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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신라 고분의 구성 정형 연구

-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 복원을 중심으로 -

월성북고분군을 중심으로 축조된 적석목곽묘군은 신라 고분 연구의 핵

심 자료로써, 이를 핵심으로 하여 신라 고분의 시공간적 전개 양상이 규명

되고, 사회 구조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석목곽

묘의 부장품과 유구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구

성이 경주지역 내적으로 갖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이며, 지방 고분의 구성은 

경주와 어떻게 같고 다르며 그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

명된 바가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피장자의 성격 규명에서 시작하여 적석목곽묘를 비롯한 신라 고분의 구성 

원리와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해 접근하였다.

먼저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 규명은 연구사적 검토를 토대로 착장 

이식과 성별, 계서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착장 이식에 대

해서는 현존 인골 자료와 대조한 결과 기존 논의와 달리 세환이식과 태환이

식이 남녀 성별과 대응하지 않아, 기존에 논의된 것처럼 성별이 아닌 직능

이나 사회적 역할 등 피장자 성격의 다른 측면에 대응하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 그리고 피장자 성별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위해, 인골 자료의 부재를 보

충할 수 있도록 피장자 신체 대소의 차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자료인 천을 분

석하였다. 금속제 고정형 천의 내경 크기 분포에서 나타나는 계측적 차이를 

손 너비의 성별이형성(性別異形性)을 토대로 해석하고, 이를 일본 야요이 시

대의 남녀 착장 패천, 무령왕비 소유품, 그리고 현대의 것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신라 고분 출토 천은 여성만이 착장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또한 

천의 착장 여부는 적석목곽묘의 부곽 설치 여부와 완전히 연동하는 양상이 

확인되어 묘곽 형식과 피장자 성별 간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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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피장자의 계서를 복원하였다. 성별과 착장 이식에 따라 착장위세품

이 차별적으로 구성된 양상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고려하여 남성 세환군, 남

성 태환군, 여성 세환군, 여성 태환군의 4개 군으로 구별하여 계서를 검토하

여 각각이 경식, 천, 지환, 대도 등의 착장에 있어서 서로 다른 착장 규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각 군에서는 대체로 이식-대장식구-대관

-금속제 모관(부장)까지 이어지는 공통적인 누적적·위계적 구성을 보였으

며, 이를 중심으로 계서를 설정하여 위세품이 전혀 없는 F군에서부터 금속

제 모관의 부장이 이루어진 A군까지 여섯 단위로 계서를 설정하였다. 

그 이후로는 앞서 밝혀진 피장자 성격에 따라, 즉 피장자의 성별, 착장

이식, 계서에 따라서 적석목곽묘의 부장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았다. 

무구와 마구의 경우는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착장 이식에 따

라 부장 여부가 결정되는 측면이 컸다. 세환군의 분묘에서는 성시구와 갑주, 

등자가 높은 부장비를 보였으나, 태환군에서는 매우 한정되는 양상을 보였

다. 철기의 부장량에서도 착장 이식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는데 세환군의 철

기 출토량이 태환군에 비해 우세하였으며 특히 무기류가 그러하였다. 다만 

모든 철기류에서 일관적으로 세환군이 우세하지는 않았으며, 기경구적 성격

을 갖는 농구류는 높은 계서의 태환군에서 부장률이 더 높았다.

반면에 토기의 부장은 성별과 높은 관련성을 보여 평균적으로 남성묘에 

여성묘의 두배에 달하는 수량이 부장되었고 부장 수량과 연관된 기종 다양

성 역시 남성묘에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 간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배류로써, 남성묘에서는 이단고배의 부장비율이, 여성묘에서는 

일단고배와 개배의 부장비율이 높았다. 토기의 부장은 계서에 따라서 결정

되는 측면도 컸는데 높은 위계에 있는 피장자의 부장량이 일관적으로 증가

하였으며, 기종 다양성도 상위위계에서 더 높았다. 다만 계서에 따른 수량의 

증가양상은 성별 간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은 계서에 따라 부장량의 증가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반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균등한 부장량을 가지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철기와 토기의 부장은 피장자의 계서, 성별, 착장 

이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임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조묘자들은 부장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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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와 양을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며 모종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적석목

곽묘의 부장품을 조성하였던 것으로 해석되었다. 

다음으로 적석목곽묘의 군집화와 피장자의 성격이 어떠한 관련성을 보

이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는데, 군집화 양상은 크게 봉토와 호석을 공유하

는 연접축조와 일정 지점에 모이되 봉토와 호석을 공유하지 않는 소군집화

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연접축조에 대해 검토한 결과 표형분을 비롯한 

연접분 대부분이 하나의 성별로 구성되어 부부묘나 핵가족적 가족 구성으로 

한정시킬 수 없음이 확인되었고, 오히려 남성묘와 여성묘가 각각 별도의 연

접을 이루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그리고 남성묘와 여성묘가 함께 연접되는 

경우는 마지막에 여성묘가 축조되면서 연접이 중단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또한 착장 이식에 따른 양상을 살펴보면 주로 세환군이 우세한 가운데 자유

롭게 구성된 듯 보이지만, 태환군과 태환군이 연달아 축조된 연접분은 존재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연접에 있어서 후축분의 조묘자

가 선축분 피장자의 착장 이식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며, 

그들이 가까운 사회적 관계에 있었음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소군집화는 조사 현황을 고려하여 왕릉군을 중심으로 검토하

였는데, 봉토의 규모를 토대로 피장자의 계서를 추정하고, 앞서 실시된 분석

을 토대로 성별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 하에 분석을 시행한 결과 왕릉

군의 군집화는 황남대총 남분, 봉황대, 서봉황대 등 남성 세환군 피장자를 

중심으로 여성 피장자가 그 주변에 종속분으로 입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패턴은 적석목곽묘 조영 기간 내내 반복되므로, 부장품에서와 마

찬가지로 유구에 있어서도 모종의 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석목곽묘에서 피장자와 고분 구성 간의 관계가 이러하였다면, 그 다

음으로 낙동강 이동의 각 지방 고분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분

석하였다. 먼저 성별을 검토한 결과 지방 고분에서는 적석목곽묘에서처럼 

성별에 따라 묘곽 형식, 특히 부곽의 설치를 차별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적석목곽묘의 분석에서처럼 성별에 따른 차이는 검토할 수 

없었으며, 주로 착장 이식에 따라 부장품의 구성과 유구 배치의 양상이 어

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착장위세품 구성이 세환군과 태환군으로 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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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두 개의 군에서 무구, 마구가 차별적으로 부장되는 양상이 적석목곽묘

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이식→대장식구→관류의 착장 또는 부장으

로 이어지는 계서 구분도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철기의 부장양상

에 있어서는 경주의 세환군, 태환군과 지방의 세환군, 태환군이 각각 복식군 

별로 유사한 출토율을 보였으며, 연접축조 역시 태환군과 태환군 사이의 연

접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이 적석목곽묘와 동일하였다. 

지방의 전반적인 착장 위세품의 출토율이 약간 낮고, 경주에서 나타나

지 않는 금속제 관모와 관식의 착장이 확인되는 점, 그리고 경식과 대도의 

동시착장이 경산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등 경주와 지방 간의 차이, 그리고 지

역들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대체로 동일한 부장 규정이 적

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경주와 지방을 포괄하는 장례 규범 혹은 부장 규범이 

존재하였고 그것이 준수된 양상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부장품의 구성과 

유구 배치의 양상에 있어 상당한 정형성이 관찰되어, 피장자의 성격을 규정

하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일련의 장례 수행 방식이 존재했던 것으

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장례 수행 방식이 어떠한 과정과 배경을 통해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체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착장위세품의 출현 시점을 살펴본 결과 이들이 일정한 공반 

양상을 보이면서 피장자의 신체에 착장되는 시기는 최병현의 편년에 따르면 

신라 전기의 1B기로 파악되었다. 이 시기는 또한 신라양식 토기의 성립, 적

석목곽묘의 축조, 신라 고분의 고총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여, 신라 사회의 구

조적 변화와 때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의 분화는 현재 자료 상 

황남대총 북분을 시작으로 전기 2기부터 나타나는데, 이는 성별에 따른 사

회적 구분이 계서에 의한 수직적 구분과 이식에 의한 수평적 분화보다 후행

하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성별과 착장 이식에 따른 부장 양상의 차이

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남성묘와 여성묘의 차이는 착장위세

품과 부장품 중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른, 즉 위세 형성 방식에 차이의 

의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착장 이식의 차이는 세환군에 전반적으로 철기 

부장량이 더 많고 무구와 마구가 많이 부장되는 점을 고려하여 세환군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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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력과 무력을 바탕으로 하는 세속적 권력을, 후자는 그와 상보적 관계를 

갖는 의례적·종교적 권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권력의 분장에 

따른 신라 엘리트의 평면적 분화로 판단된다. 이처럼 적석목곽묘 피장자 집

단은 성별과 착장 이식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화되어 남성 세환군, 남성 태

환군, 여성 세환군, 여성 태환군의 네 가지 복식군으로 분리되었고, 각각은 

계서에 의해 수직적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각 복식군은 부장품과 묘곽 형식

에 있어 뚜렷이 차별화되는 부장 규범을 갖는 바, 적석목곽묘에는 이러한 

원리에 의해 구조화된 신라 사회의 질서가 이상화된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 고분의 고분 구성에서는 피장자의 착장 이식을 중심으

로 부장품 구성과 유구 배치 방식에 있어서 적석목곽묘과 동일한 양상이 나

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경주 내부의 사회적 질서와 구조화 방식이 

다른 지역의 엘리트에게 파급되었고, 지역 엘리트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하고 장례 의례 과정에서 재생산한 것으로 해석되며, 고분 자료의 지역성은 

그러한 재생산 과정에서 나타난 부수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신라 고분 전

반의 유물과 유구의 구성에 나타난 정형성은 당시 엘리트들이 사회 구조적, 

이념적으로 공통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하므로, 신라 고분

의 지역색이 정치적·의례적 독립성을 바탕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고총기는 적석목곽묘 축조집단의 사회질서와 구조가 

지방에 파급되는 시기로써, 지역 엘리트는 이를 수용하여 신라 중앙에 동화

하는 과정에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어 : 신라 고분, 고총, 적석목곽묘, 피장자, 사회적 정체성, 성별, 계서, 

사회 구조, 장례 의례, 지방 지배, 부장 양상, 연접분 

학  번 : 2012-3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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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신라의 고총은 분구를 양적으로 강조한 점에서 목곽묘 단계의 전대 고

분과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며, 그렇기에 모종의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강하게 암시한다(이희준 2007: 83). 낙동강 이동지역에서 이러한 변화를 선

도한 것이 경주의 적석목곽묘이며, 이는 적석목곽묘가 신라 중심지인 경주

에서 왕족과 귀족들을 위한 중요한 묘제였음을 의미한다(崔秉鉉 1992: 113). 
무덤 자료에 과거 사회의 조직과 구조에서부터 이데올로기와 세계관까지 반

영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점에서 적석목곽묘는 신라 사회의 핵심

적인 측면들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월성북고분군을 중심으로 하는 적석목곽묘군은 신라 고분 연구의 핵심 

자료로써, 신라 고분의 상대편년은 이들을 주된 자료로 하여 거의 안정된 

상태를 이루어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이루었다(金斗喆 2011a; 金龍星 2003; 
李盛周 1993; 이희준 2007; 최병현 2014a). 그와 동시에 경주의 중앙 양식과 

대비되는 지방 양식 또한 규명이 이루어지면서(金元龍 1960; 金龍星 1998; 
南翼熙 2009, 2011; 朴光烈 1992; 박천수 2010; 李熙濬 2000a; 조성원 2010), 

신라 고분 문화의 시공간적 전개 양상이 점차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시간성의 규명에 뒤이어 1980년대 이래 최병현(1980, 1981)의 연구를 

기조로 하여, 지역 단위고분군 내의 계서 규명을 중심으로 사회 구조에 대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고분 자료의 시공간적 전개에 대한 기술을 중심으로 하여 신라

고고학에 큰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 고분과 관련하여 아직도 해

결되지 못한 여러 핵심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적석목곽묘

의 부장품과 유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적석목곽묘에는 수십 점에서 수천 점에 이르는 다종 

다양한 유물이 부장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부장품이 부장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부장양상이 어떤 경향을 보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거의 연

구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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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로 황남대총 남북분에 대한 논의를 들면, 적석목곽묘의 계

서를 추적한 여러 연구에서 두 무덤이 동급으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지

만, 부장품의 수량에 있어서는 수천 점에 이르는 막대한 차이가 있으며, 이

러한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만족할 만한 설명이 제시되

지 못하고 있다. 두 고분 피장자의 성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

(김성태 2016; 이주헌 2015), 만약 부장량의 차이가 피장자 성별에 의한 것

이라면 구체적으로 두 고분 간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며, 다른 고분에서는 

성별에 의한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전반적인 부장 경향은 어떻게 같고 

다르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또한 남북분의 

차이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장품 수량의 축소와 연관시키는 견해도 존재

하나(崔秉鉉 1992), 남북분의 조성 시간 차이를 고려한다면 매우 급격한 변

화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기물이 어떻게 축소되고 그러한 변화가 적

석목곽묘 전반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한 검토되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 

조직과 구조에 접근할 수 있는 고분 자료가 갖는 잠재력을 생각할 때 큰 아

쉬움이 남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적석목곽묘의 공간적 구성이라 할 수 있는 배치양상에 대해서도, 최근

의 쪽샘지구 발굴 성과에 힘입어 전반적인 묘역의 배치와 축조 순서가 점차 

드러나고 있지만, 전반적인 무덤 간의 연결 상태와 군집화에 대해서는 묘곽 

형식의 시간적 변화와 관련하여 주로 언급될 뿐, 서로 연접한 무덤이 어떠

한 관계를 보이는지, 군집 배치에 어떠한 경향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현재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그것

이 부부관계나 직계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를 반영한다는 것인데, 피

장자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한 추론은 드물어 재론의 여지가 있

다.

이와 같이 적석목곽묘의 부장품과 고분의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반적인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토

대로 진행되어야 할 고분 축조 집단의 조직과 구성에 대한 연구도 아직은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구조에 대한 연구는 부장품의 양과 질, 

봉토의 크기 등을 종합하여 고분을 등급화하고 위계 구조를 확인하는 방법



- 3 -

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합화란 수직적인 분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간의 수평적인 분화 또한 포괄하는 것이므로, 신라 사

회의 조직과 구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한편 이러한 경주지역 적석목곽묘 연구의 한계는 지방의 고총고분과의 

비교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간 경주와 지방의 고분은 출토 유물

의 양식적 측면을 중심으로 비교되었을 뿐, 부장품의 내적 구성과 유구 배

치의 외적 구성이 어떠한지 비교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부장품의 구성

이나 유구의 배치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같고 다르며 어떠한 경향을 띠는지 

구체적인 비교가 없는 상황에서, 양식적인 상사와 상이가 곧바로 정치적 영

역 문제로 환원되는 경우가 많았고 여기에서 신라 고고학의 중요한 논쟁들

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적석목곽묘를 비롯한 신라 고분은 피장자의 

죽음에서 시작된 일련의 장례 의례의 물질적 결과물이자 기념물이므로, 단

순히 양식적 비교를 통해서는 경주와 지방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어, 고분의 전체적인 구성이 중앙과 지방에서 어떻게 같고 다른지 

비교를 통해 그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요컨대 적석목곽묘의 연구사적 흐름은 편년 연구에서 지역성의 규명을 

거쳐 사회 구조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은 적석목곽묘의 부장

품과 유구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구성이 경주

지역 내적으로 갖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이며 경주지역 외에서 정치적 함의

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된 바가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는 신

라 고분의 연구사적 측면에서 볼 때, 고분 문화의 시공간적 전개 과정의 규

명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편년의 확보가 최우선이었고, 그 과정에서 개별 고

분과 그 출토 유물은 시간성과 지역성, 혹은 정치적 영역을 측정하는 단위

로써 주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고분문화의 시공간적 전개 과정을 파악하

는 과정에서 이러한 접근법의 방법론적 타당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무

덤 자료가 과거 사회의 조직과 구성을 밝히고 나아가 사회적 의미에 접근하

는 데 유용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자료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접근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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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된다. 

즉 보다 총합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핵심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무덤의 주인공인 피장자이다. 무덤이 기본적으로 피장자를 위한 시설이며 

피장자의 죽음과 함께 무덤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장자가 어떠

한 인물이었는지 밝히는 것, 다시 말해서 피장자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무덤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방식은 무덤의 제 요소를 분석하고 나

아가 그 구성 원리와 방식을 연구하는 데 있어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기존 연구에서도 적석목곽묘의 피장자에 대한 관심이 적지는 않았

다. 신라 고분 피장자에 대한 연구는 일제 강점기 보문동 합장분(舊 보문리 

부부총) 발굴의 성별 추정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김원용

(1974)의 논의 이후로 여러 연구자들이 피장자에 대한 다면적 차원의 접근

을 시도하였다.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구체적인 신원을 추정하거나, 계서와 

신분제도, 혹은 거기서 더 나아가 관위나 관등에 대한 추론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왕릉 비정도 중요하게 다루어져 호우총, 황남대총 등을 대상으

로 주인공의 신원 복원 역시 중요한 논쟁 거리가 되어 왔다. 즉 피장자 성

별 문제, 계서 규명, 왕릉 비정 등 피장자와 관련된 많은 주제들이 다루어지

고 있어, 신라의 중심묘제로써 적석목곽묘 피장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그 초점이 피장자에게 맞추어져 있다기 보다

는, 주로 부장품의 양과 질, 유구의 규모를 다루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피

장자의 성격을 다룬 경우가 많다. 성별과 관련된 문제는 특정 부장품이 성

별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계서와 관

련된 문제는 피장자의 성별이나 직능 등 개별 피장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장품과 유구의 규모를 중심으로 등급화하여 다룬 경우가 대다수이

다. 이로 인해 성별과 계서를 비롯한 피장자 성격의 제 측면이 어떠하며, 그

리고 이것이 어떻게 상호 결합되어 있는지, 적석목곽묘의 부장품 구성이나 

배치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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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지금까지의 신라 고분 연구에서 피장자의 성격과 관련된 변수는 언

제나 분석의 결과였으며, 분석의 시발점이 되어 적극적으로 고분 자료를 해

석하는 토대가 되지는 못하였다. 다시 말해 신라 고분의 조묘자들이 피장자

의 성격에 따라 그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배치하였으며, 어떠한 부장품을 마

련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

이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 적석목곽묘 전반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표

현되었고, 무엇이 강조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적석목곽묘의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고 설명하는 데도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적석목곽묘의 전반적인 구성을 검토하고 그 구성 원리와 방식, 

나아가 사회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장자를 중심으로 보다 총합적

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피장자에 대한 논의에 초

점을 맞추고, 피장자 성격의 여러 측면을 우선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적석목곽묘의 제 요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접근하는 방식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시도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피장자의 성격 복원에서 시작하여 적석

목곽묘의 구성 원리를 밝히고, 그 사회적 함의를 시론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은 피장자가 갖는 다양한 정체성 

중에서 무엇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사

적으로 주목받아 온 피장자의 성격은 성별과 계서였으며, 각각의 주제는 오

랜 연구사를 갖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이를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지만, 이

에 접근하고자 한 기존의 방법론은 한계가 뚜렷하였으므로 대안적인 접근법

을 택할 것이다. 성별의 경우 특정한 부장품이 피장자의 성별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가정 하에 판단된 경우가 많았는데, 그와 별도로 피장자의 생물

학적 차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내어 복원할 필요가 있다. 계서의 

경우 유물의 양과 종류, 그리고 유구의 크기를 함께 종합하여 판단하는 경

우가 많았으나 이러한 방법론으로 도출되는 것은 피장자의 계서가 아닌 고

분 전반의 등급화이며, 결국 앞서 남북분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 등급

에 있는 개별 고분의 변이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고분의 등급이 

아니라 피장자의 계서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변수를 한정하여 설정할 필

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장자의 성별이나 직능 등 다른 변수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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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복원된 피장자의 성격 제 측면이 적석

목곽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부장품과 유구가 그에 따라

서 어떻게 달라지며 어떠한 정형성이 나타나는지 파악할 것이다. 만약 피장

자 성격에 따라 적석목곽묘의 특정한 측면이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었는지 

파악된다면, 그러한 정형성을 토대로 적석목곽묘의 조묘자들이 피장자들의 

무엇을 어떻게 무덤에 표현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사회적 함

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표현 방식에 

있어서 경주의 적석목곽묘와 낙동강 이동 여러 지방의 고분이 갖는 공통점

과 차이점은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비교의 과정에서 신라 

고분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도 기존의 관점과는 다른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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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목적과 방법

1. 연구 목적

본고에서는 신라고분 피장자의 성격 복원을 중심으로 적석목곽묘의 구

성 원리를 밝히고,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피장자의 연구에서 시작하여 논의를 전개하는데, 이는 피장자를 중심으로 

무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상세히 검토될 때 비로소 신라 사회의 조직

과 구성, 나아가 적석목곽묘의 사회적인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성별에 대한 논의를 예로 들면, 피장자의 성별에 따

라서 무덤의 내용에 일관적인 차이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 밝혀진 이후에야 

그것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접근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비로소 성별

이 고분 조성에 있어 어떠한 의미와 역할을 가졌는지 논의할 수 있게 된다. 

피장자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념적인 차원에서 피

장자의 성격 혹은 정체성의 어떠한 측면에 접근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다. 이를 집합적으로 다루는 개념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

로는 사회적 인격(social persona) 개념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피장자가 살아있을 때의 사회적 정체성과, 죽었을 때 부여할 만하다고 인

정된 정체성의 종합’(Binford 1971: 17)이다. 빈포드는 그 주요한 구성 요소

의 예로 성별, 연령, 사회적 지위, 사회 내 특정 집단의 귀속 여부 등을 들

었으며, 이에 따라서 무덤의 축조와 부장품, 그리고 장례 의례가 직접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물론 이는 오늘날 무덤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단순화된 관점

이라 할 수 있다. 후기과정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이후의 비판에서 잘 드

러나듯, 무덤은 피장자와 당시 사회를 직접적으로 단순반영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인격 개념은 그 배후의 역할이론(role theory)이 

갖는 수동성으로 인해 비판받았다(Shanks and Tilley 1987). 때문에 최근 영

미권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을 많이 사

용한다(Insoll 2007; Stone 2003).1) 사회적 정체성은 젠더, 출신 지역이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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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적 정체성, 그리고 정치적 정체성(특정 정치체 또는 국가의 소속 여부) 등

을 모두 포괄하는 매우 넓은 개념으로, 그 전반을 본고에서 다루는 것은 어

렵고, 연구 목적과 방법에 적합한 일부 요소를 선택하여 접근하는 것이 적

절하다 판단된다. 

신라 고분 연구에서는 사회적 인격 개념을 인용한 경우가 많은데, 김용

성(1998: 33)이 이론적 차원에서 간략히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이희준(2002: 

68)이 착장위세품을 통해 피장자 계서와 복식제도에 대해 다루면서 고찰의 

대상으로써 그 필요성을 논한 바 있고, 최병현(2017a) 또한 피장자의 계서의 

측면과 관련하여 사회적 인격과 복식품의 관계에 대해 천착한 바 있다. 이

처럼 신라고고학에서는 사회적 인격의 개념이 사용되었지만 주로 계서 연구

와 연관되어 다소 제한적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으며, 한국 고고학계에서 널

리 통용되고 쉽게 인식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도 하므로, 본고에서는 이

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인격 대신에 신라 고고학에서 주로 이용되는 용

어를 선택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피장자의 여러 정체

성 중 무엇을 검토할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라 고분 피장자의 여러 정체성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모든 측면을 다 다루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연구사적 상황과 현 

자료에서의 접근 가능성을 검토하여 검토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된다. 신라 고분 연구에서 연구사적으로 주목받아 온 피장자의 성격은 

성별과 계서로써,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측면이 고분 자료를 통해 사회 구

조와 성격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런데 그 중요성과 다양한 접근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별과 계서 

연구는 아직까지 한계가 크다. 성별의 경우 착장 이식의 종류, 대도의 착장 

1) 피장자의 성격 내지는 정체성을 다루는 다른 개념으로는 한 인물의 삶과 죽음의 
여러 과정 중에서 사회적 실천을 통해 변화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인격성
(personhood) 개념(Fowler 2004), 그리고 젠더를 중심으로 중간범주적 복합성을 
강조하여 젠더, 연령, 계층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계된 것을 강조하는 교
차성(intersectionality) 개념 등이 있다(Arnold 2016). 이러한 개념 또한 유용하고 
참고가 되겠지만, 지역집단의 고분 전반에 나타나는 경향성에 접근하고자 하는 
본고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 9 -

여부 등 특정 유물을 토대로 추정되었지만 성별에 관한 현대적 관점에 기반

한 간접적인 추정에 기반한 것으로 이를 분명히 입증할만한 근거가 부족하

다. 계서의 경우에는 유물의 양, 종류, 그리고 유구의 크기를 종합하여 판단

하는 연구들이 많았는데 그 결과는 피장자의 계서라기보다는 고분의 등급이

라 할 수 있어, 고분 간 변이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존 연구

에서는 성별과 계서를 분리하여 검토하였는데, 무덤의 구성은 피장자의 성

별, 연령, 계층, 지위, 직능 등 여러 측면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 이러한 방식은 피장자 연구에 한계를 가진다. 즉 지금까지 성별과 

계서는 신라 고분 피장자 연구의 중요 대상이었지만 방법론적 한계가 크므

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면적이면서도 복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피장자의 성별, 계서, 직능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포괄할 수 있

는 용어로 고분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피장자 성격’을 이용하고자 한

다. 즉 본고의 첫 번째 연구 목적은 신라 고분 자료를 분석하여 피장자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시작하여 복원된 피장자의 

성격 제 측면이 적석목곽묘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파악할 것이다. 

만약 피장자 성격에 따라 적석목곽묘의 특정한 측면이 어떻게 다르게 구성

되었는지 일정한 정형성이 파악된다면, 이를 토대로 적석목곽묘의 조묘자들

이 피장자들의 무엇을 어떻게 무덤에 표현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사회적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표현 방식에 있어서 경주의 적석목곽묘와 낙동강 이동 여러 지방의 고분이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비교의 과

정에서 신라 고분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도 기존의 관점과는 다른 측면에

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무덤이 개인 혹은 사회의 직접적이고 수동적인 반영

물이 아니라는 점이다(Chapman and Randsborg 1981; Hodder 1980; 

O’Shea 1981; Parker-Pearson 1982, 1999). 무덤의 제 요소가 피장자의 성

격을 일정 부분 반영할 가능성은 높지만, 종교적, 사회적, 이념적 요인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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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차원에서 복잡하게 개재되며(김종일 2007; Carr 1995), 장례의례의 

맥락 하에서 최종적으로 조묘자의 선택을 거친 것들만 물질적 잔존물로 남

게 된다.2) 

따라서 본고에서는 무덤의 시작이자 핵심 요소는 피장자인 것으로 파악

하고 피장자의 성격을 토대로 적석목곽묘 자료를 분석할 것이지만, 이처럼 

무덤은 사회와 개인의 간접적인 반영물이자, 조묘자의 의사결정과 선별행위

의 결과물임을 염두에 두고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서 개별 유

물과 유구에서 관찰되는 고고학적 특징을 즉물적으로 피장자와 당시 사회의 

특징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여러 무덤에서 피장자의 성격 제 측면과 유물·

유구의 구성 사이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일관성과 정형성, 반복적인 선택

을 찾도록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

해 신라 고분이 어떠한 선택의 조합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종합함으로써 그 

구성 방식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하여 적석목곽묘를 비롯한 

신라 고분의 사회적 함의를 추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상을 정리하자면, 피장자의 성격에 대한 규명이 선결되어야 그를 바탕으로 

유물과 유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할 수 있으며, 다시 이를 토대로 

적석목곽묘의 구성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회적 의미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고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다.

첫째는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을 복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요소가 포함될 것이지만, 연구 진행의 차원에서 가장 긴요한 두 가지는 피

장자의 성별과 계서이기 때문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다. 그

2) 즉 무덤 자료는 피장자, 그리고 장례 의례의 물질적인 측면과 이념, 종교, 사후
관 등 여러 유형 무형의 요소를 반영하지만, 어디까지나 조묘자에 의해 의도적 
선택을 거친 것만 무덤에 남게 되므로, 고고학자는 그에 대한 복원 작업을 조묘
자의 의도와 선택이라는 한계 내에서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소위 ‘의도성의 
문제(the problem of intentionality)’이며 무덤 자료를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Härke 1997a). 하지만 반대의 측면에서 볼 때, 만약 다
수의 무덤에서 일정한 정형성이 나타난다면, 조묘자의 선택과 행위를 일정하게 
조정하였던 사회적 합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무덤 해석의 토대로 삼을 수
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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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성별에 의한 구분과 계서에 의한 구분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사회 조

직 내에서 개별 무덤의 피장자가 지녔던 좌표를 보다 적확하게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적석목곽묘에서는 인골 자료가 희소하기 

때문에, 피장자의 성별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으며 이

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본고의 주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피장자 성격에는 성별과 계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연구사적 검토 과정에서 다른 요소를 추출하여 함께 다루도록 할 것이

다. 

둘째는 복원된 피장자의 성격을 바탕으로 적석목곽묘의 구성 방식을 파

악하는 것이다. 이는 크게 나누어 유물과 유구의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먼

저 유물의 경우 위세품, 토기와 철기를 비롯한 제 부장품이 어떻게 구성되

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적석목곽묘의 경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부장 유

물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이러한 유물이 피장자가 갖는 성격의 어떤 측면에 

따라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패턴과 경향

성을 보이는지 파악 가능할 것이다. 또한 유구에 대해서도 피장자에 따라 

유구의 형태와 배치 양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고분군의 구성 방

식에 대해서도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적석목곽묘 전반을 관

통하는 어떠한 정형성이 존재하는지, 혹은 존재하지 않는지 인지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함의는 무

엇인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낙동강 이동 

각지의 고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하여 경주의 적석목곽묘와 비

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이상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적석목곽묘를 비롯한 

신라 고분 축조 집단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 시론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피장자 성격의 구성과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적석목곽묘와 낙동강 이동 

각지의 다른 묘제를 갖는 고분 간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

한다면 그 정치·사회적 함의에 대해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신라 고분은 단

순한 무덤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기념물이기 때문에(李熙濬 1996a), 그 구성 

방식의 공유 양상에 따라 기존에 논의되던 유물의 양식론과는 다른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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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치적, 사회적 함의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적석목곽묘의 유물이 구성되고 유

구가 배치되는지 파악한다면, 그리고 그 구성 방식에 접근할 수 있다면 신

라 고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크게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라 사회의 조직과 구조에 대해서도 새로운 측면에서 이해가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된다. 

다음 절에서는 본격적인 논지 전개에 앞서 본 연구의 토대가 되는 기존

의 연구 성과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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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 검토

신라 고분 연구 전반에 있어서 피장자의 성격 중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진 것은 그 여러 측면 중에서 특히 계서와 성별이다. 이번 절에서는 적석목

곽묘 피장자의 계서와 성별을 다룬 연구를 각각 정리하고, 그 방법론적 특

징과 의의, 그리고 한계에 대해 검토하여 본 연구의 분석 방향을 설정하도

록 한다. 

1)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계서

적석목곽묘를 대상으로 한 피장자의 계서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부장품 

전반의 종류와 구성, 유구의 크기와 구조, 봉토의 크기 등을 통해 사회적 위

계와 계층화 분석에 집중하였다. 피장자의 계서에 대한 연구사를 일별하자

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피장자 계서 분석에서 방법론적으로 큰 진전을 이룬 

연구로는 최병현(1980, 198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 이전의 연구가 특정 

유물의 부장 여부와 같은 단편적인 접근을 통해 피장자의 사회적 지위를 추

론하는 방식의 접근을 시도하였다면, 최병현의 연구는 유구 형태와 위세품, 

그리고 다른 유물의 전반적인 부장양상을 연계하여 계층과 직능의 분화를 

설명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시간적 변화

와 관련하여 인식해 온 유구 간 연결 방식을 墓型 개념의 도입을 통해 계층

성과 연결지은 것은, 모든 물질 자료의 변화상을 편년 일변도로 생각해 온 

기존의 통념을 깬 것이었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접근하되, 착장형 위세품을 보다 중심에 놓고 계

층 분화를 설명하고자 한 毛利光俊彦(1983)의 연구 또한, 그 구성에 있어서 

일정한 규칙성을 찾고 복식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와 연결지은 점에서 의

미가 있다. 여기서 제시된 위세품의 재질에 의한 등급 설정, 그리고 관모와 

대장식구, 요패 등의 조합관계를 통한 계서 설정은 이후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70년대 이후 월성북고분군에서 적석목곽묘의 조사 사례가 급증

하면서, 계서 분석에 있어 점차 많은 숫자의 고분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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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는 것이 Pearson 등

(1989)에 의한 통계적 분석이다. 이 연구에서는 월성북고분군의 고분 62기에 

대해, 토기를 제외한 금은제 장신구와 마구, 무기류, 철기류의 출토 여부를 

이분변수화하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장품의 유무에 따라 5개 

군집이 산출되었고, 이를 왕족과 귀족 내 분화된 지위집단으로 보고 이후 

골품제도로 연결되는 계급체계(caste-like rank system)로 이해하였다. 통계

적인 분석 결과를 곧바로 사회 내의 집단과 연결시키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접근이지만, 대량의 자료 처리를 통계적 방법을 통해 극복하고

자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격적으로 신라 사회의 구조에 접근하고자 한 박보현(1995)의 연구에서

도 방법론적 진전이 이루어지는데, 그간 장신구로 다루어지던 관류와 과대, 

장식대도 등에 경제인류학의 위세품(prestige goods) 개념을 도입하고, 위세

품의 분포 혹은 분배관계에서 정치적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위세품 체계

(prestige good system)를 통해 신라의 성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위세

품의 분석에 있어서 단순한 출토 여부를 넘어서 착장 여부를 부장과 구분하

여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착장한 위세품이야말로 피장자의 복식이

며 생전의 지위를 실제와 가깝게 반영하는 것이라 보았다. 

여기서 더욱 발전된 이희준(2002)의 연구는, 적석목곽묘와 지방의 고분

에서 출토되는 위세품의 착장에 있어 공반관계에 일정한 정형성이 있음을 

밝혔다. 각각의 착장위세품이 임의로 결집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위계로 가

면서 다른 종류의 위세품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파악한 것

이다. 그리고 그 누층적이고 단층적인 착장 양상을 통해 수직적인 복식군을 

구별하고 복식제도를 추론하였다. 즉 착장위세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단순

히 지위의 고저 판별을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함의까지 살펴본 것이다.

이상의 연구사에서 피장자 계서에 대한 분석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최병현(1981)의 연구가 예증하듯, 기존에는 시간성과 

관련하여 생각하여 온 변수가 피장자의 계서를 비롯한 다른 측면과 연관되

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적석목곽묘에서 이식과 관모의 등장 시점에 약

간의 차이가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피장자와 관련한 모든 고고학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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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특정 시점에 일거에 완성되었으리라 볼 수는 없고, 점차 여러 요소가 

추가되면서 완성되어 갔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에는 그 등장 순서를 통해 

편년과 관련한 것으로 보았던 변수들이, 관점을 달리해서 본다면 최병현의 

묘형 개념의 적용에서 본 바와 같이 시간성이 아니라 피장자의 성격과 관련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적석목곽묘의 여러 변수를 다루는 데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어떤 패턴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

다고 판단된다.

둘째는 Pearson 등(1989)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대량의 적석목곽묘 

자료를 다루기 위해서는 통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 세기 동안 

축적된 적석목곽묘 자료는 이제 양적으로 방대해져서, 단순한 표 분석을 통

해 어떤 패턴을 찾기에는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간의 연구가 

공통적으로 토기의 기종이나 수량 분석을 미루어 온 것도, 구성이 다양하고 

대량인 자료에 대한 분석 방법론이 부족하였음을 시사한다. 

셋째는 앞서 언급한 다른 연구, 그리고 박보현(1995)과 이희준(2002)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듯, 적석목곽묘에서 출토된 위세품이 피장자의 

성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또한 위세품 중에서도 피장

자의 신체에 착장한 위세품이, 연구사적 진전을 통해 드러났듯 특별한 의미

를 지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출토 장신구 전부가 복식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부장하지 않고 착장한 것이야말로 피장자의 생전 복식

을 잘 반영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다시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실제로 신라 고분에서는 착장이 

가능함에도 굳이 착장하지 않고 부장한 사례가 자주 확인된다. 적석목곽묘

에서는 금속제 모관처럼 반드시 비착장 부장하는 것이 규칙적으로 지켜지는 

종류도 있지만, 대도의 경우 착장 가능한 위치가 비어있음에도 착장하지 않

고 부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피장자 생전의 복식과 복식이 아닌 것을 구

분하는 행위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나아가 피장자의 소유물이 아닌 

것을 착장시키는 행위가 장례 규범 상 제한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착장위세품은 피장자의 소유물 또는 생전의 복식 등, 피장자의 성격과 깊게 

연관된 유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착장위세품은 분석 방법에 따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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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의 성격 여러 측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방법론과 관련하여 기존의 계서와 관련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경

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출토 유물 전반을 종합하여 그 질과 양

으로 계서를 설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피장자의 착장위세품의 구성에 집중

하는 방식이다. 전자의 경우는 엄밀히 말하자면 피장자의 계서가 아닌 고분 

전반 등급에 대한 판단이라 할 수 있는데,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겠으나 개별 고분의 변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착장위세품에 의한 

계서와 부장품의 수량 및 종류에 의한 계서가 서로 다른 경우가 종종 있는

데, 이에 대한 설명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는 착장위세품을 중심

으로 보다 일관적인 설명을 제공하지만, 그러한 계서가 무덤의 다른 부분과 

어떠한 상관을 갖는지는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장자의 성별이나 직

능과 같이 복식, 즉 착장위세품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단지 계서만을 추적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이성주 2017).

따라서 피장자의 계서와 관련하여 착장위세품이 유효한 접근 수단임은 

분명하지만, 이를 통하여 계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신라 고분의 구성을 

검토한다고 할 때, 앞서 언급된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착장위세

품의 구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피장자 성격의 다른 측면을 먼저 검토하

여 그것이 착장위세품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이후 해당 변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피장자의 계서를 확인한 다음에 무덤의 

다른 부분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때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에서는 피장자 성격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성별에 대한 연구사

를 살펴보도록 한다. 

2)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별

적석목곽묘를 비롯한 신라 고분 피장자의 성별 추정의 연구사는 김용성

(1998: 362-363)과 김선주(2010)에 의해 이미 세밀하게 정리된 바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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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여기에서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한다기 보다는, 성별 연구에서 공

통적으로 나타나는 추정의 근거와 논리, 그리고 최근의 연구사례에 대해서 

보충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신라 고분 피장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최초의 성별 추정은 1915년 보문

동 합장분(舊 보문리 부부총) 발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총이

라는 명칭은 최초에 외견상 표형분이기 때문에 붙인 것으로 보이며(國立中
央博物館 2011: 26), 조사 과정에서 적석목곽묘에서 출토된 대도와 석실에서 

출토된 화려한 태환이식을 근거로, 다시금 각각을 부부로 추정(朝蘇總督府 
1916)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신라 고분 조사의 아주 이른 시기에서부터 피장자의 성별 추정

이 시도되었으며, 그 근거로 대도와 이식, 그리고 봉토의 연결 상태(표형분)

가 근거로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각은 이후 100년 가까이 

큰 변화없이 지속되며, 신라 고분 연구에서 성별 추정은 다음과 같이 두 가

지 방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표형분을 부부묘로 가정하고 피장자 

중 하나를 남성, 다른 하나를 여성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특정 유

물, 특히 대도에 남성성을 부여하고 해당 유물의 부장 또는 착장 여부를 통

해 성별을 판단하는 것이다.  

부장품을 통한 성별 추정의 주된 논리는 부장품이 피장자의 성별을 직

접적으로 반영한다고 보고 그 부장, 혹은 착장 여부로 성별을 판단하는 것

이다. 이는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특정 유물을 젠더화된 사물(gendered 

object)로 판단하고 그 착장 혹은 부장 여부로 성별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유물이 대도로써, 대도의 유무를 통해 성별을 구분하는 방식은 보

문리 부부총에 이어 금령총(梅原末治 1931)에서도 계속되고, 호우총과 은령

총(金載元 1948), 노서리 138호분(金載元·金元龍 1955), 황오리 1호분(金元
龍 1965) 등 일제 강점기 이후의 연구에서도 이어져 최근까지도 큰 반론 없

이 받아들여지고 있다(이한상 2004). 주목해야 할 점은 김원용(1974: 17)에 

의해 제시되고 이후 널리 받아들여진, 이식의 주환 종류와 성별이 대응한다

는 가설도, 기실은 세환이식 착장과 대도 부장의 강한 공반관계를 간파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제안된 것으로,3) 그 중심 논리는 역시 대도와 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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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윤무병(1974) 또한 관식이 출토된 고분을 남성

묘로 볼 수 있다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관식과 대도의 공반관계를 근거로 

이뤄진 추정이었다. 이처럼 칼의 남성성에 주목하여 성별 추정이 이뤄진 것

과 동일한 방식으로, 방추차에는 여성성을 부여하여 출토 여부가 곧 여성으

로 판단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는데(金載元 1948; 朴永福 1977; 崔秉鉉 
1981), 이는 신라 사회에서 직조는 여성이 담당하였다는 사서의 기록을 근

거로 하였다.4) 

이처럼 봉토의 연결과 젠더화한 유물의 부장 여부를 통해 성별을 추정

하는 방법론은 신라 고분 연구의 초창기에 제시된 이후 다소간 변용이 있었

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이 대체로 같은 연구 방법론을 따랐으며, 그 

기본 논리에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유물에 남성성 혹은 

여성성을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는 연구자마다 달랐고,5) 남성성과 여성성을 

지닌 유물이 동시에 출토되는 경우에는 성별 추정이 곤란하였다.6) 

이러한 상황에서 세환이식 착장자는 남성, 태환이식 착장자는 여성이라

는 가설(이하 이식-성별 가설)은 최초 제시 이후 점차 지지를 얻게 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은 결코 공반

되지 않고 상호 배타적으로 출토되는 동시에, 세환이식은 대도와 공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황남대총 남·

북분, 황오동 14호분 1·2곽과 같은 표형분에서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이 짝

3) 본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 有刀者로서 細鐶金耳飾을 차고 있는 것은 10例
인데 대해 太鐶耳飾佩用은 3例에 불과하다. 또 無刀者로서 細鐶耳飾은 2例뿐이
나 太鐶耳飾은 3例이다. (중략)...慶州에서는 男子는 主로 細鐶式, 女子는 主로 太
鐶式을 쓰고 있었다고 믿어진다.”

4) 三國史記 新羅本紀 儒理尼師今 九年條, “...使王女二人 各率部內女子 分朋造黨 
自秋七月旣望 每日早集大部之庭績麻 乙夜而罷...” 

5) 김원용과 윤무병의 견해 차이에서 보듯, 기본적으로 대도가 남성성을 갖는다는 
전제는 암묵적으로 동의한다 하여도 대도와 주요한 공반관계를 갖는 표지유물을 
세환이식으로 볼 것이냐, 관식으로 볼 것이냐는 의견이 나뉘었다. 이와 유사한 
차이가 많은 연구자들에게서 나타나며, 대도, 이식의 주환 종류, 관·관식의 부
장, 요패의 위치, 방추차의 부장 여부 등 여러 안이 제시되었다. 

6) 이러한 문제는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가령 금관총에서는 태환이식과 갑주가 
공반하여 기존 방법론으로는 성별 판단이 곤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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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며 출토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체로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

로 이식-성별 가설은 표형분을 부부묘로 본 관점과 대도 착장은 남성으로 

본 관점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인골의 출토가 희소하여 대안이 없는 상황

에서 점차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 과정을 보면 최초 제안에서부터 박

보현(1990)의 연구까지는 경주지역 적석목곽분에서만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여 지역적 한계를 두었지만, 김용성(1998)은 세환이식-대도 / 태환이식의 

배타적 공반관계를 낙동강 이동 전역에서 확인하고 직능 또는 성별의 차이

일 것이지만 후자에 중점을 두어 해석하였다. 복식품 착장 정형을 종합한 

이희준(2002) 또한 이식의 차이가 직능 또는 성별의 차이일 것이지만, 이식

을 착장한 아동의 경우 사회적 직능의 담당을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시 

성별의 차이로 보았다. 이후로 이식-성별 가설은 널리 적용되어, 계림로 14

호묘(尹相悳 2010), (구)보문리부부총(朴普鉉 2000) 및 합장분으로 재명명(尹
相悳 2011) 등에서 성별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이식-성별 가설이 이처럼 널리 지지를 받는 이유는, 세환이식과 태환이

식이 갖는 특수한 배타적 맥락에 있을 것이다. 양자는 결코 공반되지 않는 

동시에 표형분의 두 피장자에서 쌍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인골 자료가 부

재한 상태에서 피장자의 성별을 찾고자 한다면, 신라 고분의 특정 물질자료

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피장자 성별에 의해 이원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을 것

으로 전제하여야 한다. 이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남녀 성별과 같이 대립적이

고 배타적인 관계를 갖는 가장 명확한 물질자료가 바로 이식의 주환이기 때

문에, 이를 성별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하지

만 주의할 점은 이식-성별 가설은 특정 이식과 생물학적 성별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맥락 하에 있는지 전반적인 검증을 거친 적이 없다는 것이다.

2010년대 이후 최근의 성별 관련 논의는 특정 고분 피장자의 성별을 놓

고 논쟁이 벌어지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그 과정에서 

기존에 제시되었던 성별 관련 근거들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주요 쟁점은 

황남대총 북분, 그리고 금관총의 피장자 성별이다. 먼저 황남대총 북분을 둘

러싼 논쟁을 살펴보면, 이주헌(2015)은 북분 피장자를 여성으로 보았던 여러 

근거들, 가령 ‘夫人帶’명 과대, 대도의 미착장과 태환이식의 착장, 방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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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등을 논박하고, 표형분을 부부묘로 보고 성별을 추정하는 것이나 유물

을 통한 성별 추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대

안으로 표형분을 3대에 걸친 성공적인 권력승계의 증거로 판단하여 남북분

을 각각 눌지마립간과 자비마립간의 능으로 추정하였다. 비록 정치적 상황

을 정황적 근거로 들고 있어 간접적인 추정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기존 관점의 비판이라는 점에서 크게 고무적이다. 한편 김성태(2016)는 이에 

반박하면서, 다시금 방추차, ‘夫人帶’명 과대, 무기류의 출토 양상 등 전

통적인 성별 추정의 근거들을 점검하고, 가체(加髢), 흑갈유소병 등을 새로

운 보완 자료로 제시하면서 북분 피장자가 여성임을 주장하였다.

이 두 연구는 특정 사례에 대해 깊이 천착하였다는 점에서 주로 일반 

경향을 다룬 연구와 다소 다르며, 그 과정에서 성별 추정 논의의 깊이와 폭

을 넓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추정의 근거를 고분자료 이외

의 정황에서 끌어올 수밖에 없거나, 논증의 방식 자체는 기존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인골 자료가 영성한 현시점의 한계를 보여주며 방법론적 돌

파구가 절실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윤상덕(2016)의 금관총 피장자 성별 추정은, 적석목곽묘 피장자군 

‘집단’을 대상으로 판별분석을 비롯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성별 구분

으로 볼 수 있는 경향을 추출하고 그 안에서 금관총 피장자의 성별을 추론

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다르다. 이는 개별 사례의 해명을 넘어서 전체적 설

명의 맥락 내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착장유물의 부장 경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추정하고자 한 것은 

결국 금관총 피장자의 착장 이식이 어느 종류인가였고, 그에 따라 성별을 

결정하였다는 점에서,7) 기본적인 전제는 기존 관점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7) 금관총과 같은 경우, 착장 위세품의 부장경향은 다른 태환이식 착장 고분과 유
사하나, 갑주나 마구의 부장양상은 세환이식 착장 고분과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
에 분석 과정에서 대상으로 설정한 변수의 숫자가 세환이식과 더 공반 경향이 
큰 유물인 무구나 마구류 쪽이 많다면, 판별분석이나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세환이식 착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윤상덕의 분석 결과는 세환이
식 착장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태환이식과 공반 경향이 큰 유물
인 중공구수식, 지환, 천 등을 변수를 추가하였다면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서 금
관총 피장자의 성별을 여성으로 보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경향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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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이 성별과 일대일로 대응한다는 

가설은 외부적 증거를 통해 검증된 바 없다. 

한편 표형분도 성별 추정의 보조적인 근거로 활용되었는데, 표형분이 

부부묘라고 전제한다면 연결된 두 무덤 중 하나는 남성, 다른 하나는 여성

이라고 한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모든 표형분을 부부묘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金善珠 2002; 이주헌 2015; 趙由典 
1989), 최근에는 특히 남북으로 연접된 표형분의 경우에 한정하여서는 부부

묘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최병현 2017a).

표형분이 부부관계를 의미한다는 시각은 부부총 발굴에서 제시된 이래 

이후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곧이어 봉토의 연결이 부모-자식관계를 

포함한 가족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연을 확장한 시각이 등장한다. 봉토

의 연결을 세대에 걸친 가족관계로 본 해석은 황남동 109호분 1~4곽의 해석

에서부터 시작하며(齊藤忠 1937a), 이후 경주지역의 다장묘는 가족묘로 해석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박진욱 1964; 金基雄 1970; 李仁淑 1974). 그러나 박

보현(1990)의 논의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피장자의 성별 구성(이식)과 

연령(묘곽의 크기), 시기차를 검토한 결과 다장묘가 혈연에 원리를 둔 가족

묘가 아니라 특정 집단이 연속적으로 축조한 무덤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

다. 하지만 김용성(1998)은 임당 유적 고총군 피장자 집단의 성별 추정과 봉

토의 연접관계, 편년을 종합하여, 고총군이 부계를 중심으로 한 부모자식으

로 이루어진 기본가족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졌다 보고, 신라 사회의 기본단

위 또한 마찬가지라 보았다. 한편 이와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가족묘의 등

장을 국가성립기에 국가 통제력이 강화된 결과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으

며, 박순발(2000)은 황남동 109호분과 같은 가족묘의 등장을 씨족단위의 사

회편제가 해체되고‘編戶齊民’을 통해 국가 통제력이 강화된 결과, 가족이 

사회 기본단위로 보편화되면서 그것이 무덤의 축조에도 반영되었다고 해석

하였다. 

이상을 정리하자면, 표형분의 해석에서 가족묘에 대한 논의의 확장에서 

의 한계라 할 수 있으며, 부장경향이 아닌 다른 독립변수를 통해 성별추정이 필
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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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듯 피장자의 성별 문제는 단지 개별 무덤의 해석 문제가 아니라, 고분의 

배치 방식에서부터 멀리는 사회 구조의 해석까지 관련된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논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잠정적인 성별 추정안인 이식

-성별 가설의 논리적 근간은 대도와 남성성을 연계하여, 대도라는 유물을 

젠더화하고 그 부장 여부에 따라 성별을 판단한 데 있다. 그러나 칼과 남성

성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현대의 특정한 관점이기 때문에, 이

러한 방식의 가정이 어디까지 통용될 수 있는지는 근본적인 문제로 남는다

(Arnold 2016). 신라 사회의 부장관습에서 대도와 성별 또는 젠더가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으며, 따라서 우리의 선입

견일지도 모르는 인식이 과거 무덤 자료의 해석에 근거가 되어서는 곤란하

다. 칼과 남성성이 연관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연관이 삶과 죽음 모든 맥락

에서, 시대와 지역과 사회에 상관없이 같은 방식으로 젠더화한다고 보는 관

점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다.8)

마찬가지로 표형분을 부부묘로 파악하는 것이나 봉토의 연접을 가족묘

로 해석하는 것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부부 공동

매장의 장례개념이나 핵가족적 가족구성이 시대와 지역에 상관없이 과거 사

회에서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신

라 사회의 조묘자들이 장례 의례의 맥락 안에서 특정 유물과 피장자의 성별

을 어떻게 연관지었는지, 그리고 무덤의 배치관계에서 표현하고자 하였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현대의 선입견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소

수이기는 하지만 인골을 토대로 한 피장자 검토 사례를 살펴보면, 표형분인 

경산 임당 G5, 6호의 경우나, 동일 석관 내 합장인 일본 나라현 후지노키 

고분의 경우, 배치관계를 통해서는 남녀 피장자의 연접 혹은 합장으로 여겨

8) 이처럼 모든 사물이 모든 시대와 지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젠더화하는 것은 아
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칼은 남성적이고 장신구는 여성적이라는 젠더화된 
사물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를 완전히 폐기하자는 식의 논의가 아니라, 이러한 
유물들이 어떠한 맥락적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이다(쏘렌
센 2014: 148). 대도나 방추차와 같은 유물이 실제적으로 검증된 피장자의 성별
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점검한 다음에야 이후의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이상 사상누각의 논의에 불과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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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으나, 인골의 분석을 통해서는 모두 남성 2인의 매장으로 밝혀졌다(김재

현 등 2001; 池田·片山 1994; 片山 2013). 경산 임당 유적 고총군에 대해서

도 가족묘로 본 해석이 있으나, 피장자 집단의 mtDNA 분석을 통해서 살펴

본 바 적어도 핵가족적 가족구성이 무덤배치에 반영된 것이 아닌 것으로 드

러났다(이준정 외 2008). 따라서 선입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고분 자료를 해

석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별 추정 연구사 검토를 통해

서, 본고의 진행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잠정 가설인 이식-성별 가설이 타당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9) 그리고 만약 그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

날 경우, 현대의 문화적 선입견과는 무관한 자료를 근거로 대안이 제시되어

야 한다. 즉 피장자의 생물학적 성별을 높은 정도로 반영하는 자료를 찾아 

성별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성별

이 피장자 성격의 하나로써 적석목곽묘 전반의 구성에 어떤 변수가 되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착장 이식이 성별과 무관한 것이라면, 이식의 종류가 의미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세환

이식과 태환이식은 완전히 배타적인 착장 양상을 보이고, 등자를 비롯한 적

어도 일부 부장품은 차별적인 부장 양상을 보이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하

대룡 2016). 따라서 성별과 무관하다 하여도 다른 종류의 피장자 성격과 연

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여전히 주요한 분석의 대상으로 둘 

필요가 있다.

이처럼 연구사적 검토를 바탕으로 현 단계에서 신라 고분 피장자의 성

격을 설정하면 첫째는 계서이고, 둘째는 성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성별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착장 이식 또한 피장자 성격과 관련된 

9) 경산 지역의 고총군의 인골 자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검토에서 이미 이식-성별 
가설에 일부 한계가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이준정 외 2008). 본고에서는 신라권 
전반의 인골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장에서 보는 바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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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10) 본고에서는 피장자 성격의 측면 중에

서도 이와 같은 측면을 중심으로, 부장품의 구성과 유구의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여 신라 고분의 조성 방식을 이해하고 그 함의에 대해 

논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이론적 바탕이 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

도록 한다.

10)  이 외에도 연령과 같은 변수 또한 피장자의 성격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하지만 신라 고분에서 기본적으로 영유아와 같은 특정한 연령대는 옹관묘
라는 별도의 묘제를 사용하고, 적석목곽묘에는 일정 연령 이상의 피장자가 안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특정한 연령대에 도달해야 성인용의 묘제에 매
장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뜻하며, 연령과 성원권(membership), 그리고 묘
제가 연동하는 체계가 존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의 주요 목
적이 부장양상을 비롯한 고분 구성의 규명에 있으므로, 부장품이 적어 해당 분
석이 어려운 옹관묘는 분석 범주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적석목
곽묘 피장자라 하더라도 청소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 범주가 있
을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인골 자료의 부재로 인해 접근에 명확한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연령의 측면은 금령총과 같은 소수의 아동 피장자에 대해 매우 한정
된 범위에서밖에 다룰 수 없음을 미리 언급해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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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앞서 설정한 피장자의 성격 제 측면을 확인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적석목곽묘의 구성 원리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이는 

착장 위세품과 마구, 토기, 철기에 이르는 각종 부장품과, 연접과 군집화 등 

유구의 공간적 배치 등 여러 단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양상

이 서로 다른 계층 및 시대에 따라, 그리고 중앙과 지방에서 어떻게 같고 

다른지에 대해 검토하고 그 사회적 함의에 대해서도 시론적으로 논의할 것

이다.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과 사회가 무덤에 

어떻게 반영되고 그 부장품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나아가 무덤을 바라

보는 관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 실시될 작업

에서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피장자와 무덤이 

갖는 관계, 그리고 부장품의 구성과 의미에 대해서 각각 사안을 나누어 살

펴보고 본고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한다. 

1) 피장자와 무덤

무덤이 기본적으로 피장자를 위한 시설이므로 거기에는 피장자의 정체

성이 적어도 일정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결국 무덤을 만드는 

것은 조묘자이므로 무덤을 만드는 과정과 결과물이 단순하게 결정되지는 않

는다. 여기에는 복수의 주체가 복잡하게 관여하기에 수많은 변수와 예외가 

있고, 이념과 세계관, 사후관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도 하다. 따라서 피장

자의 성격이 무덤에 적어도 일정 부분 반영될 것이라 본다면 다른 종류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즉 피장자의 성격이 어느 정도, 어떠한 과정을 거쳐 

무덤에 반영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더 넓은 틀에서 무덤은 어

떻게 구성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론적, 학사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하에서

는 피장자와 무덤 간의 관계에 대해 학사적으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살

펴보고 본고의 시각을 정리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고고학에서 무덤 자료는 과거 사회의 조직과 구조에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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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이데올로기와 세계관까지 반영하는 자료이다(김승옥 2001; Carr 1995).  

과정주의 고고학자들은 무덤 자료의 여러 측면이 피장자의 사회적 인격을 

반영한다는 관점 하에서(Binford 1971; Goodenough 1965), 무덤의 크기나 부

장품의 양과 질을 통해 위계와 같은 사회 조직의 복원 측면에서 무덤 자료

에 접근하였다(Goldstein 1981; O'Shea 1984; Peebles and Kus 1977; Shennan 

1975; Tainter 1975). 이러한 연구는 무덤이 피장자의 역할과 지위, 부는 물

론, 사회의 조직과 구조를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졌다

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장례 잔존물의 이질성(heterogeneity) 정도

가 사회조직의 복잡도와 정비례할 것이라는 언급에서 잘 드러나며(Binford 

1971, Saxe 1970),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족지적 자료가 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무덤이 사회와 개인의 다양한 측면들을 일률적으로,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기 보다는 무덤을 만든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와 실제를 재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창조한 구성물이라는 관점이 대두되었다(Hodder 1980; 

Parker-Pearson 1982, 1993, 1999). 이러한 후기과정주의 관점에 따르면 무

덤은 생전의 직접적인 반영물이 아니라 조묘자(造墓者)11)의 의도에 따라 만

들어진 사회적 행위의 매개물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사회의 해석에 적용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결론에 가깝게 된다. 가령 Kamp(1998)의 연구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무덤에서 실제로 관찰되는 사회적 지위의 다양성이 매

우 큰 이유는 고고학자가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위계가 아니라 사회

11) 영미권에서는 피장자(the dead)와 대비하여 살아있는 사람들(the living)으로 표
현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대로 번역할 경우 특정성이 희박해지기 때문에 한국 
고고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인 조묘자를 사용하였다. 부연하자면 본고
에서 조묘자는 말 그대로 무덤의 축조를 담당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피장자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무덤이 만들어지게 되는 일련의 장례의례와 의사
결정을 총괄하는 개인 혹은 집단을 뜻한다. 무덤의 입지와 형태, 부장품의 양과 
질 등 무덤 전반의 구성이 모두 조묘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겠으나, 그 선택 또
한 해당 사회가 갖는 규범과 질서를 바탕에 둔 것이기에 조묘자 임의에 의한 것
으로만 볼 수는 없다. 합의나 규범에 따라 장례의례의 단계마다 다른 조묘자가 
절차를 주도할 수도 있고, 장례 이후의 무덤 관리나 의례를 주도하는 인물도 여
기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성격의 조묘자가 사회적 규범이 인정하는 한
도 내에서 각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하고 행위하였을 것으로 기
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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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쟁이기 때문일 수 있다.

이처럼 무덤이 피장자와 사회의 여러 측면을 실제에 가깝게 반영한다는 

관점과, 조묘자에 의해 재구성 혹은 재창조를 거치기 때문에 단순하고 직접

적인 재현물이 아니라는 두 관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여러 연구들이 이러한 

두 가지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양자택일적 입장에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적석목곽묘 혹은 석실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로 전자의 입장에

서, 부장품 전반의 종류와 구성(최수형 2013), 유구의 크기(최병현 2012a)와 

구조(權龍大 2009), 봉토의 크기(윤상덕 2014) 등을 통해 사회적 위계와 계층

화 분석에 집중하였다. 이는 주로 이전 시기에 비한 사회복합화의 심화나 

국가 형성을 전제에 두고 위계화의 심화 관련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과 일정 

정도 맞닿아 있다. 하지만 피장자의 성별과 직능과 같이 다른 차별화를 낳

는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단지 사회적 위계만을 생각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성주 2017), 더 넓은 틀에서, 한국 고고학 전반의 무덤 연구의 계층성 분

석에 대한 매몰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김종일 2007). 

 적석목곽묘 연구에서 후자의 입장에 선 연구는 아직 찾기가 어렵다. 

다만 최근 들어서 계층성보다는 기념물로써 신라 고분을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그에 따라서 표형분과 같은 봉분의 연접을 자신의 권력 정

당성을 확인하고 재생산하려는 조묘자의 전략적 행위가 반영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金大煥 2016a, 2017). 
주의할 점은 두 가지 입장이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기에, 양자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Brown 1995; Chapman 2013; Jaffe and 

Cao 2017). 가령 조묘자는 피장자의 권위를 무덤의 축조를 통해 재현하고 

그 과정을 주도함으로써 자신의 권력 정당화를 시도할 수 있다. 또한 고총

기의 신라 사회와 같이 고도화된 복합화를 이룬 사회 내에서는, 착장위세품

의 부장 정형에서 나타나듯 복식제도와 같은 규범화된 장치를 통해 피장자

가 생전에 부여받은 사회적 정체성이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크고(李熙濬 
2002), 착장 이식에 따른 차별적인 무구와 마구의 부장 양상에서도 보이듯

이 부장품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도 일정한 규범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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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룡 2016). 즉 적석목곽묘 축조 집단은 일정 정도 고정된 신분제 사회에

서 사회 구성원을 계서에 따라 구분하는 복식제도를 운용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장례에 있어서도 수평적인 분화를 바탕으로 분할된 장례 규범을 사용

하였을 것으로 상정된다. 적석목곽묘 축조 집단이 이러한 정도로 제도적 바

탕 하에 구조화되고 규범적인 사회에 속해 있었다 한다면, 경주지역의 적석

목곽묘 자료 전반이 전적으로 조묘자에 의한 전략적 선택과 경쟁으로써만 

구성되었으리라 보기는 어렵고, 일정 부분 피장자 성격과 그에 따른 규범에 

기반하고 있었으리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무덤 자료 중에서, 피장자 고유의 것부터 완전히 조묘자에 의

한 조정 내지는 조작을 거친 것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개별 무덤 내에서, 

여러 무덤의 연결 관계에서, 혹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여러 층위에서 존재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피장자

가 갖는 여러 사회적 정체성 중에서, 신라 고분 전반을 관통하는 설명의 토

대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앞서 본 연구사적 검토를 통

해 볼 때, 본고에서는 이를 일차적으로 피장자의 성별과 계서로 판단한다. 

착장 이식 또한 일정 위계 피장자가 모두 지니는 속성이면서 세환이식과 태

환이식이 배타적인 착장 양상을 보이므로, 만약 성별과 무관할 경우 유효한 

분석의 기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착장 이

식에 따라 서로 다른 유물의 부장양상이 존재함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따라

서 양자 간 부장 경향의 차이를 밝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피장자의 성격 제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확립

한다면, 계서나 성별을 독립변수로 두고 그에 따라 어떠한 무덤의 속성이 

종속변수로 변화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어 무덤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각 무덤의 연결 관계에 있어서도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표형분이 과연 부부묘인지, 또는 연접분이 핵가족적 가족구성에 따라 

구성되었는지, 계서나 착장 이식은 연접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결과에 따라서 기존 가설을 유지할 것인지 새로운 

설명이 필요한지가 확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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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신라 고분에 피장자의 사회적 

정체성이 상당한 정도로 반영되어 있되, 거기에는 조묘자에 의한 조정이 일

정 정도 개재되어 있는 것으로 전제한다. 다만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볼 

때 고총기의 신라 사회가 고도로 복합화된 사회인 점, 세습에 의한 신분제

를 갖추고 장례와 관련하여서도 일정한 규범과 규칙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상정되는 점을 들어 조묘자에 의한 완전한 재창조는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달리 말하자면 피장자와 조묘자에 더해, 사회적 규범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된다는 것이다. 무덤이 조묘자에 의한 조정을 거쳐 피장자를 

일정 정도 재현하되,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높은 정도로 계서화된 사회라면 어떤 특수한 정치적인 필요성과 상황이 전

제되지 않는 이상 조묘자가 순수히 전략적 행위로써 낮은 위계에 있던 피장

자의 무덤을 극도로 과장해서 축조하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높은 위계에 

있던 피장자의 무덤을 조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준 이하로 축조하

거나 전혀 다른 기준으로 축조하게 된다면 구성원들의 비난은 물론 자신의 

사회적 입지도 곤란해질 것이다.12)

따라서 조묘자의 무덤 축조는 자신과 피장자를 과시할 기회이기도 하지

만 동시에 사회적 기대를 만족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조묘자의 행위는 이러한 전략적 기회와 사회적 책무 사이에서 제한되어 있

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물론 조묘자는 단지 규범만을 수동적으로 수

행하는 존재가 아니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장품의 양이나 유구의 크기는 

규범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조묘자 간의 경쟁이나 다른 전략적 선택에 의

해 상당 부분 변화될 수 있다. 때문에 특정 유물의 출토 여부나 수량, 유구

의 크기를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곧바로 사회적 계급으로 환원하는 방식은 

12) 이와 관련하여 볼 수 있는 것이 조선후기 윤지충의 사례이다. 양반계급이었으
나 천주교 신자였던 윤지충은 천주교식으로 모친의 상을 치렀고, 이것이 알려져 
大明律의 發塚條 등이 적용되어 참수되었다(吳袿鉉 2007: 24). 조묘자에게 있어 
무덤의 축조가 전략적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책임이자 의무이기도 
하며, 다소 극단적이기는 하나 그것이 사회적 기대와 다를 경우의 결과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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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지양한다. 그보다는 피장자의 성격을 검토하고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아, 그 제 요소에 따라 어떻게 신라 고분의 유물과 유구가 구성되었는지 

검토하여 적석목곽묘의 구성 원리에 대해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2) 부장품의 구성과 의미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덤 자료가 조묘자에 의해 조정을 거친 피장자와 

사회의 간접적인 반영물이라 본다면, 부장품 전반에 대해 분석할 때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무덤 자료의 중심을 이루

는 부장품은 고고학에서 크게 몇 가지 함의를 갖는다. 고고학이 본격적인 

학문 분야로 성장한 19세기부터, 부장품은 형식학적 접근의 대상으로 편년

의 수단이자, 양식적 접근을 통해 종족성, 민족성을 추적하는 단위이며, 마

지막으로 차별적 양과 질을 통해 사회 위계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Härke 2014). 
부장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신라 고분의 연구에

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시되었지만 부장품의 성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룬 경우는 찾기 어렵다. 여기에서는 여러 경우를 상정한 다음 각각의 맥

락을 좇는 방법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부장품에 대한 가장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은 내세에 필요한 물품으

로 보는 것이다. 당시 사회가 정의하는 사후세계에 도달하는 수단이거나 거

기서 삶을 이어가기 위해 부장품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신라 고분 연구에

서 이와 같은 해석을 본격적으로 적용한 것은 변태섭(1958, 1959)의 연구로

써, 이른바 繼世思想으로 인해 식량과 생필품, 장신구 등의 부장은 물론, 순

장과 부부합장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신라 고분 조영의 배후에 계세사상이 

존재한다는 시각은 이후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예를 들면 金龍星 
1998), 기마인물형토기, 주형토기, 압형토기 등 상형토기의 부장 목적을 피

장자의 사후세계 인도로 해석한 시각(권오영 1999; 愼仁珠 2002; 李殷昌 
1991)도 특정한 부장품의 상징성을 계세사상의 관점 하에서 해석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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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신라 고분 자체를 사후의 주택(陰宅)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金龍星 1998), 같은 맥락에서 적석목곽묘의 지상적석부를 당

시의 주택을 모방한 것으로 본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金大煥 2016b). 계
세사상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명은 어렵지만, 특히 고총기 신라 고분 전

반에 나타나는 후장 경향이나 순장은 신라인의 사후관에 대해 시사하는 바

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반적인 유물의 구성을 해석하는 데 있어 사

후세계의 대비 일변도로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하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부장품은 다양한 맥락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

다.

다음으로는 부장품을 피장자의 소유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부장품

의 질과 양이 피장자의 계서나 지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해석과 연관

될 수 있다. 신라 고분에서는 특히 착장 위세품을 피장자의 소유물이자 생

전의 복식으로 보는 시각이 강한데, 이는 그 출토 맥락에서 착장한 것과 부

장한 것이 명백히 구분될뿐더러, 착장 양상에서도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어 

복식제도의 존재가 상정되기 때문이다(李熙濬 2002). 굳이 착장하지 않고 미

착장 부장시킨 위세품이 분명히 확인되는 점에서 피장자의 복식(혹은 소유

물)이 아니었던 것은 분리시켰던 정황이 명백하다.

따라서 착장 위세품은 피장자의 생전 복식을 그대로 반영할 가능성이 

크고, 피장자의 계서나 지위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

며, 본고에서는 특히 착장 위세품과 관련하여서는 피장자의 복식이자 소유

물로 판단하는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 다른 부장품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서 논의하였다시피 그 양의 많고 적음을 계층으로 환

원하는 방식은 지양하며, 먼저 피장자와 관련한 변수를 확인한 후에 접근하

도록 하겠다.

부장품의 성격에 대한 또 다른 관점으로는 조묘자나 장례의례 참가자의 

공헌물로 보는 것이 있다. 이는 넓게 보아서는 장례의례에 사용된 음식이나 

13) 반면 상형토기를 영혼 운반의 매개가 아니라 피장자의 직능이나 신분 표지로 
본 견해도 있다(홍보식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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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부장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 신라 고분 연구에서는 특히 부장

된 토기를 장례의례의 제사상 등 상차림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공헌유물

로 해석한 사례가 있고(김용성 2009), 토기 기종 구성이 음식의 봉헌과 관련

되어 있다는 해석도 있다(이성주 2014). 요컨대 토기 자체의 부장이 목적이 

아니라 음식의 봉헌이 목적이라는 것으로, 신라 고분에서 가장 주된 부장품

인 토기가 피장자보다는 오히려 조묘자나 그가 중심이 된 의례행위와 관련

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때로는 특정 부장품이 공헌물인지 피장자의 소유물인지 구분하기가 어

려운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령 최근 금관총의 尒斯智王銘 대도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해당 유물을 피장자의 것으로 판단할지(김창호 2014), 혹

은 이사지왕의 공헌물로 판단할지에 따라(金在弘 2014) 피장자의 성격이 크

게 달라지게 된다. 또한 대도 부장에 있어 ‘봉납’의 가능성을 고려하게 

된다면(구자봉 2005), 착장이 아닌 부장이라 하여도 피장자의 소유물일 가능

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된다(김대환 2017).

또한 일부 부장품이 조묘자의 공헌물이라면, 별도의 근거 없이 부장품

을 토대로 피장자의 성격을 추론하는 논리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가령 갑주

나 무기류의 부장 여부로 피장자의 성별을 판단한다고 하면, 먼저 그러한 

부장품이 피장자의 소유물이되 조묘자의 공헌물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별 부장품에 대해 모두 이러한 판단을 

거치는 것은 어려우므로, 역으로 피장자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방

법론적으로 유리하다 하겠다. 

그 외에도 부장품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구성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 아직 신라 고분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한 부장품이 피장자의 삶이나 삶에서 있었던 특정한 사건, 혹은 역할에 

대한 은유라는 해석이 있다. Solberg(2004)는 노르웨이 지역의 바이킹 무덤

에서 출토되는 로마제 유리잔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러한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는데, 가령 수리흔이 있는 유리잔은 그것이 중요한 의례나 연회의 회

상물이기 때문에 버려지지 않고 수리되어 부장되었다는 것이다.14) 

이처럼 부장품의 성격과 부장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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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말이지만 이와 같이 다양한 사유들이 하나의 부장품에서 반드시 서로 배

타적이지 않을 수 있고, 하나의 무덤에서 출토된 부장품의 최종적인 구성이 

여러 가지로 구성될 수도 있다. 가령 김용성(2009)은 임당 유적에서 주곽의 

부장품은 피장자의 신분과 관련이 있고, 부곽의 부장품은 의례적 성격이 강

한 공헌유물이 부장된다고 보아 출토 위치에 따라 부장 맥락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할 것이지만, 

적석목곽묘를 비롯한 신라 고분의 특성과 기존 연구의 관점을 참조하여 본

고의 목적에 맞게 기본적인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크게 나누어 피장

자에게 직접적으로 종속된 것인가, 아니면 조묘자에 의해 선택된 것인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다. 

첫째는 피장자의 개인적 소유물로써, 피장자 성격과 깊은 관계를 갖는 

부장품이다. 기본적으로 출토 맥락에서 피장자가 직접 신체에 착장한 것으

로 밝혀지는 착장형 위세품이 그에 속하는데, 그 착장/미착장 부장 여부와, 

착장 양상의 집단적인 반복에서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복식의 일부였을 

것으로 상정되기 때문이다(李熙濬 2002). 물론 무덤 내의 복식이 피장자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지, 아니면 사후에 재구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착장위세품은 그 가시성으로 인

해 그간 심도있는 연구를 거쳐왔고, 다른 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토 맥

락부터 상세하게 연구되어 왔다. 그렇기에 신체에 착장하는 속인성(屬人性)

(崔鐘圭 2011)과 착장/미착장품의 의도적 구분 매장 양상이 상당히 자세히 

밝혀져 있고, 이를 종합할 때 개인적 소유물 혹은 그에 준하는 부장품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부장품의 경우 조묘자에 의한 

간섭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어 여타 부장품 분석의 토대로 

14) 신라 고분에서도 동로마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김차규 2009) 유리용기가 종
종 출토되며, 그 중에서는 황남대총 남분 출토 鳳首形琉璃甁처럼 수리흔이 관찰
되는 것도 있다. 하지만 신라 고분의 유리용기는 소수의 최상위계고분에만 한정
되어 보다 위세품적인 성격이 강하고, 피장자의 계서와 보다 깊은 상관이 있다
고 해석된다. 즉 같은 유물이라 하더라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피장자의 다른 측
면과 연관될 수 있는 것이다.



