동제 이식 1set, 제11·32호 순장곽에서는 금동제 수식부이식 1set, 제6호 순장곽에서는 금동제 수식부이

다면 고아2리고분을 가실왕릉에 비정할 수도 있으며, 석실분이라는 구조상 왕비도 함께 묻혔을 것으로 보인

식과 금동제 이식 각각 1set, 제25호 순장곽에서는 청동방울 2점, 재갈과 등자 등 마구류 1식 등 다양한 계

다.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고아리벽화고분은 다른 왕족의 무덤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층의 순장자를 추론할 수 있는 자료가 출토되었다.

한편, 도설지 본인과 그의 어머니의 무덤을 고아리벽화고분, 고아2리고분, 절상천정총 등에 비정한 사

제45호분은 석곽으로 대형의 주·부곽이 병렬배치되었고, 순장곽은 봉분에 방사상으로 11기가 조성되

례(김태식 2012)가 있으나 시기적으로 연결이 적절하지 않다. 물론 미리 생전에 조성한 수릉(壽陵)의 개념

었으며, 순장자는 13인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곽에는 신라산 은장환두대도와 은장도자 각 1점, 갑옷과 목가

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무리가 있다. 도설지왕릉을 굳이 지산동고분군 내에서 찾고자 한다면 25m급을 전후

리개, 금동제 관형장식 1점, 금동제 수식부이식 2set, 은제이식 1점, 경식 및 곡옥, 금동 및 은동제 마구류

한 제15·42·57·323호분 중 하나로 비정해야할 것이다. 이 중 제323호분은 다른 왕묘들과 달리 북서편

일습 등 고급 위신품이 출토되었다. 부곽에서는 금동제 수식부이식 1set. 곡옥 1점, 도자 2점, 제1호 순장

으로 떨어진 독립능선 정상부에 위치하는데, 주변부로는 별도의 고분이 군집을 이루며, 하단부에서는 대가

곽에서는 화살촉 수십 개, 제2·3·6·7·11호 순장곽에서는 금동제 수식부이식 1set, 제10호 순장곽에서

야 말기 이후의 횡혈실석실이 많이 확인된다는 점을 통해 그 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는 금동제 이식 1set 등이 출토되어 순장자의 계층이 다양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562년 멸망 시 재위하던 도설지왕은 신라계 무덤에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의 정치적인 상

제5호분(傳 금림왕릉)에 대한 정보는 소략하지만, 봉분 직경이 47m 정도이며, 주곽의 길이가 9.8m로

황은 신라가 저항하는 대가야의 지배층 및 유민들을 와해시키려 사민정책을 폄과 동시에 묘제에 있어서도

지산동고분군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발굴조사 시 주곽 주변으로 복수의 작은 석곽이 확인된 점으로 미루어

신라계 횡혈식석실을 도입하고 부장유물 역시 신라 유물로 강제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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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가 패망한 도설지왕을 대가야 왕묘가 늘어선 지산동고분군에 묻히도록 허가했을 가능성은 낮다. 반면,
신라에 편입된 대가야인들의 반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왕이었다는 지위에 걸맞는 무덤을 조성했을 가
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도설지왕과 가족의 무덤으로 지산동고분군과 일정거리 떨어져 남서쪽 능선에 위치
한 지산리 산115 유적의 제3호 석실분을 고려해볼 수 있다. 6세기 후엽 경에 조성된 방형계 횡혈식석실분
으로 호석과 주구를 갖추었다. 현실 규모는 길이 2.63m, 너비 2.43m이며, 중앙 연도와 현문부 양쪽에 문
주상석을 구비한 정형의 횡혈식 구조로 시상이 5차에 걸쳐 마련되어 있다. 이 석실분은 경주 충효리 제5·
7·10호 석실분 등 신라 중심부에서 가장 정형화된 구조가 알려져 있는 외에는 신라지방에서도 조사된 예
가 거의 없는 형태로 고령지역에서는 처음 조사되었다. 특히, 현실 내부에는 고배와 완, 대부장경호, 대부
완 등 각종의 신라토기와 금동제이식, 금동허리띠장식 등이 고급 위신품이 출토되었다(대동문화재연구원
2018).
보고자는 경주 중앙귀족들이 사용한 석실분이 대가야 멸망 후에 지산동고분군이 조영된 곳을 벗어나 인
근 능선에 조영되었다는 점을 들어 대가야에 대한 직접통제의 수단으로 이주시킨 신라의 귀족 또는 중앙관
료의 무덤이라기보다는 멸망한 대가야 재지유력층의 무덤으로 보고 있다. 이는 대가야 멸망 후 지산동고분
군에 신라토기를 부장한 고분이 연속해서 축조되는 현상을 그 무덤 주인공이 대가야 멸망 후 들어온 신라인
이 아니라 재지의 유력층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는 시각의 연장선상이다(이희준 2014). 이런 양상은 지산
동고분군의 발굴자료로도 확인되는데, 6세기 후엽 경에는 대가야식 묘제에 신라토기만 부장되는 사례가 늘
어나고, 6세기 말에 이르면 신라계 횡혈식석실분으로 묘제가 완전히 변모하는 추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Ⅲ. 대가야 중심권역의 고분군 분포와 위계
<그림 2> 대가야 중심권역 고분군의 위계와 성격별 관련 유적 분포도

대가야의 중심권역에 해당하는 고령군 일대에는 반로국 이래 대가야의 중심지가 자리했던 만큼, 많은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다. 대가야 왕도에 자리한 지산동고분군을 중심으로 하여 회천·대가천·안림천 일대
와 낙동강에 접한 능선 정상부를 따라 분포하고 있으며, 49개소 정도가 알려져 있다. 고분군 중에는 행정구
역이나 능선이 달라 여러 개로 구분된 경우도 있어 분포상으로 보면 20군집, 동일 집단으로 크게 묶어보면

1. 노곡리고분군① 2. 노곡리고분군② 3. 노곡리고분군③ 4. 노곡리고분군④ 5. 박곡리고분군 6. 백리고분군① 7. 백리고분군② 8. 성주 오천리
고분군 9. 성주 계정리고분군Ⅰ 10. 성주 계정리고분군Ⅱ 11. 예리고분군 12. 대평리고분군 13. 화암리고분군 14. 월산리고분군① 15. 월산리고
분군② 16. 월산리고분군③ 17. 월산리고분군④ 18. 후암리고분군 19. 본관리고분군 20. 쾌빈리고분군 21. 중화리고분군① 22. 중화리고분군②

12군집 정도로 구분된다. 시기적으로는 2~4세기 대의 고분군도 보이지만, 5세기 대에 들어와 고총 축조를

23. 연조리고분군 24. 지산동고분군 25. 고아리고분군 26. 장기리고분군① 27. 장기리고분군② 28. 양전리고분군 29. 반운리 와질토기 유적 30.

시작으로 6세기 대에 들어와 집중적으로 군집을 이루는 특징을 보인다.

반운리고분군 31.개포리고분군 32. 구곡리석곽묘(군) 33. 용리고분군 34. 고곡리고분군 35. 안림리고분군① 36. 안림리고분군② 37. 안림리고분
군③ 38. 귀원리고분군 39. 신곡리고분군① 40. 신곡리고분군② 41. 산주리고분군 42. 하거리고분군 43. 산당리고분군 44. 송림리고분군① 45.
송림리고분군② 46. 합가리고분군 47. 사전리고분군 48. 도진리고분군① 49. 도진리고분군② 50. 용리 제철 유적 51. 합천 야로리 야철지 52. 합
천 하빈리고분군 53. 합천 금평리고분군 54. 합천 월광리고분군 55. 외리 토기가마터 56. 합가1리 토기가마터 57. 합가2리 토기가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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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로국 단계의 고분군은 대부분 토광묘나 목곽묘로 추정되는데, 현재 알려진 고분군은 반운리와질토기

【표 3】 대가야 중심권역 고분군의 위계
봉토분
직경(m) 수(기)
5~8
7
5
5
5
5
·
·
5~15
10
5~10
20
5~8
30
6
1
6~8
2
8~20
4
4
4
5~20
4
5~8
4
5~20
30
5
2
10~15
20
·
·
5~15
5
15~20
30
10~15
10
·
·
·
·
10~20
65
5~45
704
5~23
53(?)
4~6
5
10
1
4~8
10
·
·
·
·
4~8
20
5
5
10~15
10
5~8
10
4
3
·
·
5
3
4
2
5
2
10~15
10
6~15
3
4
5
4
4
4
2
5
4

연번

유적명

시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고령 노곡리고분군①
고령 노곡리고분군②
고령 노곡리고분군③
고령 노곡리고분군④
고령 박곡리고분군
고령 백리고분군①
고령 백리고분군②
성주 오천리고분군
성주 계정리고분군Ⅰ
성주 계정리고분군Ⅱ
고령 예리고분군
고령 대평리고분군
고령 화암리고분군
고령 월산리고분군①
고령 월산리고분군②
고령 월산리고분군③
고령 월산리고분군④
고령 후암리고분군
고령 본관리고분군
고령 쾌빈리고분군
고령 중화리고분군①
고령 중화리고분군②
고령 연조리고분군
고령 지산동고분군
고령 고아리고분군
고령 장기리고분군①
고령 장기리고분군②
고령 양전리고분군
고령 반운리와질토기유적
고령 반운리고분군
고령 개포리고분군
고령 구곡리석곽묘(군)
고령 용리고분군
고령 고곡리고분군
고령 안림리고분군①
고령 안림리고분군②
고령 안림리고분군③
고령 귀원리고분군
고령 신곡리고분군①
고령 신곡리고분군②
고령 산주리고분군
고령 하거리고분군
고령 산당리고분군
고령 송림리고분군①
고령 송림리고분군②

6세기
6세기
6세기
6세기
4~7세기
5~7세기
5~7세기
4~6세기
5~7세기
5~7세기
5~6세기
6세기
5~6세기
5~6세기
5~6세기
5~6세기
5~6세기
5~6세기
5~6세기
4~6세기
5~6세기
5~6세기
5~6세기
5~7세기
5~6세기
5~6세기
5~6세기
5~6세기
2~5세기
6세기
6세기
6세기
6세기
6세기
6~7세기
6세기
6~7세기
6세기
6세기
5~7세기
5~6세기
5~6세기
4~6세기
5~6세기
4~6세기

46

고령 합가리고분군

5~6세기

4~6

47
48
49

고령 사전리고분군
고령 도진리고분군①
고령 도진리고분군②

5~6세기
5~7세기
5~6세기

·
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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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제
종류
석곽묘/석실묘
석곽묘
석곽묘
석곽묘
석곽묘/석실묘
석곽묘/석실묘
석곽묘/석실묘
목곽묘/석곽묘
석곽묘/석실묘
석곽묘/석실묘
석곽묘
석곽묘/석실묘
석곽묘/석실묘
석곽묘/석실묘
석곽묘
석곽묘/석실묘
석곽묘/석실묘
석곽묘/석실묘
석곽묘/석실묘
목곽묘/석곽묘/석실묘
석곽묘
석곽묘
석곽묘/석실묘
목곽묘/석곽묘/석실묘
석곽묘/석실묘
석곽묘
석곽묘
석곽묘/석실묘
토광묘/옹관묘/석곽묘
석곽묘/석실묘
석곽묘/석실묘
석실묘
석곽묘/석실묘
석곽묘/석실묘
석곽묘
석곽묘
석곽묘
석곽묘
석곽묘
석곽묘/석실묘
석곽묘/석실묘
석곽묘
목곽묘/석곽묘
석곽묘
목곽묘/석곽묘

추정수
수백여 기
수십여 기
수십여 기
수십여 기
400여 기
수백여 기
수백여 기
수백여 기
수백여 기
수백여 기
수백여 기
수백여 기
수십여 기
500여 기
50여 기
300여 기
200여 기
수십여 기
500여 기
300여 기
200여 기
수십여 기
300여 기
1만여 기
50여 기
200여 기
100여 기
300여 기
수백여 기
100여 기
400여 기
10여 기
200여 기
100여 기
100여 기
수십여 기
100여 기
수십여 기
수십여 기
300여 기
100여 기
수십여 기
100여 기
수십여 기
300여 기

6

석곽묘/석실묘

200여 기

·
4
·

석곽묘/석실묘
석곽묘/석실묘
석곽묘

200여 기
100여 기
200여 기

비고

유적, 성주 오천리고분군, 송림리고분군②, 산당리고분군 정도이며, 대가천, 안림천, 회천 유역권에서 모두
확인되고 있다. 이로 보아 반로국 단계에서 이미 고령 전역을 세력권에 포함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8)

중위/하위고분군

9)

가라국(대가야) 단계 인 4세기 중엽 이후 묘제는 목곽묘가 주류 를 이루다가 5세기 초를 기점으로 점차
수혈식 석곽 및 석실로 변화하며, 고분의 수량도 급격히 증가한다. 이후 5세기 초~6세기 중엽까지는 고령

상위고분군/무계리·봉화산성과 set
상위/중위/하위고분군
노고산성과 set
(반로국 단계 포함)
중위/하위고분군
신라 고분 확인(전환기)
하위고분군/예리산성과 set
하위고분군

상위/하위고분군
운라산성/옥산성과 set

상위/중위/하위고분군
(반로국 단계 포함)
하위고분군
최상위/상위고분군
주산성과 set
(왕도의 중심고분군)
중위/하위고분군
망산성과 set

군 전역에서 고분군의 축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고분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령 일대의 고분군은 분포 위치와 조성집단의 성격을 추론하여 크게 왕도의 중심세력 관련 고분군,
방어집단 관련 고분군, 생산집단 관련 고분군, 그 밖의 독립집단 고분군 등으로 4분류 해볼 수 있다【표 3】,
<그림 2>. 물론, 해당 집단들의 활동이 분류성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생업을 유지하면서 주로
담당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역할 분담적 차원의 분류라는 점을 미리 밝힌다.

1. 왕도의 중심세력 관련 고분군
지산동고분군과 연조리고분군, 고아리고분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최상위고분군과 상위고분군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주산성과 궁성지를 포함한 대가야 왕도의 주요시설과 연계되어 하나의 조합을 이루고 있다.
고분군은 궁성지와 주산성을 중심으로 두고 좌측으로 지산동고분군과 고아리고분군, 우측으로 연조리고분
군이 분포한다. 왕도를 조성할 시 전체 기획 속에 배치된 것으로 궁성지와 주산성 사이의 넓은 공간에는 고
분을 조성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비운 양상이 확인된다.
최상위고분군은 지산동고분군으로 5세기 초 제73호분의 조영을 시작으로 하여 대가야 말기까지 최고
지배층과 중심세력의 내세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중심지 고분군인 만큼 왕과 왕족, 고위 귀족층을 비롯하

하위고분군(반로국 단계 포함)

여 관료나 병사, 기술자 등 왕도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 왕과 왕족, 고위 귀족층은 주

중위/하위고분군

로 정선부를 따라 말단부에서 정상부로 축조되는 경향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1만 5천 기 정도의 고분이 조

중위고분군, 미숭산성과 set

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상위고분군인 연조리고분군은 이례적으로 북편 능선상에 조성된 특징을 보이는데, 남쪽과 정선부 일대

하위고분군

에도 많은 대가야토기편이 산포하고 있어 이 공간에는 주민들이 거주하던 취락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
10)

된다 . 그리고 상위고분군인 고아리고분군에는 고아2리고분과 고아리벽화고분 등 수장급 고분과 더불어
중위/하위고분군

다수의 고분군이 조성되어 있으며, 고분이 없는 북편 능선 일대에는 연조리 고분군과 마찬가지로 대가야 취

하위고분군/만대산성과 set

락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위/하위고분군
토기 생산 집단과 관련
(반로국 단계 포함)
하위고분군
토기 생산 집단과 관련
하위고분군
하위고분군/도진리산성과 set

2. 방어집단 관련 고분군
해당 고분군은 산성과 조합을 이루거나 신라세력의 국경지대에 배치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상위
고분군과 중위고분군, 하위고분군이 각각 조합을 이루는데, 지정학적 중요도로 인해 방어와 관련된 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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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된 결과로 추정된다. 10개 정도의 그룹이 추출되며, 이 중 산성과 조합상을 이루는 고분군은 8개 정도

된다. 노곡리고분군①~④는 중위와 하위의 고분군 4개소가 인접하여 분포한다. 산성과 같은 별도의 방어시

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설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6세기 이후에 조성된 소형분 수백여 기 분포하며 출토유물이 대가야토기 일색인 점

성산가야와 대치되는 북쪽 국경선인 대가천 유역으로는 노고산성-예리산성-의봉산성이 배치되고, 신

으로 미루어 성산가야와 달성 하빈지역의 신라세력을 방어하던 독립집단과 관련된 고분군으로 추정된다.

라와 대치하는 동쪽 국경선인 낙동강 유역으로는 월성리보루성-무계리산성-봉화산성-도진리산성이 배치
되어있다. 산성은 왕도를 중심으로 2차 방어선을 이루며, 주변으로 고분군이 조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노고산성과 조합을 이루는 것은 백리고분군①·②, 성주 오천리고분군으로 상위와 중위 및 하위고분군

3. 생산집단 관련 고분군

이 연관되어 하나의 단위집단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준다. 3개의 고분군에서 추정되는 고분의 수는 500여
기 이상이며, 봉토 직경이 10m 미만의 소형분이 대부분이다. 예리산성과 조합을 이루는 예리고분군은 산성
과 이어지는 높은 산 정선부와 사면부에 소형 석곽묘 위주로 수백 기가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런 양상
은 고분의 피장자가 산성을 방어하던 집단의 구성원이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무계리산성 및 봉화산성과 조합을 이루는 것은 박곡리고분군인데, 이 일대는 대가야와 신라의 주요 관
문으로서의 매우 중요한 접경지대에 해당한다. 그 중요도에 걸맞게 상위고분군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400
여 기의 석곽묘와 15m급의 중형봉토분이 다수 확인된다. 도진리산성을 중앙에 두고 양편에 조성되어 있는
도진리고분군①·②는 높은 산 정상부에 독립적으로 위치하며, 석곽묘 위주의 고분 수백 기가 조성되어 있
다. 이런 점은 피장자가 산성을 유지하던 방어집단의 구성원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왕도를 중심으로 운라산성-망산성-내곡리산성-소학산성-만대산성-미숭산성이 상호 연결
되어 1차 방어선을 구축하며 주변으로는 산성과 관련된 고분군들이 조성되어 있다.
운라산성과 조합을 이루는 월산리고분군①~④와 화암리고분군은 상위·중위·하위 고분군이다. 왕도
와 가깝다는 지리적인 특성과 고분군의 규모로 보아 왕도의 중심세력 다음으로 큰 집단을 이루었을 것으
로 보인다. 고분의 수량도 1,000여 기 이상이며, 봉토분의 규모도 10~20m급이 많다. 망산성은 왕도의 주
산성과 동쪽 경계인 낙동강 유역의 봉화산성과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중요산성으로 주변에는 장기리고분군
①·②과 양전리고분군 등 중위·하위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다. 여타 방어산성 일대에 분포하는 고분군들
과 같이 석곽묘가 주류를 차지하며, 600여 기의 고분이 조성되어 있다.

해당 고분군은 토기 및 철 생산유적이 인접해 있어 상호 관련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이 고분군의
지정학적 위치는 대가야 중심권역 중 상대적으로 방어의 부담이 거의 없는 안림천 상류인 서남쪽으로 치우
쳐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조사된 송림리 토기가마터와 관련된 송림리고분군①·②, 산당리고분군, 하거리고분군이 여기에 해
당한다. 특히 가마터가 위치한 중위고분군인 송림리고분군②는 토기생산집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일대에서는 반로국 단계의 토기도 출토되어 동시기 생산유적도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 송림리 토기가마터는 지산동 제44~45호분 단계에 해당하는 5세기 후엽~6세기 전엽의 토기를 주로
생산하던 시설이다. 동시에 왕궁, 관청, 사찰, 산성 등 주요건물에 필요한 벽돌도 함께 생산하고 있어 와도
(瓦陶) 겸업의 공방시설로 판단된다. 특히, 연화문 벽돌은 상당히 격이 높은 건축 부재로 가야지역에서 처음
으로 출토된 것이다. 이를 통해 수준 높은 대가야의 건축문화를 엿볼 수 있으며, 고아리벽화고분의 연화문
과 함께 대가야의 불교문화 수용과 전개를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고령에서 가장 큰 규모인 합가1리 토기가마터와 관련된 합가리고분군이 있는데, 소형분 위주
로 석실 및 석곽묘 200여 기가 분포하고 있다. 고분군에 인접한 가마터에서는 지산동고분군 등 대형분에서
주로 출토되는 통형기대를 비롯해 5~6세기 대가야양식 토기의 전기종을 생산하고 있다. 이로 보면 이 가마
터는 대가야의 대규모 토기생산단지이고 이를 관리하던 집단의 무덤이 합가리고분군임을 알 수 있다.

미숭산성과 관련된 용리고분군은 중심지와 떨어진 오지임에도 불구하고 10~15m급의 중형분 10여 기

한편, 철 생산과 관련된 고분군으로는 방어집단으로도 분류한 용리고분군이 있다. 대가야의 철생산과

와 200여 기의 석곽묘가 분포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대가야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방어의 중요도가

관련된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 다만, 『삼국사기』 지리지에 대가야의 영역으로, “야로현(冶爐縣)은 본래 적화

낮은 지역임에도 중형분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은 미숭산 일대에서 채취되는 철을 관리하던 철생산 집단의

현(赤火縣)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와 같이 철생산과 관련된 지명이 나온다. 여기에서 ‘야로(冶爐)’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만대산성과 관련된 산주리고분군 역시 합천지역과 접해있어 대가야에 있어서는

는 철을 다루는 단야(鍛冶)나 노(爐)와 관련 있고, ‘적화(赤火)’라는 역시 불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이 지

상대적으로 방어의 중요도가 낮은 곳이다. 봉토 직경 15m급의 중형분과 100여 기의 고분군이 분포한다.

역이 대가야의 영역으로 편입된 것은 3세기 후엽 경으로 반로국이 가락국(대가야)으로 발전한 기저에는 철

그리고 별도의 산성은 조성되지 않았으나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방어적인 성격의 3개 그룹이 있는데,
모두 성산가야 방면에 치우쳐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11)

이 중요한 동력원으로 작용했다고 한다(노중국 2004).
현재까지 대가야 야철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바 없으나 미숭산을 중심으로 서쪽인 야로현 일대에는

성주 계정리고분군①·②는 대가천을 경계로 성산가야와 대치되며 방어집단이 상주했을 것으로 보이지

야로리 야철지, 동쪽인 쌍림면 일대에서는 용리제철유적이 확인된 바 있어 대가야 당시에도 미숭산 일대에

만 관련된 산성은 없다. 그러나 고분이 수백여 기 조성되어 있고, 직경 20m 정도의 중형분이 분포하는 점으

서 철생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야로리 야철지에 인접한 합천 하빈리고분군과 용리제

로 미루어 독립세력을 유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평리고분군 역시 전체 규모는 작지만, 대가천의 북편에

철유적에 인접한 용리고분군은 오지에 독립적으로 조성된 고분군임에도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중형분들이

위치하고, 직경 20m 정도의 중형분과 수백여 기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어 독립세력을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

조성되어 있어 대가야가 중요하게 여기던 철생산 집단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나마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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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난생한 수로왕이 9간의 추대에 의해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건국 과정을 보여주며, 금관가야의 건
국신화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가락국기』에는 나머지 다섯 동자도 각기 돌아가 나라를 세웠다는

그 밖에는 지역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던 제집단과 관련된 고분군을 살펴보겠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용과 연계하여 대가야를 포함한 5가야 역시 김해 금관가야(가락국) 시조와

먼저, 낙동강을 통한 수상교역을 담당하던 집단과 관련된 개포리고분군이 있다. 고분군과 접한 개포나

마찬가지로 난생으로 태어나 건국하였다는 신화가 존재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노중국 2017).
13)

루는 낙동강 수운을 통해 대가야읍내로 들어가는 물류전진기지로서 고려시대에는 가야산 해인사로 향하던

5가야의 명칭과 관련하여서는 『삼국유사』 5가야조와 인용된 『본조사략』이 참고된다.

난생설화라는 공

고려 대장경판의 교통로로 이용된 곳이기도 하다. 이로 보면 고분군은 대가야의 물류전진기지를 관리하던

통적인 신화를 공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야국은 『가락국기찬』 속에 기록된 아라가야, 고녕가야, 대가야,

개포리 집단의 분묘지로 낙동강 하류의 창녕-영산-밀양 등과 상류지역인 화원-다사-칠곡 등의 신라권역

성산가야, 소가야 등과 『본조사략』에 나오는 금관가야, 고녕가야, 비화가야, 아라가야, 성산가야 등이다. 두

과의 문화교류를 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개포리고분군에는 대가야 최번성기인 6세기 전엽 대에 시작하

문헌에 금관가야와 대가야가 서로 빠진 점에 대해서는 『가락국기찬』은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5가야를 언급하
여 연맹체가 만들어진 당시의 상황을 반영해주는 것인 반면, 『본조사략』은 대가야를 중심으로 하여 5가야를

여 멸망기까지 소형분 위주로 400여 기가 조성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동일 능선상에 넓게 분포하는 본관리고분군과 후암리고분군, 쾌빈리고분군의 조합상이다.
상위·중위고분군으로 중형분 30여 기를 포함하여 1,000여 기의 고분이 조성되어 있어 이 일대에는 왕도
중심세력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집단이 존재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대가야의 중심고분군인 지
산동고분군과 인접함에도 묘제나 출토유물에 상이성을 보이고 있어 대가야세력의 집단구성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와 필적하는 세력으로는 북쪽에 인접한 월산리고분군 집단 정도가 있다.
그 외 중위·하위고분군으로 구성된 신곡리고분군, 하위고분군으로 구성된 안림리와 고곡리고분군, 하
위고분군으로 구성된 중화리고분군 등과 관련된 독립집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언급한 결과로 보고 있다(노중국 2017).
한편, 5세기 전엽 이후에는 가라국(대가야)이 가락국(금관가야)을 대신하여 새로운 맹주국으로 부상하
며 후기가야를 주도한다. 가라국은 가야연맹체의 새로운 맹주국이 되는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하고 부체제
를 이루어 연맹체 내에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작업을 본격화하였다. 여기에 대해 노중국(2017)은 가라국
이 취한 여러 가지 행동에 주목하며, 그 핵심 중 하나는 새로운 건국신화의 탄생으로 보고있다.
첫째, 가라국은 최고지배자의 칭호를 종래 ‘한기’에서 중국식으로 최고지배자의 권위를 높인 ‘왕’으로 개
칭하였는데, 479년에 남제에 사신을 파견한 하지(荷知)가 ‘가라왕(加羅王)’으로 기록된 것이 이를 보여준다.
14)

이때 남제로부터 받은 보국장군본국왕(輔國將軍本國王) 으로 작호는 가라국 최초이자 최후의 것이다. 이렇
게 남제와 교섭과 교류를 함으로써 가라국은 대외교역권을 중앙에서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새로운 건국신화를 만들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천신 이비가와 가야산신 정견모주가 결합
하여 낳은 뇌질주일과 뇌질청예가 각각 대가야 왕과 금관가야 왕이 되었다고 하는 형제설화가 나온다. 여기

Ⅳ. 대가야의 건국신화

에서는 대가야왕이 된 뇌질주일(이진아시)이 금관가야 왕 뇌질청예(수로왕)보다 먼저 언급되어 대가야의 시
조는 형으로 금관가야의 시조를 동생으로 관념하여 대가야의 위상을 높이려 한 것을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형제 관계를 표방한 점은 대가야가 가야 전체의 정통성을 계승하고자 의도한 결과이다.

1. 기존연구

셋째, 금관가야의 신성한 산은 구지봉이나 시조형제설화에서는 고령 가라국이 위치한 가야산과 가야산
신 정견모주가 강조되고 있다. 이뇌왕을 정견모주의 십세손이라 한 것과 가야산의 가마바위가 시조 탄생지

종래 가야사 연구에서는 가락국(금관가야)은 김해지역이 가지는 관문적 성격을 활용하여 성장한 후 변한

라 하는 후대의 전승기록이 이를 보여준다. 이 역시 고령 가라국 중심의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연맹체를 주도하였고, 4세기 이후 변한연맹체가 가야사회로 전환된 이후에도 5세기 전엽까지 맹주국의 지

넷째, 시조의 이름도 대가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가락국기』에 의하면 가락국의 시조는 수로로만 나

위를 누린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삼한지역에 국이 성립한 기원전후의 어느 시기에서부터 5세기 전엽까지를

온다. 그런데 이 시조형제설화에서는 대가야와 금관가야 시조의 이름에는 성(姓)일 가능성이 높은 ‘뇌질(惱

전기가야로 부르며 주도세력은 가락국으로 파악하였다(김태식 1993).

窒)’이 공통으로 나온다. 이 ‘뇌질’은 대가야 시조의 이름에 먼저 사용되었고 이후 금관가야의 시조에게도 적

이러한 가야연맹체에서 전해오는 건국신화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서 보이는 6가야의 탄생설화와 『신
12)

용하여, 대가야가 금관가야를 지파로 관념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증동국여지승람』의 대가야 건국신화가 전부이다. 『삼국유사』 가락국기 에는 “9간들이 계욕(擧浴)하는 날에

다섯째, 가락국의 국격을 낮추었다. 국명은 대외적으로 나라를 대표해 주는 역할을 한다. 금관가야는

구지봉에서 수상한 소리가 나서 모였는데 하늘에서 드리운 끈이 땅에 닿았다. 그 끈 아래를 찾아보니 붉은

가야연맹체를 주도할 당시 ‘대가락(大加洛)’ 또는 ‘임나가라(任那加羅)’라고도 불렸는데, 모두 금관가야가 가

보자기에 싸인 금합상자 안에 6란이 들어 있었다. 이 6란이 화하여 동자가 되었는데 가장 먼저 나온 동자가

장 우월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명칭이다. 그러나 대가야가 가야연맹체의 맹주국이 된 후 금관가야의 국명은

수로였다. 수로는 가락국을 세웠고, 나머지 다섯 동자도 각각 돌아가 5가야 주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남가라’

176

가야고분군 Ⅴ

15)

16)

또는 ‘하가라’ 로 나오는 반면, 대가야는 ‘가라’ 또는 ‘상가라’로 나온다. 남가라는 가라를 중심에

고령 지산동고분군과 대가야의 건국신화

177

두었을 때의 칭호이고, 하가라는 상가라를 중심에 두었을 때의 칭호이다. 이는 대가야가 자신의 위상을 높
이기 위해 이전의 맹주국이었던 금관가야의 위상을 의도적으로 격하시킨 결과라고 하겠다.

토제방울은 직경 5cm 정도의 작은 것으로 새겨진 선각은 매우 얕고 가늘어 육안으로는 그림들을 구분
하기 어렵다. 그림 내용은 가야의 건국신화를 표현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표현 대상과 행위를 간략하게

여섯째, 이 시기 대가야(고령 가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 고대한 규모의 고령 지산동고분군과 금

상징화하고 있어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 그림은 6개의 주제로 나누어져 있으

관 및 금동관 그리고 장식대도로 대표되는 위신품이다. 고분의 규모나 출토된 유물 그리고 위신품은 다른

며, 하나하나가 가락국기에 나오는 건국신화의 내용과 부합된다. 그러나 그림은 대가야의 건국신화를 표현

가야국에 비해 단연 압도적이다. 이 또한 대가야국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

하고 있으므로 당시 대가야인의 관점에서 보아야 올바른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내용과 토제방울에 새겨진 6가지 주제를 비교하면 아래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
리고 토제방울에 새겨진 그림은 당시 이를 만든 장인이 살고 있던 대가야국의 왕도를 배경으로 하여 구성했

2. 토제방울에 새겨진 대가야의 건국신화

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늘날 대가야읍을 중심으로 건국신화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8년 고령 지산동고분군에서는 『삼국유
17)

사』 가락국기에 기록된 가야 시조의 탄생설화
5-1

5-2

를 형상화한 그림이 새겨진 토제방울이 출토되
어 대가야 건국신화를 새롭게 해석하게 되었다.
이 발견은 문헌에 나오던 건국신화의 모습이 유

5-3

물에 투영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도 중요하
주석곽

지만 여러 가야국이 공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난생설화 형태의 건국신화를 증명해 줄 자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토제방울은 봉토직경 10m의 제Ⅰ-5호분
에서 주곽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배치된 3기
의 소형석곽 중 제5-1호에서 출토되었다. 석곽
묘는 벽체를 판석으로 세운 뒤 바깥 면과 상단
부를 할석으로 부가하고, 이중으로 개석을 덮
은 대가야 중심부의 전형적인 소형 석곽묘이다.
4~5세의 어린아이가 묻힌 무덤으로 규모는 길
이 1.65m, 너비 0.45m, 깊이 0.55m 정도이
다. 조성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당시 유물의 부장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 4> 토제방울에 새겨진 주제별 그림

데, 내부에서는 토제방울 1점 외에 소형토기 6
<그림 3> 토제방울이 출토된 고분과 출토 위치

점, 쇠낫 1점, 화살촉 3점, 곡옥 1점 등과 어린
아이의 치아 및 두개골편이 함께 출토되었다.

5세기 후반에 제작된 작은 토제방울에는 대가야 장인(匠人)이 그가 알고 있던 대가야국의 건국신화를

제1주제: 가야 탄생설화의 장소인 구지봉(龜旨峰)을 표현한 것이다. 구지가(龜旨歌) 연구자 중에는 거
북을 신과 인간의 매개동물로 보고, 거북의 ‘머리’를 수로(首露)·우두머리·남근(男根)·구지봉(龜旨峰)으
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토제방울을 만든 대가야 장인이 생각하는 구지봉은 오늘날까지도 대가야

형상화한 그림을 새겨 넣었다. 그리고 대가야인의 사후 안식처인 지산동고분군 내의 어린아이 무덤 속에 부

건국과 관련되어 정견모주의 설화가 전해내려 오는 가야산 상아덤을 모티브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장된 것이다.

야 당시 가야산은 신성한 성산이며, 상아덤은 대가야 시조의 탄생처로 전해왔을 것이다. 이후 대가야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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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며 시조의 탄생처는 그대로 유지된 체, 정견모주와 이비가가 만나 시조가 탄생했다는 설화내용이 보태

3. 2단계에 걸친 대가야의 건국신화

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즉, 대가야 장인은 그가 인지하던 대가야의 성소인 가야산 상아덤의 바위모양처럼
우뚝 솟은 바위의 형상을 토제방울에 새긴 것이다.

대가야의 건국신화를 담아놓은 작은 토제방울 1점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대가야의 건국신화의 배경이

제2주제: 거북의 형상으로 토제방울의 고리 부분을 머리로 삼고 표면에는 둥글게 외곽선을 그은 후 내

나 변화과정 등 다양한 방면의 연구를 시도하게 한다. 지금까지 대가야 건국신화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부에 2열의 등껍질을 새겨 넣었다. 거북의 머리는 신(神) 또는 하늘(天)을 상징화한 것으로, <제6 주제>를

고령현에 인용된 최치원의 석이정전(釋利貞傳)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가야산신감생설(伽倻山神感生說)」

통해 보듯이 하늘(거북머리)에서 내려오는 자색 줄이 고리 안을 통과하도록 새긴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일명 「정견모주설(正見母主說)」)이 전해 오고 있다.

수 있겠다. 이 거북 그림은 가락국기의 ‘구지가(龜旨歌)’를 연상하게 한다.

이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두 단계에 걸친 대가야 건국신화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19)

그러나 이 토제방울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5세기 후엽

제3주제: 관을 쓴 남자, 즉 가락국기의 구간(九干)에 해당하는 지도자를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

제1단계 건국신화는 대가야국 탄생기의 것으로 토제방울을 통해 5세기 후엽까지는 가락국기와 비슷한

략된 머리의 윗 부분에는 세 가닥의 선각이 새겨져 있는데, 대가야 고분에서 출토되는 금동관의 입식이나

내용이 전승되었던 보인다. 더불어 시조가 알에서 태어난다는 건국신화의 내용은 대가야와 금관가야뿐 아

관모장식 등이 대부분 세 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통해 보면 관을 쓴 대가야의 지도자를 표현한 것으로

니라 모든 가야의 공통된 것으로 동일한 난생설화의 형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노중국 2013, 2017).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미 탄생한 대가야 왕을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중앙에 배치된 선각은 무언가
를 들고 있거나 팔을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다.
제4주제: 춤을 추는 사람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중앙에 선사암각화에서 보이는 여성 성기

제2단계 건국신화는 5세기 후엽 이후 어느 시점에 가야의 최대 세력으로 부상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대가야 중심의 새로운 건국신화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 시점은 대가야 최고지배자의 칭호를 종래의 ‘한
기’에서 ‘왕’으로 개칭한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

의 형상마크가 표현되어 있어 춤추는 사람은 여성인 것으로 보인다. 춤추는 모양은 오른손은 긴 소매가 앞

이와 같은 대가야에서 보이는 두 개의 시조탄생설화, 즉 가야연맹체 공통의 초기 1단계 난생설화와 산

으로 꺾어지며 휘날리고, 왼손은 뒤로 돌아가는 모양으로 짧게 표현하였다. 또한 다리 부분의 외곽으로는

신과 천신의 결합에 의한 2단계 탄생설화는 대가야의 성장과 함께 가라국이 가야연맹체의 새로운 맹주국으

치마를 표현하기 위해 별도로 1줄을 더 부가하였고, 벌린 상태의 다리는 춤추는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이

로 부상하며 대가야 스스로의 위상을 정립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삼국유

는 가락국기에 나오는 “노래(구지가)를 부르며 뛰면서 춤을 추어라.”는 내용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사』 가락국기의 건국신화는 금관가야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가야를 포함하여 가야 지역의 공통 건국신화

제5주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금합을 담은 자루(보자기)를 엎드려서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로 폭 넓게 해석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락국기의 “둥근 황금 알 여섯 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알

것으로 보인다. 그림 속의 다른 인물과 달리 하늘을 우러러 보며 고개를 든 모습으로 추정되며 횡으로 배치

에서 시조가 태어났다는 난생설화의 모습은 제 가야국의 건국신화에 담긴 핵심요소일 가능성이 높다. 금번

하되 머리는 역시 생략하였다. 세부적인 자세는 왼쪽 무릎은 땅에 닿게 꿇고, 오른쪽 무릎은 앞으로 내어

대가야 고분에서 발견된 토제방울이 그 가능성을 좀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ㄱ’자로 세웠으며, 두 팔과 머리는 하늘로 향한 형상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한쪽의 팔과 발은 두 줄, 반대쪽

토제방울에 새겨진 6가지 주제의 그림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심도있게 진행된다면 여러 가야의 건국신화

팔과 발은 한 줄로 각각 선각하였다. 이는 가락국기의 “얼마 지나지 않아 우러러 쳐다보니”라는 표현과 연결

를 재조명할 적극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야고분군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며 공통적인 정

된다. 한편, 과장되게 형상화되어 말과 같은 짐승으로 보이기도 하여 가장 이견이 많은 그림이다.

