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 금령총 재발굴(3차)

2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2020. 11.



일 러 두 기

1. 본서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추진 중인 ‘경주 금령총 재발굴(3차)’ 2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이다.

2. 조사대상지역은 ‘경상북도 경주시 노동동 264임 일원’에 해당한다. 조사범위는 총 660㎡

(봉토부 및 매장주체부, 옹관묘 포함)이며, 기반층까지 전면 제토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

행하였다.

3. 본문에 삽입된 주변유적 위치도 및 지형도는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1:5,000, 1:25,000 

지형도를 판형에 맞춰 축소ㆍ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4. 본서에서 사용한 수치지형도의 측지기준계는 세계측지계, 회전타원체는 GRS80 투영법, TM 

투영 원점은 TM 동부원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5. 본 조사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실시하였으며, 향후 유적복원정비사업에 대비한 학술조사 

성격의 문화재 발굴조사이다. 현장조사는 2020년 5월에 착수하여 실조사일수 120일 일정

으로 진행 중이다.

6. 국립경주박물관은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본 자료집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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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 조사명칭: 경주 금령총 재발굴조사(제2018-0727호)

■ 조사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노동동 264임 일원

■ 조사목적

  o 일제강점기 조사 내용의 수정 및 보완

   o 고분 주변의 제의행위 및 부가시설 확인

   o 고분의 축조 기법 및 경관 복원

   o 신라능묘 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 조사면적: 매장주체부 및 봉토부, 옹관묘 포함(총 660㎡)

■ 조사기간: 2020.5.25.(월)~현재까지(실조사일수 120일)

■ 조사기관: 국립경주박물관

■ 조사경과

   o 1924년 5월 10일∼6월 3일: 금령총 발굴조사(실조사일수 22일)

   o 1930∼1931년: 고적조사사무촉탁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에 의해 보고서 2권 발간

     ※ 도판 1권 발행(1930년 3월 30일), 본문 1권 발행(1931년 3월 30일)

   o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38호로 지정

   o 2011년 7월 28일: 사적 제512호 ‘경주 대릉원 일원’으로 재지정

   o 2013년: 조선총독부박물관 자료 공개 사업 기본계획 수립(국립중앙박물관)

     ※ 일제강점기에 발굴된 고분 중 원형 복원, 발굴 성과의 재해석 등이 필요하며 

재발굴 후 활용가치가 큰 것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o 2017년: 금령총 유물 정리 및 보존처리작업 시작

   o 2018년 7월 2일~12월 14일: 금령총 재발굴(1차)

   o 2019년 4월 22일~10월 31일: 금령총 재발굴(2차)

   o 2020년 5월 25일~현재: 금령총 재발굴(3차)

     ※ 9월 15일: 1차 학술자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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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향 

   o 봉토부에 총 8개의 기준 둑을 설정하여 층위 양상을 파악한다. 도면 작성 및 사

진 촬영 후 근대 이후 교란층은 제거한다. 또한, 호석 외곽에 설정한 기준 둑은 

제거하고 문화층까지 퇴적토를 제거한다.

   o 일제강점기 발굴조사보고서의 조사 경과와 도면, 사진을 참고하여 조사한다.

   o ‘타임 랩스(Time Lapse)’ 촬영을 통해 유적 조사 경과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향

후 보고서 작성 및 특별전시 등에 활용한다.

   o 제토 과정에서 나온 흙과 천석은 조사범위 남쪽 구역에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여 

적치하며, 체질을 통해 일제강점기 조사 시 유실된 부장품을 확인한다.

   o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유구와 유물은 모두 도면화하여 분포도를 작성하고 실측 

및 사진 촬영을 실시한다. 조사 시 출토된 유물은 현장에서 정리하여 조사완료 

후 유물현황자료 및 유적의 성격 파악 자료로서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o 현장 조사 시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한다. 기타 조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이외 허가기관과 조사시행기관의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o 약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o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사업추진 여부, 유적의 보존문제 등 후속 처리 방안을 

조속히 결정하여 매장문화재의 보호와 사업의 조화로운 추진에 일조한다.