- 34 -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는 조묘자가 선택한 부장품으로 토기와 철기를 비롯한 여타 부장품

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양과 질은 피

장자의 계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착장위세품의 종

류, 숫자와 다른 부장품의 양과 질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지적되어 왔다(金龍星 1998; 최병현 2017a).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

가 있는지는 정량적인 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

장자의 성격 중 계서 이외의 다른 요소에 따라서 전반적인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무구, 마구와 같은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루어졌을 뿐, 아직 검토가 미흡하므로 부장품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

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피장자의 성격이 갖는 

제 요소에 따라서 어떠한 부장양상이 나타나는지를 가장 우선에 두고 분석

을 진행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피장자/조묘자에 의한 부장품 구성 구분은 

어디까지나 방법론적 차원에서의 구분일 뿐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고 

유동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가령 부장된 토기와 철기 중에는 피장자의 소

유물인 것과 조묘자가 장송용으로 준비한 것, 장례 과정에서 사용한 것이 

섞여 있을 수 있다. 또한 갑주나 성시구와 같은 무구, 그리고 재갈, 등자, 

안교와 같은 부장품은 신체에 직접 착장하고 부장되지는 않지만, 그 운용 

방식이나 재질에 있어서 착장위세품과 대단히 유사한 성격을 갖는 면이 있

다. 따라서 착장품은 아니지만 다른 부장품과 비교한다면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의 구분이 분석의 토대를 마련

하기 위해 어디까지나 방법론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유념해 두고자 

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부장품은 매우 다양한 

맥락에서 구성되며, 그 양이나 질이 반드시 피장자에게 종속되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묘자 간 경쟁이나 다른 가변적인 상황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

화한다는 점 또한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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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방법과 대상

1) 연구 방법

본고의 목적은 첫째로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 제 요소에 대해 검토

하고, 둘째로는 그에 따라 부장품과 유구의 구성에서 나타나는 정형성을 찾

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그 사회·정치적 함의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방법상 먼저 피장자 성격의 주요 요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다만 주의할 것은 본고의 목적이 피장자 개인 차원의 검토에 있지 않

고, 적석목곽묘 전반에서 감지되는 피장자 성격의 표현 방식을 검출하고, 그

것을 기반으로 부장품과 유구의 제 양상을 검토하여 고분 구성의 정형성을 

추출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피장자 성격에는 여러 측면이 있을 것이지만, 

정형성의 추출에 적합하고 집단 차원에서 접근 가능한 것들을 선별할 필요

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고에서 앞서 설정한 것이 계서와 성별, 그리고 착

장 이식의 세 가지이며, 각각을 토대로 신라 고분의 유물과 유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비교하여 검토하는 것이 본고의 주된 연구 방법이다.

이 중에서 착장 이식은 그 출토 여부만으로 자명한 판별 기준이 되어 

접근에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피장

자 성격의 한 측면으로 판단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은 신라 고분의 피장자를 양분하는 

가장 가시적인 자료였기 때문에, 피장자의 정체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으로 상정되어 왔다. 크게 성별 또는 직능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金龍星 1998; 李熙濬 2002), 양자가 양측적인 대립을 보이면서 출토되고, 특

히 세환이식은 대도와 공반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성별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인골 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검토된 바에 따르면, 

착장 이식이 성별과 일대일로 대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식에 따라서 대도 이외의 착장위세품에도 상당히 다른 구성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로써는 그 성격이 분명하지 않으나 피장자가 갖는 모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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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잠정적으로 

성별, 계서와 함께 주요한 검토 대상으로 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장자의 계서에 대해서는 그간 착장위세품의 종류와 수, 유물의 

양과 질, 봉토의 크기 등 여러 측면에서 평가되어 왔으나, 피장자를 중심으

로 놓는다면 역시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착장위세품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착장위세품의 구성이 성별이나 착장 이식 

등 피장자 성격의 다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별의 

판단 이후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다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착장 이식과 성별, 계서의 피장자 성격 세 가지 측면에 대한 검

토가 완료된 이후, 그에 따른 적석목곽묘의 구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

할 것이다. 적석목곽묘의 구성 검토는 크게 부장품의 부장양상과 유구의 배

치양상으로 나누어 진행할 것인데, 피장자 성격의 세 요소에 따라서 각각이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지 검토할 것이다. 부장품은 크게 무구·마구를 중

심으로 한 위세품과 토기·철기로 나누어 볼 것이며, 유구에 대한 검토는 

연접 방식과 소군집화 방식으로 나누어 검토할 것이다. 적석목곽묘의 부장

품과 유구가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공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 적석목곽묘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론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연구 성과에 더해 적석목곽묘의 구성과 축조에 대한 이

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간 주로 계층성의 측면에서만 논의되어 오던 피

장자를 본고에서 설정한 피장자 성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적석목곽묘의 제 요소가 피장자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 실

증적인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피장자 성격과 그에 따른 고

분의 구성이 시간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관찰할 수 있게 되므

로 신라 사회의 성장과 변화에 따라 피장자와 그 무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

지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장자 성격과 그에 따른 고분 구성이 중

앙과 지방에서 어떻게 같고 다른지 비교할 수 있게 되므로 묘제와 계층성, 

토기 양식과는 별도로 신라의 고분문화를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수단

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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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연구의 흐름이 이렇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부

분은 피장자 성격의 제 측면에 대한 검토이다. 따라서 착장 이식이 성별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검증하고, 만약 양자간 관련이 없다면 피장자의 성별

에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착장 이식과 성별

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장자의 계서를 판단할 것인데, 착장 이식에 따라서 

여타 착장위세품의 구성이 달라지는 점이 이미 지적된 바 있고, 아직 분명

하지 않지만 성별에 따라서도 그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이후 피

장자 성격의 제 측면에 따라 부장 양상과 유구 배치가 어떻게 달라지며 어

떠한 경향성이 나타나는지 차례로 검토하고, 지방 고분의 피장자 성격과 고

분 구성에 대해 검토한 뒤 고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논문의 구성과 진행 방식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분석의 첫 번째 장인 Ⅲ장에서는 신라 고분 피장자의 성격에 대한 복원

을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착장 이식과 성별, 계서 세 측면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우선적으로 착장 이식이 기존 논의에 따라 성별을 반영

하는 것인지 현존하는 인골 자료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성별 

추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인골 자료가 제한된 현 상황에서도 성별 

추정을 가능토록 할 만한 방법론의 구축을 위해, 관련 연구 사례를 검토하

여 신라 고분에서 피장자의 성별 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설정하고 

적용하였다.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신체의 대소를 직접적으로 반영

하는 착장 유물의 크기에서 인간의 성별이형성(性別異形性)에 의한 계측적 

차이를 찾아내고 그를 토대로 착장자의 성별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직

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출토 양상과 피장자 안치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 또한 병행하였다. 이후 이러한 방법론이 적석목곽묘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변수를 찾고, 이를 토대로 성별과 관

련된 가설을 세우고 현존하는 인골 자료를 통해 검증하였다.

IV장에서는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적석목곽묘의 부장품이 어떻게 구성

되었는지 본격적으로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피장자의 착장 

이식과 성별, 계서에 따라서 무구와 마구(1절), 토기와 철기(2절)가 어떻게 

부장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무구와 마구는 성시구·갑주와 재갈·등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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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엽·안교로 각각 분류하였고, 토기와 철기는 각각 12개 기종과 19 종

류로 분류하여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의 내용은 피장자의 성별이나 착

장 이식에 따른 출토율, 계서와 출토 수량의 상관관계, 전반적인 구성의 통

계적 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장자 성격의 특정한 측면이 특정 

부장품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폈다. 그를 통하여 어떠한 경향성이 존재하

는지 파악하여 부장품의 구성 원리에 접근하였다. 

V장은 피장자 성격에 따라서 적석목곽묘의 유구가 어떻게 배치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피장자의 성별과 착장이식, 계서가 유구의 배치 및 소군집화

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검토하여, 1절에서는 연접축조 양상에서 나타나는 

정형성을, 2절에서는 왕릉군의 소군집화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VI장에서는 피장자 성격에 따른 고분의 구성이 경주의 적석목곽묘와 지

방의 여타 묘제에서 어떻게 같고 다른지, 적석목곽묘에서 사용한 방법론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비교하였으며, 마지막 VⅢ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피장자 성격에 따른 신라 고분의 구성 양상을 중심으로 그 

사회·정치적 함의에 대해 시론적으로 논하였다. 먼저 1절에서는 월성북고

분군의 적석목곽묘 축조집단을 중심으로 하여 경주지역 내적으로 피장자와 

고분 구성이 갖는 사회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고, 2절에서는 지방 고분 자료

가 보여주는 정형성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 논하였다.

2) 연구 대상

이상의 접근을 이루기 위해 본고에서 다룰 핵심 자료는 신라 고분 연구

의 중심을 이루는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묘이며, 비교를 위해 지방의 상

위 계층을 중심으로 한 고분 또한 일부 포함할 것이다. 

연구 대상 적석목곽묘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석목곽

묘의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기원과 범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복잡다단한 논의가 있고 때로는 상반되는 견해가 대립하기도 

한다. 크게 나누어서는 적석목곽묘의 범주를 넓게 보아 사방적석식도 포함

시키는 견해와(李熙濬 1996b), 목곽 상부까지 돌로 덮은 상부적석식만 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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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곽묘로 한정하는 시각이 있다(김두철 2009; 최병현 2016a, 2016b). 후자에 

대해서는 형식 분류 과정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이후

의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부적석식의 적석목곽묘에만 한정적으로 존재

하는 여러 구성원리가 확인되며, 이러한 점에서 상부적석식은 분류적 개념

이 아니라 경주지역의 상위 엘리트만이 다른 신라 엘리트를 배제하고 의례

적 차별성, 혹은 고총화(심현철 2013a)를 지향하여 배타적으로 축조한 묘제

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상부적석식 적석목곽묘는 일정한 의도와 기획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유효한 분석 단위인 바, 사방적석식과는 다른 형식으로 분리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하 본고에서 적석목곽묘로 칭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부적석식(및 지상적석식)만을 말하는 것이고 사방적석식은 제외하는 개념

이다. 

따라서 상부적석의 존재 여부가 적석목곽묘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나, 상부적석의 규모와 정도도 실제 사례 내에서는 매우 다

양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일부 보고 중에서는 상부적석의 존부를 판단하

기 곤란한 경우가 간혹 있고, 보고자와 연구자 간에 상부적석의 존재 여부 

판단이 서로 다른 경우도 없지 않아 석재충전목곽묘로 볼 것인지 적석목곽

묘로 볼 것인지 의견이 나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 대체로 보고서의 

기술과 보고자의 판단을 존중하여 적석목곽묘 여부를 판단하였다.15)  

이상의 기준을 따라서 월성북고분군에서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모든 적

15) 본고에서 다룰 적석목곽묘의 범주는 이상과 같은데, 최근 최병현(2016a, 2017a)
은 기존에 상부적석의 판정이 곤란하였던 계림로 48~53호분과 같은 다곽묘에 상
부적석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하고, 적석목곽묘로 재분류하였다. 상부적석의 존부
를 최우선 기준으로 한 면에서, 즉 묘곽의 구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판단이다. 하
지만 사주적석을 다른 무덤과 전면적으로 공유하면서 정연히 연접을 이루는 방
식이나, 호석의 구성이 다른 묘형의 적석목곽묘와는 크게 달라, 같은 범주로 둘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여타 묘형의 적석목곽묘와는 
축조가 완료되었을 시의 외형이 완전히 달랐을 것이므로, 당시 구성원들의 관점
에서 보았을 때에는 소형의 적석목곽묘와는 다른 종류의 범주를 가진 무덤으로 
여겨졌을 공산이 크다고 생각되며, 아마도 그것을 다곽분의 조묘자들이 의도하
였을(혹은 강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바 본고의 적석목곽묘 분석에서 
다곽분은 일단 제외하여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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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목곽묘를 대상으로 한다. 그에 따라 분석 대상의 시간대 또한 월성북고분

군에서 적석목곽묘가 주로 조영되는 시기인 신라 전기(崔秉鉉 1992) 혹은 

고총단계(金龍星 1998)가 될 것이며, 편년안은 현존하는 월성북고분군의 가

장 상세한 안인 최병현(2016a, 2017a)의 분기를 따를 것이다. 그에 따라서 

절대연대는 연구자 간 차이가 있지만 대략 4세기 중·후반 ~ 6세기 전반에 

해당한다. 이는 경주에서 황남동 109호 3, 4곽에서부터 석실이 본격적으로 

축조되는 시기 이전까지이다.16) 다만 지난 100년 간 발굴된 적석목곽묘의 

보고 수준은 착장위세품만 보고된 것에서부터 출토 유물이 전량 보고된 것 

까지 다양하여, 각각의 분석 대상의 숫자에는 차이가 있다. 착장위세품의 분

석에는 2종 이상이 출토된 고분 71기를 대상으로 하였고, 토기와 철기의 분

석에는 출토 유물이 전량 보고된 고분 24기를 대상으로 하였다.17)

또한 적석목곽묘와의 비교를 위해 지방의 신라 고분 또한 다룰 것이다. 

이들은 지역적으로는 낙동강 이동이되 금호강 이북에서는 이서 지역도 일부 

포함하며, 강릉 등 동해안 지역도 포괄한다. 다만 이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여러 지역 단위의 자료를 대상으로 별도의 분석을 수행하였으므

로, 분석마다 필요에 따라서 계층과 지역을 달리한 경우가 있다. 가령 필요

에 따라서는 적석목곽묘 내에서도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을 분리하여 분석

한 경우도 있고, 지방의 고분은 용이한 비교를 위해 일정한 기준을 두어 상

위 위계의 것만 택하여 적석목곽묘와 비교할 것이다. 이 또한 적석목곽묘와 

마찬가지로 보고 자료의 수준에 차이가 있어, 착장위세품의 분석 대상은 69

기, 토기와 철기의 분석 대상 고분은 39기이다.18) 

본고의 분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덤의 제 요소가 피장자의 성격 제 

측면을 기본 배경으로 하되 최종적인 결과는 조묘자에 의한 선택에 의해 구

성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따라서 특정 유물이나 기종에 대한 분

16)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전한 박장(薄葬)이 이루어지기 전의 일부 석실
분의 경우는 분석 대상에 포함된 경우도 있다.

17) 착장위세품 분석 대상 적석목곽묘의 내역은 <표 14>에서, 토기와 철기 분석 대
상 적석목곽묘의 내역은 <부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18) 착장위세품 분석 대상 지방 고분의 내역은 <표 30>에서, 토기와 철기 분석 대
상 지방 고분의 내역은 <부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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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아니라 여러 유물의 공반관계, 출토 여부, 출토 비율 등 부장품이 어떠

한 복합체를 이루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기본적

으로 도굴되지 않은, 그리고 출토 유물이 전량 보고된 유구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있다. 신라 고분 조사의 초기 단계에서는 출토 유물을 전량 보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정보를 바

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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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 검토

 

이 장에서는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검

토한다. 첫째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통해 피장자 집단을 양분하는 것으로 

밝혀진 착장 이식이고, 둘째는 피장자의 성별이며, 마지막으로는 피장자의 

계서이다.

먼저 1절에서는 착장 이식의 주환 종류가 기존의 논의대로 피장자의 성

별을 반영하는지 현재까지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인골 자료를 토대로 검토

한다. 결론부터 밝히면 성별과 착장 이식은 상응관계를 보이지 않으며, 그러

므로 피장자의 다른 측면을 반영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절에서는 피장자 

성별에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적인 선입견이 아니라 피장

자의 생물학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성별 추정에 대

한 가설을 설정하고, 현존하는 인골 자료로 이를 검증하여 적석목곽묘 전반

에 적용 가능한 추정안을 제안하였다.

3절에서는 착장위세품의 구성을 검토하여 피장자의 위계에 대해 접근하

였는데, 단순히 종류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1절과 2절의 분석을 

바탕으로 피장자의 성격 다른 부분과 착장위세품이 어떻게 조응하는지 판단

하고, 이를 토대로 피장자 집단을 분할하여 착장위세품의 위계적 구성을 검

토하고 계서를 설정하여, 차후 실시될 여타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1. 착장 이식

앞서 연구사적 검토에서 보았다시피, 신라 고고학에서는 착장 이식을 

기준으로 세환이식 착장자는 남성, 태환이식 착장자는 여성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근거는 특히 경주지역에서 세환이식과 대도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보였기 때문이며, 그렇기에 최근 황남동 95-6번지 1호 적석목곽

묘에서와 같이 세환이식을 착장한 여성 인골의 존재가 알려지자 다시금 대

도의 착장 여부로 성별을 판단하려는 시각도 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일반론인 이식-성별 가설, 또는 대도를 통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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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판단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지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인골자료를 통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신라 고분에서 인골의 출토가 많다고는 할 수 없지

만, 현재까지 축적된 모든 인골 자료를 집대성하여 본다면 어느 정도 판단

이 가능할 것이다. <표 1>은 지금까지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인골 중에서, 

착장 이식이 분명한 경우만 선택하여 인골의 성별 판단 결과와 대조한 30개 

사례이다.

현존 30개 사례 중 세환이식을 착장한 것이 27개체, 태환이식이나 곡옥

지역 출토 유구 
이식부 

착장유물
대도
착장

성별 
판단

판단 근거 출전19)

경주 황남대총 남분 세환이식 착장 남성 두개골·치아계측 張·金 1994
경주 황남동 106-3번지 3호 세환이식 × 남성 두개골 慶州 1995
경주 황남동 106-3번지 6호 세환이식 × 남성 두개골 慶州 1995
경주 황남동 106-3번지 7호 세환이식 × 남성 두개골 慶州 1995
경주 황남동 95-6번지 1호20) 세환이식? × 여성 사지골 신라 2015

경주 황남동 95-6번지 4호 세환이식 × 남성 사지골 신라 2015
경산 조영 1A 17호 세환이식 × 남성 두개골·사지골 영남대 2013

경산 조영 1A 24호 세환이식 × 여성 두개골·사지골 영남대 2013
경산 조영 1A 29호 세환이식 × 남성 두개골·사지골 영남대 2013

경산 조영 1B 27호 세환이식 × 남성 두개골·사지골 영남대 2013
경산 조영 1B 30호 세환이식 × 여성 두개골·사지골 영남대 2013

경산 임당 2북호 부곽1순장자 세환이식 × 남성 사지골 영남대 2013
경산 임당 5B2호 주피장자 태환이식 × 여성 두개골·사지골 영남대 2013

경산 임당 6A호 주피장자 세환이식 착장 남성 골반 영남대 2013
경산 조영 CI-1호 주피장자 세환이식 착장 남성 골반 영남대 2013

경산 조영 CI-1호 주곽1순장자 세환이식 × 남성 골반 영남대 2013
경산 조영 CI-2호 주피장자 중공구 × 여성 골반 영남대 2013

경산 조영 CII-1호 주피장자 곡옥수식 × 남성 두개골·사지골 영남대 2013
경산 조영 CII-1호 부곽1순장자 세환이식 × 남성 두개골·사지골 영남대 2013

경산 조영 CII-2호 주피장자 세환이식 × 남성 두개골 영남대 2013
경산 조영 EI-1호 주곽1순장자 세환이식 × 여성 사지골 영남대 2013

창녕 계성 24호 세환이식 × 여성 치아계측 金東鎬 1990
김해 예안리 3호 세환이식 × 여성 두개골 부산대 1985·1993

김해 예안리 4호 세환이식 × 남성 사지골 부산대 1985·1993
김해 예안리 46호 세환이식 × 여성 사지골 부산대 1985·1993

김해 예안리 57호 세환이식 착장 여성 사지골 부산대 1985·1993
김해 예안리 58호 세환이식 × 여성 사지골 부산대 1985·1993

김해 예안리 65호 세환이식 × 남성 사지골 부산대 1985·1993
김해 예안리 126호 세환이식 × 남성 미기재 부산대 1985·1993

김해 에안리 154호 세환이식 소도 여성 미기재 부산대 1985·1993

<표 1> 신라 고분 출토 인골의 성별과 이식부 착장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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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을 착장한 것은 3개체로 세환이식 착장자가 대부분인 것이 자료적 한계

이다. 하지만 대조 결과를 확인하여 보면, 세환이식을 착장한 27개체 중에서 

여성이 9개체나 되며, 태환이식이나 곡옥수식을 착장한 3개체 중에서도 남

성으로 판단된 것이 한 개체 존재한다. 대도에 대해서도, 경주지역 내에서만 

한정하여 보아도 남성 인골이되 대도를 착장하지 않은 사례가 네 건이나 존

재한다. 따라서 대도의 착장여부로 성별을 판단하는 것에도 설명력에 한계

가 있다. 

물론 인골의 성별 추정은 여러 방법론에 의해 결정되는 통계적인 것이

다. 따라서 오차가 존재하고, 다수의 개체를 판별하게 되면 오차로 인해 실

제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21) 특히 보존상태가 불량한 인골이라면 

그 오차의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30개체 중에서 11개체(약 37%)가 

이식-성별 가설과는 맞지 않으며, 인골의 성별 추정 오차를 고려한다 하여

19) 張·金 1994: 張信堯· 金逵澤 1994, 慶州 199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5, 영
남대 2013: 영남대학교박물관 2013, 신라 2015: 신라문화재연구소 2015, 부산대 
1985·1993: 부산대학교박물관 1985, 1993.

20) 황남동 95-6번지 1호는 여성 주피장자가 세환이식을 착장하고, 상하방향으로 
겹쳐서 출토된 남성 피장자는 순장자로 알려졌다. 양자 간에는 어떤 구조물이 
존재하였던 흔적이 없는데, 경주지역의 적석목곽묘는 아니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하부가 아닌 상부의 피장자가 주피장자인 경우가 최근 보고된 바 있다(하대룡 
2017). 또한 상하방향으로 두 피장자가 겹쳐있던 만큼 출토된 이식과 교구가 어
느 피장자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따라서 어느 피장자가 주피장자인지는 
자료의 축적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1) 가령 가장 높은 성별 판단의 정확도를 지닌 골반의 형태적 특징을 통한 판단 
방법도, 정확도는 96%정도이며(Sutherland and Suchey 1991), 이 정도의 정확도
라 한다면 25개체를 판단하였을 때 한 개체 정도에서 틀릴 수 있다는 뜻도 된
다. 다른 부위에서는 더 낮아지게 되어, 두개골의 형태적 특징에서는 약 
90%(Meindl et al. 1985), 사지골은 80~90%(Bass 1995), 치아계측치를 근거로 하였
을 경우 75~80%(White and Folkens 2000) 정도로 알려져 있다. 즉 인골의 성별 
판단 결과를 이해하는 데에는 확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국내 성별 판단 사례 중에서는 골반을 근거로 하였을 경우 남성·여성으로 표기
하고 그 외의 부위를 근거로 하였을 때에는 남성적·여성적으로 표기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전자는 반드시 옳고 후자는 믿을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
들이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방법론에 따라 다소간 정
확도의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지, 확률적 추산의 결과라는 점 자체에는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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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와 같은 수치는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여러 분석자에 의해서, 그리고 

다양한 판단 근거를 통해서 이처럼 일관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식-성

별 가설, 그리고 대도의 착장 여부로 성별을 판단하는 방식의 설명력에 한

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실 <표 1>의 자료만을 놓고 보자면, 이식의 주환 종류가 다른 것을 

의미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가령 피장자가 어떠한 이식을 착장하는지는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계서의 문제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

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하위위계의 중소형 고분군에서는 태환이식 착장자가 

매우 적고, 경주지역의 적석목곽묘와 지방의 상위위계 고분으로 한정해서 

볼 때 비로소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으로 양분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

다. 대도의 경우도 경주와 지방을 막론하고 하위 위계의 남성묘에서는 미착

장 사례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착장 여부로 성별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이식의 착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으나 기존 

논의에서는 성별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짓는 경향이 뚜렷하여 아쉬움이 있

다. 

이상의 검토에서 이식 또는 대도와 착장자의 성별 사이에는 뚜렷한 대

응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으므로, 피장자의 성별을 

추정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와 동시에, 착장 이식의 주환 

종류가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또 다른 설명이 요구된다. 현 단계에

서 이식의 주환 종류가 무엇을 의미하였는지 곧바로 논의하기는 어려운 상

황이다. 하지만 전론한 바와 같이,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은 반드시 서로 배타

적으로 착장하고, 또한 착장 이식에 따라 적어도 일부 부장품, 특히 등자가 

매우 차별적으로 부장되고 이러한 양상이 고총기의 영남지역 신라고분 전반

에서 공통적이라는 점은 이미 지적된 바 있어(하대룡 2016), 장례에 있어서

도 매우 중요한 요소였음이 틀림없다. 이러한 점에서 아마도 피장자가 생전

에 부여받았던 모종의 직능이나 사회적 역할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

며, 따라서 무덤에 반영된 피장자 성격의 한 측면으로 보고 본고의 분석에

서 주요한 변수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하의 분석에서는 이식의 주

환 종류 또한 피장자 성격의 주요 요소로 보고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며,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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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이식에 따라서 고분의 부장품과 유구의 배치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주

의깊게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식에 따라 어떠한 경향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최종적으로는 그 의미에 대해 시론적인 논의를 시도할 것이다.

다시 성별과 관련된 논의로 돌아가서, 이식-성별 가설의 설명력에는 한

계가 있는 것이 드러나,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다 아는 바와 같이 

자료의 부족과 방법론적 한계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워, 그로 인

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재하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직

접적인 방법은 인골 자료를 통해 적절한 가설을 구성하는 것이겠으나, 앞서 

보았다시피 인골을 통해서는 기존 가설의 기각만 가능하였지, 대안을 제시

하기에는 절대적인 사례 수가 부족하고 자료의 지역적, 계층적 편중도 심하

다. 따라서 대안의 제시를 위해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방법론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대적인 관점의 유추를 벗어나 구체적이고 실증적 근거가 제시되어

야 함은 물론 현존하는 적석목곽묘 인골 자료를 통해 검증이 가능하여야 한

다. 다음 절에서는 현대의 선입관을 배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가설의 

설정과 검증을 통해 신라 고분 피장자의 성별에 대한 추정안을 제시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2. 성별

이 절에서는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별 추정을 시도한다. 적석목곽묘의 

인골 출토 사례는 절대적인 숫자가 매우 부족하고, 그나마 양호한 상태의 

인골은 매우 제한되어, 인골 자료가 상당 부분 배제된 상태에서 생물학적 

성별을 추정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인골 자료가 부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피장자의 신체와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물질자료를 통해 성별을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그 원리와 관련된 연구 사례, 그리고 적석목곽묘를 비롯한 

신라 고분 전반에서 출토된 자료를 차례로 검토하여 피장자의 생물학적 성

별의 구체적인 추정안을 마련하고, 적석목곽묘 전반에 적용 가능한 성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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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관련된 가설을 설정하도록 한다. 또한 마지막 단계에서는 현존하는 인

골 자료를 통해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도록 한다.

먼저 1항에서는 본고에서 사용할 성별 추정의 방법론적 배경과 적용 사

례를 설명할 것인데, 성별이형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남녀의 신체

적 차이를 설명하고 그것이 유물에 반영된 사례로써 일본의 야요이시대 패

천의 내경 크기에서 나타나는 성별이형성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신

라 고분 출토 자료 중에서 그와 비견되는 자료인 금속제 천에 대해 살펴보

고, 착장자의 성별에 따라 예견되는 내경 분포의 모델을 설정하도록 한다. 

그 다음으로 2항에서는 본격적으로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는 천의 출토 및 

착장 양상을 검토하고, 착장이 확실시 되는 자료를 대상으로 계측치를 종합, 

그 결과를 해석하여 착장자의 성별을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3항에서는 천을 

통한 성별 추정 결과를 적석목곽묘 전반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천에서 나

타난 성별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적석목곽묘의 특징을 찾아내어 

피장자 집단의 성별을 종합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1) 성별 추정의 대안적 방법론

인간을 포함한 여러 생물종은 성별이형성(性別異形性; sexual di-

morphism)을 갖는다. 이는 같은 종이 생식기관 이외에서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며(Lee 1999), 인간의 경우 신체 여러 부분

의 크기와 형태, 강건성에서 차이가 난다. 전반적으로 형질적 특징과 체격, 

신장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크며 뼈대만 남아있는 경우라 하여도 골반과 두

개골의 형태적 특징이나 사지골의 크기의 비교를 통해 높은 정확도로 성별

을 추정할 수 있다. 인골고고학(osteoarchaeology)이나 인체계측학

(anthropometry)에서 두개골이나 사지골 등 여러 부위의 골격을 계측하여 

성별을 구별하는 계측적 성별판단(metric sex determination)이 바로 그러한 

방법이다. 계측적 성별판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은 생

물학적으로 크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키, 팔, 다리, 손, 발의 길이 등 

신체의 여러 계측치의 분포가 대체로 두 개의 정규분포곡선이 겹쳐진 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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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二峰曲線; bimodal curve)을 그리게 되며, 이봉곡선 중에서 작은 것에는 

여성의, 그리고 큰 것에는 남성의 계측치 분포가 집중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그림 1>은 오늘날 20~24세 한국인 남성과 여성의 신장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남성의 평균 신장은 174.2cm(표준편차 5.9cm), 여성의 평균신

장은 160.9cm(표준편차 5.2cm)로써 이봉분포를 보이며 평균값의 차이가

13.3cm에 달한다. (국가기술표준원 2015). 즉 신장만으로도 특정 집단의 성

별을 대략 구별할 수 있으며, 다른 신체부위에서도 그러한 계측적인 차이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성별이형성은 극단적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작다고 

해서 모두 여성이거나 크다고 해서 모두 남성인 것이 아니며, 일정한 회색

지대 혹은 점이지대가 존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 바깥에서

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성별을 추정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정리하자면, 인간의 신체 크기는 성별에 따라 상당히 구분이 되는 경향

이 있기 때문에, 크기 차이가 뼈대에도 반영되어서 뼈의 계측치를 통해서도 

<그림 1> 남녀 신장의 분포 양상에서 나타나는 성별이형성

(20~24세 845명의 신장 분포. 자료 출전은 국가기술표준원(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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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남성, 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성별이형성은 물질문화의 여러 부분에는 성별에 

따른 일정한 차이를 발생시킨다. 가령 신체에 걸치게 되는 의복에서부터 시

작해서, 유사한 방식으로 신체에 착용, 패용하는 시계, 팔찌, 반지 등 다양

한 물품에서 남성의 것이 여성의 것보다 크다. 오늘날에도 일상생활에서 옷

이나 신발을 비롯한 의복에서부터 장신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품이 남녀 

성별에 따라 다른 크기로 제작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자료를 선택하여 접근한다면, 성별이형성에 따라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물질 자료의 계측적 차이를 토대로 생물학적 성별을 추정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한 다수의 연구사례가 존재는데, 가

령 선사시대의 동굴벽화에 남아있는 손도장(hand print)의 계측치에서 성별

이형성을 추적하고 제작자의 성별을 추적하거나(Chazine and Noury 2006; 

Gunn 2006; Mackie 2015; Snow 2006, 2013; Wang et al. 2010), 로마시대 군

<그림 2> 성별에 따른 계측치 이봉곡선 분포의 예(좌)와 계측치에 의한 

성별판단 점이지대의 예(우) : 요골두(橈骨頭; radial head) 직경의 연구사례. 

(Berrizbeitia 1989에서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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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적에서 출토되는 신발 크기에서 착장자의 성별을 추정하고 역사기록을 

통해 검증한 경우도 있다(van Driel-Murray 1995).22)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는 피장자의 복식품, 즉 착장 유물 중에서도 이러

한 차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다. 과대의 수식 길이

는 착장 위치를 고려할 때 착장자의 다리에서 허리까지의 높이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고, 마찬가지로 경식이나 이식의 크기도 착용자의 특

정 신체 부위의 크기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물들은 일단 유물 자체의 정확한 크기 복원에도 어려움이 있고, 착용자의 

신체 크기를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대관, 식리, 팔

찌, 지환은 신체에 직접 접촉하여 착장하는 방식인 만큼, 신체의 대소를 직

접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대관과 식리는 보존상태가 온전

한 것이 소수에 불과하여 통계적인 검토가 어렵고, 지환은 착장 부위를 생

각할 때 개인 차이가 매우 작아 유물의 계측치 상에서는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선택한 유물은 팔찌이며, 후술하겠지만 그 재

료와 제작 방식, 그리고 착장 방식으로 인하여 손 크기, 특히 손 너비의 성

별이형성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또한 오늘날 제작되고 있는 팔찌와 무령왕릉 왕비가 착장한 천, 후술할 

일본 야요이 시대의 패천 등과 비교하여 착장자의 성별을 비교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먼저 일본의 야요이 시대 패천 착장자의 성

별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신라 고분 출토 천에 대

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1) 일본 야요이시대 패천(貝釧) 착장자의 성별

일본의 야요이 시대에는 북부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오키나와 산 패류

로 제작한 패천이 다수 출토되며, 고분의 피장자들도 착장한 사례가 다수 

22) van Driel-Murray(1995)의 연구에 따르면, 로마의 군사유적 출토 신발에서 군인
의 혼인금지법이 적용되던 시기와 혼인이 허용되는 시기의 신발 크기 분포 양상
이 크게 달랐으며, 이를 남성과 여성의 성별이형성이 신발에 드러난 결과로 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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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고호우라(ゴホウラ)제, 여성은 이모가이(イモガ

イ)제 패천을 착장하는 등 성별에 따라 다른 종류의 패류를 사용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小栗 2008)(그림 3), 그에 따라 야요이 시대 패천의 크기와 

착장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당시 

연구자들이 보기에 성인이 착장하기에는 작은 패천이 다수 발견되어, 유아

기때부터 빼지 않고 착장을 유지한 것이거나(中山 1934), 또는 관찰을 탈골

시키고 착장하였다고 추정하였다(樋口 1972). 

<그림 3> 야요이시대 고호우라제 패천(좌)와 이모가이제 

패천(우)의 예

(木下(1996)에서 전재)

하지만 이처럼 성인이 착장하기에는 내경이 작다는 일반론은 모형 천을 

사용한 대규모의 착장 실험을 통해 폐기되었다. 坂田 등의 연구(1984, 1987)

에서는 여러 크기, 면적, 종횡비 등을 갖는 모형 천을 제작하여 성인 515명

(남성 157명, 여성 358명)을 대상으로 착장 가능 여부와 신장 간의 상관관계

를 구하여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거기에 야요이 인골이 착장한 패천을 대입

한 결과, 유적에서 확인된 모든 성인 착장 천이 자유롭게 착용 가능한 것으

로 드러났다.23) 또한 아동이 착장한 패천은 아동용으로 별도 제작한 사례도 

23) 아쉽게도 모형 천의 구체적인 크기는 공개되지 않아서 다른 분석에 활용 가능
성은 제한되어 있다. 다만 해당 연구에서 검증한 야요이 성인 인골이 착장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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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확인되어, 야요이시대 패천은 기본적으로 착장자에 맞게 제작된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고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적 배경인 성별이형성에 따르

면, 성인들이 착장한 야요이 패천의 크기에서도 성별이형성이 나타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신장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손이 여성의 손보다 크기 때

문에, 남성이 착장한 천은 여성이 착장한 것 보다 상대적으로 클 것이기 때

문이다. 실제로 야요이 시대 인골 145개체의 연령 및 성별과 그들이 착장한 

패천의 크기를 종합한 검토에 따르면(木下 2005), 아동이 착장한 천의 내경

은 36~57mm, 여성의 것은 58~69mm, 남성의 것은 74~104mm 내에 분포하

여, 성별이형성 뿐만 아니라 연령차에 따른 구분도 상당히 명확하게 나타나

고 있다(그림 4 참조).

한편 이와 비견되는 한국의 자료로는 신석기시대 패륜이 있다. 산등패

총, 안도패총이나 가덕도 등지에서 패천을 착장한 인골이 확인된 사례도 존

재한다. 그러나 한국의 신석기시대 패천은 일본 야요이 시대의 패천과는 다

르게 보아야 할 것 같다. 그 이유는 생전의 착장품이 아니라 사후에 착장시

킨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가령 안도패총 착장품의 경우, 내

연부가 마연되어 있지 않고 거칠게 마무리되어 착장시에 통증이 유발되었을 

것이므로, 생전의 착장품이 아니라 사후에 착장시킨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김건수 2008). 또한 가덕도에서 출토된 패륜도 내연지름이 2.2~7.0cm 범위

에 분포하는데 성인이 착장 불가능한 크기인 것이 많은 점, 사용흔적이 전

혀 확인되지 않는 점, 착장 인골이 육탈 후에 재배치된 점 등에서 사후에 

시신이 완전히 부패한 다음 의례를 통해 착장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한

국문물연구원 2014).24) 

따라서 한국의 신석기시대 패륜 크기는 성별이형성과 관련이 없을 가능

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천을 비롯한 물질자료의 성별

호우라제 천 24점의 평균 최대 내경은 79㎜, 이모가이제 천 15점의 평균 최대 
내경은 63㎜로써(板田 1984: 36의 표 14에서 산출함), 뒤에서 보는 木下(2005)의 
남녀 착장 천 자료의 범위 내에 있다.

24) 따라서 보고자는 이를 집합적인 의미에서는 패천이 아닌 패륜으로 칭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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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성을 토대로 성별을 추정한다고 할 때, 해당 자료의 착장·부장 여부, 

사후의 착장 가능성 등 출토 맥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임을 보여준

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패천 관련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인간 유체가 직접

적으로 잔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체의 크기를 반영하는 자료, 가령 착용

한 장신구의 성별이형성을 통해서도 착장자 집단의 성별 판단이 가능함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에서는 본격적으로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별을 추정하도록 한다.

(2)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별 추정 

야요이시대 패천의 연구 사례에서 보다시피 신체와 관련된 물질적 자료

에서도 성별이형성이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천을 뚜렷이 구분하는 것이 가

<그림 4> 일본 야요이시대 성인 남성·여성, 아동(12세 이하) 인골 

145개체가 착장한 천의 내경 장지름과 단지름 분포(木下 2005에서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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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이를 신라 고분 출토 천의 분석에 응용한다면, 계측적 차이를 통해

서 성별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착장 방식과 

피장자의 착장 여부, 제작 기법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토 

또한 수행하였다. 

① 손 크기의 성별이형성과 천(釧)의 내경

신라 고분 출토 팔찌는 보통 천(釧)으로 불리며, 일제 강점기 시대의 보

고서에서부터 그렇게 칭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는 천은 재

질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서 청동제, 금동제, 은제, 금제 등의 

금속제와, 유리옥제 구슬에 간혹 호박옥제 구슬이나 청옥제 곡옥을 첨가하

여 꿴 유리옥제로 나뉜다.25) 두 가지 중에서 본고의 목적에 맞는 것, 즉 신

체의 계측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전자인 금속제 고정형의 천인데, 

후자인 유리옥을 꿴 것은 정확한 크기 복원이 어렵고 본래 유동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 천을 언급할 때에는 금속제 고정형의 천을 

뜻하는 것으로 한다.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는 천에 대해서는 주로 시기·지역별 형식 변이, 

제작 기법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국립경주박물관 2001; 朴熙
明 2001; 申恩憙 2005). 제작 기법에 대해 살펴보면 큰 틀에서 5세기 대의 

단조와 6세기 대의 주조로 대별되며,26) 주조방식을 제작된 것은 그 형태가 

고정되기 때문에 제작 시 착장자의 손 크기에 맞추어 설계되었다 볼 수 있

25) 금속제 고정형의 천과 구슬 등을 꿴 천을 구분하는 정확한 용어는 우리말에 없
는 듯하다. 영어권에서는 전자를 bangle, 후자를 bracelet으로 칭하고 있으며, 뱅
글 중에서도 두 끝을 땜질하여 붙이거나, 애초에 하나로 주조하여 완전한 원형
을 이룬 것을 closed bangle, 그렇지 않고 한쪽 끝이 열려 있어 착장시에 어느 
정도 크기 조절이 가능한 것을 opened bangle이라 하여 구분하고 있다. 신라 고
분에서 출토되는 것은 일부 단조 방식으로 제작된 것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닫
힌 뱅글이며, 크기 조절이 불가능한 만큼 제작시에 착장자 별로 맞춤제작이 이
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26) 주조 방식으로 제작된 것 중에는 금은제 뿐만 아니라 서봉총 출토품이나 국은
수집품(尹相悳 200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리제도 있으며, 금속제 주조품과 마
찬가지로 제작 완료 이후에는 형태 변화가 불가능하여 금속제 천과 동일한 방식
으로 착장하여야 하는 바,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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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조 방식으로 만든 것은 금속 봉을 구부려 만든 것으로 양단을 접합시

킨 것(closed bangle)과 접합시키지 않은 것(open bangle)이 있다. 후자의 경

우 외형상으로는 착장 시 벌려서 크기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황남

대총 북분 착장품 10점 중 5점과 같이 속이 빈 금봉을 구부려 中空 기법으

로 만든 것이 있고,27) 이처럼 속이 빈 금제 천의 선단부를 강제로 벌리는 

방식으로 착장한다면 금속봉의 접합부가 벌어지거나 금속봉 자체가 변형될 

수 있다. 또한 황오리 5호분과 같이 청동제 천에 금판을 말아 제작한 것은 

청동이 금보다 전성·연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 강제로 벌려서 착

장하는 방식은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조 기법으로 제작된, 선단부를 접

합시키지 않은 천 또한, 제작 기법이나 재질을 고려할 때 벌려서 착장한 것

으로 보기 어렵다. 

이처럼 형태가 고정된 천의 착장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다른 방식으로

는 착장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손끝에서 손등을 통과시켜 손목 또는 下膊에 

패용하는 것으로,28) 어느 위치에 착장하였든 손등을 통과하여 착장하는 방

식에는 변함이 없다. 즉 천의 직경은 착장자가 손등을 굽혔을 때 손가쪽점

에서 손안쪽점의 최단거리보다 반드시 커야 하며, 그 값보다 작으면 착장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크기가 고정된 금속제 천의 특성상, 보행이

나 기립 시에 손이 아래로 향하게 되었을 때 손등의 가장 넓은 부분보다 큰 

것을 착장한다면 빠져버릴 수가 있다. 따라서 천의 직경은 손등의 너비보다 

약간 작아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천은 착장시에 손등을 아치모양으로 약

간 굽혀서 착장하게 된다(그림 5 참조). 이상의 사항은 오늘날 제작, 판매되

고 있는 같은 형태의 금속제 고정형 팔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상에서 보다시피, 천의 너비는 손등의 너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손

등의 너비보다 지나치게 작으면 착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천 내경의 최소

27) 이처럼 중공 방식으로 제작된 것은 황남대총 북분을 시작으로 금령총, 천마총, 
호우총 출토품 등이 있다. 

28) 실제 천의 출토 사례들을 일별해 보면 양 팔에 착장하였음이 생생히 드러나는
데, 과대의 위치를 놓고 볼 때 손목 보다는 약간 위쪽에서 발견되는 것이 보통
이며 따라서 손목보다는 팔꿈치에 가까운 아래팔이 더 주된 착장위치였던 것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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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그림 6에서 A의 직경)은 손등을 아치 모양으로 굽혔을 때의 폭(그림 6에

서 B의 직경, 그림 5의 a-b 직선거리) 보다 커야만 한다. 또 지나치게 크면 

<그림 5> 천 착장시 손의 형태.

 손안쪽점(a: Metacarpale radiale)과 손가쪽점(b: Metacarpale ulnare)이 각각 

최외곽에 위치하며, a-b의 직선거리는 손너비 보다 작지만 천 착장시에는 손에서 

착장 가능한 천의 최소값을 정하는 변수가 됨. 

(板田 등(1984) 일부 개변)

A
B

<그림 6> 천의 착장 과정 모식도

※ 천의 직경(A의 직경)이 

굽힌 손등 너비의 직경(B의 직경) 

보다 작으면 착장이 불가능함

<그림 7> 손너비의 계측지점

(국가기술표준원 2015에서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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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아래로 하였을 때 천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천 내경의 최대값은 손등

의 너비보다 약간 작게 만들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천의 너비와 관련이 있는 계측치는 인체계측학에서 손너비

(hand breadth)라 칭하고 있으며, Metacarpale radiale(제2 중수골과 지골 관

절에서 최외곽점)에서 Metacarpale ulnare(제5 중수골과 지골 관절에서 최내

곽점)까지의 직선거리로 정의된다(그림 7).29) 또한 천의 착장시 손의 형태를 

살펴보면, <그림 5>에서 a-b간의 거리보다 천의 최대 내경이 커야 착장이 

가능할 것이므로, 천의 착장 가능 크기는 인체계측학에서 말하는 손너비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손에서도 성별이형성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서 남녀가 

서로 다른 분포치를 갖는다. <그림 8>은 현대 한국인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의 성인 6,577명의 손너비 계측치를 조사한 계측치의 분포양상이다. 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리고 <그림 1>에서 본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계

측치 분포가 차별화되어 있어, 성별에 따른 이봉곡선을 그리고 있다.30) 이러

한 성별이형성은 특정 시대와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해외의 손너비 분포 조사를 종합한 결과를 

보아도, 각국의 조사 결과는 대동소이하며 남녀 계측치의 분포가 이봉곡선

을 그리는 것도 동일하다(기도형 2010: 151-152).

그리고 앞서 논증하였다시피 천 내경의 분포는 손너비와 밀접한 상관관

계가 있으므로, 천 내경값의 분포 또한 그것을 착장하였던 피장자군의 손너

비 분포와 유사한 형태의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

면, 천의 내경값도 성별이형성에 따라 남녀의 것에 계측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신라고분 출토 천의 내경값 분

포를 통해서, 그것을 착장하였던 피장자 집단의 성별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 천의 계측치 분포에 대한 모델 설정과 검정 방법에 대해

서 살펴본다.

29) 더 정확히는 제5 중수골의 내측연 끝점에서 제2 중수골의 외측연 끝점까지의 
거리로 정의한다.

30) 남녀 손너비 분포 판별함수의 판별력은 86.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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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별이형성에 근거한 천 계측치 분포의 모델 설정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성별이형성으로 인해 남성의 손은 대체로 크고, 

여성의 손은 대체로 작으므로, 천 크기의 전반적인 분포 양상을 검토하면 

남녀의 대략적인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성인 

남녀만 천 착장이 가능하였다는 전제 하에서의 이야기이고, 만약 천 착장에 

성별 또는 연령에 따른 제한이 있었다면 계측치의 분포 양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차후 분석에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 상황을 상정한 일련

의 모델의 필요하다. <그림 9>는 천의 착장에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여러 

제한이 있었다는 가정 하에 천 계측치의 분포를 예측한 것이다. 

<그림 8> 현대 한국인(18세 이상 6,577명)의 손너비 계측치 분포.

(자료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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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내경 크기

출
토
량

① 성인남녀 착장 모델

  - 천 내경 계측치의 분포가 이봉곡선을 그림

  - 천 내경의 분포 구간이 다소 넓음

  - 두 곡선이 별도로 정규분포할 것이기 때문에   

    각각 통계적으로 정규성이 인정되어야 함

  - 남녀 손의 유연성 차이로 인해 실제로는 이봉  

    곡선 간의 거리가 더 멀고 회색지대는 더 작을  

    것으로 예측됨 

여성 남성

천 내경 크기

출
토
량

② 성인 남성, 또는 여성의 독점적 착장 모델

  - 천 내경의 계측치 분포가 단봉곡선을 그림

  - 계측치 분포 구간이 매우 좁음

  - 남성, 또는 여성의 여부는 비교 자료(야요이    

     시대 패천, 현대 뱅글 등)와 대조하여 확인

  - 통계적으로 정규성이 인정될 것

천 내경 크기

출
토
량

③ 성별, 연령의 구분 없이 착장하는 경우의   

   계측치 분포 모델

  - 천 내경의 계측치 분포 형태 파악이 어려움

  - 계측치 분포 구간이 매우 넓음

  - 천의 계측치 분포를 통한 성별 추정이 사실상  

    어려움

?
천 내경 크기

출
토
량

④ 이상의 모델이 부분적으로 혼재하는 경우

  - 전반적인 분포 양상을 통해 추론 시도

<그림 9> 천 계측치의 분포 모델과 해석

각 모델에 대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성인 남녀만 천을 착

장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천 내경의 계측치 분포는 <그림 8>과 같이 남

성군과 여성군으로 뚜렷하게 분리될 것으로, 다시 말해서 봉우리 간에 일정

한 간격이 있는 이봉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그림 9의 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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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하였다시피, 천의 착장은 손등을 약간 굽혀서 하게 되므로, 내경의 

계측치는 손너비 계측치보다 약간 작을 것이다. 따라서 손너비와 유사한 형

태의 이봉곡선이되, 각각 그보다는 작은 수치일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녀 모

두 착장이 가능하므로, 천 너비의 분포 범주도 상당히 넓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만약 남녀 계측치의 분포가 구분 가능하다면, 두 개의 곡선은 정규

분포할 것이고, 통계적 분석에서도 각각 정규성 검정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

된다.31)

둘째는 성인 남녀 중에서 특정 성별만 착장하는 경우로, 만약 이러하다

면 첫 번째 경우와는 달리 계측치 분포가 단봉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9의 ②). 그리고 천 너비의 분포 범주도 상당히 좁을 것으로 예상된

다. 그리고 일정 샘플 숫자 이상의 자료가 모인다면, 하나의 성별에 의한 계

측치이므로 마찬가지로 정규성 검정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해

당 분포치의 성별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오늘날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현대의 자료를 참고하고, 착장자의 성별이 알려진 삼국시

대 천 자료와 비교하여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현존하는 삼국시대 천 중에

서, 착장자의 성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령왕릉 출토품(소위 多利
作銘銀釧 등 4점)이 유일하다. 무령왕릉에서는 부장된 2매의 지석에서 피장

자의 성별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출토 정황에서도 왕비의 착장 정황이 뚜렷

한데다가, 천에 새겨진 명문에서 “大夫人”의 소유물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천을 착장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천 분

포치가 대단히 다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그림9의 ③), 미성년 남성과 

성인 여성의 분포역이 겹치고, 미성년 남녀의 분포역 또한 겹치기 때문에, 

남성/여성, 성년/미성년자의 구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성별에 따른 분포치가 혼재하는 양상이라면, 사실상 천을 통한 성별 추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31) 성별이형성에 의해 서로 다른 평균을 갖기 때문에, 중심극한정리에 의해 각 성
별에 따라 손 너비와 천 너비가 별도의 정규분포 곡선을 가져야 한다. 만약 천 
너비가 정규분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성별이나 미성년자의 천이 섞여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정규성검정을 통과한다면 그것은 특정 성별에 한
정된 계측치 분포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 61 -

마지막으로는 이상의 가정이 부분적으로 혼재하는 경우로서, 전반적인 

분포 양상을 통해 추론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 

이처럼 대략 네 가지 정도의 분포 양상이 예상되는 바, 이를 앞서 살펴

본 야요이시대 패천의 사례와 비교하여 모델을 점검해 보도록 하자. 야요이

시대 패천은 145개체 인골이 착장한 사례에서 보았다시피 아동의 착장품은 

내경이 36~57mm, 여성은 58~69mm, 남성은 74~104mm에 분포하고 있었다. 

이는 <그림 9>의 ①번 모델에 아동 착장군이 추가된 형태라 할 수 있다. 남

녀노소 모두 착장하였음에도 ③번 모델이 아닌 ①번 모델과 유사한 것은 남

성, 여성, 아동 천의 크기 분포 영역 간에 겹치는 영역이 없기 때문이다. 특

히 이 글의 목적과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 간에 겹치는 영역이 없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그림 8>에서 보다시피 본래 남성과 여성의 손너비 간에는 상당

한 회색지대가 존재하며, 그에 따라서 남성 착장 천과 여성 착장 천의 너비 

사이에도 회색지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木下(2005)의 집

성에서는 그렇지 않고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板田의 착장 실험이 한 가지 단서를 준다. 그에 따르면 

여성의 손이 남성에 비해 유연성이 높아 천의 착장시에 손등의 횡단면을 원

형에 가깝게 굽힐 수 있어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은 더 작은 천을 

착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板田 1984: 19-21). 요컨대 손등을 신장(extension)

하였을 때의 손너비(hand breadth, 그림 6)는 성별이형성이 나타나되 <그림 

8>의 중심부와 같이 일정한 회색지대가 존재하고, 손등을 굴곡(flexion)하였

을 때의 손너비는 여성의 손이 상대적으로 더 유연하여 신장시의 손너비 보

다 회색지대가 더 축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①번 모델은 야요이시대의 천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바와 마찬가

지로, 실제로 분석된 계측치를 종합한다면 두 곡선 간의 거리가 더 멀고 회

색지대가 축소되는 쪽으로 나타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별이

형성이 보다 증폭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성별 추정에 더 유리

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다음 항에서는 이러한 모델에 따라 본격적으로 신라 고분 출토 천의 계

측을 실시하고, 그 계측치의 분포 양상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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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釧) 계측을 통한 신라 고분 피장자의 성별 추정

이 항에서는 성별이형성에 기초한 계측적 성별 추정을 실시하였다. 단, 

성별 추정 이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천의 생전 착장 여부를 면밀하게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고훈시대처럼 천이 착장이 아닌 부장 위주였을 

수 있고(小栗 2008),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에 사후 착장시키는 방식의 의례처

럼, 신라 고분에서도 殯 등 모종의 장례적 절차에 따라 시신이 완전히 육탈

된 이후 착장 혹은 부장하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라 고분

에서 출토되는 천의 착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천의 계측치에서 

성별이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금속제 고정형의 천으로, 지금까지 

보고된 모든 자료를 집성하여 성별이형성을 판단하고, 앞서 본 야요이시대 

패천 자료 및 오늘날 제작되는 천 등 여러 자료와 비교하였다. 자세한 내용

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1) 천 착장 여부의 검토

분석에 앞서 다음의 세 가지를 검토하였다. 첫째로 신라 고분에서 출토

되는 천이 착장품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피장자의 신체와 천의 위치 관계를 

확인하였으며둘째로 천의 크기가 착장 당시의 성별이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 즉 탈된 시신에 천을 비롯한 착장 위세품을 부장시켰을 가능성을 있는

지 살펴보고자 매장 당시의 사체 상태를 검토하였다. 

① 신라 고분 착장 위세품의 출토 양상 

신라 고분에서는 여러 가지 착장 위세품이 확인되며, 비록 인골이 남아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출토 맥락에서 매장 당시의 착장 여부가 비교적 뚜

렷하게 판단된다(李熙濬 2002). 즉 대관과 모관, 경흉식, 천, 지환, 대장식구 

등이 각각의 착장 부위인 두부와 흉부, 하완부와 수부, 요부에서 착장 정황

을 그대로 유지한 채 확인되는 것이다. 이상의 착장 양상은 경주 지역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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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한 여러 신라 고분에서 그간 누차 확인된 것으로, 지면 관계상 천 

착장 사례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예를 정리하면 <표 2 ~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일반적인 착장 양상을 살펴보

면, 대략 두개골의 좌우측에 해당

하는 부위에서 20cm 정도 간격을 

두고 이식이 출토되는 것을 기준으

로, 상부의 두위에서는 대관32) 또

는 모관33)이, 하부에서는 경흉식이 

확인된다. 그 아래의 복부에서는 

대장식구가, 그리고 대장식구의 좌

우에 인접해서는 천이 확인되며, 

천의 하부에서는 지환이 출토된다. 

주로 대장식구의 좌측에서 착장한 

장식대도가 확인되며, 착장하지 않

은 대도는 시신의 좌우나 곽 내 다

른 부위에서 출토된다. 족부에는 

식리를 착장한 경우가 있는데 식리

는 착장하지 않고 부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金載烈 
2011).

이상의 착장 위치를 정리하면 

<그림 10>의 ⓐ~ⓗ에서 보는 바와 같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착장과 비착

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위치에서 출토된 것이라면 비착장 부

장이거나 순장자의 착장품으로 볼 수 있다. 이 안에 따르자면 신라 고분에

32) 대관의 출토 형태를 근거로 대관을 두부에 착장한 것이 아니라 안면에 씌우는 
방식으로 착장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나(이한상 2004), 대부분 대관의 대륜 하
부에서 이식이 출토되므로 역시 두부에 착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33) 기존의 검토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경주지역에서 모관을 착장한 예는 없고, 지
방에서는 착장례가 다수 발견된다(이한상 2014; 李熙濬 2002; 하대룡 2016).

ⓐ

ⓑ

ⓒ

ⓓ ⓔ

ⓕ
ⓖ

ⓗ

ⓓ

ⓖ

ⓑ

ⓐ: 대관 또는 모관

ⓑ: 이식

ⓒ: 경·흉식

ⓓ: 천

ⓔ: 대장식구

ⓕ: 장식대도

ⓖ: 지환

ⓗ: 식리

<그림 10> 신라 고분 피장자의 

착장 위세품 출토 위치

(심현철 2013b: 121에서 일부 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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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출토된 천은, 주피장자가 착장한 경우라면 대장식구 옆에서 확인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간혹 주피장자의 완부 이외의 지점에서 출토되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

의 경식이나 이식과 공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예로는 금관총 주피장자

의 족하부, 미추왕릉 C지구 3호분 주피장자의 우측, 의성 대리리 47-1호 주

피장자의 족하부, 부산 복천동 15호분 주피장자의 족하부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는 순장자의 착장품으로 판단되며, 비록 주피장자의 착장품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성별이형성을 통해 착장자의 성별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주피장자의 그것과 동일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인골이 완전히 유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착장 위세품의 출토 위치가 정연하고 착장 부위와 유기적인 일관성을 보이

는 점에서, 신라 고분 출토 천은 전반적으로 부장이 아니라 착장으로 판단

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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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대총 북분 금령총

서봉총 천마총

<표 2> 주요 천 출토 고분의 착장 위세품 출토 양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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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관총(우메하라 약도) 노동리 4호

식리총 노서동 215번지 고분

<표 3> 주요 천 출토 고분의 착장 위세품 출토 양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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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총 은령총

황오동 4호분 황오동 5호분

<표 4> 주요 천 출토 고분의 착장 위세품 출토 양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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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교동 12호분 양산 부부총 부인

성주 성산동 38호분 달성 성하리 132호분

<표 5> 주요 천 출토 고분의 착장 위세품 출토 양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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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육탈 이후 착장 여부의 검토

천을 부장이 아닌 착장의 맥락에서 이해한다고 하여도, 시신이 어떠한 

상태에서 착장시켰는지는 다른 문제로 남는다. 殯葬과 같은 의례행위 과정

에서 착장 위세품이 현위치에 배열된 경우를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라의 殯葬에 대한 구체적은 기록은 빈약하지만, 견훤에게 살해당한 경애왕

에게 殯이 행해졌다는 정도의 기록이 남아있으며(권오영 2000), 최근에는 경

산 조영 EII-2호의 주피장자 인골이 순장자 인골에 비해 부식이 심한 점을 

빈장의 근거로 본 견해도 있다(김대욱 2017).34) 

만약 신라 고분에서 빈이 일반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에 따라 완전히 

부식된 인골을 재배열하고 거기에 맞추어 착장위세품을 배열하였을 가능성

을 상정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일반적인 신라 고분의 인골 출토 맥락은 

완전히 육탈하는 방식의 빈전과는 명백한 거리가 있다. 인골이 비교적 양호

한 상태로 잔존한 경산 임당 유적, 김해 예안리 유적, 의성 대리리 유적, 경

주 황남동 106-3번지 유적, 경주 천원마을 유적 등 출토 인골의 자세를 확

인 가능한 경우 대체로 완전히 관절된 상태(fully articulated)로 해부학적 정

연함을 유지하고 있어서, 습골 후 재배치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또한 빈전 당시 시신이 부패하면서 원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위인 귀

와 손가락에 착장한 이식이나 지환35)이 착장 부위의 위치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사례가 절대다수인 점 또한, 안치 당시의 시신이 최소한 근육과 

인대의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러한 정황은 각

각 27개월간의 빈을 거치고 안장된36) 무령왕과 왕비의 위세품 출토 정황(그

34) 동일 유구에 동시에 매장된 두 개체 간에서도 부패 정도가 크게 다르기도 하고
(Mant 1987), 한 개체 내에서도 상반신은 거의 완전히 토양화되었으나 하반신은 
족지골까지 양호한 보존상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하대룡·이준정 2012). 이처
럼 인골의 보존상태는 개별 유구 내에서도, 심지어는 한 개체 내에서도 여러 조
건에 의해 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인골의 상태만으로 빈장의 수행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은 곤란하다. 

35) 최근 경산 대동 57-1번지 유적에서는 주피장자의 오른손에 은제 지환 2점이 착
장된 채 출토된 바 있다(하대룡 2017). 이러한 정황 또한 완전히 육탈하는 방식
의 빈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70 -

림 11)을 신라 고분의 위세품 출토 정황과(표 2~5) 비교해 보면 잘 드러난

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대장식구의 출토 형태로,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과대는 각 과판의 연결 상태가 삼각형, D자형 등으로 배치되어 안치 당시 

피장자의 복부에 둘러져 있던 형태 그대로 내려앉았지만, 무령왕의 대장식

구는 일자로 흐트러짐 없이 배치되어 부장 당시에 복부의 연조직이 남아있

지 않았던 정황을 잘 보여준다. 왕비의 천 또한 두 쌍이 각각 8자형으로 출

토되어, 여러 점이 겹쳐져 출토되어 착장 정황을 보여주는 신라 고분과 차

이를 보이며, 출토 위치도 양손에 착장한 것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가깝고 

한 손에 착장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멀어 신라고분의 양 허리에서 정연하

게 확인되는 양상과 다르다. 두 피장자의 식리 출토 위치도 착장 보다는 부

장에 가깝다.

종합하자면 무령왕릉의 출토 정황은 27개월의 빈 끝에 완전히 육탈된 

피장자의 최종적인 안치 정황을 잘 보여주며, 신라 고분의 일반적 출토 정

황은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전자에서는 관 내에 육탈된 인골을 어떻게 

배치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나, 이미 연조직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의 시신과 

함께 대장식구와 천, 식리 등의 부장이 착장 상태를 모사하여 그를 상정하

여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반면 신라 고분에서는 대체로 두개골의 좌우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이식이 출토되고, 경식과 대장식구, 천, 지환이 해부학적

으로 정확한 위치에서 일관적으로 출토되는 점에서, 연조직이 남아있는 상

태에서 복식을 착장하고 안치된 정황이 뚜렷하다.37)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천을 비롯한 착장 위세

품은 대부분 부패하기 이전의 시신에 착장한 상태로 손너비를 비롯한 연조

36) 시신이 백골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기온과 습도, 강우, 토양의 산도, 곤충과 
동물의 활동, 시신의 크기와 무게 등에 따라 극히 다양한데, 이상적인 조건에서 
특히 파리목에 노출되는 경우 불과 10여 일 만에 백골화하지만, 일반적인 매장
조건에서는 성인의 경우 10~12년, 아동의 경우 그 절반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Mann et al. 1990; Rodriguez et al. 1983; Simmons et al. 2010 등 참조)

37) 이러한 점에서 추론하면, 고총 축조기 신라의 빈은 사체의 말단부인 귀와 손가
락의 연골이나 인대가 부식하기 이전에 짧게 끝나고 매장 단계로 진행되었을 가
능성이 대단히 크다. 혹은 얼음이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 사체의 부패 속도를 최
대한 늦추는 방식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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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성별이형성을 간직한 상태였던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따라서 천의 

내경은 생전의 성별이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라고 여겨지는 바, 다음에

서는 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계측적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2) 대상 자료 및 계측 방법

본고의 분석을 위해서는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모든 천 자료에 대한 종

합과 계측이 필요하였다.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야 통계적 분석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적석목곽묘로 한

정하지 않았으며, 시간적인 폭에 있어서도 석실단계에 출토된 자료도 포함

<그림 11> 무령왕과 왕비의 관 내 유물 출토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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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처럼 일단 많은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 해석 단계에서 지역성과 

시간성을 고려하였다. 

현존하는 자료를 전수 확인한 결과 최종적으로 43개 유구에서 137점의 

천이 출토된 것을 확인하였다.38) 하지만 천의 보고 방식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자료의 깊이에 여러 수준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서 천 계측 자료

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었다.

(a) 정밀한 실측 도면 또는 도판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계측이 가능하

여, 모든 계측치의 획득이 가능한 자료

(b) 보고서와 전시 도록 등에서 바깥지름만 간략히 언급된 자료

(c) 출토 여부만 알려졌을 뿐 수치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주지하다시피 본고의 분석은 정확한 정보가 입력되어야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므로, (a)의 자료가 가장 통계적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a)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대상으로 계측치 분포를 파악하였고, (b)의 

자료는 (a)를 바탕으로 한 안쪽지름-바깥지름의 회귀분석 이후에 대략적인 

분포치를 추산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리고 (c)의 자료는 마지막 해석 단계에

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고자 한다.

(a)의 요건을 갖춘 자료에 대해서는 실측 도면을 바탕으로 계측을 실시

하였으며, 계측 지점과 기준은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천의 대다수

는 완전한 원형에 가까웠지만, 장경과 단경이 존재하는 타원형인 경우도 많

았는데,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2~3mm 내외의 미미한 차이였

다. 이처럼 한 가지 계측치에 의존하지 않고 장경과 단경을 구분하여 측정

하되, 관찰자 내부 신뢰성(intra-observer reliability)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2회에 걸쳐 반복 측정하고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여 오류를 줄였다.

측정 이후 자료는 보고서 이외의 도록이나 논문에서 제시된 수치를 통

38) 창녕 유리건판 사진집 자료(國立金海博物館 2015), 국은 수집품(尹相悳 2009) 등 
정식 발굴되지 않은 콜렉션은 정확히 몇 개 유구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일단 하
나의 유구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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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시 확인 작업을 거쳤다.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천

마총 출토 천 4점에 대해서는 일부 자료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문제의 소

지가 있었다. 보고서의 실측도면과 기술에 따르면 내측 최대경이 65mm, 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그림 12> 천의 계측 내용과 방법

※ 서봉총 출토품의 실측도면이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변형하였음.

  ① : 최대 내경. 천의 안쪽 지름 중에서 가장 긴 것.

  ② : 최소 내경. 천의 안쪽 지름 중에서 가장 짧은 것.

  ③ : 최대 외경. 천의 바깥 지름 중에서 가장 긴 것.

  ④ : 최소 외경. 천의 바깥 지름 중에서 가장 짧은 것.

  ⑤ : 두께. 내외경 사이 중에서 가장 두꺼운 지점의 두께.

  ⑥ : 폭. 입면도에서 나타난 천의 너비.

  ⑦ : 내주 ≒ π{5(①+②)/4 – ①×②/(①+②)}. 타원 원주 공식.

  ⑧ : 외주 ≒ π{5(③+④)/4 – ③×④/(③+④)}. 타원 원주 공식.



- 74 -

측 최대경은 80mm였으나, 일부 연구에 따르면 직경 11cm로 되어 있고(黃冱
根 1976 : 217; 朴熙明 2001 : 87), 최근의 천마총 전시 도록(국립경주박물관 

2014)에도 10.5cm로 기록되어 있어 차이가 컸다. 4점이 서로 크기가 달라 

생긴 기록상의 차이로 볼 수도 있지만, 전시 도록 등을 통하여 보면 4점 모

두 크기가 대동소이하여 개별적인 크기 차이로 이해할 수가 없는 현상이었

다. 

결국 경주박물관 소장 실물 자료를 확인하여 어느 기록이 정확한지 판

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결과 보고서의 기술이 정확함을 최종적으로 확인

하였다. 천 측정 자료에 오류가 있으면 이는 곧 피장자 성별에 대한 왜곡된 

해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정확한 자료의 획득에 만전

을 기하였다. 이와 같은 측정을 거친 천의 목록과 측정 결과, 그리고 출전의 

세부 내용은 <부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리고 (b) 자료의 경우는 실측 도면이 존재하지 않고 도판과 함께 기술

된 내용 등에서 간략히 외경만 언급한 경우로, 이것이 최대치인지 최소치인

지 분명하지 않고 내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추가 분석 단계에서 보조자료

로만 사용할 것이다. 노서동 138호분, 황오동 4호분, 5호분, 32-1호분(1955년 

발굴), 33호분 서곽, 인동총, 창녕 교동 12호분 출토품 등이 그러하다(부표 1 

참조).

(c)의 자료는 심하게 부식·파손되어 계측이 불가능하였거나 약보고를 

통해 존부만 알려진 경우이다. 계측치를 통한 성별 추정에서는 사실상 사용

이 불가능하고, 통계적 분석 작업 이후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인왕동 20호, 황오동 54호 갑총, 황오동 고분 북곽, 은령총, 황오

동 16호 1곽, 미추왕릉 C지구 3호, 인왕동 699-4번지 고분군(1977년 발굴) B

군 2곽 등의 사례가 있다. 

이상의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00년간 출토

된 천 출토 자료를 모두 망라하고자 하였다. 계측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해석

은 다음 절에서 살펴본다.

(3) 계측 결과와 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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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 결과 하나 이상의 계측치를 알 수 있었던 천은 108점이고, 그 중

에서 최대내경에 대한 계측이 가능하였던 것은 86점, 최대외경에 대한 개략

적인 정보만 얻을 수 있었던 것은 22점이다. 다음에서는 이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해석을 실시하였다.

① 내경 계측치의 분포와 해석 

성별 이형성을 파악 비교할 수 있는 손너비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치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천의 내경이다. 그런데 모든 천이 완전한 원형은 

아니며, 작은 차이에 불과하지만 최대 내경과 최소 내경을 갖는 타원형도 

있다. 두 계측치 모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지만, 천의 착장은 최대 내경

을 이용해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주요한 분석은 최대 내경을 중심으로 실

시하였다. 

모든 계측치를 획득 가능하였던 (a)급의 자료는 27개 유구에서 86점이었

다. 이들의 최대 내경 평균은 64.6mm, 표준편차는 3.7이고, 최소 내경은 평

균 62.4mm, 표준편차는 3.9이다. 두 수치의 종합으로 전반적인 자료의 분포 

상황을 확인하면 <그림 13>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천 거의 대부분은 최대·최소 내경이 60~70mm 사이에 분포하는데, 예외적

으로 크기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두 점이 확인된다. 이들은 금령총에서 

출토된 두 점인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금령총의 피장자는 목관의 규모나 

착장 유물의 크기를 통해 발굴 당시부터 어린이로 추정된 바 있고, 천 내경

의 크기도 전반적인 분포치와 비교할 때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금령총 출토 천과 다른 신라 고분 출토 천 사이의 크기 격차는 아동

과 성인의 차이로 해석된다. 

현재로서는 금령총과 비슷한 크기의 천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것으

로 보아, 신라 고분에서 금속제 천은 기본적으로 성인을 위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아동을 위해 천이 제작된 금령총의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금령총을 제외한 다른 경우는 전반적인 크

기로 보아 성인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분석을 실시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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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천 84점의 최대 내경 평균은 64.9mm이고 표준편차는 2.8이다. 

이는 천 내경의 최대값이 상당히 좁은 범위 안에 밀집분포함을 의미하며, 

실제로 60~70mm 사이의 불과 10mm 범위 내에 84점 중 79점(94.0%)이 집중

되어 있다. 최소값은 국은수집품 유리제 천이 59mm이고 최대값은 보문동 

합장분 적석목곽묘 출토품이 73mm이므로, 전체적인 편차 자체가 크지 않

다. 이처럼 천 내경값은 전체적인 분포의 편차가 크지 않고, 특정 영역에 매

우 밀집하여 분포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이러한 점에서 내경값의 분포 양상

은 앞서 설정한 천 계측치 분포 모델(그림 9) 중에서 ②번 모델, 즉 하나의 

성별에 의한 독점적 착장 모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분포치를 圖示하면 <그림 14>의 회색 막대그래프가 보여주는 것과 

같으며, 그 분포 양상도 단봉곡선의 정규분포 양상에 근접한다. 그런데 서봉

총이나 금관총의 예에서 보듯이 신라 고분에서는 한 팔에 여러 점의 천을 

착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면 다수의 천

<그림 13> 내경 계측이 가능한 천 86점의 최대 내경, 최소 내경 분포. 

좌하측에 격리된 두 점이 금령총 출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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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착장한 특정 피장자가 과장되는 결과가 생기므로, 한 팔에서 중복 착장

한 것 중 가장 작은 것 한 점만을 선택하여 다시 도시한 것이 검은색 막대

그래프이다. 여기서는 한 명의 피장자가 하나의 계측치만 보유할 수 있다. 