신세계를 공유했음을 보여줄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제6주제: 토제방울에서 신(神) 또는 하늘(天)을 상징하는 거북머리에 해당하는 고리를 통과하며 내려오
는 줄과 끝에 달린 금합을 담은 자루(보자기)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락국기 속의 “자줏빛 줄이 하늘
에서 드리워져서 땅에 닿았다. 그 줄이 내려온 곳을 따라가 붉은 보자기(자루)에 싸인 금합(金合)을 발견하
고 열어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 알 여섯 개가 있었다.”는 기사와 부합된다.

Ⅴ. 맺음말

특징적인 점은 새겨진 인물들은 머리가 모두 생략되고, 전체적인 형상도 상징화되어 있으나 어떠한 행
위를 하는지는 비교적 알기 쉽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1~3주제와 같이 독립적인 그림도 있으
나 제4~6주제와 같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거나 하늘에서 금합이 내려오고 맞이하는 행위는 한곳에 집중

대가야의 국가 발전은 최초 반로국(半路國)에서 시작하여 4세기 중엽 이후 크게 성장하며 가라국(加羅

되어 있다. 한편, 토제방울의 모양 자체가 내포하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 이를 만든 대가야 장인은 방울 외

國)으로 국명을 바꾸었다. 5세기 초에 들어 대가야는 왕도를 대가야읍내로 옮겨 안정화를 꾀함과 동시에 본

형을 금합에 비유하고 그 속에 넣은 작은 구슬은 가락국기의 6개의 알 중 하나로 대가야의 시조를 상징하고

격적으로 주변세력을 결집하고 영역 확장에도 박차를 가해 대국으로 성장한다. 정치적으로도 5세기 후엽에

자 하는 의도로 지닌 상태에서 제작하지 않았을까 한다.

는 백제와의 유대를 공고히 하며, 479년에는 가라왕 하지(荷知)가 남제에 사절을 파견하여 보국장군본국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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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輔國將軍本國王)의 칭호를 얻는 등 국가 위상정립과 함께 발전을 가속화한다. 최전성기인 5세기 말~6세기
초에는 합천, 거창, 남원, 순천 등 경남 서부지역과 전남 동부지역까지 영역을 확장된다. 그러나 6세기 전엽
부터 서서히 백제와 신라의 견제를 받으며 위기에 봉착하고, 562년 도설지왕을 끝으로 신라에 멸망한다.
지산동고분군은 대가야가 번성하기 시작한 5세기 초에 주산성 및 궁성과 함께 왕도건설의 일환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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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현, 1989, 「삼국시대 횡혈식석실분의 계보와 편년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영현, 2012, 『고령 지산동 제73~75호분』, 대동문화재연구원.
조영현, 2015, 「삼국시대 Ⅱ-4.횡구식석실분과 횡혈식석실분의 성행」, 『영남의 고고학』, 사회평론.

본문에는 지산동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고분축조기술, 묘제변천, 매장의례, 순장, 유물, 대외교류, 왕묘,

조영현, 2018,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묘제와 특징」 『가야고분군Ⅰ』, 가야고분군 연구총서2,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주보돈, 2014, 「가야사 새로 읽기」, 『가야문화권 실체 규명을 위한 학술연구』, 대가야박물관.

고분군의 위계와 성격, 건국신화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자료부족을 핑계로 추론
에만 그치고 있는데, 이러한 한계는 앞으로 새로운 자료발굴과 연구방법론의 개발로 극복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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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三國史記』 雜志 第三 > 地理一 新羅 > 髙靈郡.

“髙靈郡 夲大加耶國 自始祖伊珍阿豉王 一云内珍朱智 至道設智王 凢十六世 五百二十年 眞興大王侵滅之 以其地爲大加耶郡”

2) 『日本書紀』 神功紀 49年條에는 비자발(比自㶱), 남가라(南加羅), 탁국(㖨國), 안라(安羅), 다라(多羅), 탁순(卓淳), 가라(加羅) 등 7국이 나온

다. 이 가운데 가라국은 고령세력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고령 반로국이 늦어도 4세기 중엽 경에는 가라국으로 국명을 바꾸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반로국이 가라국(대가야)로 국명을 바꾼 시점을 『송서』 왜인전에 나오는 5왕 중 제(濟)가 451년에 받은 칭호에 김해 금관국을 가리킨다
고 보는 임나(任那)와 함께 가라(加羅)가 나오는 것을 들어 5세기 중엽으로 보기도 한다(김태식 2012). 또한 가라가 본래의 국명이지만 대가
야는 가라의 별칭이거나 대가야로 불리기 시작한 시점은 4세기 후반부터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주보돈 2014; 이희준 2015).

3) 『日本書紀』 卷9 神功紀 62年條의 “二月 新羅不朝 卽年遣襲津彦擊新羅(百濟記云 壬午年 新羅不奉貴國 貴國遣沙至比棺令討之 新羅人莊飾美
女二人 迎誘於津 沙至比棺受其美女 反伐加羅國 加羅國王己本旱岐)”
4) 멸
 망 이전, 대가야 지배층 내부 갈등과 어지러운 정치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은 가실왕대 대가야의 예악을 담당하던 우륵의 신라망명 사건
이다. 우륵의 망명시기를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진흥왕 12년(551) 3월 왕이 순수할 시 낭성에 이르러 우륵을 불러 연주케 했다는 기록으로
유추되는데, 548년 무렵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남재우 2018).
5) 제시한 【표 2】 의 경북00호는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0), 영남Ⅰ·Ⅱ-00호는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2004, 2006)의 구역 구분, 대동
A·B-00호는 대동문화재연구원(2018. 02)의 구역 구분. 대동Ⅰ-00호은 대동문화재연구원(2019. 09.) 구역 구분을 약식화한 것이다.

6) 우륵 12곡 중 사자기(師子伎)는 사자춤, 보기(寶伎)는 황금색을 칠한 공을 가지고 재주를 부리는 곡예로 백희잡기(百戲雜技)의 하나인데,
중국 남제에서 직접 전래되었거나 백제를 통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전덕재 2019).

7) 대가야 권역에서 완전한 형태의 쇠자루가 달린 살포는 5세기 대 수장층의 무덤이 옥전 M3호분에서 화려한 위신재와 함께 출토된 바 있다.
8) 『일본서기』 신공기 49년조에 나오는 7국 중 가라국은 고령세력을 말하므로 4세기 중엽 경에는 반로국에서 가라국으로 국명을 바꾸었음을
보여준다.
9) 고령지역에서 4세기 말~5세기 초 목곽묘는 지산동고분군, 쾌빈동고분군, 박곡리고분군에서 확인된 바 있다.
10) 가파른 산지를 이용하여 계단식으로 취락을 조성한 예는 인접한 대가천 건너 고령 낙동강유역 기념숲 조성부지 내 문화유적의 주거지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성주 장학리유적에서는 가파른 사면부의 좁은 범위에서 취락을 이루는 70여 동의 주거지군을 중심으로 백여 기
가 넘는 각종 생활유구들이 분포하고 있어 가야지역의 단위취락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11) 『三國史記』 雜志 第三 > 地理一 新羅 > 髙靈郡.
“冶爐縣 本赤火縣 景徳王攺名 今因之”

12) 『三國遺事』 卷2 卷二 紀異 第二 駕洛國記條.
13) 『三國遺事』 卷1, 紀異 第二 五伽耶條.

“阿羅 一作耶伽耶 今咸安·古寧伽耶 今咸寕·大伽耶 今髙霊·星山伽耶 今亰山, 一云碧珎.·小伽耶 今固城. 又本朝史畧云,“太祖天福五
年庚子改五伽耶名, 一金官 為金海府.·二古寧 爲加利縣·三非火, 今昌寕恐髙霊之訛. 餘二阿羅·星山 同前星山或作碧珍伽耶.”

14)『南齊書』 卷58, 列傳 39, 東南夷傳 加羅國條.
“加羅國, 三韓種也. 建元元年, 國王荷知 使來獻. 詔曰: 「量廣始登, 遠夷洽化. 加羅王 荷知款關海外, 奉贄東遐. 可授輔國將軍·本國王.」”

15) 『日本書紀』 卷17 継体紀 21年條의 “六月壬辰朔甲午 近江毛野臣率衆六萬 欲往任那爲復興建新羅所破南加羅”
16) 『三國史記』 卷第三十二 雜志 第一.

“干校勘勒所製十二曲, 一曰下加羅都, 二曰上加羅都, 三曰寳伎, 四曰逹已, 五曰思勿, 六曰勿慧, 七曰下竒物, 八曰師子伎, 九曰居烈, 十曰
沙八兮, 十一曰爾赦, 十二曰上竒物”

17) 『三國遺事』 卷二 紀異 第二 駕洛國記.

“屬後漢世祖光武帝建武十八年壬寅三月禊洛之日, 所居北龜旨 …… “吾所在爲何?” 對云 : “龜旨也.” 又曰 : “皇天所以命我者, 御是處, 惟

新家邦, 爲君后, 爲玆故降矣. 爾等須掘峯頂撮土, 歌之云 : 龜何龜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以之蹈舞, 則是迎大王, 歡喜踴躍

之也.” 九干等如其言, 咸忻而歌舞, 未幾, 仰而觀之, 唯紫繩自天垂而着地. 尋繩之下, 乃見紅幅褁金合子. 開而視之, 有黃金卵六圓如日者.“
18) 후대 전승자료에 대가야 시조가 탄생했던 장소로 전하는 가야산의 가마바위는 상아덤의 한 부분이다.
19) 『新增東國輿地勝覽』 券29 高靈縣 建置沿革條.

“建置沿革 本大伽倻國[詳見金海府山川下] 自始祖伊珍阿豉王[一云內珍朱智] 至道設智王 凡十六世五百二十年[按崔致遠釋利貞傳云 伽倻山

神正見母主 乃爲天神夷毗訶之所感 生大伽倻王惱窒朱日 金官國王惱窒靑裔二人 則惱窒朱日爲伊珍阿豉王之別稱 靑裔爲首露王之別稱 然與

駕洛國古記六卵之說 俱荒誕不可信 又釋順應傳 大伽倻國月光太子 乃正見之十世孫 父曰異腦王 求婚于新羅 迎夷粲比枝輩之女 而生太子 則
異腦王 乃惱窒朱日之八世孫也 然亦不可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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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합천지역 가야고분 현황
연번

소재지

고분군

조사유형

고분개수

연번

소재지

고분군

조사유형

고분개수

1

가야면

황산리고분군

지표

·

31

합천읍

합천리고분군Ⅱ

지표

·

월광리고분군

지표

3

32

율진리고분군Ⅰ

지표

·

하빈리고분군

지표

10

33

율진리고분군Ⅱ

지표

·

4

금평리고분군

지표

6

34

문림리고분군

발굴

26

5

도옥리고분군

지표

3

35

정양리고분군

지표

2

가산리고분군

지표

·

36

양산리고분군

지표

1

7

팔심리고분군

지표

·

37

백암리고분군

지표

·

8

김봉리고분군

지표

1

38

중산동고분Ⅱ

지표

·

9

봉계리고분군

발굴

1

39

중산동고분Ⅰ

지표

1

10

오림동고분

발굴

227

40

상포리고분군

지표

·

반계제고분군

발굴

35

41

옥전고분군

발굴

131

2
3

6

Ⅰ. 고분군 조사와 문헌기록

야로면

묘산면

11
봉산면

1. 고분군 주변 입지환경
합천은 경남 서북부에 위치한다. 동부는 고령·창녕, 서부는 거창·산청, 남부는 의령, 북부는 성주
와 접하고 있다. 지형은 가야산(해발 1,430m), 시리봉(해발 408m), 산성산(해발 741m), 오도산(해발
1,134m)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이들 산지에서 발원한 하천은 대부분 황강으로 유입된다. 황강은 거창군 고
재면의 삼봉산(해발 1,254m)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서 합천호로 유입되었다가 동쪽으로 곡류하여 합
천군 청덕면 삼학리에서 낙동강에 합류한다.
다라국 토성과 접하고 있는 황강 수계는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창까지, 하류로 내려가면 낙동강 본

율곡면

대양면

쌍책면

12

중반계고분군

발굴

20

42

다라리고분군Ⅰ

지표

4

13

하반계고분군

지표

2

43

다라리고분군Ⅱ

지표

·

14

계산리고분군

지표

·

44

오서리고분군

지표

14

15

저포리고분군

발굴

127

45

하신리고분군

지표

2

16

유전리고분군

지표

·

46

학리고분

지표

·

17

하금리고분Ⅰ

지표

1

47

소례리정산고분군

지표

·

하금리고분Ⅱ

지표

1

48

소례리고분군

지표

·

무리고분군

지표

1

죽고리고분군

지표

·

정토리고분군

지표

5

오도리고분군

지표

1

덕촌리고분군

지표

·

삼리고분군

지표

1

18

대병면

덕곡면

청덕면
19

창리고분군

발굴

308

20

장단리고분군

지표

·

21

팔산리고분군

지표

·

49

류와 합류하여 고령, 창녕, 김해, 나아가 남해까지 연결된다. 다라국은 남해와 내륙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요
충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일대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볼 수 있다.
황강이 지나는 주변으로 넓은 평야가 발달해 있으며, 가야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고분군이 산재해
있다. 합천지역에 분포하는 고분군은 59개소이며, 이 가운데 11개소를 발굴조사 하였다. 합천댐 수몰 지구
에서 봉계리고분군, 오림동고분, 반계제고분군, 중반계고분군, 저포리고분군, 창리고분군 등 대규모 가야
고분군이 조사되었다.

50
적중면

22

고품리고분군Ⅰ

지표

1

51

23

고품리고분군Ⅱ

지표

1

52
가회면

24

용주면

25

둔덕동고분군

지표

·

53

월평리고분군

지표

·

54
쌍백면

26

우무실고분군

지표

1

55

안계리고분군

발굴

20

27

성산리고분

지표

1

56

삼가고분군

발굴

209

28

서산리고분군

지표

·

57

일부리고분군

지표

2

삼가면
29
30

188

가야고분군 Ⅴ

합천읍

영창리고분군

지표

7

58

소오리고분군

지표

10

합천리고분군Ⅰ

발굴

31

59

어전리고분

지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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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분군의 위치 및 조사개요

2015년에 조사된 합천 성산리 332번지 유적은 기존에 조사된 옥전고분군 구릉과 이어진 북동쪽 구슬
밭에 입지하고 있다. 경·위도상으로는 동경 128°17’02.50”, 북위 35°35’09.16”, 해발 20m에 해당한다.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산29-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경·위도 상으로는 동경

구릉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구슬골을 따라 뻗어 있으며, 성산천과 닿아 있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128°16’46.18”, 북위 35°34’53.58”, 해발 65m에 해당한다. 동쪽에는 부지산(해발 313m), 함박산(해발

주거지 3동, 원삼국∼삼국시대 목관묘 15기, 목곽묘 24기, 석곽묘 23기, 옹관묘 4기, 수혈유구 24기 등 총

235.5m), 북쪽으로는 고사리산(해발 197.8m), 서쪽으로는 황강을 사이에 두고 용덕산(해발 230.5m)과 단

93기가 확인되었다.
옥전고분군은 1985년 여름 경상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래 지금까지 일곱 차례의

봉산(해발 201m)으로 둘러싸여 있다.
고분군은 고사리산에서 남동쪽 황강방향으로 뻗어 내린 구릉 말단부 해발 50∼80m에 자리하고 있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보고서는 옥전고분군 Ⅰ~Ⅹ, 옥전 M28호분, 성산리 332번지 유적 등이 발간되었다.

동쪽에는 성산천을 따라 가마솥들, 서쪽에는 황강 연안으로 앞들이 넓게 형성되어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목관묘와 목곽묘, 석곽묘, 석실묘 등 모두 187기의 유구와 4,000여 점에 달하는 유물이

북쪽으로는 야다골, 남쪽으로는 옥전골이 가마솥들로 이어진다. 낙동강 본류에서 보면 自然城柵에 둘러싸

출토되었다.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유물을 기종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여진 형세이다.
고분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이어지는 구릉 능선부 해발 75m 선상에 집중되어 있다. 남서쪽에 지름 20
∼30m의 고총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북동쪽 고분은 외형상 봉분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발굴조사 결과

○ 의 기: 금동제 관모 4점(23호, M6호)

목곽묘 52기, 석곽묘 10기, 횡구식석실묘 1기, 횡혈식석실묘 2기 등이 확인되었다. 전체 고분은 1,000기

용봉문환두대도 7점(35호, M3호, M4호, M6호)

이상 분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형유자이기(대부분의 대형묘)
금동제 과대(M1호)
청동완(M3호)

【표 2】 옥전고분군 조사내용
연번

조사기간

조사내용

간행물

1

1985.07.21.∼
07.28.

황강 중 하류역 일대지표조사
옥전고분군 발견

2015, 기록되지 않은 기억

제1차 발굴조사 - 석곽묘 4기, 목곽묘 53기

1986, 합천 옥전고분군 1차 발굴조사 개보
1988, 합천 옥전고분군 Ⅰ
1997, 합천 옥전고분군 Ⅵ
1998, 합천 옥전고분군 Ⅶ
1999, 합천 옥전고분군 Ⅷ

2

1985.11.25.∼
1986.01.29.

1987.11.25.∼
1988.02.12.

제2차 발굴조사 – M2·M3호분과 주변 유구

1990, 합천 옥전고분군Ⅱ
2000, 합천 옥전고분군 Ⅸ

4

1989.04.27.∼
06.27.

제3차 발굴조사 – M10·M11호분

1995, 합천 옥전고분군 Ⅴ

5

1991.07.22.∼
10.19.

제4차 발굴조사 – M1·M4호분과 주변 유구

1992, 합천 옥전고분군 Ⅲ

6

1991.12.10.∼
1992.02.08.

제5차 발굴조사 – M6·M7호분과 주변 유구

1993, 합천 옥전고분군 Ⅳ
2003, 합천 옥전고분군 Ⅹ

7

1994.03.23.∼
04.21.

사적지 정비를 위한 시굴조사

1994, 합천 옥전고분군 시굴조사 보고서

8

2009.01.05.∼
03.03.

합천 옥전고분군 M28호분과 성산리 성지

2011, 합천 옥전 M28호분, 합천 성산리 성지

9

2015.01.13.~
09.14.

목관묘 15기, 목곽묘 24기, 석곽묘 23기, 옹관묘 4기 등

2017, 합천 성산리 332번지 유적

가야고분군 Ⅴ

비늘갑옷 6령(5호, 20호, 28호, 67―A호, M1호, M3호)
투구 15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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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주: 철판갑옷 2령(28호, 68호)

○ 무 기: 대도, 창, 화살촉, 화살통 등
○ 마 구: 갑옷 2령(28호, M1호)
투구 6령(23호, 28호, 35호, M1호, M3호)
등자, 재갈, 안교, 방울, 행엽, 운주 등 다수
○ 농공구: 도끼, 낫, 망치, 집게, 숫돌
○ 장신구: 금제 수하부 귀걸이, 구슬, 목걸이, 팔찌
○ 기 타: Romanglass(M1호), 사슴뿔(M3호), 석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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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옥전고분군 주변 지형

3. 다라국의 문헌기록
다라국은 『梁職貢圖』와 『日本書紀』에 전해져 온다. 『양직공도』는 중국 남북조시대 양나라 원제에게 526
∼536년 무렵 조공을 바치러 온 외국의 사신들과 그 나라의 풍속을 간략하게 그려 해설한 도서이다. “旁小
國 有半波·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己文·下枕羅等 附之”(『梁職貢圖』 百濟國使傳). 백제를
따른 나라로 多羅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서기』에는 “俱集于卓淳 擊新羅而破之 因以平定 比自㶱·南加羅·啄國·安羅·多羅·卓淳·加羅

七國”(『日本書紀』 卷9 神功紀 49年 3月).

“夏四月 安羅次旱岐 夷呑奚·大不孫·久取柔利 加羅上首位 古殿奚 卒麻旱岐 散半奚旱岐兒 多羅下旱岐
夷他 斯二岐旱岐兒 子他旱岐等 與任那日本府 吉備臣 往赴百濟 俱聽詔書”(『日本書紀』 卷19 欽明紀 2年 4月).
“日本吉備臣 安羅下旱岐 大不孫·久取柔利 加羅上首位 古殿奚·卒麻君 斯二岐君 散半奚君兒 多羅二首
<그림 1> 옥전고분군 및 주변 발굴조사 유적

位 訖乾智 子他旱岐 久嗟旱岐 仍赴百濟”(『日本書紀』 卷19 欽明紀 5年 11月).
“新羅打滅任那官家(一本云 二十一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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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嗟國·子他國·散半下國·乞飡國·稔禮國 合十國)”(『日本書紀』 卷19 欽明紀 23年 正月).
이상의 『일본서기』 기록들을 통하여 볼 때, 다라국은 가야의 한 소국이며, 下旱岐와 二首位라는 직위가
있었다. 이것은 다라국이 관직제도를 갖춘 사회구조였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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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묘제의 변화

합천지역 가야고분은 목관묘, 목곽묘, 석곽묘, 석실묘 순으로 등장한다. 새로운 묘제의 출현은 기존의
묘제와 공존하면서 변화·발전한다. 옥전고분군은 목관묘 단계부터 석실묘 단계까지 묘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3단계(1~6세기대)로 구분하여 합천지역 가야고분의 전개 양상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1. 1단계(1∼2세기)
목관묘 축조시기이다. 합천에서 성산리 332번지 유적과 삼가고분군에서 확인된다. 평면형태가 장방형
이고, 규모는 소형이다. 목관의 규모와 평면형태 등 구조에서 위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성산리 332번지
유적 4호, 삼가고분군 Ⅲ-1호는 ‘ㅍ’자형으로 결구된 상자형 목관을 사용하였다. 주변의 김해 대성동, 창원
다호리, 함안 도항리, 거창 정장리 등에서는 상자형과 구유형이 확인되며, 바닥에 요갱과 같은 시설도 설치
하였다.
금속유물은 철검을 비롯한 무기류와 농공구류가 출토되었다. 마구류나 청동기류 등은 관찰되지 않는다.
삼가고분군에서는 철검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성산리 332번지 유적에 비하여 부장된 유물의 양이 적은 편
이다. 유물의 양과 질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영남지방에서 관찰되는 위신재를 보유한 상위등급의 목관
묘는 조사되지 않았다.
목관묘의 축조 위치는 모두 구릉 하단부에 집중 분포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구릉 정상부 우월한 입지에
는 고총고분이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1단계 목관묘 축조기에는 입지, 규모, 구조 등에서 서열화를 보이지
않는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의 조사 자료로 볼 때, 아직까지 큰 사회분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전기와질토기 단계의 편년이 정교하게 이루어진 창원 다호리유적을 통하여 볼 때, 합천지역에서 출토된
조합우각형파수부호와 주머니호는 1세기 중반~2세기 중반에 해당한다. 합천지역 목관묘는 일부 범위에서
조사되어 전체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 시기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림 3> 목관묘(1~6: 성산리 2호 목관, 7~15: 성산리 8호 목관)와 목곽묘(16~22: 성산리 13호 목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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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3∼4세기)

장방형, 세장방형목곽묘 및 위석목곽묘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집단 내에서 우월한 존재가 눈에 띄지만 전
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아직 미미하다.

1) 장방형 목곽묘
목관묘에 비하여 규모가 커지면서 방형에 가까운 장방형목곽묘가 등장한다. 합천에서는 성산리 332번
지 유적에서 확인된다. 13·24호 목곽묘는 중형이며, 장단비가 2.0:1 내외이다. 이 단계의 목곽묘는 거창
정장리, 김해 대성동·양동, 울산 하대·중산동, 경주 황성동 등에서 관찰된다.
성산리 332번지 유적과 같은 유역에 분포하는 거창 정장리 유적은 위천이 황강과 합류하는 남쪽 지점
에 위치한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단독 구릉 전면을 묘역으로 사용하였다. 구릉 정상부와 정상부 가까운
사면에 목관묘·목곽묘·옹관묘 등 223기의 유구가 집중 분포한다. 대체로 구릉 방향을 따라 열을 이루며,
사면쪽에 조성된 유구들은 등고선과 나란하게 배치하였다.
김해 대성동 45호, 양동리 162·200·322호, 울산 하대 43·44호, 중산리 Ⅶ-4호, 경주 황성동 강
변로 1호, 포항 옥성리 나-78호 등은 목곽의 면적이 중·대형이고, 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으로 축조하였다.
김해 대성동과 양동리, 울산 하대유적에서 대형 목곽묘가 출현하며, 재갈과 도·검 등 무기류, 부·겸을 포
함한 농공구류 및 토기유물이 대량으로 부장되기 시작한다. 고분의 구조와 규모, 부장유물 등에서 위계 차
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성산리 332번지 유적은 고분의 일부만 조사되었으며, 철모·철촉, 철부·철겸 등 소량의 유물이 출토
되었다. 현재까지 김해·울산지역과 같은 대형 목곽묘와 대량의 금속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후기와질토
기 단계의 새로운 기종인 대부광구호, 대부직구호, 노형토기 등이 부장된다. 기존의 연구에 따라 2세기 후
반~3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이 시기는 유구의 수가 적고 부장된 유물의 양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
중심고분군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2) 세장방형목곽묘
전 단계의 장방형목곽묘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장단비 4:1 이상의 세장방형목곽묘가 새롭게 출현한
다. 세장방형목곽묘는 옥전고분군, 성산리 332번지 유적, 삼가고분군, 저포리고분군, 봉계리고분군 등에서
확인된다.
세장방형목곽묘는 합천을 비롯한 함안, 울산, 경주, 포항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축조된다. 이러한 평면
형태는 김해·부산지역의 呂자형 이혈 주부곽식과 대비된다. 부곽의 바닥이 주곽에 비해 높은 呂자형은 日
자형 동혈 주부곽식으로 세장한 평면형태와 중심 분포범위를 달리한다.
바닥에는 대부분 특별한 시설을 마련하지 않았고, ʻㄱ’자형 철기를 결구한 목구조물이 옥전고분군에서 사
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의 유물은 고식도질토기 단계에 속하는 무개무투창 고배를 중심으로 노형토기,
컵형토기, 대부소호, 소형기대와 함께 철기는 여전히 소량 부장되며, 철모·철촉, 철부·철겸이 주를 이룬다.
이 시기의 고분은 구릉 상부로 묘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54호분과 같은 위석목곽묘가 나타난다.
<그림 4> 세장방형목곽묘(1~11: 옥전 49호)와 장방형목곽묘(12~19: 옥전 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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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지역에서 조사된 세장방형 목곽묘는 4세기 전반부터 축조된다.

유물은 투창고배와 광구장경호, 발형기대와 같은 신기종이 출현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토기들이 공존하
는 ‘형식난립기’이다. 금속유물은 갑주와 마구, 조형장철판의기, 금공품 등이 이 시기부터 새롭게 나타난다.
옥전 23호는 묘광의 장단비가 1.5:1로 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이고 목곽의 면적은 9.54㎡로 대형이다.
묘광과 목곽 사이의 공간이 넓어서 목곽에 붙여 석재를 쌓으면서, 석재와 묘광 사이에는 흙으로 충전하였
다. 바닥에는 납작한 할석을 발치쪽의 유물부장 부분과 주검의 상반부에 너비 20㎝ 정도의 공간을 두고 깔
았다. 시상석이 깔린 부분에 ㄷ자형 꺾쇠를 이용한 구조물이 설치되었다. 금공품과 관모를 비롯하여 환두대
도의 복수부장, 갑주와 마구, 금동장 투구와 금제 수하식 이식 등을 부장하였다.
이 시기 고분 가운데 규모와 부장유물에서 최고위급에 해당하며, 동시기의 장방형·세장방형 목곽묘에
비하여 뚜렷한 위계 차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 단계에 옥전을 중심으로 강력한 정치집단의 출현을 엿볼
수 있다. 고분의 구조와 규모, 유물에서는 뚜렷한 계층분화가 진행되었으나 공동묘역에 군집을 이룬 것으로
보아 당시 혈연 중심의 사회구조를 알려준다.

<그림 5> 옥전고분군 1단계 목관묘(1)와 2단계 목곽묘(2)

3. 3단계(5∼6세기)
1) 위석목곽묘
5세기 전반에 등장한다. 장방형목곽묘가 대형화하면서 목곽의 충전 재료에 다량의 돌과 흙을 사용한다.
그리고 바닥에 2~3열의 석재를 설치하여 목구조물의 받침대로 사용하였다. 목구조물의 결구에는 꺾쇠를
비롯한 ‘ㄱ’자형 철기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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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석목곽묘

4) 석실묘

5세기 중반부터 축조된다. 축석목곽묘는 고대한 봉분과 호석을 갖춘 고총고분이다. 日자형 동혈 주부곽

6세기 전반부터 축조된다. 합천에서는 옥전·삼가·창리·저포리·합천리고분군 등에서 관찰된다. 석

식으로 목곽벽석에 붙여 봉토를 축조하였다. 목곽의 면적은 초대형,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을 이룬다. 주곽과

실의 면적은 대부분 중형이고, 평면형태가 방형에 가깝다. 횡구식과 횡혈식으로 나누어지지만 창리고분군

부곽 사이 격벽에는 토석을 채워 넣었다. 옥전 M3호는 주조철부 121매를 한 벌 깔아 관대로 이용하였다.

은 횡구식, 저포리고분군은 횡혈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횡구식은 단벽 출입구에 전면시상, 횡혈식은 중앙

목곽의 결구에는 꺾쇠를 이용하였고 목곽 상부에 목개를 덮었다. 목개 위에는 대형 석재와 소형 할석을 일

출입구에 오벽 시상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분 올려놓았다.
유물은 갑주를 비롯한 각종 무기류, 마구류, 농공구류 등이 전 단계에 이어서 부장되며, 금속유물과 금
공품 뿐만 아니라 토기류를 대량으로 제작해 넣었다. 특히 M1호는 Roman-glass, M3호는 금동장 투구,
두 벌의 말투구, 청동완, 단야구, 금·은제 장식마구 등과 함께 용봉문환두대도를 비롯한 13자루의 칼이 부
장되었다.
전 단계와 비교해 볼 때 왕릉이 묘역을 달리하여 축조되었으며, 구조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또한
유물은 무구·무기류의 복수부장, 화려한 금·은제 사용이 눈에 띈다. 따라서 전 단계 집단보다 계층분화가
더욱 진전되었으며, 왕을 정점으로 지배구조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석곽묘
5세기 후반부터 축조된다. 석곽묘는 합천지역에 분포하는 고분군에서 모두 확인된다. 특히 삼가고분군,
문림리고분군, 창리고분군, 반계제고분군 등에서는 2기 이상의 석곽을 연접하거나 인접해서 배치한 다곽식
석곽묘를 축조한다.
중·대형은 평적, 소형은 하단 수적, 상단 평적기법을 많이 이용하였다. 상면시설은 대부분 마련하지
않았으나 옥전·창리·문림리고분군은 석재 또는 목재를 일정 간격으로 배열하였고, 봉계리·삼가고분군은
바닥 전면에 시상석을 깐 유구가 많다. 석곽 내부에는 꺾쇠와 못을 사용한 구조물, 결구재 없이 짜 맞춘 구
조물이 확인되며, 벽석과 구조물 사이에 보강석이 놓이기도 한다. 석곽 상부에는 목개 내지는 석개를 횡가
하였다.
옥전 M4·M6·86·97호 등은 목개석곽묘이다. 이전 단계의 순수·위석목곽묘와 같은 상면시설과 결
구재, 목개를 사용하였다. M4호 석곽묘는 면적 13.8㎡, 장단비 6.6:1로 매우 세장하다. 격벽이 없어지고
측벽을 정교하게 축조였으며, 특히 벽석 바깥쪽은 담장처럼 두텁게 쌓아올렸다. 같은 시기에 속하는 M7호
축석목곽묘는 면적 22.3㎡, 장단비 4.2:1이다. 개석을 사용하지 않고 격벽을 만들어서 주곽과 부곽을 분리
시켰다.
M4호 석곽묘에서는 단봉문환두대도를 비롯한 무기류와 마구류, M7호 축석목곽묘에서는 찰갑과 무기
류, 마구류, 농공구류 등이 부장된다. 세장방형 석곽묘 축조와 대가야계 유물이 부장되는 것으로 보아 대가
야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석곽묘(1~10: 옥전 M6호, 11~22: 옥전 M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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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전 M10호는 면적 9.1㎡, 장단비 2.4:1인 대형 횡구식석실묘이다. 출입구는 북쪽 단벽부에 설치하였

이 시기에 축조된 옥전 M6호 단곽식석곽묘는 중형으로 상면에 2열 6조의 석재를 배치하였고 그 주변에

다. 시상은 남쪽 단벽부에 붙이고 양쪽 장벽과 북쪽 단벽에서 조금 떨어뜨려 얇게 한 벌 깔았다. 그리고 그

서 꺾쇠가 출토되었다. 유물은 대가야계와 신라계가 공반되었다. 특히 금속유물에 있어서 금동·은제 보관과

위에 2열 3조의 석재를 배열하였다. 석실 상부에는 목개를 횡가하였다. 시상대, 꺾쇠, 못, 목개 등은 앞 단

단봉문환두대도 및 무기류, 마구류 등이 부장되었다. 보관의 형태가 신라계인 出字形인 점이 주목된다.

계의 목곽묘에서 그대로 이어진 요소이다. 횡구식석실묘가 채용되면서 薄葬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9> 옥전고분군 2~3단계 목곽묘 단계별 분포 현황

<그림 8> 횡구식석실묘(1∼8: 옥전 M10호)와 횡혈식석실묘(9∼15: 옥전 M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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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전고분군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축조된 횡혈식 석실묘 M11호는 남서쪽, M28호는 북동쪽에 떨어져서

옥전고분군에서 출토된 금속유물을 통하여 무구가 부장된 1등급, 마구 및 도·검을 부장한 2등급, 모·

조영되었다. 규모가 중형으로 작아졌고, 우·좌편에 출입구를 설치하였다. M11호에서 출토된 관의 부속구

촉 등이 부장된 3등급, 부·겸을 포함한 농공구가 부장된 4등급, 이외의 금속유물과 토기 등이 부장된 5등

인 연판장식이나 금장관정은 백제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급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상의 양상을 통하여 볼 때, 합천지역은 동부권의 옥전고분군과 남부권의 삼가고분군에서 목관묘 축조

금속유물 외에 장신구에 포함되는 구슬유물의 부장도 많이 이루어졌다. 구슬은 옥전고분군의 지명을 대

기부터 석실묘 축조기까지 고분이 지속해서 조영되었다. 뿐만 아니라 합천 동부권과 남부권에서 각각 중심

표하는 유물이다. 비취, 마노, 호박, 유리제 곡옥, 관옥, 환옥 등이 대부분 경식(목걸이)으로 출토되었다. 고

고분군에 해당한다.

총고분인 M2·M4·M6호와 72·82호 등에서는 수백 내지 수천 점의 구슬이 발견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삼가고분군은 합천의 가야고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분포 범위를 가진다. 지표·발굴조사 결과에 따

【표 4】와 같다.

르면 300여 기의 봉토분이 분포한다. 능선 정상부에는 지름 30m 이상의 대형 봉토분이 열을 이루고, 구릉

옥전고분군에서 출토된 금속유물과 구슬은 매우 정교한 제작기술이 필요하다. 옥전고분군 축조집단의

사면에는 중·소형 봉토분이 밀집해 있다. 발굴조사 결과 1세기대부터 6세기대까지 목관묘, 목곽묘, 석곽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변에서 생산과 관련된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출토된 유물의 종

묘, 석실묘 순으로 출현한다. 봉토분은 다곽식이 중심을 이루며, 재지계와 소가야 및 대가야 양식의 토기류

류와 제작기법을 통하여 볼 때, 당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출토되고 있어 주변 지역과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옥전고분군은 발굴조사된 합천의 가야 고분군 가운데 가장 상위 지배집단 묘역이다. 발굴조사된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고분의 구조, 규모, 출토유물 조합 관계 등에서 최상위 등급이 확인된다. 강력한 군사
력과 완비된 정치·경제·사회·문화를 갖추고 있었다. 고고학과 문헌사학의 연구에 따르면 옥전고분군 일
원에 다라국이 위치하며, 왕릉과 함께 궁성을 갖추고 있었다.