■ 발굴조사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o 복원ㆍ정비 문제

     - 발굴조사 기간 및 방법, 추진 방향은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시하

고 향후 정비ㆍ복원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다.

     - 발굴 종료 후 봉분 복원은 현상 복원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o 도심 고분 발굴에 따른 현장 관리 문제

     -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발굴대상구역에 메쉬 펜스(길이 60×60m, 높이 1.5m 내

외)를 설치하여 발굴 현장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제토 과정에서 나온 흙은 발굴대상구역 남쪽의 별도로 마련한 공간에 적치한 

후 상부에 방진막을 설치하여 먼지 발생과 붕괴 위험, 도시 미관 저해 등과 관

련된 민원을 사전에 최대한 차단하였다.

     - 지역민과 일반인이 발굴현장을 실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對국민 서비스를 제

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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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지역 주변 현황

【그림 1】노동동ㆍ노서동 고분군 전경(화살표: 금령총)

【그림 2】금령총 조사 중 전경(북서쪽에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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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금령총 조사 중 전경(직상방 촬영)

【그림 4】금령총 최근 전경(직상방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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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 방법

3차 조사는 봉토부 및 적석부를 조사하여 금령총의 전체 축조 과정을 살펴보는데 주

력하였다. 더불어 금령총의 규모와 형태, 주변 소형 분묘와의 상관성, 내외부에서 출토

된 유물의 성격 등을 파악하였다. 조사는 봉토부, 매장주체부, 127-1호, 127-5호1) 분

묘로 구분해서 실시하였다.

■ 봉토부

봉토부 내부에 설치한 8개의 트렌치에서 확인된 층위를 기준으로 전면 제토를 실시하

였다. 트렌치에서 확인 가능한 종단면 층위 이외에도 적석부의 외면ㆍ호석의 내면에서 

확인 가능한 횡단면 층위를 연속적으로 파악하여 봉토 축조 과정을 종합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 매장주체부(적석부 및 관ㆍ곽)

먼저 일제강점기 조사 후 매장주체부 내부에 되메운 잡석과 흙을 제거하였다. 이후 

적석부 서쪽 단면의 층위를 통해 일제강점기 교란면과 본래 적석부 축조면을 분류하였

다. 매장주체부가 기반층 아래 1.2m 지점부터 조성되기 시작해 기반층 위로 약 1.8m 

지점까지 존속했기 때문에 상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적석부를 구성하는 석재와 토사, 

자갈 등을 제거하였다. 적석부를 조성하기 위해 굴광한 경계선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적석부 내부의 관ㆍ곽 경계선을 찾는데 집중하였다. 매장주체부 내부 전면에 걸쳐 일제

강점기 조사시 미수습된 유물들이 산재해 있어 이를 수습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 소형 적석목곽분(127-1호)과 옹관묘(127-5호)

당초 조사시 금령총 남쪽에서 분묘 4기가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금령총 남쪽에서 확인된 옹관묘 조사 결과, 하부에서 별도의 매장주체부(적석부)를 갖

춘 선행 분묘가 추가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중복된 지점의 층위 조사 결과, 직경 

12m 내외의 소형 적석목곽묘(127-1호)가 먼저 축조된 상태에서 금령총이 그 북쪽에 

중첩되게 조성되었고,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127-1호 봉토부를 파괴하고 그 상면에 

127-5호 옹관묘가 축조된 것을 파악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조성된 옹

관묘를 조사하고, 하부의 소형 적석목곽분은 추후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 기존에 옹관묘를 127-1호로 임시 명명하였으나, 하부에서 별도의 매장주체부가 확인됨에 따라 선행한 소형 적석목곽분

을 127-1호, 가장 마지막에 조성된 옹관묘를 127-5호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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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사 내용

■ 봉토부

적석부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4개의 트렌치를 설치하고, 그 사이마다 4개의 트렌

치를 추가로 설치하여 층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트렌치 사이의 봉토부를 8개 구획

으로 구분하여 상부의 교란층부터 제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그림 5).