<부표 1>에서 보듯, 중복 착장한 천들은 크기가 대동소이하고 큰 차이가 나

는 경우는 없다. 중복착장을 제외한 최대 내경을 대상으로 Kolmogorov- 

Smirnov, Shapiro-Wilk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면 결과는 <표 6>에서 보는 바

와 같으며, 두 검정 모두에서 유의확률이 0.05 이상으로써, 귀무가설을 기각

하므로 정규분포에 속하며 단봉분포의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39)

39) Kolmogorov-Smirnov 검정과 Shapiro-Wilk 검정 모두 p < 0.05 일 때 귀무가설
을 기각하는데 전자에서 p=0.070, 후자에서 p=0.112이므로 귀무가설을 채택하여 

Kolmogorov-Smirnov Shapiro-Wilk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분석 결과 .164 26 .070 .937 26 .112

<표 6> 중복 착장을 제외한 천 내경 분포의 정규성 검정 결과

<그림 14> 신라 고분 출토 성인용 천의 최대 내경 빈도분포

※ 범례 -  : 천 전체,   : 중복착장 제외



- 78 -

이처럼 신라 고분 출토 천의 내경 분포치는 단봉곡선이며, 따라서 하나

의 성별이 독점적으로 착장하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지만 정규성검

정만으로는 이 성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판단할 수 없으며, 다른 천 자

료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야요이 시대 남녀 인골이 착장한 패

천 자료(木下 2005)를 시작으로, 현대 제작되고 있는 팔찌,40) 그리고 삼국시

대 자료 중에서 유일하게 착장자의 성별이 분명한 사례인 무령왕비 관내 출

토 천 등과 비교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왕비는 27개월 간의 빈을 

거치고 안장되었기 때문에 매장 당시의 착장 여부 자체는 불분명하다. 하지

만 왕비의 관내에서 출토된 천 중에서 多利作名銀釧은 명문에서 알 수 있다

시피 ‘大夫人’을 위해 제작된 것이 분명하고, 지석에서도 왕비의 성별을 

확실히 알 수 있으므로 여성용 천으로 판단하여도 무리가 없다. 왕비의 관 

내에서 출토된 천은 네 점인데 두 점의 내경은 60㎜, 다른 두 점은 59㎜로 

모두 정원형이다. 이상 비교 자료의 상세를 종합하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리고 이를 도표상에서 표시하면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여기

에서는 각 집단이 착장한 천 내경의 분포 범위를 비교하였는데, 일단 야요

이 시대의 여성·남성 착장 패천의 최대 내경 분포 범위(E·F)는 현대 여성

과 남성이 착장하는 것(B·C)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범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또한 무령왕비 착장품(A)은 현대 여성(B)과 야요이 여성(E)의 

분포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규분포로 간주한다.
40) 오늘날 제작되고 있는 폐쇄형 뱅글의 크기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의 여러 업체

에 문의하였으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단 S사와 A
사, B사는 이를 공개하고 있어 참조하였는데, S사는 60~64㎜(60: small, 64: 
medium), A사는 58.4~66㎜(58.4: Xsmall, 61: small, 63.5: medium, 66: large) 구간
에서 제작하고 있었다. B사는 천의 내측 둘레를 기준으로 7인치~8.5인치까지 0.5
인치 단위로 단위를 구별하여 내경 58~68mm 구간 내에서 4개 단위로 나누어 제
작하였다. 남성용의 경우, 국내에서는 자료를 공개하는 곳이 없어 객관적인 수치
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영국 업체의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73~81㎜의 크
기 분포를 가지고 있었다. 이 경우 인종 차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 
영국의 남녀 손 치수 평균이 대동소이하고(기도형 2010: 151), 여성용 팔찌의 크
기도 양자가 사실상 동일하여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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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성용 천의 최대 내경 분포범위(A·B·E)와 남성용 천의 최대 

내경 분포범위(C·F)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일정하게 구분되며, 성별에 따

른 최대 내경의 분포 범위는 시대에 따라서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이제 신라시대 천과 비교해 보면, 일단 금령총 출토품(G)은 야요이 아동

(D)에 포함되는 크기를 보여,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아동의 착장품인 것

이 다시금 확인된다. 그리고 신라시대 성인이 착장한 천(H)은 무령왕비(A), 

현대 여성(B), 야요이 여성(E)과 약간의 오차를 두고 동일한 범주 내에 분포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 신라고분 출토품 중에서 91.6%(84점 중 

77점)가, 중복 착장을 제외하였을 때에는 88.4%(26점 중 23점)가 현대 여성 

및 야요이 여성이 착장한 천의 최대 내경 분포 범위 내에 포함된다. 

신라 천 중 소수는 중간 영역이나 남성용 천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

을 볼 수 있는데, 후자의 것은 보문리 합장분(적석목곽묘) 출토품 중 하나

로, 최대 내경은 73mm이지만 최소 내경은 62mm로, 강하게 찌그러진 타원

형의 천이다. 타원의 찌그러진 정도를 나타내는 이심률(異心率)로 보면,41) 

신라 고분 출토 천의 평균 이심률은 0.2이지만 이 천의 경우 0.53으로 매우 

커서, 아마도 매장주체부의 붕괴시 일어난 변형이거나 그 변형을 복원하면

서 생겨난 변화로 추정된다.42) 정원형으로 복원한다면 이 천의 내경은 약 

41) 





로 계산하며 a는 장반지름, b는 단반지름이다. 

42) 실제로 최초 보고(朝蘇總督府 1916: 347)에서는 접합부가 크게 일그러져있는 등 

구분 
비교군

착장 천의 크기(㎜)
아동 여성 남성

무령왕비 관내 출토품 - 59~60 -
현대 제작 천 - 58.4~68 73~81
야요이 패천(木下 2005) 36~57 58~69 74~104
신라 고분 출토 천 47~52 59~73
신라 고분 출토 천
(중복 착장 제거)

47 59~71

<표 7> 성별, 연령별 천 크기와 신라 고분 출토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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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mm가 되어 여성 영역인 B·C에 포함된다.

따라서 남성 영역(C·F)에 해당하는 신라시대 천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남성이 착장한 천이 일정 숫자 이상 존재하였다면, 

C·F에 해당하는 영역에 마찬가지로 단봉분포를 그리면서 나타나야 할 것

이지만, 현재 자료 내에서 그러한 경향은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며 예외

가 없기 때문이다.

이상의 천 내경과 관련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 고

분에서 출토된 천은 그 최대 내경이 60~70㎜ 내외의 매우 좁은 영역에 밀집

하면서 단봉분포를 그리고 있어 하나의 성별 분포를 나타낸다. 확인된 수치

를 야요이시대와 무령왕비, 그리고 현재의 자료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아동용

으로 추정되는 금령출 출토품을 제외하면 모두 여성 성인의 영역에 포함되

며, 남성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없다. 성별이형성을 고려한다면, 남성영역

에서도 천의 최대 내경이 일정한 단봉곡선을 그리며 분포해 전체적으로 이

봉곡선을 그려야 하지만 그러한 양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자료

에서 성인 남성이 착장한 천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① 통계적

인 정규성, ② 최대 내경의 분포 양상, ③ 성별이형성 세 요소를 고려하였을 

때, 신라 고분의 천은 여성에 한정된 착장양상을 보여주며 이로써 신라 고

분 출토 천은 여성만 착장한 유물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된다. 

심하게 변형된 것이 확인된다. 최근의 재보고에서는 복원이 이뤄진 것을 볼 수 
있는데(國立中央博物館 2011: 47-48), 손상을 우려해서인지 완전히 정원형으로 복
원하지는 않았다. 함께 출토된 천은 정원형에 가까우며 최대내경 70mm, 최소내
경 68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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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신라 고분 출토 천의 최대 내경 분포(하단)와 각종 남녀 착장 천의 최대 내경 분포 범위 비교 

A: 무령왕비 착장품 D: 야요이 아동 착장 패천 G: 금령총 출토품

B: 현대 여성용 천 E: 야요이 여성 착장 패천 H: 신라 고분 출토 천

C: 현대 남성용 천 F: 야요이 남성 착장 패천 (막대그래프 음영: 중복착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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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경 계측치를 통한 내경의 추정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내경의 계측치가 존재하는 천은 분포치의 

해석을 통해 여성임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자세한 계측치나 도면이 전

하지 않고, 외경만 간단히 보고된 경우가 있으며, 노서동 138호, 황오동 4, 

5,43) 32-1, 33호 서곽, 인동총, 창녕 교동 11, 12호 등 8개 고분 22점이 그러

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비록 내경은 존재하지 않지만 천의 내경과 외경

이 갖는 상관관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내경의 분포 범위를 추정할 수 

있다. 즉 내경과 외경이 알려진 금속제 천 수십 점을 통해 양자 간의 상관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추산한 뒤, 거기에 외경만 알려진 경우를 대입하면, 

어느 정도 오차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분포 범위나마 추산이 가능할 것이다. 

 내경을 추론한 결과는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중에서 노서

동 138호출토 천의 수치는 금령총 출토품과 유사한 계측치를 보이는데 정황

상 내경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44) 이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대략 59~74㎜ 

이내의 분포 범위를 보여, 직접 측정을 통해 계측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

고,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여성이 착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그림 1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내경과 외경의 관계는 선형적으

로 완전히 일정한 것이 아니기에 회귀분석을 통한 추정치에는 어느 정도의 

43) 황오동 5호에서는 착장위치에서 천이 두 쌍 발견되었는데, 외경이 각각 7.5, 
8.5cm였다. 중복 착장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내외경의 차이가 거의 없는 데 비한
다면 황오동 5호의 사례는 대단히 특이한 것이다. 그런데 피장자의 두위에서 주
환 굵기가 다른 태환이식이 두 쌍 발견된 점을 고려한다면, 그 중의 한 쌍의 태
환이식과 한 쌍의 천은 곽 상부에 안치된 순장자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   

44) 보고 원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4) 金銀釧 一雙 – (중략) 徑은 右手 것이 
約 六糎, 左手 것이 六.五糎으로서 左手 것이 약간 굵다. 出土 狀況에서 말한 것
처럼 손가락지와의 距離 또는 釧自體의 굵기로 보아 팔목이 아니라 若干 올려끼
웠던 모양이다.”(金載元·金元龍 1955: 44) 즉 천의 지금이 좌우 각각 6.5cm와 
6cm라고 보고되었는데, 이 수치가 내경인지 외경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런
데 이 크기가 만약 외경이라면 금령총 출토품에 비견될 만큼 크기가 작으며 아
동의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서 틀림없이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이
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보고자가 복원한 피장자 신장도 150~160cm으로 신라시
대 성인 여성 평균에 근접한 점에서 아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고된 노
서동 138호 출토 천의 크기는 내경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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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가 있다. 그리고 외경만 보고된 경우 대부분은 5mm 단위로만 대략 보

고된 자료로, 정확한 계측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귀 분석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존하는 계측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남성이 

착장한 것으로 판단되는 군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신라 고분 출토 자료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

의 계측치가 존재하는 천 108점은 그 분포 양상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금령총 출토 천 2점을 제외하면, 전부가 성인 여성이 착장한 것으로 판단되

며 현재로서는 남성이 금속제 고정형의 천을 착장하였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물론 신라 시대의 평균 체격이 지금보다 작았고, 손의 계측치에서도 그

러하였을 것이므로 현대와 과거의 천 자료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

을 수 있다. 하지만 과거인과 현대인의 체격 차이는 하지골의 길이와 성장

기의 영약학적 복지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는 신장에서 민감하게 

나타나되, 다른 신체 부위에서 같은 정도와 비율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는 1970년대와 2000년대 이후의 한국인 계측치를 비교해 보아도 

<그림 16> 회귀선을 이용한 천 내경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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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타난다. 큰 폭의 복지수준 향상이 일어난 이 기간 동안, 20대 여성의 

신장은 155.5cm에서 160.9cm로 급격히 커졌지만,45) 비슷한 기간 동안 같은 

연령대 여성의 평균 손너비(hand breadth)는 76mm에서 75.6mm로 사실상 

변화가 없다(그림 17).46) 즉 시대 별로 복지수준이 변화하여도 손과 같은 부

위는 그러한 변수에 영향을 매우 적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인간이라는 종 내의 성별이형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에 

따른 체격 변화와는 상관없이, 천 계측치 분포가 단봉분포이자 정규분포이

므로 하나의 성이 착장하였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일본 야요

이 시대의 천 최대 내경 분포치의 남녀 차이와, 현대 천의 남녀 차이 양상

이 상당히 동일한 점도 시대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고, 성별이형성에 의한 

차이가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는 점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여성용으로 제작

된 것이 분명한 무령왕비의 천 또한 같은 영역에 있으므로 동시대 자료로도 

45) 한국과학기술연구소(1980)의 1979년도 측정 자료와 국가기술표준원(2015)의 
2015년도 측정 자료를 비교하였다. 참고로 신라시대 여성의 신장 평균은 김해 
예안리 자료로 볼 때 150.3cm이다(釜山大學校博物館 1985).

46) 한국과학기술연구소(1980)의 1979년도 측정 자료와 국가기술표준원(2008)에서 
측정한 손 자료를 비교하였다. 

<그림 17> 신라시대에서 최근까지의 신장과 손너비 변화 추세

※ 신장은 최근 40년간 그 이전 1,500년 간의 변화만큼 급격히 커졌으나, 손 

너비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음에 주의. 자료 출전은 각주 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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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에서 신라 고분 피장자의 성별에 대해, 천 내경 크기 분포의 성별

이형성을 토대로, 과거와 현대의 자료를 종합한 결과 천 착장자는 모두 여

성으로 추정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다만 천의 착장 여부를 통해 고분 피

장자의 성별을 파악하는 방법은 명백한 한계가 있는데, 천의 착장이 황남대

총 북분이전에는 확인되지 않으며(국립경주박물관 2001), 기본적으로 상당히 

높은 위계에서만 나타나(李熙濬 2002), 편년적, 위계적 위치가 뚜렷히 제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비착장자 중에서도 여성이 존재할 수 있어 착장자는 모두 여성이고 

비착장자는 모두 남성이라고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적석목곽묘 전

반에 확대 적용을 위해서는 다른 고고학적 속성과 비교해서 추가적으로 검

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다음 항에서 이에 대해 검토하였다. 

3)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별

이번 항에서는 천의 내경을 통해 추론한 피장자의 성별 추정을 적석목

곽묘 전반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찾도록 한다. 성별에 따른 적석목

곽묘의 이분적 구조화를 전제로 한다면, 적석목곽묘의 여러 물질자료 중에

서 적어도 일부는 성별에 따라 양측적 대립을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천이 출토된 무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지만, 반대로 천이 출토되

지 않은 무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적석목곽묘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성별과 관련된 요소일 가능성이 크며, 그것이 천에 비해 편재성

(遍在性)이 높은 속성이라면 천이 갖는 시간적, 계층적 한계를 넘어 보다 포

괄적인 성별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약 천이 출토된 무덤에서는 공통적으로 태환이식이 출토

되고, 천이 출토되지 않은 무덤에서는 공통적으로 세환이식이 출토된다면, 

여성용으로 밝혀진 천의 출토 여부와, 태환이식과 세환이식의 배타성이 연

결되므로 이식 또한 성별과 관련되어 있다고 가설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따

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천의 출토 여부와 강한 관계를 갖는 적석목곽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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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찾는 것이다.

적석목곽묘가 갖는 다양한 변수 중에서 어떠한 것이 천의 착장과 상응

관계를 보이는지 일일이 대조하여 찾아내는 작업은 다소 지난한 과정이다. 

본고에서 그 과정을 전부 제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므

로, 이를 생략하고 결론부터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에 성별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온 이식이나 대도 등의 요소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천의 출토 

여부와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적석목곽묘의 변수는 묘곽 형식인 것

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부곽의 존재 여부와 깊은 관계를 

보여, 지금까지 확인된 천은 모두 부곽이 없는 형태의 묘곽에서만 출토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대로 부곽이 있는 형태의 묘곽에서는 천의 출토를 확인

할 수 없었다. 이는 다소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기존에는 

묘곽 형식, 특히 부곽의 생략은 시간성과 깊이 관련된 변수로 보아왔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번 항은 천의 출토와 묘곽 형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관관

계를 갖는지 검토하고, 현존하는 인골 자료와 대조하여 성별과 묘곽 형식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월성북

고분군의 비적석목곽묘에서는 묘곽 형식과 성별이 어떠한 상관을 갖는지도 

검토해 보도록 한다.

(1) 묘곽 형식과 천 출토 여부의 상관관계

적석목곽묘의 묘곽 형식 분류는 평면 형태 및 주부곽의 배치 방식, 그

리고 유물 부장 위치를 기준으로 연구되어 왔고 여러 분류안이 존재한다(權
龍大 2009; 金大煥 2001; 崔秉鉉 1980, 1992, 2016a). 여기에서는 경주지역의 

적석목곽묘 형식 분류에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최병현(2016a)의 안을 준

용하여 천의 출토와 묘곽 형식 간의 상관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최병현의 묘곽 형식 분류를 간단히 요약하면, 부곽 유무에 따라 크게 

주부곽식(1)과 단독곽식(2)으로 대별하고, 전자는 주부곽 묘광의 연결 상태에 

따라 이혈(1A)과 동혈(1B)로 나눈 것이다. 또한 후자는 부장품 구역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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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족부부장(2A), 양단부장(2B) 두상부부장(2C)으로 삼분하였다.

이상의 분류안에 따라 양자 간의 상관관계를 살핀다 할 때, 분석 대상

으로 가능한 많은 수의 분묘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으나, 천의 착장이 일정 

위계 이상으로 한정된 경향이 있으므로 분석 대상도 그에 맞추어 조정할 필

요가 있다. 만약 낮은 위계의 분묘를 모두 포함한다면 분석 대상의 숫자는 

늘겠지만, 피장자 계서가 낮아 천을 착장하지 못한 피장자가 다수 포함되어 

양상 파악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착장위세품의 계층적 착장양상을 분석한 선행 연구(李熙濬 2002)에서는 

천의 착장이 최상위군인 I·J, K·L군에 부장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본고에서는 착장위세품이 적어도 3점 이상 부장된 무덤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묘곽 형식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착장위세품이 3점 이상 부장된 무덤 

중에서도 묘곽이 파괴되지 않은 적석목곽묘를 전수 조사하여 선별하였다. 

여기에는 꼭 정식 보고되지 않았더라도, 주요 착장 위세품의 출토 여부와 

묘곽 형식을 알 수 있는 경우라 하면 모두 포함시켰다. 

그 결과 경주 지역의 적석목곽묘 52기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분묘는 천

을 비롯한 주요 착장 위세품과 묘곽 형식을 비교하여 함께 도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여기에서 피장자가 천을 착장하고 

묘곽 형식이 2C인 고분은 음영으로 표시하였는데,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매우 독특한 양상이 드러난다. 즉 피장자가 천을 착장한 적석목곽묘 22기는 

예외 없이 두부부장단독곽(2C)이라는 점이다. 다만 모든 두부부장단독곽에 

전부 천이 부장된 것은 아니어서, 인왕동 149호, D지구 1호 1곽, 인왕동 

95-6번지 2호, 황오동 100번지 1호 등 4개 무덤에는 부장되지 않았다. 

반면 이혈묘광(1A)과 동혈묘광(1B)의 주부곽식묘에서는 천의 출토 사례

가 전무하며, 양단부장단독곽(2B)에서도 출토 사례가 없다. 단, 족부부장단독

곽(2A)인 미추왕릉 C지구 3호분에서 은제 천 두 점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주피장자의 착장이 아니라 그 옆에 부장된 정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嶺
南大學校博物館 1975: 79), 미착장 부장이거나 순장자 착장인 것으로 판단된

다. 즉 두부부장단독곽(2C)이 아닌 묘곽 형식(1A, 1B, 2A, 2B)인 적석목곽묘 

26기에서는, 착장위세품이 3점 이상인 고분만을 선택하여 검토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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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유구명 묘곽 
형식 천 관식 관모 세환

이식
장식
대도

대장
식구 대관 경식 지환 중공

구
태환
이식 식리 비고

1 황오동16호4,5곽 1B ○ ● ● ● ○
2 황남동109호1곽47) 1B ◎ ● ● ●
3 황남동110호주부곽 1A ○ ○ ◎ ◎ ◎   ◎ 
4 황오동100번지3호 1A ● ● ●
5 인왕동19호J곽48) 1B ● ● ●
6 쪽샘B1호주부곽 1B ● ● ●
7 황오동파괴고분2곽 1A ● ● ●
8 황오동16호2,3곽 1A ● ● ● ○
9 황오동54호을총49) 1A ○ ● ● ● 약보고
10 황남동82호동총 1B ● ● ● ●
11 황오동34호1곽 1A ● ● ● ●
12 황오동34호2곽50) 1A ● ● ● ●
13 인왕동C군1호 1A ○ ● ● ● ● 약보고
14 황오동41호 1A ○ ○ ● ● ● ● 약보고
15 황오동14호1곽 1A ○ ● ● ● ● ○
16 황남대총남분주부곽 1A ● ● ● ● ● ○
17 인왕동A군1호 1A ◎ ◎ ◎ 
18 황남동82호서총 1B ● ● ●
19 황오동16호6,7곽 1A ● ● ● ● ●
20 황오동16호8,10곽 1A ● ● ● ●
21 황오동1호남곽 1B ● ● ● ● ● 약보고
22 미추C구3호51) 2A ○ ◎ ◎ 
23 황오동100번지7호 2A ◎ ◎ ◎ 
24 인왕동19호C곽 2B ● ● ○ ●
25 황오동14호2곽 1A ● ● ●
26 미추6C구4호 1B ● ● ● 약보고
27 황오동100번지1호 2C ◎ ◎ ◎ ◎
28 식리총 2C ●   ● ● ●   ●       
29 황오동16호1곽 2C ● ● ● ● ● ○
30 데이비드총52) 2C ● ● ● ●
31 노동리4호 2C ● ○ ● ● ● ● ●
32 황오동4호 2C ● ● ● ● ● ● ○ 식리
33 노서동138호 2C ●     ●   ●   ● ●     
34 천마총 2C ● ● ● ● ● ● ● ○
35 인왕동149호 2C     ● ● ●   ●     
36 호우총53) 2C ● ● ○ ● ● ● ● ○
37 금령총 2C ●   ●   ● ● ● ●     
38 은령총 2C ● ● ● ● ● ● ○
39 미추6D구1호1곽54) 2C ● ● ● 약보고
40 인왕동20호55) 2C ●       ● ●   ●     ●
41 황남동95-6번지2호 2C ○ ● ● ●
42 인왕동156-2호56) 2C? ◎ ◎ ◎ ◎ ◎ ◎ 약보고
43 인왕동B군2호57) 2C ● ● ● 약보고
44 황오동32-1호58) 2C ◎ ◎ ◎ ◎ ◎ ◎ ◎ ◎ 약보고
45 황오동54호갑총 2C ● ● ● ● ● 약보고
46 금관총 2C ●   ● ● ● ● ● ● ○
47 황남대총북분 2C ●     ● ● ● ● ● ●
48 황오리고분북곽(1937) 2C ● ○ ● ● ● ● ● ●
49 서봉총 2C ●         ● ● ● ● ● ● ○
50 황오동33호서곽59) 2C ● ● ● ●
51 황오동5호 2C ●         ●   ● ● ● ●
52 노서동215번지60) 2C ● ● ● ● ●
※ 범례 : 천의 출토와 2C 묘곽 형식은 음영으로 강조함.
 -묘곽 형식(분류 방식은 최병현 2016a를 따름)
1A : 이혈주부곽, 1B : 동혈주부곽, 2A : 족부부장단독곽, 2B : 양단부장단독곽, 2C : 두부부장단독곽 
(최초 보고 이후 재검토와 재조사에 의해 묘곽 형식의 판단이 달라진 것과 그 근거는 모두 각주에 표시함)

 -착장위세품
● : 착장 위치에서 출토됨.  ◎ : 매장주체부에서 출토되었으나 착장 여부는 불분명함. ○ : 미착장 위치에서 출토됨. 

<표 8> 월성북고분군 적석목곽묘의 착장 위세품 출토 양상(3점 이상)과 묘곽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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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황남동 109호 1곽은 보고서에 의하면 단독곽식이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후
의 재검토에 의하면 이혈묘광의 주부곽식이다(李熙濬 1987).

48) 인왕동 19호 J곽은 단독곽식으로 보고되었으나 최근 공개된 미보고 도면(이현태 
2013: 283)에 의하면 병렬주부곽식으로 최병현의 1B4식이다.

49) 황오동 54호 을총은 최초 보고(有光敎一 1934)에서는 단독곽식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의 쪽샘 B지구 조사에서 일렬주부곽식묘일 가능성이 제기되었고(국립경주문
화재연구소 2008: 7), 이후 발간된 보고서의 유구배치도(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3: 10)에도 일렬주부곽식으로 묘사된 점에서 주부곽식묘로 두었다. 

50) 황오동 34호 3곽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본문에서 후술하겠으나 현재 
자료로 보아서는 적석목곽묘로 판단하기 다소 곤란한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동혈묘광주부곽식이되 피장자가 착장한 정황은 분명하며, 부곽을 갖는 묘
곽 형식의 피장자가 천을 착장한 유일한 예외일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룬다. 

51) 미추왕릉 C지구 3호분에서는 은제천 두 점이 출토되었으나, “兩腕의 位置에서 
出土되지 않고 被葬子의 右便에 位置하고 있었다”(嶺南大學校博物館 1975: 79)
고 하여 착장이 아니라 미착장 부장이거나 순장자 착장으로 판단된다. C지구 3
호분은 두부부장단독곽이 아닌 묘곽 형식의 적석목곽묘에서 천이 출토된 매우 
희소한 사례인데, 피장자가 착장하지 않은 정황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두부부장
단독곽의 묘곽 형식에 안치된 피장자만이 천을 착장 가능하였음을 보여주는 강
력한 정황적 증거로 판단된다.  

52) 정식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당시 자료를 종합한 최근의 정리에 따르면
(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2011; 함순섭 2007), 매장주체부는 지하식의 적석목곽이
며, 단곽식으로 주축이 북서-남동 방향이고 동쪽의 부장공간에서는 용기류와 마
구류가 출토되었다고 한다. 서쪽의 매장공간에 목관을 안치하였으며, 출토된 장
신구로 보아 주검의 머리를 동쪽에 두었다고 하며, 이러한 정황이 조사 당시의 
사진과 최근의 재조사에서도 뚜렷이 드러나므로 두부부장단독곽의 적석목곽묘인 
것으로 판단된다. 

53) 호우총 피장자의 대도는 착장으로 본 예가 있고(李熙濬 2002), 필자의 전고(하대
룡 2016)에서도 그렇게 보았으나 단룡환두대도의 출토 위치는 피장자 좌측의 어
깨 부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기술과 도면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 미착장으로 간
주한다. 소도 2점 또한 착장위치에서 출토된 것이 없다.

54) 미추왕릉 D지구 1호 1곽은 주부곽식으로 보고되었으나 부곽이 별도의 호석을 
갖는 등 동일 무덤으로 보기 어려워 단독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崔秉鉉 
1992: 137), 두상부에 부장군을 갖는다.

55) 인왕동 20호는 최병현(1992)의 지적대로 보고 도면과 기술 내용이 모순되어, 전
자를 따를 경우 두부부장단독곽으로, 후자를 따를 경우 양단부장단독곽이 된다. 
최병현은 후자를 신빙하여 양단부장으로 보았고, 최근의 인왕동 19, 20호 추보
(이현태 2013)도 이를 따른 듯 하다. 그러나 기술 내용을 재차 검토해 보면, 두상
부에는 작은 고배류를, 발치에는 비교적 큰 장경호와 단경호를 안치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慶熙大學校博物館, 1974: 17-18), 유구의 노출 사진과 도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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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피장자가 천을 착장한 사례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주피장자가 천을 착장한 22개 사례는 모두 두부부장단독곽(2C)으로, 천의 착

장과 묘곽 형식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음이 뚜렷하며, 이는 

<표 8>을 토대로 묘곽 형식과 천의 출토 여부를 정리한 <표 9>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천의 착장과 묘곽 형식이 깊은 상관관계를 갖는 이유는 무엇일

까? <표 8>을 검토해 보면, 다른 착장위세품과 묘곽 형식 간에는 이처럼 강

한 연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데 반해, 천의 착장과 두부부장단독곽 사이에

는 그 어떤 묘곽 형식 - 착장위세품 간 상관관계보다도 압도적으로 강한 연

관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데, 첫째는 시간성과 관련하여, 늦은 시기의 피장자만 천을 착장하였을 

가능성이다. 둘째는 기존에 천의 착장은 피장자의 계서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았으므로(예를 들면 이희준(2002)의 I·J, K·L군), 묘곽 형식과 피장자 계

서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천을 토대로 판단한, 성별

서의 圖 4, 5, 10) 모두 두상부부장군에 중·대형 호류와 고배류가 함께 부장된 
것이 확인되며, 이런 점에서 기술 내용은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사진과 
도면을 더 신뢰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56) 인왕동156-2호는 약보고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의 유구 관련 기술은 없지만 부
곽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에서 일단 단독곽식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자세한 묘
곽 형식은 알 수 없다.

57) 개보에 따르면 단곽식이되 피장자는 동침이고 두상부에 유물이 부장되어 있다
고 하여(李殷昌 1977: 37), 두부부장단독곽이다.

58) 보고서의 유구 사진과 기술 내용으로 보아(진홍섭 1960), 두부부장단독곽이다. 
59) 황오동 33호분 서곽은 주부곽식으로 보고되었으나(奏弘燮 1969), 평면 배치를 

볼 때 주부곽식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런데 최근의 쪽샘지구 
발굴조사에서 다시 조사된 바에 따르면, 33호분 서곽은 선축된 33-2호분의 부곽
을 파괴하고 조성되었으며(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4: 111-112), 이 선축유구를 
옛 조사에서는 33호분 서곽의 부곽으로 파악한 정황이 명백하다. 이러한 사정이 
밝혀졌으므로 33호분 서곽은 두부부장단독곽식으로 판단된다. 

60) 유구의 구체적인 정황은 상세불명이지만 보고서의 기술 내용을 검토해 보면 매
주부는 동서로 긴 적석목곽묘이고, 이식, 경식, 천, 지환의 출토 위치와 방향으로 
보아 피장자 두향은 동향이다. 그리고 "토기군이 정연하게 늘어선 구획”이 있
고 거기에 서쪽으로 연해 郭床面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피장자의 머리 위쪽에 
主부장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곽을 발견 못한 것으로 보아 두부
부장 단독곽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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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묘곽 형식이 연관되었을 가능성이다. 결국 천의 착장과 묘곽 형식의 연

관 양상을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석목곽묘의 편년과 묘곽 형식 간의 

관계, 천의 편년적 위치, 피장자의 계서 등 여러 변수를 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처럼 여러 변수와 관련하여 각각의 가능성을 차

례대로 검토해 보도록 한다. 

묘곽 형식 주피장자 천 미착장 
분묘

주피장자 천 착장 
및 출토 분묘 계

이혈묘광주부곽(1A)
동혈묘광주부곽(1B)
족부부장단독곽(2A)
양단부장단독곽(2B)

26/26(100%) 0/26(0%) 26

두부부장단독곽(2C) 4/26(15.4%) 22/26(84.6%) 26

계 30 22 52

※카이제곱 검정에서도 묘곽 형식과 천의 출토 여부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남(p=0.0001) 

<표 9> 적석목곽묘의 묘곽 형식과 피장자의 천 착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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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천의 착장과 묘곽 형식의 시간성

천과 묘곽 형식의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시간적 차이로 인한 

편중 현상일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미 언급하였다시피, 적석목곽묘에서 주피

장자가 천을 착장하기 시작한 것은 황남대총 북분부터이며, 그 이전에는 경

주지역에서 금속제 천을 착장한 예는 없다.61) 

그리고 묘곽 형식에 대해서는 그간 시간적인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있

었고, 주부곽식에서 단독곽식으로 변화한다는 큰 흐름이 제시된 이래 많은 

연구에서 동일한 흐름을 지적하였고, 특히 황남대총 남북분을 비롯한 여러 

연접묘에서 (이혈묘광)주부곽 → (두부부장)단독곽의 선후가 관찰되고 가장 

이른 두부부장단독곽의 적석목곽묘는 북분이므로, 이러한 변화는 큰 틀에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적석목곽묘에서 천의 늦은 착장과, 묘곽 형식 변화 

양자를 고려한다면, 두부부장단독곽에서만 천이 출토되는 현상이 설명될 수

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개별 월성북고분군 적석목곽묘의 편년과 묘곽 

형식을 최병현(2017a)의 안을 토대로 정리한 <표 10>을 보면, 시간성으로는 

현재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움이 드러난다. 여기에는 기존에 잘 알려진 대

로, 적석목곽묘의 가장 이른 시기인 1기에는 1A(이혈묘광주부곽)식의 묘곽 

형식만 존재하다가, 남북분 단계인 2기부터 2C(두부부장단독곽)식의 묘곽 형

식이 추가되는 양상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적석목곽묘의 소

멸기까지 양자는 공존하며, 초현기부터 소멸기까지 1A, 1B, 2A, 2B식 등 부

곽을 갖는 묘곽 형식의 주피장자는 일관적으로 천을 착장하지 않는다(표 10

의 우측). 반면 2C식의 주피장자는 2기부터 최말기까지 일관적으로 천을 착

장한다(표 10의 좌측).

61) 하지만 남분 이전 단계로 편년되는 석곽묘인 월성로 가-14호분에서 청동제 천
이 부장된 사례가 있으며, 천이 북분 단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요소로써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또한 남분 피장자가 천을 
착장하지 않은 것을 단지 천이 등장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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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장자 
천 착장 

여부

편년

피장자 천 착장 고분 피장자 천 미착장 고분 

유구명 묘곽 형식

계서
(최병현
2017a에 
따름)

유구명 묘곽 형식

계서
(최병현
2017a에 
따름)

1기 -

황남동109호3·4곽 1A 
황남동110호 1A 
황오동14호1곽 1A 
황오동14호2곽 1A 

b
a
a
b

2기 황남대총북분 2C 특a 황남대총남분 1A 특a

3기
황오동5호분 2C
황오동고분북곽 2C
금관총 2C

a
a

특a

황남동109호1곽 1B
인왕동149호 2C
황남동파괴고분2곽 1B
쪽샘41호 1A
황오동16호6곽 1A
황오동16호8곽 1A
쪽샘B2호 1A
쪽샘B1호 1B
황남동82호동총 1B
황오동고분남곽 2C
황오동16호4곽 1B
황오동1호남곽 1B
황오동16호2곽 1B

a
a
a
a
a
a
b
a
a
a
a
a
a

4기

황오동16호1곽 2C
황오동33호서곽 2C
천마총 2C
노동리4호분 2C
금령총 2C
식리총 2C
노서동138호 2C
서봉총 2C
은령총 2C
노서동215번지 2C
호우총 2C
황오동4호분 2C
보문부부(적석) 2C

a+
a
특a
a
특a
a+
a+
특a
a+
a
a+
a
a

미추7지구7호 1B
황남동82호서총 1B
황오동16호11곽 1B
미추9구역A호1곽 2A
미추C지구3호 2A
미추A지구3호1곽 2C

b
a
a
b
b
a

편년

불명

인왕동20호 2C
인왕동B군2호 2C
황오리32-1호 2C
인왕동156-2호 2C?
황오동54호갑 2C
데이비드총 2C

인왕동A군1호 1B
인왕동B군1호 2B
인왕동C군1호(147호) 1B
인왕동19호C곽 2B
인왕동19호E곽 1B
인왕동19호F곽 1B
인왕동19호G곽 1B

※묘곽 형식 – 1A: 이혈주부곽, 1B: 동혈주부곽, 2A: 족부부장단독곽, 

 2B: 양단부장단독곽, 2C: 두부부장단독곽

   ※볼드체 : 왕릉군 위치 고분

<표 10> 착장유물이 3점 이상 출토된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천 착장 여부와 

묘곽 형식과 분기, 계서(최병현 2017a를 토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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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천의 착장이 시간적으로만 결정되는 양상이었다면, 천이 등장하는 

2기 이후에서 4기에 이르는 상위 위계 피장자군에서 묘곽 형식에 상관 없이 

공통적으로 천이 착장되어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2기~4기의 피장자 중에서 

부곽이 존재하는 묘곽 형식의 피장자 중에서 천을 착장한 사례는 없으며, 

오히려 시간성이 아닌 묘곽 형식과 천의 착장이 연동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이는 천과 묘곽 형식의 연동을 시간적 흐름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의미한

다.

② 천의 착장과 피장자 계서

그러므로 다음 안인 피장자 계서와 연동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정 위계 이상의 피장자만이 천을 착장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는 것이다. 특히 편년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늦은 시기 높은 계서의 피장자

에 천이 집중되어 있다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표 10>에서 최병현(2017a)

에 의해 판단된 계서를 통해 보아도, 동일 계서 내에 있는 피장자의 천 착

장 여부가 묘곽 형식에 의해 나뉘는 양상이 뚜렷하다. <표 11>은 최병현의 

피장자 천 
착장 여부

편년

피장자 천 착장 고분 피장자 천 미착장 고분 

유구명 묘곽 형식
계서
(최병현
2017a에 
따름)

유구명 묘곽 형식
계서
(최병현
2017a에 
따름)

3기 황오동5호분 2C
황오동고분북곽 2C

a
a

황남동109호1곽 1B
인왕동149호 2C
황남동파괴고분2곽 1B
쪽샘41호 1A
황오동16호6곽 1A
황오동16호8곽 1A
쪽샘B1호 1B
황남동82호동총 1B
황오동고분남곽 2C
황오동16호4곽 1B
황오동1호남곽 1B
황오동16호2곽 1B

a
a
a
a
a
a
a
a
a
a
a
a

4기

황오동33호서곽 2C
노동리4호분 2C
노서동215번지 2C
황오동4호분 2C
보문부부(적석) 2C

a
a
a
a
a

황남동82호서총 1B
황오동16호11곽 1B
미추A지구3호1곽 2C

a
a
a

<표 11> 최병현(2017a)의 3,4기 a군 피장자 천 착장 여부와 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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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년에 따라 3, 4기로 편년된 고분 중 특정 위계, 즉 a군으로 판단된 피장자

만을 한정하여 천 착장 여부와 묘곽 형식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3기와 4기의 늦은 시기, 동일 계서인 a급 고분 내에서도 천을 착

장한 피장자와 천을 착장하지 않은 피장자를 뚜렷이 구분하는 것은 묘곽 형

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상을 계서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만약 천을 착장한 피장자가 그렇지 않은 피장자 보다 모두 계서가 높

은 것이라면, 축적된 자료를 통해 볼 때 모든 두부부장단독곽의 피장자가 

주부곽의 피장자보다 계서가 높은 것이 되는데,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로 보

아 반드시 그렇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당장 황남대총 남분만 보아도 이혈

주부곽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장자가 천을 착장한 인왕동 B군 2호와 같은 

경우 인접한 B1호 주변에 배치된 소형의 적석목곽묘이고(李殷昌 1977), 표형

분으로 천 미착장인 남곽이 선축, 천 착장인 북곽이 후축인 황오동 고분의 

경우는 두 무덤이 규모와 부장품에서 대등하고 양자 간 우열이 뚜렷하지 않

은 등 묘곽 형식이나 천의 착장 여부 만으로 계서를 논하기는 곤란하다. 무

엇보다도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병현에 의해 동일 계서(a군)로 판

단된 3기와 4기의 고분들 내에서도, 천의 착장과 묘곽 형식이 연동하는 양

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천의 착장이 늦은 시기 높은 위계 고분에 한정되었

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이 검토가 기본적으로 착장위세품이 3점 이상인 

고분만을 선택해서 이루어진 바, 기본적으로 일정한 위계 이상의 피장자만

을 선택한 분석이되 이처럼 묘곽 형식에 따라 완전히 차별적인 천의 부장양

상은 위계의 차이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두부부장단독곽의 피장자

는 일관적으로 천을 착장하고, 주부곽식의 피장자는 일관적으로 착장하지 

않는 양상은 천의 착장이 피장자 계서와는 다른 변수를 따랐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계서가 아닌 다른 설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③ 천의 착장과 피장자 성별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 묘곽 형식의 피장자만 천을 착장하는 현

상은 시간적 변화로도, 피장자의 위계로도 설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마지막 

가설인 피장자의 성별에 의한 현상일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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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천 내경의 분포치를 성별이형성을 전제로 검토한 결과, 양봉분포

가 아닌 10mm 내외의 매우 좁은 영역에 밀집한 단봉분포의 양상이 뚜렷하

고, 통계적으로도 정규성이 인정되며, 무령왕비 착장 천, 일본 야요이 시대

의 남녀 착장 패천과 현대 제작되는 천과 비교하였을 때, 일관적으로 여성

이 착장한 것과 그 최대 내경의 분포 영역이 일치하였다. 따라서 신라 고분

의 장례 맥락에서 천은 여성만이 착장한 유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천의 출토 여부와 경주지역 적석목곽묘의 묘곽 

형식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 착장위세품이 3점 이상 부장된 상위위계 고분 

52기를 선별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양상이 드러났다. 

첫째, 주피장자가 천을 착장한 적석목곽묘 22기는 예외 없이 두부부장

단독곽이다. 

둘째, 이혈·동혈주부곽, 족부부장단독곽, 양단부장단독곽으로 확인된 

적석목곽묘 26기 중에서 피장자가 천을 착장한 예는 없다.

셋째, 그러나 모든 두부부장단독곽에서 주피장자가 천을 착장하지는 않

으며, 인왕동 149호 등 4기에서는 출토되지 않았다.

넷째, 황남대총 북분 이후, 천을 두부부장단독곽의 주피장자만 착장하는 

현상은 시간적 변화나 피장자 위계만으로는 설명이 곤란하다.

이상에서 보듯, 계측적 성별 추정에 따르면 천은 여성만 착장하였는데, 

경주지역 적석목곽묘의 출토 사례를 검토한 결과 피장자가 천을 착장한 사

례는 오직 두부부장단독곽에서만 확인되며, 동시에 동혈·이혈주부곽이나 

족부·양단부장단독곽 등 다른 묘곽 형식에서는 착장례가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시간적 변화나 피장자 위계로는 설명이 어려웠다. 현재 이러

한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묘곽 형식과 피장자의 성별, 즉 천의 

착장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두부부장단독곽과 동혈·이혈주부곽, 족부·양단부장

단독곽을 분리하는 핵심요소는 부곽의 존재 여부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

므로(표 12), 따라서 부곽의 존재 여부와 천의 착장 여부가 연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62) 그리고 부곽의 설치 여부를 곧 피장자의 성별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 가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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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자료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현존하는 인골 자료를 통해 검증하도록 한

다.

62) 이하에서는 부곽이 설치된 동혈·이혈주부곽, 족부·양단부장단독곽의 적석목
곽묘를 유부곽식(有副槨式), 부곽이 설치되지 않은 적석목곽묘는 무부곽식(無副槨
式)으로 구분하여 칭한다.

구분
유부곽식

(부곽 혹은 부곽에 해당하는 부장부를 갖는 묘곽 형식)

무부곽식

(부곽을 배제한 

묘곽 형식)

주피장자의 
천 착장

26기 유부곽식 적석목곽묘에서 

착장 사례 전무

26기 중 22기 
착장

모식도 이혈일렬주부곽 

~

양단부장단독곽

~

족부부장단독곽

동혈일렬주부곽

동혈 및 이혈 
병렬주부곽

두부부장단독곽

※ 범례

 : 부곽 혹은 부곽 성격을 갖는 부장부(副槨部)

 : 두상부부장군                                : 주피장자

<표 12> 적석목곽묘에서 부곽의 존재 여부에 따른 묘곽 형식 분류와 

주피장자 천 착장 여부(착장위세품 3점 이상 출토 무덤 대상)



- 98 -

(2) 묘곽 형식과 피장자 인골의 성별

앞서 부곽의 설치 여부가 성별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여기에

서는 인골 자료를 이용하여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다. 하지만 잘 알

려져 있다시피 경주의 적석목곽묘에서는 인골 자료의 출토가 희소하여 검증

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4개에 불과하다. 특히 지상적석식 적석목곽묘에

서는 출토예가 전무하다시피하며 황남대총 주피장자가 60대 남성으로 동정

된 것(張信堯· 金逵澤 1994) 정도가 분석 사례의 전부이다. 그 이외에는 모

두 위계가 크게 떨어지는 것들로, 최근 확인된 황남동 95-6번지 유적의 소

형 적석목곽묘 한 기와 남천 남쪽에 위치해 월성북고분군과는 거리가 있는 

교동 천원마을 유적(94-3번지) 적석목곽묘 한 기가 있다. 여기서 출토된 주

피장자의 인골 분석 결과와 묘곽 형식을 비교하면 <표 13>과 같다.

유구명 인골 묘곽 형식 출전

황남대총 남분 남
유부곽부식
(이혈주부곽)

張信堯· 金逵澤 1994

황남동 95-6번지 
4호 적석목곽묘63)

남
유부곽부식
(동혈주부곽)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7

교동 94-3번지 
3호 적석목곽묘

여
유부곽부식
(동혈주부곽)

신동훈 외 2016

황남동 95-4번지
2호 적석목곽묘

여
무부곽부식

(두부부장단독곽)
한국문화재재단 2016

<표 13> 경주시내 적석목곽묘 출토 인골의 성별과 묘곽 형식

이에 대해 검토해 보면, 무부곽식의 피장자 2인은 여성이고, 유부곽식 

피장자 2인 중에서 1인은 남성이고 1인은 여성이다. 즉 4개 사례 중에서 3

개는 앞서 설정된 묘곽 형식과 성별 간의 연관과 일치하지만, 교동 94-3번

지 3호 적석목곽묘는 유부곽식에 여성이 매장되어 이에 맞지 않는다.

63) 같은 유적의 1호 적석목곽묘는 여성 주피장자가 세환이식을 착장한 것으로 알
려졌으나, 그와 상하로 겹쳐 출토된 남성 인골과 해당 개체 중 어느 것이 주피
장자인지, 그리고 어느 개체가 이식과 교구를 착장하고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고 보여 일단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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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동 94-3번지 3호 적석목곽묘 인골의 분석 결과를 보면(신동훈 

외 2016), 골반부의 동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인골은 골

반의 분석 결과에서는 여성으로, 두개골의 분석 결과에서는 남성으로 판단

되었으며 두 부위의 분석 결과는 모순되지만 골반을 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인골의 성별 판단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부위는 골반으로써, 주로 대좌골

절흔(greater sciatic notch)과 치골하각(subpubic angle)의 각도 및 형태

(Buikstra and Ubelaker 1994), 그리고 복합궁(composite arch)의 개수 등을 

통해 판단한다(Nikita 2017). 해당 인골은 치골을 포함한 여러 부위가 파손되

어 관찰 가능한 범주가 제한되어 있는데, 대좌골절흔의 관찰에서 파손된 좌

골극(ischial spine)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파손 부위를 고려한다면 대좌골절흔의 각도는 크게 줄어들고, 형

태는 남성의 것에 해당하게 된다(그림 18 참조). 아울러 복합궁의 개수도 두 

개가 아닌 하나로써 남성형이고(그림 19 참조), 전이상면구(前耳狀面溝; pre-

auricular sulcus) 또한 존재하지 않아 남성적인 특징을 보인다.

한편 두개골의 형태학적 분석에서는 16개 판정 부위에서 10개 부위가 

남성적인 것으로, 2개 부위는 여성적인 것으로, 나머지는 판별이 어려운 것

으로 나타났는데(신동훈 외 2016: 271), 다시 검토한 골반의 분석 결과와 종

합하여 볼 때 일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장 또한 163.77cm로써, 예안

리(162.9cm)와 임당(163.67cm)의 신라시대 남성 평균을 상회하고 여성 평균

<그림 18> 대좌골절흔에 의한 성별 판단 예(좌측 5개, 사진은 Nikita 2017: 

110에서 전재)와 교동 94-3번지 3호 적석목곽묘 인골의 골반(우측). 파손 

부위를 고려한다면 대좌골절흔의 형태는 4 정도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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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cm) 보다는 무려 13cm이상 크다.

이상과 같이 파손부위를 고려해서 교동 94-3번지 3호 적석목곽묘 인골

의 골반을 다시 검토하면, 남성적 특징을 보이며 이는 두개골의 분석 결과

나 신장 추정과도 합치된다. 따라서 해당 인골은 남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존하는 사례는 모두 앞서 설정된 묘곽 형식과 성별 간의 관

계에 대한 가설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4개 사례밖에 되지 않지

만, 무작위로 성별을 추정하였을 때(정확도 50%) 모두 맞출 확률은 

6%(1/24×100)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적어도 현 자료를 설명하는 데는 모순

이 없다. 

종래의 이식이나 대도를 성별 표지로 보는 가설에 따르면 앞서 II장에서 

본 바와 같이 신라 고분 전반에서 모순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대도를 

성별 지표로 보는 입장에서도, 황남동 95-4번지 4호 적석목곽묘의 경우 대

도 미착장으로 여성이 될 것이지만, 실제 인골의 판단 결과는 남성으로 마

찬가지로 반례가 된다. 하지만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적석목곽묘의 묘곽 

형식이 피장자의 성별을 반영한다는 가설은, 현존하는 자료로 검증할 때 모

순이 없다. 물론 앞으로 추가적인 자료가 확보되고 보다 심화된 검증을 거

<그림 19> 이상면과 대좌골절흔이 이루는 복합궁에 의한 성별 판단 

예(좌측, 사진은 Nikita 2017: 111에서 전재)과 교동 94-3번지 3호 

적석목곽묘 인골의 골반. 이상면 외측과 대좌골절흔이 이루는 호가 

하나로써 남성형 골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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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적석목곽묘에서 묘곽 형식,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곽의 설치 여부를 성별 표지로 볼 수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두부부장단독곽의 피장자만 천을 착장하는 현재의 양상을 설명하

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처럼 적석목곽묘의 묘곽 형식과 천의 착장이 보여주

는 뚜렷히 이분적인 양상은 시간성이나 계층성으로 설명되기는 어렵고, 천 

착장자의 성별 판단을 전제로 할 때 쉽게 설명되며, 현존 인골 자료도 그에 

대해 정합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한편 적석목곽묘에서 묘곽 형식과 성별의 관계가 이러하다면, 비교를 

위해 적석목곽묘 이외의 묘제에서는 어떠한 양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다음에서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3) 경주지역 비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별

경주 중심고분군에는 적석목곽묘뿐만 아니라 동시기에 여러 묘제가 공

존하였는데, 점토충전목곽을 비롯, 석재충전목곽과 수혈식석곽 등이 그들이

다(최병현 2016a). 이들은 입지나 전반적인 규모, 고총화 여부로 볼 때 적석

목곽에 비해 하위 위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묘곽 형식 

자체는 적석목곽묘와 같은 방식을 공유한다. 

그러나 이러한 묘제에서는 적석목곽묘에서 볼 수 있었던 묘곽 형식과 

피장자 성별 간의 연관은 나타나지 않는다. 비적석목곽묘 피장자의 경우 계

서가 낮아 다수의 착장위세품을 갖는 경우가 없고 천을 착장한 사례도 없지

만 소수의 인골 출토 사례가 있어 비교가 가능한데, 묘곽 형식과 성별이 적

석목곽묘에서와 달리 조응하지 않는 양상을 보여준다. 가령 수혈식석곽묘인 

월성로 나-6호의 경우, 明자형 주부곽식이지만 여성인골이 확인된 바 있다

(國立慶州博物館 1990).64) 또한 보고서 상에서 상부적석을 확인할 수 없어 

64) 월성로 나-6호의 보고서 본문에는 출토 인골이 여성으로 언급되고 있다. 보고
서의 말미에는 정확한 유구명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인골의 감정 보고서가 첨부
되어 있는데, 정황상 나-6호 출토 인골의 것으로 여겨진다(박매자·조희중 1990).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출토 인골의 여성적 특질이 언급되어 있으나, 결정적으로 
여성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단순한 편집상의 오류인지 혹은 분석자의 
소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보고서 본문에 언급된 사항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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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석목곽묘인지 석재충전목곽묘인지 불분명한 황남동 106-3번지의 소형 분

묘들에서도 그러한데, 이곳에서는 족부부장단독곽인 6호에서 남성인골이 한 

개체, 그리고 두부부장단독곽인 3호와 4호에서 남성과 여성 인골이 각각 한 

개체씩 출토되어(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1995), 세 경우 중에서 한 경우가 적

석목곽묘의 묘곽 형식이 성별표지적 성격을 보여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다. 

가장 문제가 되는 사례는 황오동 34호분의 3곽이다. 이 무덤은 적석목

곽묘인 동 1, 2곽과 연접되어 있는데, 동혈묘광의 주부곽식이되 주피장자는 

천을 착장하였다. 정식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유구의 상황을 알

기 어려우나, 지금까지 공개된 도면 자료로 볼 때에는 적석목곽묘로 판단하

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림 20>은 연접분인 황오동 34호 1, 2, 3곽의 실측 

도면인데, 1, 2곽과는 달리 3곽에서는 평면도와 단면도 모두 상부적석의 함

몰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평면도 상에서도 1, 2곽과 3곽의 

적석부 형태와 구축 방식이 크게 달라, 3곽이 경주지역의 일반적인 적석목

곽묘와 다른 양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략한 보고문에서도 3곽의 주곽부

에는 상부적석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기술되어 있으며(秦弘燮 1965),65) 따라

서 적석목곽묘가 아닌 석재충전목곽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일부 

연구에서도 34호 3곽을 적석목곽묘에서 제외한 것(심현철 2013a)에는 이러

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 여겨진다.

3곽이 경주지역의 적석목곽묘와 다른 점은 착장위세품의 출토 양상에서

도 나타나는데, 3곽의 위세품 약보고에 따르면“당시의 기록을 토대로 한다

면 치아의 상부에 관식부 모관이 위치하고 있었기에 관식부 모관을 착장하

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류진아 2010: 77-90). 이 부분에서 주목

되는 것은, 해당 보고에서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경주지역의 적석목곽묘에는 

금속제 관식부 모관을 착장한 채로 매장된 피장자는 없다는 점이다. 관식부 

65) 보고자는 이를 봉토와 함께 유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된 도면 상에서는 곽 북편과 동편의 봉토가 노출면보다 높게 남아있어 그러
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이고, 곽 내부의 함몰된 상부적석이 묘사되지 않은 
점에서 본래 상부적석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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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관을 착장한 피장자는 경주 외 지역의 지방 고분에서만 확인되며 이는 신

라 고분 피장자의 착장 정형을 분석한 이희준(2002)이 이미 지적한 바 있고, 

신라 고분의 모관을 개괄한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으며(이한상 2014), 이

후 추가된 자료에서도 다시금 확인된 바 있는 독특한 경향이다(하대룡 

2016). 따라서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묘 중에서 현재까지 관식부 모관을 

착장한 사례는 황오동 34호 3곽이 사실상 유일하다.

즉 관식부 모관의 착장 여부에서 경주와 지방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황오동 34호 3곽은 지방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3곽은 피장자가 천을 착장하고 있으나,66) 족하부에 부곽이 설치된 유부곽부

식으로, 이 또한 앞서 살펴 본 경주지역 적석목곽묘의 묘곽 형식에 따른 천

66) 황오동 34호 3곽 피장자의 천 착장 여부는 부분적으로 공개된 원색도판(경북대
학교박물관 2000: 16-18)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투조과대의 우측 끝에 붙어서 
은제 천 1점이 확인되어 우측 前腕部에 착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0> 황오동 34호 1, 2, 3곽의 유구배치도(류진아 2010)

※ 1, 2곽과 달리 3곽에만 상부적석과 관련된 묘사가 없음



- 104 -

의 착장 양상과는 뚜렷이 다르다. 이처럼 황오동 34호 3곽은 상부적석의 존

재 여부에서 모호한 점이 있는 점에 더해, 관식부 모관을 착장하였고, 유부

곽식이되 천을 착장한 점 등 여러 지점에서 경주지역 적석목곽묘와 다른 점

을 보여준다.

물론 황오동 34호가 발굴된 것은 1960년대이며, 당시의 발굴 기술이나 

유구에 대한 인식 수준을 염두에 두면 적석부의 묘사나 유물 출토 상황의 

기술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미 일제 강

점기부터 적석목곽묘에 대한 인식은 여타 묘제와는 명확히 달랐고, 1950년

대부터 한국 고고학에서는 호우총과 은령총을 시작으로 적석목곽묘에 대한 

조사 경험을 축적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특이양상 모두를 조사 기술

과 인식 수준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치부하기는 곤란하다.

이를 적석목곽묘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난 한 세기 동안 발굴된 모

든 주부곽식 적석목곽묘 중에서 오직 34호 3곽의 주피장자만이 천을 착장한 

셈이 되고, 게다가 관식부 모관 또한 착장하였기 때문에 매우 예외적이며 

여타 적석목곽묘와는 다른 특이한 사례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상을 종합하여 결론내리면 적석목곽묘와 비적석목곽묘는 성별이나 착

장위세품의 구성에 있어 표현 방식이 서로 달랐다고 볼 수 있다. 전자에서

는 천 착장자, 즉 여성의 무덤에는 부곽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후자에서는 

그러한 일관성이 관찰되지 않는다. 한편 관식부 모관에 있어서 경주에서는 

반드시 부장하고, 지방에서는 착장하는 경우가 많아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

러한 일반 양상에 비추어 보면 34호 3곽은 일반적인 적석목곽묘와는 여러 

측면에서 다른 양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적석목곽묘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매우 예외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경주지역의 비적석목곽묘에서도 마찬가지로 성

별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축적된 자료로 보아 경주지역의 비적석목곽묘에서는 적석목곽묘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피장자 성별과 묘곽 형식이 연관되는 정형성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양상은 VI장에서 후술할 지방의 고분에서도 마찬가

지여서 묘곽 형식과 성별이 조응하는 양상은 오직 상부적석이 존재하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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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목곽묘에서만 뚜렷히 나타난다. 

경주지역 피장자 성별과 관련된 본고의 논의를 종합하자면, 적석목곽묘

에서 묘곽 형식, 특히 부곽의 존부와 피장자의 천 착장 여부가 이처럼 강하

게 조응하는 양상은 시간성이나 계서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기는 어

려웠고, 천의 내경 계측치 분포를 통해 추정한 피장자 성별과 연관지어 볼 

때 쉽게 설명이 가능하였다. 부곽이 설치되지 않은 두부부장단독곽에서만 

천의 착장이 나타나고, 부곽이 설치된 다른 형식의 묘곽형식에서는 천의 착

장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은, 묘곽 형식과 피장자 성별 간에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적석목곽묘에서는 천의 출토 양상으로 보아 부곽이 존재하지 않

는 묘곽의 피장자는 여성이고, 부곽이 존재하는 묘곽의 피장자는 남성일 가

능성이 크다. 반면 경주지역 내에서 적석목곽묘 외의 묘제에서는 성별과 묘

곽 형식이 연동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신라 고분 전반에서, 부곽

이 반드시 남성과 연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후 지방 고분의 

분석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겠지만, 천의 착장과 부곽의 설치가 배타적

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적석목곽묘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음 절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착장 이식과 성별에 따라 피장자의 착

장위세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 뒤,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계서를 복

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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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서

이번 절에서는 피장자의 계서에 대해 검토한다. 신라고고학에서는 피장

자의 지위, 계서, 직능 등을 연구하는 데 있어 이식을 중심으로 한 착장 위

세품이 중시되고 있다(金龍星 1998; 朴普鉉 1995; 李熙濬 2002). 특히 이희준

(2002)의 연구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시피 관류, 이식, 경식, 대장식구, 장식

대도, 팔찌, 지환 등의 장신구류는 착장위세품으로, 그 출토 맥락에서 복식

품으로서 착장하였음이 드러나, 종류의 많고 적음, 조합관계 등을 토대로 복

식제도와 사회적 위계 복원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보

았을 때, 적석목곽묘의 착장 위세품은 피장자의 성격 중에서도 특히 계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번 절에서는 

착장위세품을 중심으로 피장자의 계서를 설정할 것인데, 앞서 1절과 2절에

서 검토된 착장 이식과 성별에 따라 착장위세품이 어떠한 구성을 갖는지 먼

저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피장자 집단을 구분하여 계서를 설정할 것이다. 

만약 착장 이식이나 성별에 따라 착장위세품의 많고 적음이 달라진다면, 그

에 따라서 착장위세품의 구성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같은 분류 기준을 적

용한다면 특정 성격에 따라서 위계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평가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1) 피장자 성별에 따른 착장위세품의 출토양상

이 부분에서는 피장자의 성별에 따라 위세품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

펴볼 것이다. 분석 대상은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묘 중에서도 착장 정형

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2점 이상의 착장위세품67)을 갖춘 무덤을 대상으로 하

였다. 또한 성별 판단을 위해서도 묘곽 형식이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

되는 무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료는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71개 적석목곽묘이다.

67) 여기에는 식리도 포함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적석목곽묘에서 착장한 사례
는 없고 두상부부장군(황남대총 남북분, 금령총)이나 족하부(천마총, 식리총 등)
에 부장하지만(이한상 2010), 주요한 착장위세품인 만큼 함께 다루었으며 기본적
으로 착장이 아니라 부장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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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유구명

묘곽
형식
(성별)

착장 위세품

비고
관식 관모 세환

이식
장식
대도

대장
식구 대관 경식 지환 천 중공구

곡옥
태환
이식

1 황오동100번지1호 무부곽식 u u? p p

2 미추7구7호 유부곽식 w w

3 황남동109호1곽 유부곽식 p w w w 백화수피모

4 황오동16호4,5곽 유부곽식 w w w w 백화수피모

5 쪽샘B3호 유부곽식 w w

6 쪽샘B2호 유부곽식 w w

7 인왕동19호K곽 유부곽식 w w

8 황남동110호 유부곽식 u u p p p p

9 인왕동19호J곽 유부곽식 w w w

10 미추6C구11호 유부곽식 w w 약보고

11 쪽샘B1호 유부곽식 w w w

12 황오동100번지2호 무부곽식 w w

13 황오동16호11,12곽 유부곽식 w w

14 황오동100번지3호 유부곽식 w w w

15 황오동파괴고분2곽 유부곽식 w w w

16 황오동16호2,3곽 유부곽식 w w w

17 황오동54호을총 유부곽식 u w w w 약보고

18 인왕동149호 무부곽식     w w w   w     

19 인왕동C군1호 유부곽식 u p p p p 약보고

20 황오동34호1곽 유부곽식 w w w w

21 황오리고분남곽(1937) 무부곽식 w w w w 　

22 황남동82호동총 유부곽식 w w w w

23 황오동14호1곽 유부곽식 u w w w w

24 쪽샘41호 유부곽식 w w w w 약보고

25 황오동34호2곽 유부곽식 w w w w

26 미추6D구1호1곽 무부곽식 w w w 약보고

27 인왕동19호G곽 유부곽식 w w

28 인왕동C군2호 무부곽식 w w 약보고

29 황남대총남분 유부곽식 w w w w w

30 인왕동(경문연)10호 유부곽식 w w

31 미추4A구3호1곽 무부곽식 w u w

32 황남동109호3,4곽 유부곽식 w w

33 황남동95-6번지2호 무부곽식 u w w w

34 식리총 무부곽식 w w w w w   식리

35 노동리4호 무부곽식 u w w w w w w

36 황오동16호1곽 무부곽식 w w w w w w 백화수피모, 식리

37 금령총 무부곽식   w   w w w w w     

<표 14> 적석목곽묘의 착장 위세품 출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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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유구명

묘곽
형식
(성별)

착장 위세품

비고
관식 관모 세환

이식
장식
대도

대장
식구 대관 경식 지환 천 중공구

곡옥
태환
이식

38 노서동138호 무부곽식 w w w w w

39 천마총 무부곽식 w w w w w w w 식리

40 데이비드총 무부곽식 w w w w

41 호우총 무부곽식 w u w w w w w 식리

42 황오동4호 무부곽식 w w w w w w 식리

43 인왕동A군1호 유부곽식 w w w

44 은령총 무부곽식 w w w w w w 식리

45 인왕동20호 무부곽식 w w w w w

46 황남동82호서총 유부곽식 w w w

47 인왕동156-2호 무부곽식 p p p p p p 약보고

48 황남대총북분 무부곽식     w w w w w w w

49 황오동100번지6호 무부곽식 p p

50 황오리고분북곽(1937) 무부곽식 u w w w w w w w

51 황오동32-1호 무부곽식 w w w w w w w w 식리

52 황오동16호8,10곽 유부곽식 w w w w

53 황오동1호남곽 유부곽식 w w w w w 약보고

54 황오동16호6,7곽 유부곽식 w w w w w

55 황오동5호 무부곽식 w w w w w w

56 황오동54호갑총 무부곽식 w w w w w 약보고

57 서봉총 무부곽식 w w w w w w w 식리

58 금관총68) 무부곽식   w? w w w w w w w 식리

59 황오동100번지7호 유부곽식 w w w

60 인왕동19호C곽 유부곽식 w w u w

61 쪽샘B6호주부곽 유부곽식 w w

62 미추6C구3호 유부곽식 w u w 약보고

63 미추6D구1호2곽 무부곽식 w w 약보고

64 미추9구A호1곽 유부곽식 w w

65 인왕동19호E곽 유부곽식 w w

66 인왕동19호F곽 유부곽식 w w

67 노서동215번지 무부곽식 w w w w w

68 황오동33호서곽 무부곽식 w w w w

69 미추6C구4호 유부곽식 w w w 약보고

70 인왕동B군2호 무부곽식 p p p 약보고

71 황오동14호2곽 유부곽식 w w w
※ 범례  
  w : 착장  u : 비착장  p : 출토 여부만 확인됨  
※착장위세품의 부장 경향에 대한 일목요연한 이해를 위해 PAST 3.16(Hammer et al. 2001) 프로그램을  
  이용한 순서배열 순으로 정렬하였음.
※ 성별의 판단은 묘곽 형식을 기준으로 함
  유부곽식: 남성, 무부곽식: 여성



- 109 -

그리고 <표 14>를 대상으로 묘곽 형식을 통해 성별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각 위세품의 출토 비율을 확인한 내역은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를 토대로 각 품목 별 출토율을 살펴보면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금속제 관모나 관식은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적석목곽묘에서는 

착장 사례가 없으며(李熙濬 2002; 이한상 2014), 이는 남녀 공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68) 금관총 피장자의 태환이식 착장 여부는 당시 조사자, 참관자들의 기록에 의하
면 착장으로 볼 수 있으나, 대도 착장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기록이 서로 달라 
문제가 되고 있다. 부장으로 기록된 것이 더 많지만, 당시 가장 전문가인 오가와 
게이키치가 현장에서 실측한 자료에는 착장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며, 따라서 
최근의 재보고에서는 부장 가능성이 크지만 착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金大煥 2016a). 본고에서도 부장을 우선 가정하되 착장 가능성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이에 따르도록 한다.

<그림 21> 적석목곽묘의 피장자 성별과 착장 위세품 출토 양상

(남성묘 39기, 여성묘 32기 등 71기) 

※ 식리는 착장율이 아닌 출토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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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식에 대해 살펴보면, 이식의 주환 종류와 성별 간에 뚜렷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이 다시금 확인된다. 양성 모두 태환이식보다 세환

이식의 착장 비율이 더 높았는데, 여성의 태환이식 착장 비율이 남성보다 

약간 높고, 남성의 세환이식 착장 비율이 여성보다 약간 높은 것은 사실이

나, 성별과 착장 이식이 일대일로 대응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식의 주환 종

류는 성별 표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본고 내에서 다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한편 또 다른 성별 표지로 중시되었던 (장식)대도 또한 남성의 착장율이 

여성보다 두 배 가량 높지만 여성이 대도를 착장하는 경우도 30%를 상회하

고 있어 이를 성별 표지로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천은 여성의 착장품으로 유부곽식, 즉 남성묘에서는 출토 사

례가 없다. 앞서 실시한 검토에서는 착장위세품이 3점 이상 출토된 무덤으

로 한정하여 여성묘의 천 출토율이 80%를 상회하였으나, 이 분석에서는 2점 

이상으로 더 위계를 낮추었기 때문에 70% 가량으로 출토율이 낮아졌다, 하

지만 여성묘, 다시 말해 무부곽식에서만 배타적으로 확인되고 유부곽식에서

는 출토 사례가 없는 양상에는 변화가 없다. 

한편 완전히 양분되는 양상은 아니지만 천 다음으로 성별과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는 유물은 식리이다. 식리는 황남대총 남분을 제외하면 모두 여

성묘에서 확인되어 성별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적석목곽묘에서 식리는 착장이 아니라 부장이며, 그렇기에 다른 착장위세품

이 갖는 직접인 속인성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식리를 착장위세품 보다는 장송용품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金載烈 2011). 식
리의 부장을 위계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최고위계 주부곽식인 

쪽샘 41호를 비롯하여 상위위계의 모든 주부곽식에서 부장되지 않는 점은, 

오히려 황남대총 남분의 부장 사례가 예외적인 사례임을 보여준다고 생각되

며, 기본적으로 여성과 관련이 깊은 유물인 것으로 생각된다.

경식의 경우 여성에 있어 90% 가까운 착장율을 보여주는데, 현재 자료 

중에서 미착장인 경우는 황오동 100유적의 1, 2, 6호, 그리고 인왕동 B군 2

호 4 경우 뿐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들은 모두 아직 정식보고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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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않은 고분들로 간략한 내용만 알려져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전체적

인 경향을 볼 때 이들에서도 출토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만약 그렇다면 여

성 피장자는 거의 대부분 경식을 착장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장식구에 대해서 살펴본다. 주지하다시피 대장식구의 착장 

여부는 피장자의 수직적 위계 분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여

겨져 왔으며(朴普鉉 1995), 그에 따라 여러 연구에서 피장자의 등급을 설정

하는 데 있어서 주된 기준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현재 남성에서 54%, 여성

에서 75%의 착장율이 나타나는데, 이는 성별에 따른 부장비의 차이가 아니

라 분석 대상이 된 자료 중에 하위 위계 남성묘의 비율이 더 높아서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현 분석대상 자료 중의 남성묘에는 인왕동 19호의 

C,E,F,G곽이나 쪽샘 B지구 2,3,6호 등 상대적으로 낮은 위계의 중소형묘곽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여성묘 중에는 왕릉군의 최고위계 고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계서 

차이에 의한 변수를 제거하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 

황남대총 남북분을 비롯, 금관총, 천마총, 서봉총, 금령총 등 월성로 서쪽 

대릉원 일대의 최고위계 고분과 대장식구를 착장하지 않은 모든 하위 위계 

분묘를 제외하고 중위 위계 고분만 남겨서 남녀 별 착장 비율을 살펴보았

다.69)

그 결과는 <그림 22>과 같아 여성 피장자의 착장위세품이 우세인 점에

는 변함이 없어서, 착장 종류에 있어 남성은 3.7점, 여성은 5.1이다. 남성의 

경우 장식대도와 세환이식의 착장율은 약간 올라가지만, 경식의 착장율은 

오히려 낮아지며, 여성의 경우 전반적인 출토율에 거의 변화가 없다. 이 점

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남녀 고분 위계 분포 차이로 인해 착장 위세품의 부

장율 차이가 어느 정도 위계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영향을 

배제하여도 여성 피장자의 착장 위세품이 우세한 전반적인 경향에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착장양상의 차이를 논하는 데 문

69) 대장식구가 출토되지 않은 무덤을 제외한 이유는 대장식구가 피장자의 수직적 
위계 분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朴普鉉 1995), 피장자의 등급을 설정하
는 주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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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공구는 보통 양쪽을 합쳐 20~40개 정도가 곡옥과 함께 태환이식에 공

반하는 사례가 많은데, 출토 위치와 공반양상을 고려해 볼 때, 황오동 16호 

6·7곽 출토품에 대한 복원안(有光敎一·藤井和夫 2000: 25)과 같은 방식으

로 태환이식의 수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70) 하지만 남성이 착장한 태

환이식보다 여성이 착장한 태환이식과 공반 비율이 두 배 이상 높다.

그 외의 복식품인 대관, 지환, 중공구, 등에서도 여성의 착장율이 상당

히 높아 여성의 착장 위세품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우세를 보인다. 대관의 

착장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지환에서는 다섯 배 가까운 차

이를 보인다.

한편 착장된 위세품은 아니지만 식리 또한 출토 양상을 검토하였으며, 

70) 최상위 위계의 고분에서는 경흉식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그림 22> 중위 위계 고분 피장자 성별과 착장 위세품 출토 양상

(남성묘 20기, 여성묘 16기 등 36기) 

※ 하위 위계(대장식구 미착장군) 및 최상위 위계(대릉원 일대 고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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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도 특이한 양상이 나타난다. 식리는 남성묘에서는 황남대총 남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발굴된 주부곽식 무덤에서는 출토예가 없으나, 여성묘에

서는 출토율이 40%(11/28)가까이 된다. 현재까지 적석목곽묘에서 12건의 식

리 출토 사례가 있는데 그 중 11건이 여성묘에서 출토된 것이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로써는 크게 

세 가지 가능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식리는 기본적으로 

여성에게 부장되는 물품이되 최상위 위계의 무덤인 남분에서는 이러한 부장 

방식을 무시한 것일 가능성이다. 

 둘째로는 식리 부장의 초기에는 남녀 구분이 존재하지 않아 남분에도 

부장하였으나 북분 이후 여성 한정의 용품으로 고정되었을 가능성이다. 하

지만 이 가설은 남분 이전의 남성묘 숫자가 적고 그 중에서 식리 출토 사례

가 존재하지 않아서 현재 자료로써는 검증이 어렵다.

셋째 가능성은 특정 위계 이상의 피장자에게만 식리를 부장하되, 현존 

자료에서 최고 위계 고분 피장자에는 여성이 많아서, 다시 말해서 현 자료

가 갖는 위계적 편차 때문일 가능성이다. 그러나 <그림 22>과 같이 위계를 

한정하여 살펴보아도 성별에 따른 식리 부장 차별화는 명백하며, 현존 최고

위계 남성묘인 황오동 41호나 황남동 110호에서 식리가 부장되지 않은 것은 

식리 부장에 있어 성별이 주요한 기준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71) 따

라서 현재로써는 적석목곽묘에서 식리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부장품이고, 피

장자 위계에 따라 남성묘에도 부장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장 

규범이 최상위 계층에서는 무효화되는 예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 배타적인 착장을 보이는 것

은 천이 유일하나 여성묘의 착장위세품이 남성묘의 그것보다 전반적으로 우

세라는 점에서 남녀의 복식 구성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착장 위세품의 전반적인 부장량을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는데, <그림 23>

71) 주피장자가 남성으로 알려진 경산 임당 6A호에는 식리가 부장된 사례가 있으므
로, 지방 고분에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경주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의 최고위계 고분에서도 성별에 따른 부장 방식의 예외적 적용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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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는 바와 같이 39개 남성묘에서는 평균 3.1점이 부장되었고 표준편차

는 1.2이다. 반면 32개 여성묘에서는 평균 5.1점이 부장되었으며 표준편차는 

1.9점이다. 즉 여성 피장자는 남성보다 더 많은 종류의 위세품을 착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참조할 때, 착장위세품의 종류 수를 계서와 관련

된 것으로 환원할 때 여성묘의 위계가 남성묘의 위계보다 과장될 여지가 있

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령 착장위세품의 누적적 구성을 토대로 계서를 설정

한 연구(李熙濬 2002)의 최상위 계층은 모두 천과 지환을 착장하였으며, 본

고에서 파악한 여성묘에 해당한다. 반대로 남성묘, 즉 유부곽식의 경우 천을 

착장한 경우가 없고 지환의 착장율이 낮기 때문에 보다 하위 위계로 설정되

었다. 이는 여성의 착장위세품이 남성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

로, 계서 분석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파악해야 함을 의미한다. 

2) 착장 이식에 따른 착장위세품 출토양상

앞서 피장자의 성별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이식은 피장자의 성별과 무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신라 고분의 복식이 이식을 중심으로 양분되는 

<그림 23> 성별에 따른 위세품의 착장 숫자 상자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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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은 일찍이 지적된 바 있고(金元龍 1974), 착장 이식에 따라 철기 등 일

부 부장품의 수량이 차별적으로 구성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金龍星 
1998; 김대욱 2014). 이는 착장 이식이 성별이 아닌 피장자 성격의 다른 측

면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착장이식

에 따라 부장품 전반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착장한 이식의 주환 종류에 따라서 공반하는 착장

위세품의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분석 대상은 앞서 성별에 따른 착장

위세품의 양상 파악을 위해 선정한 적석목곽묘 71기 중에서, 착장 이식이 

없는 황남동 95-6번지 2호72)를 제외한 70기로 <그림 24>와 같다. 