Ⅲ. 옥전고분군의 위계와 주변 지역과의 교류

1. 고분군의 위계
옥전고분군의 위계는 금속유물과 고분의 규모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M3호에서는 단야구와 더불어
주조철부, 덩이쇠, 무구 및 무기, 마구를 포함한 갑주 등의 철기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5세기대 고분에
서 금속유물이 집중적으로 부장되고 있다.
M3호에서 출토된 금속유물을 살펴보면 무구, 무기, 마구, 농공구, 의기 등으로 나누어진다.

○ 무 구: 투구 2, 경갑 4, 찰갑 2
○ 무 기: 대검 1, 대도 13(용봉문환두대도 4), 소도 60, 철모 13, 철촉 400, 성시구 5, 사지창 1

<그림 11> 금속유물 등급 분류

○ 마 구: 갑주 2, 안장 2, 재갈 3, 등자 3, 행엽 6, 운주 5, 기꽂이 2, 철환 7, 이음새 20, 교구 15
○ 의 기: 유자이기 1, 철산형 철기 1
○ 농공구: 주조철부 121, 단조철부 15, 철겸 10, 철착 52, 덩이쇠 28, 망치 1, 집게 1
○ 기 타: 꺾쇠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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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곽묘는 1등급~5등급 유물이 확인된

【표 3】 옥전고분군 출토 금속유물
무구·무기
연대

4C

유구

갑
주

투
구

대
도

대
검

마구

철
모

철
촉

49

1

52

6

성
시
구

마
갑

마
주

등
자

농공구

재
갈

안
교

행
엽

철
부

철
겸

망
치

집
게

ㄱ
자
형

은 1~5등급이 관찰된다. 대형은 옥전고분

1

에서 1~5등급이 관찰된다.

3

17

2

40

10

1

2

3

1

23

1

2
1

67-A

1

1

67-B

1

1

8

1

31

8

M1

3

1

군

1

1

1

1

15

1
1

2

2

3

1

3

10

1

1

2

13

1

1

6

군

10

군

8

13

30

1

3

1

군

5

1

16

1

1

1

1

1

1

1

3

1

1

3

3

1

16

1

1

1

1

10

1

1

1

2

1

6

2

【표 4】 옥전고분군 출토 구슬 현황
연대

25

10

15

1

유구

비취

마노

호박

25

9
4C후반

유리

기타

12

54

1

679

56
47

군

<그림 12> 묘제별 면적 현황

1

1

3

고 있다.

10
2

1

3

1

있다. 당시의 성층화 된 모습을 잘 보여주

11
1

1
1

4

1

1
군

1

1

1

2

1

2

1

1
6

1

1

1
1

묘에 비하여 상위의 등급에 해당함을 알 수

1
1

1

14

5

1
1

1

2

71
M3

1

1

1

M2
70

1

1

41

35

군

1
1

2

2

이며, 1·2등급 순으로 관찰된다. 갑주를
비롯한 금속유물의 양과 질에서 위석목곽

1
1

1
1

13

28

1

1
1

중형에서 1·5등급 순, 소형에서 2·4·5
등급 순으로 관찰된다. 축석목곽묘는 대형

1
1

군에서 1·2등급, 중·소형은 옥전고분군

위석목곽묘는 대형에서 1·2등급 순,

54

42

5C
후반

꺾
쇠

3

68

5C
중반

유
자
이
기

53

47

5C
전반

다. 순수목곽묘 대형은 1~3등급, 중·소형

기타

1

12

1

5

1

43

5C전반

5C중반

5C후반

고분의 규모는 묘제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목관묘는 0.6~2.9㎡, 목곽묘는 0.9~28.6㎡, 석곽
묘는 0.1~13.8㎡, 석실묘는 5.0~9.1㎡가 확인된다.

5C대
6C전반

목관묘는 3.0㎡ 미만, 석실묘는 5.0㎡ 이상, 목곽묘는 4.0㎡ 미만, 4.0㎡ 이상~8.0㎡ 미만, 8.0㎡ 이

게 구분 할 수 있다.

47

18

4

2

M1

Roman-glass

M2

9

13

72

8

4

82

5

14

19

7

불명

1,438
226

6

1

273
12

M4

34

29

24

1,108

M6

8

6

13

7

50

상으로 나누어져 군집 분포한다. 특히 M3, M7호는 20.0㎡ 이상으로 초대형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분의
규모는 목곽묘를 기준으로 4.0㎡ 미만의 소형, 4.0㎡ 이상~8.0㎡ 미만의 중형, 8.0㎡ 이상의 대형으로 크

유리구슬, 팔찌

9
43
53

1
3

80
5

99
1

고분의 규모에 따라 금속유물의 등급을 묘제별로 살펴보면 목관묘는 철검을 포함한 농공구 부장, 철모,
철촉 등 부장, 철부, 철겸 등 부장, 금속유물 없이 토기만 부장되거나 아무런 유물을 부장하지 않은 경우도

석곽묘는 대형에서 2등급, 중형에서 1·2등급, 소형에서 3~5등급이 확인된다. M6호는 면적 7.2㎡,

있다. 성산리 332번지 유적에서는 농공구 부장 등급이 가장 많고, 이어서 검, 다음으로 토기, 마지막으로

장단비 4.6:1로 매우 세장하다. 금동제 및 은제 보관을 비롯한 단봉문환두대도, 마구류가 부장되었다. 옥전

모·촉이 가장 적다.

M6호에서도 꺾쇠가 출토되므로 목구조물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서쪽 단벽을 제외한 전면에 6열의 목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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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대가 설치되고 그 위에서 가장자리를 따라 꺾쇠가 출토되었다. 목구조물 내부에는 토기를 비롯한 금속
유물이 부장되어 있다. 따라서 목관의 구성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석곽 상부에는 목개를 횡가하였다.
목개 위에는 대형 석재 2매와 소량의 석재들을 올려놓았다.
석실묘는 유물의 부장 양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M11호에서 말안장과 말띠꾸미개, 대도, 철모,
유자이기, 식리, 귀걸이 등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옥전고분군의 위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옥전고분군 주변에 분포하는 고분군은 합천리고분군Ⅰ과 문림리고분군이 일부 발굴조사되었다. 합천리
고분군에서는 석곽묘 7기, 석실묘 1기, 문림리고분군에서는 석곽묘 22기, 옹관묘 4기를 확인하였다.
이외의 주변 고분군은 모두 지표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석곽묘, 석실묘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고분의 수가 10기 미만이며, 대형 봉토분은 보이지 않으므로 하위고분군에 해당된다. 현재까지의 조
사자료로 본다면, 최상위고분군인 옥전고분군 주변으로 다수(19개소)의 하위고분군이 분포하는 양상이다.

<그림 13> 합천 옥전고분군 계층 체계

<그림 14> 옥전고분군 단계별 상위 등급 고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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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라국과 주변 지역의 교류
낙동강 하류역에서 1~3세기대 고
분은 달성 화산리·창녕 초곡리·합천
성산리·창원 다호리·밀양 교동·내이
동·제대리·전산포리·김해 대성동·
양동리 등에서 확인된다. 달성 화산리
는 1세기 후반~2세기 후반, 합천 성산
리는 1세기 중반~3세기 후반, 창녕 초
곡리는 3세기 중반~4세기 전반, 창원
다호리는 기원전 1세기~기원후 2세기,
<그림 15> 청주 송절동유적 출토 유개대부호

밀양 교동은 기원전 1세기~기원후 1
세기, 내이동은 기원후 1세기대, 제대

리·전사포리는 기원후 2세기대, 김해 대성동·양동리는 기원후 1∼5세기대 고분이 연속적으로 조성된다.
옥전고분군은 목관묘에 이어 목곽묘가 축조된다. 출현기 목곽묘는 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으로 창녕 초곡
리, 김해 대성동·양동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규모와 부장유물의 종류·양에 있어서는 차이
를 보인다.

<그림 17> 낙
 동강 하류역 목관묘 분포 및 유개대부호 출토 고분(다호리, 전사포리, 제대리, 성산리, 화산리)

철기는 생산뿐만 아니라 수출을 통한 주변국과의 교역물품으로도 사용되었다. 목관묘 축조 단계의 창원
다호리유적에서는 마구류인 재갈, 무기류인 검, 과, 모, 촉 등과 농공구류인 부, 겸, 따비, 착, 사 등이 출토
되었다. 특히 철광석과 망치, 단조제품 등으로 볼 때, 철기 제작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성
운문경과 청동대구, 동탁, 오수전 등은 창원에서 생산된 물품(주조철부 등)과 교환의 결과로 남은 것이다.
목곽묘 축조 단계에는 김해 대성동을 중심으로 무구·무기 및 농공구, 의기 등과 외래유물이 집중적으
로 부장된다. 낙동강 하류역을 중심으로 각국의 물품이 집결되고, 이곳에서 교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입수된 문물은 강로와 육로, 해로를 이용하여 주변지역과 교류되었다. 그 결과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
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림 16> 동
 남부지역 출토 유개대부호(1: 전 다호리, 2: 전사포리 1호, 3: 성산리 15호, 4: 화산리 5지구-1호, 5: 화산리 2지구-1호, 6: 황성
동 59호, 7: 팔달동 50호, 8: 제대리 4호, 9: 전사포리 13호, 10: 임당 CⅠ-141호, 11: 황성동 13호, 12: 임당 CⅠ-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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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유개대부호 출토 유구

유구

포항성곡리·이인리

<그림 18> 한반도와 일본 유개대부호 출토 유적

합천 옥전고분군 목관묘에서 출토된 특징적인 유물은 유개대부호이다. 유개대부호는 한반도 남부의 중
서부 및 동남부지역에서 확인된다. 중서부지역은 오산 궐동유적, 평택 마두리유적, 아산 용두리 진터유적,
진천 송두리유적, 청주 봉명동유적, 송절동유적 등에서 출토되었다. 동남부지역에서는 창원 다호리유적, 밀

장축
방향

규모
묘광

출토유물
목관/목곽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1.9

0.6

제대4

남-북

3.04

1.37

0.45

제대6

남-북

2.85

(1.08)

0.8

2.0

0.45

전사1

남-북

2.88

2.2

0.8

2.18

0.64

전사3

남-북

2.69

1.04

0.23

1.9

0.67

전사10

남-북

(2.27)

1.02

0.13

(2.02)

0.68

전사13

남-북

3.07

1.28

0.39

2.46

0.86

전사14

남-북

2.92

1.24

0.23

2.4

0.6

성산15

북서-남동

2.38

1.03

0.98

1.77

0.56

화산5-7

동-서

2.8

0.89

0.35

2.21

0.49

화산5-9

동-서

2.88

1.23

0.65

2.6

0.83

화산5-25

동-서

2.42

0.7

0.28

2.2

0.54

화산5-1(곽)

동-서

3.2

1.22

0.46

2.57

0.92

화산5-2(곽)

북동-남서

3.14

1.1

0.55

2.35

0.63

화산5-3(곽)

북동-남서

3.68

1.74

1.1

2.88

0.92

화산5-4(곽)

북동-남서

3.33

1.24

0.8

2.62

0.92

화산2-1

북동-남서

3.64

1.53

1.05

2.17

1.02

화산2-2

북동-남서

3.2

1.48

1.58

2.46

팔달50

남-북

2.99

1.25

1.36

2.19

팔달117

동-서

3.2

1.85

0.7

2.16

신서B2-1

북동-남서

3.08

1.24

0.73

2.45

0.76

신서B3-1

동-서

3.05

1.19

0.63

2.77

0.74

임당CⅠ-94

동-서

2.81

0.95

0.31

2.05

0.5

임당CⅠ-141

동-서

(2.73)

1.3

0.47

(1.78)

0.69

철기
마구

무기

농공구

기타
경식

검, 모, 촉

부, 겸

모, 촉

부, 겸
부, 겸

사

부, 착

검파두식, 경식

부

경식
경식

검

검파부속구

0.69

검, 모, 준

검파부속구

0.59

사

관옥, 환옥

0.95

모

부, 겸, 따비

재갈, 닻형철기

검, 모

부, 겸

검파부속구

재갈

검, 모

부

검파두식, 검파부속구

환옥

부, 겸, 착
검, 모

임당CⅠ-162

동-서

3.1

1.2

0.55

2.47

0.83

검, 모, 촉

부

황성13

동-서

3.94

2.04

0.95

2.45

0.7

검, 모, 촉

부

황성59

동-서

3.79

2.45

1.07

2.6

0.84

검, 모, 촉, 사

부, 겸

검파부속구, 경식

양 제대리유적, 전사포리유적, 합천 성산리 332번지 유적, 대구 달성 화산리유적, 팔달동유적, 신서혁신도
시유적, 경산 임당유적, 경주 황성동 575번지 고분군, 포항 성곡리유적, 이인리유적 등에서 출토되었다.
중서부지역 오산·평택·아산은 황구지천, 진천·청주는 미호천, 동남부지역 창원·밀양·합천·달성
은 낙동강, 대구·경산은 금호강, 경주·포항은 형산강 유역에서 기원후 1∼2세기대 고분에 유개대부호가

Ⅳ. 세계유산적 가치

부장된다. 대부호의 대각, 동체, 뚜껑의 형태, 문양 등에서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지만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중서부지역과 동남부지역간의 교류가 예상된다. 전 다호리유적 출토 유개대부호는 야요이계(彌生
系) 토기로 수구Ⅱ식(북부큐슈)에 해당하고, 한반도 남부와 일본의 교류 관계를 보여준다.

옥전고분군은 유구와 유물에서 다양한 외래계 요소들이 확인된다. 먼저 유구를 보면 옥전 M10호 횡구
식석실묘는 신라, M11호 횡혈식석실묘는 백제지역으로부터 이 지역에 유입되었다.
유물에 있어서 주목되는 것은 5세기 4/4분기 이후 다량으로 부장된 대가야식 토기들은 인근의 고령지
역에서 유입된 것이다. 5세기 3/4분기의 옥전 M1·M2호에서 발견된 Roman-glass와 편원어미형 행엽,
6세기 2/4분기의 M6호에서 출토된 출자형 보관은 신라에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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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세기 3/4분기에 속하는 유구에서 이른바 ‘창녕형 꼭지’로 불리는 개와 유흑색을 띄는 일군의 토기
들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존재했던 창녕의 비화가야에서 들어온 자료들이다. 앞의 신라계 금속유물들도
창녕지역을 경유하여 이 지역에 유입된 자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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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소가야의 최고지배자 집단인 송학동고분군을 중심으로 주변 유적을
검토하여, 고성지역에 존재하였던 소가야 고분문화의 위계와 구조 및 전개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고성지역 고분군의 분포범위 및 현황

고성군은 경상남도의 중남부 연안(沿岸)에 위치한 지역으로, 동북쪽으로 창원시와 함안군, 서쪽으로 사
천시·남해군, 북쪽으로 진주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남쪽으로는 통영시·거제시와 인접해 있다. 지형은
전체적으로 산지가 많고 기복이 심한 편이며, 지맥이 동북에서 서남방향으로 뻗어 있고, 서북쪽이 높고 동

Ⅰ. 머리말

남쪽이 바다에 접해있어 낮은 편이다. 고성군은 대체로 서부산지·중앙저지·고성반도(동부반도)의 3개 지
형으로 구분된다. 서부산지에서 발원한 하천은 군의 중심을 거쳐 사방으로 흐르고 있는데 영천강·영오천은
남강으로 합류하며 고성천·사천강은 남해와 연결된다. 서부산지와 고성반도 사이에는 강에서 내려온 토사

소가야(小加耶)는 6가야 중의 하나로서, 산청·진주·고성 등을 중심으로 남강 중·상류 지역과 남해안

가 바다에 퇴적되어 형성된 고성평야가 위치한다. 고성평야는 토양이 기름지고 수리가 발달해 농업의 중심

일대에 존재했던 가야 소국이다. ‘小加耶’는 당시의 국명이 아니다. 소가야라는 명칭은 나말여초(羅末麗初)

을 이루며, 고성읍과 배둔리 근처에 넓게 조성되어 있다. 고성반도(동부반도)는 고성군에서 남쪽으로 돌출한

에 붙여진 것으로 고령에 본거지를 둔, ‘대가야’에 대한 일연(一然)의 상대적인 인식일 것이다. 이 명칭은 고

반도로, 행정구역상 고성군 거류면과 통영시 일부 지역으로 구분된다. 서쪽으로는 고성만에 면하고 남쪽으

려시대까지의 자료 중에서는 『삼국유사(三國遺事)』에만 남아있다. 이후 『고려사(高麗史)』 지리지(地理志)에

로는 거제도·한산도 등을 마주보는 위치에 있다. 또한 고성은 해안도서와 고성만·자란만·당동만·동해

서 고자군(古自郡)의 전신을 ‘小加耶國’이라 칭하였고,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서는 ‘小伽倻國’

만 등 여러 개의 항만이 해안 깊숙이 만입(灣入)해 있는 리아스식 해안으로, 해안선이 복잡한 편이다.

으로 쓰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加耶國’ 또는 ‘小伽倻’라고 남겨졌다. 그 이후로도

고성지역은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서 변한 12국 중의 하나인 ‘고자미동국(古資彌

『강계고(疆界考)』에서 ‘小伽倻國’, 『강역고(疆域考)』에서는 ‘小伽耶’, 『해동역사(海東繹史)』에서도 ‘小伽倻’ 등

凍國)’으로 기록되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는 ‘고사포(古史浦)’,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는 ‘고자국(古自

으로 쓰였으며, 거의 모든 지리지나 읍지(邑誌)에서 이러한 기록이 답습되었다.

國)’으로 알려졌으며,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의하면 ‘고차국(古嵯國)’, ‘구차(久嗟)’ 등으로 비정되었다. 신

5세기에 접어들면서 남강수계와 남해안 일대에는 대가야, 아라가야의 토기양식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라 효성왕 1년(737) 고자군(古自郡)으로 개칭되었다가, 신라 경덕왕 16년(757)에 주군현을 중국식으로 개

토기문화권이 형성된다. 6세기에 대가야계 토기의 확산과 더불어 점차 분포권이 축소되지만 가야 멸망까지

정할 때 ‘고자군’을 ‘고성군’으로 개칭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

산청과 진주, 고성을 중심으로 뚜렷한 분포권을 형성한다. 묘제에서도 지역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다곽식

지지(東國輿地志)』, 『강계고』, 『여지도서(輿地圖書)』, 『대동지지(大東地志)』 등과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

봉토분과 분구묘, 횡혈식석실 등이 대표적이다. 토기양식과 묘제를 통해 볼 때, 이는 서부경남지역을 동일

『고성현읍지(固城縣邑誌)』, 『영남읍지(嶺南邑誌)』 등에 남겨져 있다. 이러한 여러 문헌사료에서는 변진의 고

문화권으로 묶는 기준이자, 이 지역에 다른 가야들과는 구분되는 정치체가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고고학

자국을 소가야의 전신으로 파악하거나, 고성지역과 소가야를 동일시하였다. 이를 통해 고성지역이 소가야

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고분군은 산청 중촌리고분군, 합천 삼가고분군과 고성 송학동고분군 등

의 중심지였으며, 그 세력이 강력하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1)

이다. 이처럼 남강수계와 남해안 일대에는 소국의 존재를 알려주는 중심고분군과 더불어 중소형고분군이

고성지역의 가야 유적은 대다수가 고분군으로, 최근 현황조사를 통해 알려진 고분군은 41개소 【표 1】

일정한 권역을 형성하고 있다. 합천 삼가·산청·진주·고성·통영 등 묘제와 출토유물에서 동질성이 강한

이다. 일제강점기의 고적조사를 통해 고성지역의 조사가 처음 이루어졌다. 이는 일본 정부차원의 식민지 경

서부경남지역 가야 소국을 통칭하여 ‘소가야’로 부르고자 한다.

영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었으며, 임나일본부와 관련된 고고학적 물증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1914년 2월

소가야의 중심고분군인 산청 중촌리고분군과 합천 삼가고분군은 6세기 무렵 대가야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다. 그러나 고성 송학동고분군은 소가야 멸망 직전까지 그 세력을 유지하며 최상위계층으로서 위세를 떨쳤다.

218

가야고분군 Ⅴ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조선에서의 답사소식을 전한 엽서에는 “… 통영으로 돌아왔다.
체질조사는 더욱 재미있고 대형의 표형고분을 발굴했는데 갑주와 도검이 출토되었다. 모두 일본의 것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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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오늘 패총을 보았다. 내일 다시 남해도에서 통영으로 갈 생각이다.…” 라고 적었다. 여기서 말하는
표형분은 송학동고분을 지칭하며, 1A-1호를 중심으로 약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조사는 정식보고

연번
30

유적명

행정구역명

석마리고분군

마암면 석마리 산2

도전리고분군

마암면 도전리 1191

화산리고분군Ⅰ

마암면 화산리 798

32

화산리고분군Ⅱ

마암면 화산리 산78

33

석지리고분군Ⅰ

하이면 석지리 산20

없이 유리건판 사진으로만 남아있다. 1918년에는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에 의해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31

송학동고분군의 원경과 전경을 담은 유리건판 사진을 제외하고는 유구의 형상과 출토유물에 대한 정보가 전
2)

구분

29

해지지 않으며, 공식적인 약보고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1970년 이후, 고성지역에서는 7개소의 고분군

34

【표 2】 일부만이 발굴조사 되어, 그 일면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35
36

마암면

하이면

하일면

석지리고분군Ⅱ

하이면 석지리 산42

오방리고분군Ⅰ

하일면 오방리 산158

오방리고분군Ⅱ

하일면 오방리 547

동아대박물관에서 1972년 오방리고분군 발굴조사를 시작하였고, 1989년 국립진주박물관에서 고성 율

37

학림리고분군

하일면 학림리 223

대리 2호분, 1991년 경남대학교에서 연당리 14·18·20·23호분을 조사하였다. 1997년부터 국립가야

38

거산리고분군

거류면 거산리 산67

문화재연구소에서 가야문화권 중요유적에 대한 학술조사의 일환으로 내산리고분군(사적 제120호)에 대한

40

순차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하면서 소가야 고분군의 특징이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9년부터

41

2002년 6월까지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송학동 제1호분에 대한 시굴조사와 3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진행하
였다. 이후에도 신용리고분군, 기월리 1호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구분

용산리고분군

거류면 용산리 712

은월리고분군

거류면 은월리 1223

신용리고분군

거류면 신용리 산67-1

【표 2】 고성지역 가야고분군 발굴조사 현황
유적명

조사기간

조사기관

1

오방리고분군

1972

동아대학교박물관

2

율대리 2호분

1989

국립진주박물관

행정구역명

3

연당리 14·18·20·23호분

1991

경남대학교

고성읍 송학리 산473-5

4

내산리고분군

1997~2005(7차)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1

송학동고분군

2

송학동 제2고분군

고성읍 송학리 7

5

송학동 제1호분

1999~2002(3차)

동아대학교박물관

3

기월리고분군

고성읍 기월리 126-2

6

신용리고분군

2007

(재)동서문물연구원

기월리1호분

고성읍 기월리 582-3

7

기월리 1호분

2011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기월리2호분

고성읍 기월리 605-1

6

율대리고분군

고성읍 율대리 산707

7

무량리고분군

고성읍 무량리 159

8

교사리고분군

고성읍 교사리 7251

9

월평리고분군

고성읍 월평리 산171

10

내산리고분군

동해면 내산리 산191

4
5

11

고성읍

양촌리고분군

동해면 양촌리 산128-1

12

내곡리고분군

동해면 내곡리 274

동해면

1. 고성 송학동고분군(固城 松鶴洞古墳群)
송학동고분군은 일명 무기산(舞妓山)고분으로도 불렸으며, 고성읍 북동쪽의 고성만을 바라보는 해발

13

연당리고분군Ⅰ

영오면 연당리 산197

14

연당리고분군Ⅱ

영오면 연당리 산186

15

연당리고분군Ⅲ

영오면 연당리 산140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개간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훼손되고 정상부에 입지한 1호분을 중심으로 7기만 남아

16

연당리고분군Ⅳ

영오면 연당리 산114

있다<도면 1>. 기존에는 송학동고분군 북편에 위치한 고분을 기월리고분군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영산리고분군

영오면 영산리 산114

18

양산리고분군

영오면 양산리 산43-2

는 연결된 구릉에 축조된 동일한 성격의 고분군으로 파악되어 ‘송학동고분군’으로 통합하였다. 이는 사적 제

19

오동리고분군Ⅰ

영오면 오동리 산51

119호로 지정보호되고 있으며, 최근 그 가치를 인정받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신청 후보에 선정되었다.

20

오동리고분군Ⅱ

영오면 오동리 산2

21

영대리고분군

영오면 영대리 산89-2

1호분<도면 1>은 외형이 일본 고분시대 전방후원분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발표되기도 하고, 단지 두 개
의 원분이 결합된 것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등 한국과 일본의 고분 연구자들 사이에 깊은 관심의

17

영오면

22

구만면

화림리고분군

구만면 화림리 산68-1

23

회화면

봉동리 금봉산고분군

회화면 봉동리 산337

신분리고분군Ⅰ

영현면 신분리 산103-2

신분리고분군Ⅱ

영현면 신분리 1090

신분리고분군

영현면 신분리 827

송계리고분군

대가면 송계리 산75-1

연지리고분군

대가면 연지리 산61

24
25

영현면

26
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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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명

거류면

연번

【표 1】 고성지역 가야고분군 현황
연번

39

가야고분군 Ⅴ

대가면

25m 전후의 낮은 독립구릉에 조성된 소가야 최대고분군이다. 대형 봉분을 가진 10여 기의 고총이 존재했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논란은 발굴조사를 통해 송학동 1호분이 3기의 분구묘를 연접하여 축조된 것으로 밝
혀지면서 해소되었다. 먼저 구릉의 남편에 1A호분이 축조되었고, 그 북편에 연접하여 1B호분이 설치되었
다. 마지막에 축조된 1C호분은 1A호분과 1B호분이 맞닿은 지점인 양 고분 중간을 굴착하여 배치하였다.
1A호분과 1B호분은 배장 또는 추가장으로 판단되는 소형 석곽들을 동일 분구 내에 설치하였다. 1A호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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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층 하부에 위치한 1E호분은 선대에 축조된 목곽묘로 밝혀졌으며, 1C호분보다 선행하여 축조된 석곽묘

1) 송학동 1A호분

1D호분이 잔존하고 있다. 분구 가장자리에는 일정 간격으로 장타원형 구덩이를 연속적으로 굴착하여 단절
형 주구(周溝)를 배치하였다. 주구에는 적갈색 원통형토기를 눕히거나 세워두었던 것이 파손된 채로 확인되
었다. 주구는 묘역의 범위를 표시하거나 배수 역할도 있지만, 단절형 주구 내에 대호 등 토기류가 다수 매납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장의례의 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송학동고분군에서 조사된 매장주체부는 목곽묘, 수혈식석곽, 횡혈식석실 등이 있다. 이 중 목곽묘는
1E호분 단 1기에 불과해, 이와 관련된 성격 파악은 자료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4~6세기를 걸쳐
지속된 수장층 집단의 누세대적인 축조현상이 확인되지 않고, 6세기대에 집중된다. 이는 송학동뿐만 아니
라 고성지역 고분군의 전체적인 양상으로 볼 수 있다.

1A호분은 분구 중앙에 위치한 동서 장축의 1A-1호 석곽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10기의 수혈식석곽이
상호 장축을 달리하여 배치된 다곽식이다. 이는 유구의 배치 상태와 축조기법, 출토유물 등을 통해 볼 때,
유구 상호 간 시기를 달리하면서 축조된 추가장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1A호분은 동-서 28.5m, 남-북 30m로 거의 원형이며, 축조공정별 특징을 살펴보면, 구릉 정상부를
부분적으로 삭평하고 정지한 후 흑갈색점질토를 깔고 그 위에 4.3m 높이까지 방사상으로 구획 성토하였다.
이후 높게 성토된 분구를 굴착하여 모두 11기의 석곽묘를 축조하였다. 묘역 정지과정 또는 분구 조성 중에
분구 주위로 10개의 단절형 주구를 배치하였다. 매장주체부를 설치한 후 개석 위로 적갈색이나 황갈색 밀봉
3)

토를 일정 두께로 덮고, 다시 회갈색점질토를 둥글게 쌓아 봉분이 반구형에 이르도록 하였다. 중앙부에 초
축된 주곽인 1A-1호는 길이 8.25m, 너비 1.05m, 깊이 1.15m로, 규모가 가장 크다.
출토유물은 개배(蓋杯), 기대(器臺), 호(壺), 유공광구소호(有孔廣口小壺) 등의 소가야식 토기와 대가야

계 토기, 대도(大刀), 도자(刀子), 철촉(鐵鏃), 철부(鐵斧), 철모(鐵矛) 등 무기류, 안교(鞍橋), 등자(鐙子), 검
릉형행엽(劍菱形杏葉), f자형판비(f字形板轡) 등 마구류, 찰갑편 등 무구류, 이식(耳飾), 경식(頸飾), 천(釧)

등 장신구류, 철부(鐵斧), 철착(鐵鑿) 등 농·공·어로구가 확인된다. 이처럼 동시기 주변 유적에 비해 유구
규모나 부장유물의 수량과 질적인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축조시기는 대략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송학동 1B호분
1B호분은 1A호분에 연접하여 축조되었으며, 1A호분보다 2m 정도 낮게 조성되었다. 중앙에 대형 횡혈
식석실인 1B-1호를 중심으로 분구 남쪽과 묘도 입구 북쪽에 인접하여 소형의 수혈식석곽 1B-2호와 1B-3
호 등 총 3기가 확인되었다. 봉분 직경 28m로, 가야지역 횡혈식석실분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석실은 평
면 세장방형이며, 판석 10매를 양 장벽 위에 수평으로 나란히 걸쳐 천장석으로 삼은 평천장 형태이다. 석실
바닥은 회청색점토를 한 벌 펴 바르고, 그 위에 편평한 판석을 전면에 깔았으며, 다시 잔자갈을 깔았다. 남
쪽 장벽 위에 일정 간격으로 휘장용 철못이 배치되고, 동쪽 단벽 중간에 목제선반이 설치되었다. 석실은 길
이 6.7m, 너비 2m, 깊이 1.5m이며, 중앙에 위치한 연도는 길이 3.3m, 폭 1.1m, 높이 1.3m로 긴 편이다.
횡혈식석실의 경우 봉토 축조기법이 단일 성토재를 이용하여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으나, 1B호분은 점토괴,
토재와 석재를 이용해 연접성토하고 있어, 선축한 1A호분에 버금가는 높은 기술력을 가진 축조기법이 확인
4)

된다. 내부에 묘도 폐쇄 흔적과 바닥 상태, 유물 출토 위치 등으로 보아 2회 정도 추가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석실과 연도 내부를 붉게 채색하였는데, 벽면은 점토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붉은 칠을 한 데 반해
<도면 1> 고성 송학동고분군 배치도(左), 송학동 1호분 유구 배치도(右)

천장은 바로 도장하였다. 현실 입구에는 문주석과 문지방석, 판석으로 된 문비석 등이 갖추어졌다. 주구 내
부에는 적갈색 원통형토기를 눕히거나 세워두었던 것이 파손된 채로 확인되었다.
석실 내부에서는 소가야식 토기를 중심으로 대가야계 개배, 장경호, 신라계 대부장경호, 스에키 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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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월리 1호분
기월리고분군은 세 곳의 구릉 정상부에 분산되어 축조되었는데, 그중 기월리 1호분은 송학동고분군에
서 서북쪽으로 760m가량 떨어져 있고, 남쪽으로 230m 이격된 지점에 기월리 2호분이 위치하고 있다.
기월리 1호분 조사를 통해 소가야 분구묘 축조기법 연구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낮은 구릉의 정상부를
묘역으로 선정하여 지표를 정리하고 주구를 굴착하여 봉분의 범위를 결정하면서 성토에 사용할 토재를 확
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봉분 범위 전면에 암갈색사질점토를 깔아 정지층을 마련하고, 그 상부에서부터 본격
<그림 1> 송학동 1B-1호 석실 서벽 현문(左), 송학동 1B-1호 출토 스에키(右)(출처: 동아대학교박물관)

적으로 성토작업을 진행하였다. 흑색·암갈색사질점토를 이용하여 10~30cm 정도의 두께로 정지층을 마
5)

련하는 것은 송학동 1호분, 율대리 2호분, 내산리 8·34호분 등에서도 확인된다. 분구는 동-서 19.5m,

변 각국의 토기가 다량 출토되었으며, 패제운주 등 마구류와 촉, 대도 등 무기류, 각종 농·공구류 등이 확

남-북 18.2m로 원분이며 잔존높이는 1.8m 내외이다. 매장주체부와 분구의 상부가 유실된 상태이지만 구

인되었다. 이로 보아 축조시기는 6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획성토가 뚜렷이 확인된다. 구획성토는 평면 8개 분면으로 방사상을 이루며 석재, 점토괴, 판재 등 다양한
구획재(區劃材)를 이용해 교차성토, 연접성토 등이 행해졌다. 분구의 주위 경사면에는 단절형 주구를 설치

3) 송학동 1C호분

하였다. 잔존하는 벽석과 묘광의 범위로 보아 매장주체부는 석곽으로 추정된다. 고성·통영지역의 분구묘
와 달리 단독 매장으로 완결된 것이 특징이다.

1C호분은 1A호분과 1B호분의 연
접 부분을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나, 분형
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축조되었다. 매장주
체부는 횡혈식석실이며, 1B-1호와 유사

송학동 1A호분의 봉분 하부에서 선축된 1E호분과 유사하게, 기월리 1호분도 정지층 아래에서 청동기
시대 석관묘 3기가 확인되었다. 선행 묘제를 훼손하지 않고 봉분 범위 내에 포함시켜 축조하였다. 유물은
매장주체부 내에서 유공광구소호 1점이 출토되었으며, 주구의 남서쪽 바닥에서 연질옹과 남동쪽 단절부에
서 호 및 대호 등이 파손된 채로 확인되었다.

한 형태와 구조를 보이나, 현실이 넓어지
고 평면 장방형으로 바뀌었다. 석실은 길
이 5m, 너비 2.65m, 높이 1.2m이고, 연
도는 서단벽 중앙에 위치하며 길이 2m, 너

2. 고성 내산리고분군(固城 內山里古墳群)

비 0.65m, 높이 0.75m로 1B-1호에 비해
극히 짧아졌다. 석벽은 중간부터 상단으로
갈수록 점차 내경하여 궁륭상의 천장 형태
로 추정된다. 1B-1호와 달리 현문에 문

<도면 2> 송학동 1호분 묘제 변천
(上: 1A-1호 석곽, 中: 1B-1호 석실, 下: 1C호 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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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120호로 지정된 내산리고분군은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821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적포만 일대 해발 10~20m 사이의 낮은 구릉에 입지하고 있다. 고분군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정상부를 중심으로 60여 기의 고분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데, 직경 15~20m의 대형 봉토분이 20여 기이고,

비석을 비롯한 문주석, 문지방석을 갖추지

10~15m 정도의 중형봉토분이 40여 기로 구릉 하단부에 집중되어 있다. 비교적 짧은 시간 범위 내에 대규

않았다.

모의 고분군이 이곳에 집중적으로 조영되었다.

유물은 대부분 도굴되었으나, 소가야·

내산리고분군은 분구묘와 봉토분이 혼재하며, 분구묘는 석곽을 매장주체부로 하는 반면, 봉토분은 주

대가야·신라계 토기와 함께 청동제고배,

로 횡혈식석실을 주곽으로 채용하였다. 1기의 봉토 내에 수혈식석곽이나 횡혈식석실의 주곽이 위치하고,

장식대도, 자엽형행엽, 은제대금구 등이

그 주위로 다수의 중·소형 석곽이 배치된 다곽식(多槨式) 구조를 띤다. 대부분 하나의 봉토에 5기 전후의

출토되었다. 1C호분은 1호분에서 가장 늦

소형석곽이 설치되어 있는데, 21호분은 15개의 석곽이 확인되었다. 대체로 중앙에 선축된 매장주체부가

은 시기에 축조된 고분으로, 유물과 석실

큰 편이지만, 주곽과 주변 석곽의 규모가 비슷하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다수이다. 내산리 8호분의 경

의 구조로 보아 6세기 중반대로 판단된다.