【그림 5】금령총 봉토부 내 트렌치 배치 현황(3D 스캔)

봉토부의 단면을 살펴보면, 적석부에서 바깥쪽으로, 호석에서 안쪽으로 각각 성토를 

하고, 그 사이의 역삼각형 공간에는 크고 작은 泉石을 채워 양쪽의 성토부를 고정시키

는 방식이 적용됐음을 알 수 있다. 각 트렌치의 층위는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균일

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데, 각 성토 구간별로 개별 조성 작업이 이루어진 탓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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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북쪽 기준토층(Tr.1) 양상(남쪽→북쪽)

적석부에서부터 북쪽으로 뻗은 기준토층(Tr.1)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목되는 것은 적석부에서 호석 방향으로 둔덕을 이루며 성토한 구간이다. 층층이 완

경사를 이루며 흙을 쌓지 않고 크게 일정 높이까지 흙을 쌓은 후(2~5번) 그 위로 세밀

하게 흙을 호석 방향으로 쌓아 나갔다(붉은색 토층). 이와 마찬가지로 호석에서도 안쪽

을 향해 흙을 쌓되 큰 천석과 자갈을 이용해 둔덕을 쌓은 후(19~23번) 그 위로 흙을 

층층이 쌓아 호석을 완성해 나갔다(파란색 토층). 그리고 그 사이의 빈 공간은 흙과 자

갈, 천석 등으로 채우되 한 번에 빈 공간을 전부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왼쪽-오른쪽-

가운데’ 순서대로 번갈아가면서 흙과 자갈 등을 채워나갔음을 알 수 있다(녹색 토층).

【그림 7】동쪽 기준토층(Tr.3) 양상(서쪽→동쪽)

다음은 동쪽으로 뻗은 기준토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적석부에서부터 완경사를 이루며 호석 방향으로 향하는 성토 구간이 확인된다

(붉은색 토층). 이와 함께 호석에서부터 안쪽을 향해 조성된 성토 구간도 확인된다(파

란색 토층). 이러한 성토 작업은 적석 및 호석 축조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닥에서부터 봉분 상면까지 한 번에 성토된 것이 아니라 일정 높이까지 양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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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토한 다음, 가운데의 빈 공간을 채워 수평을 맞추고, 다시 양쪽을 성토하고 가

운데를 채우는 식으로 봉토부를 완성했음을 알 수 있다(녹색 토층).

두 방향의 기준토층을 살펴보면 크게 ‘왼쪽(적석→바깥쪽)→오른쪽(호석→안쪽)→가운

데(역삼각형의 빈 공간)’ 순서대로 번갈아 가면서 성토2)해 나갔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세부 축조기법이라든가, 재료 등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전체 8개 기준토층에서 동

일하게 확인되는 양상으로 봉토부를 조성하는 데 있어 구간별로 차이가 있었음을 알려

준다. 즉, 금령총 축조시 기획 단계까지 동일한 프로세스를 공유하기만 하면 실제 공정

시 구간별로 세부 사항에는 큰 제약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림 8】봉토부의 기저면 양상

2) 2020.10.23.(금) ｢대가야의 도성｣ 학술대회 – 김해 봉황토성 최신 발굴조사 성과(오규진, 가경고고학연구소)

   최근 김해 봉황토성의 성벽 절단면에서 이와 유사한 방식의 토축기법이 확인되어 참고할 만하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봉

황토성의 경우, 역삼각형 공간을 돌이 아닌 흙으로 채웠다는 사실이다. 조사단은 성벽 외부의 출토 유물을 통해 봉황토성

을 5세기 전반으로 편년하고 있는데, 양자의 연관성 여부는 추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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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토부를 상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제거하면서 아래로 내려갔지만, 종방향의 성토 구

획을 구분할만한 흔적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다만, 기반층에서 약 20㎝ 높이까지 봉토

부를 제거하자 적석부를 중심으로 環狀의 정지층이 확인되었다.