72) 이 무덤에서는 이식이 피장자의 두위가 아니라 대장식구 부근에서 수습되어 굳
이 착장시키지 않고 부장한 것으로 판단된다(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7). 지방에
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양산 금조총에서도 확인되며, 의도적으로 착장시키지 
않고 대장식구 주변에 두 점을 나란히 붙여 부장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

<그림 24> 착장 이식 별 착장위세품의 공반 비율

(세환이식 42건, 태환이식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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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장 가시적인 것은 기존에 알려진 대로 착장 이식의 주환 종류

에 따라서 복식의 구성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이식에 따라 가장 큰 차

이를 보이는 것은 중공구와 장식대도인데, 중공구는 반드시 태환이식과 공

반하고 세환이식 착장자에게서 확인된 사례는 없다. 장식대도는 몇몇 출토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예를 제외하면 모두 세환이식 착장자에게만 확인되

며 60%를 넘는 착장율을 보인다. 이는 적석목곽묘에서 기본적으로 태환이식 

착장자가 대도를 착장한 사례가 없다는 지적(최병현 2017a)과 일맥상통하며, 

있더라도 매우 희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태환이식 착장자의 대도 착

장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출토 여부만 확인된 인왕동 A군 1호와 인왕동 

156-2호 그리고, “屍身 左側에 太刀가 一個있었”(秦弘燮 1960)다고 기록된 

황오동 32-1호 세 경우와, 정식 보고의 경우에는 금관총 뿐이다. 전자에 대

해서는 일관적인 미착장 경향을 볼 때 이들의 착장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

만, 금관총은 조사 당시 여러 기록자의 기록이 서로 달라 착장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金大煥 2016a). 금관총의 대도를 착장으로 본다면 여성 태환

이식 착장자 중에서는 유일한 대도 착장자가 되며, 또 태환이식 착장자 전

체에서도 하나의 예외가 된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보면 황남대총 남분 

또한 남성 세환이식 착장자 중에서 유일하게 대관을 착장한 예외이며, 따라

서 최상위계층에서는 예외적인 부장 방식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장식구는 세환이식 착장자에게는 70%, 태환이식 착장자에게는 50% 

정도로 공반되어 전자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전술하

였다시피 대장식구의 착장 여부는 피장자의 계층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한데(朴普鉉 1992, 1995), 이 관점에서는 세환이식 착장자의 계서가 일반적

으로 더 높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착장위세품의 평균 부장 수에서는 태환

이식 착장자(평균 4.3개)가 세환이식 착장자(평균 3.9개)보다 약간 높다는 점

에 주의하여야 한다. 때문에 대장식구의 유무가 계층성 판단에 있어서 주요

한 기준인 것은 인정되어야 하겠지만, 보다 넓은 맥락에서 볼 때는 여러 요

소 중의 하나로써 고려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직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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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의 경우 대장식구와는 반대로 태환이식 착장자에서 80%, 세환이식 

착장자에서 60% 정도로 나타난다. 전체에서 70% 이상의 피장자가 착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식 다음으로 기본적인 착장위세품으로 볼 수 있다. 

천, 지환, 대관은 모두 태환이식 착장자가 세환이식 착장자보다 두 배 

정도 높은 부장 비율을 보인다. 천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성 피

장자에게 있어 태환이식 착장비가 약간 높은 것과 상통하는 결과라 여겨진

다. 

이상을 요약하면 대장식구와 경식, 식리를 제외하고 이식을 중심으로 

착장위세품의 구성이 양분되는 양상이 비교적 뚜렷하다. 세환이식에는 대도

가, 태환이식에는 중공구가 배타적으로 부장되며, 천, 지환, 대관은 그처럼 

배타적이지는 않지만 태환이식과 공반하는 경우가 더 많다. 

즉 복식의 구성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역시 이식의 주환 종류

인 것이 다시금 확인되며, 양자는 상당한 정도로 배타적인 구성을 갖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세환이식 착장자 집단을 세환군, 태

환이식 착장자 집단을 태환군으로 약칭하도록 한다. 또한 이처럼 배타적인  

양상에서, 성별이 아닌 다른 피장자 성격 또한 복식 구성에 반영되어 있음

을 의미한다.

이제 다음 항에서는 지금까지의 착장위세품 구성 검토를 바탕으로 적석

목곽묘 피장자 집단의 계서를 파악하도록 한다.

3) 계서의 설정

앞서 실시된 성별에 따른 착장위세품의 구성에서 본 바와 같이, 남성의 

착장위세품이 여성의 것 보다 숫자와 종류에서 열세이므로 양자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동시에 복식이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을 중심으로 

각각 양분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착장위세품에 의한 계서의 복원에 앞서 주의할 점은 현 분석의 목적이 피장

자 등급화를 통한 계층화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착장위세품의 구성

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이후의 

검토에서 유물의 부장량이나 봉토의 크기가 착장위세품에서 나타나는 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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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파악하기 위한 기준 설정이 두 번째 목적이

다. 

선행 연구에 있어 착장위세품을 통한 피장자 계서 복원은 이희준(2002)

과 최병현(2017a)에 의해 시도된 바 있는데, 전자에서는 태환이식과 세환이

식을 남녀 대응군으로 보고, 이식에서 시작해서 대도, 경식, 대장식구, 천, 

지환이 누층적으로 더해지면서 피장자 계서가 점차 높아진다고 보았다. 하

지만 황남대총 남분, 쪽샘 41호, 황남동 110호 등 최상위 위계 남성묘에는 

천이 부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계서를 설명하기 곤란한 점이 있었으

며,73) 본고의 분석 결과 천은 여성만 착장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재

검토의 여지가 있다.

후자에서는 과대에 따라 기본적인 계서를 구분하고, 과대 착장군은 관

모류 착장군과 대관 착장군으로 다시 세분하였다. 그리고 착장위세품 전반

과 다른 부장품의 부장 여부를 종합하여 순위를 부여하였다. 다만 은제 대

장식구 착장군에서는 대관의 착장보다는 식리의 부장이 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는 본고의 분석 결과와 일치한

다. 이처럼 이식, 대장식구, 대관과 관모, 식리를 계서 부여에 중요한 요소

로 판단한 점은 큰 틀에서 본고의 분석과 일치하고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와 달리, 성별에 따라 다른 구성이 확인되고, 

이식은 성별과 무관한 것이되 별도의 복식 구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한 바, 

성별과 이식에 따라 각각을 분리하여 계서를 복원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또

한 부장품의 전반적인 양상을 종합하여 피장자의 계서를 판단하기 보다는, 

먼저 착장위세품을 통해 계서를 판단하고 그것과 다른 부장품의 관계를 살

펴보는 데 주력하기로 한다. 이는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다룬 바와 같이, 착

장위세품은 기본적으로 피장자의 소유물에 가깝고 그만큼 피장자의 성격에 

가까운 성격을 갖는 반면, 다른 부장품은 상대적으로 조묘자에 의한 간섭과 

조정이 개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성별을 분리하고, 또 성별 마다 착장 이식에 따라서 분리하

73)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황남대총 북분부터 천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인 
남분에는 천이 없었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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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착장위세품의 누층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따른다

면 피장자군은 성별과 이식에 따라 남성 세환군, 남성 태환군, 여성 세환군, 

여성 태환군 등 모두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집단의 착장위세

품 누층 구조를 확인하면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여기에는 선행 연

구에서 본 바와 같이 금속제 관식과 관모, 그리고 식리의 부장 여부도 중요

한 요소로 판단되므로 이들을 포함시켰다. 

본격적인 검토에 앞서, 일부 예외적인 양상을 보이는 고분에 대해서 언

급해 두고자 한다. 4개 집단 모두 전체적으로 보아 이식을 시작으로 해서 

대도 또는 중공구수식, 대장식구, 대관 및 식리, 관식과 관모의 순으로 누층

적 구성을 보이지만, 몇몇 고분에서는 그러한 정형성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

이 관찰된다. 이러한 고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황오동 100유적과 인왕동 

A,B,C군, 그리고 일부 일제 강점기 발굴 고분들인데, 100번지 유적과 인왕동 

고분은 아직 정식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추후 자세한 보고가 이루

어지면서 누락된 품목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되고, 일부 일제 강점기 조사 

고분은 당시의 조사환경이나 발굴 수준 상 확인이나 수습이 이루어지지 못

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일부 비정형적인 양상은 이를 고려하여 판단해

야 할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각 집단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성 

피장자군을 착장 이식 별로 구분할 때, 각 군은 비교적 안정적인 누층 구조

가 확인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경식인데, 하위위계에서도 착장하는가 

하면 상위위계에서는 착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남성 피장자가 경식의 착장율이 낮은 것, 그리고 일부 하위 위계 고분에서 

이식이 없이 경식만 착장하는 현상, 다시 말해 계서와 관련 없이 경식을 착

장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경식을 제외하고 본다

면 남성 세환군에서는 이식+대도+대장식구+관식·관모(부장) 순으로 추가되

며, 마지막 황남대총 남분에서는 대관의 착장까지 이루어진다. 다른 군에서

는 대관의 착장 이후 관식과 관모의 부장이 이어지나, 남성 세환군에서만은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남성 세환군에서 대관의 착장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황남대총 남분이 그만큼 예외적인 사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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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구명 성

별
착장
이식

계
서

관
식

관
모

장
식
대
도

세
환

대
장
식
구

경
식

태
환

중
공
구

천 지
환

대
관

식
리

남
성
 
세
환
군

인왕동(경문연)10호 남 세환 D ● ●
황남동109호3,4곽 남 세환 D ● ●

인왕동19호G곽 남 세환 D ○ ● ●
인왕동19호K곽 남 세환 D ● ●

미추7구7호 남 세환 D ● ●
쪽샘B2호 남 세환 D ● ●

쪽샘B3호 남 세환 D ● ●
황오동16호11,12곽 남 세환 C ● ●

미추6C구11호 남 세환 C ● ●
황오동16호2,3곽 남 세환 C ● ● ○

인왕동19호J곽 남 세환 C ● ● ●
쪽샘B1호 남 세환 C ● ● ●

황오동100번지3호 남 세환 C ● ● ●
황오동16호4,5곽 남 세환 C 　 ● ● ●

황남동109호1곽 남 세환 C 　 ● ● ●
황오동파괴고분2곽 남 세환 C ● ● ●

황오동34호1곽 남 세환 C ● ● ● ●
황오동34호2곽 남 세환 C ● ● ● ●

황남동82호동총 남 세환 C ● ● ● ●
황오동54호을총 남 세환 B ○ ● ● ●

인왕동C군1호 남 세환 B ○ ● ● ● ●
황오동14호1곽 남 세환 B ○ ● ● ● ●

쪽샘41호 남 세환 B ○ ● ● ● ●
황남동110호 남 세환 B ○ ● ● ● ●   

황남대총남분 남 세환 A ○ ○ ● ● ● ● ○ ● ○

남
성

태
환
군

인왕동A군2호 남 태환 D ● ●

미추9구A호1곽 남 태환 D           ● ●         
쪽샘B6호 남 태환 D ● ●

인왕동19호E곽 남 태환 D ● ●
인왕동19호F곽 남 태환 D ● ●

미추6C구3호 남 태환 D ● ●
황오동14호2곽 남 태환 D ● ● ●

미추6C구4호 남 태환 D ● ● ●
황오동100번지7호 남 태환 D ● ● ●

인왕동19호C곽 남 태환 D ● ● ○ ●
황오동1호남곽 남 태환 C ● ● ● ● ●

황오동16호6,7곽 남 태환 C ● ● ● ● ●
인왕동A군1호 남 태환 B ○ ● ●

황남동82호서총 남 태환 B ● ● ●
황오동16호8,10곽 남 태환 B ● ● ● ●

<표 15> 성별 및 이식에 따른 착장위세품의 위계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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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구명 성

별
착장
이식

계
서
판
단

관
식

관
모

장
식
대
도

세
환

대
장
식
구

경
식

태
환

중
공
구

천 지
환

대
관

식
리

여
성

세
환
군

인왕동C군2호 여 세환 D ● ●

미추4A구3호1곽 여 세환 D ○ ● ●

황오동100번지1호 여 세환 D ○ ● ●

황오동100번지2호 여 세환 C ● ●

미추6D구1호1곽 여 세환 C ● ● ●

황남동95-6번지2호 여 세환 C ● ○ ● ●

인왕동149호 여 세환 C     ● ● ● ●       

황오리고분남곽 여 세환 C ● ● ● ●

데이비드총 여 세환 C ● ● ● ●

노서동138호 여 세환 C     ● ● ● ●     ● ●   

노동리4호 여 세환 C ● ● ● ● ● ●

황오동4호 여 세환 B ● ● ● ● ● ● ○

식리총 여 세환 B   ● ● ● ●     ●     ○

황오동16호1곽 여 세환 B 　 ● ● ● ● ● ○

은령총 여 세환 B ● ● ● ● ● ● ○

호우총 여 세환 B ○ ● ● ● ● ● ● ○

금령총 여 세환 A ○ ● ● ● ●     ● ● ● ○

천마총 여 세환 A ○ ○ ● ● ● ● ● ● ● ○

여
성

태
환
군

미추6D구1호2곽 여 태환 D ● ●

황오동100번지6호 여 태환 C ● ●

인왕동20호 여 태환 C     ○   ● ● ●   ●     

황오동33호서곽 여 태환 C ● ● ● ●

황오동54호갑총 여 태환 C ● ● ● ● ●

인왕동156-2호 여 태환 C ○ ● ● ● ● ●

인왕동B군2호 여 태환 C ● ● ●

노서동215번지 여 태환 C ● ● ● ● ●

황오동5호 여 태환 C         ● ● ● ● ● ●   

황오리고분북곽 여 태환 B ○ ● ● ● ● ● ● ●

황오동32-1호 여 태환 B ○ ● ● ● ● ● ● ● ○

서봉총 여 태환 A         ● ● ● ● ● ● ● ○

황남대총북분 여 태환 A ○   ○   ● ● ● ● ● ● ● ○

금관총74) 여 태환 A ○ ○ ●?   ● ● ● ● ● ● ● ○

※ 관모는 금속제만을 대상으로 하며 백화수피제는 다루지 않음

※ 범례

●: 착장 또는 출토 확인. 분석의 편의상 일부 출토 확인품은 착장으로 간주함 

○: 미착장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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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석된다.75) 또한 이 집단은 다른 집단과 달리 지환의 착장이 전무

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남성 태환군에서는 이식→중공구수식→지환→대장식구→대관

의 순으로 추가되는 양상이다.76) 다른 3개 집단과 달리 관식 또는 관모, 식

리를 부장한 사례가 없으며 따라서 이 집단의 최상층은 다른 집단의 최상층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위계를 보인다. 이러한 양상이 어떤 규정에 의한 것

인지, 혹은 아직 그러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그리

고 대관 착장자는 경식을 착장하지 않는 경향이 확인되는데 다른 집단에서

는 확인되지 않는 독특한 현상이다. 

다음으로 여성 피장자군을 살펴보면, 남성 피장자군에서 경식이 정형성

을 따르지 않은 것처럼 대도가 계서에 따른 일관된 부장양상을 보이지 않아 

이를 감안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현상은 이식이 없는 고분에서도 

간혹 대도나 경식을 단독으로 착장한 경우, 즉 간혹 계서와 관련 없이 착장

하는 경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남성의 경식이나 여성의 

대도는 계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유물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서 

남성 피장자군에서는 경식을, 여성 피장자군에서는 대도를 계서 판단에 있

어서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였다. 

한편 여성 피장자군에서는 약보고된 고분을 제외하면 모두 경식을 착장

하고 있는 양상이 확인되며, 이를 감안한다면 경식은 여성 피장자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착장위세품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항을 전제하여 두고 

검토하면, 여성 세환군에서는 이식+(대도)+대장식구+천,지환+대관+관식,관모

의 부장 순으로 추가되는 양상이다. 

여성 태환군은 기존에 상위 위계 고분으로 알려진 것들이 집중되어 있

7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도는 미착장 부장의 가능성이 크되 착장일 경우 또한 
고려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본문 중에 언급하였다.

75) 식리의 부장 또한 남성묘에서는 황남대총 남분이 유일하다.
76) 현 자료에서는 대장식구의 추가보다 지환이 먼저이지만, 다른 군집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지환의 추가가 대장식구와 같거나 더 나중일 가능성도 있다. 이
는 특히 은제 대장식구가 비교적 쉽게 손실되고, 발굴 조사 기법의 발달 이전에
는 손실된 위세품에 대한 확인과 수습이 미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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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약보고 고분(황오동 100번지 6호, 인왕동 B군 2호)과 일제 강점기 때 긴

급조사된 파괴분(노서동 215번지)이 모여있어 순차적으로 추가되는 정형성

을 찾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군집과 유사하게, 이식→중공구수식

→대장식구→천,지환→대관→관모,관식의 부장 순으로 추가된다. 

한편 계서를 판단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 위세품의 재질은 다루지 않았

는데, 많은 착장위세품을 가진 높은 계서의 피장자일수록 금제로 제작된 위

세품을 착장한 경우가 많아, 출토 여부만으로 구별하였을 때와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것이 서봉총인데, 착장한 

대장식구와 대관은 금제이지만 관식과 관모가 부장되지 않아 계서가 한 등

급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한 등급 올려서 A군에 두

고자 한다.

앞서 태환군은 기본적으로 대도를 착장하는 경우가 없다 하였으나, 금

관총은 착장 가능성이 있음이 이미 지적된 바와 같으며, 최상위위계의 예외

적 현상일 수 있다.

이처럼 4개 군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착장위세품의 누층적 구조가 

잘 나타나며, 이를 도표화 하면 <그림 2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적석목곽묘에서 착장위세품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이식 → 대장식구 → 대관 

→ 금속제 관모, 관식의 부장 순서로 위계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성별과 착장 이식에 따라 세부적인 구성이 서로 달라진다. 이에 대해서 간

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천은 여성 피장자만 착장하며 남성은 착장 사례가 없다. 

② 식리는 여성에게만 부장하지만 유일하게 황남대총 남분에서는 부장

하였다. 

③ 세환이식 착장자는 대도를, 태환이식 착장자는 중공구수식을 배타적

으로 착장한다. 

④ 지환은 남녀 공히 착장하지만 남성 세환군에서는 착장 사례가 없다.

⑤ 남성 피장자에게 있어 경식의 착장은 비정형적으로 나타난다.

⑥ 여성 피장자에게 있어 대도의 착장은 비정형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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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남성 태환군은 금속제 모관 부장 사례가 없다.

  

이처럼 이식, 대장식구, 대관의 누적적 착장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최상

층에서는 거기에 더해 금속제 관식 혹은 관모가 부장된다. 이러한 양상을 

태환이식

세환이식

남

성

여

성

세환이식

대도

대장식구

대관,식리

천,지환

세환이식

태환이식

태환이식

대도

대장식구 대장식구

대장식구

중공구수식

천,지환

중공구수식
대관

지환

모관

대관,식리

대관,식리

모관

모관

A

B

C
D

E

F

A

A

B

B B
C C

C

DD

D
E

E E

F

F F

<그림 25> 성별과 이식에 따른 착장위세품의 누층구조

※ 중심으로 갈수록 계서가 높음(A~F). 성별과 착장이식에 따라 4분되며, 

그에 따라 위세품의 구성도 다름.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식→대장식구→대관의 누적적 양상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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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하여 잠정적으로 분류하면 착장위세품이 없는 피장자는 F등급으

로, 모든 착장위세품을 갖춘 피장자는 A등급으로 6개 단위로 나눌 수 있으

며 그 내용은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A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남성 세환군의 황남대총 남분, 

여성 세환군의 천마총과 금령총, 여성 태환군의 황남대총 북분과 금관총, 그

리고 서봉총의 총 6개 사례이며 남성 태환군에는 사례가 없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계서의 높고 낮음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 성과와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장자의 성별과 착장 이식, 즉 피장자 

성격의 주요 요소와 착장위세품의 구성이 밀접한 연관이 있음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처럼 성별과 이식에 따라 4개의 복식군이 분리되고, 각 군 내에서 다

시 일정한 누층적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은, 착장위세품의 구성이 피장자 혹

은 조묘자의 임의적 선택이나 취향에 따라 구성된 것이 아니라 피장자의 성

격에 따라 복식이 다르게 구성되었고, 복식과 깊은 상관을 갖는 착장위세품

이 그에 따라서 결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종류의 부장품, 즉 무구나 마구, 그리고 토기와 

계서
착장 위세품

남성 세환군 남성 태환군 여성 세환군 여성 태환군

A 대관,식리 -
금속제 

관식·관모
금속제 

관식·관모

B
금속제 

관식·관모
대관 대관,식리

천
·
지
환

대관,식리 천,
지
환C 대장식구 대장식구

지
환

대장식구 대장식구

D 대도 중공구수식 대도 중공구수식

E 세환이식 태환이식 세환이식 태환이식

F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표 16> 착장위세품의 구성에 따른 계서 등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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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기의 구성에도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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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

지금까지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을 착장 이식과 성별, 계서의 세 가

지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착장 이식에 대해서는 현존 인골 자료와 

대조한 결과 그것이 성별을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직능이나 역할 등 피장자 성격의 다른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현재로써는 확인이 어려워, 적석목

곽묘의 부장품과 유구의 배치가 착장 이식에 따라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검

토한 이후 어떠한 경향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그에 대해 추론해 보고자 

한다. 

이후로는 피장자의 성별을 추정하기 위하여 대안 가설을 제시하였다. 

분석의 주된 방법론은 유물에 나타난 성별이형성의 감별을 통한 것이었는

데, 신라 고분에서 피장자의 성별이형성을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자료는 

천으로 판단하고, 그 출토 맥락을 검토하여 육탈 이전의 사체에 착장한 것

으로 보고 착장시 손 너비를 반영하는 최대 내경을 중심으로 계측치를 종합

하였다. 현존하는 출토 사례 108점의 계측치를 종합한 결과 뚜렷한 단봉분

포를 보이고 정규성 검정 결과 그 모집단이 정규분포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성별이형성을 전제로 할 때 하나의 성별만이 착장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

이를 일본의 야요이 시대 남녀 인골이 착장한 채 출토된 패천의 최대 

내경, 무령왕비 소유품, 그리고 현대 성인 남녀가 착장하는 천의 크기와 종

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신라 고분에서 착장한 천은 대부분의 남성이 착장 

불가능한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모두 여성이 착장하는 크기로 제작된 것으

로 최종 판단할 수 있었다.77)

77) 경험적으로 볼 때 신라 고분 평균인 대략 64mm이하의 천은 대부분의 남성이 
착장 불가능하다. 흥미로운 것은 일부 보고서에서 이러한 경험을 서술하고 피장
자의 성별을 추정한 경우가 이미 있다는 점이다. 금조총 보고서(沈奉謹 1991)에 
의하면, "주목되는 점은 前記한 바와 같이 金팔찌가 남자들의 작은 손에도 끼워
지지 않으나 여자들의 경우 아무리 큰 손이라도 끼워지고 있어서 被葬者는 분명
히 여자임에 틀림없는 듯하다.”고 하였으며, 이 금제천의 내경이 65, 66mm이다. 
충주 단월동 보고서(崔茂藏 1994)에도 유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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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착장이 여성 피장자에 한정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천의 편년적·위

계적 위치로 인해 적석목곽묘 전반의 피장자 성별 추정을 실시하기에는 한

계가 있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천의 출토와 상응하는 적석목곽묘의 다

른 속성을 검토한 바, 그것은 부곽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한 묘곽 형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착장위세품이 3점 이상인 고분 52기를 대상으로 검토하였

을 때, 유부곽식 고분 26기에서는 천의 착장 사례가 전무하였고, 주피장자가 

천을 착장한 고분 22기는 모두 무부곽식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묘곽 형식

이 성별을 반영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현존하는 인골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모두 정합적이었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적석목곽묘 중에서 무부곽식을 여성

묘로, 유부곽식을 남성묘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피장자의 계서를 복원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라 착장위세품의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여성묘에서 착장위세

품의 숫자가 많은 점 등을 확인하여 성별에 따른 착장위세품 구성이 서로 

다름을 보였다. 다음으로 착장 이식에 대해서도 동일한 검토를 실시하였는

데, 세환군과 태환군의 복식군은 서로 높은 공반율을 보이는 착장위세품이 

뚜렷이 구분되어 양분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성별과 착장 이식에 따라 

적석목곽묘의 피장자 집단이 4개 군으로 분할되는 양상이 확인되었고, 4개 

군은 서로 다른 복식의 구성을 가지므로, 계서를 복원함에 있어 각각을 분

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각각의 복식군은 경식·천·지환·대도 등의 착

장에 있어 서로 다른 착장 규정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가령 여성

만 천을 착장하였고, 세환군만 대도를 착장하였으며, 남성 세환군에서는 지

환을 착장하는 경우가 없었다. 하지만 각 군에서는 대체로 이식-대장식구-

대관-금속제 모관(부장)까지 이어지는 공통적인 누적적·위계적 구성을 보

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계서를 설정하여 위세품이 전혀 없는 F군에서부터 

금속제 모관의 부장이 이루어진 A군까지 여섯 단위로 계서를 설정하였다. 

이상에서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을 성별과 착장 이식, 계서의 세 측

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고, 이러한 측면들이 적석목곽묘의 다른 부분과 어떠

한 관련을 갖는지 검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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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적석목곽묘의 부장품 구성

이번 장에서는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제반 부장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파악한 피장자 성격의 세 가지 요소는 착장 이

식과 성별, 그리고 계서였다. 이상의 세 요소가 부장품의 구성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며, 부장품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살펴

본다. 부장품은 크게 무구·마구, 그리고 토기와 철기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

부적인 기물과 기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무구는 성시구와 갑주를, 마구는 재갈, 등자, 안교, 행엽, 운주를 분석 

단위로 하는데, 이들을 일반 철기에서 분리한 이유는 재질에 있어서 다른 

유물과는 달리 금, 금동, 은으로 장식되기도 하고, 사용자의 신체나 기승하

는 말에 착장하므로 착장위세품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특

히 마구에 있어서는 삼국사기 雜志에 車騎條가 服色條의 뒤에 이어서 나오

고, 각 골품에 따라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마구 역시 복식

에 버금가는 위세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金斗喆 2011a). 
토기와 철기는 수량적인 측면에서 신라 고분 부장품의 대부분을 차지하

는 것으로, 그간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자세한 분류 방식이 제시되어 있다. 이

를 참조하여 피장자의 성별과 착장 이식, 계서에 따라서 이들이 어떻게 부

장되었는지 살펴보고 어떤 경향성이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것을 통해 부장품

의 구성 방식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이러한 접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다면, 피장자 성격에 따라 부장품 구성에 어떤 정형성이 존재하는지 파악할 

수 있고, 그 정형성의 비교를 통해 적석목곽묘의 함의에 대한 해석의 가능

성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차후 실시될 지방 고분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신라권 내 제의양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1. 피장자의 성격과 무구·마구의 구성

이 절에서는 피장자의 성격 중에서도 특히 성별과 착장 이식에 따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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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구의 부장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어

떠한 변수가 무구·마구의 부장에 있어서 주요한 변수였는지 비교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무구와 마구의 부장 현황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분석 대상은 앞서 계서 설정의 대상인 착장위세품이 2점 이상 출토된 적석

목곽묘 71기로 한다. 해당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별에 대해 접근할 수 있

는 묘곽 형식과 착장 이식, 그리고 무구와 마구의 출토 현황을 정리하면 

<표 17>과 같다. 여기에 정리된 유물은 모두 세세한 하부 양식을 가질 것이

고, 재질에 따라서도 위계적 분류가 가능할 것이지만, 본고에서 그러한 구분

은 실시하지 않고 출토 여부만을 검토하였는데, 그 이유는 재질이나 세부양

식의 자세한 구분이 오히려 전체적인 양상 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부장 양상을 확인한

다. 

1) 성별과 무구·마구의 부장 양상

묘곽 형식을 토대로 피장자의 성별을 파악할 수 있는 적석목곽묘 71기

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무구와 마구의 출토율을 정리하면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결과에서 주목되는 점은 성별에 따른 무구·마구의 출

토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사실상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안교와 운주가 여성묘 출토율이 약간씩 높지만, 성별에 따라 완전히 차별적

으로 구성된 양상은 감지되지 않는다. 기존에 피장자의 군사적, 무사적 성격

을 반영하여 남성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여겨지던 갑주 또한 여성묘로 판단

되는 금관총과 천마총, 노동리 4호분에서도 출토되며, 성시구도 인왕동 149

호와 노동리 4호분에서 출토 사례가 확인된다. 이는 피장자의 성별이 무

구·마구의 부장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음을 의미하고, 다른 

원리에 의해 부장 여부가 결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오늘날의 관점에서

는 갑주와 성시구 등을 남성적, 무사적 정체성과 연결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적석목곽묘의 조묘자들은 현재의 시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부

장품을 선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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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구명
묘곽
형식
(성별)

착장
이식

무구류 마구류
비고

성시구 갑주 등자 재갈 안장 운주 행엽

1 황오동 100 번지 1호 무부곽식 세환 ? ? ? ? ? ? ? 약보고

2 미추 7구 7호 유부곽식 세환 - - - ◦ - - -

3 황남동 109 호 1 곽 유부곽식 세환 - - - - - - -

4 황오동 16 호 4,5 곽 유부곽식 세환 - - ○ ○ ○ - ○

5 쪽샘 B3 호 유부곽식 세환 ○ - ○ ○ ○ ○ ○

6 쪽샘 B2 호 유부곽식 세환 ○ - ○ ○ ○ ○ ○

7 인왕동 19 호 K 곽 유부곽식 세환 - - - ○ - - ○

8 황남동 110 호 유부곽식 세환 ○ - ○ ○ ○ ○ ○

9 인왕동 19 호 J 곽 유부곽식 세환 - - ○ - - ○ ○

10 미추 6C구 11 호 유부곽식 세환 - - - - - - - 약보고

11 쪽샘 B1 호 유부곽식 세환 ○ - ○ ○ ○ ○ ○

12 황오동 100 번지 2호 무부곽식 세환 ? ? ? ? ? ? ? 약보고

13 황오동 16 호 11,12 곽 유부곽식 세환 ○ - ○ ○ ○ - ○

14 황오동 100 번지 3호 유부곽식 세환 ? ? ? ? ? ? ? 약보고

15 황오동파괴고분 2곽 유부곽식 세환 - - ○ - - ○ ○

16 황오동 16 호 2,3 곽 유부곽식 세환 - - ○ ○ ○ - ○

17 황오동 54 호을총 유부곽식 세환 - ○ - - - - - 약보고

18 인왕동 149 호 무부곽식 세환 ○ - - - - - -

19 인왕동 C군 1호 유부곽식 세환 ? ○ ? ? ? ? ? 약보고

20 황오동 34 호 1곽 유부곽식 세환 ? ? ? ? ? ? ? 약보고

21 황오리고분남곽(1937) 무부곽식 세환 - - - - - - - 　

22 황남동 82 호동총 유부곽식 세환 - - ○ ○ ○ - -

23 황오동 14 호 1곽 유부곽식 세환 ○ - ○ ○ ○ ○ ○

24 쪽샘 41 호 유부곽식 세환 ○ ○ ○ ○ ○ - ○ 약보고

25 황오동 34 호 2곽 유부곽식 세환 ? ? ? ? ? ? ? 약보고

26 미추 6D구 1호 1곽 무부곽식 세환 - - - - - - - 약보고

27 인왕동 19 호 G 곽 유부곽식 세환 - - ○ - - - ○

28 인왕동 C군 2호 무부곽식 세환 ? ? ? ? ? ? ? 약보고

29 황남대총남분 유부곽식 세환 ○ ○ ○ ○ ○ ○ ○

30 인왕동(경문연)10 호 유부곽식 세환 - - - - - - -

31 미추 4A구 3호 1곽 무부곽식 세환 - - ○ ○ ○ ○ ○

32 황남동 109 호 3,4 곽 유부곽식 세환 - - ○ ○ ○ ○ ○

33 황남동 95-6 번지 2호 무부곽식 없음 - - ○ ○ - ○ -

34 식리총 무부곽식 세환 - - ○ ○ ○ ○ ○

35 노동리 4호 무부곽식 세환 ○ ○ ○ ○ ○ ○ ○

36 황오동 16 호 1곽 무부곽식 세환 - - ○ ○ ○ - ○

37 금령총 무부곽식 세환 - - ○ ○ ○ ○ ○

<표 17> 적석목곽묘의 무구류·마구류의 출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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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구명
묘곽
형식
(성별)

착장
이식

무구류 마구류
비고

성시구 갑주 등자 재갈 안장 운주 행엽

38 노서동 138 호 무부곽식 세환 - - ○ ○ ○ ○ -

39 천마총 무부곽식 세환 - ○ ○ ○ ○ ○ ○

40 데이비드총 무부곽식 세환 - - ? ? ? ? ? 약보고

41 호우총 무부곽식 세환 ○ - ○ ○ ○ ○ ○

42 황오동 4호 무부곽식 세환 - - ○ ○ - ○ ○

43 인왕동 A군 1호 유부곽식 태환 ? ? ? ? ? ? ?

44 은령총 무부곽식 세환 - - ○ - ○ ○ ○

45 인왕동 20 호 무부곽식 태환 - - ○ ○ - ○ ○

46 황남동 82 호서총 유부곽식 태환 - - - - - - ○

47 인왕동 156-2 호 무부곽식 태환 ? ? ? ? ? ? ? 약보고

48 황남대총북분 무부곽식 태환 ○ - ○ ○ ○ ○ ○

49 황오동 100 번지 6호 무부곽식 태환 ? ? ? ? ? ? ? 약보고

50 황오리고분북곽(1937) 무부곽식 태환 - - - - ○ ○ ○

51 황오동 32-1 호 무부곽식 태환 - - - - - ○ -

52 황오동 16 호 8,10 곽 유부곽식 태환 - - - ○ - - ○

53 황오동 1호남곽 유부곽식 태환 - - - ○ ○ - - 약보고

54 황오동 16 호 6,7 곽 유부곽식 태환 ? ? ? ○ ? ? ○

55 황오동 5호 무부곽식 태환 - - - - - - -

56 황오동 54 호갑총 무부곽식 태환 - - - ○ ○ - ○ 약보고

57 서봉총 무부곽식 태환 - - - ○ ○ ○ ○

58 금관총78) 무부곽식 태환 ○ ○ ○ ○ ○ ○ ○

59 황오동 100 번지 7호 유부곽식 태환 ? ? ? ? ? ? ? 약보고

60 인왕동 19 호 C 곽 유부곽식 태환 - - - - - - -

61 쪽샘 B6 호주부곽 유부곽식 태환 - - - ○ ○ ○ ○

62 미추 6C구 3호 유부곽식 태환 - - - - - - - 약보고

63 미추 6D구 1호 2곽 무부곽식 태환 - - - - - - - 약보고

64 미추 9구 A 호 1곽 유부곽식 태환 - - - ○ ○ ○ ○

65 인왕동 19 호 E 곽 유부곽식 태환 - - - - - ○ -

66 인왕동 19 호 F 곽 유부곽식 태환 - - - ○ - ○ ○

67 노서동 215 번지 무부곽식 태환 ? ? ? ? ? ? ?

68 황오동 33 호서곽 무부곽식 태환 - - - - ○ - ○

69 미추 6C구 4호 유부곽식 태환 - - - - - - ○ 약보고

70 인왕동 B군 2호 무부곽식 태환 ? ? ? ? ? ? ? 약보고

71 황오동 14 호 2곽 유부곽식 태환 - - - ○ - ○ ○

 ※ 범례
  ○ : 출토되어 존재가 확인됨  - : 출토되지 않음  ? : 도굴 등으로 알 수 없음
 ※ 성별의 판단은 묘곽 형식을 기준으로 함
  유부곽식: 남성, 무부곽식: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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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다른 성격의 부장품은 성별에 따라 크게 다른 구성을 보일 수 있

지만, 현재 자료로 보아 적석목곽묘의 무구와 마구는 피장자의 성별을 중심

으로 양분되어 구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음에서는 종래에 복식의 구분에서 주요한 요소로 다루어진 이식의 주

78) 금관총 피장자의 태환 착장 여부는 당시 조사자, 참관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착
장으로 볼 수 있으나, 대도 착장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기록이 서로 달라 문제
가 되고 있다. 부장으로 기록된 것이 더 많지만, 당시 가장 전문가인 오가와 게
이키치가 현장에서 실측한 자료에는 착장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며, 따라서 최
근의 재보고에서는 부장 가능성이 크지만 착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金大煥 2016a). 본고에서도 부장을 우선 가정하되 착장 가능성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이에 따르도록 한다.

구분
무구류 마구류

성시구 갑주 등자 재갈 안교 운주 행엽

남성
출토사례/
고분 수

8/
39

4/
39

15/
39

21/
39

15/
39

14/
39

23/
39

백분율(%) 20.5 10.3 38.5 53.8 38.5 35.9 59.0

여성
출토사례/
고분 수

5/
32

3/
32

14/
32

15/
32

15/
32

16/
32

16/
32

백분율(%) 15.6 9.4 43.8 46.9 46.9 50.0 21.9

<표 18> 남성묘와 여성묘의 무구류·마구류 출토 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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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종류에 따라 무구와 마구의 구성이 어떠한지 살펴본다.

2) 착장 이식과 무구·마구의 부장 양상 

<표 17>의 적석목곽묘 71기 중에서, 착장 이식이 없는 황남동 95-6번지 

2호79)를 제외한 70기를 대상으로 피장자의 착장 이식에 따라 무구와 마구의 

출토율을 비교한 결과는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를 검토해 보면 매

우 특징적인 양상이 드러난다.

먼저 성시구와 갑주에 대해 살펴보면 피장자의 착장이식 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태환군에서 성시구와 갑주가 부장된 사례는 극소수라는 점

이다. 성시구는 금관총과 황남대총 북분에서, 갑주는 금관총에서만 확인된

다. 반면 세환군의 경우 성시구가 12개, 갑주가 6개 사례를 보인다. 다음으

로 마구에 대해 살펴보면, 등자, 재갈, 운주, 행엽 모두 전반적으로 세환군

에서 부장비율이 높다. 특히 등자는 세환군의 출토율이 70%에 달하는 데 반

해 태환군은 10%에 불과하여, 황남대총 북분과 금관총, 인왕동 20호의 3례

에 불과하다. 

세환군과 태환군 두 집단 모두 다양한 위계의 무덤으로 구성되어 있으

므로 피장자의 위계에 따른 차별적인 부장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또한 

서봉총이나 미추왕릉 9지구 A호분 1곽, 쪽샘 B6호와 같이, 태환군에서는 재

갈·행엽·운주 등 다른 종류의 마구는 모두 부장하더라도 등자만 부장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이는 계서와는 별개로 착장 이식에 따른 의도

적인 선택의 결과로밖에 해석할 수 없으며, 등자 부장에 있어 이식의 주환 

종류와 관련하여 특정한 부장 방식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등자는 승마자의 기승을 돕고, 기승 이후에는 양 

발을 버티어서 승마자의 안정을 돕는 도구로서, 안장과 함께 안정구로 분류

79) 이 무덤에서는 이식이 피장자의 두위가 아니라 대장식구 부근에서 수습되어 굳
이 착장시키지 않고 부장한 것으로 판단된다(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7). 이와 유
사한 사례가 지방에서는 양산 금조총에서 확인되며, 굳이 착장시키지 않고 대장
식구 주변에 두 점을 나란히 붙여 부장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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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말을 다루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李蘭暎·金斗喆 1999). 등
자를 비롯한 마구는 신라 고분에서 중요한 부장품 중 하나인 바, 종종 출토

되는 등자는 상대편년 및 지역 간 교차편년 자료로 자주 활용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등자의 계통과 등장 시기 및 절대연대를 중심으로 학사적으로 중

요한 논의가 있어 왔다. 등자가 이처럼 편년의 대상으로 주요하게 다뤄질 

수 있었던 기본 조건 중의 하나는 희소하지 않고 일정 정도 이상의 출토율

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등자는 위계가 높은 고분에만 독

구분
무구류 마구류

성시구 갑주 등자 재갈 안교 운주 행엽

세환이식 
착장 분묘

출토사례/
고분 수

12/
42

6/
42

28/
42

24/
42

24/
42

20/
42

26/
42

백분율(%) 28.6 14.3 66.7 57.1 57.1 47.6 61.9

태환이식 
착장 분묘

출토사례/
고분 수

2/
28

1/
28

3/
28

12/
28

9/
28

11/
28

15/
28

백분율(%) 7.1 3.6 10.7 42.9 32.1 39.3 53.6

<표 19> 피장자의 착장 이식 별 무구류 및 마구류 부장 비율 

(세환이식 착장 분묘 42, 태환이식 착장 분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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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적으로 부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착장형 위세품이 없는 분묘나 위계가 그

리 높지 않는 중소 고분군에서도 간혹 출토된다. 이러한 등자의 위계적 편

재성(遍在性)을 고려할 때, 앞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세환이식 분묘에는 70%

에 가까운 부장율을 보이는 반면 태환이식 분묘에서는 10% 정도에만 부장

되는 양상은 매우 독특하다. 심지어 일부 태환이식 분묘에서는 다른 종류의 

마구는 모두 부장한다 하더라도 등자만 부장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

고 있다. 

등자가 실제 기승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면, 이러한 태환군 분묘의 고의

적 등자 결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마구의 

실용적 의미에 더 중점을 두어서, 마구의 부장이 생전의 소유물을 부장한 

것이든 사후세계를 위해 부장한 것이든, 등자의 결락은 피장자의 무등자 기

승을 의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80) 둘째는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으

나, 실용적 의미보다는 특정한 상징성이나 의례적 이유로 인해 태환군 피장

자의 무덤에는 등자를 부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는 다른 부장품의 부장양상을 검토한 뒤

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등자의 부장양상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적석목곽묘의 조묘자가 부장품을 구성할 때, 조묘자 자신

의 선택보다 주피장자가 갖는 피장자 성격의 일면, 등자의 경우 착장 이식

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적석목곽묘 전반에서 그러한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신라 고분 조묘자들이 그러한 규범을 사

전에 인지하고 공유하였음을 뜻하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현재 자료에서 태환이식 분묘에서 등자를 부장한 예는 황남대총 

북분, 금관총, 인왕동 20호 등 3개 사례뿐이다. 이들은 현존하는 태환이식 

80) 등자 기승과 무등자 기승이 혼재하는 경우로써 비견되는 것은 고구려 고분벽화
의 사례가 있다. 가령 무용총 벽화의 수렵도에서 묘사된 수렵 騎士는 등자 기승
이지만, 무용총 묘주는 무등자 기승인데, 나이 든 묘주는 등자 수용 이전에 훈련
을 받았고 이후 세대는 등자 수용 이후에 훈련을 받은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보
아, 등자 수용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한다(徐榮敎 2004). 하지만 적석
목곽묘에서 등자 부장의 여부가 이러한 시간적 차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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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중에서 가장 계서가 높은 것들로 볼 수 있어, 상위 위계에서는 하위 

위계에서는 준수하는 일반 부장 방식을 넘어서는 부장품 구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앞서 식리의 부장 방식에서 본 것과 같은 양상으로, 식리는 

황남대총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묘에 부장된 바 있었다. 같은 관점

에서 본다면, 황남대총의 예외는 상위위계 분묘에서 일어나는, 일반적 부장 

방식의 초월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즉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서 일반적인 

부장 방식이 존재하지만, 특정 위계 이상에서는 일반적인 부장 방식을 초월

하는 부장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황남대총 북분과 금관총에서 

성시구와 갑주가 각각 부장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상의 자료에서 보듯이, 신라 고분에서는 피장자가 어떠한 이식을 착

장하였는지에 따라, 다시 말해 피장자가 갖는 모종의 사회적 정체성에 따라 

무구와 마구의 차별적 부장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서도 성시구와 갑주, 그

리고 특히 등자에서 그러한 양상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부장 행위는, 특정한 부장품의 경우 피장자 성격의 특정한 측면에 따라 부

장 여부가 결정되는 일정한 선택 방식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하며, 그 사유가 

상징적인 것이든 실용적인 것이든 적석목곽묘의 일부 부장품은 이에 따라 

구성된 것임을 뜻한다. 성시구와 갑주, 등자의 부장 비율과 여부에서 이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으며, 분석 대상 분묘가 시간적으로 고총기의 전 기간에 

걸친다는 점에서 조묘자들이 적석목곽묘 축조의 전 기간 동안, 피장자의 성

격에 따라 무구와 마구의 구성이 결정되는 정형적인 부장 방식을 인지하고 

공유하였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종류의 부장품 구성에도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가장 일반적인 부장품이라 할 

수 있는 토기와 철기의 구성에도 성별이나 착장 이식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

분이 존재하는지, 그것이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계서에 따라 부장 수량이나 구성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도 검토가 필

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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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장자 성격과 토기 및 철기의 구성

앞서 실시된 분석에서는, 피장자의 성격, 즉 성별과 착장 이식에 따라 

무구·마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번 절에서는 마찬가지로 피

장자가 갖는 성격의 제 요소에 따라 토기와 철기의 부장 양상이 어떻게 다

른지 살펴보도록 한다. 

지금까지의 분석에서는 적어도 일부 부장품은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부

장 여부와 비율에 명확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비록 다른 방식의 소유 

양식과 소비 방식을 가지지만, 토기와 철기에 있어서도 그러할 가능성은 상

당하며, 이번 절에서는 피장자의 성별과 착장이식, 계서를 명목변수로 하였

을 때 그에 따라 토기와 철기의 부장양상이 종속변수로써 어떠한 경향성을 

나타내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그런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신라 고분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 기에 

수 천 점에 이르는 많은 양의 토기와 철기가 부장되기도 하였고, 그 종류와 

수량도 복잡다단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러한 자료를 대상으로는 마구, 무구의 

경우에서와 같이 단순 출토율 뿐만 아니라 부장 비율이나 다른 통계적 방법

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통계 분석을 위해서는 전량 보고된 고분만을 대

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착장위세품이나 무구·마구는 약보고된 보고서에서

도 비교적 충실히 보고되어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으나, 토기와 철기

의 분석에서는 약보고된 고분은 활용이 크게 제한된다. 보다 자세한 분석 

방법과 내용은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다.

1) 분석 방법과 대상

피장자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따라서, 조묘자들이 토기와 철기 부장

에 있어 종류와 수량을 어떻게 결정하였는지 밝히려 한다면 적절한 대상의 

선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대상은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도굴되지 않은 무덤에서 출토된, 공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된 

부장품의 세트 관계를 유지한 무덤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금은제 착장위세

품이나 무구, 마구는 약보고된 고분이라 하여도 그 가시성으로 인해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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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된 경우가 많지만, 토기와 철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분석이 제

한된다. 도굴되었거나 파괴된 고분 또한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출토 유물이 

전량 보고된 미도굴분만 분석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 기준을 따르자면 전량보고가 일반적인 보고방식으로 자리잡

기 이전의 보고는 거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대부분의 일제 강점기 보고서

와 70년대 이전의 보고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70년대 이후의 보

고 중에서도 과연 전량보고인지 간혹 의심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된다. 

또한 철기의 경우 수습이나 복원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기물의 판정이나 

개체 수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가령 철

촉이나 도자 같은 경우 양자를 혼동하기도 하고, 하나의 기물이 파손되어 

출토된 경우 개체 수 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하거나 아예 수습하지 못한 경

우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가장 가시적인 유물만 

보고한 경우도 있다. 때문에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약간의 부정확성을 갖

는 보고는 모두 제외해야 하겠으나, 그런다면 분석 대상 고분의 숫자가 격

감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전반적인 보고의 정확성과 엄밀성을 나름대

로 평가하여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을 것

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는 고고학적 자료의 특성 상 감수해야 할 수준의 문

제로 판단하였다. 

두 번째 조건은 피장자의 성격과 관련하여 최소한 하나의 명목변수가 

설정 가능한 고분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피장자의 성격은 성별과 착장 

이식, 계서로 구분하였으며, 성별은 적석목곽묘의 경우 묘곽 형식으로, 착장 

이식과 계서는 착장위세품의 구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피

장자의 성격을 명목변수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묘곽 형식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착장 이식을 비롯한 복식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착장위세품의 출토

가 필요하며, 최소한 이식의 출토는 확인되어야 한다. 

세 번째 조건은 통계적 분석의 가능성 및 용이성과 관련된 것이다. 일

반적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적석목곽묘에서는 대체로 피장자의 계서가 

높을수록 부장품의 종류와 수량이 늘어나고, 낮을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상

정할 수 있다. 소위 왕릉급 고분에서는 수십 종의 기물이 수천 점 부장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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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주 낮은 계서에 속한 무덤에서는 불과 토기 한두 점만 부장되거나 아

예 부장품이 없는 것에서 이를 잘 볼 수 있다. 당연하게도 후자의 경우는 

많은 종류와 많은 수의 부장품이 묻힌 무덤과의 적절한 비교가 어렵다. 따

라서 일정 숫자 이상의 부장품을 부장한 무덤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이 기준을 본고에서는 개를 제외하였을 때 기종이 분명한 토기 20점으로 설

정하였다. 20점으로 설정한 이유는 대략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할 때 분석 대

상이 적절하게 한정되고, 부장 토기의 기종 구성이 어떤 정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최소 수량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제한을 낮춘다면 더 많은 

숫자의 무덤이 분석 대상이 될 것이지만, 그처럼 기종 구성이 매우 단순하

고 수량도 소량인 자료를 대량으로 포함시킨다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전반

적인 부장 양상의 이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토기와 철기의 부장양상 분석 대상이 되는 적석목곽묘

는, 1) 출토품이 전량 보고된 미도굴분이며, 2) 착장유물에 있어 최소한 착

장 이식이 분명하여야 하며, 3) 기종이 명확한 토기가 개를 제외하고 적어

도 20점 이상 부장된 무덤이어야 한다. 

이상의 기준을 거친 분석 대상 적석목곽묘는 총 25기이며, 경우에 따라

서 단순 출토량이나 출토 여부 등의 비교가 필요한 경우 착장 이식이 없는 

고분(E, F군) 또는 20점 미만 출토 고분까지 포함하여 45기를 대상으로 하

는 분석도 있다. 여기서 출토된 유물은 토기 4,549점과 철기 4,500점이며, 

그 내역은 <부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한편 부장품의 구성을 비교한다고 할 때,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은 

토기의 기종과 철기의 종류를 설정해야 한다. 문제는 피장자 성격과 관련된 

적절한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얼만큼 세분화된 분류를 실시할 필요가 있

는가이다. 본고에서 실시될 분석은 편년을 위해 실시되는 형식분류와는 달

리 부장 양상의 파악이 목적인 이상, 매우 세분화되고 자세한 분류를 사용

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실제 양상

을 잘못 이해하거나 접근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가령 배신에 붙는 이

(耳) 혹은 파수의 개수에 따라 대부완을 분류하고 피장자 정체성에 따라 여

러 고분의 대부완 부장 양상을 비교한다면 아마도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



- 141 -

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부장 양상을 파악한다는 목적 하에서 토기를 

분류한다고 할 때, 형식학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에 천착해서는 신라 고분 전

반에 걸친 부장 양상 파악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81)  

따라서 각 기종이나 기물의 용도나 전반적인 부장 방법을 고려하여 분류하

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서술하였으며, 완

전히 새로운 분류를 실시하기 보다는 기존의 보고 및 연구 사례를 충실히 

참고하여 따르고 큰 틀에서 묶도록 하였다. 

(1) 토기의 기종 설정

여기에서는 부장양상의 파악을 위한 기본 단위가 되는 토기 기종을 설

정하도록 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은 3단각 고배가 출현한 이후의 고분들로, 

최병현(2016a)의 1Ba기, 김용성(1998)의 III2b기, 이희준(2007)의 Ia기부터이다. 

대체로 신라 고분에 부장되는 토기의 기종들이 대부분 완성된 시기로 여겨

지며, 이 시기 이후 석실단계에 이르기까지 기종 구성 자체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의 분류는 일제 강점기의 보고에서부터 그 

시원을 찾을 수 있는데, 1950~60년대의 주요 보고에서도 일제 강점기의 분

류안이 거의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의 보고에서는 유물의 

분류가 보다 다양해지고 세분화 되었으나, 기본적인 틀은 신라 고분 연구의 

시작 시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이하에서 이뤄진 기종의 

구분은 종래의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최근의 신라 토기 연구와 보

고 또한 참조하였다(최병현 2014a, 김대환 2013). 단 본 분석의 목적이 어디

까지나 부장양상의 통계적인 파악과 비교에 있으므로 지나친 세분은 피하고 

부장 양상의 파악과 비교에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한에서 분류하였고 그 

이유와 근거를 언급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81) 앞서 실시된 착장 위세품과 무구, 마구의 분석을 되돌아보면, 이 분석에 앞서 
각종 위세품이나 무구·마구를 형식학적으로 세분하였다면 오히려 명확한 결과
를 얻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편년을 위한 분류와 부장 양상 파악을 위한 
분류가, 목적을 달리하는 만큼 서로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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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류 : 일단고배, 이단고배, 개배

일단·이단고배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신라 고분 출토 토기 중에서 가

장 주가 되는 기종으로, 다음 절에서 보듯 부장 숫자와 비율에서 다른 기종

을 압도한다. 시기에 따라 다소간의 변화는 있지만 고식도질토기 단계 이래 

기본적으로 깊은 접시형의 배신에 완만히 벌어지는 대각이 붙는 형태를 기

본으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투창의 배열에 따라 일단고배와 이단고배로 구

분할 수 있으며 두 亞器種은 고총기의 가장 이른 시기 무덤 중 하나인 황남

동 109호분 3,4곽 단계에서 이미 분화되어 있다. 처음에는 일단고배의 대각

이 소위 四柱式 대각인 등 형태적인 차이가 컸는데, 이런 점에서 일찍이 지

적된 바와 같이 두 종류의 고배는 형식상의 차이가 아니라 기능상의 차이를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金元龍 1981). 그리고 부장 양상에서도 어느 정도 차

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김대환 2013). 따라서 본고의 분석에서는 일단고

배와 이단고배를 분리하여 분석한다. 뒤에서 보다시피 두 기종의 관계와 비

율은 토기 부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일단고배와 이단고배를 분

리하지 않은 과거의 일부 보고는 분석에 사용할 수 없었다.

개배는 고배에서 대각이 생략된 형태의 기종이며 고배보다 등장 자체는 

늦지만 남분 이전 단계에 이미 부장되고 있다. 굳이 개배라고 하는 이유는 

본래 개가 조합된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나, 

출토 사례에 있어서는 고배와 마찬가지로 세트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

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굳이 세트관계에 있는 개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라 하더라도 개배로 칭하였다. 

② 파배

파배는 보고나 연구자에 따라 명칭도 다양하고 분류도 여러 가지이지

만,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음료 등의 개인 잔으로 여겨지는 제 기종을 모

두 종합하여, 광구소호, 파배, 경배, 컵형토기, 호형파배 등으로 불리는 기종

을 모두 포함하여 파배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명칭에 구애됨 없이 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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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라 하여도, 도질소성이면서 크기와 기형에서 대략 음료를 담는 개

인용 잔으로 볼 수 있다면 포함시켰다.

③ 대부완

대체로 고배보다 배신이 크고 깊으며 개가 없는 기종이다. 이(耳)가 1~3

개 붙는 경우도 있고, 대각은 일단 대각을 뚫은 것도 있고 이단고배처럼 교

호투창을 뚫은 것도 있다. 또 크기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는 등 스펙트럼

이 다소 다양한 기종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부장양상의 파악이 목적인 바 

이의 개수나 크기, 대각의 형태, 크기 등으로 세분하지는 않았다. 대량 부장

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장되는 기종은 아니지만 이후에서 보다시피 고분마다 

일정한 숫자를 부장하는 경향이 있어 중요한 부장 요소였던 것 같다. 다만 

고분마다 부장 수량이나 비중에 있어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는 기종이다.

④ 장경호 및 대부장경호

고배와 함께 신라 고분의 대표적인 부장품이다. 구형 혹은 편구형의 동

체에 경부가 길게 직립하는 기종으로, 대각이 붙은 것은 대부장경호로 구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굳이 대각을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두 아기종은 아마

도 기능상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실제 부장 용례에 있

어서는 구분 없이 사용된 경우가 많고(김대환 2012a), 대부장경호의 대각을 

굳이 떼어내서 부장한 사례도 많다. 이러한 점에서 사실상 두 기종 간에는 

호환관계가 존재하였던 것 같다. 따라서 전반적인 부장 경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두 기종을 합쳐 보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장경호와 대부장

경호는 구분하지 않았다.

⑤ 단경호 및 직구호

일제 강점기부터 坩이라 칭하던 기종으로, 양자는 구형의 동체에 붙은 

경부와 구연의 형태로 구분하며, 전자는 짧게 외반하는 구연을 갖고 후자는 

경부에서부터 구연이 직립한다. 경부와 구연의 형태가 다른 것은 내용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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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과 이동에 맞게 기능적으로 특화된 결과인 것으로 여겨지는데(김대환 

2013), 넓게 보아서는 부장 경향의 비교에 있어 장경호류와 대비하여 단경

호류로 단순화하여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단경호와 직구호를 합

쳐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양자를 구분하

지 않고 모두 합쳐 단경호류로 칭하였다.

⑥ 대호

모든 기종 중에서 가장 구분이 어려운 기종이다. 대체로 계란형의 동체

에 길게 외반하는 나팔형 경부와 구연을 가진 대형의 호를 말하지만, 대형

의 단경호, 직구호와 구분하기에 애매한 점이 많고, 크기의 분포에 있어서 

단경호류와 단절적이다기 보다는 연속적인 측면이 크다. 그런 이유로 기형

을 구분 기준으로 두지 않고, 계측적 속성을 우선으로 하여 기고 45~50cm를 

대형 단경호와 대호의 구별 기준으로 두기도 한다(張容碩·金大郁 2009). 
실제 출토 사례를 보면 더욱 복잡해지는데, 가령 성산동 57호분 부곽 

출토 대형 단경호의 경우, 기고는 41.4cm에 불과하지만 유적 내 다른 고분

과 안치 양상을 비교해 볼 때 대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啓明大學校行素博物館 2006: 278). 이러한 경우 기형도 계측치도 대호로 볼 

수 없지만 맥락상으로는 대호로 판단하여야 옳을 것이다. 최근 대호 기종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서도 부장양상과 기고, 기벽의 두께, 태토, 소성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釜山大學校博物館 2017). 타당한 

지적으로 생각되나 현실적으로 기보고된 자료 중에서 태토나 내벽의 색깔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넓은 틀에서 분명한 구분 기준인 계측치를 우선하

여, 50cm를 초과하는 대형 직구호, 단경호도 대호로 구분하였다. 즉 대호의 

기종 구분은 특정 수치를 통해 결정하였음에 유의하여야 하겠다.

⑦ 기대

크게 발형기대와 통형기대로 구분되는 한편으로 잔받침이라 불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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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은 것도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세부 형식을 나누지 않고 모두 기대로 

분류하였다. 

적석목곽묘에서 기대의 부장은 매우 희소한 편인데, 최병현(1992)이 지

적한 바와 같이 부장부에서 출토되는 사례는 적고 대부분 호석 바깥이나 주

구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고의 검토 대상이 된 적석목곽묘

에서는 황남대총 남분과 인왕동 149호 2개 사례밖에 없다. 하지만 지방 고

분에서는 부장 사례가 상당히 많다. 

발형기대의 배신을 철부 등의 뚜껑으로 사용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는 기대로 판단하지 않고 개로 두었다.

⑧ 연질발

발형의 기종으로 대부분 적갈색의 연질소성이다. 뚜껑받이턱과 함께 연

질의 뚜껑이 추가되는 경우가 자주 있고 파수, 드물게 창녕지역에서는 대각

이 추가되기도 하는데, 유개화한 경우 소옹 등으로 칭하면서 별개의 기종으

로 분류하기도 한다. 기고 10cm 정도로 작은 것에서부터 20cm가 넘는 대형

도 존재한다. 소수만 부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형 고분에서는 수십 점 씩 

대량 부장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크기나 재질로 볼 때 개인 취사용기로 사

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음 항목에서 소개할 다른 연질의 기종들과

는 부장양상이 뚜렷이 구별되어 별도 항목으로 설정하였고, 다른 기종과 마

찬가지로 뚜껑, 파수나 대각의 유무로 세분하지는 않았다.

⑨ 시루, 파수부호, 연질옹, 연질완

연질 소성되는 경우가 많은 기종들로, 취사용기로 여겨지며 2~4개 기종

들이 세트를 이루며 종종 출토된다. 특히 임당 지역의 고총에서 시루, 파수

부호, 연질옹82)의 세트 관계는 잘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연질완83)을 추가해

82) 본고에서 연질발로 설정한 기종 중에서 유개기종을 보고서에 따라서는 연질옹
으로 칭하기도 하나, 본고의 연질옹은 백제토기의 장란형토기와 거의 유사한 형
태를 갖는, 상하로 긴 동체에 약간 외반하는 짧은 구연에 원저의 저부를 갖는 
기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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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다면 연질 기종의 세트관계가 더 뚜렷이 나타나는 것 같다. 고총기의 

이른 시기에는 이러한 취사용기의 공반이 불분명하지만, 시루, 옹, 완의 공

반이 황남대총 남분에서 보이고 그 이후 파수부호가 추가되어서 적석목곽묘

와 지방의 대형 고분 부곽을 중심으로 부장된다. 

이 기종들은 많은 양이 출토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한 상호 공반 관계

를 보여주어 분석 대상 기종으로 설정하였다. 단, 매우 소수만 부장되는 기

종이므로 4개 기종을 모두 합산하여 연질조리용기로 통칭하고 하나의 분류 

단위로 설정하였다.

⑩ 개

개는 말 그대로 뚜껑을 뜻한다. 고배, 개배, 장경호, 연질발 등 여러 기

종이 유개식으로 제작되고 세트 관계를 이루며 부장된다. 물론 개가 추가되

는 것에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는데 가령 고배는 와질토기 단계에서는 무개

식이다가 고식도질토기 단계에서부터 유개식으로 제작되기 시작해서 고총기

에 들어서부터는 반드시 개와 세트관계를 이루지 않더라도 전부 유개식으로 

제작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장경호의 경우도 고총기 후반에 뚜껑받이가 발

달하면서 유개기종으로 바뀌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유개기종일

수록 고급기종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므로, 각 기종 내에서 유개기종의 비중

을 비교한다면 고분의 계서 파악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장주체부의 붕괴로 인해 토기가 산산히 깨어지면서 인해 세

트 관계를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고, 수십~수백 점에 이르는 부장품 중

에서 개의 조합관계를 일일이 따질 수도 없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섞여서 출토되어 사실상 어느 개체의 개인지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가 보통이라 보고서에 개만 따로 묶어서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서 본 분석에서는 각 기종을 유개식/ 무개식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개만 따

로 분류하여 숫자만 파악하였다. 연질소성으로 제작되는 기종 중에서도 연

질발과 같이 개를 갖는 기종이 있는데, 연질과 경질의 개를 분류하지 않고 

83) 이 기종은 장식적인 요소가 붙는 경우가 드물지만 간혹 봉상파수나 대각이 붙
기도 하나, 다른 기종과 마찬가지로 추가 요소를 근거로 세분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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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하여 각 유구 당 몇 개의 개가 부장되었는지의 수준 정도에서만 파악하

였다. 이러한 상황이므로 개를 별도의 기종으로 설정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부장 비율을 하나의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였다.

⑪ 기타

본고의 분석 대상 토기 중에서 이상의 기종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들로, 

전체 분석 대상의 약 1.9%인 90점 정도가 분류되지 않았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장군, 주구(대부)호, 병류가 대부분이고, 금령총 출토 기마인물형토기나 

등잔형토기와 같은 이형토기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주구대부호는 상당수

가 남분 출토품이고, 장군의 경우 금령총, 천마총, 금관총에서 각 9~10점씩 

출토된 것이 전부이다. 이처럼 분류되지 않은 토기들은 대체로 최고위계 고

총에 산발적으로 부장된 것들로, 나름의 의미는 있겠으나 전반적인 신라 고

분의 부장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모두 

이형토기로 통칭하고 하나의 분류 단위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기종 분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일단고배, ② 이단고

배, ③ 개배, ④ 대부완, ⑤ 장경호류(장경호+대부장경호), ⑥ 단경호류(단경

호+직구호), ⑦ 대호, ⑧ 파배, ⑨ 기대, ⑩ 연질발, ⑪ 연질조리용기, ⑫ 이

형토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종별 구분 없이 ⑬ 개의 출토 개수를 파악하

였으며 이와 같이 설정된 13 단위로 분석 대상 토기를 분류하였다.

(2) 철기의 종류 설정

철기의 분류 또한 토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종래의 보고와 연구를 참조

하고 거기에 최근의 연구를 중심으로 출토 유물을 분류하였다. 그에 따라서 

대체로 보고자의 견해를 좇은 경우가 많지만 오래된 보고인 경우 새로이 분

류한 경우도 있으며, 도면이나 사진상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고

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하였다. 토기와 같이 각 기물 별로 서술하면 다소 장

황해지는 면이 있으므로 종류 별로 묶어서 설정하되 분석 단계에서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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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비교를 하지 않고 종류별로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종류 설정은 한국고고

학회(2010)의 설정에 따르되 최근 신라 농공구와 무기의 분류(김재홍 2011; 

신동조 2014; 우병철 2014) 또한 참조하였고, 앞서 착장 이식에 따른 출토 

양상 비교에 활용된 무구류(성시구, 갑주)와 마구류(등자, 안교, 행엽, 재갈, 

운주)는 여기의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① 무기류

무기류에는 대도, 철촉, 철모, 철준이 있다. 대도는 피장자가 착장한 것

과 시신 안치부에 미착장 부장한 것을 제외하고 수장부에 부장한 것만을 대

상으로 하였다. 철촉은 부장 패턴이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뉘는 것으로 여

겨지는데, 시신 안치부에 1~5점 소수 부장되는 경우와 부장부에 15점 이상 

대량 부장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철촉의 부장양상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조사 및 복원기술이 미흡했던 

과거의 보고 중에는 소형 철제품의 발굴과 개체 수 산정이 엄밀하지 못하였

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조사된 쪽샘 B1, B2호의 경우 철촉

을 비롯한 철기의 부장량이 과거 조사된 동급의 적석목곽묘보다 월등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제기할 만한 문제점이다. 만약 일제 강점기를 비롯한 과거의 

철기 조사양상이 최근의 것과 크게 다르다면, 부장양상의 판단이 잘못 이루

어질 여지가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검토를 실시해 보았는데, 최

상층(A군)과 최하층(F군)을 제외한 B, C, D, E군의 무덤에서 출토된 철기의 

출토량을 1990년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1990년을 기준으로 

설정한 이유는 출토유물의 전량보고가 일반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며, 비교 

결과는 <그림 26>에서 보는 바와 같다.

비교 결과 1990년 이전과 이후의 철기 출토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

다. 최근 조사된 쪽샘 B2호에서는 많은 양의 철기가 출토되었지만(그림 25 

우측 상단의 이상치), 그것은 개별 무덤의 특별한 변이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량보고된 무덤만을 분석 대상으

로 선별하고, 그렇지 않은 무덤의 경우는 제외하였기 때문인 것에 더해, 보

존처리 기술의 발전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선학들의 발굴조사와 보고가 



- 149 -

치밀하고 면밀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90년 이전의 보고라 하여도 조사 시기에 따른 차이가 부장양상의 검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② 농구류와 공구류

농구류와 공구류의 정의와 분류는 김재홍(2011)과 신동조(2014)의 연구

를 대폭 참조하였다. 농구류에는 주조괭이, 쇠삽날, 쇠스랑, 살포, 철서, 철

겸, 따비 등이, 공구류에는 단조철부, 철착, 철사, 집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철착과 철사는 인부의 형태로 분류되는데, 여러 출토 사례를 검토해 본 결

과 인부의 수화가 심해 양자를 사실상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 있

었다. 따라서 양자를 무리해서 구분하기 보다는 합쳐서 분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합산하였다. 

③ 의기류

의기류에는 유자이기와 겸형철기가 있다. 과거의 보고 중에는 파편화된 

유자이기의 개체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으나 본래 대량 부장되는 기

<그림 26> 철기 출토량에 대한 조사 시기 별 비교 (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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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아니므로 분석 결과에 편향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

정 부장량을 기재한 경우도 있다. 

④ 기타  

그 외에 鐵鼎, 鐵鋌, 도자, 꺾쇠 및 쇠못 등이 있다. 鐵鼎은 특히 경주와 

지방의 상위 고분에 집중 부장되어 계층적인 의미가 강한 유물로 여겨진다. 

이처럼 상위위계 고분에 한정되는 부장품이므로 출토 유무만 표시하되 부장

양상 분석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鐵鋌의 경우는 용도와 성격에 대해서 화폐로 보는 설(김정학 1973)에서

부터 철 소재로 보는 설(류위남 2009), 혹은 화폐와 소재를 포함한 다기능적 

성격으로 보는 설(박선미 2011) 등 여러 가지가 있는 만큼 다른 대분류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타에 두었다. 다른 유물과 마찬가지로 형태와 크기가 다

양하지만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도자는 경우에 따라서 금장 혹은 은장을 하기도 하지만 단순한 철제품

과 구분하지 않았고, 대도에 부속된 子刀와는 구분하였다. 중복 산정을 피하

기 위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파손품은 병부만 세도록 하였다

꺾쇠나 쇠못은 주로 관곽을 결구하는 데 쓰였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부

장양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것으로 여겨지므로 분석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이상의 분류에 따라 철기는 무기류에 ①대도, ②철촉, ③철모, ④철준, 

농구류에 ⑤주조괭이, ⑥쇠삽날, ⑦쇠스랑, ⑧살포, ⑨철서, ⑩철겸, ⑪따비, 

공구류에 ⑫단조철부, ⑬철착, ⑭철사, ⑮집게, 의기류에 ◯16유자이기, ◯17겸형

철기, 그리고 기타 분류에 ◯18도자, ◯19鐵鋌 등 19개 종류로 분류하였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신라 고분 출토 토기는 12개 기종(개 제외)으로, 

철기는 19종류로 분류하고 다시 4개 대분류로 묶었다. 분석 대상에서 설정

하였듯 1) 출토품이 전량 보고된 미도굴분, 2) 피장자의 착장 이식이 분명한 

고분 3) 기종이 명확한 토기가 개를 제외하고 적어도 20점 이상 부장된 무

덤 등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신라 고분을 선택하여 데이터베이스(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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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를 작성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2) 토기의 부장양상

여기에서는 피장자 성격의 제 측면에 따라서 토기의 부장양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출토 여부와 수량을 살펴보고, 

기종 구성의 비율 또한 검토할 것이다. 먼저 앞서 분류한 피장자의 계서에 

따라 부장 수량과 기종 구성에 있어 어떠한 양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성별과 착장 이식에 따라서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부장 여부

와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계서와 성별, 복식이 서로 연관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계서 부분에서 성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각 절의 

내용이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지만, 각각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계서

그간 피장자의 위계를 다룬 선행 연구와(李熙濬 2002; 최병현 2017a), 앞

서 본고에서 실시된 착장위세품의 분석결과 피장자의 계서가 높아질수록 착

장위세품의 구성이 다양해진다. 마찬가지로 피장자의 계서가 높아질수록 부

장된 토기의 기종 또한 다양하고 풍부해질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피장자의 계서와 부장 수량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

으로 추정된다.

만약 계서와 부장량 간에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면 계서에 따

라 토기 부장량이 결정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반대로 매우 낮은 

상관관계가 나타나거나 계서와 상관없이 부장량이 나타난다면, 피장자의 계

서와 상관없이 조묘자간 경쟁 또는 피장자 개인의 사회적 성취를 통해 부장

량이 결정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서와 부장량, 그리고 계서와 

기종 다양성의 상관관계를 검토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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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장자의 계서와 토기의 부장량

피장자의 계서와 토기의 부장량을 비교하기 위해, 앞서 설정한 A~F군의 

각 분묘에서 출토된 토기의 수량과 피장자의 계서를 비교하였다. 비교 대상 

분묘는 본고의 분석대상 45기에 토기의 출토 수량만 알려져 있는 분묘 17기

를 더해 총 62기이다.

비교 결과는 <그림 2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앞서 일반적으로 토기를 

비롯한 유물의 부장량은 피장자의 계서에 비례하여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그러나 평균 부장량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분포는 계서와 큰 상관을 

보이지 않으며, 상관계수에서는 사실상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r=0.296, p=0.019). 

<그림 27> 피장자 계서와 토기의 출토량 (n=63)

※ 실선은 평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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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가

장 큰 원인은 피장자의 성격 중에서 계서 이외에 다른 요소가 개재된 때문

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실시된 분석에서 남성의 무덤에만 부곽

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부곽이 설치된 무덤에는 그렇지 않은 무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부장품이 부장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남성묘

의 토기 부장량 평균은 87.9점84)이고, 여성묘에서는 42.3점이다. 따라서 남

성묘와 여성묘를 분리해서 분석해야 보다 적절한 분석 결과가 도출될 것으

로 예상되며, 양자를 분리하여 살펴본 결과는 <그림 28>에서 보는 바와 같

다. 

<그림 28> 남성묘와 여성묘의 계서와 토기 부장량

(남성묘 32기, 여성묘 31기)

※ 토기 부장량이 알려진 여성묘 D군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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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면 첫째로 남성묘와 여성묘 간에는 상당한 부장량의 차이가 

있어 모든 계서에서 남성묘의 부장량이 더 많은 점이 주목된다. 

둘째로 피장자 성별에 따라, 계서에 따른 부장량의 증가 경향에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점 또한 주목된다. 남성묘의 경우 계서가 올라감에 따라 토

기의 부장량이 증가하는 폭이 상당히 커서, 양자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매

우 뚜렷하다. 다만 동일 계서 내에서 부장량의 편차가 매우 커서, 계단식으

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여성묘의 경우 계서와 부장량 간에 상관관

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높은 계서이든 낮은 계서이든 거의 일정한 양을 

부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성 최상위 위계 무덤인 황남대총 남분의 토기 부장량이 

모든 고분을 완전히 압도하며, 다른 남성 피장자와는 질적으로 다른 신분인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지점은 본고에서 확인된 여성묘의 묘곽 형식은 최

병현의 2C형으로, 기존 연구에 따르면 2기부터 등장하였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가 개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늦게 등장한 여성묘에서 부장량

이 적은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장량의 축소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84) 황남대총 남분을 제외한 수치이며 포함할 시에는 148.0점이다.