우, 주곽과 이에 직교하는 2곽의 길이가 불과 31cm 차이이며, 21호분의 경우 주곽인 21-1곽보다 후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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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곽의 규모가 오히려 크다. 석곽 배치구조와 석곽 규모의 대등함은 대가야의 묘제와 뚜렷한 차이를 보

고분은 하나의 봉토에 5기의 석곽묘를 마련한 다곽식으로, 봉분 중앙에 있는 1호를 먼저 조영하고, 그

인다. 주구는 1호분, 62·63호분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너비 2~4m, 깊이 0.3~0.8m이다. 주구 내부에서

남쪽에 2·3호를 1호와 나란하게 배치하였다. 먼저 구릉 정상부를 평탄화한 후 흑갈색점질토를 20~30cm

는 개, 고배, 호 등이 깨어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내산리고분군에서 확인된 분구묘는 1·8·21·28·63호

깔았다. 그 위로 약 2m 정도의 분구를 구축하였는데, 5분할의 구획성토가 이루어졌다. 주곽의 규모는 길이

분 등이다. 주곽의 매장주체부로 횡혈식석실을 채용한 내산리 34·60호분 등은 평면 장방형으로 연도부가

5.11m, 너비 1.1m, 잔존높이 0.83m이다. 석곽 바닥에는 벽석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점토를 다졌으며,

모두 서쪽으로 열려 있는 중앙연도식 구조이다. 이들은 묘역을 조성하고 정지한 후 경사가 낮은 부분을 중

잔존높이는 30cm 정도이다. 주구는 분구 외연을 따라 전체를 돌렸는데 한쪽 부분만 트인 구조이다. 율대리

6)

심으로 1차적으로 성토하여 토대(土臺)를 만들었으나, 분구를 선축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 분구묘로 분
류하기는 어려우나, 봉분 외형만 놓고 보면 매장주체부의 위치가 주변의 지면보다 높으므로 결과적으로 매
장주체부가 봉분 내에 위치한 것처럼 보인다.
출토유물은 토기를 비롯한 등자, 재갈, 행엽, 운주 등 마구류, 대도, 철모, 촉 등 각종 무기류, 농·공구

2호분은 가야지역 최초로 축조기법이 확인된 분구묘이다.
유물은 장경호, 대부장경호, 고배, 개, 기대, 재갈, 등자, 철촉, 금제이식 등이 출토되었다. 대부장경호,
장경호, 개, 기대 등의 대가야계 토기와 고배, 개, 대부호 등의 신라계 토기 등도 확인된다. 이를 통해 고분
의 축조시기는 6세기 중반으로 추정된다.

류 등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경식과 이식, 천 등 장신구류가 다량 확인되었다. 토기류는 수평구연호, 대부
호, 파수부완 등 소가야식 토기가 주종을 이루는데, 개배의 출토량이 압도적이며 유개고배의 대각을 파쇄시
켜 개배의 형태로 만들어 부장하기도 하였다. 대가야계 개배, 신라계 유개고배, 8호분 주곽에서 출토된 영

4. 고성 연당리고분군(固城 蓮塘里古墳群)

락부대부장경호(瓔珞附臺附長頸壺), 8호분 3곽 출토 유공광구소호 등 외래계 유물도 다수 확인되었다. 그러
나 왜계문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내산리집단은 활발한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하였으며, 고분군 축조시기는
유구와 유물로 볼 때, 6세기 전·중반대가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당리고분군은 고성군의 북서쪽 말단의 영오면에 위치하며 북서쪽으로는 진주, 남서쪽으로는 사천과
접하고 있다. 행정구역상 고성군에 속해 있지만, 지리적으로 연당리 일대는 남해로 직접 유입되는 고성군
중심부와는 달리 진주권 수계지역에 해당된다.
외형적으로 확인되는 봉분은 기존에 24~26기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대부분 능선의 정상을 따라 배치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를 통해 64기의 봉토분과 능선 사면 일대에 소형 석곽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
7)

로 확인되었다. 묘제는 평면 세장방형 석곽과 평면 장방형의 짧은 중앙연도를 갖춘 횡혈식석실이 확인되었
다. 대형분임에도 불구하고 동시기 대의 고성지역 소가야의 특징적인 묘제인 분구묘가 채용되지 않은 점에
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14호분을 제외한 나머지 3기의 봉토 가장자리에는 너비 1m 내외의 주구가 설치되
었고, 그 내부에서는 고배, 파수부배, 개, 옹, 장경호, 단경호, 대부장경호, 대부직구호, 대호, 발형기대, 통
형기대 등 다양한 종류의 토기를 파쇄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소가야식 토기가 주를 이루는데, 수평구연발형기대와 수평구연호, 일단장방형투창고배, 개
등이 확인되었다. 외래계 유물은 23호 석곽에서 대가야계 장경호 등이 확인되며, 18호 석실에서는 대가야
<그림 2> 내산리고분군 유적 원경(左), 내산리 34호분 유구 전경(右)(출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계 개 등과 함께 신라계 단각고배, 개 등이 출토되었다. 철기류는 철겸, 철부, 철모, 철촉 등이 확인되었으
며, 23호분에 부장된 환두대도는 고리부가 상원하방(上圓下方)형에 가깝고 그 안에 이엽장식(二葉裝飾)을
가미한 특이한 형태이다. 묘제의 특징과 유물을 통해 볼 때, 중심연대는 6세기 전·중반으로 판단된다.

3. 고성 율대리 2호분(固城 栗垈里 2號墳)
5. 고성 신용리유적(固城 新龍里遺蹟)
율대리고분군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789-1 일대에 위치하며, 낮은 구릉에 4기의 분구묘
가 남아있었다. 이 중 1호분은 1972년 한전 고성출장소 건설 시 파괴되었고, 율대리 2호분은 14번 국도 확
장·포장 공사에 따른 구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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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는 예가 많으나, 단일 주구 내에 2~5기의 석곽이 병렬로 배치된 다곽식도 총 8기가 조사되었다. 석곽

소가야권에서 대형분은 대부분 고성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송학동고분군을 중심으로 고성읍 일대

은 주로 묘광의 바닥에 홈을 파서 최하단의 벽석을 세워쌓기 한 후, 2단 이상은 눕혀쌓은 최하단석 수적묘

에 밀집한다. 【표 3】을 살펴보면, 봉분 직경 25m 이상인 고분군은 기월리 2호분과 송학동 1A호분, 1B호

가 높은 비율로 확인된다. 이는 가야지역 중·소형 석곽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인다.

분, 송학동 제2고분군 등이 해당된다. 송학동 1호분은 연접하여 분구를 조성함으로써, 전체 길이가 약 70m

출토된 유물은 6세기 전·중반에 해당하는 고배류, 수평구연호, 광구호 등 소가야식 토기가 주류를 이

에 이르는 초대형분에 속한다. 현재까지 소가야권역에서는 이를 제외하고는 연접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룬다. 대가야계, 신라계 토기, 스에키 등 외래계 유물도 확인되어 중·하위계층에 속하는 신용리고분군 조

독립적인 분구를 유지하였다. 대형고분 축조에는 대규모의 노동력과 시간, 비용, 축조기술 등이 필요하였으

영집단의 활발한 대외관계를 엿볼 수 있다. 횡혈식석실에서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단각
고배, 부가구연장경호, 대부완 등 신라 후기양식토기가 출토되었다.

【표 3】 고
 성지역 주요 고분군 봉분 규모(m)
기-기월리고분군, 송-송학동고분군, 율-율대리고분군, 내-내산리고분군, 연-연당리고분군

Ⅲ. 소가야 고분문화의 위계와 변천

송학동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고성지역 소가야 묘제는 목곽 - 수혈식석곽(다곽식분구묘) - 횡혈식석실
로 변천한다. 이러한 묘제의 변화는 소가야의 성장·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검토한 유적을 대상
으로 고성지역 고분군의 위계와 특성을 파악하고, 고성지역을 중심으로 출토유물과 묘제를 통해 소가야 고
분문화의 구조와 전개양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1. 고성지역 고분문화의 위계와 계층성
고총고분의 축조는 당시 토목기술 및 매장의례의 산물로서, 이를 통해 축조집단의 기술력과 문화발전단

【표 4】 고
 성지역 주요 고분군 주곽(수혈식석곽) 규모(m)
기-기월리고분군, 송-송학동고분군, 율-율대리고분군, 내-내산리고분군, 연-연당리고분군

계, 교섭·교류에 대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고성지역 주요고분군에서는 다곽식봉토분과 분구묘가 채용
된다. 분구묘는 봉토분과는 달리 분구를 먼저 조성한 후, 분구 상부를 굴착하여 매장주체부를 축조하는 고
분을 일컫는다. 분구묘의 채용은 봉토분이 주 묘제인 여타 가야지역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소가야권에서 봉
토분이 조성되는 고분군은 합천 삼가, 산청 중촌리, 고성 연당리 등이며, 분구묘가 축조되는 고분군은 고성
송학동, 율대리 등이다. 고성 내산리고분군은 봉토분과 분구묘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영남지역에서는 5세
기 이후, 고성과 통영에서만 돌발적으로 분구묘가 출현하며, 고대(高臺)화 된 분구묘의 채용은 고성지역 수
장층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고성지역 고분은 입지와 규모, 출토유물의 질량 등에서 위계가 뚜렷하다. 고분군의 입지를 살펴보면 송
학동고분군은 얕은 구릉의 정상부에 단독으로 입지한 반면, 내산리·연당리고분군 등은 구릉 사면부와 말
단부에 열상이나 군집으로 분포한다. 묘광 바닥면의 레벨이 구지표의 정지면보다 훨씬 높은 전형적인 고총
형 분구묘는 송학동 1A호분, 기월리 1호, 율대리 2호분 등이다. 내산리고분군 21호분과 28호분은 묘광 바
닥면이 정지면보다 약간 올라선 정도로 고총형 분구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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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고
 성지역 주요 고분군 주곽(횡혈식석실) 규모(m)
기-기월리고분군, 송-송학동고분군, 내-내산리고분군, 연-연당리고분군

또한 고성지역 주요 고분군에서는 주로 꺽쇠가 확인되는 양상이 보인다. 송학동고분군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며, 이외에도 내산리 34호 주곽, 내산리 60호, 연당리 18-1곽, 율대리 2-2호 등에서 출토된다.
이처럼 고성지역에서는 동시기 대가야나 아라가야, 신라에 비해 철기의 생산과 유통량이 현저히 적고,
대도나 철모 등의 무기류나 마구류의 소유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비단 고성지역
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가야 전역에서 보이는 공통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A-1호분 출토 찰
갑편, 장식마구 일괄, 1B-1호분 출토 패제운주, 1C호분 출토 은제대금구, 연당리 23호 출토 이엽환두대도
등은 소가야권역에서 출토사례가 극히 드물다.
【표 7】은 송학동 1호분 출토유물을 유구별로 정리한 것이다. 특히 1A-1호분에서는 찰갑 등 무구류, 안
장, 재갈, 등자, 장식마구, 철모, 대도, 장신구류, 각종 농·공·어로구류, 토기류의 유물조합이 모두 확인
된다. 동시기 주변 유적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출토유물의 수량과 질적인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
는 1B-1호분과 1C호분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마구의 재질, 장식성 등 모든 점에서 송학동고분군이 다른

며, 이를 통제할 권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처럼 거대한 연접분의 축조는 송학동고분군 조영집단이 주변

8)

주변 고분군을 압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송학동 1호분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성이 인정된다.

축조집단과 차별화 된 당시의 강력했던 위세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송학동고분군 주곽의 규모 또한 여
타 고분군과 확연히 드러난다. 【표 4】와 【표 5】를 보면, 송학동 1A-1호 석곽과 1B-1호 석실이 월등히 크
고 세장하다.

【표 7】 고성 송학동 1호분 출토유물 현황
유구명

묘제

무구류

마구류
안장

재갈

등자

장식마구

5

3

50↑

-

1

39↑

○

○

2

행엽2
판비1
깃대꽂이1
운주2
마령2
교구7
혁금구6
식금구8

-

장니
부속구

-

-

패제운주1
교구2
철환2

-

좌목선
교구

2

운주5
행엽3
교구1

【표 6】 고성지역 고분군 출토유물 조합상
조합

갑주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
-

무기
(대도·검·모)
○
○
○
-

마구

꺽쇠

장신구

○
○
○
○
-

○
○

○
○

무기
(도자·촉)
○
○
△
△
△
○
○

택1
택1
○
-

○
○
○
택1
-

택1
-

농공구

토기

○
○
○
△
○
○
○

○
○
○
○
○
○
○
○
○
○

-

송학동
1A-1

찰갑
석곽 (소찰, 요찰,
경갑 등)

송학동
1B-1

석실

송학동
1C

석실

무기류

-

모

도

2

5

촉

1

장신구류

농공구류

토기

꺽쇠/
철정

물미

1

옥1

철부20
철겸9
삽날3
철착3
조침

31

꺽쇠8

2

3

경식1

철부10
철겸3
삽날1

73

꺽쇠11
철정2

1

-

은제대금구1
금제이식2
옥류4
구슬5

17
청동제
고배1

꺽쇠2
철정1

도자

고성지역에서 발굴조사된 고분 120기를 대상으로 출토유물 양상을 검토해보았다. 부장된 유물은 찰갑

내산리나 율대리·연당리고분군 등은 송학동고분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장유물의 출토량이 적으며,

등 무구류, 안장, 등자, 행엽 등 마구류, 이식, 경식 등 장신구류, 철모, 대도, 촉 등 무기류, 각종 농·공·

무구류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마구류나 장신구류 등이 선택적으로 부장되는 등 송학동고분군과의 위계

어로구, 토기류 등이 있다. 【표 6】은 5~6세기대 고성지역 고분군 출토유물의 조합상을 나타낸 것이다. 총

차가 뚜렷하게 보인다.

10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 철기류를 부장하지 않고, 토기류만 확인(35기)되거나, 농·공구류,
철촉이나 도자 등 무기류나 이식 등 장신구류와 공반되어도 1~3점 정도만 소량 출토되는 경우(36기)가 총
59%의 비율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한편 마구류가 부장된 유구는 18기로, 전체 비율의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도나 철모 등의 무기류가 마구류와 함께 부장되
는 경우는 총 11기이며, 약 9%를 차지한다. 이에 해당하는 고분은 송학동 1A-1호, 1B-1호, 1C호, 내산리
34호 주곽, 21-1곽, 연당리 23호 등으로 큰 규모와 부장유물로 보아 위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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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고성지역 고분군 위계 등급
계층
최상위(1등급)
차상위(2등급)
하위(3등급)

규모
1

2

유물조합상
3

○
○

가

나

○

○
○

○

다

라

마

바

○

○

○

○
○

사

아

자

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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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표 8】과 같이 봉분 규모와 유물조합상을 종합해보면, 고성지역 소가야 고분군은 3등급으로

<그림 3>은 고성지역 가야고분군의 위계별 분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성지

위계를 나눌 수 있다. 매장주체부 규모와 축조 양상, 고분축조기법 등도 고려해보면 이는 더욱 뚜렷이 드러

역 고분은 규모와 출토유물의 질량에서 위계가 뚜렷하다. 직경 25m 이상의 고분은 송학동고분군을 중심으

난다. 최상위고분군은 봉분 규모 25m 이상(1)이며, 유물조합상이 모두 확인되는 (가)와 무구류를 제외하

로 고성읍 일대에 밀집하고, 차상위고분군은 내산리고분군, 율대리고분군, 연당리고분군 등이 축조되었다.

고 모든 조합상이 보이는 (나)에 해당된다. 고성지역에서는 송학동고분군(1A-1호, 1B호, 1C호 등)이 최상

부장유물, 봉분과 주곽의 규모, 입지와 고분축조기법 등을 종합해볼 때, 송학동 1A-1호 축조를 기점으로

위묘에 속한다. 차상위계층은 봉분 직경이 25m 미만~10m 이상(2)이며, 부장유물은 주로 대도 등의 무기

소가야 멸망 직전까지 줄곧 송학동고분군이 소가야의 최고 권력집단의 묘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류나 마구류가 공반된 (나)~(라)의 조합상을 가진다. 차상위고분으로는 내산리고분군(21-1곽, 34호 주곽,
36호 주곽, 28-1곽, 8호 주곽 등), 율대리고분군(2호), 연당리고분군(14·18·23호 등)이 이에 속한다.

【표 10】 고성지역 소가야 분구묘

(마)~(사)의 유물조합상은 주로 상위계층묘의 배장곽 등에서 확인된다. 하위층묘는 봉분 규모 10m 미만(3)

평면도

단면도

에 해당하며, 부장유물의 경우 토기류와 농·공구류나 이식 등의 장신구류 또는 도자와 촉 등이 소량 출토
되는 (아)와 (자), 토기류만 부장된 (차)의 조합상이 다수를 차지한다. 하위계층으로는 신용리고분군이 대표
적이며, 영대리고분군, 양촌리고분군 등 대부분의 소형 고분군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송
학
동
1A
호
분

기
월
리
1
호
분

<그림 3> 고성지역 가야고분군 위계별 분포 현황(【표 9】의 목록과 일치)
【표 9】 고성지역 가야고분군 목록
1. 송학동고분군
5. 기월리 2호분
9. 월평리고분군
13. 연당리고분군Ⅰ
17. 영산리고분군
21. 영대리고분군
25. 신분리고분군Ⅱ
29. 석마리고분군
33. 석지리고분군Ⅰ
37. 학림리고분군
41. 신용리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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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학동 제2고분군
6. 율대리고분군
10. 내산리고분군
14. 연당리고분군Ⅱ
18. 양산리고분군
22. 화림리고분군
26. 신분리고분군
30. 도전리고분군
34. 석지리고분군Ⅱ
38. 거산리고분군

3. 기월리고분군
7. 무량리고분군
11. 양촌리고분군
15. 연당리고분군Ⅲ
19. 오동리고분군Ⅰ
23. 봉동리 금봉산고분군
27. 송계리고분군
31. 화산리고분군Ⅰ
35. 오방리고분군Ⅰ
39. 용산리고분군

4. 기월리 1호분
8. 교사리고분군
12. 내곡리고분군
16. 연당리고분군Ⅳ
20. 오동리고분군Ⅱ
24. 신분리고분군Ⅰ
28. 연지리고분군
32. 화산리고분군Ⅱ
36. 오방리고분군Ⅱ
40. 은월리고분군

율
대
리
2
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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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단면도

3세기 후반, 4세기 전반, 4세기 중·후반, 고고자료를 통해 보았을 때 5~6세기에 벌어진 사건으로 추정하
는 등 다양하다. 전쟁 대상은 아라, 가라, 아라·가라, 부산·울산지역 등으로 의견이 나뉘며, 전쟁의 원인
으로는 한군현의 약화, 사로국의 성장, 가락국의 쇠퇴, 가락국 중심의 독점적 해상교역권을 둘러싼 분쟁, 농
경지 확보 등 여러 의견이 있다. 이처럼 포상팔국전쟁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기사를 통해 남해안에 개별 소국이 존재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연맹 혹은 연합체를 형성하였던 사실을

내
산
리
1
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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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소가야의 구조와 전개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소가야 성립기에는 수 기의 봉분이 밀집하고 대형 목곽묘의 존재가 확인되는 등 집단 내 계층화와 격차
가 보이는 산청 중촌리고분군이 중심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산청 중촌리 3호北 목곽묘는 갑주류와 마구류
를 부장한 동시기 최대 규모의 고분이다. 합천 삼가 8호 목곽묘도 갑주류는 출토되지 않았으나, 부장유물과
규모, 입지 등에서 탁월하다. 따라서 소가야 성립기는 남강수계의 산청 중촌리고분군과 합천 삼가고분군이
중심고분군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파악된다.
5세기 후반부터 고성지역 수장층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남강수계와 남해안세력이 결합하여 소가야의
발전기로 접어든다【표 11】. 이 시기 유력 고총고분군은 산청 중촌리·합천 삼가·고성 송학동고분군으로 파
악된다. 이러한 점은 유력 고총고분을 중심으로 한 종적인 구조를 이루는 대가야(고령 지산동고분군), 아라
가야(함안 말이산고분군)나 신라(황남대총)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즉 5세기 중·후반의 소가야는 다원적

내
산
리
8
호
분

인 구조를 가진다. 가야 소국들의 성장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겠지만, 4세기까지 남해
안과 낙동강을 장악하였던 김해세력의 몰락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남해안과 남강수계의 소국들은 지
리적인 환경조건과 강국들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연합 또는 연맹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남강수계지역은 산청권, 합천 삼가권을 중심으로 진주권이 결합된 구조이다. 산청권은 중촌리고분군을
정점으로 옥산리와 묵곡리 등 중·하위 고분군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한다. 삼가권은 합천 삼가고분군을 중
심으로 소오리고분군 등의 중·하위 고분군이 연결된다. 산청권과 합천권은 진주 우수리, 무촌 유적 등 진
주권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해안의 경우, 고성권은 고분군의 규모와 출토유물 등

2. 소가야 고분문화의 구조와 특징

으로 보아 송학동고분군이 최고위계에 속하며, 통영 남평리 등의 중·하위묘와 결합된다. 각 권역별로 최고
위 수장층 묘역을 중심으로 주변의 하위고분군이 결집된 구조를 보이며, 삼자의 중심고분군은 상하 관계가
아닌 횡적으로 연합하여 물질문화 교류 및 기술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세력을 유지한 것으로 추측된다.

소가야는 토기양식의 분포, 묘제로 보아 남강 중·상류지역과 남해안 일대에 산재했던 개별 소국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헌사료가 부족한 가운데, 서부경남 일대의 가야 소국의 실상을 알려
주는 유효한 사료 중 하나가 ‘포상팔국전쟁(浦上八國戰爭)’ 기사이다. 이는 『삼국사기』 본기와 열전, 『삼국유
사』 물계자전(勿稽子傳) 등에 기록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포상팔국이 공모하여 加羅, 阿羅 혹은 신라 邊境을
침범하였으나 신라의 나해이사금(奈解尼師今)이 군사를 보내어 제압하였고, 3년 뒤 골포(骨浦), 칠포(柒浦),
고사포(古史浦) 등 3국이 재차 갈화(竭火)를 침범하지만 왕이 직접 나서서 격파하였다는 것이다. 여러 차례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가야 내부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포상팔국전쟁에 대한 연구는 전쟁의 시기, 원인, 대상국 등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크다. 전쟁 시기에 대
해서는 『三國史記』에 기록된 奈解尼師今 14년조(209년)의 기년을 인정하여 3세기 전반으로 보는 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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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기의 소가야【표 12】는 5세기대의 다원적인 구조가 아닌, 송학동고분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즉
일원적 구조 혹은 합천 삼가고분군과의 이원적인 구조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는 최고위 수장층을 중
심으로, 5세기대에는 확인되지 않던 차상위고분군과 중·하위계층이 연결되는 3등급의 위계 구조가 보인
다. 고성권은 송학동고분집단이 최정점에 위치하고, 율대리고분과 내산리고분 등이 차상위 그룹을 형성한
다. 하위고분군으로는 신용리·양촌리 등이 결합된다. 이외에 사천권·통영권·거제권 등에는 소형고분군
위주로 축조되는 것으로 보아 남해안권의 통합력이 강하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삼가권은 차상위
고분으로 의령 천곡리 등이 확인되고, 중·하위고분은 산청 명동 등이 연결된다. 진주권은 차상위에 해당하
는 연당리고분을 중심으로 중·하위의 진주 무촌·가좌동, 고성 영대리 등이 결합된 구조를 가진다. 이전과
달리 남해안권의 강력한 고성세력을 중심으로 상하관계망의 종적인 구조가 형성된다. 그러나 남강수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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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에는 고성을 중심으로 분구묘가 성행하고, 왜계석실과 횡

10)

출토 마구는 대가야에서 고성 송학동 최고수장층에게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혈식석실이 도입된다. 반면 삼가고분군 등 남강수계에서는 남해안권의 축조방식과 차이를 보이는 다곽분이

이 시기 왜와의 교류는 스에키 출토품을 통해 그 일면을 알 수 있다. 가야권역 출토 스에키는 대부분

확인된다. 이처럼 남강수계권에서 재지의 묘제 축조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강한 통제력이 뒷받침되

TK23형식부터 TK10형식에 해당되며, 특히 소가야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된다<도면 4>. 5세기 후반~6

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세기 초에는 TK23~TK47형식 의 개배, 고배 등이 주로 출토된다. 송학동 1A-1호에서는 스에키 개 5점

11)

소가야 각국의 성립과 전개과정은 유동적이며, 시기별로 중심세력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과 배 6점이 확인되었으며, TK47형식에 해당한다.

주변 정세 변동에 따라 권역별로 다른 양상이 확인된다. 5세기 후반부터 진행된 대가야의 南下로 인해 남강

6세기 전·중반에는 고성지역에 외래계 문물의 반입이 더욱 활발해지고, 대가야·왜·신라·영산강유

상류의 산청 생초권과 함양은 대가야로 편입된다. 삼가와 중촌리집단에도 점차 대가야의 영향력이 커지고,

역 등과의 다원적인 교역 관계가 확인된다. 대가야문물은 5세기부터 줄곧 확인되는데, 6세기가 되면 송학동

대가야계 유물이 급증한다. 반면 송학동고분에서는 6세기 중엽까지 주변 강대국의 지배적인 영향은 확인되

은 물론이고, 내산리·율대리 등 차상위 고분군에서도 높은 출토 비율을 보인다. 대가야계 토기<도면 3>는

지 않고 각 국의 문물이 공존하며, 소가야에서 최고위계층의 명맥을 유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소가야의 연

장경호, 대부장경호, 개배, 고배, 소형기대 등 여러 기종이 출토되었다. 송학동 1B-1·1C호를 비롯하여 내

합구조는 남해안에 신라세력이 확대되고, 남강수계권의 대가야 편입 등으로 인해 와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산리 21-10곽·64호, 율대리 2-2·3호, 연당리 23·18호 등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남강수계 내륙에 위

【표 11】 5세기 후반 소가야권 내부구조

치한 연당리고분군에서는 남해안 일대의 소가야 고분군에 비해 외래계 문물이 적게 확인되며, 재지계 유물

【표 12】 6세기 전·중반 소가야권 내부구조

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합천 삼가 합천 삼가
의령 천곡리 의령 천곡리
산천 명동

진주
산천가좌동
명동

고성 송학동고성 송학동
고성 연당리 고성 연당리 고성 내산리 고성고성
내산리
율대리 고성 율대리
진주가좌동
무촌
진주

고성
진주영대리
무촌

고성영대리
양촌리
고성

고성양촌리
신용리
고성

합천 삼가 합천 삼가
합천 일부리

합천
합천일부리
소오리

산청 중촌리산청 중촌리

합천
산청소오리
묵곡리

산청
산청묵곡리
옥산리

고성 송학동고성 송학동

산청 옥산리통영 남평리

통영 남평리

고성 신용리

이 시기의 왜계문물은 스에키, 마구, 왜계석실로 대별된다. 6세기에는 MT15~TK10형식의 개배, 고
배, 유공광구소호, 제병 등이 출토된다. 개배는 전 단계에 비해 대형화되었고 유공광구소호는 경부가 길어
진다. 고배는 배부가 얕아졌으며 대각이 길어지고 기부경이 좁아진다. 송학동 1A-2호와 1B-1호 출토 스
에키는 대체로 MT15형식으로 파악된다. 1A-2호분 출토 고배<도면4-2>는 기고 10.5cm, 구경 11.2cm,
저경 8cm이고 각부에 원형 투창 3개를 뚫었다. 흑회색을 띠며 신부 외면은 회전목리로 조정하였다. 1B-1

3. 교역품으로 본 대외교류

호 유공광구소호<도면4-6>는 4점이 확인되는데 3점은 기고 14cm 전후이나 1점은 18.6cm로 큰 편이다.
구경은 동부경(胴部頸)보다 크고, 경부고(頸部高)는 동부고보다 크거나 비슷하다. TK47~MT15형식으로

한반도 남해안에 위치한 고성군은 앞서 상술하였듯이 동북쪽으로 창원시, 서쪽으로 사천시, 북쪽으로
진주시와 접하고 남쪽으로는 통영과 거제로 이어진다. 고성은 동남해안에서 서남해안으로 연결되는 중간지

보거나, MT15~TK10형식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나뉜다. 6세기 중반의 의령 천곡리 21호분, 고성 송학동
1A-11호 출토 스에키는 MT15~TK10형식에 해당된다.

점에 위치하고 있어 해양교류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또한 김해를 거치지 않고 대한해협을 건널 수 있

이 시기에는 소가야의 성장과 함께 해상교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왜계고분이 남해안권을 중심으로

어 국제교역에도 유리하였다. 고성평야 역시 고성읍내에 있는 동외동패총 등 주변 유적의 분포를 감안하면

축조되기 시작한다. 1B호분은 내부에 문주석, 문지방석, 문비석을 갖추고 있으며 벽면에 목제선반을 시설

삼국시대까지 대부분 바다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해수면의 후퇴로 인해 육지로 변한 것이라 추정된다. 즉

한 흔적과 함께 벽면은 점토를 바르고 주칠을 하는 등 왜계석실의 요소가 다수 확인된다. 고성 인근에서는

당시 송학동고분군이 위치한 지금의 고성읍은 육로보다는 남해안을 이용한 수로가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거제 장목고분, 사천 선진리고분이 소가야와 관계 깊은 왜계고분으로 파악된다.

발달된 곳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6세기에 접어들면 신라계 토기<도면 3>는 개배, 고배, 대부장경호, 대부완 등 기종이 다양해지며 수량

3~4세기에는 낙동강 하류역의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일원적인 교역체계였으나 고구려군 南征과 신

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고성지역에 집중적으로 이입되는데, 남강수계 일대의 소가야권역에서는 신라

라의 낙동강 하류역 진출로 인해 5세기 후반부터 다원화된 교역망이 형성된다. 이 시기 남해안의 고성지역

계 토기의 출토량이 적고, 기종도 대부장경호와 장경호 등으로 한정된다. 6세기 전엽에는 신라토기는 송학동

이 대내외 교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대두되었으며, 외래계 문물이 집중되기 시작한다.

1B-1호, 내산리 8호분의 대부장경호, 영락부대부장경호 등 장식성이 가미된 대형토기의 반입이 두드러진다.

5세기 후엽~6세기 초는 송학동고분군을 정점으로 한 소가야의 전성기라 볼 수 있다. 이 시기 대외교류

6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송학동 1C호에서는 청동제고배와 신라의 수장층에서 널리 유행한 장식마구인 자엽형

는 대가야, 왜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대가야와의 교역품은 송학동 1A-1호분에서 장경호, 파배, 기대,

행엽 등이 출토된다. 내산리 34호, 송학동 1A-11호, 내산리 21-1곽, 율대리 2-3호 등의 차상위 고분 뿐만

연질개 등 다수의 대가야계 토기<도면 3>가 출토되었고, 송학동 1A-1호, 1A-6호에서는 f자형판비, 내만

아니라 소형 고분군인 신용리에서도 대가야계 개배, 장경호와 함께 신라계 고배와 개 등이 다량 확인된다.

타원형경판비, 검릉형행엽, 사행상철기를 세트로 하는 장식마구가 확인되었다<도면 5>. 이들은 대가야계
마구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로 대가야 최고수장층의 전유물로 이해된다. 따라서 송학동 1A-1호, 1A-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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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지역과 영산강유역과의 교류는 단순히 물자 유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분의 분형(墳形), 매장
12)

의례 등에서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 정신적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음이 주목된다.

유공광구소호<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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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산강유역 정치체와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종이다. 송학동 1호분에서는 모두 11점의 유공광구소

4. 소가야 고분문화의 변천

호가 출토되었고 내산리고분군에서도 10점 정도가 출토되었다.
소가야의 분구묘는 5세기 이후에 돌발적으로 등장한다. 출현기부터 선분구-후매장, 多葬을 염두에 둔

1) 소가야 성립 이전

묘역 조성, 단절형 주구 등 분구묘의 諸 특징을 갖추어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영산강유역의 영향으로 어떤
계기에 의해 매장의례, 축조기술이 동시에 이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분 주위에 설치된 단절형 주구는 가

고자국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는 문헌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고성지역에서

야 고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형태로 함평 신덕고분, 나주 신촌리 9호분, 복암리 3호분 주구의 형태와 흡사

청동기시대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정치집단이 출현했음을 짐작해 볼

13)

하다. 분구 하단에 원통형토기를 수립한 점 역시 영산강유역의 매장의례를 모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 있다. 이러한 지석묘군은 남쪽 해안과 남강 상류를 중심으로 분포한다. 특히 남해연안의 하이면 일대에

고성 송학동 1호분은 묘제의 변동을 수용하여 선행하는 석곽묘와 후행하는 석실묘를 연접한 분구에 함

는 10여 개의 지석묘군이 있어 비교적 큰 정치집단의 존재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지석묘를 축조했던 집단이

께 조성하고 있다. 내산리 21호분은 봉토 내에 석곽묘 13기, 목곽묘 1기, 옹관묘 1기가 설치된 다곽식 분구

고자국을 형성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시기부터 정치세력이 존재하였음은 분명하다. 또한 『三國志』 魏

묘이다. 이처럼 다양한 매장주체부가 한 봉토 내에서 확인되고, 석실을 연속적으로 축조하면서 분형을 유지

書 東夷傳에 ‘변진 12국과 또 여러 별읍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고자국이 변진 12국 중 하나로

하는 등과 같은 특징적인 축조수법은 영산강유역의 수장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주 복암리 3호분은 선행

거론된다. 이로 보아 고자국은 국읍과 다수의 읍락이 일정 수준의 규모를 갖춘 소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

제형분구에서 4~5m를 성토한 후 대형 옹관묘를 집중적으로 조성하였으며, 이후 새롭게 도입된 석실도 추

다. 하지만 소가야 성립 이전의 3~4세기에 해당하는 고고자료가 극히 빈약하여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

가로 축조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소가야 분구묘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렵다. 그 일면을 보여주는 예로, 고성 동외동유적을 들 수 있다. 시기는 3~4세기대로 추정되며, 4차례의 조

【표 13】 고성지역 고분군 출토 외래계 문물 관련 지역 비교
대가야

신라

영산강

왜

송학동

●

●

●

●

내산리

○

○

○

율대리

○

○

연당리

○

○

신용리

○

○

대가야

신라

5
세
기
후
반

○

【표 13】과 같이 출토유물과 묘제 등을 통해 살펴보면, 고성지역 내 소가야집단의 다원적인 교류양상이
확인된다. 유일하게 송학동고분만이 대가야와 신라, 영산강, 왜 등과 다각도의 외교 관계를 구축하였음을

6
세
기
전
반

알 수 있다. 송학동 출토 대가야계와 신라계 토기, 스에키, 대가야계와 신라계 마구류, 영산강유역과의 관계
를 보여주는 분구묘와 원통형토기, 왜계석실 등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이로써 해양문화를 기반으
로 한 송학동고분 축조세력의 국제적 위상과 함께 개방성 그리고 다양성을 엿볼 수 있다.
이상으로 고성지역 출토 외래계 문물을 검토하여, 대외교류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고성지역에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대가야, 왜, 영산강유역 등 각국의 문물이 집적되며 6세기에 접어들면 이전에 보이지 않
던 신라문물의 확산이 두드러진다. 5세기 후반 무렵 고성은 남해안 해상교역로를 통해 국내와 일본열도를

6
세
기
후
반

잇는 국제 교역항으로 성장하고 있었으며, 송학동고분군은 그러한 당시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유적으
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대외교류의 양상은 6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맞이한다. 영산강유역에는 백제계석실의 축조가 활
발해지고, 고성지역에는 대가야를 비롯한 각국의 문물이 유입되지만 왜계문물은 급감한다. 대신 신라문물의
비중이 높아진다. 신라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일본열도와의 국제교역 관계가 쇠퇴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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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고
 성지역 고분군 출토 대가야계, 신라계 토기
1: 송학동1A-1호, 2: 송학동1A-6호, 3: 송학동1B-1호, 4: 내산리21-10곽, 5·6: 송학동1C호, 7~9: 내산리64호,
10·11: 율대리2-2호, 12·13: 율대리2-3호, 14: 연당리18호 주구, 15~19: 송학동1B-1호, 20~23: 송학동1B 1TR,
24: 율대리2-2호, 25·26: 내산리8-주곽, 27: 연당리18호, 28·36: 내산리21-1곽, 29: 내산리8-5곽, 30: 송학동1C호,
31~33: 내산리34호, 34: 송학동1A-10호분, 35: 내산리21-8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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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스에키)

영산강

사로 패총과 의례 수혈, 야철지, 주거지 등이 확인되었다. 한경, 야요이계 토기, 광형동모, 조문청동기 등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활발한 대외교역이 이루어졌음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고고학적 정황으로 보아,
14)

동시기 안야국이나 구야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소국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5세기 중·후반~6세기 초-성립·발전기
가야의 목곽묘는 삼한시대 후반부터 등장하지만, 고성지역에서 현재까지 조사된 가장 이른 시기의 목곽
묘는 송학동 1E호분이다. 출토유물의 형식으로 보아 4세기 후반에 해당한다. 송학동고분군에서 본격적으로
고총이 형성되기 이전에 축조된 소형 목곽이다. 목곽묘는 송학동에서 조사된 매장주체부 중 단 1기에 불과
해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며, 주변 일대에서 더 이상의 목곽묘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군집된 양상으
로는 보기 힘들다. 구릉 정상부에 소형의 목곽묘가 입지한 것으로 보아, 4세기의 송학동고분군은 유력 수장
15)

층 묘역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송학동 1E호에서는 고식도질토기와 철겸, 철착, 철부 등의 농·공구류가

출토되었다. 동시기 금관가야 수장층 묘역인 김해 대성동고분군에 대형 목곽묘가 축조되고 마구·무기·갑
주·장신구 등 위세품이 다량 부장되는 양상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최근 조사된 합천 삼가고분군의 경
<도면 4> 고
 성지역 고분군 출토 스에키, 영산강계 토기
1: 송학동1A-1호, 2: 송학동1A-2호, 3: 송학동1A-11호, 4·6: 송학동1B-1호, 5: 송학동1A-2호,
7: 내산리34-주곽, 8: 송학동1A-5호, 9·10: 내산리60호

우, 목곽묘 규모나 철기 부장 양상으로 볼 때, 피장자들 사이의 위계화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동
시기 다른 가야고분군에 비해 규모가 작고, 갑주나 마구 등이 부장되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가야소국
의 존재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향후 조사성과를 기대하지만, 4세기 목곽묘 단계에 송학동고분군은 수장묘
역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가야계

5세기에 접어들면서 남강수계와 남해안 일대에는 대가야·아라가야 토기와 구별되는 소가야 토기문화
권이 형성된다. 이는 고식도질토기 단계의 아라가야 토기문화권에서 분화·발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
한 사실은 초출기의 소가야양식 토기가 아라가야양식 토기와 흡사한 점과 공반된 토기가 대체로 아라가야
양식 토기라는 점 등에서 방증된다. 주 묘제는 고성지역을 제외하고, 목곽묘를 채용하였다. 소가야지역의
초기 목곽묘 역시 아라가야의 것과 유사한 구조로 파악된다. 장방형 평면구조와 바닥 전면에 할석을 깔거
나 피장자 안치 공간에 적석하여 凹狀의 시상구조를 설치한 점 등에서 아라가야 목곽묘의 영향을 받았을 가
16)

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아라가야는 4세기부터 5세기 전반 서부경남 일대 소가야권역의 목곽묘 도입과 확

산, 소가야식 토기의 성립과정 등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고식도질토기시기 광범위한 분포권을 보이
며 확산되었던 아라가야 문물은 소가야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5세기 중·후반부터 함안분지를 중심으로 제
한된 분포권을 형성한다. 소가야의 영향력 확대와 연동하여 아라가야의 분포권이 축소된다.
왜계

신라계

소가야 성립기에는 산청 중촌리고분군을 중심으로 남강수계권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남해안의 소국들
과도 미약하지만 관계망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5세기 3/4분기는 영남 각지에 고총이 성립되는 시기이다. 이 무렵 고성 송학동고분군과 산청 중촌리고
분군, 합천 삼가고분군에서 대규모의 고총고분이 축조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소가야양식 토기는 기종별
로 출현 시점이 조금씩 차이 나지만, 통형기대와 개배를 제외한 전 기종이 확인되며, 정형화되기 시작한다.