적석부 주변으로는 기반층을 1차적으로 굴토한 뒤 잔자갈이 채워진 공간이 자리 잡았

으며(1-1번), 그 바깥으로 목탄이 깔려 있거나 탄화된 흔적이 확인된 구간이 일부 확인

되었다(1-2번). 기본적으로 기반토 위로 점질토를 깔아 바닥을 평탄하게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균형이 맞지 않은 곳은 다량의 점질토를 채워 넣기도 하였다.

【그림 9】봉토부 기저면의 목탄과 토기편

한편, 남동쪽에서 목탄이 폭넓게 확인되었으며 그 안에서 토기편들이 수습되었다(2~4

번).3) 금령총이 자리한 기반층은 巨礫(직경 25.6㎝ 이상의 자갈)이 다수 포함된 지형으

로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서쪽보다 동쪽에서 그러한 특징들이 뚜렷하게 관찰된다(5-1

번). 서쪽은 전체적으로 점질토가 넓게 분포하고 있지만, 동쪽은 크고 작은 자갈이 점

성이 강한 흙과 뒤섞여 자리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5-2번). 이는 호석을 따라 안쪽에 

사질점토가 길게 깔린 부분에서도 확인된다(6-1ㆍ2ㆍ3번). 서쪽과 남쪽은 호석 안쪽에

서부터 적석부를 향해 순차적으로 사질점토가 깔려 있지만, 동쪽의 경우 자갈층과 점질

토, 사질점토가 뒤섞여 확인되고 있다.

이는 금령총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미고지의 끝부분에 해당하여 주변에 흘렀던 물의 

3) 토기편은 기종을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출토 양상을 고려했을 때 의도적인 毁棄 흔적으로 보인다. 고분 축조 과정상 바

닥면을 정지하는 과정에서부터 의례행위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목탄은 防濕을 목적으로 깔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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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보다 많이 받은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금령총 설계 당시 이러한 지형적 특징

을 고려하였고, 그 결과, 지점별로 별도의 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봉토부 기저면에서 적석부와 호석 진행 방향과 동일한 환상의 평

면 양상은 확인되지만, 별도의 구획성토 여부를 살펴볼만한 흔적(경계석, 토낭, 목주열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즉, 봉토 전체를 종방향으로 일정 구간씩 구획한 

뒤에 각 구간별로 성토한 것이 아니라 적석부를 감싸듯이 환상으로 여러 차례 성토한 

것으로 보인다.4)

【그림 10】적석부 외면의 횡단면 층위 – 번호는 축조 순서

마지막으로 적석부 외면의 횡단면 층위를 살펴본 결과, 종단면과 유사한 층위 양상이 

확인되고 있다. 기반층 위로 두껍게 정지층이 확인되고, 그 위로 양쪽에서 흙을 쌓고, 

그 사이에 자갈과 섞인 사질점토를 채워넣는 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적석부 

상면까지 봉토를 쌓아 올렸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봉토부 전면에 걸쳐 종방향의 

구획성토 경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적석부 및 호석의 형태를 따라 환상으로 성토해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 매장주체부(적석부 및 관ㆍ곽)

매장주체부 내부는 일제강점기 조사 과정에서 나온 천석과 자갈, 흙 등으로 되메워져 

있는 상태였다. 1~2차 조사시 매장주체부 주변에 설치한 8개의 트렌치를 통해 기본적

4) 최근 발굴보고서가 발간된 서봉총 남분에서는 적석부와 호석 사이에 종방향으로 구획된 정지층이 확인된 바 있다. 매장

주체부를 중심으로 방사상구획이 이루어진 형태인데, 금령총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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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층위 양상을 파악하였고, 이번 조사에서는 매장주체부 주변 지역을 전면 제토하여 

축조 기법 및 규모, 형태 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 적석부

일반적으로 적석부는 바닥을 정지한 후 묘광5)을 굴착하면서부터 공정이 시작된다. 금

령총 역시 기반층을 정지한 뒤 바닥을 1.2m 가량 굴착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목곽의 

장단축과 상관없이 약간 틀어진 마름모형으로 굴착했다는 사실이다.