<그림 29> 계서와 부장량 분석 대상 분묘의 편년 분포

(편년은 최병현(2017a)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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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에 사용된 무덤의 편년 분포는 <그림 29>에서 보는 바와 같아, 1기

에는 남성묘(1A, 2A, 1B, 2B형 등 유부곽식)만 존재하지만 2기 이후에는 남

성묘와 여성묘가 공존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동수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곽 형식의 변천에 의한 

부장 경향 축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시간에 따른 성별 부장 경향을 살펴보면 <그림 30>에서 보는 바

와 같다.85) 고총기 전 기간 동안 남성묘의 부장량이 여성묘를 압도하는 경

향을 보여주는데, 가장 늦은 시기인 4기에는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드는 점이 

확인된다. 이는 늦은 시기 남성묘의 부장량 축소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

실이나, 4기의 유부곽식 고분 다수가 미추왕릉지구 5구역과 9구역의 소형묘

들이다. 반면 4기의 무부곽식은 천마총, 서봉총, 금령총 등 왕릉군의 최고위

계 고분들로, 양자 간의 위계 편차를 고려하면 4기에는 부장량의 축소와 함

께 남녀 간 부장량 격차 또한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

진다.

85) 부장량이 압도적인 황남대총 남분과 황오동 44호는 전반적인 양상의 효과적인 
비교를 방해하므로 생략하여 비교하였다.

<그림 30> 분기 별 남성묘와 여성묘의 부장 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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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장자의 계서와 토기 부장량 간에는 성별에 따

라 서로 다른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만약 이 분석이 성별이나 

계서 중 하나만을 고려하였다면 부장량이 나타내는 경향을 적절하게 파악하

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부장양상의 분석에 있어 피장자 성격의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② 피장자의 계서와 기종의 다양성  

여기에서는 피장자의 계서와 출토 기종의 다양성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

지 살펴본다. 이러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서의 판단이 가능하고 출

토 토기의 전량 보고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만족하는 월성북고분군의 적

석목곽묘는 모두 45기로, 그 상세는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일단 가장 가시적인 것은 일단고배, 이단고배, 개배, 대부완, 장경호류, 

단경호류, 연질발, 파배 등 8개 기종은 거의 모든 계서의 무덤에서 확인되며 

계서에 따른 차별적인 부장 양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장경호

류는 모든 무덤에 반드시 부장되었으며, 이는 한쌍 이상의 (대부)장경호를 

부장하는 이른바 ‘장경호 부장 정형’(김대환 2012a)과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여겨진다. 즉 적석목곽묘에서 토기(혹은 그 내용물)의 부장에 있어 최소 

공약수가 장경호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8개 기종에 포함된 토기들은 계서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부장되는 

것도, 낮다고 해서 부장 종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가령 A군의 황남대

총 북분에는 이단고배가, 금관총에서는 대부완이 생략되었다. 반면 최하위 

위계인 F군에서는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인왕동 2호와 7호에서는 8

개 기종 전부가 부장되었다. 따라서 8개 기종은 계서와 상관 없이 기종 구

성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형토기의 경우에도 계서의 고저에 따라 출토 여부가 크게 다르지 않

다.  A군의 5개 무덤에서 모두 출토되었고, C군에서 3개 무덤, B, E, D, F군

에서 각각 1개 무덤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표 20),  A군을 제외하고는 계서

와 출토율 간에 어떤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여성묘에서 이형토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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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명
계
서

성별
착장
이식

토기
수량

기
종

수

일
단
고
배

이
단
고
배

개
배

대
부
완

장
경
호
류

단
경
호
류

연
질
발

파
배

기
대

연
질
조
리
기

대
호

이
형
토
기

황남대총남분 A 남성 세환 2012 12

황남대총북분 A 여성 태환 87  8

금령총 A 여성 세환 83  9

천마총 A 여성 세환 61  9

금관총 A 여성 태환 55  8

서봉총 A 여성 태환 76  6

황남동110호 B 남성 세환 205  8

식리총 B 여성 세환 28  6

쪽샘B1호 C 남성 세환 178 10

인왕동149호 C 여성 세환 63  7

황남동95-6번지2호 C 여성 부장 49  5

노서동138호 C 여성 세환 40  7

인왕동20호 C 여성 태환 25  4

황오동5호 C 여성 태환 19  7

쪽샘B6호 D 남성 태환 180  9

쪽샘B3호 D 남성 세환 134  8

쪽샘B2호 D 남성 세환 113  8

미추9구A호1곽 D 남성 태환 39  8

인왕동(경문연)10호 D 남성 세환 13  3

인왕동(경문연)1호 E 남성 없음 126 11

쪽샘B4호 E 남성 세환 87  8

인왕동(경박)1호 E 여성 없음 59  6

계림로44호 E 여성 세환 58  7

황남동95-6번지4호 E 남성 세환 52  8

미추5구8호 E 남성 태환 51  6

미추9구A호3곽 E 남성 세환 49  7

인왕동(경박)2호 E 여성 없음 48  6

인왕동(경문연)6-A호 E 여성 없음 22  8

미추4A구3호2곽 E 여성 세환 20  4

미추9구A호2곽 E 남성 세환 14  3

인왕동(경문연)6-B호 E 여성 없음 13  4

계림로17호 F 여성 없음 72  7

계림로45호 F 남성 없음 59  7

미추5구15호 F 남성 없음 55  6

계림로46호 F 여성 없음 50  6

인왕동(경문연)2호 F 여성 없음 46  8

계림로43호 F 여성 없음 33  8

인왕동(경문연)7호 F 여성 없음 31  7

계림로54호 F 여성 없음 29  7

인왕동(경박)15호 F 남성 없음 29  7

인왕동(경박)14호 F 남성 없음 25  8

인왕동(경박)10호 F 여성 없음 19  5

인왕동(경문연)8호 F 여성 없음 15  5

인왕동(경박)21호 F 남성 없음 13  4

인왕동(경박)4호 F 여성 없음 12  4

<표 20> 피장자 계서와 기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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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량이 많고, 늦은 시기의 최상위 위계 여성묘에서 장군이 출토된다는 특

징이 있으나, 이외에 다른 패턴은 찾아볼 수 없다. 

그 외 기종인 기대, 그리고 연질조리기와 대호는 약간 상황이 다르다. 

기대는 앞서 기종 분류 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장주체부 내에서 확인

되는 사례가 황남대총 남분과 인왕동 149호 2개 사례 밖에 없는 기종이므로  

계서와 상관관계를 논하기는 곤란하다. 

연질조리기와 대호의 경우에는 공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기종 모두 

현재까지 부곽 또는 족하의 부곽부에서만 출토되고 두상부장부에서는 출토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대호는 계측적 속성인 50cm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준을 더 

낮춘다면 두상부부장부에서도 부장 사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

질조리용기인 시루, 파수부호, 연질옹, 연질완은 모두 부곽에서만 확인되었

으며, 두상부부장부에서는 출토된 사례가 전무하다. 그런데 적석목곽묘의 부

곽 혹은 족하 부곽부는 모두 남성묘에서만 존재하고, 여성묘는 두상부부장

부만 갖는다. 따라서 연질조리기와 대호의 부장은 일차적으로 부곽의 존재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동시에 부곽은 피장자 성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장자의 성별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모

든 남성묘에서 대호와 연질조리용기가 출토된 것은 아니어서, A, B, C, D군

의 남성묘에서는 모두 연질조기용기 혹은 대호 중 하나를 부장하였지만, E

군에서는 5기 중 4기(80%), F 군에서는 4기 중 1기(25%)에만 부장이 이루어

졌다. 따라서 앞서 본 8개 기종과는 달리, 연질조리용기와 대호는 남성묘에

만 부장되었으되 출토율에서 계서와 관련성이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형토기는 A군에 5개 무덤에서 모두 출토되었고, C군에서 

3개 무덤, B, E, D, F군에서 각각 1개 무덤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계서와 

큰 상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출토 여부로 계서의 고저를 판단할 수 없

을뿐더러, A군을 제외하고는 계서와 출토율 간에 어떤 관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전체 기종 수와 계서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상관계수를 산출하면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r=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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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그리고 이는 8개 기종이 계서에 상관 없이 고루 부장된 것에서 이

미 예견된 바이기도 하다. 반면 성별과 기종 수 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19개의 남성묘에서는 평균 8.3개 기종이 출토되었지만 26개 여성묘에서는 

평균 6.1개 기종이 출토되는데. 이는 남성묘의 상대적인 부장량이 더 많고, 

대호와 연질조리용기가 배타적으로 부장된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착장 이식별로 살펴보면 세환군에서는 평균 8.2종, 태환군에서는 8.0종이 출

토되어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이식이 없는 하위층에서는 7.4종이 부장

되어 약간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계서와 성별에 따

른 부장 기종 수와 종합해서 비교해 볼 때 결국은 많은 수의 토기가 부장될

수록 더 많은 종류의 기종이 부장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계서와 성별, 이식을 배제하고 단순히 부장량과 부장 기종 수 

간의 관계에 대해, 지수화하여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양자 간에는 매우 강한 

양의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r=0.740, p=0.000). 이는 다른 것보다 

부장량이 기종의 다양함을 결정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었음을 시사한

다. 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 주의할 점은, 성별이나 이식, 계서와 같은 피장

자 성격이 기종의 다양도와 무관하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성

별과 계서가 복합적으로 전반적인 부장량을 결정하고, 기종의 다양성은 그 

전반적인 부장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계서와 관련하여 토기의 부장 양상을 검토한 결과, 그 과정에

서 계서도 부장 수량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지만, 오히려 피장자의 성별 또

한 부장 수량과 기종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이 드러났고, 착장 이

식의 종류는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와 같이 남녀 무덤

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부곽의 유무에 따라 부장 수량과 대호, 연질조기용

기의 부장 여부가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그 외의 기종에서 구체적으로 어떠

한 기종이 어떠한 비율로 부장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착장 이식도 토기의 구성과 어떠한 상관을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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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 및 착장 이식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석목곽묘에 부장된 토기의 양은 피장자의 성별과 

계서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컸다. 하지만 기종의 종류 수는 계서와 관련

하여 보았을 때 큰 차이가 없었고, 연질조리용기와 대호의 경우에만 성별에 

따라서 결정됨이 드러났다. 이처럼 토기의 부장 양상에는 계서 뿐만 아니라 

성별을 비롯한 다른 피장자 성격의 측면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으므

로, 이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는 성별에 따라, 그리고 착장 이식에 따라 토기 부장에 있

어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석목곽묘

는 피장자 성별과 부곽의 설치 여부가 깊은 관련을 가지므로, 성별에 따른 

부장 양상은 부곽의 설치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여 검토할 것이다. 착장 이

식은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에 따라서 크게 양분되었으므로 이식을 중심으로 

구분할 것이다. 

분석법은 단순한 출토 여부에서부터 시작하여, 주요 기종 간 구성 비율

까지 검토할 것이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별의 판단이 가능하고, 착

장 이식이 확인되며, 출토 토기가 20점 이상이면서 전량 보고된 미도굴분을 

대상으로 분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적석목곽

묘는 24기이며 그 명세는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착장이식
성별

세환군 태환군 고분 수

남성묘

황남동 110호, 황남대총 남분
쪽샘 B1호, 쪽샘 B2호
쪽샘 B3호, 쪽샘 B4호
인왕동(경문연)10호, 황남동95-6번지4호
미추9구역A호2곽, 미추9구역A호3곽

미추9구역 A호 1곽
쪽샘 B6호
미추5구역8호

13기

여성묘
노서동 138호, 인왕동 149호
금령총, 식리총, 천마총
계림로44호

황오동 5호
인왕동 20호
금관총, 서봉총
황남대총 북분

11기

고분 수 16기 8기 24기

<표 21> 토기 부장양상 분석 대상 적석목곽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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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고분 24기의 위계는 다양한 편이며 부장 토기도 20여 점에서 

2,000점까지 편차가 매우 크다. 하지만 적절한 방법론을 사용한다면 피장자

의 성격에 따라 어떠한 부장 양상을 보여주는지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 

먼저 기본적인 기종 구성과 출토량이 성별이나 이식에 따라 어떻게 차

이가 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출토 수량에서 매우 압도적인 황남대총 

남분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기종별 특징적인 부장양상이 확인되는데, 가령 고배와 개배, 연질발은 전혀 

부장되지 않는 무덤에서부터 대량 부장되는 무덤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한 데 

반해, 대부완과 장경호류, 단경호류, 파배는 변이의 폭이 크지 않아서 거의 

<그림 31> 적석목곽묘의 기종 별 출토 수량 box and jitter plot

(남분 제외, n=23) 

※ 흑색: 남성묘, 회색: 여성묘, ○: 세환군, ●: 태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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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분에 일정한 숫자가 소수 부장된다. 특히 장경호류는 앞서 계서에 

따른 기종 구성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모든 무덤에 부장되었으되, 배류나 

발류와 같이 30점 이상 대량 부장되는 경우는 없다. 이처럼 부장 숫자만 살

펴보더라도, 기종 별로 부장 방식이 달랐음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이제부터 성별에 따른 부장 양상을 살펴면, 토기의 기종별 출토율만을 

분리해 살펴볼 때 <그림 32>와 같다. 분석 대상 중 여성묘로 판단된 고분들

의 위계가 보다 높은 편이지만, 남성묘의 기종 구성이 더 다양하고, 특히 이

단고배의 출토율이 더 높다. 반면 파배와 이형토기의 경우 여성묘의 출토율

이 남성묘보다 두 배 이상 높다. 하지만 연질조리기(시루, 옹, 파수부호, 연

질완 등)와 대호는 완전히 배타적으로 남성묘에서만 출토되는 양상이다. 이 

기종들은 부곽에서만 출토되는 기종이기 때문에 여성묘에서는 출토 사례가 

없는 것으로, 묘곽 형식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부장할 기종 구성을 다르게 

결정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는 성별에 따라 기종의 구성비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모든 남성묘와 여성묘에서 출토된 토기를 각각 합산하고, 백분율로 환산하

여 비교하면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남성묘와 여성묘의 가장 큰 차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단고배의 부장비율인 점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으로 일단고배와 개배의 부장 비율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기종의 경우는 

앞서 <그림 31>에서 본 바와 같이, 고분마다 변이가 큰 기종이 아니기 때문

에 부장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배류의 부

장 비율에 집중하여 살펴보고, 착장 이식과의 관계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단고배와 일단고배, 개배 세 기종의 상대적 비율만을 함께 삼각도표

를 통해 도시하면 <그림 3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여기에 나타난 바에 따르

면 남성묘는 대체로 이단고배의 부장비가 높고, 여성묘는 반대로 일단고배

와 개배의 부장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 즉 삼각도표의 좌하단에는 남성

묘가, 상단에는 여성묘가 집중된다.86)

86) 삼각도표(ternary plot)는 두 가지 변수만 표현 가능한 xy좌표계에 비해 세 가지 
변수의 비율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읽는 방법은 각 점에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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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형의 빗변을 따라가서, 각 변에 해당하는 값을 읽으면 된다. 현 도표에서 하변
은 이단고배, 우변은 개배, 좌변은 일단고배이며, 황남동 110호의 경우 이단고배
의 비율이 약 47%, 개배의 비율은 약 30%, 일단고배의 비율은 약 23%정도가 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 적석목곽묘의 피장자 성별 별 토기 출토율

(남성묘 13기, 여성묘 11기)

<그림 33> 남성묘와 여성묘의 토기 조성 비교

(남성묘 13기, 여성묘 1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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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착장 이식에 따른 출토율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는 <그림 35>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성별 별 출토율과는 달리 주목할 만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태환이식 착장자가 모두 개배를 부장한 것이 주목

되지만 세환군의 분묘에도 60%를 넘는 부장율을 보이고 있고, 현 분석 대상

에서 태환군 분묘의 수가 8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향성으로 단정짓기에는 

곤란하다.

이상을 종합해서 본다면, 토기의 기종 구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피장자 성격의 측면은 성별이며, 그에 따라서 배류의 부장 비율이 크게 달

<그림 34>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일단고배, 이단고배, 개배 부장비 

삼각도표

※ 흑색: 남성묘, 회색: 여성묘, ○: 세환군, ●: 태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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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는 점을 알 수 있다. 현재 분석 대상인 무덤의 위계는 쪽샘지구의 소형 

분묘인 B4, 6호에서부터 황남대총 남북분까지 격차가 크고, 시기적 차이 또

한 황남동 110호에서부터 식리총까지 걸쳐져 있지만, 피장자의 성별에 따라

서 상당히 일관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배

류의 부장 양상은 위계와 시간과는 무관한 다른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의미하며, 그것은 현재 자료로 판단하면 피장자의 성별에 의한 것일 가능성

이 매우 높다. 

다만 현 자료는 착장 이식이 분명하고 일정 수 이상의 토기를 부장한 

무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위위계의 고분이나 소수의 토기를 부

장한 무덤에서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매우 적은 수의 토기만 

부장한 고분에서는 그만큼 기종의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착장 

이식은 기종 별 부장비와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앞서 이식

은 무구류와 마구류의 부장양상에서는 결정적인 변수인 점이 확인되었으나, 

토기의 부장 양상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변수는 피장자의 성별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성별 및 이식에 따라 토기의 부장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

<그림 35>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착장 이식 별 토기 출토율

(세환군 16, 태환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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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대호와 연질조리용기는 배타적으로 남성묘에 부장되는 점이 확인되었

다. 그리고 토기 부장량에서 대부분의 변이는 배류, 즉 일단고배와 이단고

배, 개배에서 나타났으며, 남성묘는 세 기종 중에서 이단고배의 부장량이 상

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고 여성묘는 반대로 일단고배 또는 개배의 부장

량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착장 이식과 토기 부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성별에서와 같은 결정적인 경향성을 찾을 수는 없었고, 부장 비율

의 분석에 있어서도 어떤 패턴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이처럼 피장자의 성격 중에서 성별과 이식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토기의 부장 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반드시 부

곽에만 부장되는 기종군이 확인되었으며, 피장자의 성별과 묘곽의 형태, 토

기의 부장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의 방법

론으로는 매우 접근이 어려운 양상이 확인된 것으로, 피장자의 성격이 무덤

의 설계에서부터 부장품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였

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에서는 같은 방법론으로 철기의 부장 양상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한다.

3) 철기의 부장양상

철기의 부장양상은 토기와 비교할 때 또 다른 특성을 보인다. 토기의 

경우 황남대총 남분에 2,000점이 넘는 토기가 집중되어 한 고분이 전체 부

장량의 44%를 독점하였다. 철기의 경우에는 그러한 독점 경향이 더욱 심해

져서, 분석 대상 고분의 전체 출토량 중에서 무려 73%(3,291점)를 황남대총 

남분이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되

는데, 황남대총 남분을 포함하게 되면 계서의 분석은 물론이고 남분이 속해 

있는 남성묘나 세환군의 철기 부장 양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전체적인 

해석을 크게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철기 부장양상의 적절한 이해를 위해서는 황남대총 남분의 절대

적 지위와 그 특수성을 이해하되 분석 대상에서는 경우에 따라 제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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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하에서는 계서와 

성별 및 착장 이식 등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철기의 부장 양상이 어떻게 달

라지는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1) 계서

① 피장자 계서와 철기의 부장량

앞서 토기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량 보고되어 철기의 출토 양상

을 알 수 있는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묘는 45기로, 여기에서 출토된 철기

의 수량과 앞서 설정한 피장자의 계서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는 <그림 3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토기의 경우, 성별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바로 출토 수량을 계서와 비

교하였을 때 양자가 큰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0.296). 하지만 철기의 경우 

계서와 출토량 간에는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r= 0.701, 

p= 0.000), 토기보다는 철기의 출토량이 피장자의 계서를 보다 잘 반영한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토기와 마찬가지로 피장자 피장자 성격의 다른 측면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살펴보고자 성별과 착장이식

에 따른 평균 출토량을 살펴았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 나누어 보면 남성묘

에서는 23.2점이, 여성묘에서는 31.7점이 출토되어 8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착장이식에 따라 나누어 보면 세환군의 분묘에서는 평균 59.3점, 태환군의 

분묘에서는 27.5점으로 평균 20점 이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세환군과 태환군을 분리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37>과 같다. 두 복식군 모두 계서에 따라서 부장량이 전반적

으로 증가하는 양상은 동일하지만 동일 계서 내에서 비교하면 모든 급간에

서 세환군의 철기 부장량이 태환군을 압도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한편 두 

복식군간에는 부장 증가량도 차이를 보인다. <그림 37>에서는 황남대총 남

분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환군의 계서에 따른 철기 부장 증

가량은 더 급격하다. 특히 대장식구 착장자인 C군 이후 부장량이 급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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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반면에, 태환군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완만히 증가하고 최고위계인 

A군에서도 100점을 넘지 않는 수량이 부장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남녀 간 

토기 부장량 증가 양상 차이와도 유사하다.

주지하다시피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은 고총기 전반에 걸쳐 공존하기 때

문에 이러한 양상이 시간적 차이 때문에 나타났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으

며 결국 이식에 따라 철기의 부장량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음을 강하게 시사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철기의 부장에 있어 그 전반적인 수량을 결정하는 요

소는 첫째로 피장자의 계서이고, 둘째로는 피장자의 착장 이식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철기의 부장량 분석 결과는 토기의 부장량 분석과 거의 대칭되는 양상

으로써, 다만 토기에서는 성별이 부장량을 결정하는 2차 변수였던 반면 철

기에서는 이식이 2차 변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에

서도 철기의 부장 양상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착장 이식을 주요 변수로 다

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36> 피장자 계서와 철기의 출토량 (n=44)

 황남대총 남분은 제외하였으며 3,291점 출토

※ 실선은 평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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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장자 계서와 철기의 종류

토기는 계서가 높을수록 기종 구성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그리 크지 않

았으나 철기의 경우 토기와 상당히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표 22>는 성별

과 계서의 확인이 가능하고 출토 유물이 전량보고된 적석목곽묘 45기에 대

한 철기 출토 여부를 정리한 것인데, 높은 계서로 갈수록 부장 수량과 철기

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계서에 상관없이 가장 널리 부장되

는 철기는 도자이고,87) 그 다음으로는 철촉과 철겸이라고 할 수 있다. 단조

87) 도자가 당시에는 무기나 공구와 같이 한정된 목적을 가진다기 보다는 여러 기
능을 가진 가장 보편적인 도구였을 것이라는 추론에 따를 때(趙榮濟 2017: 173), 
제일 높은 출토율을 보이는 것은 개연성이 있다.

<그림 37> 세환군과 태환군의 계서와 철기 부장량

※ 실선은 평균선, (n=23, 세환군 15기, 태환군 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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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부와 유자이기 및 겸형철기도 비교적 넓은 분포를 보이는 편이며, 철모와 

대도 또한 많은 무덤에서 출토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계서에 부장되는 양

상이다. 

무기류, 농구류, 공구류 등 대분류에 따라 살펴보면, 부장양상의 차이가 

더 두드러지는데, 농구류 중에서 주조괭이, 삽날과 쇠스랑, 살포와 철서는 

대장식구 착장군인 C군 이상에만 한정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철기의 

용도와 관련하여 볼 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수확구인 겸의 경우에는 모

든 계서에 부장되지만 기경구적 성격을 갖는 철기는 상위위계에만 한정된다

는 점에서 그러하다. 부장 유물이 전량 보고되지 않아 <표 22>에 포함되지 

않은 유구 중에서도, 쇠스랑이나 삽날, 살포가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황오동 

16호 2곽, 6곽, 8곽 등도 모두 C군 이상에 속한다. 이러한 점에서 철겸을 제

외한 농기구는 계서를 강하게 반영한다고 여겨진다.

반면 무기류인 철촉과 대도, 철모 및 철준은 상위 위계에서 출토율이 

매우 높고 하위위계에서는 출토율이 상당히 낮지만, 농구류 만큼 특정 계서

에 한정되는 양상은 아니며, 공구류도 무기류와 비슷한 양상이다.

철정의 경우는 E군까지 부장되지만 그 내용은 다른 종류의 철기와는 상

당히 다르다. 분석 대상 고분 45기에서 출토된 철정은 1,390점인데 그 중에

서 93%(1,296점)가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되었다. 사실상 특정 피장자의 무

덤이 거의 대부분을 독점하는 것인데, 철기 전반에 걸친 황남대총 남분의 

독점적인 지위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A~E 군에서 계서 별 철기 종류 수와 계서 간의 상관계수는 토기 보다 

훨씬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r= 0.704, p= 0.000). 토기

에서는 대호와 연질조리용기, 기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종이 거의 모든 무

덤에 고루 부장되는 양상이었던 데 반해, 철기는 상위 위계에서 보다 다양

한 종류가 부장되고 하위에서는 그렇지 않은 양상이 뚜렷하다.

마지막으로 계서가 아닌 성별 및 이식과 철기 종류의 출토율 간에 어떠

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대해서는 남성묘 평균 4.7종, 여성

묘 평균 4.1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이식에 따라서는 세환군 

평균 6.8종, 태환군 평균 5.0종으로 그보다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앞서 



- 171 -

유구명 성별 계서 착장
철기 
수량

철기
종류

무기류 농구류 공구류 의기 기타

철촉대도
철모
철준

주조
괭이

삽날
쇠스
랑

살포
철서

철겸
단조
철부

철착
철사
집게

유자
겸형

철정도자

황남대총남분 남성 A 세환 3291 11
천마총 여성 A 세환 265 9
금령총 여성 A 세환 107 9
황남대총북분 여성 A 태환 89 7

금관총 여성 A 태환 27 9

황남동110호 남성 B 세환 84 9
서봉총 여성 B 태환 75 8
식리총 여성 B 세환 75 8
쪽샘B1호 남성 C 세환 53 10
인왕동149호 여성 C 세환 50 7
노서동138호 여성 C 세환 33 8
황남동95-6 2호 여성 C 없음 16 6
인왕동20호 여성 C 태환 13 4

황오동5호 여성 C 태환 3 1

쪽샘B2호 남성 D 세환 93 7

쪽샘B3호 남성 D 세환 46 5
쪽샘B6호 남성 D 태환 29 4
미추9구A호1곽 남성 D 태환 7 5
인왕동(경문연)10호 남성 D 세환 0 0
계림로44호 여성 E 세환 29 5
미추4A구3호2곽 여성 E 세환 24 6
쪽샘B4호 남성 E 세환 19 5
미추9구A호3곽 남성 E 세환 15 7
황남동95-6 4호 남성 E 세환 13 6
인왕동(경박)1호 여성 E 없음 10 4
미추9구A호2곽 남성 E 세환 8 4
인왕동(경문연)1호 남성 E 없음 7 4
미추5구8호 남성 E 태환 5 2
인왕동(경박)2호 여성 E 없음 3 3
인왕동(경문연)6-A호 여성 E 없음 1 1
인왕동(경문연)6-B호 여성 E 없음 1 1
인왕동(경박)14호 남성 F 없음 6 3
인왕동(경문연)2호 여성 F 없음 6 3
인왕동(경박)15호 남성 F 없음 5 2
계림로45호 남성 F 없음 3 3
인왕동(경문연)8호 여성 F 없음 3 3
인왕동(경문연)7호 여성 F 없음 3 2
인왕동(경박)4호 여성 F 없음 2 2
인왕동(경박)21호 남성 F 없음 1 1
미추5구15호 남성 F 없음 1 1
인왕동(경박)10호 여성 F 없음 0 0
계림로46호 여성 F 없음 0 0
계림로43호 여성 F 없음 0 0
계림로17호 여성 F 없음 0 0
계림로54호 여성 F 없음 0 0

<표 22> 피장자의 계서와 철기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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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시피 세환군이 태환군보다 더 많은 철기 부장량을 갖는 것과 연관된 

현상이다. 따라서 철기의 부장량과 다양성은 기본적으로 계서에 따라서 결

정되어 계서가 높을수록 많은 부장량과 다양한 종류를 갖지만, 착장 이식도 

2차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세환군과 태환군 간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성별과 착장 이식이 철기의 구성에 어

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2) 성별 및 착장 이식

기존 연구와 보고 중에는 무기류의 부장량을 성별 판단의 한 그거로 이

용한 사례가 있으며, 특히 태환이식 착장자의 무덤에서 무기류를 비롯한 철

기류의 출토량이 적은 점을 여성과 연관시키기도 하였다. 비록 철기의 출토

량은 성별과 직결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태환군의 분묘에서 철기가 

상대적으로 적게 출토되는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즉 계서 뿐만 아니라 이식 또한 철기 부장량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 확

인되므로, 이 부분에서는 착장 이식에 따라 철기의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동시에 성별에 따라서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

할 것인데, 앞서 토기 부장양상 분석에서 보다시피 토기의 부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성별이었으나, 복식군 또한 개배의 부장율과 관련성을 보여 복

합적인 관련성을 드러내므로, 철기의 부장에서도 성별이 관련되어 있을 가

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세환군의 철기 부장량은 태환군의 철기 부장량보다 뚜렷이 앞서는 

것이 분명하므로(그림 37), 구체적으로 착장 이식에 따라 각 종류의 철기 부

장 양상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면 <그림 38>과 같다. 이를 살펴

보면 크게 세 종류로 부장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철촉과 철모, 철

정과 도자와 같이 다수 부장되는 경우가 많으면서 고분 간 수량 격차가 큰 

유형이고, 둘째는 대도, 주조괭이, 철겸, 단조철부, 유자이기와 겸형철기처럼 

대량 부장되는 경우가 없이 적은 숫자가 다수 고분에 부장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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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쇠삽날, 쇠스랑, 살포, 철서, 철착과 철사, 집게처럼 적은 숫자가 소

수 고분에만 부장되는 유형이다. 즉 대부분 부장량의 격차는 첫째 유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셋째 유형의 경우 앞서 보았듯 상위 위계 

고분에서 출토되는 것들이다.

세환군의 철기 출토량이 태환군을 압도하는 것도 대부분 첫째 부장 유

형의 철기에서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종류의 철기에서 부장량이 

많은 것들은 <그림 38>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흑색점(세환군)이다. 그러

나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세환군에서 반드시 첫째 유형의 철기들이 출토된 

것도 아니고, 모든 세환군의 철촉 출토량이 태환군보다 반드시 출토량이 많

은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계서에 따라서 부장량과 출토 여부에 변동이 있

<그림 38> 적석목곽묘의 철기 종류 별 box and jitter plot

(남분 제외, n=23) 

※ 흑색: 세환군, 회색: 태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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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가령 높은 계서의 태환군에서는 낮은 계서의 세환군보다 철촉의 

수량이나 출토율이 높을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착장 이식에 따른 철기

의 종류별 출토율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며 결과는 <그림 39>에서 보

는 바와 같다. 

출토율에서 가장 가시적인 것은 대부분의 철기 출토율에서 세환군이 태

환군보다 높다는 점이다. 특히 철촉은 적석목곽묘 전반에서 가장 출토량이 

많은 철기이지만 출토율에 있어서 태환군이 세환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다. 철촉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무기류 출토율은 태환군이 세환군이 절반 정

도이다. 

하지만 살포, 쇠삽날, 쇠스랑, 철서 등 기경구적 성격을 갖는 철기에서

는 반대로 태환군에서 더 높은 부장률을 보인다. 특히 철서는 현재 태환군

에서만 확인되고 있어 배타적 부장의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들은 앞서 보

았다시피 상위 위계에 제한된 부장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이 이식과 관

<그림 39>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착장 이식 별 철기 출토율

※ 세환군의 출토율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세환군 16, 태환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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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것으로만 한정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그리고 도자는 거의 유일하게 

세환군과 태환군 모두에서 부장률이 높다. 이는 도자가 가장 기본적인 철기 

부장품임을 시사한다. 상당히 높은 계서이지만 모든 철기 부장이 생략된 황

오동 5호(C군)에서도 도자만 부장된 사례가 확인된다.

이처럼 기존에 알려진 대로, 무기류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출토율이 세

환군에서 더 높았다. 그렇다면 성별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 볼 

차례이며, 비교 결과는 <그림 40>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세환

군과 태환군 사이의 철기 부장양상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여주었던 반면, 

남녀 간에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출토율을 보여주어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단 철겸과 유자이기 및 겸형철기, 단조철부의 출토율에서는 남성묘가 여성

묘를 크게 앞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알기 어렵다. 그 차이가 

절대적이지 않은 만큼 아직은 성별에 따른 역할과 연결시키기는 곤란하다.

<그림 40>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별과 철기 출토율

※ 세환군의 출토율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남성묘 19, 여성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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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집게와 살포는 여성묘에서만 확인되었는데, 전자는 황남대총 북분

과 금관총, 금령총에서 출토되었고 후자는 황남대총 북분과 서봉총, 금령총

과 식리총에서 확인되었다. 모두 상위 계서이되 동급의 남성묘에서는 출토 

사례가 없다. 이 역시 출토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역할이나 

직능과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과적으로 출토율의 측면에서 보면, 토기와 다르게 철기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확인되는 정도이지 성별이나 이식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

한 유물은 없다. 다만 철서나 살포와 같은 일부 농구류는 상위위계 분묘에

서 태환군이나 여성에 한정된 유물일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철기의 전반적인 부장 구성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앞서 토기

의 부장 비율에서는 피장자의 성별에 따라 일단고배와 이단고배, 개배의 부

장비율이 크게 다른 점이 특징적이었다. 철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식이 

부장양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분석해 

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철기의 출토량을 대상으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결과는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분석 결과에서 두 개의 다각형은 

복식군 별 군집의 외곽선을 연결한 것이다. 토기의 분석 결과에서는 삼각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군집이 명백히 분리되었던 것에 반해, 철

기의 분석에서는 복식별 군집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 양상을 보여준다. 흑색

과 회색으로 표현된 성별을 살펴보아도 영역 별 군집화 양상은 찾아보기 어

렵다.

토기의 분석에서는 남성묘와 여성묘가 일단고배와 이단고배, 개배의 부

장에 있어서 서로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었고, 해당 세 기종은 전

체 부장량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철기에서는 앞

서 본 바와 같이 세환군과 태환군 사이에 출토율과 전반적인 부장량을 비롯

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분리되는 양상이 아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서 철기와 토기의 부장품 구성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토기에서는 계서와 착장 이식에 상관 없이, 배류에 

있어서 남성묘에서는 일관적으로 이단고배의 비율이 높았고, 반대로 여성묘

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배와 일단고배의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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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철기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계서와 성별 또는 착장 이식을 초

월하여 비율을 규정하는 부장 방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장 비율을 

대상으로 한 주성분분석에서 강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단적으로 가장 부장량이 많은 유물인 철촉의 예를 들면, <그림 39>에서 

※ 범례

흑색: 남성묘

회색: 여성묘

○: 세환군

●: 태환군

② 기종 별 성분행렬

PC 1 PC 2 PC 3 PC 4
철촉 0.884 -0.381 -0.248 0.037
도자 0.355 0.920 -0.143 0.001
철정 0.208 0.025 0.809 0.378
철모 0.208 0.030 0.467 -0.512

주조괭이 0.054 -0.016 0.071 0.142
대도 0.046 -0.007 0.101 -0.370
철겸 0.025 -0.023 -0.163 0.234

⋮ ⋮ ⋮ ⋮ ⋮

③ 주성분 별 기여율

PC Eigenvalue 변이% 누적

1 1011.4 81.5 81.5

2 147.8 11.9 93.5

3 54.0 4.4 97.8

4 11.5 0.9 98.7

<표 23> 적석목곽묘 부장 철기 수량의 주성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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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시피 태환군의 철촉 출토율은 세환군보다 크게 낮다. 하지만 상위위

계 태환군에서는 다수의 철촉이 부장되며, 개별 고분 내 부장 비율도 낮지 

않다. 태환군과 세환군이 철기 부장 비율에서 차이를 보이려면 태환군의 철

촉 출토율도 낮고 부장 비율도 적어야 하지만, 철기 중에서는 토기와 달리 

그러한 경향성을 강하게 보이는 유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계서와 관련하여 철기의 부장 양상을 검토한 바, 토기 분석 

결과와 흥미로운 차이점 및 공통점이 드러났다. 차이점은 철기가 토기보다 

부장 수량과 종류에서 계서에 따른 차별화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며, 

공통점은 계서 이외에 성별 또는 착장 이식이 부장 수량과 종류를 결정하는 

2차적 요인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토기는 성별에 부장 수량과 배류의 기종 

구성이 크게 달라졌고, 철기는 성별보다 착장 이식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한

다는 점은 또 다른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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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 부장품의 구성 방식

이번 장에서는 피장자의 성별과 착장 이식, 계서에 따라서 적석목곽묘

의 부장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무구와 마구의 부장 양상

을 살펴보았는데, 착장 이식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커서, 성시구와 갑주, 

등자의 부장은 세환군 분묘에서는 높은 부장비를 보였지만 태환군 분묘에서

는 매우 한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등자의 부장은 세환군 피장자에게는 

70%에 가까운 부장률을 보였으나 태환군에서는 10%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착장 이식에 따라서 성시구와 갑주, 등자가 차별적으로 부장된 것이 명백하

여 모종의 정형성을 감지할 수 있어, 착장 이식을 중심으로 한 피장자의 성

격이 부장품의 구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었다. 반면 성별에 

따라서는 무구와 마구의 부장양상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피장자 성격에 따른 토기의 부장 양상을 살펴본 결과, 부장 

수량은 계서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커서, 높은 위계에 있는 피장자의 부

장량은 일관적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남성묘와 여성묘의 기본적인 부장량에

는 큰 차이가 있었어서, 평균적인 남성묘의 부장량은 여성묘의 두 배에 달

했다. 계서에 따라 부장량이 증가하는 방식도 달랐는데, 남성묘의 부장량은 

대관을 착장하거나 또는 금속제 관모를 부장한 피장자(B군)부터 기하급수적

으로 급등하였으나 여성묘에서는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고 계서에 따른 

증가량이 미약하였다. 따라서 남성은 계서 간 부장량 차이가 매우 커지는 

반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균등한 부장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종의 

다양성은 통계적인 분석에 따르면 부장량에 따라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남

성묘의 기종 다양성이 여성묘보다 높고, 하위위계보다 상위위계에서 높았다. 

또한 대호와 시루, 파수부호, 연질옹과 같은 특정 기종은 부곽에만 부장되는 

경향이 뚜렷하여 남성묘에만 배타적으로 부장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단고배와 이단고배, 개배의 부장 비율이 남성묘와 여성

묘에서 크게 달라 서로 다른 기종 구성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묘

에서는 이단고배가 뚜렷하게 우세하였고, 여성묘에서는 반대로 개배와 일단

고배의 비율이 더 높았다. 즉 남성묘와 여성묘는 기종의 부장 여부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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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의 비율, 수량이 완전히 다르게 구성되었으며, 이는 시간적 흐름과는 무

관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토기의 부장 구성은 성별과 계서에 따라 결정되었

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착장 이식은 토기의 부장 양상과는 별다른 상관관

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현재로써는 태환군의 분묘에 개배가 반드시 부장

된다는 것 정도만 확인되고 있다. 

철기의 부장에서는 반대로 성별보다 착장 이식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는

데, 토기의 부장양상에서 성별에 따라 나타난 바와 동일한 양태로 세환군의 

철기 출토량과 출토율이 태환군에 비해 우세하였다. 특히 무기류로 볼 수 

있는 철촉, 철모, 대도 등에서 그러하였다. 반면 살포, 쇠삽날, 쇠스랑, 철서

와 같이 기경구적 성격을 갖는 철기는 높은 계서의 태환군에서 부장률이 더 

높았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피장자의 성격이 갖는 여러 요소 중 계서가 1차

적으로 토기와 철기의 부장 수량을 결정하지만, 2차적으로는 성별과 이식을 

통해 구성과 비율, 부장 여부가 세부적으로 복잡하게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매우 중대한 점을 시사하는데, 결론적으로 적석목곽묘에 부장된 

토기와 철기는 피장자의 사망 당시 상황에 따라 결정되거나, 조묘자 임의에 

의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피장자의 계서와 성별, 착장 

이식에 따라서 수량과 종류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양상이 확인되는 점에서, 

부장품의 종류와 양을 통제하는 모종의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며, 조묘자들은 그를 준수하면서 적석목곽묘를 조성하였

던 것으로 보인다. 즉 적석목곽묘는 유구의 재료와 형태 뿐만 아니라, 그 내

부를 관통하는 일단의 부장 정형으로 정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적석목곽묘 부장품에 대한 규범적 관점에서 볼 때, 고분 간의 

부장품 격차를 비로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가령 황남대총 남북분의 경우, 

양자가 신라 고분을 대표하는 최고위계 고분이지만 토기 부장량에서는 수천 

점의 차이가 나는 현상은 동급 피장자 간 성별에 의한 차이로 설명할 수 있

다. 마찬가지로 천마총이 금관총보다 철기 부장량이 압도적인 이유는 착장

이식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서봉총에 등자 부장이 결락된 이유 또한 착

장 이식이 태환이식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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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북분 간 부장품 격차를 시간적 차이로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고, 신라 

고분 연구의 초창기에는 등자의 결락 또한 등자 도입 전후에 의한 시간적 

선후관계로 보았다. 하지만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부장양상이 결정되는 정

형성이 드러난 바, 이를 시간적 차이로만 설명할 수 없고 적석목곽묘 전반

을 관통하는 부장 규범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석목곽묘의 부장품 대부분은 사후 세계를 위한 용품, 혹은 

피장자가 생전에 축적한 재부 그 자체로 구성되었다기 보다는 사전에 결정

되어 있는 일련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조묘자에 의해 구성되었을 개연성이 

더 크다. 뒤에서 다시 한 번 다루겠지만 시간적 요소에 의한 개입도 크지 

않았으며, 최상위 고분에서 예외적인 부장 양태가 나타나는 점을 제외하면 

적석목곽묘가 축조되는 기간 동안은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전반적인 부장양

상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적석목곽묘 내부의 부장품이 이처럼 피장자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는 측

면이 컸다면, 유구 간의 연결 관계나 군집화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

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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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적석목곽묘의 군집화 방식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적석목곽묘를 비롯한 영남지역의 신라 고분은 여러 

기가 연접하는 경우가 있고, 일정한 지점에 몇 기가 모여서 특정한 공간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군집화는 보통 피장자 간의 친연관계를 의미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번 장에서는 앞서 다룬 피장자 성격에 따라 

적석목곽묘의 군집화에서 어떠한 양상이 나타나는지 검토하도록 한다. 

적석목곽묘를 비롯한 신라 고분이 집단을 이루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봉토와 호석을 공유·연결

하면서 연접분을 형성하는 방식이 있고, 둘째는 봉토와 호석을 공유·연결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간격을 두되 일정 지점 안에 여러 기의 무덤이 밀집

하여 소군집을 만드는 방식이다. 여기에서는 이처럼 봉토의 연결 여부에 따

라 연접축조와 소군집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접근하도록 한다. 고분군을 

이룬다고 하면 위의 두 가지 방식이 혼재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고, 

종래에는 신라 고분의 군집화를 부부와 그 자손의 가족묘로 설명하는 경우

가 많았다. 그러나 본고에서 새로이 드러난 성별 추정안을 적용해 보면 고

분의 군집화 방식을 설명하는 다른 가설이 필요함이 드러난다. 이하의 검토

에서는 먼저 연접축조에서 나타나는 정형성을 찾고, 그 다음 단계로 고분의 

군집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찾도록 한다.

1. 피장자 성격과 연접 축조 양상

1) 연접축조와 피장자의 성별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석목곽묘의 연접축조는 수평적으로 이루

어진다. 일반적으로 연접축조의 결과물이 두 기에 그친 경우는 표형분으로 

특칭하고, 세 기 이상인 경우는 연접분으로 통칭한다. 하지만 전반적인 연접 

양상을 본다고 할 때 양자를 굳이 구분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분석 과정에서는 양자를 합쳐서 살펴보고, 검토 이후에 표형분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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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분 연구의 초창기부터 부부묘로 여겨져 왔으므로(齋藤忠 1937b), 차후

에 분리하여 살펴보도록 한다.88)

현재 월성북고분군에서 연접분으로 알려진 사례 중에서, 발굴조사를 통

해 그 내용이 알려진 것은 19기에 이른다. 그 중에서 연접이 한차례 이루어

진 무덤은 황남대총을 필두로 해서 10개 사례가 있고, 2회 이상의 연접이 

이루어져 3기 이상의 묘곽이 하나의 봉토를 공유하고 있는 것도 9개 사례이

다. 가장 많은 연접이 이루어진 것은 최근 조사된 쪽샘 B1,2,3,4,6호분으로 5

개 무덤이 모여서 총 4회 연접하였다.

이러한 연접분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차례 고찰이 있었고, 주로 연접양

상의 변화를 시간적 흐름에 따른 묘곽 형식의 변화와 연동하여 해석하는 것

이 보통이었다(沈炫㬚 2014; 崔秉鉉 1992). 본고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연접 

사례에 있어 피장자 성격이 어떤 연관을 갖는지로써, 선축분과 후축분의 피

장자 성별 구성, 혹은 착장 이식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그리고 계서의 

변동은 어떠한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연접사례 별로, 앞서 분석 결과 확인된 

성별, 착장이식, 계서 등을 종합하여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본고의 정리에 따르면 19기의 연접분에 총 51기의 묘곽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 간에서 32건의 연접이 발생하였다.

연접 사례 별로 피장자의 성별과 착장 이식, 계서가 어떻게 같고 다른

지 각각 검토하였으며, 먼저 성별에 대해서 정리하면 <표 25>에서 보는 바

와 같다. 선후축분 모두 피장자의 성별을 알 수 있는 경우는 32건의 연접 

중에서 30건이었는데, 선축 남성 → 후축 남성의 경우가 가장 많아 19건

(63%)이었고, 선축 여성 → 후축 여성의 경우도 6건(20%)이었다. 즉 동성 간

의 연접이 전체 사례 중에서 80%를 넘어서 주목된다. 한편 이성간의 연접에

서는 매우 독특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선축 남성 → 후축 여성의 경우는 5

88) 반면 표형분을 부부묘로 보지 않은 시각도 있다. 조유전(1991)은 표형분의 숫자
가 너무 적어 부부묘로 보기 어렵다 하였고, 김선주(2002)는 출토 유물만으로 피
장자 성별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표형분 피장자를 부부관계로 볼 수 없다고 보
았다.

89) 호우총과 은령총은 연접분으로 보고되었으나 최병현(1992)의 검토에 따르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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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곽 
수

연접 관계
연접
방향

선후축 
성별

선후축
착장 이식

선후축
계서

2 황남대총 남분→북분 북 남→여 세환→태환 A→A

2 미추4A지구 3호 2곽→1곽 서 여→여 세환→세환 E→D

2 서봉총→데이비드총 서 여→여 태환→세환 B→C

2 노서동215번지→호우총89) 동 여→여 태환→세환 C→B

2 황오동고분 남곽→북곽 북 여→여 세환→태환 C→B

2 황오동 14호 1곽→2곽 북 남→남 세환→태환 B→D

2 황남동 82호 동총→서총 서 남→남 세환→태환 C→B

2 황남동 109호 2곽→1곽 서 남→남 없음→세환 E→C

2 황오동1호 남곽→북곽 북 남→남 태환→불명 C→?

2 미추6구D지구 1호 1곽→2곽 북 여→여 세환→태환 C→D

3 이상
미추 9구역 A호 1곽→3곽 서 남→남 태환→세환 D→E

미추 9구역 A호 2곽→3곽 북 남→남 세환→세환 E→E

3
황오동34호 1곽→2곽 북 남→남 세환→세환 C→C

황오동34호 2곽→3곽90) 북 남→여 세환→세환 C→C

3
미추C지구 1곽→2호 서 남→남 세환→태환 D→E

미추C지구 1곽→3호 남 남→남 세환→태환 D→D

3
황오동 16호 8곽→2곽 북 남→남 태환→세환 B→C

황오동 16호 2곽→4곽 북 남→남 세환→세환 C→C

3
황오동100유적 3호→4호 동 남→남 세환→없음 C→F

황오동100유적 10호→4호 서 남→남 불명→없음 ?→F

3
황오동54호 을총→쪽샘B79호 북 남→남 세환→불명 B→?

황오동54호 을총→쪽샘B81호 동 남→? 세환→불명 B→?

4

황오동100유적 11호→1호 북 남→여 불명→세환 ?→D

황오동100유적 1호→2호 북 여→여 세환→세환 D→D

황오동100유적 11호→7호 서 남→남 불명→태환 ?→D

4

황오동 16호 11곽→1곽 남 남→여 세환→세환 D→B

황오동 16호 11곽→쪽샘L134호 북 남→여 세환→불명 D→?

쪽샘 L135호→황오동 16호 1곽 북 ?→여 불명→세환 ?→B

5

쪽샘B2호→B1호 북 남→남 세환→세환 D→C

쪽샘B1호→B4호 북 남→남 세환→세환 C→E

쪽샘B2호→B3호91) 남 남→남 세환→세환 D→D

쪽샘B2호→B6호 남 남→남 세환→태환 D→D

<표 24> 월성북고분군 적석목곽묘 연접사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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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17%)으로 사례 수는 많지 않지만 분명히 확인되는 데 반해, 선축 여성 

→ 후축 남성의 사례는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묘곽 형식의 관점에서 보자면 무부곽식(2C)이 선축이고 유부곽식

(1A, 1B, 2A, 2B식)이 후축인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편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묘곽 형식 간 시간적인 차이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병현(1992; 2016a)에 의해 편년된 바와 같이, 현재의 자

료 상 등장 시점에 차이는 있지만 모든 2C식이 모든 1A, 1B, 2A, 2B식보다 

늦은 것은 아니며, 신라 전기 1~2a기를 제외한 모든 기간 동안 공존하고 있

다.92)

접분으로 보기 어렵다.  
90)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황오동 34호 3곽은 적석목곽묘가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적석목곽묘와 연접을 이룬 사례인 바 포함시켰다. 성별의 추정은 천의 착장 여
부를 따랐고 계서는 적석목곽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91) 보고에 따르면 B2-B3-B6의 순서이나 최병현(2017b)은 B2-B6-B3의 순서로 보았
다. 일견 어색해 보일 수 있는 순서이나 이 축조순서를 따를 때 비로소 B3호의 
부곽이 매우 특이하게도 두상부 위에 설치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리
고 이에 따른다면 연접 형태는 B2-B6-B3 보다는 B2-6, B2-3의 연접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위치로 보아 B3호는 B6호의 동서연접이기 보
다는 B2호의 북남연접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92) 본고의 방법론으로 확인 가능한 여성묘가 등장하는 것은 황남대총 북분이 등장
하는 2b기 부터이다.  그러므로 그 이전 단계의 여성묘가 어떠한 양상이었는지
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아마도 고총 축조의 이른 시기는 사회복합화가 크게 
진전되면서 사회적으로 계층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남녀간 성역할, 노동의 분

선축분 성별 → 후축분 성별
확인 가능
사례 수

백분율

남성→남성 19 63.3%

남성→여성 5 16.7%

여성→남성 0 0.0%

여성→여성 6 20.0%

계 30 100.0%

남성묘 34기, 여성묘 15기, 불명 2기

<표 25> 연접분의 연접 사례 별 성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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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은 연접분의 묘곽 형식과 편년을 정리한 것으로, 여기에 그러한 

양상이 잘 나타나 있다. 요컨대 <표 24>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여성묘(2C) 

이후에 남성묘(1A~2B)가 연접하지 않은 것은 시간차 뿐만 아니라 피장자의 

성별에 따른 규제가 작용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또 한 가지 흥미로

운 것은 하나의 연접분 내에서 남성묘와 여성묘가 혼재할 경우, 반드시 남

성묘로 시작해서 여성묘로 끝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예는 황남대총(남→여), 

미추왕릉 6구역 C지구 1,2,3호분(남→여←남), 황오동 16호 1곽과 주변 유구

들(남→여), 그리고 황오동 100유적 11곽과 1곽(남→여) 등에서 찾을 수 있

다. 이 또한 시간성에 따른 묘곽 형식의 변천과 연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

지만, 마찬가지로 모든 2C형식이 모든 1A~2B식보다 늦은 것은 아니기 때문

에, 피장자의 성별과 관련된 유구 배치상의 정형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연접분에서 피장자의 성별에 대한 규정이 대체로 이러한 바, 이제 표형

분의 성격에 대해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표형분의 고고학적인 정의는 선

후를 달리하는 2기의 봉토분을 의도적으로 근접 배치하여 봉분 일부가 서로 

겹치게 배치한 무덤으로(崔秉鉉 1992: 155), 이러한 표형분들은 지금까지 부

부묘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간 표형분으로 알려진 것 중에서 발

굴된 것은 황남대총 남북분(남→여), 서봉총·데이비드총(여→여), 황오동 14

호분 1·2곽(남→남), 황오동 1호분 남북분(남→남), 황오동 고분 남북곽(여

→여) 정도인데, 본고의 성별 판단 기준에 따르면 남녀 연접으로 볼 수 있

는 것은 황남대총 한 건 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동성간의 연접이다. 이러

한 상황이라면 알려진 표형분 중 부부묘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황남대총 남

북분 정도이고, 나머지는 동성 2인의 합장이라 부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표형분이 부부묘라는 기존의 가설은 재고가 필요하다.

주목되는 것은 연접이 2회 이상 일어나는 연접분에서도 이처럼 같은 성

화가 심화되는 시기로 추정되는 바, 남녀간 무덤의 격차도 그만큼 커졌을 것으
로 추정되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고찰할 것이다. 북분 이전의 석재충전
목곽묘나 점토충전목곽묘에도 2C식의 묘곽 형식이 존재하지만, 비적석목곽묘에
는 성별 추정이 가능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성별
과 묘곽 형식을 연결지을 근거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93) 최병현(2014a)의 편년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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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끼리 군집하는 양상은 마찬가지여서, 특정 성별이 뚜렷한 우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표 25>~<표 26>에서 보듯이, 미추 9구역 A호 1,2,3

곽, 황오동 16호 8,2,4곽, 쪽샘 B2,1,4곽과 같이 남성 피장자 3인의 연접 사

분기93)

연접분
2a 2b 3a 3b 4a 4b

황남대총 
남북분

남
→

1A
여
2C

미추4A 3호
2곽,1곽

여 여
→

2C 2C

서봉총,
데이비드총

여
→

2C
여
2C

노서동215번지,
호우총

여 여
→

2C 2C

황오동고분
남북곽

여 여
→

2C 2C

황오동14호 
1곽,2곽

남 남
→

1A 1A

황남동82호 
동서총

남
→

1B
남
1B

황남동109호 
2곽,1곽

남 남
→

1B 1B

황오동1호 
남북곽

남 남
→

1B 1B

미추9구A호 
1,2,3곽

남
→

1B
남 남

→
1B 1B

미추C지구 
1,2,3호

남 남
→

1B 1B
여
2C

황오동16호 
8,2,4곽

남 남 남
→  →

1A 1A 1B

황오동16호
8,6,9곽

남 남 여
→  →

1A 1A 2C

황오동16호 
11,1곽

남 여
→

1B 2C

쪽샘 
B2,1,4호

남 남
→

1A 1B
→

남
1B

쪽샘 B2,3호
남 남

→
1A 1A

쪽샘 B2,6호
남 남

→
1A 1B

<표 26> 연접분의 묘곽 형식과 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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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다만 여성 간의 연접은 1회에 그쳐, 현재 확인된 

사례 중에 여성 피장자 3인이 연접된 경우는 없다.94) 또 양성이 혼재하는 

경우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초축분의 피장자는 남성으로 시작되어서 종

말분의 피장자는 여성으로 끝나는, 남→남→여(황오동 34호 1,2,3곽, 황오동 

16호 8,6,9곽), 혹은 남→여→여(황오동 100유적 11,1,2호)와 같은 형태가 많

다.

이처럼 표형분은 동성 2인 간의 연접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별 연접 

사례를 종합하였을 때에도 동성 2인간의 연접이 80%를 넘는다(표 20). 따라

서 대부분의 경우 일단 부부관계는 제외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피장

자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일단 <표 26>에서 

보다시피, 연접 사례 간의 시간적 격차는 크지 않은 편으로, 대부분의 연접

분은 최병현의 편년안 내에서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에 걸쳐있는 정도이

다. 유일한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쪽샘 B2,1,4호인데 세 분기에 걸쳐 있

다. 이 편년안에 있어서 한 분기는 대략 25년 가량이므로 대부분의 연접 사

례 간 시간적 격차는 아무리 커도 반 세기를 넘지 않을 것이고, 실제 사례 

내에서 그 간격은 더 작을 것이다. 이러한 작은 간격 차이로 인해 황남대총 

남북분의 경우 부부묘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고, 최근 쪽샘 B1~3호의 경우에

서는 피장자 간 관계를 직계 가족 보다는 (동세대 내의) 친족 단위로 본 경

우가 있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6).

하지만 이는 현 시대의 평균수명의 관점에서 세대를 판단한 것으로, 재

검토가 필요하다. 신라 시대의 평균수명에 대해서는 크게 문헌 자료를 통한 

추정과 인골 자료를 통한 추정 사례가 있다. 전자는 통일신라시대95) 신라촌

락문서를 통해 추정한 것으로 이를 검토한 兼若逸之(1980)은 당시 평균수명

을 20~25세로 추정하였다.96) 한편 정상수(2014)는 임당 고분군 출토 인골을 

94) 다만 다수의 연접분이 확인된 쪽샘 B지구나 G지구 등에서 새로운 사례가 추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95) 신라촌락문서의 작성시기는 문서의 乙未年을 근거로 695년, 755년, 815년, 875
년 중 하나라고 한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정상수·최봉인 2015에서 재인
용).

96) 이는 영유아의 사망을 포함한 수치로, 고분에서는 주로 성인 인골이 출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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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4세기~6세기 중반까지의 사망 평균 연령을 대체로 약년 이상~성년 초

기(19세 이상~30세)로 판단하였고, 최근의 재검토에서는 옹관묘(아동)를 제외

하였을 때 남성은 37.7세, 여성은 34.6세로 추산하였다(정상수·최봉인 

2015). 그리고 김두철(2000)은 예안리 고분군 인골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25

세(1~6세 포함), 혹은 34세(1~6세 제외)의 사망 평균 연령을 구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신라시대에 영유아기를 생존하였을 때의 기대여명은 대략 30년 가

량으로 볼 수 있고,97) 영유아기의 사망을 포함한 평균수명은 크게 낮아져서 

신라촌락문서의 추정치에 근접할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이상의 자료는 적석목곽묘 피장자군과는 계층, 지역, 시대가 다른 

점이 있어 직접적인 적용은 어렵다. 하지만 동시대와 그를 전후한 사망 평

균 연령에 대한 추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영유아기를 생존

하였을 때 기대 여명이 30년 남짓이라 한다면 결혼과 출산은 늦어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에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세대 별 재생산이 이루어졌을 것

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같은 분기 내에서 연접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장자들을 반드시 동세대 내로 볼 수는 없다. 평균적으로 보아 세대 간의 

연령 차는 20년 미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대 간 간격이 그만큼 짧

았다면, 크게 보아 황남대총 남북분의 피장자 간 관계가 부부관계가 아니라 

부녀관계일 가능성도 있다.98) 물론 현재로써는 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할 만

영유아의 인골은 희소하므로, 인골을 대상으로 한 사망 평균 연령보다는 낮게 
산출된다. 

97) 이러한 점에서 황남대총 남분 피장자의 연령이 60세 전후로 추정된 것은 피장
자가 예외적으로 장수한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분 피장자는 치아의 교
모 정도를 통해 연령을 60세 전후로 추정하였는데(張信堯· 金逵澤 1994), 고대 
인골의 경우 현대 인골보다 치아 교모 정도가 큰 점이 고려되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Brothwell 1981; Ubelaker 1989; White and Folkens 2000 등의 연구 참
조). 현재 황남대총 보고서 등에 남아있는 사진에도 대구치의 교모가 높은 점은 
인정되나 소구치는 아직 상아질의 교모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오늘
날의 골학자가 재검토한다면 더 낮은 연령이 추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98) 물론 연접분의 피장자가 반드시 직계의 혈연관계인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논증이 필요하다. 차세대의 피장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친연관계가 
아니라, 혈연적 연계가 없는 피장자의 무덤을 조묘자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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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지만, 평균 수명이 오늘날의 절반에 불과한 시대인 

만큼 연접분의 피장자 간 관계를 반드시 동세대로 한정하기는 어렵다. 연접

이 수 세대에 걸쳐 일어난 사례는 현재로써는 찾기 어렵고, 대체로 두 분기 

이내에서 연접이 끝나므로 1~3세대 내에서만 연접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 세

대는 새로운 지점에서 단독분 혹은 연접분을 조영해 나간 것으로 여겨진다.

2) 연접축조와 피장자의 착장 이식

다음으로 착장 이식과 연접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표 27>

은 <표 24>를 토대로 개별 연접 사례 내에서 선축분과 후축분 피장자의 착

장 이식 구성을 정리한 것으로, 32개 사례 중에서 선후축분 모두 확인 가능

한 22개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선축분이 세환군인 경우가 전체의 80%를 넘는 점이 주

목된다. 선후축분 모두 세환군인 경우가 확인 가능한 연접 사례의 절반 가

까이 되고, 선축 세환군, 후축 태환군인 경우도 전체의 1/3을 넘는다. 반면 

선축이 태환군인 사례는 4건 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모두 세환군이 후축되

며, 선후축 모두 태환군인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 

주지하다시피 적석목곽묘의 피장자는 착장 이식에 따라 세환군과 태환

군으로 양분되고, 그에 따라서 착장위세품과 유물의 구성에 있어서 일정한 

접시켰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도록 한다. 

선축분 착장 이식 → 후축분 
착장 이식

확인 가능
사례 수

백분율

세환군→세환군 10 45.5%

세환군→태환군 8 36.4%

태환군→세환군 4 18.2%

태환군→태환군 0 0.0%

계 22 100.0%

세환군 분묘 30기, 태환군 분묘 14기, 불명 또는 이식 없음 7기

<표 27> 연접분의 연접 사례 별 착장 이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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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되, 착장 이식 자체로 계서가 나뉘거나 시간적 선후가 있지는 아

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환군 간의 선후축 연접이 없는 양상은 매우 

독특하다. 

왜 태환군 간의 연접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 또한 모종의 장례 규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제기될 뿐,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해명은 

어렵다. 앞서 성별과 관련해서도 선축분의 피장자가 여성인 경우 후축분에 

남성이 묻히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와 같은 사항들을 통해 일련의 추론이 

가능하다. 즉 성별이나 착장 이식에서 어떤 조건이 일치할 경우(여성→남성 

또는 태환군→태환군), 조묘자가 특정한 선축분에 이어서 후축분을 만들어

서는 안되는 규범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이 실행 가능하려면, 후축분의 조묘자가 선축분의 

피장자의 성격에 대해서, 특히 성별과 착장 이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선축분의 피장자와 후축분의 피장자, 그리고 후축

분의 조묘자까지 3자는 서로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었던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대부분의 연접이 1~3세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을 

염두에 두면, 역시 이들 간의 관계는 생전에서부터 관계를 유지해 온 인척

이나 가족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전반적인 성비에 있어 남성이 여성의 두 배 가까운 점, 동성간

의 연접이 대부분인 점, 그리고 이성 간 연접이 반드시 여성 피장자가 묻힌 

고분에서 끝나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이들의 관계는 현대적인 형태의 가족

구성, 즉 부모-자식의 형태로 이루어진 핵가족적 가족구성으로 이루어진 것

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3) 연접분 내의 계서 구성

무덤을 연접하는 행위는 어떤 사회적 관계의 표현일 수도 있고, 혹은 

후축분의 조묘자가 선축분 피장자의 권위에 기대어 자신 혹은 후축분 피장

자의 권위를 강화, 조작하려는 전략적 행위일 수 있다. 후자의 관점에서 본

다면, 높은 위계의 피장자가 묻힌 선축분을 선택하여 후축분을 조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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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며,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활발하게 일어났다면 선축

분과 후축분 간의 계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것으로, 또 그렇지 않

다면 차이가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존재하였다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는

지 검토하기 위해 <표 24>를 토대로 선후축 관계에 있는 고분 간의 계서 변

동을 정리한 결과가 <표 28>이다. 가령 황남대총 남북분은 선후축분이 모두 

A군이므로 선후축분의 계서는 동급이고, 서봉총과 데이비드총은 전자가 A

군, 후자가 C군이므로 후축분의 계서가 하강한 것이다. 

정리 결과를 보면, 선축분과 후축분의 계서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32건의 연접 중에서 24건이었으며, 이 중에서 양자의 계서가 동일한 

경우가 9건, 후축분의 계서가 더 높은 경우가 7건, 더 낮은 경우가 8건으로 

세 경우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후축분의 계서 변동은 대체로 1~2 등급 

내에서 일어났고, 3등급 이상 차이가 났던 사례는 황오동 100유적 3, 4호의 

사례가 유일한데, 대장식구 착장군인 C군에 이어 착장위세품이 없는 F군의 

연접이 이루어졌다.

만약 연접이 전략적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였다면, 보다 사회적 계

서가 높은 선축분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낙차가 크면 클수록 유리하였

을 것이므로, 조묘자 간 경쟁을 통해 황오동 100유적 3, 4호와 같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후축분이 선축분보다 계서가 높다면 

권위 강화 전략에 있어서는 오히려 손해이므로 그러한 연접은 기피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후축분의 계서가 선축분보다 오히려 높았던 경

계서변동
확인 가능 
사례 수

백분율

선후축분 계서 동급 9 37.5%

후축분 계서 상승 7 29.2%

후축분 계서 하강 8 33.3%

계 24 100.0%

<표 28> 연접 사례 별 계서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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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전체의 30%에 이르고, 동급에서 연접이 이루어진 경우가 제일 많았다. 

후축분의 계서가 더 낮은 경우는 1/3인 8건이고 그 중 5건이 1등급 차이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바 선후축분 간의 계서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99) 따라서 조묘자 간 경쟁이나 선축분에 기댄 권위 강화 전략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오히려 대체로 같거나 한 등급 차이 정도의, 동급이라 

할 수 있는 피장자 간에서 연접이 일어났고 계서의 낙폭이 큰 사례는 매우 

적었다. 그러한 바 앞서 성별과 착장 이식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

지로 인척집단 내에서 경쟁이 배제된 상태로 일정한 규범에 따라 연접이 이

루어진 것으로 상정된다.

이상으로 피장자의 성격이 연접분의 축조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

보았다. 하지만 연접분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오히려 더 많은 적석목곽

묘가 연접을 이루지 않고 단독분, 혹은 단일원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단독분으로 존재한다고 해도 대부분은 일정한 공간 안에 모여서 또 

다른 형태의 군집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 절에서는 피장자의 성격과 이러한 형태의 군집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검토하여 보도록 한다.  

99) 최병현(2017b) 또한 본고와 동일한 성격의 분석에서 연접분 간 랭크 차이가 대
체로 1단계를 넘지 않음을 보였고, 이 정도의 차이는 개인의 활동과 역할에 따
라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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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석목곽묘의 소군집화

이번 절에서는 봉토와 호석을 공유하지 않되 일정 구역 내에 모여서 소

군집을 이루는 방식의 집단화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이다. 

앞서 연접분의 분석에 있어서는 연접분 전체가 발굴된 사례가 다수 축

적되어 있었기에 그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였으나, 군

집화의 경우에는 한 구역 전체가 발굴된 사례가 월성북고분군에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검토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쪽샘지구에서도 한 군집 전체의 내용이 밝혀진 경우는 아직 없다.

따라서 특정한 군집화 사례의 전반적인 설명을 통해 가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고분군의 구역 전체로 놓고 

보았을 때 가장 밀도 있게 보고된 지점은 지난 세기 동안 집중적으로 발굴

된 왕릉군 일대의 고분군으로 볼 수 있어서, 이 지역 일대를 소군집 분석의 

시발점으로 놓도록 하겠다. 잘 알려졌듯 이 일대는 현존 적석목곽묘 중에서 

최고위계 고분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곳을 비롯한 최고위계 묘역의 변화 

양상은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황남대총과 봉황대, 서봉

황대, 134호분 등 초대형묘를 중심으로 하여, 주분(主墳)과 그에 딸린 종속

분 혹은 배장분(陪葬墳)이 각각 그룹을 이루면서 군집을 이루는 방식(그림 

41참조)이었을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김용성 2009, 2014; 朴光烈 
2016; 박천수 2016; 최병현 2016a: 172). 또한 최병현(2014b)의 안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주분은 축조 시점과 위치를 달리하면서 이동하며 별도의 구역을 

형성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종속분은 주분의 남쪽 방향에 방사상으로 배치되는 양상인데, 일단의 

고분들이 이처럼 군집을 이루는 이유는, 연접축조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모종의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 앞서 복원한 피장자 성격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다

만 그 이전에 계서와 봉토 규모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조사되지 않은 고분이라도 겉으로 파악할 수 있는 요소인 봉토의 규모

를 통해서 계서를 추정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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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토의 규모에 대한 검토는 윤상덕(2014), 심현철(2013a)과 함순섭(2010)

에 의해서 이루어진 바 있었는데, 이 자료를 토대로 봉토의 규모를 비정하

고, 최근 재조사된 황오동 14호, 금관총, 서봉총, 데이비드총 등의 장축 크

기를 종합하면 본고에서 계서를 판단한 고분 중에서 39기의 크기를 알 수 

있다. 물론 이 중에는 추정치도 섞여 있어 전체적인 추세를 보는 데는 유용

최병현(2014b; 2016b) (박광렬 2016)

김용성 (2009) 박천수 (2016)

<그림 41> 대릉원 일대의 군집화에 대한 여러 시안



- 196 -

하지만 세부적인 의미의 부여는 곤란하다(최병현 2016b: 100). 이를 종합한 

결과는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대체로 토기 및 철기의 부장량과 

계서의 분석 결과에서 본 바와 유사한 양상으로 봉토의 크기가 커진다. 즉 

낮은 계서에서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높은 계서에서는 급격하게 증가한

다. 가장 낮은 F군은 10m 미만의 소형 봉토를 갖고, D, E군은 동일한 분포

를 보여 8~13m, B, C군도 동일한 분포를 보여 10~26m 미만이고 A군은 최소 

44m를 넘어서 76m까지 이른다.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이상치가 두 경우에

서 확인되는데, 하나는 금령총(A군)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 재조사된 황오동 

14호 2곽(D군)이다. 금령총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아동묘인 점이 고려되어

<그림 42> 계서와 봉토 크기(장축)의 관계(n=39)

※ A군의 이상치는 금령총, D군의 이상치는 황오동 14호 2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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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겠고, 황오동 14호 2곽은 D군의 크기에서 크게 벗어나 B,C군의 평균에 

근접한 점, 그리고 선축분인 1곽에서는 대장식구가 출토된 점 등에서, 부식

된 대장식구가 조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주의할 점은, 계서와 봉토 크기 간의 관계가 전체적으로는 비례하는 편

이지만, 계단상으로 단절적인 것은 A~B군 사이 뿐이고, 나머지에서는 겹치

는 구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가령 가장 큰 F군 봉토는 가장 작은 E군 

봉토보다 크며, 가장 큰 D군 봉토는 가장 작은 C군 봉토보다 크다. 이는 봉

토의 크기를 결정하는 주 요인이 계서 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가 개재되었음

을 시사한다. 

아동묘인 금령총의 예를 보면, 조묘자는 아마도 그 부모였을 개연성이 

크고, 피장자와 같거나 더 높은 계서에 속하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착장위세품에서 보듯 금령총의 피장자는 A군에 속하였고 부장품의 구성도 

다른 A군 분묘에 뒤처지는 편이 아니다. 이처럼 조묘자가 높은 계서에 속하

였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봉토의 크기는 다른 A군에 절반에도 미

치지 못한다는 점은, 피장자 본인의 사회적 활동이나 사회적 성취가 봉토의 

크기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였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봉토의 크기는 온전

히 조묘자에 의한 간섭을 통해 결정되거나, 조묘자간 경쟁을 통해 과장된 

결과물이기 보다는, 피장자의 계서를 기본으로 하되 거기에 더해 생전의 사

회적 활동에 따른 성취를 통해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판단된다.

다시 대릉원의 군집화로 돌아와서 보면, 아직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현

재 조사된 자료와 비교를 통해 서봉황대(74.6m)와 봉황대(82.3m)가 A군에 속

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100) 앞서 본 바와 같이 조묘자

에 의한 봉토의 과장 가능성은 매우 한정되어 있고, A군과 B군의 봉토 크기 

차이는 매우 크므로, 서봉황대와 봉황대에 B군 이하 계서의 피장자가 묻혔

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들은 봉토의 규묘, 묘역의 배치와 

형성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왕릉으로 비정되어 왔으므로

100)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봉토 직경이 54m(북분)인 134호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정이 어렵다. 왕릉급으로 보기에는 작고, 여성묘인 금관총, 천마총, 서봉총보다
는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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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2000, 2010; 박천수 2016; 윤상덕 2014; 최병현 2014b), 남성일 것이

며 따라서 내부 구조는 황남대총 남분과 같은 T자형 이혈묘광 주부곽식(최

병현의 1A3식)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남성 피장자 중에서 태환군에 속하는 

A군은 확인된 바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패턴과 같다면 세환이식을 착장하였

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조사된 배장분의 피장자 성격 제 측면을 종합해 왕릉군 

일대의 현황을 도시하면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현재 발굴된 유일

한 주분은 황남대총 남분밖에 없고, 남분의 피장자는 인골 분석과 묘곽 형

식과 성별 간의 조응 관계를 통해 볼 때 남성, 연접한 북분 피장자는 여성

이다. 그리고 봉황대와 서봉황대는 앞서 남성으로 추정한 바 있고, 그 주변

에 분포한 서봉총, 데이비드총, 금관총, 금령총, 식리총, 호우총, 은령총, 노

동동 4호, 노서동 215번지고분, 천마총101) 등은 모두 여성이다. 