<도면 5> 고
 성지역 고분군 출토 외래계 마구
1~5·8: 송학동1A-1호, 6·7: 송학동1A-6호, 9: 송학동1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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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야식 토기는 산청을 중심으로 진주, 마산만 일대 및 고성, 전남동부지역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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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으로 확인된다. 낙동강 수계망을 통해 활발한 광역의 토기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기술적인 정보 교류가

중적으로 축조된다. 송학동고분군은 최고위 수장층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5세기에 확인되지 않던 차상위의

긴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진주·산청지역에서는 목곽묘 전통이 지속되지만, 새로이 석곽묘를 채용하기 시

세력집단이 대두된다. 내산리·율대리 등이 이러한 위계에 속하며, 신용리고분 등 중·소형고분과 종적인

작한다. 소가야는 석곽묘의 도입과 함께 고총이 등장하고 매장주체부의 규모와 부장유물에서 계층 간의 격

구조의 상하관계망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차상위계층 집단과 송학동의 유력 중심층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지

차가 커진다. 이와 더불어 소가야 수장층을 중심으로 다곽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배와 피지배의 관계보다는 어느 정도 독립성을 인정해주었던 느슨한 상하 관계이자 연합 관계로 추정된다.

남해안권역에서는 5세기 중반 통영 남평리 10호분을 시작으로 분구묘가 도입된다. 분구묘는 영산강유

남강수계권역에서는 6세기에 산청 생초, 진주 수정봉·옥봉, 의령 경산리 및 중동리고분 등의 대형분이

역에서 남해안을 따라 고성·통영까지 확산된다. 고성은 가야에서 분구묘가 가장 유행한 지역이자, 분포의

확인되지만, 대가야문물의 확산이 집중된다. 이는 대가야 세력 확장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결과로 상정된다.

동쪽 한계선에 해당한다. 이처럼 돌발적인 분구묘의 채용은 영산강유역 정치체와 단순한 교류의 차원을 넘

그러나 산청 명동, 의령 천곡리, 진주 무촌유적 등 중·소형고분군에서는 여전히 소가야문물이 주를 이룬다.

어 깊은 연관이 있었음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남강수계의 소가야집단과 남해안지역의 수장층은 점차 이질적
으로 변모해간다.
5세기 후반 고성지역에서는 송학동 일대가 최고 수장층 묘역으로 조성된다. 구릉의 정상부에 4m 정도
를 성토하여 분구를 조성하고 초대형 석곽묘인 1A호를 축조하였다. 1A-1호를 중심으로 10기의 석곽묘가 배
치되었으며, 1A-1호는 현재까지 확인된 소가야 석곽묘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세장한 편이다. 입지와 축조기
법 그리고 부장유물의 출토량이나 질적인 면에서도 탁월하여 수장층으로서의 위계가 뚜렷이 확인된다. 소가
야 발전기는 남강수계와 남해안세력이 결합하면서 강대한 세력을 형성한다. 이는 5세기 금관가야의 몰락으
로 인한 교역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교역망을 갖춘 고성지역 수장층의 성
장이 두드러지고 주변 소국에 대한 영향력도 커져갔다. 5세기 후반 소가야식 토기의 분포 및 확산 범위가 최
대를 이루는데, 특히 함안 칠원과 창원, 전남 동부지역에도 소가야양식 토기가 활발히 확산되었다.

반면 고성·통영권에는 대가야 및 신라계 토기 등 여러 지역 양식 토기들이 확인된다. 토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특색을 가진 유물들이 다량 출토되기 때문에 특정 정치체에 속했다던가 혹은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해석하기 힘들다. 오히려 고성지역은 정치·문화적으로 간접 영향을 받지만, 지리적 특성을 살려 당
시의 교류와 교역을 담당한 중심지로서 활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금관가야의 쇠퇴로 남해 연안항로 상에
위치한 소가야가 백제-가야-일본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남해안-남강을 연결하는 관문으로 부상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성지역은 주변 국가의 영역 확장에도 간섭받지 않은 채, 멸망 직전까지 소가야의 고지(故
地)로서 여러 고총고분군이 조영되며 그 세력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활발하게 성장하던 송학동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소가야의 세력집단은 6세기 중엽 신라의 진출,
대가야의 南進 등 주변 강대국의 영역 확대정책으로 인해 결집력이 급격히 약화되며, 소가야문물의 형식적
분화와 발전이 둔해지고, 문화 변동과정의 하향곡선을 보이게 된다. 종말기에는 신라양식 토기문화의 일방

3) 6세기 전·중반–성행·쇠퇴기

적인 유입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신라의 힘이 낙동강을 넘어 강하게 미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본격
적인 영향권에 든 것은 이 지역에 신라 후기양식토기나 석실묘가 확산된 시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후

6세기에 들면 소가야의 고분문화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한다. 고성지역을 중심으로 분구묘의 축조가 활

에는 대가야의 멸망(562년)에 잇따라 소가야도 종말을 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발해진다. 이러한 분구묘는 송학동고분군을 비롯하여 기월리·율대리·내산리고분군 등 소가야 특히 고성
지역 수장층의 주 묘제로 정착하였다.
가야지역에는 6세기를 전후하여 수혈식석곽을 대신하여 수장층을 중심으로 횡혈식석실이 도입된다. 송
학동고분을 비롯한 고성지역의 횡혈식석실은 평면 세장방형과 양수식 연도, 평천장 구조를 가진다. 소가야
식 토기의 경우 삼각투창고배의 출토량이 급감하고, 개배의 제작이 활발해진다. 이 시기부터 5세기대에는

Ⅳ. 맺음말

보이지 않던 기종구성에서의 뚜렷한 차이가 확인된다. 고성지역 고총분에서는 개배가 집중되며, 남강수계
권에서는 유개식 일단장방형투창고배가 다량 출토된다. 5세기대 광역의 토기 분포와는 달리, 6세기가 되면
소가야양식 토기 분포권이 이전보다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주변 세력의 확장과 연동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

본고는 소가야 최고위계층인 고성 송학동고분군을 중심으로 주변 유적 검토를 통해 소가야 고분문화의
위계와 구조 및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고성지역 소가야의 묘제는 목곽묘에서 석곽묘(다곽식봉토분), 횡혈식석실로 변한다. 목곽묘인 송학동

앞 시기부터 지속되어 온 영산강유역 토기 및 대가야계 토기의 확산과 더불어 고성지역을 중심으로 신

1E호분 등 이른 시기 유구가 확인되지만, 현재까지 동시기 부산·김해·함안지역 등과 같은 대형목곽묘는

라 토기문화가 대거 유입된다. 특히 동래 복천동 23호분을 기점으로 부산·김해지역이 완전히 신라화되며,

발견되지 않았다. 1A-1호분 축조를 기점으로 송학동고분군은 소가야 최고수장층 묘역으로 자리잡기 시작

이와 동시에 소가야지역에도 신라계 토기 및 기술 등이 확산된다.

한다. 5세기대의 소가야 문화권은 하나의 유력 고총고분을 가진 종적인 구조가 아닌, 다원적인 구조를 이루

6세기의 소가야는 5세기대의 다원적인 구조가 아닌, 송학동고분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즉 일원적

며 광역의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산청 중촌리-합천 삼가-고성 송학동의 유력 수장층

구조 혹은 합천 삼가고분과의 이원적인 구조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부터 고성지역에는 고총고분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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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횡적인 연합구조를 통해 긴밀하게 결집하였다. 6세기대에는 남해안 일대의 송학동고분군이 최고위계를
國立昌原文化財硏究所, 2002, 『固城 內山里古墳群Ⅰ』.

보이며, 남강수계권의 합천 삼가고분군과 연결된 이원적인 구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__________________, 2004, 『固城 內山里古墳群Ⅱ』.

6세기에 접어들면서 소가야는 큰 변화를 맞이한다. 대형고총분이 고성지역에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소
가야의 독특한 묘제인 분구묘가 활발히 축조된다. 횡혈식석실이 채용되기 시작하고, 외래계 요소의 유입이
급증한다. 또한 송학동고분군 등 대형분에서 재지계 유물을 비롯한 신라계·대가야계·영산강계·왜계 유

__________________, 2005, 『固城 內山里古墳群Ⅲ』.
東亞大學校博物館, 2005, 『固城松鶴洞古墳群(도판)』.
_______________, 2005, 『固城松鶴洞古墳群(본문)』.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13, 『固城 基月里 1號墳』.
(財)東西文物硏究院, 2009, 『固城 新龍里遺蹟』.

물이 다량 출토되는 현상은 해상왕국 소가야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있다.

________________, 2009, 『統營 籃坪里遺蹟』.

이상으로 고분군의 입지, 봉분과 주곽의 규모, 축조기법, 부장유물, 대외교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비
교하여, 송학동고분군이 1A-1호 축조시점부터 멸망 직전까지 소가야 최고 권력집단의 묘역이었음을 확인
하였다. 고성지역 출토 외래계 문물과 분구묘 도입, 매장의례 등을 살펴보았을 때, 송학동 축조집단은 특정
지역 정치체의 지배적인 확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리적 이점을 살려 해상교역의 중심지로 활발히 활동한

1) 문화재청, 2018, 『전국 비지정 고분군 실태조사 보고서』4.
2)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8, 『가야자료총서2-가야 일제강점기자료편』.

것으로 상정된다. 이로 인해 고성은 주변 국가의 세력 확장에 간섭받지 않은 채, 마지막까지 소가야의 고지

3)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8, 『가야자료총서6-가야 발굴조사편Ⅳ』.

로서 명맥을 유지하며 소가야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이다. 6세기 중엽 이후, 소가야 문물은 변화가

4) 정인태, 2018, 「소가야권 고분 축조기법 검토」, 『2018년 가야고분 조사·연구 학술대회 소가야의 고분문화와 대외교류』, 국립가야문화재
연구소.

둔감해지고, 쇠퇴의 길을 맞이하게 된다.

5)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13, 『固城 基月里 1號墳』.
6) 하승철, 2015, 『小加耶의 考古學的 硏究』.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9, 『2019년 주요 가야 유적 정밀분포현황조사 용역보고서』.

김지연

8) 류창환, 2014, 「고성지역 출토 마구와 소가야」, 『경남연구』10,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9) 주6) 앞의 글.
10) 하승철, 2011, 「외래계문물을 통해 본 고성 소가야의 대외교류」,『가야의 포구와 해상활동』, 가야사학술회의17.
11) 함안 오곡리 28번지 M1호분 출토품과 산청 명동Ⅰ-68호분 출토품이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고, 합천 봉계리 20호분·산청 명동Ⅱ
-14호가 약간 늦다. 이 토기들은 5세기 중·후반으로 편년된다. 5세기 후반~6세기 초는 고성 송학동 1A-1호분과 산청 명동Ⅰ22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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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10) 앞의 글.

김지연, 2013, 『小加耶樣式 土器의 硏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 주6)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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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慶南大學校博物館, 1994, 『固城 蓮塘里 古墳群』.
國立晋州博物館, 1990, 『固城 栗垈里 2號墳』.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8, 『가야자료총서1-가야 문헌사료편』.
__________________, 2018, 『가야자료총서2-가야 일제강점기자료편』.
__________________, 2018, 『가야자료총서6-가야 발굴조사편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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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계층구조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그 성격을 규명할 수 있다. 창녕식토기는 계성고분군 축조집단과 함께 낙동강
하류지역에 이르는 관계망을 반영하며, 동시기 신라토기와는 다른 분포권을 보인다. 따라서 창녕지역 정치
체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축적된 발굴조사의 성과를 중심으로 고분군 내 계층구조에 대한 분석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비화가야의 대표성을 띠는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성격을 구체화 하고, 다른 가
야 정치체와 비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Ⅰ. 머리말

낙동강 동안의 창녕지역은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변진한조에 기록된 불사국(不斯國)으로 일찍부터 사료

에서 확인된다. 『일본서기』 신공기 49년조에서는 비자발(比自㶱)로 등장하며, 남가라(南加羅), 탁국(啄國), 안

라(安羅), 다라(多羅), 탁순(卓淳), 가라(加羅)와 함께 다른 가야정치체와 열거되어 있다. 『삼국유사』 오가야조
에는 비화가야로 나오며,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화왕군은 본래 비자화군(比自火郡) 또는 비사벌(比斯伐)로
진흥왕 16년(555)에 하주(下州)를 설치하고, 경덕왕때 개명하여 창녕군으로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1910년에 이루어진 고적조사에서 그 실체가 알려졌고, 이후 100여 년에
걸쳐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창녕읍을 중심으로 탁월한 경관을 자랑하며, 화왕산 산자락
에 조영된 수많은 고총고분이 그 실체이다. 창녕지역은 지리적으로 비슬산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화왕산,
관룡산, 영취산과 같은 높은 산지가 동쪽으로 험준한 경계를 이루며, 북쪽은 낮은 산지로 현풍지역과 연결된
다. 서북쪽은 낙동강과 합류하는 회천을 마주하여 고령과 접하고, 서쪽은 황강을 통해 합천, 서남쪽으로는
남강 북안의 의령, 남쪽은 낙동강을 경계로 함안지역과 접하고 있다. 낙동강 수계를 따라 남하하면 고 김해
만으로 쉽게 나아갈 수 있으며, 남강 수계로 나아가 사천만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한국 고고학계는 이러한 창녕지역 정치체에 대해서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왔다. 고대 정치체의 중심묘역

<그림 1>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전경

인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는 경주의 신라나 낙동강 동안의 여러 지역집단과 유사한 물질자료가 확인된다.
다른 가야의 중심세력과 달리 화려한 금공품이 다수 부장되고, 토기양식론과 더불어 신라와의 관계가 강하
게 인식되어 왔다. 한편으로는 횡구식석곽묘라는 독특한 묘제를 중심으로 창녕식토기로 대표되는 고고자료
는 지역의 독자성을 반영한다. 100여 기가 넘는 대형 고총고분으로 구성된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그 자체
로 고대 정치체의 존재로 인식된다.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을 조영하였던 집단은 보수적인 전통이 지속되는 묘제의 특징과 함께 여러 문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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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조영

【표 1】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발굴조사 개요
N0
1

연도
1918.10.

1. 고분군의 현황
1) 조사개요

1915년까지 7차례에 걸쳐 한반도 일대의 고적을 조사하였다. 1910년 9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된
고적조사에서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 등과 함께 창녕지역을 조사하였다. 1914년에는 조선총독부 학무

수비, 송현동석불, 술정리석탑 등이 조사되었다. 1917년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분

교동 21·31호분 발굴조사, 31호분에서 다
양한 유물이 출토, 최초의 정식 발굴조사, 정
식 발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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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츠이 세이이치(谷井濟一)

3

1931.봄

조선총독부 박물관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

교동 116·117호분 발굴조사, 정식 발굴보
고서 미간행, 고이즈미 회고담, 유리원판 자
료만 일부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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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굴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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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호분((송현리 산95: 면적 600㎡)
발굴조사, 봉토분 2기 확인.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창녕 송현동고
분군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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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현동고
분군Ⅱ-15~17호분 발굴조사보고』

9

2009.10.~
2010.05.

국립가야
문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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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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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1.05.~
2011.11.

삼강문화재연구원

창녕박물관 증축부지(송현리 50-1 일원: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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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8·9·12호
분 시굴(교리 492-1 일원: 면적 5,354㎡), 봉
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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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호분 발굴조사보고서』

14

2014.04.~
현재

국립가야
문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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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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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5.10.~
2015.12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송현동 1-1·8호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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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18.08.~
2018.12

동아세아
문화재연구원

교동 Ⅱ군 41호분 주변(교리 산2 일원: 면적
2,460㎡) 발굴조사, 봉토분 12기 및 석곽묘 8
기 확인.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8.12, 「창녕 교동
과 송현동고분군 Ⅱ군 41호분 주변 문화재 정
밀발굴조사 약식 보고서」

17

2018.12.~
2019.05

우리문화재연구원

교동 Ⅱ군 16호묘 주변(교리 112 일원: 면적
2,609㎡) 발굴조사, 분묘 31기 확인.

우리문화재연구원, 2019.05, 「창녕 교동과 송
현동고분군 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정
밀)조사 약보고서」

포 양상을 파악하여 처음으로 각 고분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현황과 특징에 따라서 6개군으로 구분하는
등 이전에 비해 한층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마다 고사쿠(浜田耕作)
우메하라 스에지(海原末治)

1918.12.~
1919.01.

1915년에는 도쿄제국대학의 쿠로이타 카츠미(黑板勝美)가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 규명을 위해 한반도
남부 일대를 조사하였다. 이때 창녕지역에서는 목마산성과 목마산성 아래의 고분군(송현동 Ⅲ군), 진흥왕순

보고서 및 참고문헌

2

국의 의뢰를 받은 도리이 류조(鳥居龍藏)가 제3차 사료조사에 창녕지역을 포함시켰다. 당시 조사내용이 구
체적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고분군의 전경을 촬영하여 고분군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조사내용

교동 5~8호, 10~12호, 89·91호분 등 9기
발굴조사, 7호분과 89호분은 최대 규모의 수
장급 고분으로 화차 2량 분량의 유물이 출토,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고분에 각각 별도의 일
련번호 부여.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 대한 최초의 조사는 1910년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학
계에 공표되었다. 당시 도쿄제국대학의 교수였던 세키노는 조선통감부 탁지부의 의뢰를 받아 1909년부터

조사기관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 대한 최초의 발굴조사는 1918년에 하마다 고사쿠(浜田耕作)와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에 의해 이루어졌다. 1918년 10월 17일 오전에 (日)21호분을, 19일 오후 4시부터 22일
오전까지 (日)31호분을 발굴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최초의 정식발굴조사라는 점에
서 의미가 있으며, 일제강점기 조사 고분 중 유일하게 발굴보고서가 발간된 조사였다.
1918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에는 야쓰이 세이이쓰 등에 의해서 교동 5~8호분, 교동 10~12호분, 89
호분, 91호분이 발굴조사되었다. 특히 교동 7호분과 89호분은 왕묘급에 해당하는 고총고분으로 금동관,
은제과대금구, 금제이식, 은제천, 옥장신구, 토기 등 마차 20대분과 화차 2량 정도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1931년 봄에는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가 교동고분군의 초대형분인 116호분과 117호분을 발굴조사하
였다. 다만, 정식보고서는 간행되지 않았고, 고이즈미가 작성한 간략한 회고담이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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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과 한국전쟁 이후인 1970년대까지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958

2011년에는 삼강문화재연구원이 창녕박물관 증축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일제강점기 이

년 4월에 제4차 한일회담을 통해 교동Ⅱ군 (日)31호분 출토유물이 반환되면서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이 다시

후 고분군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교동 Ⅱ군의 남동쪽 능선에서 석곽묘 15기, 석실묘 2기 등을 확인하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광복 이후 최초의 발굴조사는 1992년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하였으며, 복원 정

였다. 2011년~2013년에는 우리문화재연구원에서 일제강점기에 발굴조사된 교동Ⅰ군 7호분을 재발굴하였

비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교동 Ⅱ군에 분포하는 1~5호분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고, 주변 고분에 대한 시굴조사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당시 13·14호분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의 특징적인 묘제인 횡구식석곽묘의 구조와 봉분 축조과정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교동 (東)3호분은 가장 이

있는 12호분 동쪽지역에 대해서도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른 시기로 편년되고, 석곽 축조에 목주가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2013년~2014년에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봉분이 유실되어 개석이 일부 드러난 교동 Ⅱ군 88호

2000년대에 들어서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 대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종합학술연구 등이 활발하게

분에 대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봉분은 직경 17.6m, 높이 3m에 이르는 중형급이며, 횡구식석곽묘 내에

진행되었다. 경남문화재연구원은 2000년에 송현동고분군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2002년부터

서 토기 99점, 금속기 132점 등 231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2014년 4월 22일부터 미정비지역의

2004년까지 송현동 Ⅲ군에 분포하는 2~7호분에 대한 시굴조사도 진행하였다. 2004년에는 교동 Ⅰ군 서쪽

고분 분포 확인 및 복원·정비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교동 Ⅱ군의 북동쪽에 위치하는 39호분과 주변 고분

일대는 문화공원 조성사업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서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중반에 해당되는 중소형

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2015년에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송현동 Ⅲ군 1-1호분·8호분을 발굴조

횡구식석곽묘 13기가 확인되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주도하에 송현동 Ⅲ

사하였고, 2018년에는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교동 Ⅱ군 41호분 주변에서 중소형급 봉토분과 석곽묘를

군에 분포하는 6·7호분, 15~17호분과 교동 Ⅱ군의 주차장부지 내 고분이 발굴조사 되었다. 송현동 Ⅲ군

다수 확인하였다. 2019년에는 우리문화재연구원에서 교동 Ⅱ군 주차장부지 고분 주변으로 중소형 분묘를

6·7호분은 축조시기의 선후 관계가 뚜렷한 표형분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녹나무제목관이 출토되어 창

확인하는 등 대형 고총고분 주변의 중소형묘에 대한 조사가 축적되면서 고분군의 계층구조를 파악할 수 있

녕과 일본 열도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전환기가 되었다.

는 자료가 확보되고 있다.

2) 고분군의 분포 양상
고분군의 분포는 집단 내 가계 분화와 함께 정치체의 발전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2012년에 이루어진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 대한 정밀지표조사에서는 고총 101기와 봉토가 유실된 중소형 고분 116기, 일제
강점기 이후 알려졌다가 유실된 87기를 포함하여 320여 기의 고총고분이 파악되었다. 초대형분을 중심으
로 중대형분이 위성식으로 분포하고, 주변에는 중소형묘가 다수 조영되는 양상이다. 따라서 각 군집별로 고
분군의 형성과정을 파악한다면, 중심묘역인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을 조영한 비화가야의 계층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창녕읍의 북동쪽을 에워싸고 있으며, 화왕산에서 이어지는 산자락에 4개의 군
집으로 분포한다. 교동 Ⅰ군은 창녕향교의 북서쪽 구릉으로 초대형분인 7호분을 중심으로 주변에 중대형분
이 밀집하고, 118기의 고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집 내에서 왕묘에 해당하는 7호분을 중심으로
주변 능선에 조영된 고분을 포함한 군집과 남서쪽으로 뻗은 능선과 사면부의 중소형묘를 중심으로 군집이
세분된다. 전자는 대형 봉토분인 7호분을 중심으로 능선 아래쪽으로 11호분과 12호분이 분포하며, Ⅰ군에
서 북쪽으로 뻗은 능선에는 1∼4호분이 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외 주변에는 소형묘가 다수 확인된다.
후자는 봉토가 대부분 직경 10m 이하로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문화공원 조성부지에서 횡구식석곽묘가 13
기 조사되었다.
교동 Ⅱ군은 목마산성 서쪽에 인접하여 창녕박물관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분포하며, 전체 고분군
내에서 고총고분의 절반 정도인 53기가 밀집되고, 북동쪽의 39호분, 창녕박물관 동쪽의 (日)89호분, 서쪽
<그림 2> 교동 Ⅰ군 7호분 전경 및 매장주체부(우리문화재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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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며 경사면 아래쪽에는 중소형의 고분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다. 특히, Ⅱ군 22호분은 각 중소형분의
중앙에 배치되어 탁월한 입지를 보이며, 16∼20호분은 능선을 따라 열상으로 배치된 상태이다.

위성식 분포 양상은 교동 Ⅱ군 22호분을 중심으로 확인되지만 Ⅰ군에 비해 뚜렷하지는 않다. 다른 가야
의 일반적인 고분 분포와 같이 능선 상에 열을 짓는 양상은 큰 차이점이라고 이해된다. 고분의 규모나 부장

기존에 송현동고분군으로 알려진 송현동 Ⅲ군은 목마산성 남쪽에 위치하며, 20여 기의 고총고분이 군

유물을 통해 그 시기를 고려해보면 7호분이 배치된 다음 주변으로 중형의 봉토분이 조영된 것으로 보인다.

집을 이루고 있다. 능선을 따라 열상으로 배치되는 양상을 보이며, 능선 상위의 동쪽에는 (加)6·7호분,

이러한 배치는 각 고분의 주인공 간 위계를 반영하며, 당시 최상위계층에 속하는 7호분 및 그와 관련된 차

(加)15·16호분과 같이 표형분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1919년 분포도 및 사진을 참조하면, 능선의 서

상위계층의 인물이 주변에 배치된 양상으로 이해된다.

쪽 끝부분에 위치한 1호분과 2호분도 대형의 봉토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형분과 주변에 중소형분이 열
상 혹은 밀집 분포하는 양상이 확인되며, 북쪽 끝부분의 곡부 능선에 위치한 8호분만 단독으로 입지한다.
송현동 Ⅳ군은 화왕산의 서쪽 해발 350∼430m에 분포하며, 동쪽으로 도성암이 위치한다. 고총 6기와

하지만 이러한 양상은 이후 다시 능선을 중심으로 연속하여 배치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7호분이
위치한 묘역만큼 위성식 분포를 조성할 공간이 없었던 점도 있겠지만, 7호분보다 시기가 늦은 횡혈식석실묘
인 1호분을 고려한다면 1~4호분이 축조될 시기에는 고분 간의 묘역 조성에 변화가 있었다고 이해한다.

중소형분 15기로 한정되어 있으나, 1호분을 중심으로 능선 아래쪽에 중소형 고분이 배치된 양상이다.
현재까지 고분군의 분포는 각 군집에 거의 유사한 시기로 편년되는 대형분이 병존하는 것으로 보며,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을 구성하는 사회조직 내에서 우세한 집단이 최소 3~4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2. 고분의 구조와 축조기법

있다(조성원 2015). 특히 교동 Ⅰ군의 분포 양상에 있어서 가장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7호분을 중심으로
5~11호분이 둘러싸고 있는 위성식 분포가 주목되며, 북쪽으로 뻗어나가는 능선 위에는 1~4호분이 열상으
로 위치하는 양상과 차이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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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 석곽의 길이가 6m 이상인 대형분은 장단비가 1:4.5 정도로 세장방형을 띠며, 내부의 공간을 3분할하
여 중앙에 관대를 설치하고, 머리 쪽에는 공헌품을 부장하고, 발치 쪽에 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품과 순
장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피장자의 발치 쪽에는 묘도와 연결되는 입구가 설치되고 있으나, 추가
장이 전제되지 않는 단장의 묘제인 점이 특징적이다.

1) 횡구식석곽묘의 구조
횡구식석곽묘의 출현은 백제 횡혈식석실묘 또는 낙랑 전축묘 영향으로 보기도 하였으나, 창녕 교동 Ⅱ
군 (東)3호분의 목주를 통해 목곽묘의 구조가 변용되어 등장하였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5세기대 국제정세
의 변화와 더불어 고구려 횡혈식석실묘의 영향으로 고유의 묘제인 수혈식석곽에 횡혈계 매장방식인 입구가
부가된 낙동강 동안지역의 독특한 묘제로 인식되기도 한다(홍보식 2003). 횡혈식석실묘의 수용 정도에 따
라 석곽 벽면의 내경도, 벽에 사용된 석재의 크기, 관대 또는 시상대의 구조와 배치, 추가장 빈도 등은 지역
마다 다르게 전개된다. 다만, 초기의 횡구식석곽묘가 상주와 안동지역을 포함한 낙동강 상류지역과 창녕지
역의 대형분에서 주묘제로 정착되는 점은 가야정치체의 다양성을 반영한다.
창녕지역 횡구식석곽묘는 석곽의 입구와 매장방식에 있어서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추가
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장이다. 선축조 후매장으로 침목형 목주 설치 후 석곽의 축조, 관대와 두측의 공헌
유물 부장공간 등에서 창녕 계성고분군의 수혈식석곽묘 축조기법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기도 한다(김용성
2009). 경주지역 적석목곽묘가 확산하면서 계성고분군의 수혈식석곽묘로 변용되고, 이를 계승하여 횡구식
석곽묘가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서 창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 교동 Ⅰ군 고총고분 분포 양상(우리문화재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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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홍보식 2011). 가야의 중심지역인 고령 지산동고분군이나 함안 말이산고분군과 비교하여 횡구

이러한 횡구식석곽묘는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형성과 함께 주묘제로 채택된다. 교동 Ⅱ군 (東)3·1·4

식석곽묘의 묘형은 보다 유사하며, 낙동강 동안지역과 달리 이해할 필요도 있다. 또한 창녕지역의 고분은

호분, (加)88호분, 주차장부지 고분, 교동 Ⅰ군 7호분, (우)13·14호분을 비롯하여 송현동 Ⅲ군의 표형분도

다른 가야지역과 마찬가지로 봉분 내에 1기의 매장시설이 설치되는 단곽식이 주류를 이룬다. 다곽식의 표형

횡구식석곽묘이다. 창녕 남부의 계성고분군과는 다른 묘제이며, 묘역 선정과 정지, 매장시설의 평면형태,

분이 확인된 송현동 Ⅲ군에서도 선축된 봉분에 덧붙여 연접하는 방식이며, 선축된 봉분을 잘라내고 연접하

축조기법, 봉분의 성토방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정인태 2015). 매장시설의 평면은 세장한 형태로 이른

는 낙동강 동안의 고분과는 차이가 있다.

시기에는 측벽이 수직을 이루고 있으나, 교동 Ⅰ군 7호분 단계에는 단면 사다리꼴로 변화한다. 입구는 석축
형, 점토형이 확인되고, 호석까지 연결되는 형식과 짧게 돌출되는 형식이 공존하며, 7호분 이후 짧게 돌출
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룬다.
입지는 뒤쪽이 높고 앞쪽이 낮은 지형에서 조성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지형적인 입지로 인하여 높
은 곳은 굴착하고, 사면 아래쪽으로 성토하여 봉분을 축조한다. 교동 Ⅱ군의 (東)3호분이나 1호분은 복개
전에 한쪽 단벽으로 시신과 부장품을 안치하는 매장의례가 확인되며, 새로운 묘제의 도입과 함께 기존 고분
의 축조방식과 결합하여 입지와 지형에 맞는 적합한 축조기법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묘제의 출
현을 고분 축조기술 또는 집단의 교체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교동 Ⅱ군 (加)88호분은 복개
를 한 후 입구를 통해 매장이 이루어졌으며, 교동 Ⅰ군 7호분에서는 매장공간에서 짧게 돌출된 수혈이 입
구의 역할을 한다. 7호분 주변에 위치하는 중소형분인 (우)13호분과 14호분도 이러한 돌출된 입구가 확인
된다. 구조적 변화와 함께 입지의 이동, 봉분 내 배수시설, 매장시설 주변의 석축열, 점토미장, 봉토 다짐기
술, 제방상 성토기법 등 다양한 축조기법이 확인된다.

2) 고분의 축조기법
교동 Ⅱ군 (東)1~5호분 이후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통해서 다수의 봉토분과 중소형묘가 확인되어 축조
기법의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고분은 교동 Ⅰ군 7·12호분, 교동 Ⅱ군 1·3·4·39호분, 송현
동 Ⅲ군 6·7·10호분 등이다(정인태 2019). 고분의 축조공정은 대체로 묘역 선정 → 묘역 정지와 묘광 굴
착 → 매장주체부 축조 및 하부 봉분 성토, 호석(주구) 설치 → 시신(부장품) 안치와 매장주체부 복개·밀봉
→ 상부 봉분 축조 → 피복·완성으로 진행된다.
교동 Ⅱ군과 송현동 Ⅲ군은 경사면에 입지하여 고분 조영 전에 사면 하단을 점질토로 정지한 후 묘광을
굴착하기도 하고, 병행하기도 한다. Ⅰ군 7호분은 계성고분군과 마찬가지로 능선 정상부에 위치하여 별다
른 정지작업 없이 묘광을 굴착한 것으로 보인다. 교동 Ⅱ군의 1·3호분과 Ⅲ군의 6·7·10호분은 매장주체
부의 주축을 기준으로 고저 차이가 심한 편이며, 묘광이 위치하는 경사면을 단면 ‘L’자상으로 굴착하여 낮은
곳에 쌓거나, 흑갈색 점질토를 깔아 묘역을 조성하였다. 이후 매장주체부를 쌓기 위해 미리 조성된 정지면
을 다시 굴착하여 장방형의 묘광을 조성하였다. 이로 인해 한쪽 장벽은 거의 지상으로 축조되는 반면에 반
대쪽 장벽은 지하식을 이루고 있다.
매장주체부의 축조는 벽석을 횡평적하여 수직으로 쌓다가 점차 종평적으로 단면 제형으로 들여쌓는 양
상으로 변화한다. 평면 세장방형에 한쪽 단벽 쪽에 장벽을 짧게 또는 길게 내어 시신과 부장품 안치를 위한
<그림 4> 교동 Ⅰ군 7호분 매장주체부의 구조와 유물부장 복원도(S=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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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으며,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된 교동 Ⅱ군 3호분은 양 장벽을 호석까지 길게 축조한 횡구식석곽묘

교동 Ⅰ군 7호분 호석

교동 Ⅱ군 주차장부지 고분 이중호석

의 전형을 띠고 있다. 다만, 복개 전 매장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입구부는 하단을 세 벽과 함
께 쌓은 후 매장 후 상단을 폐쇄하였는데 높이가 0.7m 정도로 낮고, 입구부 쪽 개석이 단벽을 덮고 있어 복
개 전 매장과 폐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묘도라고 보고된 공간은 경사진 지형을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기능적인 공간으로 보기도 한다. 교동 Ⅱ군 4호분은 3호분과 같이 폐쇄 후 복개
를 하였으나 입구부가 호석까지 가지 않는 점이 특징적이다.
Ⅰ형: 교동 Ⅱ군 3호분

Ⅱ형: 송현동 Ⅲ군 6호분

Ⅲ형: 교동 Ⅰ군 7호분

<그림 6> 고총고분의 호석

이처럼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평면 세장방형의 횡구식석곽묘는 추가장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횡구
식 묘제와는 차이가 있으며, 입구부 공간은 매장주체부의 구조와 지형적인 요건을 고려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추가장이라는 매장관념의 변화에 따라 ‘수혈식 → 횡구식 → 횡혈식’이라
는 묘제 변화보다는 기술적인 요인이 고분의 구조 변화를 이끌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부 봉토의 축조는 봉분 가장자리에 호석을 돌리면서 시작되며, 일부 고분에서는 호석 밖에 주구를 굴
착하기도 한다. 교동 Ⅱ군 주차장부지 고분이나 송현동 Ⅲ군 10호분은 경사가 높은 쪽으로 2단으로 호석을
돌렸으며, 교동 Ⅱ군 주차장부지 고분, 송현동 Ⅲ군 6호분은 지형이 높은 곳에 주구의 흔적이 확인된다. 교
동 Ⅱ군 39호분도 2단의 호석이 확인되며, 3호분 주변에서는 눈썹형의 주구가 확인되어 교동과 송현동고분
군의 일반적인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교동 Ⅱ군 1·4·39호분, 주차장부지 고분 등에서는 호석 외
<그림 5> 횡구식석곽묘 입구부의 형태

면에 접하거나 주구 내 제사의 흔적으로 보이는 대호나 기대 등이 확인된다. 한편 송현동 Ⅲ군 10호분과 11
호분의 서쪽에는 3단의 석축단이 축조되었는데, 급경사에 따른 봉분 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축대로 묘역

반면 Ⅱ군 1호분과 9호묘, 10호묘는 복개 후 폐쇄하는 두 가지 방법이 혼용되었으나, 이후 Ⅰ군 7호분

에 대한 관리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과 Ⅲ군 6·7·10호분 단계에는 짧은 입구부로 변화하고, 복개 후 폐쇄하는 방식이 정착한다. 입구부의 형

교동 Ⅱ군의 봉토분은 구획 경계에 점토괴를 놓고 호석 바깥으로 목주를 박아 공간을 구획하여 축조한

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장벽이 연장되는 석축 형태와 점토를 이용해서 벽면을 구축한 형태, 굴착한 암반

다. Ⅰ군 7호분에서는 다양한 축조기법이 확인되는데 고분 중심에서 방사상으로 뻗은 석렬은 양쪽으로 흙둑

을 그대로 이용하는 형태도 있다. 입구부의 단벽 폐쇄 방법도 전면을 별도로 쌓거나, 하단 또는 측벽 일부는

이 조성되어 있어 배수용도로 추정되며, 이 석렬을 경계로 구획 기능을 병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봉분 외

세 벽과 함께 구축하고 나머지 공간을 폐쇄하거나, 대형 할석으로 석곽을 폐쇄하고, 나머지 공간은 흙이나

연을 제방상으로 쌓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경사지게 쌓는 양상도 확인된다. 성토 재료로 흙과 함께 점토블

돌을 이용해서 채우는 양상도 보인다. 7호분의 입구부에는 개와 기러기 3쌍이 매납하였고, 3호분은 인골이

럭이 사용되었는데, 송현동 Ⅲ군은 구획 경계에 구획 표지석 혹은 석렬을 놓고 흙을 교대로 쌓는 교차성토

수습된 바 있어 매장 후 제의 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방식으로 봉분을 성토하였다. 또 Ⅰ군 7호분, Ⅲ군 10호분은 점토를 사용하여 봉분 외연을 마감한 피복토의

복개는 모두 석재를 이용하며, 대체로 8~9매를 사용하고 있어 정형화된 형태를 보인다. 개석 상부는
대부분 얇은 점토를 이용하여 밀봉하였으며, Ⅰ군 7호분은 개석 위에 점토를 깔고 그 위에 석재를, 또 그 위
에 초본류를 깔았으며, Ⅲ군의 봉토분은 개석 상부에 석재를 깔고 그 위에 점토를 바른 형태이다.