【그림 11】매장주체부의 조사 경과
1. 적석부 조사전 전경 / 2. 일제강점기 교란면 제거 / 3. 적석 상단 제거 / 4. 관곽 노출 조사

기반층은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약간 내만하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에 판석을 먼저 깐 

다음에 외곽을 설치하고 묘광 벽체와 외곽 사이에 천석을 채웠다. 묘광 벽체와 천석 사

이에 점성이 강한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빈 공간에 단순히 돌을 채워넣

5) 최병현, 2016, ｢신라 적석목곽분의 축조기법과 전개｣ 崇實史學 37, p.38.

   최병현은 지상적석식 적석목곽분의 경우, 목곽이 완전히 지상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목곽 하부 토광을 묘광이라고 부르는 

것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금령총의 경우, 목곽이 지하로 내려가 안치되었기 때문에 묘광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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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보다는 묘광 벽체와 외곽 사이를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천석을 쌓고 그 사이의 

공극을 흙으로 메우는 식으로 적석 하단부를 시공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림 12】묘광 벽체와 적석의 경계면(좌:남쪽 단면/우:북벽 내면)

한편, 금령총은 여타 적석목곽분과 달리 비계목 없이 적석부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

는 목곽의 1/3 지점 하단부가 지하에 안치된 영향도 있지만 봉토부를 아래에서부터 단

계별로 축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적석부 서쪽 단면(북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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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의 층위를 통해 복원한 축조 공정은 다음과 같다. 일단 묘광 바닥면 위에 깔린 

천석 상면부터 봉토부 기저면까지 목곽과 묘광 벽체 사이에 천석과 사질점토를 채운다. 

이후 봉토 내부 정지층 상면에서부터 약간 안쪽으로 비스듬하게 적석 1단을 쌓는다. 그

리고 적석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완경사를 이루며 1차 성토를 한다. 그 위로 적석 2단을 

쌓고, 2차 성토를 한다.

【그림 14】일제강점기 조사 당시 적석부 단면도(좌) 및 적석부 서쪽 전경 유리건판 사진(우)

재발굴 당시에는 이미 복원 정비가 한차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부적석의 존재가 거

의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제강점기 유리건판 사진을 토대로 봤을 때 적석 2단 상부에는 

상부적석을 쌓고 점토 밀봉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확인된 적석 상부의 높이는 묘광 바닥면에서부터 3.1m에 달하지만 일제강점기 

조사 당시 잔존 적석부 상면은 4.5m에 육박한다.6) 함몰부를 봤을 때 상부적석 외면에 

점토 밀봉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본래 목곽의 높이는 그보다 높았음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적석부 축조기법은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방식이다. 금관이 출토된 여타 

지상식 적석목곽분과 비교했을 때 금령총 축조 당시 기술력이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

다. 금령총의 출토 유물 및 축조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동시기 금관이 나온 고분들과 

위계가 낮지도 않다. 또한 관ㆍ곽의 크기는 여타 지상식 적석목곽분과 큰 차이가 없음

에도 봉토부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 기존에 조성된 중소형 분묘 사이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무덤을 만든 점7) 등을 고려한다면, 금령총 축조시 새로운 공법들을 적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6) 朝鮮總督府, 1931, 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第一冊 本文-慶州金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p.31.

   조사단은 금령총의 주요 유물이 최씨 마당면에서 깊이 10척 5촌(약 3.18m) 지점에서 확인된 것으로 최종 정리하였다. 

그로부터 약 0.42m 지점 아래에 기단부가 존재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제강점기 생활면은 기단부에서 약 3.6m 높이

에 위치하며 이는 현지표면보다 약간 높은 정도임을 알 수 있다.

7) 국립경주박물관, 2020, 경주 금령총 재발굴(3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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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ㆍ곽

일제강점기 조사 당시 금령총의 묘실은 동서 길이 

4.54m, 남북 너비 3.48m로 측정되었으며, 목곽의 

두께는 잔존 목탄을 토대로 3㎝ 정도였다. 탄화된 

목재 바깥쪽으로 朱칠된 자갈층이 깔려 있었으며, 

대형의 적석이 내면을 맞추어 채워져 있었다. 