이러한 바 황남대총, 서봉황대, 봉황대 등 주분의 피장자는 남성, 그리

고 각 주분의 주변에 배치된 피장자는 여성인 양상으로 파악된다. 즉 각 군

집에서 중심을 이루는 주분은 남성이되, 배장묘는 현재 확인되는 바로는 전

부가 여성인 배치 방식이 된다. 즉 초대형 남성묘인 주분에 여성묘인 배장

분이 공간적으로 종속되는 양상이되, 주분들은 세대를 달리하면서 배치되었

을 것이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연접분의 예에서처럼 봉토를 공유하면서 연

접하는 일이 없고 별도의 공간에 위치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착장 이식에서 보면, 봉황대의 가장 종속분인 금관층과 서봉화

101) 천마총의 피장자가 60대 남성으로 잘못 알려진 바 있어 이에 대해 정정한다. 
천마총 피장자에 대해서 “관 내부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의 인골이 검출되
었다(이한상 2004: 68).”는 언급이 있지만, 천마총 출토유물 총괄표에도 인골이 
없고, 본문 중에서도 “... 따라서 遺骨의 一部만이라도 檢出되었다면 體軀의 크
기를 알아보는 데 決定的 役割을 해주었겠지만 遺骨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
은 狀況에서는 오직 裝身具類의 出土狀態만으로 體軀의 대략 크기와 安葬狀態를 
推定하여 보는 길 밖에 없었다.”(文化財管理局 1977: 77)라고 언급되어 있어 피
장자 인골은 확인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이는 아마도 황남대총 남분 피장자의 
분석 결과(文化財管理局 文化財硏究所 1994)와 혼동한 것이었겠지만, 최근의 피
장자 성별 관련 언급에서 착오가 반복 인용되고 있어, 정정이 필요하다고 여겨
져 상술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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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가장 큰 종속분인 서봉총 모두 태환군으로, 황남대총에서와 같이 세환

군과 태환군이 짝을 이루는 양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연접분인 황남대총과 

다르게 봉황대와 서봉황대에서는 연접이 이루어지지 않아 짝을 이루는 고분 

간의 관계가 서로 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 재조사된 황오

동 16호 A봉토와 D,C,E 봉토의 관계에서 보듯이, 근접한 봉토라 하더라도 

일부러 연접시키지 않고, 후축분의 봉토를 후퇴시켜서라도 호석을 맞닿게 

해서 연접을 피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장자 간 특정한 관계가 

성립해야만 연접을 시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그러한 바 남북분의 

관계는 다른 주분-종속분의 관계와는 성격이 달랐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주분의 피장자와 배장분의 피장자 간의 관계는 어떤 성격의 

것이었을까? 이러한 군집은 직계 가족이나 친족 등 혈연집단으로 해석되어 

왔고, 이러한 가족묘 가설은 여전히 유력한 안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표형

분 모두를 부부묘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고, 주분-배장분의 전반적인 

성비 불균형으로 판단하건대, 연접축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현대적인 

의미의 핵가족적 가족구성을 고분군에 그대로 표현하였다는 생각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수의 여성묘가 단독의 남성묘에 종속된 양상으로 

볼 때 주분 피장자의 처첩 등 생전의 배우자 집단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령총에서 보다시피 대략 10세 미만의 아동 피장자도 확인

되므로 전부를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배우자를 포함하여 주분의 피

장자와 관련이 있는 동세대 혹은 차세대의 여성 친족·인척 집단일 것으로 

추정된다. 



- 200 -

서봉황대

봉황대서봉총

데이비드총

134호

호우총

142호

(노동리4호)

금관총

금령총

식리총

노서동215번지고분

138호

은령총

135호

136호

141호

쌍상총

마총

우총

132호

황남대총 남분

황남대총 북분

천마총

세환?
남?

태환
여

세환?
남?

태환
여

세환
남

91호
92호

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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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호

96호

97호

세환
여

태환
여

세환
여

세환
여

세환
여

세환
여

세환
여

세환
여

태환
여

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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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례

·점선: 주분-종속분 군집

·음영: 조사된 적석목곽묘

※ 황남대총 남분, 봉황대, 서봉황대 

등 주분은 모두 남성묘이며 주부곽

식으로 추정됨. 또한 현재까지 최고

위계 남성묘(A군) 중에서 태환이식 

착장은 없으므로 세환이식 착장으로 

추정됨.

천마총은 여성묘이고 왕묘가 아니므

로 종속분을 가지지 않음.

<그림 43> 월성북고분군 왕릉군 소집단과 피장자의 성별 및 복식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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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상은 앞서 본 연접축조 양상과 비교해 볼 때, 성별에 따라 군

집화를 이루는 양상이 대조되는 면이 있어 특징적이다. 남성묘는 주로 세대 

내에서는 연접축조를 통해 군집화를 이루고 세대를 달리 해서는 다른 지점

에서 축조가 되는 양상이고, 반대로 여성묘의 경우 연접축조에서는 다수의 

군집을 이루는 경우가 뚜렷히 제한되어 있고, 대신에 주분에 종속되어 주변

에 배치하는 군집화를 이루는 양상이다. 물론 이는 현재 자료 내에서의 비

교이기에 한계가 있다. 연접축조는 주로 왕릉군 동쪽의 적석목곽묘를 대상

으로 한 것이고, 소군집화는 왕릉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서로 위계가 달

라 일반화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왕릉군을 중심으로 하여 소군집화 양상에 대해 살펴

보았다. 검토 결과 남성묘인 주분을 중심으로 하여 다수의 여성묘가 종속분

으로 배치되는 양상이었다. 다만 남성묘 주분 – 여성묘 종속분의 종속관계

가 적석목곽묘 전반을 지배하는 방식이라 볼 수는 없다. 최근 조사중인 쪽

샘지구에서도 여성묘가 주분인 황오동 44호102) 주변에 다수의 종속분이 확

인되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피장자의 성격을 토대로 하여 신라 고분의 군집화 원리를 

밝히고자 수행한 일련의 추론 끝에, 한정적이나마 왕릉군의 소군집화 방식

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였다. 무리한 추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까

지 축적된 적석목곽묘의 조사 성과는 그 양과 질에서 무시할 수 없으며, 이

를 바탕으로 한 추정이라면 최소한의 신빙성은 확보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

다.

102) 아직 전모가 발굴된 것은 아니나, 지상적석식이고 단곽식이기 때문에 두상부
부장단독곽(2C식)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여성으로 볼 수 있으며, 봉토 크기(26m)
로 보아 본고의 B, C군에 해당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동일 계서의 출토 경향을 
볼 때 천을 착장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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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 연접축조 및 소군집화의 양상과 피장자

지금까지 피장자의 성격을 통해 연접분의 제 양상을 검토하였다. 그 결

과를 요약하면, 표형분을 비롯한 연접분 대부분이 하나의 성별로 구성되어 

부부묘나 핵가족적 가족 구성으로 한정시킬 수 없음이 확인되었고, 오히려 

남성묘와 여성묘가 각각 별도의 연접을 이루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그리고 

남성묘와 여성묘가 함께 연접되는 경우는 마지막에 여성묘가 축조되면서 연

접이 중단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종래에는 이러한 현상을 묘곽 형식의 시간적 변화에 의한 것으로 해석

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주부곽식에서 두부부장의 단독곽식, 다시 말해 유부

곽식에서 무부곽식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모든 무부곽식이 모든 유부곽식보다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

은 시간적인 변동에 의해서가 아닌 연접분의 축조에 있어 모종의 선택이 존

재하였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울러 연접분 피장자들의 착장 이식을 살펴보면, 주로 세환군이 우세

한 가운데 자유롭게 구성된 듯 보이지만, 태환군과 태환군이 연달아 축조된 

연접분은 존재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는 연접에 있어 특정한 피장자를 

기피하도록 하는 규범이 존재하였음을 강하게 암시함과 동시에, 후축분의 

조묘자가 선축분 피장자의 착장 이식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

사한다. 따라서 그들이 그만큼 가까운 사회적 관계망 내에 있었음을 암시한

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료의 성격 상 이처럼 특정한 선택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표형분이 부부묘가 아니라면 

양자 간의 관계는 무엇이며, 연접분의 피장자들이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구

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는 추정이 어렵다. 하지만 연접분 피장자의 압도적 

다수는 남성이고, 이들이(혹은 이들을 묻은 조묘자가) 분묘의 연접관계를 통

해 피장자 간의 어떤 관계를 강조하고자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것이 어

떤 종류의 관계인지 정확한 성격을 알기는 어려우나, 연접분의 대다수가 한

두 단계 이내의 시간적 차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수 세대에 걸친 혈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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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고, 그러한 만큼 동세대나 두 세대 정도에 

준하는 인척 관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적석목곽묘의 연접축조는 

누대에 걸친 혈연을 표현한 것이 아닌 점에서, 세대가 다른 피장자는 지점

을 달리하여 축조를 이어나갔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세대마다 지점을 

달리하는 방식은 왕릉군의 고분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신라 고

분의 조묘자들이 연접축조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 것은, 부부관계나 전통적

인 이해처럼 현대적인 의미의 부모-자식으로 이루어진 핵가족적 가족구성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친족·인척관계였을 것으로 추정된

다.

다음으로 왕릉군의 군집화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군집 전체가 조사된 사례가 아직 없어 많은 부분 추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봉토의 규모를 토대로 계서를 추정하여 초대형묘인 봉황대

와 서봉황대에 A군에 속하는 피장자가 묻혔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이들은 

여러 연구자에 의해 왕묘일 것으로 추정되어, 남성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고, 남성 중에서 A군의 피장자는 태환이식을 착장한 예가 없었으므

로 세환이식을 착장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지금까지 조사된 왕릉군

의 종속분은 예외 없이 모두 여성이므로, 왕릉군의 군집화는 황남대총 남분, 

봉황대, 서봉황대 등 남성 세환군 피장자를 중심으로 여성 피장자가 그 주

변의 종속분에 입지하는 양상으로 추정되었다. 성비의 불균형으로 보았을 

때 이는 핵가족적 가족 구성이라 보기 어려우며, 아마도 배우자를 포함하여 

주분의 피장자와 관련이 있는 동세대 혹은 차세대의 여성 친족·인척 집단

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 자료로 볼 때 황남대총 남북분 이래 적석목곽묘 조영 기간 내내 연

접축조와 군집화 양상에서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그 반복성

에서 볼 때 고분의 연접 및 군집화와 관련하여 일관된 사회적 합의가 존재

하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판단된다. 피장자의 성별이나 착장 이식, 계

서 등에 따라 묘곽 형식과 제반 부장양상이 결정되는 바와 마찬가지로, 유

구의 배치에 있어서도 일정한 조묘자에 의한 일관된 선택의 경향이 존재하

며 여러 세대에 걸쳐 그것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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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피장자의 성격이 경주지역의 적석목곽묘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였는데, 그렇다면 경주 외 지방의 신라 고분에서는 피

장자의 성격이 어떻게 표현되고 고분의 구성과 관련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살

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피장자의 성격이 표현됨에 있어 특정한 방식이 공

유되는지 혹은 차별화되는지에 따라 신라 엘리트의 구조와 성격에 대해 함

의하는 바가 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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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지방 고분 피장자의 성격과 고분 구성

신라의 중심인 경주의 엘리트들이 사용한 묘제는 적석목곽묘였다. 하지

만 경산, 양산, 대구, 창녕, 성주, 의성, 강릉 등 고총기 신라의 다른 지방 

중심지의 엘리트들은 적석목곽묘가 아닌 암광목곽묘, 횡구식석실묘, 수혈식

석곽묘, 위석식목곽묘 등 다른 묘제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지방 고분 피장자들의 성격은 어떻게 표현되고 고분 구성과 연

관되었는가? 이에 대한 답은 신라 엘리트의 구조와 분화, 그리고 고총기 신

라의 중앙-지방 관계에 대해 새로운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를 줄 

수 있다. 만약 피장자의 성별, 착장 이식, 계서와 같은 측면이 적석목곽묘와 

완전히 동일하고, 그에 따른 유물과 유구의 구성 방식도 거의 유사하거나 

같다면, 다시 말해서 무덤에서 피장자 성격의 표현 방식이 동일하다면, 경주

와 지방의 엘리트들이 동일한 복식제도부터 시작해서 장례의례의 구체적 규

범까지 공유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엘리트의 조직 방식, 더 나아

가 내세관과 종교까지 공유하였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한편 적석목곽묘의 피장자는 성별과 착장 이식에 따라서 크게 4개의 집

단으로 분리되었고, 착장위세품을 시작으로 각 집단마다 서로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또 묘곽 형식과 토기는 성별에 따라, 철기는 착장 이

식에 따라 부장양상이 달라졌고, 계서에 따라서도 양과 종류에 차등화가 있

었으며 무덤의 배치에 있어서도 그러하였다. 적석목곽묘가 이처럼 피장자를 

중심으로 하여 일련의 구성 방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면, 고총기의 지방 고분

에서도 그러한 정형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고총기 낙동강 이동 영남 각지의 고분에는 유물과 유구의 양식적 측면에서 

다양한 수준의 지역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놓고 논란이 

있다. 따라서 피장자의 성격과 그를 중심으로 한 고분의 구성 방식에 대한 

검토는 경주의 엘리트와 지방 엘리트의 관계, 혹은 지방 엘리트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 유물과 유구의 양식적 측면과는 다른 성격의 해답을 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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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에서는 적석목곽묘와 비교하여 지방 고분의 피장자 성격 표현을 

검토한다. 먼저 1절에서는 경주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 고분 피장자의 성별

에 대해 묘곽 형식을 중심으로 다룰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주와 달

리 지방에서는 묘곽 형식과 성별 간의 정형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피장자 성격의 표현에 있어서 적어도 성별은 경주와 지방 간에 차

이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측면, 즉 착장 이식에 있어서

는 어떠한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2절과 3절에서 위세품과 토기 및 

철기의 부장양상을 검토하고, 4절에서 유구의 연접양상을 다루었다. 지방 고

분에서는 피장자 집단의 성별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경주의 적석목

곽묘에서 실시한 분석과 같은 수준의 세부적인 검토는 어렵다. 당장 계서에 

대한 세분된 검토를 위해서 성별과 착장 이식에 따라 피장자 집단을 상세히 

구분하는 것도 불가하다. 

하지만 착장 이식을 중심으로 해서 경주와 지방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다루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번 장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검

토하였다. 

1. 지방 고분 피장자의 성별

본격적인 지방 고분의 사례를 검토하기 전에 앞서, 먼저 지방에서 확인

된 적석목곽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적석목곽

묘는 경주 일원에만 한정된 분포를 보인다. 이처럼 지역적 특정성이 명확하

기 때문에 경주 외의 지방에서는 상부적석이 이루어진 적석목곽묘의 사례는 

극소수이며,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가 동의하는 지방 적석목곽묘의 사례는 

창녕 교동 12호가 사실상 유일한 듯하다.103) 교동 12호의 피장자는 경주의 

왕경귀족이되 지방으로 파견되었거나(崔秉鉉 1992), 혹은 혼인 등의 사유로 

103) 교동 12호를 적석목곽묘가 아니라 석곽묘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洪潽植 2011), 
보고 당시 자료를 검토하여 상부적석이 이뤄진 적석목곽묘로 본 종래의 견해(崔
秉鉉 1992: 112-113)에 더해, 심현철(2013b)의 재검토와 최근의 재발굴 결과를 참
조할 때(우리文化財硏究阮 2014), 적석목곽묘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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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에 이주하였을 것이되, 경주지역 적석목곽묘의 축조공정을 그대로 재현

하였다는 점에서 묘제의 수용·모방이 아니라 적석목곽묘의 축조원리를 완

전히 이해하고 있는 경주 출신 축조 공인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심현철 2013b). 여기에 더해 주목되는 것은, 교동 12호의 피장자는 천

을 착장하였으되,104) 묘곽 형식은 두부부장단독곽이라는 것으로(그림 44 참

조), 앞서 본 적석목곽묘의 묘곽 형식에 따른 천 착장 양상이 동일하게 나

타난다는 점이다. 비록 한 사례뿐이기는 하지만, 적석목곽묘는 지방에서 축

조되었다 하더라도 경주지역에서와 같이 피장자 성별과 묘곽 형식 간의 연

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처럼 피장자의 출신 지역 정체성이 

사망하여 매장된 곳에서 무덤의 형식과 구체적인 매장 방식을 통해 유지·

표현된다는 점은 대단히 독특한 양상이며 당시 신라 장례의 특성을 이해하

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묘제를 비롯한 장례의 세부적인 내용이 당시 

엘리트들에게 있어서 문화적·지역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한 수단이거나 그

렇게 하도록 강제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제 지방 고분의 피장자 성별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고고학적 특징이 

104) 따라서 피장자 성별은 여성이며, 이 천의 계측치는 외경만 알려졌기 때문에, 
앞 절에서 실시한 계측치 분석에서 외경-내경 사이의 회귀분석에서 활용되었다. 

<그림 44> 창녕 교동 12호 매장주체부 실측도(國立中央博物館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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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지방 고분의 천 출토 사례를 일별하면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다.

지방의 천 출토 사례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창녕과 양산 지역에 

다소 집중된다는 점, 그리고 횡구식석곽이나 석실 등에서 출토 사례가 많다

는 점이다. 이러한 묘제는 처음부터 그러한 것은 아니었지만 점차 추가장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경산 임당 5A호와 같은 경우 석실이지만 

추가장이 실시되지는 않았으며, 계성 III-1호분의 경우, 창녕지역 종래의 目
자형 공간구조를 갖는 점에서 처음부터 추가장을 의도하고 축조된 것으로 

105) 유구미상 창녕교동고분군 출토 천은 창녕 고분군의 유리건판 사진집 소판
180298에 제시된 은제 천 8점을 말한다(國立金海博物館 2015: 71). 돌기나 장식이 
없는 소문의 아주 단순한 것으로 창녕 지역의 다른 천 보다 시기가 올라갈 가능
성이 있다. 그러나 어느 고분에서 출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연
번

출토 고분 착장자 묘제 유물배치
부곽

존재여부

1 달성 문산리 II지구 M2-2호: 1점 주피장자 수혈식석곽
 두상부, 족하부에 
부장군(目자형 배치)

2 의성 대리리 47-1호: 1점 순장자 위석목곽 - -

3 경산 임당 7A호: 2점 순장자? 암광목곽 - -

4 강릉 초당동 6호: 1점 주피장자 석곽 부장유물 없음 없음

5 양산 금조총: 2점 주피장자 횡구식석실 측두부 부장 없음

6 양산 부부총: 4점 주피장자 횡구식석실 두상부부장, 족하부순장 없음

7 창녕 교동7호분: 4점 주피장자 횡구식석곽 불명(도굴) 불명

8
창녕 계성 A지구 
1호분 제1관: 2점

주피장자 횡구식석곽 두상부에 토기 소량 없음

9 창녕 계성III지구1호분: 2점 주피장자 횡구식석곽 추가장으로 불명 불명

10 창녕 계성II지구1호분: 4점 주피장자 횡구식석실 추가장으로 불명 불명

11 창녕 교동11호분: 1점 주피장자 횡구식석곽? 불명(미보고) 불명

12 창녕 교동12호분: 1점 주피장자 적석목곽 두상부 주부장군 없음

13
창녕 교동고분군출토
(유구미상):8점105) 주피장자? 불명 불명(미보고) 불명

14 충주 단월동 5호: 2점 주피장자 횡혈식석실
유물없음
(고구려 고분 가능성)

없음

<표 29> 지방 고분의 천 착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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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는 않지만, 그 위에 다시 관대가 시설되고 추가장이 이뤄진 사례가 

있고, 다음 단계에서는 묘제가 추가장을 의도한 횡구식석실로 전환된다(김

용성 2011a). 여러 사례로 보아 석실과 횡구식석실이 처음부터 추가장을 기

획한 상태에서 도입·축조된 것은 아니었으되, 점차 추가장을 목적으로 변

화한 정황은 뚜렷하다.

주지하다시피 추가장의 도입은 여러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데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부장 유물이 크게 줄면서 별도의 부장품 배치 공간을 마

련한다는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본격적인 석실 축조 단계에 이르러서는 마

침내 부곽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표 29>에서 보

다시피, 양산과 창녕 등 지방 고분 중에서도 늦은 시기 횡구식 계열의 묘제

나 석실 등 추가장이 행해진 곳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

주지역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성별과 묘곽 형식, 즉 부곽 존재 여부의 연관

성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와는 다른 별도의 매장 방식이 존재하는지 확인

하기가 매우 곤란하여 문제가 된다.

따라서 매우 한정적인 정보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단서가 되는 

것은 최근 재조사된 교동 7호분이다(우리文化財硏究院 2014). 이 경우 매장

주체부의 밀봉 양상이나 봉토의 상황으로 보아 추가장의 가능성은 낮은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교동 일대의 고분군과 부분적인 조사 당시 사진으로 

7호분의 부장양상을 복원한 안에 따르면(최순정 2015), 7호분의 부장 양상은 

두상부 부장군 – 시신 안치부 - 족하부 부장군 및 순장부 식으로 소위 目자

형 구조를 갖는 것으로, 피장자의 족하부에 부곽에 해당하는 부장부가 존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정확한 출토 정황이 알려지지 않은 7호분 출토 

천이 주피장자의 착장품이 과연 맞는지의 문제가 남지만, 창녕을 비롯한 지

방의 경우에는 부곽의 존재 여부와 성별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인골자료가 비교적 양호하게 축적된 경산 임당 고분군에서도 참고할 만

한 사례들이 관찰되는데, 황남대총 북분과 비슷한 시기로 볼 수 있는 조영 

CI-2호의 피장자는 여성으로 동정되었지만 주부곽식이고, 임당 5B2호의 경

우에도 동혈주부곽식이지만 피장자는 여성으로 동정되었다. 반면 부곽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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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지 않은 임당 6A호의 경우 남성으로 동정되어, 임당 지역에는 성별과 

부곽의 설치 여부 간에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적석목곽묘를 묘제로 채택하지 

않은, 혹은 채택할 수 없었던 지방에서는 적석목곽묘에서 나타난 성별과 부

곽 간의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경주와 지방의 

엘리트들이 서로 다른 묘제를 사용함에 따라 일정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장

례 방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와 관련하여 참고가 되는 것이 월

성북고분군에서 비적석목곽묘일 가능성이 있는 황오동 34호 3곽의 예로, 상

부적석의 부재, 관식부 모관의 착장, 부곽이 설치되었지만 피장자는 천을 착

장한 것 등 여러 면에서 경주지역의 적석목곽묘와는 다른 양상이며, 오히려 

지방 고분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3곽의 피장자는 경주에 

묻힌 지방 출신의 여성일 가능성이 있으며, 창녕 교동 12호와 대칭을 이루

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요컨대 경주의 적석목곽묘와 지방의 여타 묘제 고분은 묘제뿐만 아니라 

착장 위세품의 착장 규정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교동 12호와 황오동 

34호 3곽은 이러한 규정을 각각 다른 지역에서 따른 예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례가 얼마나 일반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장례를 치른 지역보다 출신 

지역의 정체성에 따라 장례 규범이 결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

으며, 출신 지역 또한 신라권 전반에서 볼 때 피장자의 성격 중에서 중요한 

요소였음을 잘 보여준다.

이상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적석목곽묘가 아닌 지방 고분의 피장자들

은 천의 착장 여부와 부곽의 설치 여부 간에 뚜렷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경주지역과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그렇기에 인골이 잔존하지 않거

나 천을 착장하지 않은 지방 고분 피장자의 성별 추정은 현재 방법론으로는 

사실상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차후 분석에 제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소수의 예외적 사례를 통해 추론할 때 피장자의 출신 지역에 따

라서 묘제 및 착장위세품의 착장 규정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의 표현이 경주와 지방에서 이렇게 다르다면, 다음 절에서는 지방 

고분 피장자의 착장위세품 구성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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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세품의 구성

착장위세품은 적석목곽묘에서와 마찬가지 구분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

고, 무구와 마구의 출토 여부도 함께 검토하열 것이다. 경주와 지방의 착장

위세품 부장 양상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그 차이점이 일부 드러난 바 있는데, 

특히 관류의 착장 또는 부장에 있어 상당히 다른 양상이라는 점이다(李熙濬 
2002: 86). 특히 금속제 관모와 관식의 착장은 지방의 고분에서만 확인된다

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지방의 위계가 중앙보다 낮다는 점, 전반적인 일관

성이 떨어진다는 점 또한 지적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착장위세품 뿐만 아니라 무구와 마구까지 

포함하여 지방 고분의 위세품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1) 착장위세품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발굴된 모든 지방 고분을 

종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일정 위계 이상으로 한정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석목곽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착장위세품이 2점 

이상 출토된 고분으로 한정하였다. 1점만 출토된 고분은 대부분이 이식만 

착장한 경우이므로 전반적인 양상의 검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신라 고분은 대구, 경산, 창녕, 양산, 의

성, 성주, 강릉 등에서 69기로, 이를 종합한 결과는 <표 30>에서 보는 바와 

같다. 지방의 고분은 도굴분이 많지만 대부분 80년대 이후 발굴되면서 물체

질 등 철저한 검토를 통해 착장위세품의 출토 여부가 자세히 확인된 경우 

또한 많아, 전반적인 출토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

인다. 

잘 알려진 대로 지방의 피장자 또한 세환이식과 태환이식 둘 중 하나만

을 착장하며, 그에 따라 경주와 마찬가지로 세환군과 태환군으로 나뉘어지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굴 등으로 착장 이식이 불분명한 12기를 제외하고 

57기에 대한 착장위세품 공반 상황을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묘와 비교하

면 <그림 4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여기서 적석목곽묘의 경우 앞서 V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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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유구명 지역

착장유물

비고

무구류 마구류

관식 관모
세환
이식

장식
대도

대장
식구

대관 경식 지환 천
중공구
곡옥

태환
이식

성시
구 갑주 등자 재갈 안교 운주 행엽

1 대리리 3 호 의성 w w ◦ - - ◦ - - -

2 대리리 46-4 호 의성 w w - - ◦ ◦ - - -

3 교동주차장부지106) 창녕 w w 도굴 ◦ ? ◦ ◦ ◦ ◦ ?

4 초당동 A-1 호 강릉 u w w u ◦ - ◦ ◦ ◦ ◦ ◦
5 대리리 7 호 의성 w w - - - - - ◦ -

6 대리리 46-1 호 의성 w w w ◦ - ◦ ◦ ◦ - ◦
7 달성 37 호 2 곽 대구 p p p p p* 식리 ◦ - ◦ ◦ ◦ - ◦
8 달성 34 호 1 곽 대구 p p w w w ? ◦ ◦ ◦ ◦ ◦ ◦
9 황상동 1 호 대구 p w w 식리 ◦ - ◦ - ◦ - ◦
10 화원성산 1 호 대구 w w p w 도굴 ◦ ? ◦ ◦ ? ◦ ◦
11 성산동 1 호 성주 w w w w ◦ - - - - - -

12 대리리 46-2 호 의성 w w w w ◦ - ◦ ◦ - ◦ ◦
13 대리리 49-1 호 의성 w w w w ◦ - ◦ ◦ ◦ ◦ ◦
14 달성 51 호 2 곽 대구 p p p p 식리 - - - ◦ ◦ ◦ ◦
15 탑리 II 곽 의성 w w w w 식리 ◦ - - - - - -

16 달성 59 호 대구 p p p p 도굴 ◦ ? ? ? ◦ ◦ ◦
17 교동 1 호(동아대) 창녕 p p p 도굴 ◦ ? ◦ ◦ - ◦ ◦
18 교동 89 호 창녕 p p p p p 식리 ◦ ◦ ◦ ◦ ◦ ◦ ◦
19 계남 1 호 창녕 p w w w p ◦ - ◦ ◦ - ◦ ◦
20 북정리 8 호 양산 p p p* - - ◦ ◦ - - -

21 성산동 57 호 성주 w w w* - - ◦ ◦ ◦ - ◦
22 대리리 3 호 2 곽 의성 w w w u ◦ - ◦ ◦ ◦ ◦ ◦
23 조영 EI-2 호 경산 w w w 도굴 ◦ ? ◦ ◦ ? ◦ ◦
24 태화동 7 호 안동 w w w ◦ - ◦ ◦ ◦ ◦ ◦
25 대리리 2 호 B-1 호 의성 p p p 식리 - - ◦ - - - -

26 문산 3-2 호 대구 p p p 도굴 ◦ ◦ ◦ ? ? ◦ ◦
27 대리리 49-2 호 의성 w w - - ◦ ◦ ◦ - ◦
28 탑리 III 곽 의성 w w u w w ◦ - - - - - -

29 조영 EII-1 경산 p p p p p 도굴 ? ? ◦ ◦ ◦ ◦ ◦
30 임당 7B 호 경산 p p p p p p 도굴 ◦ ◦ ◦ ◦ ? ◦ ◦
31 문산 4-1 호 대구 u u p p 도굴 ◦ ? ◦ ◦ ? ? ?

32 대리리 2호 A-1107) 의성 w w - - ◦ ◦ ◦ ◦ ◦
33 임당 6A 호 경산 p p p p p p 도굴 ◦ ◦ ◦ ◦ ◦ ◦ ◦
34 양산부부(주인) 양산 w w w u w w w w 식리 ◦ - ◦ ◦ ◦ ◦ ◦
35 문산 3-4 호 대구 w u u p 도굴 ? ? ? ◦ ? ? ◦
36 조영 CII-2 호 경산 w w w ◦ ◦ ◦ ◦ ◦ - ◦
37 조영 CI-1 호 경산 u w w w w ◦ - ◦ ◦ ◦ ◦ ◦
38 임당 2 북호 경산 p p p p p 도굴 ◦ ? ◦ ◦ ◦ ◦ ◦
39 문산 2 호 대구 p p 도굴 ? ? ? ◦ ? ? ◦
40 불로 91 호 3 곽 대구 w w 도굴 ? ? ? ◦ ? ? ?

41 조영 EI-1 호 경산 p w w w* w w ◦ ◦ ◦ ◦ ◦ ◦ ◦
42 임당 2 남호 경산 p p p p p 도굴 ? ? ? ? ? ? ?

43 조영 EIII-2 호 경산 p p p p p 도굴 - ◦ ◦ ◦ ◦ - ◦
44 교동 7 호108) 창녕 p p p p p p p 식리 - - ◦ ◦ ◦ ◦ ◦
45 탑리 I 곽109) 의성 w w w w w - - - - - - -

46 북정리21(금조총)110) 양산 w w w w u u - - - - - - -

<표 30> 지방 고분 출토 착장위세품과 공반 무구류, 마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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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목 부분에서 관옥이 출토되었으나 일반적인 경식의 형태로 보기에는 어렵다.
107) 보고자는 대리리 2호 A-1 주곽의 세환이식을 금동관의 수식으로 보았으나 여

기에서는 착장한 이식으로 본다.
108) 달성 50호 2곽의 대도는 부장인지 착장인지 불분명하며, 최근의 재보고(國立金

海博物館 2015)에서는 관내 부장으로 보았다.
109) 착장 이식이 세환이식으로 보고되었으나, 만약 세환이식에 공반된 중공구라면 

신라고분 전체에서 거의 유일한 예외가 되기 때문에, 초당동 A-2호와 마찬가지
로 주환이 부식된 태환이식일 가능성이 크다. 

110) 금조총에서는 태환이식이 2쌍 출토되었다. 이를 근거로 보고자는 추가장 가능
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두 번째 태환이식의 출토 위치로 볼 때 이는 두향을 주
피장자와 반대 방향으로 둔 순장자의 것이거나 미착장 부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111) 달성 50호 2곽의 경우 이에 대한 선행연구(李熙濬 2000b)와 최근의 재보고에서 

연
번 유구명 지역

착장유물

비고

무구류 마구류

관식 관모
세환
이식

장식
대도

대장
식구

대관 경식 지환 천
중공구
곡옥

태환
이식

성시
구 갑주 등자 재갈 안교 운주 행엽

47 계남북 5호동구역 창녕 p p p 약보고 - - - - ◦ - -

48 달성 50 호 2 곽111) 대구 w w - - - ◦ - ◦ ◦
49 임당 5B1 주 경산     p p p p p 도굴 ? ? ? ◦ ◦ ◦ ◦
50 달성 37 호 1 곽112) 대구 u w u w w - - - ◦ - ◦ ◦
51 조영 EII-2 호113) 경산 w w w w w w - - - ◦ ◦ ◦ ◦
52 양산부부총부인 양산 u u w w w w - - - - - - -

53 달성 55 호 대구 u u u w u w w w 식리 - - ◦ ◦ ◦ ◦ ◦
54 임당 7C 호114) 경산 p p p p p ◦ - - ◦ - ◦ ◦
55 임당 7A 호 경산 u w w p w w 곡옥수식 - - - ◦ ◦ ◦ ◦
56 조영 EIII-3 호 경산 p w w 도굴 ? ? ? ◦ ◦ ◦ ◦
57 문산 1 호 대구 p p 도굴 ? ? ? ◦ ? ◦ ◦
58 문산 3-1 호 대구 p p 도굴 ? ? ? ◦ ? ? ?

59 조영 CI-2 호 경산 w p 도굴 ? ? ? ◦ ◦ ◦ ◦
60 조영 CII-1 호 경산 u w w 곡옥수식 - - - ◦ - - ◦
61 불로 91 호 2 곽 대구 w w 도굴 ? ? ? ◦ ? ? ?

62 계성 II 구 1 호 1 차 창녕 w w w - - - - - - -

63 조영 EIII-8 주 경산 u w p w w - - - ◦ - - ◦
64 초당동 A-2 호115) 강릉 w w p w - - - - - - -

65 초당동 B16 호 강릉 u u w w - - - - - - -

66 성산동 58 호 성주 w w w - - - ◦ - - ◦
67 화원성산 1 호 4 곽 대구 w w - - - ◦ - - -

68 대리리 46-5 호 의성 w w - - - - - - -

69 대리리2호주변2호116) 의성 u w - - - - - - -

범례

① 착장유물 

w : 착장  u : 비착장  p : 출토 여부만 확인됨  * : 역심형과대

② 무구·마구류

◦ : 출토되어 존재가 확인됨  - : 출토되지 않음  ? : 도굴 등으로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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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과 같은 자료이고, 미착장 부장은 제외한 것이다. 

이를 간략히 검토해 보면, 기존에 알려진 대로 지방의 세환군에서 관식

과 관모의 착장이 상당히 많이 관찰되는 것을 제외하면, 중앙과 지방에서 

모두 출토 이식에 따라서 착장위세품의 공반 양상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

이 가장 주목된다.

<그림 46>은 착장위세품의 공반 관계를 놓고 다차원척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분석 결과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고 세환군과 태

환군으로 양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그림 45>와 <그림 46>를 종합해서 

볼 때, 전반적인 착장 경향에서는 공통적인 경향이 더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으며, 묘제와 지역의 차이 보다는 착장 이식에 의한 차이로 인한 복식 구

성의 차이가 더 두드러지고,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세환이식과 대도가, 태환이식과 중공구 및 경식

과 공반율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착장위세품 별로 전반적인 출토율의 경향

대도를 착장한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지방 고분 중에서 유일한 태환군의 대
도 착장예가 될 것인데, 출토 도면을 보면 착장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애매한 
위치에서 출토되었다. 하지만 신라 고분 전반의 출토 경향을 볼 때에는 역시 미
착장 부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112) 달성 37호 1곽의 과대는 도면도, 사진도 없으나 기술이 매우 명확히 되어 있
어 착장으로 본다.

113) 조영 EII-2호의 과대는 그간 미착장 부장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의 보고에 의하
면 착장하였다(영남대학교박물관 2016).

114) 임당 7C호 부곽에서는 주연부 소편으로 보고된 성시구 파편이 있다. 그러나 
이는 안교편일 가능성이 크다. 파편상태의 안교 내·외연금구와 성시구 주연부
는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창녕 교동 3호분 발굴에서 지적된 바 있는데, 보고자
는 주변의 공반 유물을 구분 기준으로 제시하여 다수의 철촉이 주변에 공반한 
경우를 성시구로 판단하고 있다(東亞大學校博物館 1992: 236). 이에 따라 임당 
7C호 부곽의 경우 등자·행엽·운주·재갈 등 다른 마구류는 부장하였지만 안교
는 출토되지 않았다는 점, 철촉이 불과 3점 출토된 점 등에서 안교편으로 판단
한다. 

115) 초당동 A-2호에서는 태환이식의 주환이 부식되고 유환만 출토되었다. "2호 묘 
출토품은 유환2개와 연결금구, 소환연접입방체의 중간식, 심엽형 수하식이 달려 
있다. 원형은 태환이 부착된 것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태환은 출토되지 않았
다." (江原文化財硏究院 2007: 169) 마찬가지로 세환이식에 중공구와 곡옥이 공반
된 탑리 I곽도 실제로는 세환이식이 아니라 태환이식의 유환일 가능성이 있다. 

116) 대관은 금동편 영락으로부터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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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역심형과대를 착장한 5개 사례를 제외하고 투조과대만 대상으로 한 수치이며, 

착장위세품

묘제,
복식군

관
식

관모
세환
이식

장식
대도

대장
식구

경식 천 지환 대관
중공
구

태환
이식

식리

경주 세환군
(n= 42) 0.0 0.0 100.0 66.7 71.4 64.3 23.8 19.0 16.7 0.0 0.0 14.3

지방 세환군
(n= 39) 48.7 12.8 100.0 74.4 64.1

117) 33.3 2.6 12.8 20.5 2.6 0.0 20.5

경주 태환군
(n= 28) 0.0 0.0 0.0 10.7 50.0 82.1 42.9 42.9 28.6 53.6 100.0 10.7

지방 태환군
(n= 18) 0.0 0.0 0.0 5.3 26.3 63.2 15.8 26.3 31.6 26.3 100.0 5.3

구분
유구 당 평균 
착장위세품 수

세환군 평균
착장위세품 수

태환군 평균
착장위세품 수

유구 당 평균 
미착장위세품 수

적석목곽 
71기

3.9점 3.6점 4.1점 0.24점

비적석목곽
58기

3.6점 3.9점 3.0점 0.33점

<그림 45> 착장 이식이 분명한 월성 북고분군 적석목곽묘(70기)와 지방 

고분(57기)의 복식군 별 착장위세품 출토율(%)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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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또한 상당히 유사하다. 특히 세환군에서는 장식대도와 대장식구를 시작

으로 해서 지환, 대관, 식리의 출토율까지 비슷한 수준이다. 태환군에서는 

지방이 경주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출토율을 보이지만, 전반적인 높낮이에서

는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다만 경식과 천의 출토율은 모든 복식군에서 중앙이 지방보다 크게 높

다. 반면 대관의 출토율은 지방이 약간 높은 편인데, 이는 대관의 경우 사여

보다는 지역 별로 모방제작이 많았다는 형식학적 검토(朴普鉉 1987)와, 고총

기의 늦은 시기에는 (이식의 착장이 없는) 중소형 분묘에까지 대관의 부장

이 확산된다는 지적(황종현 2011)을 고려할 때, 지방 단위에서 특히 늦은 시

기에 자체 제작이 활발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렇기에 대리리 2호 A-1주곽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이식과 대관만 착장한, 월성북고분군에서는 볼 수 없는 

이들을 포함할 경우 83.9%로 적석목곽묘보다 높다. 

<그림 46> 착장 이식이 분명한 고분 128기의 착장위세품 구성의 Jaccard 

상수에 의한 MDS 결과(적석목곽묘 70기, 지방 고분 58기. stress: 0.207)

(○: 경주 세환군, ●: 경주 태환군, □: 지방 세환군, ■: 지방 태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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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존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식이나 대장식구가 결여된 상태에

서 대관을 착장하거나 부장한 사례가 확인된다.

착장위세품에 있어 지방 고분만의 특징을 더 살펴보면, 적석목곽묘에 

비해 미착장 부장이 더 많다는 점이 주목되는데(그림 45의 하단 표), 역시 

가장 많은 미착장 부장 사례를 보이는 것도 대관이다. 적석목곽묘에서 현재 

대관의 미착장 부장 사례는 황오동 16호 2곽의 단 1례만 확인되고 있는 것

에 반해,118) 지방에서는 여기에 확인된 사례만 8례에 달한다. 이 또한 대관

에 한해서는 지방제작이 많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경주와 

비교하여 완전히 압도적인 공반 비율을 보이지 않는 점에서, 모든 피장자와 

조묘자가 경쟁적으로 대관을 제작, 소유하였다기 보다는 착용자의 범위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이한상 2014: 198), 적석목곽묘 피장자 

집단의 것과는 다르지만 그에 준하는 착장 규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

정된다.

유구 당 평균 착장위세품의 출토 수량을 본다면, 경주에서는 70기에서 

3.9점, 지방에서는 58기에서 3.6점으로119) 결정적이라 할 만한 차이는 감지

되지 않는다. 이는 천이나 경식의 부족이 그만큼 금속제 관모와 관식에서 

보충이 이뤄진 결과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지방 고분의 위계가 보다 낮다고 

보았으며(李熙濬 2002: 86-87), 경식과 천, 지환의 출토율이 낮기 때문에 그

렇게 해석될 여지는 충분하다. 다만 대관의 착장에서 정형성은 경주에 비해 

떨어지지만, 이식-대장식구-관류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계서는 지방에서도 

대체로 유효하다고 여겨진다. 

정리하자면 지방 고분의 세환군에서는 관식과 관모의 착장이, 태환군에

서는 대관의 착장 규정, 그리고 경식과 천의 출토율이 낮은 점에서 경주지

역과 다른 점이 확인된다. 하지만 그 외 다른 착장위세품에서는 출토 경향

118) 황오동 34호 3곽의 경우에도 대관의 부장 사례가 확인되는데, 앞서 검토한 바
와 같이 이 고분은 적석목곽묘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119) 도굴분 26기를 제외할 경우에도 평균 3.6점으로 변화가 없다. 지면 관계상 생
략하지만 전반적인 출토율에도 거의 변화가 없으며, 지방 고분의 착장위세품 분
석에서 도굴분을 포함한 이유는 이처럼 포함하더라도 출토양상에는 큰 변화가 
없으면서 더 많은 사례를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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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당히 유사하고, 특히 이식을 중심으로 해서 양분되는 양상은 공통점으

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식-대장식구-관류로 이어지는 누적적 구성은 동일

하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착장위세품의 부장 양상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지역성은 없

는지 살펴보면, 경식과 대도의 동시 착장에서 그러한 경향성이 드러난다. 지

방 고분 중에서 양자를 동시 착장한 것이 확실한 사례는 5개 사례밖에 없는

데, 모두 경산지역에서만 확인된다(임당 6A호, 임당 7B호, 조영CI-1호, 조영 

CII-2호, 조영 EI-1호). 양자가 함께 출토되었으나 대도를 미착장 부장한 사

례는 대구, 의성, 양산, 강릉 등지에서 확인된다.120) 이는 69개 고분에 달하

는 현재의 사례 수를 볼 때 우연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현상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월성북고분군 적석목곽묘에서는 대도와 경식의 동시 

착장 사례가 많았으므로, 경식과 대도의 동시착장이 가능한 지역은 경주와 

경산에 한정되는 셈이다. 또한 월성북고분군의 비적석목곽묘에서도 경식과 

대도를 동시에 착장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121) 이는 현재로써는 경주 

지역의 엘리트들이 경산지역에 한해 모종의 예외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해석

된다. 주지하다시피 경산지역에는 고총기 이전부터 경주식 목곽묘로 볼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하고(조영 1B-60호), 고총기의 이른 시기에 적석목

곽묘 계열로 여겨지기도 하는 묘제가 도입되기도 한다(임당 G-5, 6호, 조영 

CII-2호). 특히 조영 CII-2호에서 신라 양식 토기가 부장된 사실은, 두 지역 

간에 긴밀한 관계가 존재하였으며 그 연원은 고총기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

가는 정황을 보여준다(김용성 2009; 李熙濬 2004). 
그러므로 대도와 경식의 공반 그 자체에 대한 의미의 해석은 어렵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경산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그러한 정치적 관계가 전

120) 경식과 대도의 공반에서 대도의 미착장 부장은 문산리 3-4호, 탑리 III곽, 양산 
부부총(주인), 달성 37호 1곽, 달성 55호, 초당동 B16호 등에서 확인된다. 또한 
임당 2북호, 조영 EIII-2호 등은 대도와 경식이 공반되었으나 도굴로 대도의 확실
한 착장 여부는 알 수 없는데, 이 두 경우 또한 경산 지역이다. 

121) 월성북고분군의 비적석목곽묘에서 경식과 대도가 동시에 출토된 것은 쪽샘 C9
호 정도가 있다. 그러나 대도의 병부가 경식의 옆에 위치해 있어, 호우총이나 양
산 부부총과 같이 피장자의 왼쪽 어깨 옆에 미착장 부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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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어야 가능한 예외적인 현상으로 여겨지며, 모종의 동질성에 대한 인정

이자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대우로 해석될 수 있다.

이상 지방 고분에서 나타나는 착장위세품의 출토 정형을 살펴본 결과, 

기본적으로 세환군과 태환군으로 나뉘고 각 군에서 높은 공반율을 보이는 

착장위세품이 서로 다른 양상은 동일하였다. 아울러 세환군의 관식·관모 

착장 등 서로 다른 요소도 존재하였으며, 경산 지역의 예에서 보듯 착장 정

형에서 지역 간 차별화가 있었던 정황 또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다른 종류의 위세품인 무구와 마구에서는 어떠한지 살펴볼 필

요가 있으며 다음에서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무구와 마구

경주지역의 적석목곽묘에서 무구와 마구의 부장은 성별보다는 착장 이

식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특히 성시구와 갑

주, 등자의 출토율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지방에서는 그러한 양상이 유지되

는지, 혹은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지 검토하였으며, 도굴 등으로 무구와 마구

의 출토 양상이 불분명한 지방 고분 11기를 제외하고 양자를 대조한 결과는 

<그림 47>에서 보는 바와 같다.

비교 결과 가장 주목되는 것은 태환군에서 성시구와 갑주, 등자의 부장

이 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의 태환군에서 성시구와 갑주가 

부장된 사례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적석목곽묘에서는 금관총이나 

황남대총 북분과 같은 극소수의 A군 고분에서 성시구 혹은 갑주가 부장되

는 사례가 있었으나, 지방 고분의 태환군에서는 성시구와 갑주의 부장 사례

가 전무한 것이다. 

등자의 경우는 적석목곽묘 태환군에서 황남대총 북분과 금관총, 인왕동 

20호 등 단 3기에서만 부장 사례가 존재하였다. 지방 고분의 태환군에서는 

달성 55호 단 하나의 사례에서 등자 부장이 확인된다. 주지하다시피 달성 

55호는 지방에서는 극히 드물게 금은제 용기가 부장되고, 미착장 상태이지

만 관모와 관식, 대관이 동시 부장된 고분이다. 즉 착장위세품과 부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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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아 지방의 고분 중 최상위 위계라 보아도 손색이 없으며, 경주에서 

태환군의 성시구, 갑주, 등자의 부장이 최상위 위계 고분을 중심으로 나타난

다는 점에서, 동일한 맥락의 예외적 부장, 즉 최상위 위계 고분의 예외적 부

장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세환군의 성시구, 갑주 부장은 지방에서 일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성시구의 출토율은 경주보다 오히려 두 배가 높다. 양자 모두 착장 이

식이 분명하고 착장위세품이 2점 이상 출토된 고분만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

에, 이는 계서의 편중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며, 특정 부장품에 대

해 지방 엘리트의 선호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마구의 경우, 재갈에 있어서는 지방의 세환군, 태환군이 경주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데, 반대로 안교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에 불과

할 정도로 크게 낮고, 운주와 행엽도 낮게 나타난다. 마구의 경우 지역양식

<그림 47> 경주지역 적석목곽묘(70기)와 지방 고분(47기)의 복식군 별 

무구·마구 출토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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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종 관찰되어(김두철 2011b), 일부 금공위세품과 마찬가지로 지역제작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一襲을 이루는 방식으로 부장되기 보다는 태

환군의 등자 결락에서 보다시피 경주와 마찬가지의 부장 방식을 선택한 것

으로 보인다. 

요컨대 무구와 마구의 부장에서는 종류에 따라서 경주와 지방 간에 출

토율에 높낮이가 다른 점이 있지만, 태환군에서 성시구와 갑주, 등자를 부장

하지 않는 점은 공통적이며, 이는 착장 이식을 중심으로 한 부장 방식의 공

유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다(하대룡 2016). 예외라 할 

수 있는 달성 55호 등자 부장의 경우, 황남대총 남분의 대관 착장(남성 세

환군에서 예외), 금관총의 갑주 부장(태환군에서 예외), 황남대총 북분의 등

자 부장(태환군에서 예외)과 동일한 맥락에서 일어난 상위위계 고분에서 나

타나는 고의적인 부장 방식의 일탈이라는 점 또한 공통적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므로 부장 방식의 준수와 일탈에 있어 경주와 지방이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같은 부장원리를 공유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양상인 것이다.

이상으로 지방 고분의 위세품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부장품인 토기와 철기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능한 선

에서 적석목곽묘와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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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기와 철기의 구성

지방 고분의 토기와 철기의 구성에 있어서도 적석목곽묘와 마찬가지의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① 착장 이식이 분명하되, ② 도굴되지 않은, ③ 전

량 보고된 고분만을 선별하였다. 그 지역 별 숫자는 <그림 48>에서 보는 바

와 같고 상세 내역은 <부표 3>에 정리하였으며, 총 39개 고분과 거기서 출

토된 토기 2,913점과 토기 1,439점이 분석 대상이다.

선별 기준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고분의 숫자는 지역 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수탈당하다시피 조사되고 적절한 재보고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도굴된 창녕지역에서는 고분군의 규모에 비

해 검토 가능한 숫자가 매우 적다. 반면 최근 집중적인 조사 대상이 된 의

성 지역에서는 분석 대상이 많다. 양산 지역에는 세 기가 검토 대상인데 늦

은 시기의 횡구식석실 계열 묘제가 많은 만큼 유물의 부장량은 적은 편이

다. 

이처럼 분석 대상 고분 39기의 지역과 내용에서 편차가 크지만, 엄격한 

선별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부장 양상의 검토에 있어서는 그만큼 유리

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 해석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지역 별로 보아서는 전체 고분군에서 소수의 무덤만이 분석 대상으로 선별

되었기 때문에, 본 자료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곧바로 지역적 특수성이나 변

<그림 48> 토기 및 철기의 부장양상 검토에 사용된  지방 

고분의 지역별 분포(n=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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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보아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며, 또 그러한 변이를 확인하는 것이 본 분

석의 목적은 아니라는 점이다. 

1) 토기의 부장양상

적석목곽묘의 토기 분석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기종의 구성과 부장비율

이 크게 다른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연질조리용기로 통합하여 구분한 시

루, 연질옹, 파수부호, 연질완은 반드시 부곽에만 부장되고 두상부부장군에

서는 출토 사례가 없어서 남성묘에서만 출토되었다. 또한 고분 별로 가장 

큰 변이를 보이는 이단고배, 일단고배, 개배의 부장 비율은 남성묘에서 이단

고배가 다른 기종을 압도하고 여성묘에서는 일단고배와 개배의 부장비가 이

단고배보다 높았다.

지방에서는 묘곽 형식을 통한 피장자의 성별 추정이 불가능하므로, 이

러한 구분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는지는 판단이 어렵다. 하지만 기종 구성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나마 접근해 볼 여지가 있다. 이 부분에서는 피장자의 

성별과 연관지어 지방 고분의 토기 부장 양상이 적석목곽묘와 어떻게 같고 

다른지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연질조리용기의 출토 여부

연질조리용기의 출토 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해당 기종의 지역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신라 토기에는 양식적인 측면

에서 지역성이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기종 구성에 있어서는 결락되는 기종

이 없이 비교적 고루 부장되며, 지역적인 선호나 선별적인 기종 구성은 그

리 강하게 감지되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연질조리용기에 한해서는 출토 빈

도에 있어서 지역적 편차가 강한 편인데, 가령 고분 출토 취사용기를 정리

한 松永(2009)은 시루의 경우 신라권 내에서도 경주, 경산, 대구에 집중된다

고 보았다. 다만 본고에서 확인한 바로는 해당 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

니며, 의성과 강릉에서도 확인된다.

다만 부장 경향이나 빈도에서는 지역차가 인정되는데, 경산지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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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질조리용기의 부장 사례가 많아 중소형분묘에서도 시루와 연질옹이 세트

를 이루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고, 문산리 고분군 등 대구 서부지역에서는 

연질완이 10점 이상 다수 부장되는 사례가 있다. 반대로 창녕지역의 연질조

리용기 출토는 상당히 드문 편이다.122) 즉 신라 토기의 적어도 일부 기종에 

있어서는 지역적 선호나 선택에 있어 빈도의 차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

다. 

그렇다면 지방 고분에서 연질조리용기의 부장이 성별과 어떤 연관이 있

는지를 살펴보자. 적석목곽묘에서는 남성묘의 부곽에서만 연질조리기가 출

토되었기 때문에 이를 적석목곽묘 혹은 신라권 내의 성별표지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관련 자료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

음에도 그러한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주곽이 도굴되었기 때문에 본고의 분

석 대상에서는 제외된 조영 CI-2호의 주피장자 인골은 여성으로 동정된 바 

있지만(영남대학교박물관 2013), 이 고분의 부곽에서는 시루와 연질옹이 출

토되었다. 또한 월성북고분군의 수혈식석곽묘인 월성로 나-6호는 明자형 주

부곽식이지만 여성인골이 출토되었고(國立慶州博物館 1990), 이 고분의 부곽

에서도 시루가 출토되었다.

이는 신라 고분 전반으로 시야를 확대하여 보았을 때 연질조리기가 성

별보다는 부곽 자체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지방 고분에서는 성별에 

상관 없이 부곽에 연질조리기를 부장한 사례가 확인되므로, 지방 고분을 포

함하여 본다면 피장자가 남성이어서 이러한 기종을 부장한 것이 아니라, 부

곽에 이 기종들을 부장하도록 하는 관습 내지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

한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는 쪽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신라권 전체를 기

준으로 놓고 본다면, 피장자가 여성인 적석목곽묘에 부장되지 않은 이유는 

부곽의 생략으로 인한 것이며, 성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는 없다고 판단된다.

122) 창녕 교동이나 송현동에서도 연질조리용기의 출토는 드문 편이다. 다만 약보
고된 관계로 본고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교동 8호분에서 연질적색으
로 소성된 파수부호가 출토된 경우가 있다(穴沢·馬目 1975: 43-44). 따라서 창녕
지역에서 연질조리용기의 제작과 부장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또한 부장
은 아니지만 교동 4호 호석주변 옹관묘에 연질옹이 사용된 사례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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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종 구성과 배류의 부장 비율

경주지역 적석목곽묘에서는 피장자 성별에 따라서 배류의 부장비율에 

큰 차이가 있었다. 지방 고분에서는 피장자 성별에 대한 접근이 어렵지만, 

만약 공통적인 양상이 반복된다면, 혹여 이를 성별 추정의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방 고분의 

배류 부장은 적석목곽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불가능하였다. 

<그림 49>는 분석 대상 지방 고분의 기종 별 출토량을 종합한 것인데, 

앞서 적석목곽묘에서 동일한 검토를 실시한 <그림 38>과 큰 차이가 감지된

다. 지방의 개배 출토 사례와 수량이 적석목곽묘에 비해 크게 적고, 단경호

<그림 49> 지방 고분의 기종 별 출토 수량 box and jitter plot(n=39)

(○: 세환군, ●: 태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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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부장량이 크게 우세여서 주요 기종의 하나라 할 만큼 많은 부장량을 

보이는 점에서 그러하다. 양자의 부장 비율을 비교한 <그림 50>에서 보더라

도, 다른 기종에서의 부장률은 대체로 ±3% 이내의 차이를 보이지만, 단경

호류와 개배의 부장비만은 서로 크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개배의 부장

이 줄어든 만큼 단경호류의 부장이 늘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개배와 단경

호류는 그 형태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용도상으로는 서로 호환이 어려운 

기종이다. 토기의 부장이 결국은 음식의 부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관

점에서는(이성주 2014), 이러한 기종 구성상의 차이는 결국 서로가 부장하고

자 하였던 음식이나 음료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의례 방식

이나 내용의 차이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단경호류를 다수 부장하는 방식은 특정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구, 경산, 의성, 성주 등 다수의 토기를 부장하는 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단경호류의 부장이 적은 것을 적석목곽묘의 묘제가 갖는 특징으

로 볼 것이냐, 아니면 경주지역의 지역색으로 볼 것이냐 하면 후자일 가능

성이 더 크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토기가 다수 부장된 월성북고분군의 비

<그림 50> 적석목곽묘(좌, n=24, 토기 3,742점)와 

지방 고분(우, n=39, 토기 2,931점)의 기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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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석목곽묘인 황오동 100유적의 석재충전목곽묘나 점토충전목곽묘에서도 단

경호류의 부장 비율은 1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東國大學校慶州캠퍼

스博物館 2008: 140). 경주 외 지역에서 광역적으로 단경호류의 부장비율이 

높은 점은 중앙 대 지방의 관점에서 장례 의례의 차이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여전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신라 양식 토기라는 공통성, 그리고 지방 별로 

분화된 기종123)이 뚜렷히 존재하지 않는 점과 지역 별로 딱히 결락된 기종

이 없이 공통적인 기종 구성을 유지한다는 배경 하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착장위세품의 분석에서도 보다시피, 양식적인 공통성에 더해 전반적인 

착장 경향까지 경주와 지방에서 유사하였으나 금속제 모관과 대관의 세부적

인 운용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토기 기종 구성의 차이 또한 같은 맥락

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적석목곽묘 축조집단 내지는 경주 엘리트

들의 차별화된 성원권과 관련지어 볼 것이되 정치적 경계선이나 의례적 독

립성으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앞서 <그림 34>에서 본 바와 같이, 경주에서는 3개 배류의 부장비

가 성별에 따라서 크게 달라졌었다. 지방에서 이들의 부장비가 어떻게 나타

났는지 비교해 보면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여기서 보면 지방 고분

에서는 개배의 부장이 아예 생략된 경우가 많아서 이단고배와 일단고배만 

부장된 경우가 많다. 또한 배류의 부장 양상이 남성 적석목곽묘와 유사한 

비율을 보이는 고분들은 경산 지역의 사례가 가장 많고, 창녕이나 의성 등 

다른 지역 고분의 경우에도 대체로 해당 지역의 상위위계 고분이다. 이러한 

고분에서는 개배의 부장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피장자가 남성인 적석목곽

묘와 비슷한 수준으로만 부장되었지 피장자가 여성인 적석목곽묘와 유사한 

경향을 띠는 것은 극소수에 그쳐서, 개배 중심의 부장양상을 갖는 것은 의

성 지역의 대리리 5호 하나 뿐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여성 피장자가 묻힌 적석목곽묘는 이단고배의 부

장비가 적은 점에서 신라 고분 전체로 보아 다소 예외적인 배류의 부장양상

을 갖는 셈이다. 이단고배는 신라토기를 대표하는 기종인 점을 고려할 때 

123) 복천동의 대형묘를 중심으로 출토되는 외절구연 고배가 그러하겠으며, 차별화
된 기종의 존재는 의례 방식과 내용의 차별화 또한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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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장양상은 상당히 독특하다. 이를 부곽의 생략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적석목곽묘의 주곽에만 반드시 일단고배와 개배를 부장하고, 

이단고배는 반드시 부곽에만 부장하는 식의 규범은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여성 피장자의 성별과 관련하여 성립되는 부장양상이라 판단된다. 그

러나 신라권 전반으로 시야를 확장해서 보면, 모든 신라 고분 중에서 적석

목곽묘 피장자 여성만이 특별히 구분되는 배류의 부장양상을 갖고, 동시에 

<그림 51> 경주(n=24)와 지방 고분(n=39)의 

일단고배, 이단고배, 개배 부장비 비교

(○: 경주지역 남성 적석목곽묘, ●: 경주지역 여성 적석목곽묘, 

□: 지방 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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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곽의 설치가 반드시 성별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주지역의 상

위위계 여성만이 맡을 수 있었던 특정한 직능과 연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할 수 있다.

적석목곽묘의 배류 부장 양상은 그렇다고 할 때, 지방의 고분에도 분명 

적지 않은 여성 피장자가 존재하였을 것이지만 <그림 51>에서 적석목곽묘 

여성 피장자와 유사한 부장비를 보이는 고분은 지나치게 극소수이다. 또한 

피장자가 천을 착장한, 따라서 여성 피장자가 묻힌 고분인 성주 성산동 38

호와 양산 북정리 21호 또한 높은 이단고배 부장비를 보인다. 따라서 지방

에서는 여성 피장자에 특정하여 배류의 부장비가 결정되는 부장 방식이 존

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경주의 적석목곽묘에서 성별에 따라 묘곽 형식이 차별화된 

것, 배류의 부장비가 달라진 것 등의 부장 방식은 지방 고분에서는 적용되

지 않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물론 지방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성별이 표

현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현재로써는 그것을 추적하기 어렵다. 

2) 철기의 부장양상

적석목곽묘에서는 착장 이식에 따라 철기의 부장 수량과 출토율이 달라

지는 양상이 뚜렷하였다. 비록 구체적인 계서의 복원이 어려워 지방 고분에

서는 어떠한 양상이었는지 입체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착장 이식 별 

출토 수량과 출토율, 그리고 전반적인 구성비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할 것

이다.

먼저 경주와 지방의 착장 이식에 따른 철기 출토 수량을 비교하면 <그

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평균적으로 지방 고분의 철기 부장량이 적석목

곽묘에서 열세이지만, 양쪽 모두 세환군이 수량에서 우세하고 태환군이 열

세인 점은 동일하다.

다음으로 지방 고분의 철기 종류 별 출토 수량을 일별하면 <그림 53>에

서 보는 바와 같다. 종류 별 출토 수량을 적석목곽묘의 것(그림 37)과 비교

해 보면, 철촉과 철모의 수량이 많은 점은 동일하나, 도자와 철정의 출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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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은 점은 크게 대비된다. 하지

만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 

고분에서도 도자가 가장 기본적인 

철기 부장품인 점은 마찬가지로, 

세환군과 태환군 모두 90%를 넘어

서는 출토율을 보인다. 다만 적석

목곽묘에서는 15점 이상 다수 부

장되는 사례가 많았던 반면 보다 

적은 숫자가 부장된다. 나머지 농

구류와 공구류의 출토 수량이 적

고 사례가 적은 점은 적석목곽묘

와 마찬가지이다.  

출토율과 비율구성을 비교하

면 각각 <그림 54>및 <그림 55

>124)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전반

적인 출토율과 구성이 적석목곽묘

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점이 주

목된다. 또한 출토율의 측면에서, 

세환군의 철기 출토율이 높고 태

환군이 낮은 점도 공통적이다. 철

촉, 도자, 단조철부, 철겸의 경우, 

특히 세환군에서 사실상 동일한 

출토율을 보인다. 하지만 유자이기와 겸형철기, 대도와 철모의 경우 지방 고

분의 부장율이 크게 낮고, 철모에서는 오히려 높다.

유자이기와 겸형철기는 보통 儀器로 해석되며, 주곽에서 주피장자의 근

처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겸형철기의 경우 강한 지역성을 보이는

124) 여기에는 황남대총 남분을 제외하였는데, 이 무덤이 적석목곽묘의 전체 철기 
73%, 철정의 93%를 점유하고 있어 이를 포함하게 되면 전반적인 양상을 오히려 
왜곡하게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세환군 태환군

철
기
출
토
량

<그림 52> 경주지역 적석목곽묘와 지방 

고분의 착장 이식 별 철기 출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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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현 자료 내에서는 경주와 경산지역에서만 확인된다.125) 경산지역에서 겸

형철기는 경주식목곽묘의 등장과 함께 부장되며, 고총기에는 거의 반드시라 

해도 좋을 정도로 두 철기가 공반하여 주곽에서 출토된다(김용성 2008; 黃
宗鉉 2003). 앞서 본 대도와 이식의 공반 또한 경주 외 지역에서는 경산지

역에서만 한정되는 점과 연계하여 볼 때, 그리고 개배의 부장비가 적석목곽

묘와 가장 유사하게 나타난 사례가 많은 지역이 경산지역이라는 점을 고려

해 보면, 착장위세품과 토기·철기의 부장양상에서 경산지역이 적석목곽묘

의 부장양상과 가장 유사한 양태를 보인다고 종합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

125) 물론 두 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포항, 울산 등지에서도 세장방형 목
곽묘를 중심으로 목곽묘단계에서부터 확인된다. 다만 이 지역에서는 분묘의 고
총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산지역과 차이가 있다(金在弘 1996, 
2001a). 

<그림 53> 지방 고분의 착장 이식 별 철기 출토량의 

box and jitter plot (n=39)

※ ○: 세환군, ●: 태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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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인과 부장 양상의 유사성을 볼 때, 역시 두 지역 엘리트 간의 긴밀한 

관계가 목곽묘 단계부터 있었고, 그것이 고총 축조기 까지 이어지면서 장례

의례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철모의 경우 세환군에서 지방 고분의 출토율이 더 높은데, 마치 유자이

기의 결여를 보충하려는 듯한 양상이다. 철정은 적석목곽묘에 비해 출토율

이 크게 낮고 개별 사례 내에서 수량이 많지 않은데, 황남대총 남분의 독점

철기
지역,
복식군

철촉 도자
단조
철부

철겸
유자
겸형

철모 철정 대도 철준
주조
괭이

철착
철사

살포
쇠삽
날

쇠스
랑

집게 철서

경주세환군
(n= 17) 88.2 88.2 82.4 76.5 70.6 58.8 47.1 41.2 41.2 41.2 29.4 11.8 5.9 5.9 5.9 0.0

지방세환군
(n= 27) 88.9 92.6 85.2 77.8 29.6 77.8 7.4 11.1 29.6 7.4 44.4 7.4 7.4 0.0 3.7 7.4

경주태환군
(n= 8) 37.5 100.0 62.5 50.0 50.0 25.0 25.0 12.5 12.5 25.0 12.5 25.0 12.5 12.5 25.0 37.5

지방태환군
(n= 12) 41.7 91.7 33.3 41.7 41.7 16.7 16.7 0.0 0.0 0.0 16.7 16.7 8.3 0.0 0.0 0.0

<그림 54> 적석목곽묘(n=25)와 지방 고분(n=39)의 

복식군 별 철기 출토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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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출토량과는 여전히 크게 대비된다. 공구류로 볼 수 있는 철착과 철사

의 경우 적석목곽묘와 유사한 양상으로 세환군 분묘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이들은 경주지역보다 더 높은 출토율을 보이지만, 그 외 농구류의 출토 비

율은 지방 고분에서 낮은 편으로 나타난다. 특히 태환군에서 주조괭이, 철

서, 쇠스랑은 출토사례가 없고, 쇠삽날과 살포만 확인된다. 

한편 지방 고분 철기의 부장에서 지역적 특이성과 관련되어 주목되는 

것은 문산리 고분군 등 대구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축소모형철기의 부장

인데, 문산리 2-1호, 동 4-1호, 불로동 91호 2-1곽 등에서 살포형으로 분류

되는 것들의 출토 사례가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축소모형철기는 대가

야 고분을 중심으로 부장되므로, 이는 해당 지역 엘리트의 자의적인 대가야 

교류의 증거로 해석되기도 한다(김용성 2011b: 183). 

그러나 문산리 고분 등에서 확인되는 것은 축소모형철기가 아니라 철서

이다. 출토사례의 정리와 형식분류에서 보듯, 고총기 신라의 철서는 본래 인

부폭이 4.5~6cm에 불과한 소형의 철기이다(金在弘 1997: 25). 동형은 아니지

<그림 55>  적석목곽묘(좌, n=24(남분 제외), 철기 1,166점)와 

지방 고분(우, n=39, 철기 1,506점)의 철기 구성

(※ 1%미만은 표기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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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인부폭 5cm 이하의 철서 출토 사례는 미추왕릉 7지구 3호, 9지구 1곽·3

곽, 인왕동 19호 F곽 등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고, 최근 재보고된 서봉총과 

금관총의 철서도 인부폭이 7cm를 넘지 않는다. 반면 대가야의 살포형 축소

모형철기는 대체로 철겸형, 철부형 축소모형철기와 공반되는 경우가 많고

(강석범 2011), 낙동강 이동에서 이들이 세트로 공반한 사례는 없다. 무엇보

다도 다른 대가야 계통의 유물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낙동강에 인

접한 대구 서부지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엘리트가 대가야와 직접적으

로 교류한 흔적은 적어도 고분 자료 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

구 서부지역 고분의 철기 구성은 외부와의 교류 등 특정인의 특정한 상황을 

반영한다기 보다는, 신라 고분 전반의 의례적 규범성이 더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상을 요약하면 적석목곽묘에서 철기의 부장 양상은 피장자의 착장 이

식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컸는데, 사실상 동일한 양상이 지방 고분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전반적인 부장량은 세환군이 태환군보다 많은 점, 세

환군에서 무기류(철촉, 철모, 대도)의 부장량과 출토율이 압도적인 점 등이 

특히 그러하다. 하지만 그것은 수량적인 측면에서만 그러하고, 부장 비율의 

측면에서는 경우에 따라 철촉의 비율이 다양하기 때문에 세환군과 태환군이 

양분되지는 않으며, 이 또한 경주와 지방에서 공통적이다. 결론적으로 말하

면 경주와 지방의 철기 부장 양상은 대동소이하며, 특히 적석목곽묘의 최상

위위계 고분(A군)을 제외하고 비교한다면 태환군 농구류의 출토율이 내려가 

더욱 유사한 양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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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 고분의 연접축조

앞서 적석목곽묘의 분석에서는 연접축조와 관련하여 피장자의 성별과 

착장 이식에서 독특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성별과 관련하여서는 표형분이 

대부분 동성간의 연접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3기 이상의 연접축조에

서 피장자가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없다는 점 등이었고, 착장 이식과 

관련하여서는 태환군과 태환군이 연접된 경우는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지방 고분에서도 이러한 정형성이 존재하였는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

는데, 여기에서는 부곽의 설치 여부와 피장자 성별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

지 않았고 확인 가능한 피장자 인골이 극히 드물어 성별과 관련한 사항의 

검토는 어렵다. 따라서 착장 이식을 중심으로 간단히 검토해 보도록 한다.

지방 고분에서도 경산, 대구, 창녕 지역을 중심으로 연접분의 사례가 다

수 확인되는데(沈炫㬚 2014), 그 중에서 피장자들의 착장이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비교적 소수이며, 이들을 모두 종합하면 <표 31>에서 보는 바

와 같다.126) 검토 가능한 사례는 모두 경산, 달성, 대구 등지에서만 확인된

다. 창녕의 경우 도굴분이 많고, 계성 B지구 등에서 다수의 연접 사례가 확

인되지만 피장자의 계서가 낮아 이식을 착장한 경우는 극소수여서 검토가 

불가하다. 피장자의 성별은 임당 유적을 중심으로 몇몇 사례만 확인 가능한

데, 워낙 출토 사례가 적어 어떤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검토 대상 분묘는 11기의 연접분에서 총 31기가 확인되며, 세환군은 

14기, 태환군은 9기, 착장 이식 확인 불가는 8기이다. 이들 사이에서 모두 

20회의 연접이 발생하였는데, 선후축 분 간의 착장 이식을 살펴보면, 세환군 

간의 연접은 2회, 세환군 선축, 태환군 후축인 경우가 5회, 태환군 선축, 세

환군 후축인 경우가 5회이며, 태환군 간의 연접은  확인되지 않는다.

 

126) 지방 고분의 경우 도굴된 경우가 많아 이식이 직접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반 
위세품에 의거해 착장 이식을 추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중공구는 반드
시 태환이식과 공반하고, 대도의 착장은 반드시 세환이식과 공반하므로 이를 근
거로 착장 이식을 추정한 경우가 있으며, 이는 모두 각주에 표시하였다. 

127) 임당 유적을 중심으로 인골 분석 결과를 옮긴 것으로(영남대학교박물관 2013), 
골반에 의한 성별 판단은 남·여, 그 외 두개골이나 사지골에 의한 성별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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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로 표기하였다.
128) 조영 CI-2호는 중공구수식 출토로 태환이식 착장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129) 조영 CII-1호는 이식부에서 곡옥부수식 출토로 태환이식 착장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130) 임당 5B호는 도굴되었으나 중공구수식이 출토되어 태환이식 착장 가능성이 크

다. 
131) EIII-3호는 도굴되었으나 중공구수식이 출토되어 태환이식 착장 가능성이 크다. 
132) 임당 7A호는 중공구수식이 출토되어 태환이식 착장 가능성이 크다.
133) 문산리 4-3호는 대도 착장으로 세환이식 착장 가능성이 크다.

지역
묘곽 
수

연접 관계
연접
방향

선후축 
성별127)

선후축
착장 이식

경산

2 임당2호 남→임당 2호 북 북 ? → ? 세환→ ?

2 조영 CI-1호→조영 CI-2호 북 남 → 여 세환→태환?128)

2 조영 CII-2호→조영 CII-1호 서 남?→남? 세환→태환?129)

2 조영 EI-1호→조영 EI-2호 북 ? → ? 세환→세환

3
임당 5A호→임당 5B1호 북 ? → ? ? →태환?130)

임당 5B1호→임당 6A호 북 ? → 남 태환?→세환

3
조영 EIII-2호→조영 EIII-3호 북 ? → ? ? →태환?131)

조영 EIII-3호→조영 EIII-4호 북 ? → ? 태환?→ ?

4

임당 7A호→임당 7B호 북 ? → ? 태환?132)→세환

임당 7B호→임당 7C호 북 ? → ? 세환→태환

임당 7C호→임당 6A호 동 ? → 남 태환→세환

4
이상

조영 EII-1호→조영 EII-2호 북 ? → ? 세환→태환

조영 EII-2호→조영 EII-4호 서 ? → ? 태환→ ?

조영 EII-3호→조영 EII-4호 동 ? → ? ? → ?

달성

2 문산 4-1호→문산 4-3호 서 ? → ? 세환?133)→ ?

3
문산 3-1호→문산 3-2호 서 ? → ? 태환→세환

문산 3-2호→문산 3-4호 서 ? → ? 세환→세환

대구 4

불로91호1곽→불로91호2곽 북 ? → ? 세환→태환

불로91호2곽→불로91호3곽 북 ? → ? 태환→세환

불로91호3곽→불로91호4곽 서 ? → ? 세환→ ?