양상도 확인된다.
이와 같이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내에서 왕묘에 해당하는 초대형분의 축조는 Ⅰ군 7호분에 대한 조사성
과를 토대로 3단계의 성토과정이 복원되었다(조성원 2015). 1단계는 고분의 중심을 기준으로 경사가 아래
쪽에 위치한 동쪽에 암반립이 다량 포함된 흙을 타원형으로 성토한다. 2단계에서는 비교적 점성이 강한 실
트층과 암반역층을 이용하여 교대로 외경성토한 특징이다. 3단계는 개석에서 2.4m지점에서 최정상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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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며, 동쪽은 내경성토법과 수평성토법이 확인되는 반면, 서쪽은 내경성토법을 중심으로 제방상 성토
법이 부분적으로 이용되었다.
기존의 여러 봉토분과 달리 높이와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성토방식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봉토를 성
토하는 위치에 따라서 제방상성토법, 내사향, 수평성토법 등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성토기술이 구현되고 있
는 것이다. 이는 성토에 사용되는 흙의 성질이나 흙을 쌓는 곳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기술을 채용했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7호분의 성토방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봉토 내부에 배수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배수시설은 봉토의 중심부를 기준으로 양쪽을 먼저 성토하고, 가운데 부분
을 암반을 채워 넣는 방식이다. 흔히 말하는 맹암거와 유사한 형태로 창녕 계성고분에서도 확인된 적이 있
다. 두 번째는 2단계의 종료와 3단계의 시작 시점에서 봉토 외연을 보수하였다. 이러한 흔적은 3단계의 성
토층이 이 부분 위에서 조성되기 때문에 봉토 조성 완료 후의 보강보다는 성토과정 중에 일어난 행위로 볼
수 있다. 그 원인은 봉토 설계와 축조 규격의 불일치와 같은 문제의 해결이나 2단계 성토 후 휴지기가 있었
고, 그에 따른 외연의 붕괴를 보수하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8> 교동 Ⅰ군 7호분의 성토 단면
교동 Ⅱ군 東1호분의 구획성토 평면

송현동 Ⅲ군 6호분의 교차성토 단면

3. 유물의 부장 양상
횡구식석곽묘는 바닥을 정지하거나 단벽쪽에 치우쳐 관대를 마련하여 피장자를 안치하고 부장품을 매
장하고 있다. 부장공간은 대체로 두상부-시신부-족하부(순장부)-입구부로 구분되며, 두향은 횡구부를 발
치에 두는 형태이다. 유물의 누층 부장 양상이 확인되고, 부장된 토기 안에서 생선뼈, 밤 등이 확인되어 매
장 당시 음식물 공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유물의 부장 양상은 대체로 두상부에 토기와 마구, 목기 등이 부장된다. 단벽에 붙여 대부장경호나 단
경호 등 대형토기를 부장하고, 그 주변에 유개고배, 유개연질옹 등 소형토기를 중첩시켜 부장하거나 소쿠리
에 담아 누층으로 부장하였다. 마구와 목기는 대부분 단벽 모서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시신부에는 장
<그림 7> 봉분의 구획·교차성토

신구, 무구, 농공구 등이 부장된다. 장신구는 대부분 반지, 귀걸이, 팔찌, 과대 등 착장형 장신구이며, 무구
또한 도자나 환두대도 등 착장형 무구이다. 무구, 마구, 농공구는 관대의 양장벽에서 출토되고 있다.

기존의 봉토 축조연구에서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것 중 하나가 구획성토이다. 구획성토는 고분의

족하부에는 토기, 목기, 농공구 등을 부장하였다. 양장벽에 붙여 대형토기를 부장하고 그에 연접하여

봉토 뿐만 아니라 성토구조물을 효율적으로 축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7호분 역시 고대한 성토구조

소형토기를 배치하였는데, 두상부와 같이 족하부에서도 토기의 중첩부장이 확인된다. 관대와 횡구부 사이

물이기 때문에 구획성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성토재의 차이를 제외하면 뚜렷한 흔적은 확인되

에 공지를 마련하고 순장자를 안치하고, 토기, 무기, 마구, 장신구 등을 부장하였다. 장신구는 대부분 순장

지 않는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배수구의 석렬을 구획으로 보기도 하지만, 성토 단위에서 가장 마지막에 설치

자가 착장하고 있었던 것이며, 장벽에 붙어 토기와 마구 등을 배치하였다. 입구부에는 토기와 마구 등을 부

되었기 때문에 구획의 표시로서의 역할은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부에서 석열을 대신 점토괴 열이

장하였는데, 단벽 모서리와 장벽에 대부장경호, 발형기대 등 대형토기를 두었으며, 그에 연접하여 소형토기

확인되며, 배수구에 대한 사전 계획과 그것을 표시하기 위한 시설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를 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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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부장 양상은 비교적 양호하게 잔존하는 대표 고분을 통해 복원이 이루지

시신부의 관 안에는 장신구와 무구를 착용한 채 피장자가 안치되었을 것이다. 피장자는 관을 쓰고 안치

고 있다. 고분군 내에서 초대형급의 왕묘인 교동 Ⅰ군 7호분의 부장 양상에 대한 복원도 이루어졌다(국립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관에는 곡옥이 장식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오른쪽에는 금·은·동제 팔찌를 착

해박물관 2015). 두상부는 단벽에 붙여 장경호 등 대형토기 4~5점을 두고, 그 앞에 유개고배와 연질유개옹

용하였고, 왼쪽에는 은·동제 팔찌를 착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금제이식과 은제대금구, 지륜,

등 소형토기를 중첩시켜 부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형토기는 대형토기 앞에 약 2~3줄 정도를 부장한

경식, 경흉식 등을 착용하였으며, 장식대도와 환두도자는 관 안에 부장되고, 환두도는 관 위에 부장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소형토기 앞에 영락대부장경호와 단경호가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동장벽에 붙어 부

것으로 추정된다. 대금구와의 조합을 고려하면 2~3조의 허리띠가 부장되었으며, 그중 1조의 허리띠는 피

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동제각배, 청동합, 청동제 다리미, 철솥 등 금속유물은 신라지역 고분의 양상

장자가 착용하여 관에 안치되었고, 나머지 2조는 여타 다른 장신구와 함께 따로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을 참고하여 피장자 두상부의 유물 부장공간에 부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무구 일부가 두상부 양장벽에
붙어 출토되는 경향성과 유물목록 기록으로 볼 때, 무구 일부가 두상부에 부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시신부의 관 바깥공간에는 토기나 장신구, 농공구, 무구 등을 관 바닥이나 관과 장벽 사이 공간에 부장
하였을 것으로 상정된다. 마구는 금동투조안교, 등자, 재갈, 교구, 행엽, 십금구 등을 부장하였고, 일부는
족하부에 배치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등자는 철제와 목심금동장 등이 확인되는데, 재갈은 철지은장과 철지
금동장이, 행엽은 철지은장과 철지금동이 확인되어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마구가 부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구는 철촉군, 철모, 창, 대도, 도자 등을 부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농공구로는 철부를 부장
하였는데 농공구를 대부분 피장자의 족하부에 배치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족하부에는 토기와 마구 일부를 배치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순장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순장자의
유무는 확신할 수 없다. 유물의 부장은 양장벽에 붙여 대부장경호, 단경호 등 대형토기를 부장하고 중앙부
분에는 유개고배, 연질유개옹과 고배 등 소형토기를 부장하였을 것이며, 족하부도 두상부와 마찬가지로 토
기의 중첩부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입구부에는 토기 등을 부장하였는데 단벽 모서리와 장벽에는 대부장경호, 단경호 등 대형토기를 부장한
후, 일부 소형토기를 부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초대형급 왕묘의 공간 분할은 대형분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각 공간별 부장 양상은
금속유물과 토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3). 금속유물은 착장형과 주피장자 주
변 부장, 관 또는 곽 상부 부장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착장형의 유물은 은제과대, 삼엽환두대도, 이식 등이
있으며, 주피장자 및 순장자가 착장한 채로 매장되었다. 주피장자 주변 부장유물은 U자형 삽날, 철겸, 철
부, 철정, 집게 등 농공구, 성시구를 포함한 철촉, 철모, 도자 등 무기가 확인된다. 관 또는 곽 상부에는 철
촉, 대도, 갑옷 등 무기와 안장, 등자, 행엽, 운주, 방울 등 마구가 확인된다. 이외에도 목관(곽)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꺾쇠는 부장공간의 가장자리에 주로 확인된다.
교동 Ⅱ군 주차장부지 고분은 두상부 가장자리에 꺾쇠 및 토기 위에 중첩된 마구가, 시신부의 꺾쇠와
관대 상부 퇴적토 내에서 출토된 철촉, 대도 등을 통해 관 상부 매납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동
Ⅱ군 1·3호분 시신부와 족측부 가장자리에서 확인되는 철촉, 마구도 관 상부 부장으로 볼 수 있다. 송현동
Ⅲ군 7호분 목관과 장벽 사이에서 출토된 대도, 철촉, 목제안장, 등자 등 마구는 관 뚜껑이 없는 주형 목관
의 특수성으로 인해 관 안치 전 부장된 것으로 관 상부 부장과 동일한 의례 행위로 볼 수 있다.
토기는 먼저 입구부에 호류가 2행으로 배치되며 주차장부지 고분과 송현동 7호분은 각각 우측과 좌측
에 유개고배가 군을 이룬다. 두상부는 교동 1·3호분, 송현동 7호분은 주로 소형토기가 주를 이루며, 주차
장부지 고분은 연질개과 대부장경호 3세트가 단벽과 연접하여 배치되고, 양장벽으로 소형토기가 부장되었

<그림 9>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매장주체부 공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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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확인되는데, 연질개와 대부장경호가 우상 모서리에 배치되고 유개고배가 약 7행×7열로 정치하고 그 상

1) Ⅰ기(3~4세기대)

부로 좌측은 개배와 고배, 우측은 유개발과 고배가 각각 7행×6열, 7행×3열로 누층 부장되었다.
교동 1·3호분의 족하부는 호류가 주를 이룬다. 송현동 7호분의 경우에는 시신부와 순장부의 좌·우측
으로 장벽에 접하여 토기를 부장하며, 기종별로 군을 이룬다. 순장부는 송현동을 제외하고 토기를 부장하지
않는다. 이상 토기는 각 고분 내 공간별 기종 구성에 차이가 있지만, 누층 부장 및 군집 부장 등 유사성도 보
이고 있다.

현재까지 창녕지역에서 비화가야 성립의 토대가 되는 재지적인 기반을 파악할 수 있는 고분군의 존재는
한정적이다. 특히 가야의 성립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와질토기 단계의 가야 전기의 양상은 현재 불분명하
다. 다만, 소장미고분군에서 채집된 유물을 참고로 목곽묘의 분포 가능성이 일찍부터 제기되었으며, 최근에
는 그 일부가 발굴조사되어 가야 성립기 창녕지역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었다. 다만, 아직

유물의 누층 부장 양상은 주차장부지 고분과 송현동 7호분의 경우, 유개고배를 하단에, 유개발과 고배,

정식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창녕군 이방면 초곡리 1002번지에 위치

개배와 고배를 상단에 부장하고 있으나, 교동 1호분은 이와 반대 양상이 확인된다. 주차장부지 고분과 송현

하는 소장미고분군 내에서 와질토기와 도질토기가 부장된 목곽묘 10기가 확인된 점은 주목된다(한국문화재

동 7호분은 각각 유개대부장경호, 부가구연장경호를 한쪽 모서리에 배치하는 공통점도 나타난다. 주차장부

재단 2017).

지 고분은 하단의 유개고배의 뚜껑이 바로 덮여 있고 그 상부에 토기가 정치하고 있는데, 부장공간 가장자

소장미고분군 내 목곽묘는 중복 조성과 석곽묘의 후축으로 인해 잔존상태는 양호하지 않으나, 2호 목곽

리에서 출토된 다수의 꺾쇠를 통해 상단에 토기를 올리기 위한 널빤지와 같은 선반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

묘에서 유사승석문 단경호와 구형의 동체에 대각이 八자형으로 벌어진 대부호가 장신형 철모 및 역자형 철

정되기도 한다. 송현동 7호분의 두상부에는 소쿠리를 이용한 누층 부장 양상이 확인된다.

촉과 공반하여 출토되었다. 또한 5호 목곽묘에서는 와질호와 장신형 철모가 공반되며, 대체로 3~4세기로
편년되는 가야 단위집단의 양상이 보인다. 비화가야의 변천과 분포를 이해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서 서쪽으로 10㎞ 정도 떨어져 낙동강과 인접한 지역에서 이 시기의 고분
군이 분포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Ⅲ. 비화가야의 변천과 계층구조

1. 비화가야의 변천
일제강점기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 가운데 뚜껑의 꼭지에
돌대를 돌린 특징은 일찍부터 주목되었다(定森秀夫 1981). 이후 계성고분군의 계남리고분이 발굴조사되
고,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창녕지역 고분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면서 상세한 편년연구가 진행되었다(박천수
1990, 정징원·홍보식 1995). 비화가야의 변천에 있어서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성립은 5세기 후반대에
들어서 새롭게 등장한 신흥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창녕 남부의 계성고분군과 더불어 토평천 유역인 창녕읍을 중심으로 하는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형성

<그림 10> 창녕 소장미고분군 목곽묘 및 출토유물

은 신라 중앙의 지원을 받은 읍락이 신흥세력으로 부상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신라에 의해 후발 집단에 전
폭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지역 전체를 통제한 결과물로 이해한 것이다(이희준 2005). 낙동강 동안지역에
서 고총고분군의 등장을 신라의 지원이라고 인식한다면, 고총고분군을 조영한 집단의 정체성이 무시되며,

2) Ⅱ기(5세기 전반대)

가야 중심지역에서 고총고분군도 설명하기는 어렵다(홍보식 2011).
5세기 중엽 이후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을 비롯하여 부산 연산동고분군, 양산 북정리고분군, 대구 달

창녕식토기는 5세기 중엽에 성립하며, 이와 연동하여 창녕지역 남부의 계성고분군에서는 초대형의 고총

성고분군, 불로동고분군 등 이전 시기에 고분군이 형성되지 않는 곳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례는 다수 있다.

고분이 조영된다. 계성고분군 내 계남지구에 분포하는 1~4호분이 대표적이다. 창녕식토기의 성립 배경은 계

부산 연산동고분군은 온천천 북쪽의 복천동고분군 집단이 묘역을 옮겨서 조영한 것으로 보이며, 동일집단에

성고분군 내 Ⅰ군에 해당하는 계남리고분군 조영집단을 중심으로 창녕지역의 성장을 대변한다(하승철 2013).

의한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비화가야 고분군의 변천과정에서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이 위치하는 창녕읍 일대에는 이 시기 대형목곽묘의 등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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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기부터 창녕지역 도질토기는
낙동강 서안의 다른 가야토기와는 기
종구성, 형식에서 확연한 차이를 드러
낸다. 3단각의 이단교호투창고배, 각
부의 폭이 넓은 발형기대, 직선적으로

Ⅲa
단
계

벌어진 구경부를 가진 장경호, 대부장
경호 등은 낙동강 동안지역의 특징과
공통되고 있다. 개배·대부파수부완·
<그림 11> 창녕 퇴천리고분군 수습 토기

유개연질완·주구가 달린 호 등은 경
주를 비롯한 낙동강 동안에 분포권을

형성하는 토기가 다수 확인된다. 더불어 창녕지역의 특징도 강하게 발현되는데, 특히 타 지역에서 제작된
신라양식 토기에 비해 고온으로 소성되어 확연히 구별된다. 대부장경호, 통형기대, 대각도치형 꼭지를 가진
개, 고배의 형식에서 창녕지역의 특징적인 토기를 확인할 수 있다.
5세기 전반에 제작된 3단각 이단교호투창고배는 기고 13∼18㎝에 해당하고, 배부에 비해 각부의 높이

Ⅲ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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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가 1:3 정도로 월등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기벽이 두텁고 배부가 곡선적이며, 각부의 형태가 다양하다. 계
성 1호분에서 출토된 뚜껑의 꼭지는 대각도치형, 굽형, 단추형, 관모형 등으로 다양하다. 장방형 투창이 뚫
리고 상단에 돌대가 있는 대각도치형이 가장 많고, 작은 투공이 뚫린 굽형, 투공이 없는 굽형, 관모형 등도
제작된다. 대각도치형과 굽형 꼭지를 가진 뚜껑은 돌대의 위치, 신부의 형태 등에서 3∼5식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성을 보인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고분군은 계성고분군과 함께 창녕 남부지역의 영산고분군 내 동리지구에서 두각
을 보이고 있으며, 교동과 송현동고분군과 인접한 퇴천리고분군에서 일부 확인된다. 비록 지표에서 수습되
었으나 이단일렬투창고배와 직구호, 발형기대가 일괄로 확인되며, 고배는 대각에 3단 돌대가 형성되어 있
고, 반구형의 발부에 삼각형 투창이 이단일렬로 뚫린 발형기대는 합천 옥전 68호분과 동일한 단계에 해당되
는 자료이다. 퇴천리고분군은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서 남서쪽으로 3㎞ 정도 떨어진 단위집단의 묘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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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며, 이전 3~4세기대에 해당하는 소장미고분군에서 토평천 상류로 점진적인 입지변화를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

3) Ⅲ기(5세기 후반대)
교동 Ⅱ군 3호분 출토 고배를 표지로 할 수 있으며, 계성 1·4호분 출토 고배에 비해 기고가 낮아졌고,
배부가 깊고 곡선적으로 변하고 있다. 뚜껑은 대각도치형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졌고, 형식 내의 세부적인

Ⅳ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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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도 적다. 대각도치형은 배신이 높아지고, 꼭지가 크고 돌대가 뚜렷하게 변하며, 새롭게 종집선문이 등
장한다. 계성 1·4호분 출토품에 비해 뚜껑은 신부가 높고 곡선적으로 변하였고, 배신부 역시 곡선적인 것
이 대부분이다. 문양은 점열문을 2단으로 시문한 형식으로 통일되고 있으며, 종집선문이 일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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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늦은 단계가 되면서 고배와

<그림 13> 교동 Ⅱ군 加88호분 출토 토기

있으며, 피장자의 위계를 반영하는 고분의 규모는 이러한 계층성을 반영하고 있다.

대각도치형 꼭지를 가진 뚜껑에 창녕

현재까지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 대한 조사를 통해 봉분의 직경이 30m 이상인 고분은 교동 Ⅱ군

식이 유지되고 있다. 문양 역시 점열

(日)89호분과 교동 Ⅰ군 7호분이 있다. 봉분의 규모면에서 최상위 왕묘로 비정할 수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문 중심에서 사격자 집선문·원점문·

각각 5세기 후반대의 Ⅲb기와 Ⅳa기를 대표할 수 있다. 봉분의 직경이 20~30m급인 Ⅱ등급 고분은 21기가

종집선문 등이 유행한다. 고배는 새

분포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20~22.5m 정도의 규모를 가지는 대형분이 14기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

로이 2단각 이단교호투창고배가 출현

고 있다. 봉분 직경 30m 이상의 Ⅰ등급 고분과 구별되는 차상위의 최고 지배자급 고분으로 위계를 가지는

하여 3단각 이단교호투창고배와 공존

규모이다. Ⅱ등급 봉분 규모를 가지는 고분은 교동 Ⅱ군 (東)3·1·(日)31호분과 교동 Ⅰ군 11호분, 송현동

한다. 배부 형태가 직선적으로 변하였

Ⅲ군 15·7·6·4·3·2호분이 대표적이다.

고, 전 단계에 비해 기벽이 얇아졌다.
교동 1호분 출토 뚜껑은 앞 단계와 마

찬가지로 대각도치형 꼭지가 많지만, 개배는 굽형 꼭지의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굽형 꼭지를 가진 개는 작

29

은 방형 투창이 뚫리고 꼭지 끝은 둥근 형태이며, 신부가 높고 기벽이 얇아진 것으로 이전 단계와의 차이가
확연하다. 교동 Ⅱ군 2호분에서 출토된 통형기대는 동체부 하부의 만곡도, 각단의 형태로 보아 황남대총 남
21

분 보다 후행하나 양산 부부총 출토품보다는 이른 형식으로 볼 수 있다.

4) Ⅳ기(6세기 전반대)

14

14
11

6세기대 고분 출토 토기는 파상문을 비롯하여 사격자문·삼각집선문·침선에 의한 X문 등 문양이 극히
다채로워진다. 고배는 기고 12㎝ 전후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배부는 깊고 곡선적인 형태로 변하고, 각단은
5

두터운 삼각상 단면으로 처리된다. 개배는 기벽이 얇아지고 배신은 곡선적으로 깊어진다. 뚜껑의 꼭지는 대
각도치형이 줄어들고 대신 굽형이 증가한다. 문양도 침선을 돌려 구획한 후 시문하거나 선문을 Ⅹ자로 겹친
문양, 거치상 삼각집선문 등이 유행한다. 대부장경호는 구연부가 꺽이면서 부가구연을 띠게 된다.
이후 늦은 단계에는 기종에 관계없이 기벽이 매우 얇아지고, 파상문·선문·점반원문·점원문이 시문되
나 무문의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고배는 이단교호투창이 제작되며, 각단은 길게 꺾이면서 단면 삼각상을 띠
는 형태가 많다. 뚜껑의 꼭지도 굽형과 단추형이 대부분이며, 굽형 꼭지에는 작은 투공을 뚫었고, 꼭지단이
약간 말린 상태이다. 굽형 꼭지 주위로는 삼각집선문과 반원점을 시문하는 경우가 많으며, 문양이 없는 단각
고배도 출현하게 된다. 대부장경호는 부가구연을 띠는 형식이 등장하지만 여전히 오목한 상태로 처리한 것
이 대부분이고, 각단은 꺾이면서 곡선적으로 처리되거나 삼각상으로 두툼하게 처리되는 것이 존재한다.

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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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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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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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봉분 규모

다음으로 중심집단 내에서 상위 지배자급 고분으로 판단되는 10m 이상, 20m 미만의 봉분 규모를 가지
는 Ⅲ등급 46기 정도가 확인된다. 교동 Ⅱ군 (東)5·4호분, (加)주차장 고분, 88·54·52호분, 49·37·2
호묘, (日)21호분와 같이 교동 Ⅱ군에 밀집되는 양상이며, 교동 Ⅰ군에서도 (우)8호분, 송현동 Ⅲ군에서는
(역)8호분이 이에 해당한다. 그 외 봉분이 일부 잔존하고 있는 10m 미만의 중형급 Ⅳ등급 고분도 41기가
확인되고 있으며, 비교적 고른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153기의 매장주체부 면적에 대한 분석
에서는 피라미드상의 계층적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매장주체부의 면적이 10㎡이상인 a급에 해당하는 고

2. 중심고분군의 계층구조

분은 9기가 확인되며, 왕묘급의 Ⅰ등급 봉분 규모를 가지는 교동 1군 7호분을 포함하여, Ⅱ등급 봉분의 송
현동 Ⅲ군 6호분과 7·15호분의 매장주체부도 최상의 면적을 보이고 있다. 매장주체부의 면적이 7.5~10

비화가야의 변천과정에 있어서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5세기 후반대 이후 중심집단의 묘역으로 안정적

㎡ 정도인 b급도 16기가 확인되며, 세부적으로는 Ⅱ등급 봉분 규모를 보이는 교동 Ⅱ군 (東)3호분과 1호분

인 성장을 이룬다. 그리고 최근의 조사성과는 중심고분군의 계층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이 있으나, 봉분 직경 20m 이하의 Ⅲ등급 고분에서 다수 확인된다. 교동 Ⅱ군 88호분, 주차장부지 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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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a
면적b

(東)5호분 등이 이에 해당하며, 10m 이하

분과 1호분은 봉분의 직경이 20m 이상인 대형분이고, 4호분과 2호분은 봉분이 10m 전후인 중소형분으로

봉분 규모인 Ⅳ등급 고분에서 일부 확인되

인접한다.

고 있다.
면적c

면적d

다만, 조사구역과 인접하여 동쪽 구릉 상부에는 39호분이라는 초대형분이 선점하고 있으며, 현재 봉분

매장주체부의 면적이 3.5~ 7.5㎡ 정

의 직경은 21.5m, 높이 5m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나,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고분 분포도로 보아 인접한 (東)3

도인 중형급의 c급 고분은 모두 40기가 확

호분보다 큰 규모를 보인다. 3호분의 북서쪽에서는 중소형 봉토분 9기, 석곽묘 15기가 밀집되며, 대부분 5

인되며, 모두 봉분의 직경이 20m 이하인

세기 중후반으로 편년된다. 향후 39호분과 주변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실상이 파악되겠으

중형급 고분에 해당한다. 송현동 Ⅲ군에서

나,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내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군집으로 판단되며, 계층구조의 확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군집과 약간 이격된 (역)8호분을 포
Ⅰ등급

함하여 교동 Ⅱ군 (東)4·2호분, 교동 Ⅰ군

Ⅱ등급

Ⅲ등급

Ⅳ등급

(우)13·14호분 등이 있다. 이에 비해 교
동과 송현동고분군의 계층적 기반을 이루

<그림 15>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매장주체부 면적

는 중하위급의 3.5㎡ 이하 d급은 대부분 봉
분이 유실된 상태이며, 모두 88기가 확인된다. 대형 고총고분과 인접하여 주변에 밀집되는 경향성을 보이며,

Ⅲa
단
계

교동 Ⅰ군 (우) 35호·38·39호묘와 같이 철모나 재갈 등을 부장하는 고분도 확인된다.

【표 2】 봉분 규모와 매장주체부 면적의 상관관계

면적 a

봉분 Ⅰ등급

봉분 Ⅱ등급

교동 Ⅰ군 7호분

송현동 Ⅲ군 15·7·6호분

면적 b

면적 c

면적 d

교동 Ⅱ군 (동)3·
(동)1·(일)31호분

봉분 Ⅲ등급

봉분 Ⅳ등급
Ⅲb
단
계

교동 Ⅰ군 (우)8호분,
교동 Ⅱ군 (가)48호묘,
(가)88호분, (가)주차장고분,
(동)5호분, (일)21호분

교동 Ⅱ군 (동아)46호분,
송현동 Ⅲ군 (가)17호분

교동 Ⅱ군 (동)4호분,
(가)37호묘, (가)52호분,
(가)54호분, (가)2호묘,
송현동 Ⅲ군 (역)8호분

교동 Ⅰ군 (우)6호분,
(경)1호묘,
교동 Ⅱ군 (동아)
40·47·48호분

교동 Ⅰ군 (경)2호묘,
교동 Ⅱ군 (동아)37호분

Ⅳ
단
계

이상과 같이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 대한 조사성과를 토대로 계층구조를 반영하는 분포의 변화는 점진
적인 묘역의 확장과 이동으로 전개된다.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고분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로 편년되는 구역
은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한 교동 Ⅱ군의 북동쪽이다. 5세기 후반대인 Ⅲ기에 해당되는 고분이 집중하
며, 세부적인 토기 형식으로 보아 3호분과 4호분이 선행하고, 1호분과 2호분이 후축된 것으로 보인다.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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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조석곽묘를 매장시설로 채택하고 있는 점이다. 출토된 유물의 편년이 명확하지 않지만, Ⅲb기와 동시기
일 가능성이 높으며, 인접한 (加)주차장부지 고분은 직경 19m 정도로 대형급으로 후축된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교동 Ⅱ군의 고총고분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연속되는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초대형분은 39호분 → (日)89호분 → (日)117·(日)116호분으로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중대형급 고분과
소형 석곽묘 역시 중심을 이루는 초대형분보다 선행하지 않으며, 각 군집별로 별도의 집단을 상정하기보다
는 고분군의 연속적인 형성과정을 반영하는 묘역 확장으로 이해된다. 묘역의 확장은 왕묘급의 초대형분이
조영되면서 주변으로 군집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6세기대의 Ⅳ기에 들어서는 묘역의 이동과 함께 교동 Ⅰ군과 송현동 Ⅲ군으로 집단의 분화가 이루
어지고 있다. 교동 Ⅰ군은 Ⅱ군에서 서쪽으로 공백을 두고 구릉의 정상부에 직경 30m가 넘는 초대형분인 7
호분을 중심으로 주변에 위성식으로 중대형분이 분포한다. 북쪽과 동쪽으로 이어지는 능선 상에는 중소형
분이 열상 배치를 이루고, 남서쪽으로 약간 떨어져 문화체육공원 부지에는 중소형묘가 밀집한다. 일제강점
기에 발굴조사된 교동Ⅰ군 7호분은 최근 보고서가 간행되었으며, 출자형 금동관을 비롯하여 토제영락이 부
착된 대부장경호와 다수의 유개고배가 확인된다. 일부 창녕식의 뚜껑과 이단투창고배가 포함되어 있으나,
종집선문이나 사격자문이 시문된 뚜껑이 다수를 이룬다. 이단투창고배에 있어서도 대부분 2단각으로 기고
가 낮아지고, 대각단이 수평으로 돌출하여 역삼각형을 띤다. 시기적으로 교동Ⅱ군 (日)89호분보다 후행하
며, 경주식토기의 비중이 높아지는 6세기 전엽에 해당한다.
7호분 동쪽으로 인접한 (日)11호분 역시 일제강점기에 발굴조사된 직경이 30m에 가까운 대형분이며,
명문이 있는 원두대도와 함께 초두, 과대금구, 장식마구 등 다량의 금공품이 출토되었다. 토기에 대한 상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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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년된다. 12호분의 동쪽으로 능선 상에서 중소형급 고분이 다수 조사되었으
<그림 17>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등급별 분포도

며, (우)39·42호묘에서 유충문이 시문된 창녕식고배가 출토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6세기 전반대가 중심
을 이룬다.

이후 Ⅲb기에 들어서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내에서 가장 초대형분의 왕묘인 (日)89호분이 교동 Ⅱ군의

한편, 교동 Ⅰ군에서 북쪽으로 뻗은 능선 상에 있는 (우)1호분은 횡혈식석실묘이고, 남서쪽의 교리 문

중앙에 조영된다. 일제강점기에 발굴조사되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고분군의 일반적인 묘제인 횡

화체육공원 부지에도 대부분 6세기 후반 이후 신라후기토기와 공반한다. 이로 보아 교동 Ⅰ군의 형성시점은

구식석곽묘와는 달리 대형의 판석을 수적하여 벽석을 축조한 매장시설이다. 다량의 토기와 함께 도검, 철

6세기 이후로 추정되며, 단독분 형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교동 Ⅱ군의 초대형분에 연속하는 동일집단의

모, 찰갑, 장식마구, 과대금구, 식리 등이 확인된다. 출토된 토기는 5세기 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

묘역으로 생각된다.

동Ⅱ군 39호분에 후행하는 비화가야 최고 왕묘로 판단된다. 인접하여 봉분 직경 17m인 중형분인 교동Ⅱ군

송현동 Ⅲ군은 교동고분군의 남동쪽으로 일정한 공백을 두고 형성되어 있으며, 주목되는 점은 표형분을

(加)88호분이 위치하며, 동일 형식의 토기가 확인된다. 또한 남쪽의 구릉 사면부에서도 중소형의 석곽묘가

띠는 고총고분의 등장이다. 경주나 경산지역 등 신라의 중심과 그 주변지역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봉분의 연

다수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6세기 이후로 편년된다. 남서쪽으로도 교동Ⅱ군 (日)31호분이 분포하며, 6세기

접축조가 확인되며, 신라 중심지역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선축된 봉분을 잘라내고 연접하는

중엽에 해당하고, 89호분 이후에 조영된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 동안지역과는 달리 송현동 Ⅲ군에 분포하는 표형분은 선축된 봉분에 덧붙여 연접하는 방식을 보인다.

한편, 교동 Ⅱ군의 서쪽 군집에 대해서는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지만, 초대형분인 (日)117호분 구릉의

출토된 토기에서 창녕식토기의 부장비율은 극히 낮으며, 대부분 파상문, 사격자문, 삼각집선문, 화문

중앙에 위치하며, 남동쪽으로 약간 떨어져 (日)116호분이 분포한다. 규모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2기 모두

등 다양한 문양이 시문되고 있다. 송현동 Ⅲ군에 분포하고 있는 고총고분도 교동 Ⅰ군과 마찬가지로 6세기

초대형급의 고분이며, 주변에는 다수의 중대형분이 밀집한다. 주목되는 점은 116호분도 89호분과 같이 판

대에 접어들어 조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선대에 축조된 고분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5세기 후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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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분군의 중심을 이루는 교동고분군과 이격하여 6세기대 이후 신흥집단에 의해 축조되었으며, 비화가야

비화가야 Ⅰ등급(중심고분군)

비화가야 Ⅱ등급(집중고분군)

비화가야 Ⅲ등급(거점고분군)

비화가야 Ⅲ등급(거점고분군)

중심정치체 내 집단의 분화를 반영한다.

3. 비화가야의 권역과 중심지
비화가야의 권역은 고분과 토기양식의 분포 및 자연지형을 통해 설정할 수 있으며, 서쪽과 남쪽은 낙동
강이 경계를 이루며, 동쪽으로는 높은 산지로 폐쇄적인 지형을 이루고 있다. 북쪽은 현풍지역을 관류하는
차천과 낙동강으로 합류하는 토평천의 분수계로 파악된다.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 인접하여 다른 가
야의 유력한 고분군이 낙동강을 마주하며, 다라국의 중심묘역인 합천 옥전고분군이 서쪽으로 20㎞ 거리에
위치한다. 또한 북서쪽으로 30㎞ 거리에는 대가야의 고령 지산동고분군, 남쪽으로 30㎞ 거리에 아라가야의
함안 말이산고분군이 위치한다.
현풍지역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창녕지역의 영현으로 기록된 것에 근거하여 창녕지역 정치체의 하부
단위로 보는 견해가 있다(이희준 1998). 다만 이 지역에는 직경 30m급 봉토분 8기가 정점을 이루는 양리고
분군이 존재하며, 창녕지역과 구별되는 토기양식이 보이며, 비화가야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정치체로 보고
있다(박천수 2000). 이와 같이 창녕지역은 북쪽의 현풍지역과는 낮은 산지를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토기양
식을 보이는데 반해, 서쪽의 청도 이서지구와는 높은 산지를 사이에 두고 동일한 토기분포권을 공유하고 있
다. 따라서 비화가야의 범위는 현재의 창녕군과 청도천의 청도 이서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선행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알려진 창녕지역의 가야고분군은 20여 개소에 이른다. 지형적으로
는 곡류하여 낙동강으로 합류하는 토평천 유역에는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을 중심으로 초곡리 소장미, 주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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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제547호로 지정된 계성고분군이 중심을 이룬다. 인접하여 영산면에는 경상남도 기념물 제168호로 지정된
영산고분군이 분포하고, 주변에서 동리고분군이 발굴조사되었다. 그리고 창녕 남부의 계성지구 외곽으로는
강리, 우강리, 거문리 등에서 고분군이 알려져 있다. 창녕 북부의 대합면에는 합리고분군과 무솔고분군이
분포하며, 지형적으로 현풍천과 차천 유역에 해당한다.

<그림 18> 비화가야 고분군의 계층화

이와 같이 창녕지역에 분포하는 수많은 고분군은 시기를 달리하며 권역을 형성하며, 비화가야의 문화가

먼저 비화가야 최고 중심고분군인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서는 직경 20m 이상의 봉분이 전체 고분군의

꽃을 피우는 5~6세기대에는 새로운 중심지로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이 등장하면서 위계를 구축하게 된다.

20%를 차지하며, 중심지로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봉분 직경 10~20m인 Ⅲ등급 고분의 밀집도 역

최고지배자의 등장과 함께 정치체의 발전을 상징하는 대형 고총고분의 분포를 통해서 권역 내 상호 위계를

시 40%를 상회할 정도로 중대형급의 고총고분이 밀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교동과 송현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분군 내 계층구조를 반영하는 봉분의 규모와 밀집도를 통해 비화가야

동고분군에 견주어 또 하나의 중심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계성고분군과의 차이를 반영한다. 계성고분군

중심지의 성격이 확인할 수 있다.