한편, 목곽 외면의 동북쪽ㆍ동남쪽 모서리 지표 

아래 1.9m 지점에서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곽 내외

의 적석을 추가로 제거해 지표 아래 2.7m 지점까지 

내려가자 귀걸이를 비롯해 각종 칠기편, 기마인물형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8) 이는 곽 내부에 石段으로 

볼만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었으며, 그 상면에 토기 

등의 부장품이 자리했음을 알려준다. 재발굴 당시 

해당 지점에서 추가 토기편은 수습되지 않았다.

한편, 일제강점기 조사 당시 4.8×2.5×1.5m 크기

의 상자형 목곽(장축 동-서 방향)을 설치하고, 그 

안에 1.5×0.6m 크기의 목관(장축 동-서 방향)과 

1.8×0.8m 크기의 부장품 공간(장축 남-북 방향)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 금령총

의 매장주체부는 황남대총 북분 또는 천마총과 같은 단곽식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당시 조사단은 조사 마지막 날 유물 수습을 완료한 뒤 매장주체부 바닥을 기

반층까지 굴착해 정지층 단면을 확인하였으나, 적석부 측면을 묘광 벽체까지 굴착하지

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작성된 외형 복원도에서 금령총이 단곽식의 지하식 

적석목곽분으로 그려졌고, 이후 지금까지 그러한 내용이 통용되어왔다.

하지만 재발굴 결과, 금령총은 10.0×8.0m 크기의 묘광을 굴착한 뒤 그 안에 외곽과 

내곽을 설치하고 관과 부장품 공간을 마련한 형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묘광은 장방형이 아닌 서쪽으로 기운 약간 일그러진 마름모형이었기에 외곽과 묘광 

벽체 사이에 채워진 적석의 두께는 각 부분마다 차이가 있다. 외곽의 규모는 적석부의 

서쪽 단면을 절개할 당시 확인된 경계선을 따라 파악하였으며, 내곽은 일제강점기 조사 

이후 되메운 석재와 토사를 제거하자 드러났다. 외곽의 규모는 7.0×5.5m, 내곽의 규모

는 4.8×2.5m로서 일제강점기에 묘실이라고 확인된 공간이 내곽의 범위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8) 朝鮮總督府, 1931, 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第一冊 本文-慶州金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pp.20-21.

【그림 15】일제강점기 조사 당시 
곽 내외부 유물 출토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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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관ㆍ곽의 범위 추정

【그림 17】일제강점기 조사 당시 매장주체부 조사 전경

실제 당시 조사 과정을 촬영한 유리건판 사진을 보면, 내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까지만 제토하고 내부 유물을 수습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과 부장품 공간의 배치 상태를 보면 먼저 내곽의 정중앙에 관을 안치하

고, 그 동쪽에 부장품 공간을 마련했음을 알 수 있다. 관의 서쪽 공간은 비어 있었으며, 

잔자갈 상면에 되메운 흙을 제거해 체질한 결과, 구슬이 소량 수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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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내곽 경계선에서 확인된 목탄과 유물

내곽 경계선의 안쪽으로는 약 10㎝ 두께의 목탄이 띠를 두르듯 적석을 따라 이어지고 

있었고, 암갈색 점질토와 뒤섞인 자갈이 내부에 가득 차 있었다. 목탄 띠 사이에서 금

동장식편과 목재편, 토기편 등 유물 잔편들이 수습되었다.