<표 31> 지방 고분의 연접사례와 피장자 성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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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정리하면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피장자가 태환군인 분묘 간의 연접이 나타나지 않는 양상은 앞서 적석

목곽묘에서 본 것과 동일한 것이다.134) 다만 적석목곽묘에서는 세환군과 세

환군 간의 연접이 가장 많았던 점이 다르다 하겠다.135)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격을 갖는 피장자 간의 연접을 회피한다는 공통적 패턴이 존재한다

는 점은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식이 지방 엘

리트에게 단지 유행이나 단순한 장신구의 의미를 가지고 제작, 유통된 것이 

아니라, 적석목곽묘와 동일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

히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경주의 적석목곽묘와 지방의 수혈계 묘제는 묘곽의 배치 방식이나 

재료, 입지 등 여러 지점에서 서로 다르고, 지방 간에도 서로 다른 지역성을 

가지지만, 장례에 있어서 피장자의 배치 규범은 동일한 원리를 공유하고 있

134) 경주와 지방의 연접 사례를 합산하여 보았을 때, 세환군 분묘 44기와 태환군 
분묘 23기가 존재하며 이들 사이에서는 총 42건의 연접이 발생하였다. 이 중에
서 태환군 간의 연접이 우연히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각 사건이 독립시
행이라 가정하였을 때 (1-(23/67 × 22/67)) ^ 42 = 0.0065, 즉 0.7%미만이다. 따라
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 것에는 의도성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35) 하지만 지방 고분에서도 세환군의 숫자가 태환군보다 많기 때문에, 사례가 축
적된다면 결국 적석목곽묘에서와 유사한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축분 이식 → 후축분 이식
확인 가능
사례 수

백분율

세환군→세환군 2 16.6%

세환군→태환군 5 41.7%

태환군→세환군 5 41.7%

태환군→태환군 0 0%

계 12 100%

세환군 분묘 14기, 태환군 분묘 9기, 불명 8기, 총 20회 연접

<표 32> 지방 연접분의 연접 사례 별 이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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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특히 피장자의 착장 이식에 따라 연접의 여부가 결정되는 매

우 구체적인 실행 방식이 공통적이라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풍습이나 관습

을 넘어서서, 모종의 장례 규범을 공유하였고 준수하였음을 시사한다. 주지

하다시피 착장 이식은 피장자의 사회적 역할이나 직능과 연결되어있을 가능

성이 크므로, 이것이 중앙과 지방에서 공통적이라는 점은 양자가 서로 유사

한 장례 규범, 나아가 사회 규범과 체제를 갖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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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 착장 이식을 중심으로 한 공통성

이번 장에서는 지방 고분 피장자의 성격이 어떻게 구성되고 표현되는지 

적석목곽묘 피장자와 비교하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과 부곽의 

설치 여부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지방 고분에서는 경주의 적석목곽묘와 

같은 방식으로 피장자의 성별에 따라 묘곽 형식을 차별화하지 않았음을 확

인할 수 있어서, 양자 간에 차이가 있었고 따라서 지방 고분 피장자의 성별

에 접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적석목곽묘에서 실시한 분석과 마

찬가지로 위세품과 토기·철기, 유구의 연결 관계로 나누어 검토하였는데, 

성별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었으므로 주로 착장 이식의 대별을 

통해 비교하였다.

먼저 착장위세품은 2점 이상이 출토된 지방 고분 69기를 대상으로 검토

하였다. 착장위세품의 구성은 세환군과 태환군으로 양분되는 점, 그리고 세

환군에는 대도가, 태환군에는 경식과 중공구가 강하게 공반되는 점이 확인

되었으며, 이는 적석목곽묘와 공통적이었다. 또한 지방 고분 피장자의 착장

위세품 출토율이 전반적으로 낮지만, 전체적인 출토 경향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으며(그림 45), 그에 따라서 공통적인 복식 규정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관류의 착장률이 적석목곽묘에서보다 높게 나타나고, 특히 금속제 

관모와 관식의 착장은 적석목곽묘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지만 지방에서는 허

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점이 인정되며, 이는 기존 연구

에서 지적된 바였다(李熙濬 2002). 또한 지방 고분 피장자의 성별에 대해서

는 알 수 없으므로 적석목곽묘에서와 같은 해상도로 피장자의 계서를 파악

할 수는 없었지만, 관류의 정형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되 대체로 

이식→대장식구→관류의 착장 또는 부장으로 이어지는 계서 구분은 마찬가

지로 유효하다고 판단되었다.

한편 지역성으로 볼 수 있는 착장 경향 또한 볼 수 있었는데, 경식과 

대도의 동시 착장은 경산지역에서만 확인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경식과 대도의 동시착장은 월성북고분군의 비적석목곽묘에서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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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지 않고 적석목곽묘에서만 확인되며, 목곽묘 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가

는 경주와 경산 지역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하여 

예외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무구와 마구는 중앙과 지방이 사실상 동일한 부장 규정을 지니고 있었

던 것으로 볼 수 있었는데, 특히 태환군의 경우 성시구와 갑주, 등자의 부장

이 크게 제한되어 있었고 이것이 출토율의 측면에서 지역에 상관없이 공통

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태환군의 분묘에서 성시구와 갑주, 혹은 등자가 

부장된 무덤은 금관총, 황남대총 북분, 달성 55호와 같이 극소수의 최상위 

위계 무덤에 한해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즉 착장위세품에서는 관류, 특히 세환군의 금속제 모관 착장과 태환군

의 대관 착장이 지방에서 큰 폭으로 허용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으나, 

다른 부분에서는 세환군과 태환군이 각각 배타적인 착장위세품(대도, 중공

구)를 갖는 등 대체로 동일한 부장 규정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태환군에서 성시구, 갑주, 등자의 부장이 제한된 점에서, 양자 모두 공통

의 복식규정와 그에 따른 부장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다음으로 토기의 부장 정형에서는, 전반적인 토기 부장양상에 있어서 

대동소이하였으나, 지방에서 개배의 부장량, 출토율이 낮은 대신 단경호류의 

부장량과 출토율이 높은 차이점을 보였다(그림 49, 50). 적석목곽묘에서 토

기 부장과 가장 큰 연관성을 보여주었던 피장자의 성별과 관련하여서는, 지

방 고분에서 그 판단이 불가한 관계로 입체적인 비교가 어려웠다. 하지만 

양자의 비교를 통해 연질조리용기의 부장이 성별보다는 부곽 자체와 관련된 

것을 밝힐 수 있었고, 배류의 부장에 있어서 특히 개배 부장비가 높은 특이

성이 여성 피장자를 갖는 적석목곽묘에만 한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51). 철기의 부장양상은 적석목곽묘에서 착장 이식과 강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비교가 가능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방 고분의 

철기 부장 양상은 피장자의 착장 이식에 따라 전반적인 수량은 물론(그림 

52), 종류별 출토율(그림 54)까지 적석목곽묘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지방 고분의 연접축조 양상에 대한 검토는 11개 연접분의 

31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연접 사례 중에서는 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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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태환군 사이의 연접은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피장자의 착장 

이식이 유구의 배치에 결정적인 변수였음을 시사하며, 적석목곽묘의 연접배

치에서도 확인된 것과 동일한 양상이다. 이는 경주와 지방에서 동일한 연접 

규정이 존재하였고 그 기준 중의 하나는 착장 이식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상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중앙과 지방을 포괄하여 신라권 전역에

서 착장 이식을 중심으로 하여 복식의 구성이 일정하게 구분되는 평면적 정

형성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철기의 부장과 유구의 배치가 결정되는 공통적

인 패턴이 확인되었다. 즉 착장 이식에 따라서 성시구, 갑주, 등자의 부장 

여부가 결정되고, 부장 철기의 양과 종류 또한 결정되며, 유구의 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비교적 세밀한 부분까지 규정되며 경주와 

지방에서 차별성보다는 공통성이 더 크므로, 양자를 포괄하는 장례 규범 혹

은 부장 규범이 존재하였고 그것이 준수된 양상으로 해석된다. 유구와 토기

의 지역성을 고려할 때 장례 규범의 내용적 측면에서 이러한 공통성이 존재

한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것으로, 신라 사회의 내적 측면과 중앙-지방 간의 

관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간 정치적 관계로만 보아 온 복식

의 사여 혹은 복식제도의 공유가, 부장품의 구성에서 잘 드러나듯 장례 의

례의 매우 구체적인 부분까지 지시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경주의 적석목곽묘와 지방 고분은 그간 관점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정

치체의 산물로 해석될 정도로, 양식론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 내용과 외

형에서는 차이점이 적지 않았다. 피장자 성격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마찬

가지로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가령 피장자의 성별에 따른 부곽의 설

치 여부와 같은 부분이 존재하지만, 착장 이식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에는 

공반 착장위세품, 무구와 마구의 부장, 철기의 구성과 출토율, 연접축조의 

방식에서와 같이 공통적인 고분 구성 방식을 갖는 점이 확인된다. 이는 적

석목곽묘 축조 집단에서 시작된 복식제도와 고총 축조를 위시한 의례 규범

이 지방 사회의 엘리트에 수용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보다 포괄

적인 사회 규범과 질서의 파급과 수용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

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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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고총기 피장자 성격 표현의 사회·정치적 함의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이 갖는 제요소, 즉 

성별과 착장 이식, 계서가 어떻게 구분되었고, 그에 따라서 고분의 유물과 

유구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르

면 적석목곽묘의 부장품과 묘곽은 피장자 개인의 특수성이나 조묘자의 임의

적 혹은 전략적 선택을 통해 구성되기 보다는, 피장자의 성격을 규정하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무덤이 결정되도록 조정하는 일련의 장례 수행 방

식이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번 장에서는 그것이 어떠한 과정과 배경을 

통해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체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도한다. 이를 위하여 경주의 적석목곽묘와 지방의 고분으로 

절을 나누어, 전자에서는 피장자 성격이 고분 자료 내에서 형성되는 과정을 

시간적 측면에서 밝히고, 성별과 착장 이식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후자에서는 지방 고분의 피장자 성격 표현의 정형성이 갖는 정치적 

함의에 대해 논할 것이다.

 

1. 적석목곽묘 피장자 성격을 통해 본 신라 사회의 구조

지금까지 이루어진 본고의 검토는 피장자 성격이 갖는 여러 요소에 대

한 분석을 총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통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편년

순으로 분석을 실시하게 되면 평면적인 정형성을 찾기 어려워지고, 점차적

으로 구성되는 피장자 성격의 제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부장양상의 차

이를 감지하기 어려워진다. 가령 여성 복식의 완성은 남성보다 늦은데, 시간

순으로 적석목곽묘를 분석한다면 양자의 부장양상 차이를 시간적인 변화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한 착오를 피하고자 본고에서는 통시적인 접근을 선택하였고, 분석 

결과 피장자 성격과 그에 따른 적석목곽묘의 제 양상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바,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서 고분에 나타난 피

장자 성격의 제 측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갔는지를 파악할 시점이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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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또한 그 구성의 과정을 적절히 추적할 수 있다면 각 요소가 가졌

던 사회적 함의와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

제 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것인데, 본고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피장자 

성격의 여러 측면을 관통하는 요소는 착장위세품이었다. 성별은 천의 착장

과 관련이 있었고, 이식의 주환 종류는 복식의 구성을 양분하는 가장 중요

하고 기본적인 요소였으며, 계서는 착장위세품의 누적적인 구성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따라서 착장위세품의 구성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며, 그에 따라서 피장자 성격의 여러 요소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복식제도의 

형성 과정에 대한 추적이 가능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성별에 따른 피장자 성격의 구성이 어떻게 차별화되고 

전개되는지 밝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토한다. 아울러 연구의 시

작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의미의 추적이 어려웠던 착장 이식에 대해서, 세환

군과 태환군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장 양상의 특이성을 통해 검토할 

것이고, 다음 단계에서 고분 자료를 토대로 적석목곽묘 축조집단의 사회구

조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1) 착장위세품을 통해 본 피장자 성격 표현의 형성과정

착장위세품은 본고의 분석에서는 관식에서 식리에 이르는 11종으로 분

류하였는데, 각각의 등장 시점은 적석목곽묘 내에서도 조금씩 다르며 기원

도 제각각이다. 멀리는 원삼국 시대에서부터 장신구로써 기능하던 것도 있

고, 태환이식과 같이 고구려 복식에서 유래된 것도 있다(이한상 2014). 투조

과대와 역심형과대 등 대장식구 또한 삼연과 고구려에서 수용된 것이다(김

도영 2018). 그러나 각각이 모여서 복식으로써 구성되고 분명한 사회적 의

미를 가지게 된 것은 고총기 초엽, 즉 최병현(2016a)의 신라 전기 1기 무렵 

부터이다. 

<표 33>은 적석목곽묘를 중심으로 11종의 착장위세품이 구성되는 시간

적 순서와 최초 출토 고분을 월성북고분군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 최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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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a)의 편년안에 따라 요약한 것이다.136) 여기에는 비석목곽묘나 그 이전 

시기에 출현하는 위세품도 함께 도시하였으며, 천의 경우 성별과 관련하여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여 원삼국시대의 사라리 130호까지 거슬러 올라갔

다.

이하 등장 순서에 따라 기술하며 천부터 다루도록 하겠다. 천은 원삼국

시대 경주 탑동 목관묘나 사라리 130호에서부터 청동제로 제작되어 출토된

다. 사라리 130호의 경우 12점을 수평으로 쌓아놓은 상태로 부장하였기 때

문에 착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들의 내경은 신라 고분 출토품의 

평균치와 동일한 65mm 전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여성용으로 제작된 것으

로 보인다. 이후 포항 마산리에서도 천이 두 점 출토되었는데, 이식에서부터 

주곽의 장축방향으로 약 60cm 떨어져 출토되어 착장 가능성이 크며, 이 천

의 내경도 61mm이다. 

동시기의 월성북고분군에서는 월성로 가-29호분에서 왜계 석천이 출토

되었는데 이는 유구 내부의 교란으로 인해 혼입된 것일 가능성이 큰 점이 

이미 지적된 바 있다(최병현 2012b). 따라서 적석목곽묘의 착장위세품 구성

과는 거리가 있는 사례이고, 보다 유관한 사례는 신라 전기 1Bb기의 석재충

전목곽묘인 월성로 가-14호분의 청동제 천이다. 출토 위치로 보아 착장이 

아니라 부장이지만, 월성북고분군에서는 가장 이른 금속제 천 출토 사례이

다. 그 이후에는 황남동 110호 단계(1Bc기)에 해당하는 경산 임당 7A호에서 

금동제 천 한 쌍이 출토되는데 출토 위치로 보아 순장자의 착장품일 가능성

이 크다. 그리고 적석목곽묘에서 가장 이른 천 착장 사례인 황남대총 북분

(금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천은 신라 고분 착장위세품의 한 요소가 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여성의 장신구로 기능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136)  해당 편년안에 따르면 신라 전기1A기는 4세기 중엽, 1B기는 4세기 후엽, 2a
기는 4세기 말 4세기 초, 2b기는 5세기 전엽에 해당한다. 즉 1B기는 a~c의 소분
기로 세분되나 소분기 내 고분 간의 시간적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현 편년안 내에서는 황남동 109호 3·4곽 → 월성로 가 13호의 순서이나 
연구자에 따라서는 두 고분을 같은 단계로 놓되 월성로 가 13호를 더 앞에 놓는 
경우도 있다(김용성 2003; 이희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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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임당7A호
(순장자 착장?)

경식 포항 마산리
(다면옥부)

경산 임당CII-2
(곡옥부)

대장
식구

사라리130
(호형대구)

경산 조영 EIII-2
(삼엽문 투조)

지환 경산 조영 EIII-2
(화형장식)

대관 경산 조영 EIII-2

※비고: 고딕체: 경주지역 적석목곽묘, 명조체: 경주지역 비적석목곽묘 또는 지방고분

-복식군: ⓐ 세환군 복식 성립, ⓑ 태환군 복식 성립

-성별: ⓐ+ⓑ 남성 복식의 완성, ⓒ 여성 복식의 완성

<표 33> 착장위세품의 시간대 별 추가·구성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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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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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석목곽묘에서 착장은 다른 위세품에 비해 늦은 편이다. 한편 신라 조기양

식 토기가 부장되는 포항 마산리 석재충전목곽묘에서, 아직 경식은 곡옥부

가 아니라 다면옥부이지만 이미 이식+경식+천의 조합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

된다. 이것의 조형이 되는 조합은 월성북고분군에서 유래하였을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여기에서는 해당 시기 분묘의 조사 사례가 많지 않아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하다.137) 만약 월성북고분군의 대형 목곽묘에서 초기적인 착

137) 신라 조기의 경주지역 중심 고분군도 월성북고분군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며, 

<그림 56> 월성로 가-13호분(우)과 출토 위세품 일부(좌)

※ 피장자 배치는 보고서의 안을 따름. 신장 160cm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서단의 피장자는 안치 공간으로 보아 아동일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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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세품의 조합이 존재하였다면, 초기적인 복식제도의 시작은 조기까지 올

라갈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대도는 쪽샘 C-10호에서 가장 이른 출토를 보이는데, 이식이 

공반되지 않아서 착장 여부를 논하기 어렵지만 곽벽에 가까운 점에서 미착

장 부장이었던 것 같다. 뒤이은 황남동 109호 4곽(부곽)에서도 대도가 출토

되지만 순장자가 착장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식(혹은 유리옥제 천)과 이식의 

위치로 보아 착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월성로 가-13호분은 경식 등의 출토 위치로 보아 피장자가 다섯 명 까

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그림 56), 여기에서도 다수의 대도가 출토되지

만 대체로 착장으로 보기에는 곤란한 경우가 많고, 요부에 착장하는 것 보

다 소도를 흉부에 올리는 등 이후의 착장 방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결

국 피장자의 허리춤에 대도의 착장이 확실한 사례는 황남동 110호까지 내려

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월성로 가-13호분의 맥락에 대해서 첨언하자면, 이 고분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좁은 도로폭 내에서 발굴되어 유구의 성격에 모호한 점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피장자가 다섯명이나 된다는 점이 그러

한데, 이를 합장묘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월성북고분군 뿐만 아니라 고총기 

신라 고분 전체의 전후 맥락을 따져 볼 때 이 정도의 인원을 주피장자로써 

동시매장한 사례는 전무하기에 합장묘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남은 가능

성은 순장이며, 그렇다면 월성로 가-13호분은 대형분의 부곽인 셈이 되고 

아마도 그 동쪽에 발굴되지 않은 주곽이 있다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적석목곽묘에는 주곽에만 상부적석을 가하고 부곽에는 가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전, 후에 적석목곽묘가 축조됨에도, 그리고 상위위계 분

묘임에도 불구하고 월성로 가-13호가 석재충전목곽묘인 점이 설명된다고 본

다.

그런데 만약 피장자들이 순장자라면, 착장위세품으로 본 순장자들의 위

특히 동쪽 인왕동지구가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큰 것은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하
고 있다(김용성 2009; 최병현 2014; 홍보식 2013). 하지만 그에 대한 조사는 월성
로고분군 이외에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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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지나치게 높아 또다시 문제가 된다. 金製方形柱가 부가된 흉식은 이후 

시기에 적석목곽묘의 최고위계 주피장자들이 착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것이 착장 정형의 성립 이전에 나타난 특이현상인지, 혹은 주피장자의 위계

가 그만큼 높아서 나타난 현상인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합장묘 가능성 보

다 부곽의 순장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다시 위세품의 구성 과정으로 돌아가서 보면, 세환이식도 대도와 비슷

한 상황으로, 소환이식은 마산리의 예에서 보듯 신라 조기까지 소급되지만 

수식부가 부가된 세환이식의 가장 이른 착장예는 마찬가지로 황남동 110호

이다. 

경식은 마산리 단계까지는 원삼국 시대의 다면옥부 경식이고, 곡옥부 

경식이 등장하는 것은 월성로 가-13호 부터이다. 여기에서는 이미 흉식을 

비롯하여(그림 56 우측의 좌상부 참조) 다양한 형태의 경식이 나타나고 있

으며, 이러한 흉식은 이후 최고위계 적석목곽묘 피장자들이 착용한다. 

 태환이식의 주환(그림 56 우측의 우상부 참조)은 월성로 가-13호에서 

초출한다. 이 경우 다음 시기의 용법과는 달리 영락부에 금사를 길게 연결

한 형태를 띠는데, 출토 위치로 보아 관류의 수식 또는 이식으로 사용한 것

으로 보이며, 태환이식+중공구+곡옥의 조합이 완성되는 것은 그 다음인 황

오동 14호 2곽이다. 

중공구+곡옥의 조합(그림 57의 좌측) 또한 월성로 가-13호에서 처음 나

타나는데, 중공구의 수십 점이 곡옥과 같은 지점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이 단계에서부터 곡옥과 함께 조합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후 황오동 14호 

2곽에서는 태환이식의 주환까지 더해져 태환이식+중공구+곡옥의 조합이 완

성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57의 우측). 경산 임당 7A호의 주피장자 이식부

에서도 태환이식이 없이 중공구+곡옥의 조합이 확인된 바 있으며 경산지역

에서도 그 이후에는 태환이식+중공구+곡옥의 조합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대관은 황남대총 남분의 것이 가장 이르지만 선행하는 교동 

68번지 출토품의 존재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朴天秀 2012), 적어도 전 단계

에서는 이미 등장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황남대총 남분보다 약간 이른 것

으로 보이는 경산 조영 EIII-2호분에서도 대관의 출토 사례가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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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대관과 함께 화형장식이 부가된 지환이 출토되므로, 동시기 월성북

고분군에도 이 정도의 완성도를 지닌 지환이 이미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크

다. 이 시기 경산지역의 금공위세품은 경주지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것

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金載烈 2011). 
관식의 경우도 황남동 110호가 가장 선행이고, 초출 당시부터 미착장 

부장으로 나타나 이후에도 계속 미착장으로 이어진다. 금속제 관모는 황남

대총 남분이 초출인데 은제와 금동제이며 금제는 금관총과 천마총에서만 확

인되었다. 식리 또한 남분이 초출인데, 따라서 현재로써는 관모와 식리가 가

장 늦고 다른 지역에서도 선행하는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착장위세품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대장식구

에 대해서 살펴보면, 적석목곽묘 출토품 중에서 가장 고식으로 알려진 것은 

황오동 14호 1곽의 것이다(이한상 2004). 이보다 조영 EIII-2호분 출토품이 

신라 고분 출토품 중에서는 가장 이르다는 견해가 있는데, 형식적인 기원은 

삼연이지만 신라에서 재지 제작한 것으로 평가되며(金載烈 2011), 이러한 사

례를 통해 볼 때 월성북고분군에서 더 연대가 빠른 사례가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림 57> 월성로 가-13호의 중공구+곡옥 출토 정황(좌)과 

황오동 14호 2곽의 태환이식+중공구+곡옥 조합 양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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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종합해서 본다면, 11종의 착장위세품은 등장 시점에 차이가 있

고 기원도 상이하다. 또한 처음에는 이식과 경식을 제외하면 착장이 아니라 

단순한 부장품으로써 피장자의 신체 외에 부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포

항 마산리의 예로 보아 신라 조기에서부터 조합을 이루면서 피장자에게 착

장되기 시작하지만, 어디까지나 시원적 형태로써 월성로 가-13호분 단계 까

지는 아직 복식군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조합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순장자

로 판단한 월성로 가-13호분의 피장자들은 경흉식과 태환이식의 주환, 중공

구와 대도 등 여러 요소는 갖추었으나 착장 방식의 정형성이 갖추어지지 않

아, 아직 명확한 복식군의 분화로 보기에는 어렵다.

그 다음인 황남동 110호 단계(1Bc기)에 들어서 대장식구가 추가되면서 

비로소 세환이식+대장식구+대도를 중심으로 하는 세환군의 조합이 완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시기 황오동 14호 2곽에서도 태환이식이 추가되면

서 태환이식+중공구·곡옥수식의 태환군 조합이 마련된다. 그리고 이 시점

을 기점으로 해서 미착장 위주였던 장신구 부장이 대거 착장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부장 방식의 전환은 복식제도의 성립과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데, 시기적으로 보아 결국 고구려 기원의 삼엽문투조과대와 태환이

식이 그 결정적 계기가 되는 셈이다. 신라의 복식제도와 지방 사여가 고구

려를 모델로 삼았을 것이라는 견해(李漢祥 1995; 李熙濬 2002)에 비추어 본

다면 정황적인 개연성이 있다.138)  

세환군과 태환군이 갖추어지면서 그에 따른 부장양상의 분화도 동시에 

나타나는데, 가장 이른 태환이식 착장자가 피장된 황오동 14호 2곽에서 등

자 부장의 결락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재갈과 함께 금동제 운주

와 행엽 등 다른 마구는 부장되었음에도 등자는 부장되지 않았으며, 앞서 

보았다시피 등자를 부장하지 않는 것은 태환군에 나타나는 특이적 부장양상

이었다. 

한편 세환군과 태환군이 이 시기에 갖추어진다고 해도 현재 자료로 보

138) 이희준(2002)은 이와 관련하여 중원 고구려비에 고구려가 신라에 복식을 사여
한 것을 언급하였다. 해당 비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用者賜之隨者節□□奴
客人□敎諸位賜上下衣服敎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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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는 아직 결락된 부분이 있다. 관모의 경우 1기에 출토 사례가 없는 것

이다. 하지만 이는 복제에 관모의 도입이 늦은 결과라기 보다는 1기에 해당

하는 최고위계 고분이 조사되지 않은 까닭으로 해석된다. 앞서 실시된 계서

의 분석에서 보다시피 금속제 관모의 부장은 최고위계 고분에 비교적 엄격

히 제한되지만, 해당 시기에는 그러한 계서의 고분이 조사된 예가 없다. 관

모의 1기 미출 사유가 이러하다면 세환군과 태환군 복식군의 분할과 그에 

따른 부장 규범의 분화는 신라 전기 1기 내에서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착장 이식에 따른 복식의 분화가 1기에 완료되는 데 반해, 성별

에 따른 분화는 현재 자료 내에서 그보다 늦다. 천의 피장자 착장이 확실한 

사례는 2b기의 황남대총 북분에서 처음 나타나고, 여성 한정의 적석목곽묘 

묘곽 형식인 두부부장단독곽(2C)형도 그러하다. 장신구로써 천의 존재 자체

는 1Bb기에 월성로 가-14호분에서 출토 사례에서 보다시피 이미 알려져 있

었고, 두부부장단독곽의 묘곽 형식도 그 자체는 신라 조기와 1Bb기의 석재

충전목곽묘에서부터 이미 존재한다. 

즉 여성과 관련된 중요 요소로써 묘곽 형식과 천 모두 이전 시기부터 

존재하지만 그것이 적석목곽묘 내에서 결합하여 여성을 나타내게 된 것은 2

기에 들어서이다. 그 이전에는 현재의 방법론을 통해서 여성 피장자가 어떤 

방식으로 적석목곽묘에 피장되었는지는 알기 어려우며, 마산리의 예를 통해 

어느 정도 짐작만 할 수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현재 자료로 보면 1B기, 즉 황남동 109호 3·4곽과 황남동 110

호 사이의 기간 동안에, 착장위세품을 중심으로 계서에 따른 세분화된 수직

적 분화, 이식에 따른 복식의 분할 및 그에 따른 부장 방식의 분화가 모두 

이루어지고, 그 다음인 2b기의 황남대총 북분에 들어서 성별에 따른 분화가 

뒤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인 계서 구분의 골격인 이식→대장식구→

관류의 누층적 구조도 대장식구의 도입기인 1B기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

이는데, 피장자 계서의 구분이 4개 복식군으로 나뉘면서 다소 복잡해진 것

은 이처럼 복식 구비 과정에서 시간차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서 시간순으로 본다면 적석목곽묘의 축조 개시, 금공위세

품을 중심으로 한 복식제도의 구비와 그에 따른 계서의 세분화, 이식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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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그에 따른 부장 규범의 설정, 성별에 따른 분화가 차례로 일어난다. 성

별에 따른 분화를 제외하면 이러한 변화가 거의 한 분기 내에 일어나, 결과

적으로 피장자의 성격을 중심으로 한 무덤의 구성 방식, 즉 적석목곽묘의 

피장자 성격 요소와 그에 따른 부장 규범의 대부분은 1B기에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황남동 109호 3·4곽과 황남동 110호 사이의 이 시기에는 고식도질토기

적 경향을 탈피한 경주양식 토기(특히 고배)가 성립하는 때로 볼 수 있고(고

상혁 2016), 더 넓은 틀에서 이른바 이동양식 토기가 성립하는 시기이기도 

하다(李熙濬 1997a). 또한 신라 고분의 고총화가 이루어지는 때이기도 하고

(金龍星 1996; 李熙濬 1997b), 동시에 下位古墳群의 발생에서 계층 분화를 

읽을 수 있으며(金在弘 2001b), 본격적인 신라권의 형성 시점이자 소위 고총

체계의 시발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金龍星 2004).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시

기를 전후한 소위 고총체계의 성립을 초기국가 단계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

다(김대환 2007, 2012b).

시간적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실은 목곽묘 단계에서부터 집적되어온 사회적 변화, 즉 철제농기구의 보

급을 바탕으로 한 생산력의 증대와 그에 따른 사회 구성원의 수직적 분화 

등 장기적 변천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金在弘 
2001b; 李熙濬 1997b). 이처럼 누적된 양적인 변화에 더해 고구려나 삼연 등 

다른 정치체와의 대외교류 또한 한 요소가 되어 질적인 변화로 전화되어 무

덤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착장위세품이 정형성을 띠면서 부장되기 시작하는 것, 다시 말

해 복식제도의 성립은 묘제와 고총화, 토기상의 변화까지 동반하고 있으며, 

신라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표출된 것이다.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이 착

장위세품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그에 따라서 세분화된 부장 방식

이 마련된 것에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나타난 사회적 질서의 변화를 적석목

곽묘의 축조를 중심으로 한 장례 의례를 통해 기념물화하여 顯現하고 전시

하여 경관 내에 고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복식제도에 의한 계층적인 분화와 세환군과 태환군의 수평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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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은 황남동 110호와 황오동 14호 1·2곽의 예로 보아 가까운 시기에 일

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자료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무덤의 차

별화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데, 이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구분이 계

서에 의한 수직적 구분과 (이식에 의한) 수평적 분화보다 후행하였음을 의

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한 바 다음에

서 다루도록 하겠다. 

2) 성별에 따른 고분 구성의 차이

본고에서 이루어진 분석에 따르면, 신라 고분 출토 천은 크기로 미루어 

보아 여성만 착장 가능하였기 때문에, 그 착장자는 여성으로 판단할 수 있

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라 시대 이전의 원삼국시대에서부터 천은 

여성용 장신구로 기능하여 왔던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적석목곽묘에서 주피장자가 착장한 것이 확실한 사례는 황남대총 북분

이지만 그 이전에도 월성북고분군에서는 천이 출토되고(월성로 가-14호), 북

분 이전 단계의 지방 고분인 임당 7A호에서 주피장자 착장품은 아니지만 

금동제 천이 확인되기 때문에, 북분 이전 단계에 위세품의 하나로 포함되었

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적석목곽묘에서 북분 이전의 여성 주피장자가 분

명히 감지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 이전에도 여성 피장자가 존재하

였을 것이지만, 초기 적석목곽묘의 조사 사례가 적은 탓인지, 혹은 그 이전

에는 성별에 따른 묘곽 형식의 분화나 천 착장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탓인

지 월성북고분군에서 북분 이전의 여성 피장자는 인지가 어렵다. 이와 관련

하여 한 가지 단서가 되는 것이 앞서 언급한 포항 마산리 고분이다. 이 무

덤은 동혈주부곽식의 석재충전목곽묘(연구자 관점에 따라서는 적석목곽묘)

이며 천을 착장한 여성 피장자의 무덤인데, 부곽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무

덤은 이전 단계 주변의 묘제와 다르고 조기 신라토기가 부장되어, 신라 조

기에 포항지역이 사로국에 편입된 결과로 해석된다(최병현 2015). 따라서 마

산리 고분의 축조에는 동시기 월성북고분군 묘제의 영향이 상정되므로, 해

당 시기에는 월성북고분군에서 여성 피장자라 하더라도 부곽 설치에 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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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라 조기에서 전기의 1기 어느 

시점까지는 남성묘와 여성묘 사이에 묘곽 형식에 분별이 없었을 것으로 여

겨진다.

그렇지만 북분 단계에 이르러 부곽이 생략되는 형태로 여성묘는 남성묘

와 달리 축조된다. 이 또한 중대한 함의를 갖는데, 남녀의 무덤이 달라졌다

는 것은 이전 시기와는 다른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무덤을 다르게 구성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적석목곽묘에서 성별에 따

른 차별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첫째로 착장위세품의 구성

이 서로 다르며, 둘째로 묘곽 형식이 부곽이 생략된 두부부장 단독곽에 한

정되고, 셋째로는 부곽의 생략과 관련하여 부장품의 수량과 종류가 달라지

는 것이었다. 고분의 구조와 내용 면에서 부곽의 생략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셈이다. 

주지하다시피 부곽은 보다 많은 양의 부장품을 수납하기 위해 목곽묘단

계에서부터 등장한다. 경주지역에서는 곽 개념의 정착 이후 묘곽 내에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평면형태가 점차 세장한 형태를 띠다가, 3세기 

후반 대에 부곽을 갖춘 경주식목곽묘로 변화하는 것으로 본다(이주헌 2009). 

이때부터 모든 무덤이 반드시 부곽을 갖추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위계의 대

형묘에는 동혈주부곽식의 형태로 부곽이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부곽을 대량의 부장품을 위한 부장 공간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적석

목곽묘에서 여성 피장자에게만 부곽이 생략되는 현상은 해석이 어렵다.

하지만 남성묘와 여성묘의 부장양상을 실제로 비교해 보면, 토기를 제

외하면 여성묘에서 어떤 부장량의 제한이나 규제가 존재하였고 남성묘에 비

해 차등화하여 억제하였다는 뚜렷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착장위세품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성묘가 압도적이다. 물론 부곽이 없기 때문에 앞서 실시

된 분석에서는 남녀 무덤의 토기 부장량 차이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분묘 44기에서 토기의 평균 부장량은 여성묘가 남성묘의 절반 정

도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기의 부장량에 있어서는 여성묘가 남성

묘보다 오히려 많다(그림 58 참조).139) 물론 여기에는 착장 이식의 종류나 

피장자의 계서 등 다른 변수도 개재되어 있지만, 부곽의 생략이 토기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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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장품의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부장되는 철기의 종류

별 출토율에 있어서도, V장에서 실시된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출토율의 차이는 착장 이식에 따른 출토율의 차이보다 작았다. 철기 

부장에 있어서 주된 변인은 착장 이식이었지 성별이 아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착장위세품의 전반적인 부장량에 있어서는 39개 남성묘에

서 평균 3.1점이 부장되었으나 32개 여성묘에서는 평균 5.1점이 부장되어 여

성묘의 위세품이 압도적이어서(그림 58 참조), 계서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139) 앞서 분석에 사용한 자료를 토대로 하면, 남성묘(남분 제외)의 토기 부장량 평
균은 87.9점, 여성묘의 토기 부장량 평균은 42.3점으로 남성묘의 절반 수준이지
만, 철기 부장량에 있어서는 남성묘 21.8점, 여성묘 31.6점으로 여성묘가 오히려 
더 많다. 다만 여성묘에는 천마총(철기 265점 부장)이 이상치로 작용하였을 가능
성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다면 평균 22.3점으로, 남성묘와 거의 같은 철기 부장
량 수치가 나온다.

<그림 58> 적석목곽묘의 남성묘와 여성묘의 부장품 출토량 비교

(좌: 착장위세품(n=61), 우: 토기와 철기(n=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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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를 분리해야 했을 정도였다. 또한 여성묘의 착장위세품이 압도적인 것

은 단지 종류의 다양함에만 그치지 않고 재질에서도 뚜렷하다. 현재 확인된 

금제 대관은 황남대총 북분, 금관총, 서봉총, 금령총, 서봉총 출토품 등 5점

이고, 금제 관모 또한 금관총과 천마총 출토품 2점인데, 모두 여성묘에서만 

출토되었다. 왕릉으로 비정됨에도 불구하고 황남대총 남분에서는 대관과 관

모 모두 금동제이며,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발굴 당시부터 문제가 되었

다.140) 그러나 관의 재질 문제는 착장자의 계서 보다는 성별과 관련시킨다

면 보다 쉽게 해결된다. 금관이 모두 여성묘에서만 출토된 점은 여성 피장

자의 위세 형성이 착장위세품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할 때 쉽게 설명

될 수 있는 것이다. 여성묘가 토기 부장량에는 열세이지만 착장위세품에서

는 이렇게 압도적인 것은, 결국 성별에 따라 장례 맥락 내에서 피장자의 위

세 과시 전략 내지는 부장 규정이 달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남

성묘가 부곽을 통해 부장공간을 확장하고 다대한 양의 토기(혹은 그 내용

물)를 부장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여성묘는 착장위세품에 집중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결국 부장품의 정치경제적 성격에 따라 위세를 

형성하는 방식 상의 차이로 보인다. 

이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는 것이 고대경제를 생계경제와 위세경제로 

구분하고 각 물자의 정치경제적 성격을 비교한 연구로(Kim 2001), 물자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공급 전략이 나타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해당 

사례에서 비교된 것은 위세경제 물품과 생계경제 물품이었지만, 신라 고분

의 부장맥락 내에서 위세를 형성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물품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는 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여성의 경우는 위세경

제 물품인 착장위세품에 집중하여 위세를 표현하는 전략을 선택하였고, 남

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생계경제 물품인 토기 혹은 그 내용물에 집중하여 

위세를 표현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것이 적석목곽묘 

140)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금관의 등장이 시간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남분에서는 
금동관만 부장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입식의 형태로 보아 가장 이른 
것으로 여겨지는 교동 68번지 출토 대관 또한 금제인 점에서 시간성에 의한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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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남성과 여성 엘리트에게 강조되었던 

사회적 역할과 관련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남성묘와 여성묘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위세 형성의 전략상 차이

가 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부곽의 생략은 그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적

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각 성별의 무덤이 추구한 바는 남성은 토기의 

부장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생산수단과 경제력을 과시하는 방식을 선택하였

고, 여성은 금공위세품의 종류와 재질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판

단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성별에 따른 역할 구분에 대해 살펴보면, 왕과 왕비

의 역할 구분에 대해서 혁거세 거서간조의 巡撫 기사141)를 왕은 농업을, 왕

비는 양잠을 독려한 것으로 보고 각각의 정치적 행위와 역할이 뚜렷이 구분

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이현주 2008). 이는 통치행위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역할 구분이 존재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최상층인 왕과 왕비

에 한정된 내용이지만 보다 하위 엘리트에게서도 비슷한 역할 구분이 존재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더해 여성이 제사장적 역할을 수행한 기록도 있다. 남해왕이 시

조 혁거세의 묘를 세워 네 철에 제사를 지내게 하는데, 이 제사를 친누이 

阿老에게 主祭하게 하였다는 것이다142). 시조 혁거세의 묘라는 점에서 시조

묘 제사는 건국신화와 연결되어 있으며, 국가 이념과 정통성을 강조하고 집

단의 정체성을 제시하는 핵심적 행사이다. 또한 신라의 건국신화는 왕권의 

기원과 성격을 설명하는 왕권신화이기도 하다(나희라 2005). 이를 적극적으

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祭政의 분리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李鐘旭 1982), 
왕실 여성이 여사제로서의 직능을 가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羅喜羅 1999: 
96). 

이러한 점을 종합해서 보면 왕실 여성에게 남성과 구분되어 할당된 역

141) 三國史記 新羅本紀 始祖 赫居世 居西干條,“十七年, 王巡撫六部, 妃閼英從焉. 
勸督農桑, 以盡地利.”

142) 三國史記 雜志 祭祀,“按新羅宗廟之制, 第二代南解王三年春, 始立始祖赫居世廟, 
四時祭之, 以親妹阿老主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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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 있었으며, 국가 의례를 주관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역할의 차이가 무덤자료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무덤

자료에서 여성묘의 존재가 남성묘와 다르게 나타나고 부장품의 구성도 다른 

것은, 성별에 따른 역할의 분화에 따른 것일 공산이 크다고 여겨진다. 

물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마립간기의 왕위는 남성만이 계승하였으며, 

이 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왕위 계승의 출계 원리에 대해서는 여

성의 계승권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논쟁이 있어 왔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부

계사회라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로 나뉘며, 전자는 신라 사회가 모계

사회에서 부계사회로 전환 과정에 있다고 보고, 후자는 부계사회가 아니라 

二重血統(double descent)에 따랐다는 견해, 그리고 兩邊血統(bilateral de-

scent)에 따랐다는 견해로 양분된다(성태규 2004). 이러한 논란의 근원은 사

위나 외손에 의한 왕위계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

의 계승 혹은 상속권을 어떻게 보는가이다. 고고학계에서는 고분 자료에서 

남성묘의 존재가 더 가시적이기 때문에 대체로 부계사회의 출계원리를 인정

하는 관점에서 고분 자료를 해석하는 것이 보통인 것 같다(예를 들면 金龍
星 1998: 361-384). 

무덤의 배치에 이러한 계승관계 혹은 상속관계가 반영될 가능성은 상당

하다. 그리고 만약 신라 사회가 부계사회의 계승원리를 중심으로 하였다면 

가장 혹은 주상속권자인 남성묘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묘가 종속적으로 배치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묘에서도, 앞서 검토한 

왕릉군에서는 주분인 남성묘를 중심으로 종속분인 여성묘가 배치되는 양상

이 뚜렷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왕릉군에 한정된 것이고, 쪽샘지구

로 넘어오면 묘곽 형식에서 여성묘로 판단되는 황오동 44호분과 황오동 54

호 갑총은 주분으로써 입지하고 있다(그림 59). 황오동 54호 주변은 고분의 

밀집도가 높은 관계로 군집화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북동쪽의 

소형묘군은 54호 갑총의 종속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황오동 41호

와 같이 남성묘가 주분인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정황을 종합한다면 왕릉군 

바깥에서는 여성묘가 반드시 남성묘에게 종속적인 입지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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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검토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착장위세품의 전반적인 구성이나 재

질에서 여성묘가 남성묘보다 우월하고, 여성묘에서 토기의 부장량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철기의 부장량에서는 반대로 더 많거나 같았으며, 고분군의 

배치에 있어서도 왕릉군 바깥에서는 여성묘가 반드시 종속적인 위치에 입지

하지 않는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적석목곽묘의 여성묘에는 부곽이 존재하

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성별에 따른 차별화라기 보다는 위세 과시 

전략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한편 부곽의 생략을 중심으로 한 남성묘와 여성묘의 분화는, 황오동 34

호 3곽과 같이 극소수의 예외 가능성이 있지만 황남대총 북분의 축조 이후 

매우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즉 조묘자들의 임의에 의한 변이 양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 이를 지시하는 축조 규정이 북분 이전의 어느 시점

에 설정되었음을 시사한다. 다만 현존하는 자료와 방법론으로는 북분 이전

의 여성묘가 어떠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어렵고 추정만 가능하

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구분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고정되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한 월성북고분군 이후 서악동 고분군의 피장자가 어

떻게 구성되었는지 현재로써는 접근이 어려워, 적석목곽묘 축조기 이후에 

<그림 59> 여성묘의 주분 배치 사례(황오동 44호(좌), 황오동 54호 갑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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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라 고분의 축조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여 갔는지를 추론하기는 힘

들다.

이상을 따르면 적석목곽묘 사회의 성별은 무덤의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중 하나로써 작동하였으며, 묘곽의 형식, 착장위세품을 위시한 부장품

이 서로 다른 점 등은 성별에 따라 위세형성 방식에 차이가 있었고, 사서 

기록 등을 통해 추론해 볼 때 엘리트 집단 내에서 성별에 따른 역할 분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에 피장자의 성별과 관련

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던 피장자의 착장 이식은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갖

는지 검토할 차례가 되었으며, 다음에서 이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3) 착장 이식의 사회적 의미

착장이식은 주환의 종류에 따라 세환과 태환으로 구분된다. 비록 적석

목곽묘 전반을 놓고 구체적인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개별 

사례에 있어 착장 이식에 따라 고분 자료의 여러 측면이 달리 구성되었음은 

기존의 여러 연구와 보고가 지적하여 온 바였으므로, 본고에서는 그 구체적

인 의미 파악에 앞서 피장자의 성격 중의 한 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리라 가

정하고 이를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일련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제로 착장 이식에 

따라서 피장자의 복식이 크게 양분되었으며, 계서에 따른 구성에도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성시구, 갑주, 등자의 부장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양상을 파악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철기의 종류와 부장량이 태환군이 세환군에 

비해 크게 열세인 점을 확인하였고, 유구의 연접에 있어서도 태환군 간에는 

결코 연접되지 않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양상이 월성북고분

군의 적석목곽묘와 지방의 고분에서 공통적이었다는 점 또한 확인하였다. 

반면 세환군과 태환군 간에서 토기 부장 양상의 결정적 차이는 확인되지 않

았으며, 왕묘로 비정되는 황남대총 남분이 세환군이라는 점 외에는 양자 간

에 상하관계로 볼 만한 여지도 발견되지는 않았다. 동시에 성별과 배타적으

로 연계되는 양상도 아니었다.143) 즉 성별 또는 계서와는 별개로 사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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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을 구분하는 다른 원리에 따라 착장 이식의 종류가 달라졌던 것으로 판

단할 수 있으며,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만한 구체적

인 자료가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 

착장 이식과 관련하여서는 관련된 사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고고학적 양상을 통해 추론하는 수 밖에 없다. <표 34>는 앞서 실시된 분석

의 결과를 토대로 착장 이식에 따른 적석목곽묘의 구성 양상을 요약한 것이

다. 또한 <그림 60>는 세환군과 태환군의 착장위세품과 토기, 철기의 부장량

을 상자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종합해서 볼 때, 전반적으로 태환군에

는 부장 여부에 제한이 많고 특히 철기 부장량이 적은 점이 눈에 띈다. 또

한 연접에 있어서도 제한사항이 있으며, 왕릉군에서도 주분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양자의 차이 중에서 공통적인 맥락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무기

류의 부장이 태환군에서 결여되거나 축소된 점이다. 태환이식 착장자는 금

관총이 예외일 가능성이 있지만 대도가 전부 미착장 부장이며, 성시구와 갑

주의 부장도 기본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극소수 최고위계 고분에서만 예외적

으로 나타난다. 또한 철촉, 철모, 철준의 출토율과 부장량이 모두 낮은 점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이해되며, 기존에는 이러한 차이를 성별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성별과는 별개의 원리로 

구분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양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한 몇 가지 관점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한

다. 먼저 부장품이 피장자의 사회적 역할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보는 관

점에서는, 무기류의 부장이 많은 경우 피장자가 무장적 성격 혹은 군사지도

자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다고 한다면 세환군은 군

사·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성격의 피장자이고, 태환군은 그와는 무관한 다

른 성격의 활동과 관련한 지도자로 볼 수 있겠다. 부장 유물 전반에 대한 

검토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위세품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하지만 김용

143) 다만 남녀 성비는 세환군이 6:4, 태환군이 4:6 정도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약
간의 편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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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1998)은 동일한 내용으로 세환이식 착장자와 태환이식 착장자의 직능 구

분을 언급한 바 있었다.144) 

이처럼 무기류와 같은 부장품이 피장자의 직능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는 관점은 가장 일반적이고 직관적인 해석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단순화

된 해석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무덤에 부장된 무기류를 무력의 기반

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한쪽 측면만 읽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뒤집어 보면 

무기류의 대량 부장은 군사력으로 환원될 수 있는 자원을 파기, 상실하는 

144) 세환이식 착장자와 태환이식 착장자가 짝을 이루어 매장되는 점에서 양자를 
부부관계로 보고 이식의 주환 종류가 성별과 관련있다고 결론내렸으나, 이식이 
직능과 관련이 있다는 관점을 포기하지는 않았다(金龍星 1998: 336-338). 

착장 이식

고고학적 양상
세환이식 태환이식

착장위세품
-높은 장식대도 공반착장율

-중공구수식 공반 전무

-장식대도 착장 사례 극소수

-높은 중공구수식 공반율

무구·마구 -부장 제한 없음 -성시구·갑주·등자 부장 제한

토기 부장 양상 -출토 기종, 부장량, 부장 비율에서 결정적 차이 없음

철기 부장 양상

-철촉, 철모, 철준 등 무기류 

중심으로 출토율이 높음

-철촉, 철모의 부장량 많음

-동일 계서 내에서 태환군의 

부장량 압도

-살포, 철서의 부장율이 높음

-철서는 배타적 부장의 가능성 

있음

-동일 계서 내에서 세환군의 

부장량에 열세

연접축조 양상 -별도의 규제 없음 -태환군-태환군 간 연접 불가

왕릉군 군집 -주분 및 종속분 구분 없음
-왕릉군에서 주분은 없는 것으

로 추정됨

묘곽 형식 -주부곽식, 단곽식 공히 축조되며 양자 간 차이 없음

피장자 성비
(n=61)

-남성 59%, 여성 41% -남성 38%, 여성 62%

<표 34> 착장 이식에 따른 적석목곽묘의 구성 양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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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의 생산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무력 

기반의 유지가 필요한 상황, 특히 군사적인 긴장상황이라면 무기류의 부장

은 축소되어 나타날 공산이 크며, 때문에 대량의 무기를 부장하는 행위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직접적인 군사력이 필요 없는 정치적 상황을 암시할 수 

있다(Härke 1997b). 이러한 관점에서는 세환군의 무기 대량 부장을 무력의 

과시 그 자체와 함께 무기류를 포함한 철기류의 생산과 공급 능력, 즉 경제

력에 대한 과시로도 읽을 수 있다.145) 

즉 세환군의 무덤에서는 철기와 관련된 경제적 능력의 과시가 태환군보

145) 이와 약간 다른 의례경제적 관점에서는, 부장을 통한 무기류의 파기, 상실이 
단순한 소모가 아니라, 그것을 소비하는 만큼 그와 관련된 상징적 효과를 얻는
다고 해석된다. 

<그림 60> 적석목곽묘의 세환군과 태환군의 부장품 출토량 비교

(n=25, 좌: 착장위세품, 우: 토기와 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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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필요하였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피장자에게 그 생산 및 공급과 관련

된 역할이 기대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황남대총 남분이 본고의 분석대상 

고분 출토 철기의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었던 것은 해당 피장자가 철기의 

생산시설과 공급망을 독점에 가까운 형태로 점유하거나 접근권을 가지고 있

었음을 시사하며, 막대한 부장량은 그에 대한 과시로 읽힌다.

한편 태환군에서 철기의 부장량 과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은 태환

군의 피장자는 경제력의 과시가 상대적으로 적게 필요한 사회적 입지에 있

었다는 것이 되고, 그와 관련된 사회적 기대도 높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세

환군과 태환군의 차이가 이러하다면 직능 혹은 계서에 의한 차이로 볼 수 

있지만, 양자가 수직적인 계층화를 이루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146) 

남성묘와 여성묘에 있어서는, 여성묘에 부곽이 설치되지 않고 토기 부

장량이 적은 측면을 착장위세품의 종류와 재질을 통해 보충하려는 듯한 양

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환군과 태환군에서는 철기의 부족을 다른 요소

를 통해 상쇄하려는 양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양자는 착장위세품의 숫자도 

거의 유사하고, 토기 부장량에 있어서도 유사한 부장량을 보이되 철기에서

만 차이가 나타난다(그림 60 참조).

결국 부장의 맥락을 감안할 때 세환군과 태환군의 차이는 직능의 차이, 

혹은 더 넓은 차원에서 권력의 분화 내지는 분담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무기류를 중심으로 한 철기류의 양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점에서는 세환군의 피장자를 군사력 내지 무력과 관련한 직

능으로 볼 수 있고, 철기 부장량 전반을 감안한다면 철기 생산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역할과 연관지을 수 있다. 상대적인 측면에서 태환군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군사력이나 생산력

과는 상보적인 성격의 종교적, 이념적 권력과 관련된 권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태환군의 성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요소는 등자 부장의 

결락이다. 태환군에는 최상위 고분 소수의 예외를 제하고는 등자를 부장하

146) 다만 남성 태환군은 A군에 해당하는 분묘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에서 적어도 
남성 태환군에게는 계서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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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지만, 세환군에는 하위위계에도 등자 부장이 활발하며 출토율은 70%에 

가깝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이 마구 전반에 걸친 것은 아니어서, 등자의 결

락에도 불구하고 재갈, 안교, 운주, 행엽 등 다른 마구는 제한 없이 부장하

였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첫 번째 가능성은 태환군의 마구 구성이 車馬具를 의도한 것일 가능성

이다. 차마구라면 기승자는 수레에 앉게 되므로 등자가 필요없을 것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안교는 세환군의 騎馬具와 동일하게 부장되고 있으며, 적석

곽묘 내에서 수레부속구의 출토 사례는 전무한 점에서,147) 마립간기에 수레

의 존재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차마구를 구성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두 번째 가능성은 등자를 무구류적 성격과 관련하여 보는 것이다. 주지

하다시피 등자는 안정구로써 중요한 마구일 뿐만 아니라, 기수의 전투능력

을 강화시켜주는 수단이기도 하다. 무용총 수렵도에 묘사된 것과 같이 고삐

를 놓은 상태에서 양손을 사용한 騎射의 난이도를 낮추고, 마상전투나 대보

병 돌격에서 낙마를 방지하고 전투능력을 극대화시켜주기 때문에, 중세 유

럽에서는 등자 도입이 전문 전투 집단으로써 기사 계급, 나아가 봉건제의 

탄생을 촉발시켰다는 가설도 있다(White 1962). 따라서 태환군의 분묘에서 

등자가 결락되는 이유는 마구만 보아서는 판단이 곤란하나, 갑주, 성시구, 

대도와 함께 결여되는 양상에서 미루어 판단하면 그 이유는 비전투용 마구

를 의도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갑주와 등자, 성시구, 대도를 태환군 분묘에 부장하지 않고, 철

기 전반에서 무기류의 부장량이 적은 이유는 그들에게 권력과 경제력이 결

여된 것을 표현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무력과 상보적 관계

에 있는 이념적, 종교적 권능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추론된다. 이와 관련하

여 주목되는 자료는 금령총 출토 기마인물상 토기 두 점이다. 주인상과 하

인상으로 명명된 두 점의 토기는 각각 세환군과 태환군의 착장위세품과 무

구, 마구 구성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으며(표 35 참조), 특히 주인은 갑주, 

등자, 대도를 모두 갖추어 완전무장하고 있으나, 하인은 비무장이며 무등자 

147) 수레부속구와는 성격을 달리하지만, 계림로 25호 옹관에서 車形土器의 출토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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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을 하고 있고, 손에는 모종의 의례용구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었다(윤상

덕 2012). 따라서 이 둘은 주인과 하인의 수직적 관계를 묘사한 것이 아니

라 각각 세환군과 태환군에 속하는 인물을 모사한 것으로, 신라 엘리트를 

양분하는 대표 원리와 그 복식 및 마장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은 경제력과 무력을 바탕으로 하는 세속적 권

력과,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적 권력의 分掌을 의미하며, 착장위세품과 

무구·마구, 그리고 무기류의 차별적 부장은 그들이 분장한 권력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대등하고 상보적인 관계이지

기마

인물형

토기

금령총 주인상 금령총 하인상

비교

위세품

세환군의 착장 

및 부장 정형
금령총 주인상

태환군의 착장 

및 부장 정형
금령총 하인상

세환이식 ○ ? × ?

태환이식 × ? ○ ?

관모 ○ ○ × ×

관식 ○ ○ × ×

대도 ○ ○ × ×

대장식구 ○ ? ○ ?

갑주 ○ ○ × ×

성시구 ○ × × ×

안교 ○ ○ ○ ○

재갈 ○ ○ ○ ○

등자 ○ ○ × ×

행엽 ○ ○ ○ ×

운주 ○ ○ ○ ○

<표 35> 금령총 출토 기마인물형토기와 세환군·태환군의 복식·마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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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현재 자료로 볼 때 남성 태환군의 최상층(A군)은 확인되지 않고 황남대

총 남분의 피장자는 세환군인 점에서 왕은 기본적으로 세환군에 속한다고 

판단되며, 이는 세환군의 권력 성격이 구조적으로 상위에 있다고 볼 수 있

음을 보여준다.

여성에게는 세환군과 태환군 모두 최상층이 존재하였으며, 특히 왕릉군

의 여성 피장자들은 왕실 여성으로써 왕비나 왕의 직계일 가능성이 크다. 

극소수 최고위계 태환군에서는 등자, 갑주, 성시구의 부장이 나타나기도 하

는데, 왕을 비롯한 왕실 직계의 최상층 엘리트가 권력을 통할하였음을 상징

하는 과시로 이해할 수 있다. 남성 세환군에서는 대관의 착장이 전무하지만, 

황남대총 남분에서만 착장이 나타나는 이유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양자가 무덤에서 입지하는 관계를 보면, 왕릉군의 주분-종속분 분석에

서 본 바와 같이, 세환군과 태환군은 모종의 상응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있

다. 가령 세환군인 황남대총 남분과 태환군인 북분이 연접분이면서 그러하

고, 세환군으로 추정되는 봉황대와 서봉황대는148) 각각 금관총과 서봉총을 

종속분으로 거느렸다. 이는 태환군의 성립과 관련되는 고분인 황오동 14호 

1, 2곽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황오동 고분 남북곽 등 여러 표형분에서 나타

난다. 이는 두 종류의 권력이 서로 상보적인 관계였으며 그 담당자들의 직

능 또한 그러한 측면이 강했음을 나타낸다고 여겨지는데, 무덤에서 출토된 

숫자상의 비율에 있어서는 반드시 1:1은 아니고 세환군과 태환군이 대략 

1.5:1의 비율을 보이는 것이 관찰된다.149) 이는 아마도 사회적인 수요를 반

영한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세환군 및 태환군과 관련된 사회적 역할은, 현재 월성북고분군

의 옹관묘에서 분명한 이식의 출토 사례가 없는 점에서,150) 생득적으로 부

148) 앞서 이 두 고분은 크기와 입지로 보아 왕묘로 보았고, 따라서 남성 피장자인
데, 남성 태환군의 경우 A군이 없으므로 세환군으로 추정한 바 있다.

149) 본고의 월성북고분군 분석 대상 중에서, 착장이식이 확인되면서 착장위세품이 
2점 이상인 고분은 세환군 45기, 태환군 30기로 1.5:1의 비율을 보인다.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된 지방 고분에서는 세환군 39기, 태환군 18기로 적석목곽묘보다 
높은 2.2:1의 비율을 보인다. 

150) 월성북고분군 옹관묘의 이식 출토와 관련하여 볼 만한 사례로는 인왕동 668-2
번지 1호 옹관묘가 있다. 여기에서는 금제이식의 수식부만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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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후천적으로 획득이 가능하

였던 것으로 보인다.151) 금령총의 예로 보아 최소한 아동기에는 접어 들어

야 해당 역할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 것 같다.

한편 일본의 고훈시대 전기~중기 초 고분의 부장품을 분석한 결과에서

도 본고와 유사한 결론이 도출된 바 있어 주목된다. 白石(2003)은 다수의 완

륜형석제품이 부장된 고분을 무기와 갑주의 부장 여부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를 무기와 갑주의 부장이 희소한 것(A류)과 다량 부장되는 것(B류)로 나누

고, 전자를 주술적·종교적 수장으로, 후자를 정치적·군사적 수장이되 주술

적·종교적 성격도 겸비한 것으로 보았다. 전자의 경우 여성이 많고 후자의 

경우 남성이 많았을 것으로 보고, 그 근거로는 삼국지 위지 왜인전에 남동

생이 卑彌呼를 보좌한 것 등의 사료를 들었다. 그리고 양자가 조합을 이루

는 양상을 ‘聖俗의 二重首長制’라 칭하였다.

사실 白石의 논증은 분석 대상 고분이 수 기에 불과하고, 피장자의 성

별에 대한 실제적인 검토가 결여되어 있는 등 문제점이 있으나, 권력의 성

격에 따른 분장이 무덤 자료에서 감지된다고 본 점은 크게 보아 본고의 분

석 결과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문제는 신라와 일본의 고총기에 이러한 

권력의 분장이 왜 공통적으로 일어나며 그 배경은 무엇인가하는 점이다. 그

것은 분할되는 권력의 성격을 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경우 모두 무력 및 경제력, 그리고 이념적 권력의 분할이 고총, 즉 기념

물의 축조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주지하다시피 신진화론적 관점에서 권력의 원천은 경제, 무력, 이념으로 

분할되며(Earle 1997), 이와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권력의 세 가지 측면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력으로 나누어 보기도 한다(Yoffee 2004). 이 중 

후자의 관점에서 경제적 권력은 잉여의 생산과 축적을 통해, 정치적 권력은 

군사조직 등 전문화된 집단을 통해, 사회적 권력은 공공상징의 창조와 의례, 

151) 다만 지방의 옹관묘에서는 분명한 이식의 출토 사례가 소수 존재하여 대조를 
이룬다. 대표적인 것이 임당 7호 옹관묘에서 출토된 수식부가금제세환이식인데, 
주환의 크기가 15mm정도에 불과하여 본래 소아용으로 제작된 것 같다. 이는 착
장위세품의 지방 제작 사례와 함께 볼 때 지방 엘리트 단위에서 자치적인 세환-
태환 분장을 비롯한 착장위세품 수여가 일부 있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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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의 축조를 통해 획득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세 가지 측면은 서로 획

득하는 수단이 다르지만 이들에 대한 통제 강화가 서로 지지하고 공진화하

면서 사회복합화가 진전된다고 본다(Yoffee 2004: 34-38). 

신라 사회에서 고총의 축조와 세환군과 태환군의 분할, 복식제도의 성

립을 통한 계서화,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장규범의 성립, 성별 역할의 분화 등

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회 내외적인 여건의 

충족을 통해 사회복합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는 시점이기 때문일 것이다. 결

과론적 해석이지만,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기념물로써 고대한 봉토를 갖

추고 막대한 양의 부장품을 갖춘 적석목곽묘는, 이전 시기와는 다른 차원으

로 잉여가 축적되었음을 자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그렇게 축적된 잉여의 과

시적 소비를 통해 신라 엘리트들이 얻고자 한 바는 사회적 질서의 전시를 

통해 통제와 지배를 강화하려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과시적 소비와 전시 자체만으로는 그러한 목적의 달성이 

어렵고, 공동체 단위에서 특정한 이념을 바탕으로 한 종교적 의례가 배경이 

될 때 경제적, 이념적 권력의 상승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마립

간기에는 초기적인 행정조직은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고도화된 

관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시기로152), 왕은 존재하였으되 완전히 중앙집권화

된 지도력이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일정한 권력의 분장이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한편 이사금기까지의 신라 초기 왕은 탄생 신화와 행적, 죽음에서 알 

수 있다시피 司祭王적 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羅喜羅 1999

).153) 동시에 기원전후에서 4세기대에 이르기까지 부장품의 성격 변천 과정

을 통해 수장의 기능 변화를 추정하여 보면, 의기류의 축소와 철기, 무기류

152) 법흥왕 7년(520)에 관등과 공복이 제정되었다는 기사를 관등제와 연결짓는 해
석이 일반적이고, 그를 전후한 금석문 기록을 통해 볼 때 그 이전에도 일부 관
등이 존재하였으나 경위 17관등이 정비된 것은 법흥왕 7년이라 한다(전덕재 
2010).

153) 이는 왕명 차차웅에서 잘 드러난다. 三國遺事 卷一 紀異第一 南解王, “稱或曰
次次雄或作慈充. 金大問云 次次雄方言謂巫也. 世人以巫事鬼神尚祭祀故畏敬之, 遂
稱尊長者爲慈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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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로 미루어 보아 제의적인 것에서 지속적으로 정치군사적인 측면으로 

변화하여 왔던 것으로 지적되었다(權五榮 1997). 사제적 성격의 권력이 정치

적, 군사적 성격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은 이념적 권력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

은 아닐 것이며, 권력의 공진화를 염두에 둘 때, 그리고 초기적인 행정 조직

을 염두에 둘 때 상위 엘리트 내에서 수평적인 분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 

즉 원삼국시대 이래 사회복합화와 생산력의 증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권력과 이념적 권력의 분장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생각된다. 사회

적 잉여의 생산 및 관리와 군사력을 비롯한 인력의 동원, 그리고 의례적 역

할의 수행 등을 초기적인 행정조직에만 기반하여 왕을 위시한 소수의 최상

위 엘리트가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효율성을 위한 

역할분담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앞서 본 성별에 따른 역할 구

분과 함께, 세환군과 태환군의 권력분장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을 잘 축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왕의 친누이로 하여금 시조묘의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성별에 의한 역할 분담과 정치적 권

력과 이념적 권력의 분장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세환군과 태환군에 의한 권력분장이 언제까지 이어졌는지는 확실히 알

기 어렵다. 종래의 세환이식과 태환이식 자체는 석실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부장되지 않지만 그것이 곧바로 권력구조의 개편을 의미하는지는 불투명하

다. 하지만 마립간기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대체한 불교의 도입과, 관료제를 

통한 중앙집권화는 이념적, 정치적 권력의 진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 마

립간기 방식의 권력 분장은 법흥왕대의 불교공인 및 율령반포와 함께 폐기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645년에 건축되었다고 하는 황룡사지 목탑의 

초석 하부에서 태환이식이 출토된 점에서, 기존의 의미를 상실한 장신구로

써 상당기간 존속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출토 유물상의 비교를 통해 착장 이식의 의미를 추론하였으

며, 그 결과 경제적, 정치적 권력과 이념적, 종교적 권력의 분장을 상징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양상이 성별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를 갖고있는 바, 

그러한 점에서 착장 이식은 성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적석목곽묘 피장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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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수평적으로 양분하는 사회 구조화 원리이기도 하였다. 다만 이는 어디

까지나 제도와 조직이 완비되기 이전까지의 과정적인 것이었고, 이식을 착

장할 수 있었던 계층에만 한정되는 것이었다.

4) 적석목곽묘의 구성 원리와 월성북고분군 축조집단의 사

회구조

이상의 검토를 통해 볼 때 적석목곽묘와 그 하위묘제를 포괄하는 월성

북고분군은 피장자의 성격을 구분하는 몇가지 원리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었

다. 첫째는 계서로써, 착장위세품의 누층적 구조에 따라서 복식을 통해 수직

적인 구성원리로 작용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넓은 틀에서 보아서는 

묘제가 하나의 계서 표현 방식으로써 작용하였으며(최병현 2016a), 고분의 

입지 또한 계서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왕릉군에서 보다시피 왕을 

중심으로 한 최상층은 배타적인 묘역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

이다. 

다음으로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수평적인 구성원리를 갖는데, 첫째는 착

장 이식이고 둘째는 성별이다. 앞서 논증한 바와 같이 착장 이식은 상보적

인 관계를 갖는 권력의 분장이 복식에서 표현된 것으로, 적석목곽묘 피장자 

집단을 수평적으로 분할한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남성 태환군은 최상층에 

존재하지 않는 등, 내부적으로 계층적인 차별화가 감지되기도 하나 기본적

으로는 수평적 구성원리이다.

성별은 현재 자료로 보아 착장 이식보다 나중에 추가되는 수평적 구성

원리로써, 묘곽 형식과 착장위세품이 남성과 명백히 다르게 구성되었으나 

차등을 두어 차별화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토기의 부장량은 열세이나 착

장위세품의 수와 재질에서는 월등하기 때문이다.

월성북고분군의 비적석목곽묘 또한 성별과 내부적인 계서에 따라 수평

적, 수직적으로 구조화되었을 것이지만,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 또한 늦은 시기의 석실을 제외하면 태환이식이 출토되는 사례는 극소

수에 불과하여, 적석목곽묘 피장자 집단과는 달리 착장이식에 의한 분화는 



- 272 -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장자 간 분화가 미약한 양상은 상위 엘

리트 무덤에서 분화가 뚜렷한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비적석목곽묘 피장자 

집단이 기본적으로 피지배 계층이었음을 시사한다.

월성북고분군의 피장자는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구조화되어 있었으

며, 성별과 계서, 이식이 피장자를 구분하는 기본적인 기준이었고 이것이 무

덤에 잘 표현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적석목곽묘 피장자 

집단은 성별과 착장이식에 따라 수평적으로 4개 복식군이 분리되고, 각 복

식군은 착장위세품의 누적적 구성, 즉 이식→대장식구→관류의 부장 또는 

착장을 통해 위계적으로 계서화된다. 

성별과 착장 이식, 계서 등 피장자 성격의 제 측면에 따라 적석목곽묘

의 위세품, 토기와 철기, 유구 등이 구성되는 양상을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

대로 간략히 정리하면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표에서는 구체적인 

상관 계수나 출토율, 부장량은 모두 생략하고 최소한의 관계만을 표시하였

지만 큰 틀에서 피장자 성격에 따라 적석목곽묘의 여러 측면이 어떻게 구성

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다. 그 중에는 태환군 간의 연접이 사실상 금지되

는 것과 같이 예외없이 지켜지는 경우도 있지만, 태환군에 등자·성시구·

갑주가 부장되는 등 극소수 상위위계 고분에서는 예외가 있는 것도 있다.

현재 안에서는 철기와 토기의 부장량이 성별과 착장 이식에 따라 多少
가 나뉘는데, 보다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구해볼 수도 있다. 성별에 따라 토

기 부장량의 다소가 결정되고 착장 이식에 따라 철기 부장량의 다소가 결정

되기 때문에, 4개 복식군 중에서 어느 것에 속하느냐에 따라 토기와 철기 

부장량의 대략적인 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모델

을 설정하면 <그림 61>의 상부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철기 출토량과 토기 출토량을 xy그래프

로 나타내었을 때, 남성 태환군은 토기 출토량이 많고 철기 출토량은 적을 

것이기 때문에 A~0 사이의 구역에 위치할 것이되 계서가 높을수록 부장량

이 많아 0점에서 멀어질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여성 세환군은 토기 출

토량은 적고 철기 출토량은 많을 것이기에 D~0에 해당하는 구역에 위치할 

것이다. 남성 세환군은 토기와 철기 모두 부장량이 많기에 B~0구역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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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구성요소
피장자 성격

성별 계서 착장 이식

위
세
품

착장위세품 천의 착장 여부
이식→대장식구→

관류의 누층적 구조

세환군, 태환군의  
분할

대도의 착장 여부

무구·마구 상관관계 없음
구성차이 없음
상위위계 금장, 

은장

태환군의 
등자·성시구·갑주 

부장 제한

토
기
·
철
기

토기 
부장량

남성 多, 여성 少 상위위계 多
하위위계 少 상관관계 없음

토기 
기종구성

남성묘 부곽에 
연질조리용기, 배류에서 

이단고배 중심
여성묘 연질조리용기 없음
배류에서 일단고배, 개배 

중심

상위위계와 
하위위계 간 큰 

차이 없음
상관관계 없음

철기 
부장량

차이 없음
상위위계 多
하위위계 少

세환군 多
태환군 少

철기 종류
대차 없음

철서 여성묘 한정 가능성
상위위계 종류 多 
하위위계 종류 少

세환군 무기류 多
태환군 무기류 少

유
구

형
태 

및

배
치

묘곽 형식
남성 부곽 설치
(1A, 1B, 2A, 2B)

여성 부곽 미설치(2C)
상관관계 없음 상관관계 없음

연접배치
여성묘 선축, 남성묘 
후축의 연접 불가

연접은 동일 계서 
중심으로 이루어짐

태환군 간 연접 
불가

군집화
(왕릉군)

남성묘 주분, 
여성묘 종속분

-
주분은 세환군 

추정, 태환군 1기가 
주분과 짝을 이룸

군집화
(왕릉군 외)

남성묘, 여성묘 모두 주분 
가능

-
표형분 중에 

세환-태환 짝을 
이루는 경우 있음

비
고

세환군과 태환군의 숫자상 비는 1.5:1
세환군의 성비는 남녀 6:4, 태환군의 성비는 남녀 4:6

<표 36> 피장자의 성격에 따른 적석목곽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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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기 출토량

여성 세환군
(토기少철기多)

토
기
 출
토
량

여성 태환군
(토기少철기少)

남성 세환군
(토기多철기多)

남성 태환군
(토기多철기少)

A

0

B

C

D

<그림 61> 성별과 착장 이식에 따른 토기·철기 부장량 모델(상)과 실제(하)

(n=23, 황남대총 남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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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환군은 토기와 철기 모두 부장량이 적어 C~0구역에 위치할 것이다. 또한 

계서에 따라 부장량이 증가하므로 각각의 복식군은 서로 다른 증가 경향을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의 검증을 위해 4개의 복식군과 토기·철기 부장량을 비교해 보면, 

<그림 61>의 하단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설정한 모델과 거의 동일한 양상

이 나타난다. 여기서는 4개의 복식군이 보여주는 출토량 회귀선의 기울기에

서 보다시피 각각의 부장 경향은 모델을 통해 예측한 대로 뚜렷이 달라, 피

장자의 성격 중에서 성별과 착장 이식의 조합이 토기와 철기의 상대적인 부

장량을 사실상 결정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표 36>과 <그림 61>을 기반으로 하여 볼 때,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적석목곽묘의 여러 부분이 정형적으로 결정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할 

수 있다. 특히 피장자의 성별과 착장 이식으로 적석목곽묘 부장 경향의 큰 

틀은 대부분 결정되어, 4개 복식군 중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면 

토기와 철기의 부장 경향을 예측할 수 있다. 착장위세품을 통해 계서에 대

해 알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토기·철기의 전반적인 부장량, 그리고 봉토의 

크기 또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복식군에 대해 부장 

경향을 요약하면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처럼 적석목곽묘는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매우 구체적인 규

범을 바탕으로 축조된 것으로써, 조묘자에 의한 임의적인 간섭이나 피장자 

개인의 선택에 의해 그것이 교란된 경우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적어도 황남대총 북분 이후로는 정형화되어 준수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정도로 제도화된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적석목곽묘에는 성별과 착장 이식에 따른 수평적 분화와, 착장

위세품의 구성에 따른 수직적 분화 등 당시 경주지역 엘리트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사회 질서와 구조가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부장품

의 세부적인 구성 정형을 통해 그것을 보강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

지나 무덤에 표현된 것으로써,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실

제 신라 사회의 구조를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다소 지

나치게 낙관적인 관점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되 이상화된 질서를 상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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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한 것에 가까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립묘지를 예로 들면,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계서와 수평적 분화는154) 우리 사회의 일부분을 특정한 형태

로 이상화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념물적 형태로 표현한 것이기에, 사회

의 특정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였지만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만약 현충원의 국립묘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 사회구조를 복원한다고 하면, 관점에 따라서는 실제와 상당히 다른 형태

가 될 것이다.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묘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기서 신라 엘리

트들이 의도한 사회적 질서를 읽을 수 있는 것이며, 유구와 유물을 통해 그

것을 표현하고 어떻게 스스로를 구조화하였는지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154) 우리나라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생전의 사회적 계서
의 특정한 측면(대통령, 장군, 사병 등), 직능과 역할(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업적과 사후의 평가(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등) 등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매장 자
격, 묘역의 면적, 매장 구역 등이 세세히 규정되어 있다. 즉 피장자의 성격이 구
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무덤에 표현되도록 하는 일련의 체계가 존재하며 거기에
는 우리 사회가 중시하는 이념과 질서, 조직과 구성이 반영되어 있지만, 그 결과
물이 반드시 사회 구조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복식군 

주요 특징

남성 세환군
(甲)

남성 태환군
(乙)

여성 세환군
(丙)

여성 태환군
(丁)

착장 이식 세환이식 태환이식 세환이식 태환이식

천 착장 불가 불가 가능 가능

대도 착장 가능 불가 가능 불가

성시구·갑주·

등자 부장
부장 가능 부장 불가 부장 가능 부장 불가

토기 부장량 多 多 少 少

철기 부장량 多 少 多 少

묘곽 형식
1A, 1B, 
2A, 2B

1A, 1B, 
2A, 2B

2C 2C

<표 37> 피장자의 복식군에 따른 적석목곽묘의 부장 경향과 묘곽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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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엘리트들에 의해 물질화(Earle 1997; DeMarrais et al. 1996)된 그들의 

세계관과 사회질서를 볼 수 있는 것이다.155)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파악한 

월성북고분군 피장자 집단이 무덤에 표현하고자 한 구조 및 구조화의 원리

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6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절에서는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의 제 측면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피고, 그 과정에서 성별과 착장 이식이 가졌던 사회적 의미에 대해 논하

였다.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적석목곽묘의 여러 측면을 

구성하였는지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피장자 성격 요소들이 수평적, 수

직적으로 결합하여 월성북고분군 엘리트들을 어떻게 조직화, 구조화하였는

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적석목곽묘에는 신라 엘리트의 내부적 

질서와 분화가 피장자 성격의 제 요소 및 그에 따른 부장 규정을 통해 표현

된 결과물이자 공동체의 기념물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지방의 고분에

서도 적석목곽묘와 유사한 방식으로 피장자 성격이 구성되었음을 앞서 본 

바 있다. 그에 대한 고찰 또한 필요한 바, 다음 절에서는 경주 외 지방 고분

에서 나타난 피장자 성격의 함의는 무엇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55) Earle(1997)의 견해에 따르면, 이념은 의례, 상징, 기념물을 통해 ‘물질화
(materialization)’하여 지배 엘리트들에 의해 전략적으로 창조·조작되어 권력의 
유지와 창조에 기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적석목곽묘 조묘자 집단이 장
기간에 걸쳐 무덤에 표현하고자 한 사회적 질서와 이념은 물질화의 대상이며, 
거기에 나타난 피장자 성격과 그에 수반된 부장 방식들은 물질화의 구체적인 실
행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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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혈식석곽

   석재충전목곽

   점토충전목곽

②

④

여성 남성

비적석목곽묘

②

왕릉군

세환군

(丙)

세환군

(甲)

태환군
(丁)

태환군

(乙)

이식

대장식구

관류

적석목곽묘

계

서

①

③

묘곽 형식

지상적석식

상부적석식

<그림 62> 월성북고분군 피장자집단과 주요 구조화 원리의 모식도

①: 계서 ②:착장 이식 ③:성별 ④:묘제 

(※甲~丁의 부장 경향은 <표 3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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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 고분의 피장자 성격 표현의 정치적 함의

이번 절에서는 지방 고분의 피장자 성격 표현이 나타내는 정치적 함의

에 대해서 고찰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석목곽묘와 지방 고분은 피장자 

성격의 구성과 표현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적

석목곽묘에서는 성별에 따라 묘곽 형식이 결정되었으나, 지방 고분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착장 이식과 관련하여 볼 때에

는 세환군의 모관을 제외하면 양자가 위세품의 착장에 있어서 동일한 규정

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른 무구·마구와 철기의 부장도 동일한 양상을 

나타냈다. 계서에 있어서는 성별의 판단이 불가한 관계로 적석목곽묘와 동

일한 방식으로 판단이 어려웠으나, 대체로 이식-대장식구-관류로 이어지는 

누적적 구성은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을 함의하는지 고찰하고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 지방 고분의 구성 정형과 그 함의

주지하다시피 경주 외 낙동강 이동의 고총이 갖는 정치적 성격에 대해

서는 오래 전부터 논쟁이 있어 왔다. 주로 매장주체부의 형태와 재료, 토기

의 양식적 특징에서 나타나는 지역성을 어떻게 해석하는 지가 주된 논점이

었다.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통일성에 중점을 둔 입장에서는 신라 고분 

내의 지역적 변이로 보며(崔秉鉉 1992), 1990년대 중반부터는 그 배경에 위

세품의 사여론(李漢祥 1995; 李熙濬 2002)과 간접지배설(朱甫敦 1996; 李熙濬 
1998)이 추가되면서 한층 입지가 강화되어,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고총체계(金大煥 2004; 金龍星 2004)로 설명하고 있다. 반대로 각지의 개성

에 중점을 둔 입장에서는 그러한 지역성을 가야 소국 내지는 정치적 독립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며(李殷昌 1970, 1982; Kwon 1991; 김두철 2011a, 

2011b), 최근에는 사여론에 대한 반론으로 위세품의 지방제작이 적지 않음

을 들어 양식적인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문화적 자극에 의한 모방 제

작의 결과 나타난 유사성으로 해석한다(金斗喆 20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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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논의의 핵심은 양식적 지역성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이다. 양식론의 

측면에서 보면 결국 같음과 다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로 환원되는 측면이 

있어, 방법론적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고분 자

료에 나타난 피장자 성격의 구성과 그 표현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앞 절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단편적인 부장 관습이 아니라 피장자를 중심

으로 구조화된 복잡한 부장 규정의 체계이며, 나아가 적석목곽묘 축조집단

의 사회 질서와 구조를 물질화하는 규범이었기 때문이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묘와 지방의 신라 고분

은 피장자의 성격과 관련하여 공통적인 측면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양쪽 모

두 착장 이식을 중심으로 일정한 공반 착장 양상을 보이며, 이는 서로 다르

지만 상보적인 성격의 권력 분장으로 해석되는 바 월성북고분군과 지방에서 

공통적인 엘리트의 구조화와 분화를 시사한다. 또한 적석목곽묘와 동일한 

양상으로, 낙동강 이동 여러 지역의 고분에서도 세환군과 태환군은 차별적

인 무구·마구류의 부장 양상을 갖고, 동시에 무기류의 부장량과 출토율에

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재갈·행엽·운주·안교 등의 마구는 부장비에 

다소 차이는 있어도 공통적으로 부장되지만, 등자·성시구·갑주는 태환군

에는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부장하지 않으며, 세환군과 태환군은 전

반적인 철기류의 부장량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무기류에서 그러하였

다. 