의 고분 분포는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그 범위와 규모가 알려져 있으며, 최상위계층의 존재를 반영하는 직경
20m 이상의 Ⅰ·Ⅱ등급 고분은 전체의 6%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Ⅲ등급 고분의 밀집도에서는 30%
정도이며, 대부분 10m 이하의 Ⅳ등급 고분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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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중하위계층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집중된 양상을 보이며, 비화가야의 정치적 중심지가 계성고분군

고분군이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 비해 극히 낮은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고분의 대부분은 직경 10m 이하의

에서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으로 이동되면서 중심집단의 묘역이 확장되지 못한 결과로 이해된다.

중소형분이 차지하고 있다. 다만, 고총고분의 조영은 거점집단으로서 비화가야의 정치구조를 반영한 것으

한편, 창녕지역의 대표적인 중대형급 고분군인 영산고분군은 계성고분군과 인접하여 지속적인 발굴

로 이해되며, 지역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화가야 Ⅲ등급의 고분

조사와 지표조사를 통해 성격이 구체화되고 있다. 다만, 영산고분군에서는 봉분 직경 30m 이상의 왕묘급

군은 창녕 북부지역의 합리고분군에서도 확인되며, 직경 10~20m에 해당하는 고분이 전체의 23%를 차지

고분은 확인되지 않고, Ⅱ등급 고분의 밀집도도 극히 제한적이다. 고분군의 최상위를 이루는 계층은 직경

하고, 대부분 10m 이하의 고분으로 구성된 양상이다.

10~20m 정도에 해당하는 Ⅲ등급 고분이 주류이며,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창녕지역의 중심

이상과 같이 비화가야 권역에서 위계를 보이는 고분군의 분포는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지형적인 조건을
활용하여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북서쪽에서 수계를 이루는 토평천을
따라 왕산리-주매리 마산터-초곡리 소장미고분군으로 이어지는 단위집단이 이어지고, 이윽고 거남리고분
군에서 낙동강과 연결된다. 또한 남서쪽으로는 창녕천 수계를 따라 퇴천리·겨우내고분군과 인접하며, 하
류로 내려가 선소리고분군에서 낙동강과 접하고 있다. 한편, 비화가야의 중요한 내륙 관계망을 보이는 청도
지역와 연결은 동쪽의 높은 산지를 따라 형성된 곡간을 이용하였다.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북동쪽에 인접
한 우천리고분군, 상월 안지골고분군이 그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청도 이서지역의 성곡리고분
군과 봉기리고분군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중심의 관계망은 남북의 중심고분군과 거점고분군을 통해 보다 광역화되
었으며, 창녕 남부지역에서 8㎞ 정도의 거리에 계성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다. 계성고분군은 남동쪽에 영산
고분군이라는 거점고분군이 인접하며, 서쪽으로는 계성천 중류의 강리고분군과 연결된다. 또한 영산고분군
은 남쪽으로 우강리고분군을 통해서 낙동강으로 진출하며, 동쪽으로는 거문리고분군을 통해서 육로로 밀양
지역으로 교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창녕 북부지역에서 합리고분군의 거점고분군으로 두각을 드러
내며, 인접한 무솔고분군을 단위집단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은 현풍지역을 통해 낙동강 상류지역으
로 연결되는 육로를 장악하면서 비화가야의 발전을 이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시대 창녕지역의 가야고
분군은 지역에 따라 위계를 형성하면서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을 중심으로 내부적인 관계망을 구축하였다.

Ⅳ. 맺음말

창녕의 비화가야는 다른 가야의 중심세력과는 달리 화려한 금공품이 다수 부장되면서 토기양식과 더불
어 신라와의 관계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특히 비화가야의 중심묘역인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서는 경
주의 신라나 낙동강 이동의 지역집단과 유사한 물질자료가 확인되었고, 그 축조집단의 성격에 대해서 논의
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다만, 횡구식석곽묘라는 독특한 묘제를 중심으로 창녕식토기로 대표되는 고고
자료는 지역의 독자성을 반영하였으며, 보수적 전통이 지속되는 묘제와 함께 여러 문물에 대한 종합적인 검
<그림 19> 비화가야 권역 내 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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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기가 넘는 대형급의 고총고분으로 구성된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그 자체로 고대 정치체의 존재
를 대변하며, 가야의 대표적인 집단으로 안정된 계층구조와 권역을 형성하고 있다. 고분군의 형성은 동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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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전라북도는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이 동부의 산악지대와 서부의 평야지대로 갈라놓는다. 백두대간의 영
취산에서 주화산까지 서북쪽으로 뻗은 금남호남정맥의 산줄기가 북쪽의 금강과 남쪽의 섬진강유역으로 가
르고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쪽에 운봉고원과 서쪽에 진안고원이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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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역하는
데 대부분 이용해야 하는 간선교통로가 전북 동부지역을 통과하였다. 전북 동부지역을 무대로 치열하게 전
개된 백제와 가야, 신라의 역학관계는 대체로 철산지의 장악 및 간선교통로의 관할과 관련이 깊다. 그리하
여 백제와 가야, 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한다(곽장근 2018).
특히, 운봉고원은 한반도의 물줄기를 동서로 가르는 백두대간 동쪽의 고원지대로 남강과 섬진강이 시작
되는 곳이다. 동쪽으로는 팔량치를 넘어 경남 함양으로 이어지고, 서쪽으로 여원치로 내려오면 남원으로 치
재를 넘으면 임실과 장수로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동서문화 교류의 관문이었다. 삼국시대에는 백두대

<그림 1> 운봉고원의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일제강점기 때 지명을 중심으로 시작된 가야사 연구는 전북 동부지역을 대가야 영역에 속하였던 곳으로
만 인식하고 가야 소국 기문국(己汶國)이 임실, 남원 등 섬진강유역으로 비정된 견해가 통설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 그렇지만 섬진강유역에서는 가야 소국의 존재를 고고학적으로 방증해 주는 가야의 중대형 고총의
존재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표 1】 문헌자료 속의 전북의 가야 비정(전상학 2018)

간의 서쪽인 남원시 일원은 백제의 고룡군(古龍郡)이, 동쪽인 운봉고원에는 신라의 모산현(母山縣)이 설치
되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 한 후 운봉현으로 개칭되어 천령군(함양)의 속현이 되기도 하였으며, 고려 초에

위치
연구자

다시 남원부로 이속되었다. 이렇듯 운봉과 함양은 현재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영·호남 또는 전북 남원·

김태식(1993)

경남 함양으로 불리우나 선사시대부터 인문지리적 환경에 의해 하나의 문화권을 이루고 있다.

주보돈(2011)

조선시대 예언서인 『정감록』에는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은 십승지지로 소개되었으며, 조선 후기 실학자

금강 상류
(장수·장계분지)

섬진강 중상류
(남원, 임실)

남강 상류
(운봉고원)

기문
하기문

백승옥(2007)

비고
반파(대가야)

상기문
『한원(翰苑)』 기문(基汶)

伴跛(성주)

인 정약용은 “남도의 관방은 운봉이 으뜸이고 추풍령이 다음이다. 운봉을 잃으면 적이 호남을 차지할 것이고
추풍령을 잃으면 적이 호서를 차지할 것이며, 호남과 호서를 다 잃으면 경기가 쭈그러들 것이니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관문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산의 지적처럼 운봉고원은 영호남 최고의 요해처이자 관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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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문

곽장근(1999·2011)

반파

중기문

하기문
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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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봉고원에는 유곡리와 두락리·월산리·임리·청계리 등의 고분군과 160여 기의 중대형 고총이 분포

나게 된다. 운봉분지와 아영분지에 자리한 가야 고분군 중 중대형의 봉토분(고총)이 확인되는 고분군의 입

한다. 이들 고분군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최고의 위세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금동신발과 철제초두, 수대경,

지는 분지의 중앙으로 뻗은 지류의 끝자락이나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한다. 남강 상류권의 각각의 중심고분

계수호 등이 출토됨으로써 가야 소국인 기문국의 실체가 밝혀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전북 동부지역 가야의

군은 국지적 영역을 조망할 수 있는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공동체 구성원의 생활공간에서 상시적으

중대형 고총, 산성 및 봉수, 제철유적 등의 문화유적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로 노출되어 있어 가시성 확보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강동석 2019).
운봉고원의 중심고분군으로 알려진 월산리고분군과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은 입지 상에서 차이를 보

【표 2】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현황

인다. 아영분지의 중앙으로 흐르는 풍천을 사이에 두고 전자는 동쪽으로 뻗은 구릉의 끝자락에 자리하며 후
조사내용

비고

자는 서쪽으로 뻗은 지류의 정상부와 가지능선에 자리한다. 이러한 입지의 차이는 그간 발굴조사를 통해 시

전영래

간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재지집단의 계기적인 발전에 의한 고총의 축조와 묘역의 변화가

전라북도

이루어진 것(곽장근 1999)과 외부요인(소가야, 대가야)에 의한 새로운 세력의 등장(김태식 1993, 조영제

연번

조사년도

1

1963

분포조사 : 고분 20여 기

2

1973

지방기념물 제10호 지정(27기)

3

1989

발굴조사 : 수
 혈식 석곽묘 4기(1·3~5호분)
횡혈식 식설분 1기(2호분)

전북대학교박물관

4

2011

지표조사 : 40여 기 고분 확인

군산대학교박물관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의 경우 고분군 내에서도 입지에 따른 배치양상(<그림 1>, 【표 3】)이 확인되는

5

2013

발굴조사 : 32호분

전북대학교박물관

데, 주능선과 돌출된 지형에는 봉토의 규모가 큰 고분이 들어서고, 가지 능선를 따라 순차적으로 자리하는

6

2014

현지보존 : 32호분

전북대학교박물관

양상이 확인된다.

7

2015

지표조사 : 40여 기

해원문화재연구원

8

2017

파괴분 수습조사

9

2018

국가 사적 지정(사적 542호)

10

2019

시굴조사 : 29·30·31호분

11

2019

봉토조사 : 36호분(舊 두락리 2호분)

2002, 박천수 2014)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전북대학교박물관

Ⅱ. 입지 및 분포현황

1. 입지
전북 동부지역에서 조사된 가야고분의 입지는 대체적으로 하천이 흐르고 주변에 충적지가 발달된 지형
으로, 고분이 자리하는 지역은 주변을 조망하기 좋은 산줄기의 정상부 또는 주능선의 등줄기를 따라 자리한
다. 특히, 고총이 밀집 분포하는 금강수계권의 장수(동촌리)·장계(삼봉리)분지와 남강수계권의 운봉고원
(월산리·두락리)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입지적인 특성은 백두대간의 동쪽에서 조사된 가야계 고
총의 입지와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입지는 봉분의 규모가 훨씬 커 보이고, 고대한 봉분 자체가 산
봉우리처럼 보여 최대의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세기 2003).
남강 수계의 운봉고원은 광천이 흐르는 운봉분지와 풍천이 흐르는 아영분지로 구분되며, 풍천과 광천은

<그림 2>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현황도(군산대학교박물관 2011 보완)

인월면 소재지에서 만나서 흘러 이어져 임천강으로 불리우다가 경남 산청군 생초면에서 남강의 본류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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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었다는 문헌의 내용 과 관련성이 깊을 것으로 추정된다(곽장근 2018).

【표 3】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고총의 입지와 규모

여기에서는 그간 기문국의 영역으로 추정되는 운봉고원에서 발굴조사된 가야고분군에 대해 살펴보기로

입지와 규모 (▒ 직경 20m 이상)
주능선

1

2

가지능선

3

4

5

14

15

19

21

23

20

22

24

30

25

29

6

11

16

7

12

17

8

13

18

32
31

33

37

한다.

38

39

1) 건지리고분군(윤덕향ㆍ곽장근 1991)

28

9

27

남원시 인월면 건지리 산13번지 일대에 자리한다. 고분은 서쪽 경사면의 가파른 지역을 제외한 구릉 지

10

26

대에 밀집 분포되어 있는데, 봉토는 유구의 훼손상태가 심하여 원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 유적에서는 ‘가’
34

지구에서 17기, ‘나’지구에서 5기, ‘다’지구에서 17기의 수혈식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가’와 ‘다’지구는 여러

35

개의 석곽이 하나의 봉토에 자리하고 있으며, ‘나’지구는 하나의 봉토에 1기의 석곽이 자리한다. 고분의 축

36

조방법은 생토면을 파내어 묘광을 마련한 다음 석곽을 축조하고, 그 위에는 여러 매의 천정석을 올렸다. 벽

40

석은 바닥에 대형 판상석을 서로 잇대어 수직으로 세우고 그 위에 할석(割石)과 천석(川石)을 가지고 가로와

남사면

모로쌓기 방식을 혼용하여 곧게 쌓아 올렸다. 석곽의 바닥면은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고 풍화암반층을 정연
하게 다듬어 그대로 이용하였다.

2. 운봉고원의 가야고분
백두대간의 동쪽에 자리한 운봉고원
에는 가야고분군 32개소와 중대형 봉토
분 160여 기가 분포한다. 이 중 월산리
고분군,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은 봉토
의 규모와 군집, 매장시설, 출토유물 등
을 통해 중심고분군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강 상류권 가야고분군의 분포밀
도 분석에 의하면, 저밀도구간을 제외
하고 각각 하나의 밀집권을 형성한다.
이 권역들 내에 중심고분군에 해당하
는 산청 중촌리·삼가 고분군, 산청 생
<그림 3> 남강 상류권 가야고분군 분포 밀도(강동석 2019)

초·백천리 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
락리·월산리 고분군이 분포한다. 이러

한 고분군 밀집분포권은 정치경제적·종교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지역정치체의 권역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
이다. 각 중심고분군은 이러한 정치체의 대표하는 기념물로서 묘역을 중심으로 한 ‘의미화된’ 경관의 조성을
통해 정치권력을 확대·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강동석 2019).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경남 함양군과 산청군 일대에는 서로 긴밀한 교류관계를 바탕으로 동일한 문화권
과 생활권을 형성했던 가야 소국들이 있었을 것으로 점쳐진다. 기문국이 상·중·하기문으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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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봉대리고분군(호남문화재연구원 2013)
남원 봉대리고분군은 2011년 88올림픽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일환으로 호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 고분군은 백두대간 시리봉에서 남원시 아영면 봉대리 봉대마을까지 길게 뻗어 내린 가
지능선의 끝자락에 위치한다.
수혈식 석곽묘 8기, 수혈 1기, 구 1기, 민묘 6기 등이 조사되었다. 석곽의 평면형태는 장방형 또는 세
장방형을 띠고 있으며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나란하게 축조하였다. 유물은 유개장경호, 투창고배, 양이부호,
호형토기, 병형토기, 유개단각고배 등의 토기류와 철겸, 철부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조사된 석곽묘의
규모나 축조방법, 출토유물 등을 고려했을 때 인근의 건지리 고분군과 유사하다.

3) 월산리고분군(전영래 1983, 전북문화재연구원 2012)
백두대간 산줄기에 자리한 시리봉에서 북동쪽으로 아영면 소재지까지 길게 뻗어 내린 동쪽 경사면의 말
단부에 자리한다. 동쪽 경사면을 따라 동서방향으로 분포된 10여 기의 고총 중 제일 위쪽에 있는 M1-A호
분은 전면적인 발굴조사, M4호분은 수습조사의 성격을 띠고 정리조사만 이루어졌다. 봉토의 규모는 M1-A
호분과 중복 관계를 이루는 M·M3호분을 제외하면, 동쪽 경사면의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올라가면서 점차
대형화되고, 제일 윗쪽에 위치한 M1-A호분이 최대 규모를 이룬다. 유물은 토기류와 철기류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남원의 재지계 토기가 주종을 이루면서 고령양식(高靈樣式)과 소가야양식(小加耶樣式) 토기가 약간
섞여 있으며, 후자는 위세품인 환두대도(環頭大刀)를 비롯하여 마구류와 무구류, 목관에 사용된 관못과 꺾
쇠 등도 출토되었다.
M5분의 매장주체부인 석곽은 최하단인 1단 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묘광을 약간 굴광하고 2단 부터는
봉분의 성토층과 나란하게 축조하였는데, 석곽의 축조와 봉분의 축조가 병행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장벽과 단벽은 크고 작은 할석을 이용하여 11~13단 정도로 쌓아 올렸고, 최하단에는 126㎝내외의 강돌과
할석을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서 시상대를 마련하였는데 약 1~2m 간격으로 바닥이 오목하게 ‘凹’자 상으로
함몰부가 확인된다. 이는 등간격으로 목재를 놓고 그 위에 관을 안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목관의 흔적은
부식되어 전혀 남아있지 않으나 M5호분의 경우 바닥 중앙부에 장방형의 형태로 꺾쇠가 일정하게 놓여 있어
목관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M5호분에서 출토된 유물은 청자계수호(靑磁鷄首壺)와 초두(鐵製廳斗)을
비롯하여 금제귀걸이(細環耳飾)·유리제목걸이(頸飾)와 같은 장신구류, 투구(胄)·목가리개(頸甲)·찰갑(札

甲) 등의 갑옷과 기꽂이(蛇行 狀鐵器)·발걸이(鐙子)·재갈(銜)·삼환령(三環鈴) 등의 마구류, 쇠손칼(鐵刀
子)·쇠화살촉(鐵鏃)·쇠도끼(鐵 斧)·쇠낫(鐵鎌) 등의 무구류, 꺽쇠(鐵釘), 원통모양그릇받침(筒形器臺)·

바리모양그릇받침(鉢形器臺)·소형원통모양그릇받침(小形器臺)·뚜껑달린긴목항아리(有蓋長頸壺)·짧은목
항아리(短頸壺), 굽다리손잡이발(臺附把手附碗), 뚜껑접시(蓋杯) 등 다양한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그림 5> 남원 월산리고분군(전북문화재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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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전북대학교박물관 1989ㆍ2015, 군산대학교박물관 2012)

5) 임리고분군(군산대학교박물관 2013)

연비산에서 아영분지의 중심부까지 뻗어 내린 산줄기에 자리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남원시 아

남원시 운봉읍 임리마을 서북쪽에 남

영면 두락리와 인월면 유곡리에 해당된다. 종래에 백제고분군으로 알려졌으나, 1989년 발굴조사를 통해 가

북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해발 490m

야계 고총군으로 밝혀졌다. 산줄기의 정상부와 북쪽으로 돌출된 두 갈래의 지류, 남쪽 기슭에 봉토의 직경

내외의 산줄기에 자리하고 있는데, 능선

이 20m 내외되는 40여 기의 고총이 밀집 분포되어 있다. 이 고총군에서 4기의 수혈식석곽묘와 1기의 횡혈

의 정상부와 가지능선 상에 대략 30여

식석실분이 조사되었다. 가야계 중대형 고총으로 밝혀진 두락리 1·2호분은 봉토의 중앙에 하나의 매장주

기의 봉토분이 분포되어 있다. 조사된 고

체부만 마련된 단곽분으로 봉토의 가장자리에는 호석시설을 마련하지 않았다. 유물은 횡혈식석실분에서 철

분은 고분군의 북쪽 능선 최하단부에 자

도자, 꾸미개 등이 출토되었고, 석곽묘에서는 유개장경호와 기대, 호형토기, 등자, 기꽂이, 재갈, 안장가리

리한다. 고분의 축조는 풍화암반층을 정

개 등이 출토되었다.

지한 후, 그 위에 적갈색사질점토를 깔아

32호분은 고분군의 서쪽 구릉(해발 465.9m)과 동쪽 구릉(해발 457.7m) 사이에 연결된 능선 상에 위치

터다짐을 하였다. 매장주체부는 다짐층

한다. 봉분은 상부가 경작으로 인해 상당부분 삭평되어 평탄화 되었으나 봉분외곽선을 연장하여 추정하면

과 풍화암반층을 파내어 마련하였으며,

봉분 높이가 3.2m가량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장시설은 주곽과 부장곽이 확인되었으며, 주변에 주구가

봉토의 중앙에 주석곽과 북쪽에 석곽 2

시설되었다. 이밖에도 봉분 서쪽 하단부에 중복되어 원삼국시대 주거지 1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발

기를 배치하였다. 주석곽은 횡구식석곽

형기대, 유개장경호, 단경호, 뚜껑 등의 토기류 40점과 청동거울, 백제계 금동신발, 각종 마구류, 철모, 철

묘이며, 북쪽의 석곽은 수혈식이다. 유물

촉 등 무기류등 금속제품 약 110여 점 이상이 출토되었다. 한편 주석곽의 남장벽 옆의 봉분 내에서 말뼈(하

은 유개장경호, 광구장경호, 호형토기, 개배 등이 출토되었다.

<그림 7> 운봉분지 고남산과 임리고분군

악골)가 출토되었다.

6) 행정리고분군(전북대학교박물관 1994)
백두대간 산줄기의 정상부에 솟은 수
정봉에서 동쪽으로 뻗은 지류의 동쪽 경
사면 말단부에 자리하고 있다. 수혈식 석
곽묘는 등고선과 평행되게 장축 방향을
두고 풍화암반층을 파내어 토광을 마련
하였다. 벽석은 천석과 할석을 혼용하여
주로 가로쌓기 방식으로 곧게 쌓았으며,
그 위에는 장방형의 개석을 덮었다. 바닥
시설은 유구가 심하게 훼손되어, 그 원상
을 파악하지 못한 8호를 뺀 나머지는 모
두 소형 할석을 전면에 깔았다. 유물은
<그림 6> 두락리 1호분(전북대학교박물관 1989)

토기류와 철기류를 비롯하여 곡옥과 구
슬,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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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행정리고분군 석곽 내 유물 출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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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묘제와 부장유물

고분군 내 40기의 고총의 규모는 직
경 ~32m 내외이며, 20m 이상되는 대형
분 14기가 자리한다. 또한, 지류의 정상
부에는 직경 30m 이상되는 초대형의 고

1. 묘제

총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고총의 양상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은 연비산에서 아영분지의 중심부까지 뻗어 내린 산줄기에 자리하고 있으
며, 행정구역상으로는 남원시 아영면 두락리와 인월면 유곡리에 해당된다. 종래에 백제 고분군으로 알려졌
으나, 1989년 발굴조사를 통해 가야계 고총군으로 밝혀졌다. 산줄기의 정상부와 북쪽으로 돌출된 두 갈래

은 대가야의 중심고분군인 고령 지산동고
분군 서쪽에서 최대 규모로 이를 조성한
기문국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융성하였
다는 것을 입증한다. 가야의 고총에서 최

의 지류, 남쪽 기슭에 봉토의 직경이 20m 내외되는 40여 기의 고총이 밀집 분포되어 있다.
두 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조사된 6기의 고분은 봉토의 평면 형태가 타원형이며, 호석은 시설하지 않
았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발굴조사 된 가야계 고분의 봉토는 평면 형태가 타원형이고, 주위에 호석은 시설
되지 않았다. 가야계 고총 중 봉토의 가장자리에 호석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은 하나의 분포권을 이루는데,
남원 월산리·두락리를 중심으로 함양 상백리·백천리, 산청 중촌리·생초, 장수 삼봉리·동촌리 등이 여

초로 나온 금동신발과 수대경이 출토된
두락리 32호분의 직경은 21m로 대형분

<그림 9>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봉토 규모

에 해당된다. 또한, 이를 통해 고총의 규
모가 크고 작음에 따른 계층화가 이루어
진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기에 속한다(곽장근 1999).

두락리 32호분은 크게 정지단계, 성
토 1단계, 성토 2단계 순으로 총 3단계

【표 4】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발굴조사 현황

의 공정으로 축조되었다(변희섭 2014).

규모
no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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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
번호

봉분

매장시설
(석곽·석실)
<단위: mm>

17호분
(1호분)

남북 16~19m
동서 20.5m
잔존높이 4m

길이 860
너비 130
높이 180

N-75°-E

36호분
(2호분)

남북 20.8m
동서 18.4m
잔존높이 5.2m

길이 300
너비 240
높이 280

N-5°-E

15호분
(3호분)

남북 14.4m
동서 14.6m
잔존높이 2.6m

길이 510
너비 100
높이 157

N-76°-E

길이 450
너비 60
높이 75

N-81°-E

(4호분)

16호분
(5호분)

32호분

32호분
부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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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10.4m
동서 8.5m
잔존높이 1.86m

길이 420
너비 104
높이 120

잔존높이 3.2m

길이 730
너비 130
높이 180
길이 610
너비 60
높이 88

장축방향

바닥시설

주요 출토유물

조사
년도

비고

먼저 기반층을 정지하고 묘광을 굴착한
후 주석곽과 부장곽을 설치하였다. 이후

잔자갈

판상석+회

통형기대, 장경호, 고배, 개배
기꽂이 및 마구류, 꺾쇠, 석제
검파두식

1989

뚜껑, 금동장 철도자, 꾸미개

1989

수혈식 석곽

석곽 주위로 주제를 설치한 후 구획석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주제 안쪽을 이분하

횡혈식 석실

여 구획성토한 후 봉분 전체를 감싸도록
외곽에 마무리 성토를 하였다.

점토다짐

점토다짐

기대, 장경호, 고배, 개배, 금동
이식, 꺾쇠, 구슬류

1989

환두대도, 금동이식, 구슬류

1989

수혈식 석곽

고분군 내에서 발굴조사 된 고분들
은 32호분을 제외하고 모두 단곽식이며,

수혈식 석곽

매장시설은 수혈식 석곽과 횡혈식 석실
(36호분)이다. 32호분은 주석곽과 부곽

N-14°-E

N-26°-W

N-21°-W

잔자갈
+
점토

기대, 뚜껑, 철도, 철모, 금동구
슬, 청동방울, 꺾쇠

1989

잔자갈
+
점토

유개장경호, 단경호 뚜껑, 청
동거울, 금동신발, 철모, 철촉,
물미, 살포, 철겸, 철부, 운주,
금구, 등자, 꺾쇠

2013

기대, 단경호, 갑주

2013

천석

수혈식 석곽

<그림 10> 두락리 32호분 축조공정(전북대학교박물관 2015)

이 ‘11’자 형태이나 부곽은 매장용이 아
닌 부장품 매납이 주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가야고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순장 유형이 아직까지
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주곽과 함께 부곽 또는 순장곽이 축조되는 묘제는 고령 지산동고

수혈식 석곽

분군의 영향을 받은 대가야 묘제로 분류(하승철 2019)하기도 한다.
운봉고원의 중심고분군으로 알려진 월산리고분군에서도 다곽식으로 알려진 M1호분을 제외하고 모두

수혈식 석곽

단곽식이다. M1호분은 그간 M1-A호를 중심으로 B·C·D·E·F·G호가 배치된 다곽분으로 알려져 있
었다(전영래 1983). 그러나 봉토가 가장 크고 여러 기의 고분이 중복 관계를 보이고 있어 M1-A호 1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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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된 것(곽장근 1999)으로 보거나 층위학적으로 M1호분 중 M1-A호를 가장 먼저 축조한 고분으로 보기

남원 유곡리·두락리 36호분은 매장

도 한다(박광춘 2006). 이를 좀 더 검토해보면 <그림 11>과 같이 M1~3호분 외에 적어도 1~2기의 봉토분

주체부가 횡혈식 석실분으로 남쪽 사면부

2)

이 연접해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M1-G호분은 두락리 32호분과 같이 M1-F호가 딸린무덤(부곽)일 가능성이 높으며, M1-E호분은 단
곽식으로 볼 수 있다. 소형석곽인 M1-B·C·D는 후대에 배장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하단에 위치한다. 봉토의 중앙에는 남북길
이 300cm, 동서폭 240cm, 높이 280cm
크기의 장방형석실이 마련되었다. 봉토의
중앙부에 축조된 석실은 아래쪽이 수직에
가깝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네 벽석을 같
은 비율로 좁혀 1매의 개석으로 덮은 형태
이다. 석실의 바닥에는 판상석을 이용하여
관대시설을 마련하고 벽면과 천정, 관대시
설에는 회를 두텁게 발랐다. 연도는 석실
의 서벽이 그대로 연장되어 연도부 서벽을
이루어 서쪽에 편재되었고, 석실에서 시작
된 배수시설이 통과하고 그 내부에 1매의
문비석이 남아있다. 연도의 길이가 긴 것
은 수혈식에서 횡혈식으로 넘어가는 과도
기적인 단계의 특징으로 보는데 36호분의

<그림 12>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석곽 축조 양상(전북대학교박물관 2015)

연도는 382cm로 기다란 형태이다. 연도의 위치와 길이를 제외하면 유구의 속성은 대체로 공주 송산리 3호
분과 상통한다(곽장근 2018).

<그림 11> 남원 월산리고분군 평·단면도(전영래 1983 수정)

수혈식석곽은 성토층 또는 구지표와 생토면을 굴광하여 묘광을 마련하고 주로 천석을 이용하여 석곽을
축조하였다. 석곽의 축조는 대체적으로 눕혀쌓기 → 세워쌓기 순으로 시간성을 보이고 있으며, 규모에 따른
변화도 일부 나타난다.
두락리 32호분의 주석곽 바닥면에서는 목주시설이 확인되는데, 이는 석곽 축조 시 붕괴를 방지하고 벽
석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목주를 사용한 구조는 인접한 장수 삼봉리 3
호분과 함양 백천리 1-3호 등에서 조사된 바 있다.
매장시설인 석곽의 규모에 따른 계층성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운봉고원에서 발굴조사 된 수혈식석곽
의 계측적 속성인 석곽의 길이와 너비를 통해 규모를 산출하였다<그림 13>. 이 중에서 면적 5㎡이상의 대
형 석곽과 8m² 이상의 초대형 석곽들은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과 월산리고분군에서만 확인되고 있는데, 이
는 이들 석곽에 묻힌 피장자의 위상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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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운봉고원 가야 고분과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의 매장시설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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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횡혈식 석실은 백제와의 관계 속에서

32호분 출토 거울과 무령왕릉, 담양

축조된 것(전상학 2019)으로 보고 있으며, 고총의

제월리고분에서는 머리쪽에서 발견

내부구조가 백제 묘제를 수용한 것은 기문국이 백

되었다.

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되었음을 말해준다. 운봉고원

32호분 출토 청동거울의 ‘의자

의 임리 1호분의 주석곽은 산줄기와 평행되게 남북

손’ 명문의 의미는 자손이 번성하기

으로 장축방향을 두었으며, 그 출입구가 남쪽에 마

를 축원하는 의미로 후한 중・만기

련된 횡구식이다. 주석곽의 내부구조와 유구의 장

에 해당하는 다유금수문경과 연호문

축 방향이 백제 묘제와 관련성이 있다. 백두대간

경(蓮弧文鏡)에 주로 사용된다. 32

산줄기 동쪽, 즉 가야의 영역에서 백제 묘제가 가

호분 출토 의자손수대경과 유사한

장 일찍 수용된 곳이 운봉고원으로 기문국은 백제

국내 사례로는 무령왕릉 출토 (의자

의 선진문화와 선진문물이 가야 영역으로 전파되는

손)수대경이 유일하다. 무령왕릉의

큰 대문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곽장근 2018).

수대경은 왕과 왕비의 머리쪽에서

반면에 두락리 36호분은 고령 고아동 벽화고

각 1점씩 확인되었는데, 특히 왕의

분과 합천 저포리 D지구 1-1호 석실분과 비교를

것이 크기와 세부문양에서 일부 차

통해 백제 문물이 대가야 중앙에 이입된 후 지방으
로 사여된 것으로 보는 견해(박천수 2014)도 있다.
<그림 14>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36호분

이를 보이지만, 32호분의 청동거울
과 비교 가능하다.
거울의 출토 위치나 무령왕릉과
흡사한 형태의 거울, 주가 입혀진 것
으로 볼 때 의자손수대경을 부장한

2. 부장유물3)

32호분 피장자의 위상을 짐작할 수

<그림 15> 의자손수대경 비교자료(전북대학교박물관 2015)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출토된 사례와 비교를 통해 당시 동북아 물류교류 허브였던 운봉고원 기문국의 역동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1989년 5기의 고분에 대한 조사에서는 횡혈식석실분에서 철도자, 꾸미개 등이 출토되었고, 석곽묘에
서는 유개장경호와 기대, 호형토기, 등자, 기꽂이, 재갈, 안장가리개 등이 출토되었다. 이 중 수장층 무덤에
부장되는 것으로 알려진 통형기대와 오각형손잡이가 달린 대도, 기꽂이를 비롯한 다량의 마구류 등이 출토
되어 무덤에 묻힌 주인공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었다.
32호분에서는 청동거울과 금동신발을 비롯해 토기 41점, 금박편 2점, 철기류 154점 등이 출토되었다.
청동거울은 배면 중앙의 원형 뉴좌를 중심으로 내구와 외구에 각각 9・7개의 유(乳)를 배치하고 사이사이에
기하학문과 ‘의자손(宜子孫)’ 명문, 부조식 서수문(瑞獸文)을 배치한 점이 특징적이다. 거울의 명칭은 주로
배면에 새겨진 명문이나 문양에 의해서 명명되는데, 주석곽 출토 거울의 경우 다유금수문경(多乳禽獸文鏡)
・금수대경(禽獸帶鏡; 중국), 수대경(獸帶鏡; 한국・북한・일본), 부조식수대경(浮彫式獸帶鏡)・반육조수

대경(半肉彫獣帯鏡; 일본), 의자손수대경(宜子孫獸帶鏡; 한국)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32호분 출토품은

명문과 문양 특징을 기준으로 의자손수대경으로 부른다. 거울은 주석곽 주검칸의 북동쪽에서 발견되었는
데, 이곳은 피장자 머리쪽에 해당한다. 삼국시대 거울은 대체적으로 가슴 부위에 놓이는 것이 대부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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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신발은 금동(金銅)으로 만든 신발의 바탕에 다양한 문양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것을 말한다.
4~6세기 동북아시아 국가 중에서 고구려・백제・신라・가야와 왜에서만 확인된다. 이러한 금동신발은 대
체로 피장자의 위상을 알려주는 위세품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 주로 무덤 내부 피장자의 발에 신겨진 상태
나 주변부에서 확인된다. 삼국 중 고구려에서는 집안지역인 우산묘구(禹山墓區)・마선묘구(麻線墓區)・마
선저장(麻線猪場)・칠성산묘구(七星山墓區) 등에서 확인되었고, 신라에서는 왕경(경주)지역인 황남대총・
금관총・서봉총 등과 지방의 경산 임당동 6A호분・의성 탑리고분・양산 부부총・창녕 교동 등 중앙과 지
방 수장층의 고분에서 출토되었다. 백제의 경우 무령왕릉을 제외하면, 중앙지역보다는 백제 전 지역에서 고
르게 출토되었다. 이들 고분들에서는 금동관모・중국자기・환두대도 등의 당대 최고급 유물들이 함께 발견
되는데, 이는 금동신발의 위세품적 성격이나 피장자의 지역 내 위상을 엿볼 수 있는 증거이다.
토기류는 주석곽 및 부장석곽에서 출토된 발형기대와 장경호, 개의 기형, 장경호 및 단경호와 개의 세
트 양상은 대가야계에 속하지만, 문양에서는 대가야계와 토착계(재지계)가 공존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토기
의 속성과 전체적인 특징은 지산동 44호분, 산청 생초 13호분, 함양 백천리 1호분 등과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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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장의례
고분 축조와 시신 매납, 그리고 피장자를 기리기 위해 무덤과 그 주변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위를 ‘매장
습속(埋葬習俗)’이라고 한다. 32호분에서 확인된 매장습속은 먼저 주석곽 바닥시설을 하기 전에 불을 피웠

던 흔적이 확인되는데, 벽사(辟邪)의 의미로 석곽 축조 전에 이루어진 매장의례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주석

【표 5】 유적별 말뼈 매납 위치(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지역

유적

부산

복천동

김해
울산

곽 내부에서는 주사(朱砂)안료가 청동거울 등의 유물뿐만 아니라, 석곽 내부, 특히 주검칸 곳곳에 흩뿌려진

양상이 확인되었다. 청동거울 전면에 주사안료가 정교하게 주칠된 예로는 나주 복암리 3호분 8·15호를 비

매납위치
묘광내부

유구주변

부속시설

대성동

●

예안리

●

롯해, 황남대총 남분, 경주 황성동 881-1번지 1호·5호분 등을 들 수 있다. 삼국시대 고분의 내부에서 출

●

황오동100

●

임당G지구

●

양상은 양 지역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신라에서는 주가 확인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매장주체부(A), 곽상

대구

욱수동IC

●

(B), 석단 및 충전석(C), 봉토부적석(D), 피장자(E), 의례와 관련된 주칠유물(F)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함안

도항리

●

오곡리

●

그 계보를 일본 구주지역에서 구할 수 있으며, 대부분 A유형으로 석실 내 벽면 및 천장에 도포되는 양상을
보인다. 32호분은 주사안료를 바닥과 목관위에 소량씩 뿌린 형태로 위 지역들에서 보이는 사용방법과는 약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전북대학교박물관 2015).
장송의례는 매장을 둘러싼 의례행위, 즉 죽은 자에 대한 슬픔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산자
의 의례행위라고 할 수 있다(이상길 1994). 무덤에서 말뼈가 출토되는 것은 장송의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
는데, 『三國志魏志東夷傳』 「韓傳」에는 “基葬有槨無棺不知昇牛馬牛馬盡於送死”에서와 같이 소와 말이 送死에

●

●

미추왕릉C·D

경산

합천

●
●

토된 주(朱)는 현재 경주·김해 일대의 신라 고분과 영산강유역의 고분에서 31건 이상이 확인되었다. 주칠

A·D유형이 많은 빈도를 보인다. 반면 영산강유역의 전방후원형고분과 왜계석실에서 확인되는 주칠양상은

주구

●

중산리

황남동106-3

호석

●

황남대총
경주

봉토

●

●

●

반계제
옥전M3호분

●

고령

지산동

●

상주

신흥리

●

나주

복암리

●

군산

산월리

●

영암

자라봉고분

●

무안

고절리고분

장수

동촌리1호분

●

●

●
●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보수성이 강한 고분은 그 전통이 대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맥상통할 것으로 본다. 동물의 매납은 의례의 목적에 따라 매납 되어지는 위치가 다양하게 나타나
며, 출토된 매납 부위 또한 1개체, 머리, 상반신, 하반신 등으로 구분된다.

32호분처럼 봉분 성토 중에 말 머리뼈를 매납하는 사례는 대가야계 무덤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령 지산동 44호분과 73호분, 합천 반계제 가A호분의 봉분에서 말 머리뼈가 확인되었다. 고대사회의 고분

32호분 봉분의 축조 과정에서도 의례행위의 일면이 확인된다. 봉분 제토 중 주석곽 남장벽 중앙 부근에

에서 보이는 이러한 말뼈의 매납은 공헌의례

서 말 머리뼈가 확인되었다. 말의 다른 부위 뼈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상악골과 하악골 일부만이 확인된다

로서 무덤 주인공의 신분이나 계세사상(繼世

는 점과 말을 매납한 구덩이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장송의례로서 말 머리만 봉분 성토 중 매납한

思想)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동시에 저승세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 고분 내부 및 주변에서는 동물 유존체가 발견되는데, 말 유존체가 수량이나 규

계로 떠나는 사자의 안녕을 염원하는 장송의

모면에서 다른 종을 압도한다. 무덤에서 출토되는 말뼈는 출토 장소에 따라 매장주체부, 목곽 및 석곽묘 개

례의 일환으로 추정된다.

석 상부, 석실분 및 석곽묘 주변, 석실분의 연도 입구, 주구, 독립유구에서 확인되며, 출토 부위는 대부분

주구는 32호분의 봉토 서쪽으로 주거지

머리이지만 황오동 100 유적처럼 말 한 마리를 매납한 경우도 있다. 매납 양상을 살펴보면, 목곽묘와 석곽

와 중복되어 확인되었다. 봉토의 외곽을 따

묘의 경우는 목곽이나 개석 상부에 말머리를 매납하고, 석실분의 경우는 매장주체부 주변과 주묘제의 부속

라 주구가 시설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후대

석곽 주변에 말머리를 매납한다. 적석목곽분의 경우는 주구와 주묘제에 연결된 석열유구에 매납하고, 독립

개간으로 인해 유실되었으며, 내부에서는 원

된 토광유구에 말을 매납하기도 한다. 봉분 외곽의 주구 바닥에서 말뼈가 확인되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는

통형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주구는 배수, 묘

데, 이는 봉분 조성 직후에 거행하는 장송의례로 해석되기도 한다.

역 구분, 흙 채취의 기능적인 면과 분구를 크
게 하고, 신성함을 부여하는 의미 등이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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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전북 동부지역 가야고분 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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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표현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중서부와 서남부지방에서 주구가 등장하는 배경을 생각할
때 피장자를 현세와 분리하고 접근을 제한하는 외경의 의미를 부여하는 등의 사상적인 의미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매장시설, 특히 목관이 지상화되는 현상, 즉 분구묘의 등장과도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깊은
묘광을 파지 않으므로 매장시설을 덮기 위해서는 흙을 주변에서 조달해야 되는데 주구를 파면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능적인 배경과 사상적 배경이 맞물리면서 주구를 돌리는 묘제가 유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국립
문화재연구소 2009). 주구 내부에는 토기가 깨뜨려져 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구 내 훼기의 결과물로 추
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토기를 깨뜨리는 행위는 죽은 자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
이다(권주현 2009).
이러한 주구는 한반도 서남부지역에 마한과 관련된 묘제에 관련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최근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고분에서도 <그림 16>과 같이 주구가 확인되고 있다. 이는 종래 재지세력(마한)의 묘제 전
통 속에 가야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8).

Ⅳ. 고분군의 위계와 계층성

호남 동부지역에서 조사된 가야 고분군은 주로 금강 상류의 진안고원(장수·장계분지)과 남강 상류의
운봉고원, 순천·광양만 일원에 고총이 자리하고 주변에 관련 유적이 분포한다. 섬진강 일원에는 아직까지
고총이 확인되지 않고 소규모의 고분군만이 조사되었다<그림 17>.
4)

이 중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은 운봉고원에 자리하고 있는 수많은 가야고분군 중 중심고분군 으
5)

로 알려져 있다. 다음 【표 6】 은 호남 동부지역에서 조사된 가야고분을 검토하여 유형화한 것이다. 1등급은
호남 동부지역에서 확인된 가야 고분군 중 중심고분군으로, 중심고분군은 하나의 정치체가 소재한 분지의
중앙으로 뻗어 내린 그리 높지 않은 능선을 따라 주변 고분군에서 볼 수 없는 봉토 규모와 밀집된 봉토분으
로 이해된다(이성주 2007). 고총이 확인되는 금강 상류지역의 장수 동촌리·삼봉리고분군, 남강 상류지역
의 남원 두락리·월산리고분군, 남해안(순천·광양만) 일원의 순천 운평리유적이 해당된다. 유형 내에서도
군집, 매장시설(축조, 단·다곽) 등에서 지역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고분군이 자리한 중심지
주변에는 2·3등급 고분군이 분포한다. 금강 상류지역은 가야계 정치체인 상기문(김재홍 2011)·하기문(주
보돈 2011)·반파(곽장근 2011, 조명일 2018), 남강 상류지역은 가야계 정치체인 기문(己汶)으로 비정(곽
장근 1999; 박천수 2018)되고 있다. 또한, 순천 운평리유적은 임나사현의 하나로서 순천(順天)으로 비정되
는 사타(娑陀)의 중심고분군으로 추정한다(이동희 2011).

<그림 17> 호남 동부지역 주요 가야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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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남강 상류인 운봉고원에서 조사된 가야 고분군의 봉토·매장시설·부장유물 등을 통해 유곡리와

【표 6】 호남 동부지역 가야 고분 유형(전상학 2019 수정)
입지
A

1등급

2등급

군집
B

대

중

●

●

봉토
소

대

A

B

●

●

●

●

가

●

나

●

●

●

다

●

●

●

●

3등급

●
●

●

●
●

중

매장시설
×

●
●

●

●
●

●

●

축조
C

다곽

단곽

●
●

○

●

●
●

●

○
●

위신재

비고

●

금강

●

남강

●

남해안

○

금강·남강

두락리고분군의 위계를 살펴보았다. 봉토의 규모는 직경 8~32m 내외로, 직경 20m 이상 되는 대형분이
14기이다. 매장시설은 주로 수혈식석곽묘로 운봉고원에서 규모가 5㎡ 이상 되는 대형은 유곡리와 두락리고
분군과 월산리고분군만이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은 대가야 지배자 무덤군으로 알려진 지산동고분군 서쪽에
서 최대 규모로, 운봉고원 기문국 지배자의 무덤이라 할 수 있다.

섬진강

Ⅴ. 맺음말

운봉고원은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 마한 그리고 여러 가야세력이 부딪치기도 하고 교류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으로 ‘동북아 물류교류 허브’로 불리우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분구묘

6)

와 가야의 중대형 고총이 공존하고 있다. 분구묘는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연동마을 동남쪽 구릉지 정
상부에 7기가 무리지어 있었으며, 현재는 3기만이 남아있다. 또한, 봉분의 직경이 10m 내외되는 분구묘가
연동마을 입구 논 중앙에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다. 분구묘는 구릉지와 평지에 입지를 두어 가야의 중대형
고총과 그 입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주변에는 가야의 중대형 고총이 발견되지 않았다. 운봉고원 내
마한의 토착세력집단이 가야문화를 받아들이고 나서 정치적인 중심지를 이동한 것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추정된다(곽장근 2019).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을 중심고분군으로 주변에는 31개소의 고분군과 180여 기의 고총이 분포하고 있
다. 지금까지 이들 고분의 입지와 분포를 살펴보고 그간 조사된 발굴조사 성과를 검토해 보았다. 유곡리와 두
락리고분군의 발굴조사는 고분군 내 자리한 고분 중 극히 일부만이 조사된 것이지만 묘제와 출토유물 등에
대한 분석과 기존 연구성과와의 비교 등을 통해 운봉고원(기문국의 영역)내 고분군의 위상을 살펴보았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은 호남지역 가야고분군 중 1등급에 해당하는 고분군으로 남강 상류인 운
봉고원 일원에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기문국 지배자의 무덤이다. 이 중 유곡리·두락리 32호분에서
는 공주 무령왕릉 출토품과 흡사한 수대경(獸帶鏡)과 금동신발이 출토되었다. 금동신발을 비롯하여 수대경,
철제초두, 계수호는 가야의 영역에서 한 점씩만 나온 최고의 위세품이다. 중국 남조에서 만들어진 수대경
은 무령왕릉 출토품보다 앞서는 것으로 가야와 중국 남조와의 국제외교가 이루어졌음을 암시해 주었다. 남
원 월산리 M5호분에서는 중국제 청자인 계수호(鷄首壺)가 출토되었는데, 백제왕의 주요 하사품으로 알려진
최상급 위세품(威勢品)의 하나로 종전에 공주 수촌리, 천안 용정리, 서산 부장리 등 백제의 영역에서만 나왔
다. 신라의 천마총과 황남대총 출토품과 흡사한 철제초두(鐵製鐎斗)를 비롯하여 금제 귀걸이, 갑옷과 투구,
경갑, 기꽂이, 다양한 구슬류 등 가야의 위신재(威身財)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듯 운봉고원 기문국 지배자의 무덤에서는 가야 고총에서 최초로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에서 수대
<그림 18> 남원 운봉고원 가야 고분군의 분포와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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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금동신발이 월산리에서 계수호와 철제초두가 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기문국의 국제성과 함께 그 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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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을 최고로 높였다.

록되어 있다.

끝으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은 여러 가야의 지배자 무덤군과는 달리 백제를 비롯한 여러 세력
의 문화가 공존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간직한 가야문화유산으로 향후 역사교육의 장과 영호남 화합의 무대
로 활용하기 위한 보존대책과 정비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다만, 여타 고분군에 비해 발굴조사와 정비가 미
진한 상태로 앞으로 현지 주민들과 함께 학계의 노력과 행정 당국의 지원이 어우러져 체계적인 조사와 정비
가 이루어져야 한다.

2) M2호분과 M-G호분의 선후관계는 발굴보고서의 분포도를 참고하여 추정하였으나 단곽식에서 다곽식(11자형태)으로 변화하는 양상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다.
3) 부장유물에 대한 내용은 발굴보고서의 고찰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4) 중심고분군이란 개념은 독자적인 정치체의 최고위계 지배자 집단들을 위해 정치체적 차원의 매장의례를 수행함으로서 조영된 고분군을 정
의하기 위해 제안되었다(이성주 2003).
5) 입지(A: 정상부, B: 사면부), 군집(대: 40기 이상, 중: 10기 이상~40기 미만, 소: 10기 미만), 봉토(대: 20m 이상, 중: 10m 이상), 매장
시설(A: 지하식, B: 반지하식, C: 지상식) 등로 구분하였다.
6) 분구묘는 현지에서 ‘말무덤’ 또는 ‘몰무덤’이라 불리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무덤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그 성격을 일부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전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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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산의 설명

1. 가야와 가야고분군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한국 고대문명의 한 축을 형성했던 연맹왕국이다. 가야연맹의 각 정
치세력은 해로와 수로, 육로를 통해 연결된 체계화된 교역로를 따라 상호교류하며 발전하였다. 연속유산으로
선정된 7개의 가야고분군은 가야연맹을 구성했던 7개국의 왕과 지배층 묘역으로 금관가야의 김해 대성동고
분군, 아라가야의 함안 말이산고분군, 다라국의 합천 옥전고분군, 대가야의 고령 지산동고분군, 소가야의 고
성 송학동고분군, 비화가야의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기문국의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이다. 가야고
분군은 1~6세기 한반도 남부에 번성했던 가야문명의 성립과 발전, 소멸의 전 과정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Ⅰ. 등재 추진 과정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2019.6.30.~7.10.)는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석굴암·불국사(1995년), 종묘(1995년), 해인사 장
경판전(1995년)을 시작으로 창덕궁(1997년), 화성(1997년), 경주역사유적지구(2000년), 고창·화순·강
화고인돌(2000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 조선왕릉(2009년),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2010년), 남한산성(2014년), 백제역사유적지구(2015년), 산사·한국의 산지승원(2018년), 한국의 서원
(2019년)까지 14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2019년 12월까지 전 세계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869
건, 자연유산 213건, 복합유산 39건으로 총 1,121건이다. 자연자원과 역사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은 관
광산업, 국토 및 도시 관리 정책과 연계되면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유적과 건축물, 기념물 등
에 한정되던 기존 개념에서 벗어나 산업유산(industrial heritage),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연속유
산(series heritage), 초국경유산(trans-national heritage) 등 새로운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가야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초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2013년 12월에 ‘김해·함안 가야고분군’, ‘고령 지산동 대가

<그림 1> 세계유산 등재 신청 유산 7개 가야고분군 위치도

야고분군’으로 각각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하였다. 이후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2018년 5월에

대륙과 해양의 문화가 교차하는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가야는 동아시아 국제교역을 통해 문명의 발달과

는 기존 3곳의 고분군에 고성 송학동고분군·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합천 옥전고분군·남원 유곡리와

번영을 이루었다. 가야 전기(1~4세기)는 금관가야가 가야연맹을 주도한다. 남해안과 낙동강을 배경으로 김

두락리고분군 4곳을 추가하였다. 2018년 8월에 문화재청과 경남, 경북, 전북 등 관련 지자체에서는 7개 가

해 대성동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 합천 옥전고분군이 조성된다. 가야 후기(5~6세기)는 가야의 발전과

야고분군을 세계유산에 공동으로 등재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을 설

함께 권역이 확대된다. 가야 북부지역은 고령의 대가야가 중심세력으로 부상하고, 남부지역은 아라가야, 동

립하였다. 2019년 1월에 7개의 고분군을 ‘가야고분군’이란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하

부지역은 비화가야, 서부지역은 기문국이 유력한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남해안에 위치한 고성의 소가야는

였다. 가야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최종 등재하기까지는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본

금관가야를 대신하여 해양교역의 중계자로 새롭게 등장한다. 가야연맹을 구성한 각국의 사회·정치적인 관

글은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자 작성되었다.

계는 가야고분군 사이의 연결망과 위계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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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고분군은 1세기부터 후기 가야연맹의 주도세력이었던 대가야가 멸망하는 562년까지 지속적으로

2. 가야고분군의 특징

축조되었다. 중앙집권화 된 하나의 국가 체계를 이루지 않고 공존하였던 가야연맹의 정치세력들은 고분군
축조와 장례풍습을 통해 정체성을 표현하고 집단의 결집을 강화하였다. 왕과 지배층 고분군은 가야 각국 수

1) 입지

도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이자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신성한 공간으로 지배층의 권위를 표현하는 무대였다. 가
야고분군은 고분군의 조성범위와 지배층 고분의 군집을 통해 집단의 위계를 표현하였고, 고분에 매장된 인
물의 사회적 신분은 고분의 크기와 배치방식, 부장품을 통해 드러난다.

가야고분군의 입지(이성주 2018, 김종일 2018)는 교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가야연맹의 성립과 발전과
정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가야 각국의 중심지는 교역로를 배경으로 발달하였고, 해로와 수로, 육로로 연결

가야 각국의 중심지는 남해안과 낙동강, 육상교역로를 배경으로 형성된다. 가야고분군의 입지는 가야연

된 교역시스템을 통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였다. 가야 전기의 중심지는 남해안과 낙동강 연안의

맹 주도세력의 변화와 교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가야의 특성과 관련된다. 가야 각국의 중심지에 조성된 7개

분지를 배경으로 형성된다. 1~4세기 가야는 철기 생산과 교역을 통해 성장하는데, 남해안과 낙동강의 교역

의 가야고분군은 항구나 나루터, 육상교역로를 조망하는 구릉지에 조성되어 있다.

로를 장악한 금관가야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금관가야는 중국, 북방유목민족, 실크로드문화권과 일본열도

가야고분군은 매장 형식과 이에 반영된 사후관념을 통해 동아시아 묘제의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를 잇는 고대 동아시아 문물교류의 허브로서 역할하였다. 동아시아를 향한 국제교역 항구인 김해만을 바라

가야 사람들은 고분군을 단순히 망자를 매장하는 공간이 아닌 그들의 정신세계를 표방하는 장소로 여겼다.

보는 구릉지에 조성된 대성동고분군은 가야고분군의 입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낙동강과 남강, 황

동아시아 고분의 내부구조는 장구한 역사를 거쳐 목관·목곽에서 석곽·석실로 변하는데 이러한 변화를 가

강으로 연결된 하천교역로를 배경으로 조성된 함안 말이산고분군과 합천 옥전고분군도 마찬가지이다.

장 압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가야고분군이다. 가야 각국의 번영과 함께 묘역의 건설 방식은 진화했

5세기 이후 남해안 교역로를 장악했던 대성동고분군 축조집단이 쇠퇴하고 내륙의 가야세력이 성장한

고, 사후세계에 대한 계세사상이 점차 강해지면서 묘역은 넓은 공간을 필요로 했다. 이에 따라 가야고분의

다.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낙동강의 지류인 회천과 안림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축조되고, 고성 송학동고분군

내부구조는 1~2세기 목관묘, 3~4세기 목곽묘, 5~6세기 석곽묘, 6세기 석실묘로 변천했다. 묘제의 변화는

은 김해를 대신하여 국제교역항구로 새롭게 부상한 고성만에 입지한다.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남원 유

가야의 정치·사회적 발전과 연계되어 있다. 특히 ‘목관묘에서 목곽묘로의 전환’과 ‘목곽묘에서 석곽묘로의

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은 가야와 신라, 백제를 연결하는 육상교역로를 배경으로 조성되었다. 동서로 발달된

전환’은 가야문명의 성장과 맞물린 중요한 변동기였다.

육상 교역로 역시 가야 사회를 성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가야고분의 부장품은 문헌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가야인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물이다.

또한 가야고분군의 입지는 교역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야 각국의 수도에서 매

가야 사람들은 사후세계에 대비하여 다양한 부장품을 함께 묻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고분에 매장된 인물의

우 중요하고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가야 각국의 수도는 높은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에 형성되어 있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장품의 질과 양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지배층의 무덤에는 다량의 부장품을 보관할 수

고, 왕과 지배층을 위해 조성된 고분군은 분지의 중심부를 향해 뻗어 내린 구릉지에 축조된다. 다수의 고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그 용도에 따라 주곽과 부곽, 순장곽이 생겨났다. 일반민의 고분에는 실생활에서 사

분이 군집하지만 왕릉으로부터 중·소형분에 이르는 고분이 등급이나 서열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이성주

용한 토기와 농기구가 소량 부장되고, 지배층 고분에는 신분을 상징하는 장식대도와 관, 목걸이와 귀걸이

(2018:9)의 분석에 의하면, 새롭게 축조될 고분은 고분의 위계, 지형, 선축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배치

등 각종 장신구를 부장하였다. 고분에 부장된 각종 물품은 가야 각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동아시아

가 결정된다. 목관묘 시기와 목곽묘 이른 단계에는 특정 고분의 지형적 선점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일정 기

문화권에서 행해진 국제교류의 실상을 알려준다.

간이 경과하면 열을 지어 고분이 축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후 대형목곽묘가 축조되는 시기에는 대형묘

가야연맹은 유사한 정치, 사회,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통일된 고대국가를 이루지 않고 약 600년간 독립

가 능선의 정상부를 점유하게 되고 중·하위묘들은 위계에 따라 그 둘레로 배치된다. 이러한 배치의 원칙이

적인 체계를 유지한,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보기 드문 정치형태이다. 가야고분군은 가야의 독특한 연맹 구

지속되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분군에서 중·소형묘들이 탈락하게 되고 대형묘만 능선을 따라 축조된다. 5

조와 특성을 입지, 군집과 계층성, 묘제를 통해 증명하는 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

세기 이후 봉토분이 채용되면서 새로운 원리에 따른 공간조직이 나타난다. 먼저 묘지 조성공간이 지형을 고

자체의 역사기록을 남기지 못하고 멸망한 가야는 오랫동안 신비의 나라로 남아있었다. 후대의 문헌에는
10여 개의 가야국명이 등장하는데, ‘○○국’ 또는 ‘○○가야’로 기록되어 전한다. 사라진 가야문명은 1910년
대부터 시작된 고고학 발굴조사를 계기로 그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가야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는
100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고고학 역사와 함께 그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려하여 일정 면적으로 선 구획되고 각 구획 안의 고분 밀도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고분군이 성장한다. 미리
구획된 구획 안에 더 이상 고분을 축조할 수 없게 되면 새로운 구획을 마련하여 채우게 된다.
김해 대성동고분군은 1~4세기 가야고분군의 입지 변화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준다. 목관묘는 구릉지
둘레를 감싸듯 축조되고, 수장묘는 존재하지만 특별한 입지를 선점한다거나 하위묘의 분포에 영향을 주지
도 않는다. 이후 목곽묘가 축조되는 3세기부터 고분군의 입지, 고분 분포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다. 대형
목곽묘들이 구릉지 정선부를 선점하게 되고 중·소형묘들이 둘러싸는 형태로 배치된다.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5~6세기 가야고분군의 입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고대한 봉토를 축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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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을 채용하게 되고 호석으로 둘러싸인 개별 묘역이 형성된다. 대형분이 군집하고 주위
로 중·소형묘들이 배치된다. 6세기부터는 왕릉군이 분리되어 능선의 가장 높은 곳에 배열된다(김용성 2015).

<그림 4> 고령 지산동고분군 일원 주요유적과 고대 교통로

고령 지산동고분군 전경

2) 군집과 계층성
<그림 2> 김해 대성동고분군 일원 주요유적과 고대 교통로

김해 대성동고분군 전경

가야고분군은 고분의 규모와 배치, 부장품을 통해 가야사회의 계층구조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가야고
분군은 짧게는 200년, 길게는 600년간 조성되면서 수백 또는 수천 기의 고분이 군집을 이룬다. 김해 대성
동고분군은 1~4세기 가야고분의 군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합천 옥전고분군에도 지배층 고분이
군집되는 특징이 명확히 드러난다.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왕과 지배층 고분의 분화과정을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데, 능선을 따라 왕과 상위지배층의 고분이 축조되고 그 주위로 하위지배층의 고분이 호위하듯 배치된
다. 가야고분군에는 다양한 계층의 고분이 군집되지만 매장된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고분의 규모와 배
치가 결정된다.
가야 각국의 왕과 지배층 고분이 군집되어 있는 7개 가야고분군은 가야 지배층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증거이며 사회계층구조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구릉지나 산지 정상부에 최상위계층의 고분을 축조하고 그
주위로 소형의 고분을 위성처럼 배치하여 서로 간의 관계를 표현한다. 고성 송학동고분군과 창녕 교동과 송
현동고분군은 위계화 된 고분의 배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준다.
가야사회의 계층구조는 부장품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1~2세기는 고분의 규모나 외관보다는 외국과의
교역을 통해 입수한 청동거울이나 고급칠기, 장식품 등 부장품을 통해 신분을 과시한다. 3~4세기는 계층분
화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상위계층의 목곽묘에 막대한 물품이 부장된다. 다량의 물품을 부장하기 위해 별도
의 곽을 축조하기도 한다. 지배층 고분에는 철 소재 또는 화폐로 활용된 철정, 철부, 최신 기술로 제작된 금
공품과 복식품, 철제무기와 갑옷을 다량 부장하였다. 부와 권력을 독점한 가야 지배층의 실상이 고분을 통

<그림 3> 합천 옥전고분군 일원의 주변유적과 고대 교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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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증명된다. 5~6세기에 축조된 고분에는 계층구조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신분에 따른 복식체계가 갖

고분의 내부구조는 1∼2세기 목관묘, 3∼4세기 목곽묘, 5~6세기 석곽묘로 변화하고, 6세기부터 상위 지배

추어지고 왕관, 금동신발, 장식대도, 서역에서 들여온 유리잔 등 신분을 상징하는 물품이 왕릉을 중심으로

계층을 중심으로 석실묘가 도입된다.

부장된다. 가야 각국은 체계화된 관계망을 통해 위세품을 분여함으로써 왕권의 권위를 유지시켜 나갔다.

목곽묘는 부와 권력을 가진 지배층의 출현과 관련되는데, 신분에 따라 규모, 부장품에 차이가 크다. 지
배층의 목곽묘는 길이 8~10m이고, 철 소재로 사용된 철정이나 철부를 바닥에 깔기도 하고, 각종 철제무기
를 부장한다. 가야의 왕묘는 3세기 후반에 김해 대성동고분군에서 출현하는데, 주곽과 부장품을 보관하기
위한 부곽을 별도로 설치한 ‘주부곽식구조’이다. 특히 왕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순장풍습이 확산된다.

<그림 5> 합천 옥전고분군 군집 양상

<그림 6> 지산동고분군 석곽묘(73·74호분)
<그림 8> 합천 옥전고분군 목관묘(좌)와 김해 대성동고분군 목곽묘(우)

5세기부터 가야고분군에 봉토분이 축조된다. 지배자를 위해 크고 높은 봉토분을 축조하는 풍습은 중국
전국시대에 출현하며 이후 한반도로 확산된다. 봉토분은 권력의 상징이며 집단의 기념물로서 숭배의 대상
이 되기도 한다. 돌로 구축한 석곽묘의 출현도 봉분의 유지와 관련 있다. 석곽묘는 가야 각국의 특성이 반영
되어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함안 말이산고분군에는 길이 10m 내외의 세장방형석곽묘가 축조되고, 옥
전고분군은 주부곽식구조의 석곽묘나 호석 외곽에 배장곽이 조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주곽·부곽·순장곽·배장곽으로 구성된 다곽식구조의 석곽묘가 조성된다. 고성 송학동고분군은 먼저 분구
를 축조하고 그 상부에 다수의 석곽을 배치하는 다곽식석곽묘가 축조된다.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수
<그림 7>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좌)과 고성 송학동고분군(우)

혈계횡구식석곽묘가 특징이다.
6세기는 사후관념의 변화를 보여주는 석실묘가 축조된다. 가야 사람들은 현실의 삶이 사후에도 이어지
기를 바라는 계세사상을 가졌으며, 이로 인해 고분은 지하에 축조하고 밀폐하였다. 또한 고분 내부에는 사

3) 묘제

후세계를 대비하여 다량의 물품을 부장하였다. 그러나 6세기 이후 고분은 지하에 밀폐하는 방식에서 추가
매장이 가능한 개방식 구조로 변화한다. 석실묘에는 부부나 가족 등 관계 깊은 인물을 추가하여 매장한다.

가야고분군의 묘제는 고분 축조기술과 사후관념의 변화를 보여준다. 가야고분군은 목재에서 석재로, 곽

더불어 부장품도 감소한다. 가야 사람들의 사후관념이 변화하고 이는 석실묘를 통해 구체화된다.

묘에서 실묘로, 수혈식에서 횡혈식으로 변화하는 동아시아의 묘제 변화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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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산되었고, 곧바로 일본열도로 전달되었다. 지배층 고분에 확산된 순장풍습 역시 한반도 북부지역에서
전파되어 가야 매장의례의 특징으로 정착한다.
5~6세기 축조된 고분의 부장품에는 가야 각국의 문화적 특징이 뚜렷이 반영된다. 가야토기의 분포권
은 가야의 영역 범위를 보여주고, 가야 각국의 토기양식으로 세분화된다. 가야토기 제작기술은 일본열도로
파급되어 유사한 형식의 ‘스에키’를 탄생시켰다. 철, 금공품, 마구 등 수공업 생산기술은 일본열도 각지로
파급되면서 생산, 유통체계를 형성하였다. 이 시기는 신분에 따라 부장품이 차등화 된다. 왕과 지배층 고분
에는 왕관, 장신구, 장식대도, 갑주와 마구 등 권위를 상징하는 위세품이 다량 부장된다.
1~6세기 동아시아는 국제교류를 통해 기술과 문화가 왕성한 발전을 이루던 시기이다. 가야고분과 부
장품은 중국과 한반도, 일본열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국제교류의 중계자로 큰
역할을 담당했던 가야문명의 특별한 증거이다.

<그림 9> 합천 옥전고분군 석곽묘(좌)와 고성 송학동고분군 석실묘(우)

4) 부장품
가야고분의 부장품은 가야 각국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고, 기술의 발전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동아시
아문화권에서 행해진 국제교류·교역에 기반을 둔 가야문명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역사적 증거물이다. 가
야 각국의 토기양식은 그 특징이 뚜렷하여 문화권과 세력 범위를 나타내고, 주변국과의 교류 관계를 반영한
다. 또한 토기에는 당시 주식으로 활용된 동물이나 식물의 유체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생활상을 이해하
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그 외에 집과 선박, 수레, 각종 농공구와 전쟁용 무기 등이 부장되어 가야 사람들의
의식주를 생생히 엿볼 수 있다. 왕과 지배층의 고분에는 왕관이나 용과 봉황으로 장식된 대도, 금제귀걸이

<그림 10> 가야와 동아시아의 교류

<그림 11> 일본 출토 가야 관련 유물

등이 부장되어 권력과 위엄을 과시한다. 또한 고분의 부장품은 사후세계의 존재를 믿는 가야 사람들의 신앙
과 사상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증거이다.
1~2세기 축조된 고분에는 목기의 비율이 높고, 경도가 약한 와질토기, 농공구로 구성된 소량의 철기만
부장된다. 지배층의 묘에는 동검과 철검, 유리와 옥으로 만든 목걸이, 정교하게 옻칠한 칠기 제품이 부장되

Ⅲ.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고,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입수한 동경이 부장된다. 부장된 철기의 수량은 적지만 철 생산을 통한 국제교역
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3~4세기 축조된 고분에는 부장품의 수량이 증가하고, 신분에 따라 구성요소의 차이도 확연해진다. 지

등재기준(ⅲ):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여야 한다.

배층 고분에는 부장품을 위해 별도로 부곽을 만들기도 한다. 중국에서 파급된 토기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1,200℃ 이상에서 가야토기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김해에서 시작된 가야토기의 생산은 낙동강과 그
지류를 따라 확산되며 공통의 가야토기문화권을 형성하였다. 또한 철기의 생산과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가
야는 국제교역의 중계지로 부상한다. 고분에 부장된 다량의 철제 농공구와 갑주, 마구, 제철용구는 당시 가
야의 철 생산과 유통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한편 북방에서 전파된 기마문화는 금관가야를 통해 가야 전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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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유산인 7개의 가야고분군은 대한민국 남부에 분포하며, 1~6세기 가야연맹의 성립과 발전, 소멸의
전 과정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대가야의 왕과 지배자들이 묻힌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가야사회의 계층구조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다. 지산동고분군은 대가야 수도를 둘러싼 산지에 지배층의 묘가 중첩적으로 조성되어 군집성이 두드러진

금관가야의 왕과 지배자들이 묻힌 대성동고분군은 가야의 성립과정을 보여준다. 김해는 고대 중국과 한

다. 지산동고분군은 길이 2.4㎞에 걸쳐있고, 봉토분은 704기 확인된다. 산지 정상부를 따라 왕릉이 축조되

반도, 일본열도를 연결하는 동아시아 해상교역로의 중간 기착지이며, 금관가야는 낙동강과 남해로 연결된

고 그 주변에 하위지배층의 고분이 호위하듯 배치된다. 왕릉에는 왕이 묻힌 석곽, 부장품을 위한 보조석곽,

체계화된 교역로를 배경으로 중국과 일본의 여러 나라와 교역하면서 성장하였다. 대성동고분군에 부장된

순장자를 위한 순장석곽이 그 용도에 따라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다양한 성질의 흙과 돌을 이용하여

중국과 북방유목민족, 일본열도의 교역품과 서역에서 수입된 유리용기는 국제적으로 전개되었던 금관가야

축조한 봉토는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형태와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의 교역을 증명한다. 동아시아를 향한 국제교역로인 김해만을 바라보는 구릉지에 고분군을 조성한 것은 왕
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함이다. 중국 대륙에서 파급된 요업과 제철기술, 기마문화와 순장풍습은 금관가야를
통해 가야 전역에 확산되었다.
아라가야의 왕과 지배자들이 묻힌 함안 말이산고분군은 가야 묘제의 변화를 가장 뚜렷이 보여준다. 말
이산고분군은 함안분지의 중앙으로 돌출한 독립된 구릉지에 조성되어 있다. 약 600년간 고분군이 지속적으
로 조성되면서 아라가야 수도의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되었다. 1~4세기 축조된 목관묘와 목곽묘는 세장방
형 구조로 고분군 북쪽에 밀집되어 있고, 5~6세기 석곽묘는 길고 세장한 형태로 정교하게 가공한 할석으로
축조하였다. 석실묘는 기존의 석곽묘에 복도형 출입시설을 덧붙여 만든 구조이다. 말이산고분군은 가야고
분의 내부구조와 매장관념의 변화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다라국의 왕과 지배자들이 묻힌 합천 옥전고분군은 교역로에 입지한 가야고분군의 특성을 가장 대표적
으로 보여준다. 다라국은 낙동강과 황강으로 이어진 수상교역로를 통해 금관가야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
었다. 가야 북부지역의 물류를 장악한 다라국은 황강이 내려다보이는 구릉지에 옥전고분군을 축조하였다.

<그림 13> 고령 지산동고분군(좌)과 고성 송학동고분군 전경(우)

황강 나루터에 취락이 형성되고 5세기 후반에는 취락을 감싸는 토성이 축조된다. 다라국 왕릉은 4세기 후반

소가야의 왕과 지배자들이 묻힌 고성 송학동고분군은 가야가 5~6세기 동아시아 국제교역의 중계지로

부터 구릉지 정상부에 군집한다. 왕릉에서 출토된 수백 점의 주조철부와 제철용구, 각종 교역품은 철 생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증명한다. 가야 전기를 주도한 금관가야가 쇠퇴하면서 남해안에 위치한 고성이 국

과 유통을 장악하고 부를 축적한 다라국 지배층의 실상을 보여준다. 특히 M1호분에서 출토된 로만글라스는

제교역 항구로 성장한다. 송학동고분군은 고성만을 바라보는 독립된 구릉지에 축조되어 있다. 구릉지 정상

서역에서 들어온 것으로 가야의 국제성을 증명한다.

부에 고분을 축조하여 구릉지 전체가 하나의 고분처럼 보이도록 조성하였다. 송학동고분군은 구릉지 정상
부에 봉토를 높게 쌓아올린 다음 그 상부에 고분을 조성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백제나 일본의 고분 축조기
술과 관련된다. 백제-가야-일본열도로 이어진 고분 축조기술의 흐름이 송학동고분군을 통해 증명된다.
비화가야의 왕과 지배자들이 묻힌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가야와 신라의 관계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고분군에는 신라에서 반입된 물품이 다량 부장되어 있다. 고분군은 3개의 군집으로 나뉘어 있고,
왕릉을 중심으로 중·소형분이 위성처럼 배치되어 있다. 묘제는 창녕지역의 독창성이 강한 횡구식석실묘가
축조된다. 석실내부에서 확인된 인골을 통해 가야의 순장풍습에 대한 많은 정보가 축적되었다. 7호분에서
출토된 녹나무로 만든 목관은 일본에서 반입된 것으로 비화가야와 일본열도의 교류를 증명한다. 5세기부터
축조되기 시작한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가야 멸망 이후인 7세기까지 지속된다.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비
화가야가 신라 지방으로 편입되면서 소멸되어 가는 과정이 명확히 드러난다.
기문국의 왕과 지배자들이 묻힌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은 가야와 백제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준
다. 남해안과 낙동강을 중심으로 성립한 가야는 5세기에 내륙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가장 넓은 분포권을

<그림 12> 함안 말이산고분군(좌)과 합천 옥전고분군 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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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각국으로 전달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였다. 고분의 내부구조는 주곽과 부곽으로 구성되어 있고, 백제에

다.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소멸된 가야문명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문화적

서 반입된 교역품이 다수 출토된다. 고분 축조과정에서 말을 희생하여 의례를 행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36

역량이 더 한층 높아지고 있다. 1~6세기 한반도 고대 문명의 한 축을 형성했던 가야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호분 석실은 백제 석실의 축조기술이 가야로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추구했던 가야문명을 우리의 손으로 다시금 되살리는 대역사의 순간이 펼쳐지고 있다.

하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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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고분군은 고대 동아시아 국가 발전과정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1~6세기 동아시아
는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가 출현하는 시기이다. 고대국가로 발전한 고구려, 백제, 신라와 달리 가야 각국은
유사한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않고 약 600년간 연맹체를 형성하였다. 이는 동아시아지
역 내에서 보기 드문 정치 형태이며, 가야고분군은 이를 증명하는 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

Ⅳ. 맺음말

가야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정하는 ‘탁월한 보편
적 가치(OUV : 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있어야 하며, 세계유산운영지침에 제시된 10개 기준에
서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더불어 해당 유산에 연계된 완전성(Integrity)과 진정성(Authenticity)의 요
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야고분군이 해당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어떠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유산의 등재과정은 여러 측면에서 가야사 연구, 가야고분군의 보호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 가
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이 본격화되면서 가야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유산 보호운동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도 늘어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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