이상의 분석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축적된 신라 고분 자료 중에서 착장 

위세품이 2점 이상 출토된 모든 고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철기의 분석은 

출토 유물이 전량 보고된 모든 고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지역적으로도 

경주에서부터 경산, 대구, 창녕, 양산, 의성, 성주, 강릉 등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자료의 편중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처럼 광범위한 시

공간을 아우르는 자료에서 착장 이식을 중심으로 강한 정형성이 관찰된다는 

것은, 낙동강 이동지방 전역에서 고총기 동안 조묘자들이 장례 의례 내에서 

일관적인 행위를 장기적으로 반복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의 

반복성과 일관성, 정형성은 피장자와 조묘자의 임의적인 간섭을 제한하는 

장례 의례상의 규범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는 피장자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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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부장 유물의 구성이 결정되는 모종의 의례적 규범과 부장 정형이 

존재하였고 그것이 고총 축조기 동안 경주를 중심이자 정점으로 하여 공유

되고 준수되었음을 시사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금속제 모관의 착장과 같은 일부 측면에서 적석목곽

묘와 지방 고분 사이에는 차이가 확인되나, 그 차이점에서도 지역 별로 모

두 다른 것이 아니라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묘 / 지방의 수혈계 묘제로 

구분되어 일정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이지, 각 지방 별로 강한 지역차를 

보이는 것이 아니다.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는 금속제 모관의 착장도, 각 

지방에서 제각각인 것이 아니라 세환군과 태환군의 구별을 바탕으로, 지방 

고분의 세환군에만 엄격하게 한정되고 태환군에서는 착장이 전무한 점에서, 

경주지역의 적석목곽묘에서 유래한 세환군과 태환군의 구별을 그 바탕에 두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착장위세품의 공반

양태, 등자·성시구·갑주의 차별적 부장, 무기류의 차별적 부장 등이 공통

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보아 낙동강 이동 지방의 모든 고총기 신라 고분은 모종의 공통된 

의례적 행위와 선택 하에서 조영, 운영된 것일 가능성이 크며, 그것이 아니

면 착장 이식에 따른 착장위세품의 공반 양상의 정형성과 그에 따른 마구, 

무구의 차별적 부장을 중심으로 한 고분 자료 내에서 관찰되는 일관성을 설

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즉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부장품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규범은 월성북고분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일정한 과정을 거

쳐 지방 엘리트에게도 전달되고 준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범의 배경에는 신라 엘리트들이 스스로를 규정하고 정의하는

내부적 질서와 분화가 있으며, 이러한 이념적 측면이 장례의례의 결과물이

자 기념물인 고총을 통해 구현된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피장자 성격의 측

면을 공유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장례의례의 실행 방식까지 공유한다는 

것은 단순한 부장관습의 공유가 아니라 의례적 차원에서, 그리고 그 배후의 

이념적인 차원에서 통합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간접지배론에서는 지방 엘리트를 포섭하기 위해 착장형 위세품을 하사

한 것으로 보는데(朱甫敦 1996; 李漢祥 1995, 1997), 본고의 분석에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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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신라 고분에서 나타나는 정형성은 착장유물을 넘어서서 부장품의 종류와 

구성, 그리고 무덤의 배치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

는 단순히 위세품의 하사를 통한 지배종속 관계의 형성으로 해석될 수 없으

며, 장례 의례를 위시한 의례적 규범, 나아가 엘리트의 분화를 비롯한 사회 

조직화 방식과 이념적 측면까지 신라 중앙에서 파급되었고 지방에서는 그에 

대한 수용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보다 전면적으로 사회 조직과 구조적

인 측면에서의 동화로 해석되며, 그러한 바 이를 반드시 지배와 피지배, 정

복과 복속의 관점으로 보고 그 여부만 판별하려 한다면 그 과정에 대한 적

절한 이해를 놓치기 쉽다. 신라 영역에 편입된 지역에서 반드시 신라토기가 

일색으로 부장되는 현상의 이유가 무엇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이희준 

2015), 본고의 분석을 통해서 볼 때 그 배경에는 지방 엘리트가 사회 조직

과 구성에서, 그리고 이념적인 차원에서 신라 중앙에 동화된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피장자 성격과 신라 고분의 지역적 다양성

위에서 살펴본 고분의 구성적 측면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모두에서 

언급하였듯 낙동강 이동 지방의 신라 고분에는 지역적 다양성이 존재한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신라 토기는 크게 하나의 양식으로 묶을 수 있되 분명

히 구별되는 독특한 지역 양식이 존재하고, 묘제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수

혈식석곽에서 출발하지만 묘곽의 배치, 매장주체부의 설치 재료, 설치 방식

에 있어서 지역성이 뚜렷하며(李熙濬 1998, 金大煥 2004, 金龍星 2004), 주피

장자와 순장자를 배치하는 방식(金龍星 2002)도 그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여러 보고에서 금은제 착장형 위세품도 지방 제작이 이

루어져 지역색이 분명한 경우가 있고, 마구 또한 지역별로 상이한 양식을 

보여(김두철 2011a), 상당 부분은 지역 제작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의 연

구에서는 지방의 고총에서 간취되는 이러한 지역성을 근거로 제 지방의 정

치적 독립성을 강조하여 별개의 정치체로 보거나(金斗喆 2011b), 간접지배를 

전제로 지방 지배층의 의례적 정체성이 표현된 것이라 보았다(金大煥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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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착장 이식을 중심으로 한 피장자 성격과 그에 대한 표현에서 사실상 

동일한 규범이 적용되어 있음이 드러난 바, 이러한 지역성은 지역적 독립성

이나 정체성이라기 보다는 신라식의 의례를 지역단위에서 수행하는 과정에

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156) 

이러한 관점에서는 고분 부장품으로서 신라토기의 정형성은 결국 매장

의례법의 보급과 공통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토기에 나타나는 지역 간

의 양식적 차이는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성주 2009). 그러므로 토기 양식이 점차 통일

양식토기로 수렴하는 현상의 동인, 즉 양식적 선택압(李熙濬 1996a)의 배후

에는 의례적 공통성이 전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신라 고분에서 확인되는 지역성의 본질은 월성북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피장자 성격의 구성과 그 표현이 기본적으로 신라식 금공품이 출토되는 

지역에서 공유된다는 것이 파악될 때 이해할 수 있다. 이식(이현정·류진아 

2011), 대장식구(김도영 2018), 대관(김재열 2010; 박보현 1987)등 여러 착장

위세품의 지방 제작 사례가 존재하지만, 이 또한 정치적·의례적 독립성이

나 단순한 모방 제작의 결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단순히 위세품만을 입

수하여 착장하거나 모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피장자 정체성의 표

현과 부장양상의 공통성, 연접 양상의 특이성 등을 적석목곽묘와 함께 공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제작된 착장위세품이라 하더라도 신라권 내에서 피장자의 

성격과 관련하여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고분의 다른 속성과 연계되어 있어

야 비로소 정치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므로(李熙濬 2005), 대부분

의 지역제작 위세품은 이념적, 정치적 통합을 바탕으로 신라 중앙의 허가 

내지는 합의를 통해 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고총기 후반에 중소

형분묘에 다른 위세품 없이 단독 부장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사례로 볼 때, 

156) 다만 묘제는 적석목곽묘가 경주지역에만 한정되고 타 지역에는 축조가 제한되
는 것으로 보아 어떤 규제가 작용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점에서 경주
의 엘리트들이 의도한 것은 완전한 동화가 아니라 차별을 전제한 동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은 추후 제도화하여 경위제와 외위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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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방식을 모방하여 지역단위에서 금공품을 제작, 사여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황종현 2011). 그러나 이는 대관이나 소환이식 등 일부 품목

에만 한정된 것으로 보이며, 어디까지나 지역 소단위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착장위세품의 공급과 소비는 반드시 경주 중심의 사여체계에 의존한 것

이 아니며, 토기의 지방제작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 단위 엘리트들에 의한 

자체적인 공급과 소비를 포함한 능동적인 참여가 허용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세품의 지방 제작을 정치적 독립이나 단순한 

모방제작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지방 제작품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일정한 공반양상, 즉 피장자 성격의 구성과 부장양상이 월성북고분군의 적

석목곽묘와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이처럼 구체적인 수준에서 동일한 

의례적 정형성은 이미 여러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공통의 이념적 배경을 갖

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양상이기 때문이다.

신라의 고총은 특정한 이념적 배경 하에 막대한 잉여를 이용하여 기념

물로써 구축한 것이고, 지방 엘리트들은 지역 단위에서 자신들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유리하였기 때문에 적석목곽묘 축조집단의 사회 질서와 이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고총기 동안 세환군과 태환군으로 분리된 복식군

과 부장규범을 바탕으로 축조된 각지의 지방 고분이 이를 잘 보여주며, 누

세대에 걸친 축조 과정에서 지방 엘리트들은 점차 신라 중앙에 동화되어 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신라 고총의 확산은 신라의 물리적 지배력의 확

대에 있다기보다는 신라 중앙의 이념적, 사회적 질서를 지방 엘리트가 적극

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역단위에서 재생산한 데에 있을 공산이 크다. 지역단

위의 재생산 과정에서 토기에서 지역양식이 발생하였고(이성주 2009), 매장

주체부의 축조 방식이나 피장자의 배치 방식에서도 그러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고총기는 적석목곽묘 축조집단의 사회질서와 구조를 다른 지역에 

준용하고 지역 엘리트는 이를 수용하여 신라 중앙에 동화하는 시기였던 것

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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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 고분 구성의 핵심 요소로써 피장자 성격

이번 장에서는 앞서 이루어진 피장자 성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월성

북고분군 내에서의 사회적 함의와 그 바깥에서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 고찰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피장자 성격의 제 측면이 적석목곽묘 자료 내에서 형

성되는 과정을 검토하였으며, 성별과 계서, 착장 이식 등 세 측면을 모두 관

통하는 요소는 착장위세품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11종

의 착장위세품은 기원이나 등장 시점 등이 다양하지만, 일정한 공반양상을 

보이면서 피장자의 신체에 착장되는 시기는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의 분화 시

점과 대체로 일치하며 신라 전기의 1B기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시기

는 고총기 신라양식 토기의 성립, 적석목곽묘의 축조, 신라 고분의 고총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여, 신라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때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런데 성별에 의한 분화는 그보다 늦어 신라 전기 2기의 황남대총 북

분에서 정형화된 여성묘가 처음 나타난다. 이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사회적 

구분이 계서에 의한 수직적 구분과 이식에 의한 수평적 분화보다 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사회 복합화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형태의 무덤

을 축조한다는 것은 성별에 대한 인식이 점차 구분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

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남성묘와 여성묘에 나타난 차이는 장례 

의례의 맥락 내에서 위세 형성 방식의 차이로 인한 부장 규정의 차이로 보

았다. 토기 부장량에서는 남성묘가 압도적이었으나 철기 부장량에서는 동등

하였고, 착장위세품에서는 여성묘가 오히려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착장 이식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세환군과 태환군의 무구·마구

와 철기 부장 경향이 뚜렷이 다른 점에서 추론이 이루어졌다. 전자는 경제

력과 무력을 바탕으로 하는 세속적 권력을, 후자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적 권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권력의 분장에 따른 신라 엘리트의 

평면적 분화로 판단하였다.

이상에서 적석목곽묘의 피장자 집단은 성별과 착장 이식의 두 가지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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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평면적으로 분화되어 남성 세환군, 남성 태환군, 여성 세환군, 여성 

태환군의 네 가지 복식군으로 분리되었고, 각각은 계서에 의해 수직적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각 복식군은 유물과 유구에 있어 뚜렷이 차별화되는 부장 

규범을 갖는 바, 적석목곽묘에는 이러한 원리에 의해 구조화된 신라 사회의 

질서가 이상화된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월성북고분군에 나타난 피장자 성격이 갖는 함의가 이러하였다면, 지방

의 고분에서는 착장 이식을 중심으로 한 측면이 적석목곽묘와 같은 방식으

로 반복되고 있었다. 착장위세품의 공반 양상이나 무구·마구 및 철기류의 

부장 경향, 연접축조 양상 등이 적석목곽묘와 대부분 동일하였던 것이다. 이

는 바는 경주 내부의 사회적 질서와 구조가 다른 지역에 준용되었고 지역 

엘리트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음을 시사한다. 신라 고분에서 나타나는 

지역성은 그러한 지역단위의 재생산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적석목곽묘에 나타난 피장자의 성격은 신라 사회의 

구조화 원리이자 신라 엘리트의 이념과 사회 질서를 물질화하는 단위이기도 

하였다. 본고에서 새로이 드러난 피장자 성격에 따른 신라 고분의 구성 방

식은 고총기 동안 준수된 신라 고분 조묘자 집단에 의한 신라 엘리트 이념

의 물질화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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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결론

본고에서는 적석목곽묘의 구성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지점은 무덤의 주인공인 피장자라는 판단 하에, 피장자의 정체성에 접

근할 수 있는 여러 개념 중에서 피장자 성격을 선택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적석목곽묘의 구성 원리를 파악하고 그 축조 집단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 논

의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사적 검토를 통해 살펴본 바,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에 대

해 논한 기왕의 논고는 고분의 계서와 피장자의 성별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

행되어 왔으며, 특히 성별은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이 각각 남성과 여성에 대

응한다는 이식-성별 가설을 전제로 하고 있었음을 보았다. 따라서 본고의 

검토 대상인 피장자 성격의 주요 측면은 착장 이식과 성별, 계서로 정리되

었으며, 각 측면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중심으로 적석목곽묘의 유물과 유구

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착장 이식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착장 이식과 현존하는 신라 고분 

출토 인골 자료를 대조하여 검증하였으나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지나치게 

많아, 이식-성별 가설은 재고를 요하게 되었다. 다만 인골 자료는 그 숫자가 

매우 적어,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별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동시에 착장 이식은 성별과 무관한 것으로 드

러났만 중요한 복식의 요소임이 연구사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므로, 피장자 

성격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설정하고 그 의미를 궁구할 필요성 또한 제

기되었다.

대안적인 성별 추정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인간 신체의 성별이형성에 

기초한 착장 유물의 계측적 해석이었으며, 먼저 야요이시대 패천을 다룬 관

련 연구사례를 검토하여 인간 유체가 직접 잔존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

도 간접적인 신체 반영물을 통해 성별을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방법의 적용에 유리한 신라 고분 출토 유물은 천으로 판단하고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신라 고분의 천은 기본적으로 금속제로, 원형으로 

닫혀 있기 때문에 손끝에서 손등을 지나 손목 또는 하완에 착장하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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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손너비의 크기에 따라 착장 여부에 제한이 있게 된다. 손너비 또한 성별

이형성이 나타나므로 천 내경의 분포에서도 그러할 것으로 보고 현존 출토 

사례 108점의 계측치를 종합한 결과 뚜렷한 단봉분포를 보이고 정규성 검정 

결과 그 모집단이 정규분포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성별이형성을 전제로 할 

때 하나의 성별만이 착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일본의 야요이 시대 

남녀 인골이 착장한 채 출토된 패천의 최대 내경, 무령왕비 소유품, 그리고 

현대 성인 남녀가 착장하는 천의 크기와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신라 고

분에서 착장한 천은 대부분의 남성이 착장 불가능한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모두 여성이 착장하는 크기로 제작된 것으로 최종 판단할 수 있었다.

다만 천은 비교적 상위위계 고분에서 출토되고, 시간적으로도 황남대총 

북분부터 착장이 확인되기 때문에, 보다 넓은 범위에서 적석목곽묘 피장자

의 성별 추정을 위해서는 천의 출토 여부를 넘어서서 성별과 관련된 적석목

곽묘의 속성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천의 출토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다른 적석목곽묘의 특징은 묘곽 형식과 관련하여 찾을 수 있었는데, 현재 

확인된 모든 천은 전부 부곽이 존재하지 않는 두부부장단독곽(최병현 2016a

의 2C식)에서만 확인된 것이었다. 반면 부곽이 존재하는 묘곽 형식

(1A·1B·2A·2B식)의 적석목곽묘에서는 단 한 건의 출토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착장위세품이 2점 이상 출토된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묘 52기 중

에서 피장자가 천을 착장한 22기는 예외 없이 2C식이었고, 1A·1B·2A·2B

식 26기 중에서는 피장자가 천을 착장한 사례가 전무하였다. 이에 따라서 

적석목곽묘에서는 묘곽 형식과 피장자의 성별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설

을 설정하고, 현존하는 인골 자료로 이를 검증한 결과 모두 예측과 일치하

여, 피장자의 성별에 따라 묘곽 형식이 결정된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었다.

이제 피장자의 성별에 대한 구체적인 복원이 이루어졌으므로, 성별을 

포함한 피장자 성격의 제 요소에 따라 부장품의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본격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착장위세품과 무구·마구 등 위세품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착장위

세품이 2점 이상 출토된 적석목곽묘 71기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성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여성(평균 5.1점)이 남성(평균 3.1점)보다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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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장율이 크게 높아 우세를 보였으며, 특히 천, 지환, 중공구, 식리 등의 착

장율이 크게 높았다. 성별에 따라 착장위세품의 양과 종류가 이처럼 다르다

면, 착장위세품을 기준으로 한 계서 판단에 있어 양자를 분리하여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반면 기존에 주요한 성별 표지로 보았던 대도가 

남녀 공히 착장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성별에 따른 무구와 마구의 부장양상

은 양자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같은 자료를 대상으로 착장 이식에 따라서 위세품의 구성이 어떻게 달

라지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는데, 세환이식 착장자(세환군)과 태환이식 착

장자(태환군)는 각각 크게 다른 위세품 구성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환

군은 장식대도, 태환군은 중공구수식이 배타적으로 부장되며, 천, 지환, 이

식은 태환군에서 더 높은 부장율을 보였고 대장식구와 경식, 식리의 부장에

는 결정적인 차이가 없었다. 무구와 마구에 있어서도 세환군과 태환군은 크

게 달랐는데, 태환군은 성시구·갑주·등자의 부장이 크게 제한받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등자는 세환군에 있어 70%에 가까운 부장율을 보였으나 태

환군에서 등자 부장 사례는 황남대총 북분, 금관총, 인왕동 20호 등 3례에 

불과하여, 착장 이식에 따른 모종의 부장 정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해석된

다.

이상의 성별과 착장 이식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적석목곽묘 피장자 

집단의 계서를 착장위세품을 기준으로 새로이 설정하였는데, 남성과 여성, 

세환군과 태환군의 착장위세품 구성이 서로 달랐음이 드러났으므로 남성 세

환군, 남성 태환군, 여성 세환군, 여성 태환군의 4개 집단을 서로 분리하여 

착장위세품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 집단이 이식→대장식구→대관

의 착장 및 모관의 부장이라는 누적적 구성을 동일하게 나타내어, A~F군에 

이르는 계서를 설정할 수 있었다. 다만 각 집단마다 성별과 착장이식에 따

라 세부적인 내용이 달랐는데, 가령 천은 여성 피장자만, 대도는 세환군만 

착장하는가 하면, 남성 피장자군은 경식 착장의 정형성이, 여성 피장자는 대

도 착장의 정형성이 낮게 나타나는 식이었다. 그에 따라서 4개 집단은 위세

품의 누적적 구성에 서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 태환군에게는 금속

제 모관이 부장되는 최상위군인 A군이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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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피장자 성격의 세 요소, 성별과 착장이식, 계서의 검토 방

법을 모두 확보하고, 각각에 따라서 토기와 철기의 부장 양상이 어떻게 달

라지는지 검토하였다. 토기의 기종은 12종으로, 철기는 19개 종류로 분류하

고 출토 유물이 전량 보고된 미도굴 적석목곽묘 45기와 거기서 출토된 토기 

4,549점과 철기 4,500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토기의 부장양상에 대해서, 부장량만 알려진 고분을 포함하여 63

기를 대상으로 계서와 관련하여 검토하였는데, 일견 계서와 부장량 간에 상

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성별을 분리하여 검토한 결과 계서와 상당한 상

관관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남성묘는 F~A군으로 계서가 올라감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부장량이 증가하였다. 여성묘는 그와 달리 계서에 따라 토

기 부장량의 증가폭이 크지 않았으며, 따라서 여성묘의 계서 과시 전략은 

토기의 부장량이 아닌 다른 요소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기종 구성과 

계서는 큰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비록 수량에 큰 차이는 있더라도 하위

위계 고분에도 기본적인 기종 구성이 갖춰지는 방식의 부장이 이뤄졌던 것

으로 판단된다. 다만 연질조리용기(연질완, 연질옹, 시루 등)는 부곽에만 부

장되는 기종이므로 남성묘에서만 배타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장자의 성별이 부장 수량과 기종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성별에 따른 토기 부장양상을 좀 더 살펴보면, 배류(이단고배, 일단고배, 

개배)의 부장에 있어서 남성묘는 이단고배 중심인 남분형 토기부장이 주류

인데 반해, 여성묘는 개배와 일단고배 중심인 금관총형 토기 부장이 대부분

으로 나타난다. 결국 배류의 부장양상에서 남성묘와 여성묘는 크게 달랐으

며 이는 토기 부장비의 주성분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 반면 착장 이식은 토

기 부장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토기

의 부장은 피장자의 성별과 묘곽 형식이 연계되어 기종 구성과 부장 비율, 

수량이 결정되었으며, 적어도 피장자 성격의 일부가 묘곽의 설계에서부터 

부장품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변수였음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방법론으로 적석목곽묘의 철기 부장양상 또한 검토하였다. 먼저 

계서와 출토량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철기는 토기보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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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위계 분묘, 특히 황남대총 남분에 의한 독점(전체 출토량 중에서 73%)이 

극심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F~A군의 계서에 따라 철기 부

장량은 증가하지만, 토기에서 남성묘와 여성묘 간에 기본적으로 부장량 차

이가 컸던 것과 대칭되는 양상으로, 철기에서는 세환군과 태환군 간의 부장

량 차이가 컸다. 철기의 종류 별 출토율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세환군은 

높고 태환군은 낮은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철촉, 철모, 대도, 철준 등 무기

류의 출토율과 수량에서 세환군이 우세하였다. 태환군은 상대적으로 철서, 

살포, 쇠삽날, 쇠스랑 등 농기구류에서 출토율이 약간 높았다. 반면 성별은 

상대적으로 철기 부장양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토기와 철기의 부장양상은 크게 보아 기본적으로 계서에 따라 수량

이 결정되지만, 토기의 부장량과 배류의 부장비는 성별에 따라, 철기의 부장

량과 종류는 착장 이식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컸다. 이는 적석목곽묘의 

전반적인 부장양상이 피장자의 계서와 성별, 착장 이식에 따라 사실상 결정

되었음을 의미하며, 피장자의 개인적 특징이나 조묘자 임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부장품의 종류와 양을 통제하는 부장규범이 존재하였음을 강하

게 시사한다. 

이러한 규범의 존재를 상정하였을 때 여러 특이적인 부장사례가 설명되

는데, 가령 황남대총 남북분의 경우, 양자가 신라 고분을 대표하는 최고위계 

고분이지만 토기 부장량에서는 수천 점의 차이가 나는 현상은 동급 피장자

의 성별에 의한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천마총이 금관총보다 

철기 부장량이 압도적인 이유는 착장이식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서봉총

에 등자 부장이 결락된 이유 또한 착장 이식이 태환이식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석목곽묘에는 피장자 성격을 기준으로 부장양

상을 관통하는 일단의 부장 정형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피장자 성격과 적석목곽묘의 배치관계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적석목곽묘의 배치는 크게 나누어 봉토와 호석을 공유하는 연접 축조와, 공

유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간격을 두되 일정 공간 안에 소군집을 이루는 방식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연접축조에 대해 살펴보면, 월성북고분군에서 조사된 연접분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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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있고 거기에는 51기의 묘곽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 간에서 32회의 

연접이 발생하였다. 연접관계 내에서 피장자 성격의 제 요소가 어떻게 나타

나는지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대해서 기존에 부부묘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

았던 표형분의 구성이 주목되는데, 표형분 10기 중에서 황남대총 남북분을 

제하면 모두 동성 2인 간의 합장으로 확인되어, 이성간의 연접은 오히려 드

물어 부부묘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형분을 포함한 연접관계 전반에서 보면 선축분과 후축분의 관계 내에

서 여러 가지 조합이 확인되지만 여성 선축 → 남성 후축의 관계는 나타나

지 않는다. 또한 착장 이식에서도 마찬가지로, 태환군 선축 → 태환군 후축

의 관계는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결국 피장자의 성별과 착장 이식에 

따라 연접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규저이 실행 가능하려면 후축분의 조묘자가 선축분 피장자의 성격에 대해, 

특히 성별과 착장 이식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하므로, 이들은 생전

에서부터 서로에 대해 잘 인지하고 관계를 유지해 온 인척이나 가족관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다만 전반적인 성비에 있어 남성이 더 많고, 동성

간의 연접이 대부분인 점에서 핵가족적 가족구성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였

다. 

한편 계서에 따른 연접 관계를 보면, 동급에서 연접되는 경우가 많고 

차이가 있더라도 대부분 1,2등급 내에서 연접이 이루어져, 선후축분 간의 계

서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시간적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연접이 1~2

분기 내에 이루어지는데, 인골 자료와 신라 촌락문서 등에서 나타난 당시의 

평균수명을 고려할 때 한 분기 내라 하더라도 반드시 동세대로 단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으며, 대체로 1~3세대 내에서만 연접이 이루어지고 그 이

후 세대는 다른 지점에서 단독분 혹은 연접분을 조영해 나간 것으로 보았

다.

다음으로 호석과 봉토를 공유하지 않되 일정 구역 내에 모여서 소군집

화하는 경우의 피장자 구성을 살폈다. 이러한 군집의 내용이 가장 밀도높게 

밝혀진 곳은 왕릉군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폈는데, 여러 연구자들이 비정

한 바에 따르면 왕릉을 주분으로 하고 주변에 종속분이 입지하여 군집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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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다. 왕릉으로 비정되는 고분 중 봉황대와 서봉황대는 조사되지 않았지만, 

봉토 크기에서 A군으로 판단되고, 마립간기 왕은 모두 남성이므로 피장자도 

남성일 것이고 따라서 주부곽식이며, 또한 남성 태환군 중에는 A군이 존재

하지 않았으므로 세환이식 착장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주변의 종속분은 

지난 세기부터 조사가 다수 이루어졌는데, 서봉총, 데이비드총, 금관총, 금

령총, 식리총, 호우총, 은령총, 노동동 4호, 노서동 215번지고분 등으로 피장

자는 모두 여성이다. 따라서 왕릉군에는 왕릉 주변에 여성묘가 종속분으로 

입지하는 형태이다. 종속분은 세환군이 주를 이루되, 봉황대의 가장 큰 종속

분인 금관총은 태환군이고, 서봉황대의 가장 큰 종속분인 서봉총도 태환군

이어서 황남대총에서와 같이 세환군과 태환군이 짝을 이루는 양상으로 보인

다.

이들 간의 관계는 성비 불균형으로 보건대 핵가족적 가족 구성을 소군

집에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배우자를 포함하여 주분의 피장

자와 관련있는 동세대 혹은 차세대의 여성 친족·인척 집단일 것으로 추정

하였다. 다만 남성묘 주분, 여성묘 종속분의 양상이 적석목곽묘 전반을 지배

하는 것은 아니고, 왕릉군 바깥에서는 여성묘로 판단되는 황오동 44호 주변

에 다수의 종속분이 확인되는 점에서, 여성도 주분의 피장자일 수 있다.

경주지역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에 따른 부장품과 배치 관계가 이러

하였다면, 지방 고분은 어떠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여 지방 고분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피장자 성별과 관련하여 천의 

착장 여부와 묘곽 형식을 비교하였는데, 적석목곽묘 이외의 묘제에서는 묘

곽 형식 또는 부곽의 설치 여부와 피장자의 성별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지방 고분 피장자의 성별에 접근하는 것에는 명백한 제한이 있어, 적

석목곽묘와 같은 방식으로 피장자를 분류하고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

다. 

하지만 착장 이식을 통한 비교는 가능하였는데, 이를 위해 착장위세품

이 2점 이상 출토된 지방의 고분 69기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적석목곽묘

에서 실시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위세품과 토기·철기, 유구의 연결 관계로 

나누어 검토하였는데, 착장위세품에서 세환군과 태환군으로 양분되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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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세환군에는 대도가, 태환군에는 경식과 중공구가 강하게 공반되는 점

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적석목곽묘와 공통적인 점에서, 양자가 공통적인 복

식 규정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반면 관류의 착장률이 적석목곽

묘에서보다 높게 나타나고, 특히 금속제 관모와 관식의 착장은 적석목곽묘

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지만 지방 고분에서는 허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에서 양자의 차이점이 인정되며, 이는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바였다.

또한 지방 고분 피장자의 성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므로 적석목곽묘

에서와 같은 해상도로 피장자의 계서를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관류의 정형

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대체로 이식→대장식구→관류의 착장 또

는 부장으로 이어지는 계서 구분은 마찬가지로 유효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처럼 착장위세품에서는 관류, 특히 세환군의 금속제 모관 착장과 태

환군의 대관 착장이 지방에서 큰 폭으로 허용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으

나, 다른 부분에서는 세환군과 태환군이 각각 배타적인 착장위세품를 갖는 

등 대체로 동일한 부장 규정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태환군에

서 성시구, 갑주, 등자의 부장이 제한된 점에서, 적석목곽묘와 동일한 복식

제도와 그에 따른 부장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다음으로 토기의 부장 정형에서는, 전반적인 토기 부장양상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였으나, 지방 고분이 개배의 부장량, 출토율이 낮은 대신 단경호

류의 부장량과 출토율이 높은 차이점을 보였다. 적석목곽묘에서 토기 부장

과 가장 큰 연관성을 보여주었던 피장자의 성별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에서 

그 판단이 불가한 관계로 입체적인 비교가 어려웠다.

반면 철기의 부장은 적석목곽묘에서 착장 이식과 강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비교가 가능하였다. 지방 고분의 철기부장 양상은 피

장자의 착장 이식에 따라 전반적인 수량은 물론, 종류별 출토율까지 적석목

곽묘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부장 비율에서도 사실상 동일한 양상을 보

였다.

마지막으로 지방 고분의 연접축조 양상에 대한 검토는 11개 연접분의 

31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연접 사례 중에서는 태환

군과 태환군 사이의 연접은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적석목곽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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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배치에서도 확인된 것과 동일한 양상으로, 경주와 지방에서 동일한 피

장자 배치 규정이 존재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적석목곽묘와 지방 고분을 포괄하여 신라권 전역에서 착장 이식

을 중심으로 하여 복식의 구성이 일정하게 구분되는 평면적 정형성이 존재

하며, 그에 따라 철기의 부장과 유구의 배치가 결정되는 공통성이 확인되었

다. 즉 착장 이식에 따라서 성시구, 갑주, 등자의 부장 여부가 결정되고, 부

장 철기의 양과 종류 또한 결정되며, 유구의 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다. 

이상의 피장자 성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월성북고분군 내에서의 사

회적 함의와 외에서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 고찰하자면, 먼저 피장자 성격의 

제 측면이 적석목곽묘 자료 내에서 형성되는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별과 계서, 착장 이식 등 세 측면을 모두 관통하는 요소는 착장위세품이

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1종의 착장위세품은 기원이나 등장 시점 등

이 다양하지만, 일정한 공반양상을 보이면서 피장자의 신체에 착장되는 시

기는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의 분화 시점과 대체로 일치하며 신라 전기의 1B

기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시기는 고총기 신라양식 토기의 성립, 적석

목곽묘의 축조, 신라 고분의 고총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여, 신라 사회의 구조

적 변화와 때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성별에 의한 분화는 그보다 늦어 신라 전기 2기의 황남대총 북

분에서 정형화된 여성묘가 처음 나타난다. 이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사회적 

구분이 계서에 의한 수직적 구분과 이식에 의한 수평적 분화보다 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석목곽묘의 남성묘와 여성묘에 나타난 차이는 장례 

의례의 맥락 내에서 위세 형성 방식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았는데, 토기 

부장량에서는 남성묘가 압도적이었으나 철기 부장량에서는 동등하였고, 착

장위세품에서는 여성묘가 오히려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역사학계의 연구 

결과에서도 역할의 분담과 관련된 기록이 확인되었다.

한편 착장 이식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세환군과 태환군의 무구·마구

와 철기 부장 경향이 뚜렷이 다른 점에서 추론이 이루어졌다. 전자는 경제

력과 무력을 바탕으로 하는 세속적 권력을, 후자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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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권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권력의 분장에 따른 신라 엘리트의 

평면적 분화로 판단하였다. 

이상에서 적석목곽묘의 피장자 집단은 성별과 착장 이식의 두 가지 측

면에서 평면적으로 분화되어 남성 세환군, 남성 태환군, 여성 세환군, 여성 

태환군의 네 가지 복식군으로 분리되었고, 각각은 계서에 의해 수직적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각 복식군은 유물과 유구에 있어 뚜렷이 차별화되는 부장 

규범을 갖는 바, 적석목곽묘에는 이러한 원리에 의해 구조화된 신라 사회의 

질서가 이상화된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월성북고분군에 나타난 피장자 성격이 갖는 함의가 이러하였다면, 지방

의 고분에서는 착장 이식을 중심으로 한 측면이 적석목곽묘와 같은 방식으

로 반복되고 있었다. 착장위세품의 공반 양상이나 무구·마구 및 철기류의 

부장 경향, 연접축조 양상 등이 적석목곽묘와 대부분 동일하였던 것이다. 이

는 바는 경주 내부의 사회적 질서와 구조가 다른 지역에 준용되었고 지역 

엘리트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음을 시사한다. 신라 고분에서 나타나는 

지역성은 그러한 지역단위의 재생산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적석목곽묘에 나타난 피장자의 성격은 신라 사회의 

구조화 원리이자 신라 엘리트의 이념과 사회 질서를 물질화하는 수단이기도 

하였다. 본고에서 새로이 드러난 피장자 성격에 따른 신라 고분의 구성 방

식은 고총기 동안 준수된 신라 고분 조묘자 집단에 의한 신라 엘리트 이념

의 물질화를 잘 보여준다. 

본고의 한계는 방법론에서 착장위세품이 필수적이었던 바, 주로 상위계

층의 고분을 다루었고 하위계층의 분묘에는 소홀하였다는 점이다. 신라 고

분 전체로 보면 이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므로, 하위계층 분묘 피장자에 

대한 분석도 반드시 필요하다. 차후 방법론적 개발을 통해 이에 대한 분석

을 실시하여 신라 고분 피장자 집단 전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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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노동리4호분 경주 c 은제 세환 ? ? ? ? ? ? ? ? 국립중앙박물관, 2000, 경주노동리4호분 도면 10의 2
43 노서리 138호분 경주 b 은지금장제 세환 ? ? ? 5 ? 60 ? ? 김재원·김원용, 1955, 경주노서리 쌍상총·마총·138호분 도판29 a
44 노서리 138호분 경주 b 은지금장제 세환 ? ? ? 5 ? 60 ? ? 김재원·김원용, 1955, 경주노서리 쌍상총·마총·138호분 도판29 a
45 노서리 138호분 경주 b 은지금장제 세환 ? ? ? 5 ? 65 ? ? 김재원·김원용, 1955, 경주노서리 쌍상총·마총·138호분 도판29 a
46 노서리 138호분 경주 b 은지금장제 세환 ? ? ? 5 ? 65 ? ? 김재원·김원용, 1955, 경주노서리 쌍상총·마총·138호분 도판29 a
47 노서리 215번지 고분 경주 a 은제 태환 65 64 203 8 6 78 77 243 유광교일,등정화부 편, 2000, 조선고적연구회유고I 제3도 3
48 노서리 215번지 고분 경주 a 은제 태환 65 64 203 8 6 78 77 243 유광교일,등정화부 편, 2000, 조선고적연구회유고I 제3도 4
49 노서리 215번지 고분 경주 a 금제 태환 66 65 206 7.6 5.5 82 81 256 유광교일,등정화부 편, 2000, 조선고적연구회유고I 제3도 2
50 노서리 215번지 고분 경주 a 금제 태환 67 66 209 7.6 5.5 83 81 258 유광교일,등정화부 편, 2000, 조선고적연구회유고I 제3도 1
51 미추왕릉C지구 3호 경주 c 은제 태환 ? ? ? ? ? ? ? ? 영남대학교박물관, 1975, 황남동고분조사발굴개보
52 미추왕릉C지구 3호 경주 c 은제 태환 ? ? ? ? ? ? ? ? 영남대학교박물관, 1975, 황남동고분조사발굴개보
53 보문리 고분(다이쇼7년) 경주 a 금동제 세환 66 66 207 ? ? 76 76 239 조선총독부, 1918, 대정7년도 조선고적조사보고 
54 보문리 고분(다이쇼7년) 경주 a 금동제 세환 66 66 207 ? ? 76 76 239 조선총독부, 1918, 대정7년도 조선고적조사보고 
55 보문리 고분(다이쇼7년) 경주 a 은제 세환 69 69 217 4.5 ? 80 80 251 조선총독부, 1918, 대정7년도 조선고적조사보고 
56 보문리 고분(다이쇼7년) 경주 a 은제 세환 69 69 217 4.5 ? 80 80 251 조선총독부, 1918, 대정7년도 조선고적조사보고 
57 보문리 합장분(석실) 경주 c 은제 태환 ? ? ? ? ? ? 국립중앙박물관, 2011, 경주보문리합장분 사진 79의 1
58 보문리 합장분(석실) 경주 c 금동제 태환 ? ? ? ? ? ? 국립중앙박물관, 2011, 경주보문리합장분 사진 79의 2
59 보문리 합장분(적석목곽) 경주 a 은제 태환 70 68 217 6.6 4 83 77 251 국립중앙박물관, 2011, 경주보문리합장분 도면 6의 3
60 보문리 합장분(적석목곽) 경주 a 은제 태환 73 62 212 6.6 3 85 71 246 국립중앙박물관, 2011, 경주보문리합장분 도면 6의 4
61 보문리 합장분(적석목곽) 경주 c 동제 태환 ? ? ? ? ? ? ? 국립중앙박물관, 2011, 경주보문리합장분 도면 6의 5
62 보문리 합장분(적석목곽) 경주 c 동제 태환 ? ? ? ? ? ? ? 국립중앙박물관, 2011, 경주보문리합장분 도면 6의 6
63 서봉총 경주 a 유리제 태환 60 60 188 7 7 75 74 234 국립중앙박물관, 2014, 경주 서봉총 본관14336(2-2)
64 서봉총 경주 a 유리제 태환 61 61 192 7 7 76 75 237 국립중앙박물관, 2014, 경주 서봉총 본관143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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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서봉총 경주 a 금제 태환 62 62 195 5.4 7.1 72 72 226 국립중앙박물관, 2014, 경주 서봉총 본관14335(3-1)
66 서봉총 경주 a 은제 태환 62 58 189 4.9 7.1 72 68 220 국립중앙박물관, 2014, 경주 서봉총 본관14337
67 서봉총 경주 a 은제 태환 62 61 193 4.8 6.8 72 71 225 국립중앙박물관, 2014, 경주 서봉총 본관14337
68 서봉총 경주 a 금제 태환 62 62 195 5.6 6 73 71 226 국립중앙박물관, 2014, 경주 서봉총 본관14335(3-3)
69 서봉총 경주 a 은제 태환 62 61 193 6.5 8.9 75 75 236 국립중앙박물관, 2014, 경주 서봉총 본관14337
70 서봉총 경주 a 금제 태환 63 62 196 4.8 6.2 74 73 231 국립중앙박물관, 2014, 경주 서봉총 본관14335(3-2)
71 서봉총 경주 a 은제 태환 66 65 206 6 4.3 77 78 243 국립중앙박물관, 2014, 경주 서봉총 본관14337
72 식리총 경주 a 은제 세환 67 67 210 4.6 ? 76 76 239 조선총독부, 1931, 대정13년도고적조사보고 
73 양산 금조총 양산 a 금제 태환 65 63 201 5.5 4.5 76 75 237 동아대학교박물관, 1991, 양산 금조총, 부부총. 도면 8의 3
74 양산 금조총 양산 a 금제 태환 66 63 203 5.6 4.7 76 73 234 동아대학교박물관, 1991, 양산 금조총, 부부총. 도면 8의 4
75 양산 부부총 양산 a 금제 태환 61 60 190 6.7 3.6 71 70 221 동아대학교박물관, 1991, 양산 금조총, 부부총. 도면 29의 1
76 양산 부부총 양산 a 금제 태환 62 60 192 6.7 3.6 72 70 223 동아대학교박물관, 1991, 양산 금조총, 부부총. 도면 29의 2
77 양산 부부총 양산 a 은제 태환 62 61 193 6.3 7.6 76 75 237 동아대학교박물관, 1991, 양산 금조총, 부부총. 도면 29의 3
78 양산 부부총 양산 a 은제 태환 63 62 196 6.3 7.6 77 76 240 동아대학교박물관, 1991, 양산 금조총, 부부총. 도면 29의 4
79 월성로 가-14호분 경주 a 청동제 없음 64 59 193 5.6 5.6 73 69 223 국립경주박물관, 1990, 경주시월성로고분군 도면 90의 2
80 월성로 나-11호 경주 a 청동제 불명 62 62 195 5 5 72 72 226 국립경주박물관, 1990, 경주시월성로고분군
81 월성로 나-11호 경주 a 청동제 불명 62 62 195 5 5 72 72 226 국립경주박물관, 1990, 경주시월성로고분군
82 은령총 경주 c 은제 세환 ? ? ? ? ? ? ? ? 국립중앙박물관, 1948, 호우총과 은령총 도판 48의 1
83 은령총 경주 c 은제 세환 ? ? ? ? ? ? ? ? 국립중앙박물관, 1948, 호우총과 은령총 도판 48의 1
84 의성 대리리 47-1호 의성 a 청동제 없음 61 60 190 4 4 70 68 217 성림문화재연구원, 2016, 의성 대리리 고분군 도면 176의 1237
85 인동총 경주 b 금제 불명 ? ? ? ? ? 79 ? ? 경주박물관, 2001, 신라황금 도판196
86 인동총 경주 b 금제 불명 ? ? ? ? ? 79 ? ? 경주박물관, 2001, 신라황금 도판196
87 인왕동 20호분 경주 c 은제 태환 ? ? ? ? ? ? ? ? 경주 인왕동(19호20호) 고분발굴 조사보고
88 인왕동 20호분 경주 c 은제 태환 ? ? ? ? ? ? ? ? 경주 인왕동(19호20호) 고분발굴 조사보고
89 인왕동 B군 2곽 경주 c 은제 태환 ? ? ? ? ? ? ? ? 李殷昌·金元龍 編, 1978, 慶州仁旺洞古墳發掘調査 
90 창녕 계성 A지구 1호분 창녕 a 은제 불명 64 62 198 7.1 4.3 78 76 242 동아대학교박물관, 1977, 창녕계성고분군발굴조사보고서 도면 8의 2
91 창녕 계성 A지구 1호분 창녕 a 은지금장제 불명 65 63 201 6 4.3 77 75 239 동아대학교박물관, 1977, 창녕계성고분군발굴조사보고서 도면 8의 1
92 창녕 계성 III지구 1호분 창녕 a 은제 세환 63 57 189 6.1 3.4 77 70 231 경남고고학연구소, 2001, 창녕계성신라고총군 도면 130의 3
93 창녕 계성 III지구 1호분 창녕 a 은제 세환 64 59 193 5.6 5 76 71 231 경남고고학연구소, 2001, 창녕계성신라고총군 도면 130의 4
94 창녕 계성 II지구 1호분 창녕 a 은제 태환 60 59 187 6 6 72 71 225 호림미술관, 2000, 창녕 계성 고분군 상,하 도면 11의 2
95 창녕 계성 II지구 1호분 창녕 a 은제 태환 62 60 192 6 6 73 70 225 호림미술관, 2000, 창녕 계성 고분군 상,하 도면 11의 1
96 창녕 계성 II지구 1호분 창녕 a 은제 태환 64 62 198 6 5 77 76 240 호림미술관, 2000, 창녕 계성 고분군 상,하 도면 11의 3
97 창녕 계성 II지구 1호분 창녕 a 은제 태환 65 64 203 6 6 76 74 236 호림미술관, 2000, 창녕 계성 고분군 상,하 도면 11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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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창녕 교동 11호 창녕 b 금제 불명 ? ? ? ? ? 70 ? ? 혈택화광, 마목순일, 1975, 창녕교동고분군, 고고학잡지 60-4 비사벌 도록 40p,
99 창녕 교동 12호 창녕 b 금제 태환 ? ? ? ? ? 70 ? ? 혈택화광, 마목순일, 1975, 창녕교동고분군, 고고학잡지 60-4 비사벌 도록 40p,
100 창녕고분군출토(유구미상) 창녕 a 은제 불명 63 59 192 3 3 69 65 211 국립김해박물관, 2015, 유리건판으로 보는 창녕 고분군 소판180298
101 창녕고분군출토(유구미상) 창녕 a 은제 불명 63 61 195 3 3 69 67 214 국립김해박물관, 2015, 유리건판으로 보는 창녕 고분군 소판180298
102 창녕고분군출토(유구미상) 창녕 a 은제 불명 64 63 199 3 3 70 69 218 국립김해박물관, 2015, 유리건판으로 보는 창녕 고분군 소판180298
103 창녕고분군출토(유구미상) 창녕 a 은제 불명 65 64 203 3 3 71 70 221 국립김해박물관, 2015, 유리건판으로 보는 창녕 고분군 소판180298
104 창녕고분군출토(유구미상) 창녕 a 은제 불명 66 60 198 3 3 72 66 217 국립김해박물관, 2015, 유리건판으로 보는 창녕 고분군 소판180298
105 창녕고분군출토(유구미상) 창녕 a 은제 불명 66 65 206 3 3 72 71 225 국립김해박물관, 2015, 유리건판으로 보는 창녕 고분군 소판180298
106 천마총 경주 a 금제 세환 65 65 204 6.4 7.5 76 76 239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천마총 : 발굴조사보고서 압도 47
107 천마총 경주 a 금제 세환 65 65 204 6.4 7.5 76 76 239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천마총 : 발굴조사보고서 압도 47
108 천마총 경주 a 금제 세환 65 65 204 6.4 7.5 76 76 239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천마총 : 발굴조사보고서 압도 47
109 천마총 경주 a 금제 세환 72 65 215 6.4 7.5 80 76 245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천마총 : 발굴조사보고서 압도 47
110 충주 단월동 5호 충주 a 청동제 세환 63 62 196 6.2 5.3 74 73 231 건국대박물관, 1994, 충주 단월동 고분군 단5-48
111 충주 단월동 5호 충주 a 청동제 세환 64 62 198 6.2 5.5 75 74 234 건국대박물관, 1994, 충주 단월동 고분군 단5-47
112 호우총 경주 a 금제 세환 64 57 190 7 ? 76 70 229 국립중앙박물관, 1948, 호우총과 은령총 도판 25의 1
113 호우총 경주 a 금제 세환 65 62 200 7 ? 79 73 239 국립중앙박물관, 1948, 호우총과 은령총 도판 25의 1
114 황남대총북분 경주 a 금제 태환 62 59 190 6.4 7.1 77 72 234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5, 황남대총(북분) 압도24
115 황남대총북분 경주 a 금제 태환 63 59 192 6.7 7.3 77 73 236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5, 황남대총(북분) 압도24
116 황남대총북분 경주 a 금제판형 태환 67 67 210 3.3 21 73 73 229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5, 황남대총(북분) 압도25
117 황오리 16호 1곽 경주 c 은제 세환 ? ? ? ? ? ? ? ? 유광교일,등정화부 편, 2000, 조선고적연구회유고I 도판 제6
118 황오리 16호 1곽 경주 c 은제 세환 ? ? ? ? ? ? ? ? 유광교일,등정화부 편, 2000, 조선고적연구회유고I 도판 제6
119 황오리 33호 서곽(주곽) 경주 b 금동제 태환 ? ? ? ? ? 84 ? ? 문화공보부, 1969, 황오리 제1, 33호, 황남리 151호 도판 65
120 황오리 33호 서곽(주곽) 경주 b 금동제 태환 ? ? ? ? ? 85 ? ? 문화공보부, 1969, 황오리 제1, 33호, 황남리 151호 도판 65
121 황오리 33호 서곽(주곽) 경주 b 금동제 태환 ? ? ? ? ? 85 ? ? 문화공보부, 1969, 황오리 제1, 33호, 황남리 151호 도판 65
122 황오리 33호 서곽(주곽) 경주 b 금동제 태환 ? ? ? ? ? 85 ? ? 문화공보부, 1969, 황오리 제1, 33호, 황남리 151호 도판 65
123 황오리 4호분 경주 b 동지은장제 세환 ? ? ? ? ? 80 ? ? 국립박물관, 1964, 황오리 4,5호분, 황남리 파괴고분 도판 21의 1
124 황오리 4호분 경주 b 동지은장제 세환 ? ? ? ? ? 80 ? ? 국립박물관, 1964, 황오리 4,5호분, 황남리 파괴고분 도판 21의 1
125 황오리 4호분 경주 b 동지은장제 세환 ? ? ? ? ? 80 ? ? 국립박물관, 1964, 황오리 4,5호분, 황남리 파괴고분 도판 21의 1
126 황오리 4호분 경주 b 동지은장제 세환 ? ? ? ? ? 80 ? ? 국립박물관, 1964, 황오리 4,5호분, 황남리 파괴고분 도판 21의 1
127 황오리 54호 갑총 경주 c 은제 태환 ? ? ? ? ? ? ? ? 유광교일, 1934, 고적조사개보 : 신라고분, 소화팔년도
128 황오리 54호 갑총 경주 c 은제 태환 ? ? ? ? ? ? ? ? 유광교일, 1934, 고적조사개보 : 신라고분, 소화팔년도
129 황오리 5호분 경주 b 금제 태환 ? ? ? ? ? 75 ? ? 국립박물관, 1964, 황오리 4,5호분, 황남리 파괴고분 도판 34의 2
130 황오리 5호분 경주 b 금제 태환 ? ? ? ? ? 75 ? ? 국립박물관, 1964, 황오리 4,5호분, 황남리 파괴고분 도판 34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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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출토 고분 지역 정보
수준 재질 공반

이식
최대 
내경

최소 
내경

내측 
둘레 두께 폭 외측 

장지름
외측 

단지름
외측 
둘레 출전 보고서상 출처

131 황오리 5호분 경주 b 동지은장제 태환 ? ? ? ? ? 85 ? ? 국립박물관, 1964, 황오리 4,5호분, 황남리 파괴고분 도판 34의 2
132 황오리 5호분 경주 b 동지은장제 태환 ? ? ? ? ? 85 ? ? 국립박물관, 1964, 황오리 4,5호분, 황남리 파괴고분 도판 34의 2
133 황오리 고분 북곽 경주 c 은제 태환 ? ? ? ? ? ? ? ? 조선고적연구회, 1951, 昭和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134 황오리 고분 북곽 경주 c 은제 태환 ? ? ? ? ? ? ? ? 조선고적연구회, 1951, 昭和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 무령왕릉 왕비 a 금제 - 59 58 184 4.9 7 70 67 215 공주대학교백제문화재연구소, 1991, 백제무령왕릉
- 무령왕릉 왕비 a 금제 - 59 58 184 4.9 7 70 67 215 공주대학교백제문화재연구소, 1991, 백제무령왕릉
- 무령왕릉 왕비 a 은제 - 60 60 188 10 10 80 80 251 공주대학교백제문화재연구소, 1991, 백제무령왕릉
- 무령왕릉 왕비 a 은제 - 60 60 188 10 10 80 80 251 공주대학교백제문화재연구소, 1991, 백제무령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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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명 성별
추정 착장이식 계서 일단

고배
이단
고배 개배 대부

완
장경
호류

단경
호류대호연질

발 파배 기대
연질
조리
기

이형
토기 철촉 대도 철모 철준주조

괭이
쇠삽
날

쇠스
랑 살포철서 철겸 단조

철부
철착
철사 집게 유자

겸형 철정 도자

금관총 여성 태환이식 A 7 1 13 0 3 15 0 6 1 0 0 9 2 4 5 6 1 0 0 0 2 0 2 2 1 0 0 6

금령총 여성 세환이식 A 8 8 8 5 16 11 0 8 3 0 0 16 28 0 4 1 4 0 0 2 0 4 0 0 1 4 6 53

서봉총 여성 태환이식 A 0 1 28 2 7 6 0 32 0 0 0 0 19 0 0 0 0 0 2 4 2 4 3 0 0 4 0 24

천마총 여성 세환이식 A 8 3 10 3 9 15 0 1 2 0 0 10 118 9 35 0 7 0 0 0 0 2 1 1 0 0 37 55

황남대총남분 남성 세환이식 A 445 847 334 112 19 4 45 128 1 11 22 44 1028 32 424 31 300 16 20 0 0 0 80 0 0 10 1296 54

황남대총북분 여성 태환이식 A 36 0 24 1 10 3 0 10 2 0 0 3 38 0 8 0 6 0 0 3 0 4 0 0 1 0 20 9

식리총 여성 세환이식 B 0 0 1 4 10 10 0 0 2 0 0 1 30 1 10 3 0 0 0 1 0 1 0 0 0 2 0 27

황남동110호 남성 세환이식 B 36 73 46 2 8 17 2 21 0 0 0 0 49 1 3 0 6 0 0 0 0 7 6 1 0 2 0 9

노서동138호 여성 세환이식 C 12 9 6 0 2 5 0 4 0 0 0 2 1 0 2 1 0 0 0 0 0 0 1 1 0 2 8 17

인왕동149호 여성 세환이식 C 26 4 0 2 6 0 0 21 2 2 0 0 10 0 6 0 2 0 0 0 0 0 1 0 0 13 12 6

인왕동20호 여성 태환이식 C 4 0 9 0 5 7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5 0 0 0 4 3

쪽샘B1호 남성 세환이식 C 20 64 6 6 9 22 0 45 3 0 2 1 20 6 3 3 2 0 0 0 0 1 2 0 0 2 3 11

황남동95-6번지2호 여성 없음 C 0 25 0 0 2 3 0 18 1 0 0 0 9 0 1 1 0 0 0 0 0 1 0 0 0 1 0 3

황오동5호 여성 태환이식 C 0 2 4 1 9 1 0 0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미추9구A호1곽 남성 태환이식 D 0 13 3 11 2 3 1 5 0 0 0 1 0 0 0 0 0 0 0 0 1 1 2 0 0 2 0 1

인왕동(경문연)10호 남성 세환이식 D 0 6 0 0 6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쪽샘B2호 남성 세환이식 D 6 41 14 0 13 15 2 21 1 0 0 0 56 0 1 1 0 0 0 0 0 5 2 0 0 3 0 16

쪽샘B3호 남성 세환이식 D 13 62 10 2 7 21 5 14 0 0 0 0 27 0 0 0 0 0 0 0 0 4 2 0 0 4 0 9

쪽샘B6호 남성 태환이식 D 5 94 5 8 14 18 4 30 0 0 2 0 0 0 0 0 0 0 0 0 0 2 3 0 0 2 0 22

계림로44호 여성 세환이식 E 13 3 7 4 12 6 0 13 0 0 0 0 22 0 2 0 0 0 0 0 0 2 1 2 0 0 0 0

미추5구8호 남성 태환이식 E 11 22 4 1 7 0 0 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0 1

미추9구A호2곽 남성 세환이식 E 0 6 0 0 4 0 0 4 0 0 0 0 1 0 0 0 0 0 0 0 0 1 3 0 0 0 0 3

<부표 2> 수량분석 대상 월성북고분군 적석목곽묘와 출토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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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명 성별 착장이식 계서 일단
고배

이단
고배 개배 대부

완
장경
호류

단경
호류대호연질

발 파배 기대
연질
조리
기

이형
토기 철촉 대도 철모 철준주조

괭이
쇠삽
날

쇠스
랑 살포철서 철겸 단조

철부
철착
철사 집게 유자

겸형 철정 도자

인왕동(경문연)6-A호 여성 없음 E 1 8 4 2 3 2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인왕동(경문연)6-B호 여성 없음 E 5 0 2 2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미추9구A호3곽 남성 세환이식 E 0 30 0 1 3 4 1 9 0 0 1 0 2 1 0 0 0 0 0 0 0 1 1 1 0 1 0 8

인왕동(경문연)1호 남성 없음 E 2 61 1 8 8 6 4 18 3 0 2 1 0 0 1 0 0 0 0 0 0 1 0 0 0 2 0 3

인왕동(경박)1호 여성 없음 E 9 24 6 0 6 4 0 10 0 0 0 0 7 0 0 0 0 0 0 0 0 1 1 0 0 0 0 1

인왕동(경박)2호 여성 없음 E 21 0 0 5 5 7 0 9 1 0 0 0 1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쪽샘B4호 남성 세환이식 E 0 21 26 6 4 6 3 18 0 0 3 0 0 0 0 0 0 0 0 0 0 3 3 0 0 3 3 7

황남동95-6번지4호 남성 세환이식 E 0 18 3 5 4 5 1 14 0 0 2 0 2 0 0 0 0 0 0 0 0 1 1 0 0 2 1 6

계림로17호 여성 없음 F 6 44 5 0 4 1 0 1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림로43호 여성 없음 F 3 2 11 1 5 6 0 4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림로45호 남성 없음 F 14 16 14 2 3 1 0 9 0 0 0 0 1 0 1 0 0 0 0 0 0 0 1 0 0 0 0 0

계림로46호 여성 없음 F 0 18 11 2 6 6 0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림로54호 여성 없음 F 6 4 5 1 7 3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미추5구15호 남성 없음 F 7 23 0 2 1 8 0 1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인왕동(경문연)2호 여성 없음 F 20 3 4 3 7 3 0 4 2 0 0 0 4 0 0 0 0 0 0 0 0 0 1 0 0 0 0 1

인왕동(경문연)7호 여성 없음 F 8 10 0 1 3 3 0 5 1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 0 1

인왕동(경문연)8호 여성 없음 F 4 0 0 0 4 5 0 1 1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인왕동(경박)10호 여성 없음 F 0 5 0 1 8 3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인왕동(경박)14호 남성 없음 F 1 9 0 1 2 5 0 4 0 0 2 1 0 0 0 0 0 0 0 0 0 3 0 0 0 2 0 1

인왕동(경박)15호 남성 없음 F 5 8 1 0 1 6 0 7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인왕동(경박)21호 남성 없음 F 0 4 0 0 2 2 0 5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인왕동(경박)4호 여성 없음 F 0 5 0 0 2 2 0 3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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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명 착장이식 지역 일단
고배

이단
고배 개배 대부

완
장경
호류

단경
호류 대호 연질

발 파배 기대
연질
조리
기

기타 
이형
토기

철촉 대도 철모 철준 주조
괭이

쇠삽
날

쇠스
랑 살포 철서 철겸 단조

철부
철착
철사 집게 유자

겸형 철정 도자

대리리3호 세환이식 의성 7 4 0 0 2 4 0 0 1 0 0 0 16 0 2 0 0 0 0 0 0 1 1 0 0 0 0 2

대리리5호 태환이식 의성 5 0 5 1 1 7 0 9 1 2 0 1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대리리7호 세환이식 의성 0 6 0 2 14 7 0 5 1 2 0 1 26 0 3 0 0 0 0 0 0 0 0 0 0 0 0 1

대리리46-1호 세환이식 의성 16 20 2 0 4 25 0 15 1 2 4 0 32 0 2 0 0 0 0 0 0 3 3 0 0 0 0 5

대리리46-2호 세환이식 의성 14 6 0 0 2 7 0 7 1 0 0 0 59 0 2 0 0 0 0 0 0 2 2 1 0 0 0 1

대리리46-4호 세환이식 의성 9 6 0 2 2 2 0 0 0 0 1 2 11 0 0 0 0 0 0 0 0 1 2 0 0 0 0 1

대리리46-5호 태환이식 의성 3 9 0 2 1 2 0 0 0 0 1 0 1 0 0 0 0 0 0 0 0 0 0 1 0 0 0 5

대리리47-1호 세환이식 의성 9 12 0 1 7 12 0 5 4 1 5 3 1 0 0 0 0 0 0 0 0 1 0 1 0 0 0 1

대리리49-1호 세환이식 의성 15 42 0 0 4 17 0 1 4 0 0 1 28 0 1 0 0 0 0 0 0 3 2 1 0 0 0 5

대리리49-2호 세환이식 의성 18 6 0 4 3 8 0 0 2 1 0 1 15 0 1 1 0 0 0 0 0 1 2 0 0 0 0 3

태화동7호 세환이식 안동 18 1 0 2 3 5 0 1 2 1 0 0 2 0 2 0 1 0 0 0 0 0 2 0 0 0 0 2

병산동9호 세환이식 강릉 0 50 0 11 11 1 0 12 0 0 2 0 11 0 0 0 0 0 0 0 0 0 3 0 0 0 0 2

장학리1호 세환이식 성주 37 6 0 1 5 7 1 4 0 0 2 0 18 0 1 0 0 0 0 0 0 0 2 1 0 0 0 5

화원성산1호4곽 태환이식 대구 6 6 0 2 4 9 0 3 0 3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황상동1호 세환이식 대구 4 47 0 4 3 14 1 0 0 3 0 2 12 0 3 0 0 0 0 0 0 1 2 0 0 1 0 2

대리리2호주변2호 태환이식 의성 12 0 0 0 2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5

계남1호 세환이식 창녕 6 25 7 3 2 19 1 2 2 1 0 1 44 3 11 0 0 0 0 2 1 4 21 1 0 4 21 0

달성34호1곽 세환이식 대구 15 9 0 1 3 9 0 3 0 0 0 0 6 0 2 0 0 0 0 0 0 3 2 1 0 4 0 11

달성37호1곽 태환이식 대구 2 2 1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1 0 0 8 0 20

달성37호2곽 세환이식 대구 12 16 0 1 4 1 0 4 0 1 0 0 14 0 4 0 0 0 0 0 0 3 2 1 0 8 0 10

<부표 3> 수량분석 대상 지방 고분과 출토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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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명 착장이식 지역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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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 개배 대부

완
장경
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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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사 집게 유자

겸형 철정 도자

달성50호 태환이식 대구 17 56 3 2 6 66 2 13 0 0 12 2 0 0 0 0 0 0 0 0 0 2 1 1 0 4 0 10

달성51호2곽 세환이식 대구 14 20 0 3 2 8 0 2 4 0 0 0 11 0 0 1 0 0 0 1 0 2 0 0 0 0 0 6

달성55호 태환이식 대구 44 7 0 2 9 4 0 8 1 1 0 0 0 0 1 0 0 0 0 1 0 2 20 0 0 4 17 22

대리리2호A-1호 세환이식 의성 25 48 0 1 4 41 0 0 7 3 0 0 0 0 1 0 0 0 0 0 0 1 0 0 0 0 0 3

대리리2호B-1호 세환이식 의성 15 10 0 1 3 81 1 4 1 3 0 0 4 2 1 0 0 0 0 0 0 1 2 0 0 0 0 10

대리리3호2곽 세환이식 의성 30 56 0 2 2 41 1 5 5 2 1 0 9 0 0 0 0 1 0 0 0 1 2 1 0 0 0 6

북정리21호 태환이식 양산 0 14 0 1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3

북정리8호 세환이식 양산 1 8 0 0 3 0 0 2 0 2 0 0 0 0 0 0 0 0 0 0 0 0 2 1 0 0 0 0

화원성산1호 세환이식 대구 18 26 0 8 5 19 1 1 0 2 3 0 12 0 2 0 0 0 0 0 0 1 1 2 0 2 0 9

성산동1호 세환이식 성주 5 6 0 0 3 0 0 0 0 1 0 0 1 0 2 2 0 0 0 0 0 0 2 0 0 0 0 3

성산동38호 세환이식 성주 26 107 1 2 18 28 1 8 4 1 0 0 0 0 1 1 0 1 0 0 0 3 1 0 0 0 0 4

성산동57호 세환이식 성주 4 24 1 1 8 3 0 1 0 0 0 0 37 0 1 1 0 0 0 0 0 1 2 0 0 0 0 8

성산동58호 태환이식 성주 16 41 0 9 10 5 1 0 2 2 0 1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임당5B2호 태환이식 경산 0 0 0 3 9 12 0 5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2 0 3

임당7C호 태환이식 경산 7 14 11 2 15 8 2 13 2 0 0 1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조영CI-1호 세환이식 경산 28 75 21 3 19 29 2 13 0 0 1 0 147 5 12 4 1 0 0 0 0 8 6 2 0 2 0 20

조영CII-1호 태환이식 경산 0 45 16 2 19 32 5 49 1 1 6 0 5 0 29 0 0 1 0 0 0 6 4 0 0 1 0 10

조영CII-2호 세환이식 경산 8 68 0 7 23 18 7 16 1 0 4 1 93 0 53 1 0 0 0 0 1 2 9 0 0 3 25 10

조영EI-1호 세환이식 경산 37 71 6 3 22 55 4 26 5 2 6 1 77 0 22 3 0 0 0 0 0 3 6 7 1 2 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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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tterns of Mortuary Practice : the Social Implications of the 

Graves and Grave Goods Composition of Silla High-mound 

Tombs

Silla high-mound tombs are regarded as proxies of the growth of Silla as a 

state and symbols of political domination. As the core materials 

investigated in the study of Silla burials, the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s in the Wolseong North Burial Ground in Gyeongju have long 

been the focus of research concentrating mainly on chronology and social 

hierarchy.

Nevertheless, the composition of grave goods, the arrangement of 

graves, and the socio-political implications of Silla burials are not well 

understood.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ocial identities of the de-

ceased, the compositional principles of the graves, and the social sig-

nificance of Silla high-mound tombs with stone mounds. Three major as-

pects of social identity were investigated: dress accessories (with an em-

phasis on earrings), sex/gender, and social rank. Silla earrings consist of 

two specific types-thick hollow earrings (TTE) and thin solid earrings 

(TSE)-which can be used to distinguish two elite groups. In contrast with 

much former research, the current osteological data suggest that these two 

types of earrings do not correspond with the biological sex of the 

deceased. In order to determine the gender of the deceased, the inner di-

ameter of the metal bangles worn by the deceased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sexual dimorphism. Rather than showing a bimodal distribution, the 

normal distribution of bangle diameters strongly suggests that only fem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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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e the bangles, and unlike the Japanese Yayoi bangles worn by both 

males and females, metal bangles were clearly gendered objects in Silla 

burials. 

Considering these analyses, four different groups of Silla elites were 

identified: the male TTE group, the male TSE group, the female TTE 

group, and the female TSE group. Each group was associated with cumu-

lative dress accessories that can be classified into six hierarchical ranks, 

but each group was associated with distinctive subsidiary accessories at the 

same time. Moreover, each group had clearly distinct grave types and 

grave-good assemblages that differed according to gender or earring type. 

For example, only male graves had separate pits for grave goods and 

large quantities of pottery, and only the TSE-group grave assemblages 

consisted of iron swords, armor, stirrups, and weaponry, regardless of 

gender. By contrast, the TTE group graves contained limited amounts of 

ironware and weaponry, implying that the TSE and TTE groups had differ-

ent social roles. 

The social identities of the deceased were also a decisive factor in the 

arrangement of graves. In contrast with commonly accepted interpretations, 

this study revealed that Silla burials were not family graves; single-gender 

clustering was prevalent, inferring that family relations were not a key 

factor in the arrangement of graves. In the case of conjoined mounds, not 

a single example of two conjoined TTE-TTE graves was observed, suggest-

ing the existence of restrictive regulations in the arrangement of burials.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es suggest that there were certain 

types of funerary norms based on the social identities of the deceased 

that followed a social consensus of Silla society. These results also suggest 

that Silla elites differentiated themselves by gender, social role, and social 

rank, and the social order of Silla society structured by these principle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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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ly expressed in idealized form in the burials at Gyeongju, the center 

of the Silla state.

At the periphery of Silla, in the Yeongnam Province area, gender ex-

pression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center. Female graves also had sep-

arate pits for grave goods and therefore had similar quantities of pottery 

with male graves. However, graves in the periphery shared similar norms 

with Gyeongju graves in terms of grave-good composition and conjoined 

mounds with TTE and TSE assemblages. This strongly suggests that the 

social order and structure of the central elites of Gyeongju proliferated to 

the periphery of Silla and that local elites in the periphery actively ac-

cepted and reproduced them in their mortuary practices. These strong pat-

terns in the composition of burials suggest that elites shared a common 

background in social structure and ideology. From this point of view, the 

high-mound tombs period is regarded as a time of assimilation of periph-

eral elites to the center, the state of Silla.

Keywords : Silla, Silla high-mound tombs,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s, social identity, social structure, grave goods, 

gender, mortuary practice

Student Number : 2012-3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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