■ 소형 적석목곽분(127-1호)

【그림 18】금령총 호석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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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시 금령총 남서쪽 호석의 일부 구간이 변형된 형태로 축조되었음을 확인하

였다. 본래 금령총을 설계했을 당시에는 타원형이었을 텐데 금령총 남서쪽에 127-2호

분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분묘의 호석을 파괴하거나 가리지 않으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

【그림 19】127-1호분 북쪽 호석 및 유물(좌)과 금령총과의 중복 층위 양상(우)

【그림 20】127-1호분 서쪽(좌)과 동쪽(우) 층위 양상

한편, 금령총 남쪽 127-1호분의 경우에는 공간상의 이유 때문인지 호석을 안으로 들

여쌓지 않고, 127-1호 북쪽 봉분의 일부를 그대로 덮고 금령총의 남쪽 호석을 그 위에 

덧대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127-1호분 북쪽 봉분의 일부를 깎아내고 그 자리에 두껍

게 점토를 채운 뒤 금령총 봉분을 축조한 점이 흥미롭다. 밀봉 점토는 두 봉분 간의 경

계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ㆍ서쪽과 달리 북쪽 방향의 밀봉 점토는 상당히 두껍게 

확인되고 있어 금령총 봉분토를 쌓기 위한 정지층의 역할도 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호석 일부는 빠져 있었고 대신 그 자리에서 토기편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127-

1호분 북쪽 호석을 따라 깨진 토기편과 소형 완 등이 수습되었는데, 금령총 봉토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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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면의 정지층 상면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이는 127-1호분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금령총 축조시 남쪽 봉토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의례의 결과물로 보고자 한다.

【그림 21】127-1호분 전경

한편, 127-1호분은 서쪽에 인접한 127-2호분과 달리 기반층 위에 바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기반층 위에 암갈색 점질토로 정지층을 조성한 뒤 호석과 매장주체부 등을 축

조했음이 확인되었다. 인접한 127-2호분의 기저부 높이와 맞추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

고, 향후 노동동 일대에 대규모 고분군을 축조할 거시적인 계획 하에 조성된 결과물일 

가능성도 있다. 이는 고분간 축조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

으리라 생각한다.

■ 옹관묘(127-5호)

옹관묘는 127-1호분보다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장축은 동서 방향이며, 127-1호분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약간 빗겨나 자리하고 있다.

축조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27-1호 봉토부 상면에 직경 2.7m, 깊이 

0.8m 규모의 타원형 구덩이를 팠다. 이후 동체부가 안치될 동쪽에는 직경 20㎝ 내외의 

천석을 깔고, 경부와 구연부가 자리할 서쪽은 잔자갈을 한번 깐 다음에 마찬가지로 천

석을 깔되 동쪽보다 두껍게 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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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옹관묘 조사 과정

천석으로 이루어진 바닥의 정지층은 길이 2.3m 내외로 형태는 타원형이다. 옹관은 높

이 1.3m 가량으로 동체부 내면에는 35㎝ 두께로 잔자갈을 깔아 시상대를 조성했는데, 

장경소호와 고배 등이 소량 출토되었다. 그밖에 내부토를 체질하여 구슬을 수습하였다. 

입구는 대부장경옹의 저부편으로 딱 들어맞게 막은 뒤 바깥쪽을 천석과 점질토로 가득 

메워 밀봉하였다. 입구를 밀봉한 뒤에는 옹관묘 주변과 윗부분에 적석을 여러 겹 쌓고 

마지막에 흙을 덮었음이 확인되었다.

옹관묘는 127-1호분의 존재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봉토부와 매장주체부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에 127-1호분 뿐만 아니라 금령총과의 관련

성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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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조사 성과

이번 조사 범위는 금령총 매장주체부와 봉토부를 중심으로 남쪽의 옹관묘를 포함한

다. 총 660㎡ 범위에 걸쳐 2020년 5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실조사일수 120일 계획으

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다음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봉토부

총 8개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층위를 확인하였으며, 금령총의 축조 기법 및 공정에 대

해 주의 깊게 살펴볼만한 요소들을 몇 가지 확인하였다.

1-1. 봉토부 축조 기법을 살펴본 결과, 적석부에서 바깥쪽으로 성토한 뒤 마지막에 

호석을 조성해 마무리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차이가 있었다. 금령총에서는 적석

부에서 바깥쪽으로, 호석에서 안쪽으로 각각 성토를 한 뒤 가운데의 빈 공간에 

적석부를 구성하는 석재와 동일한 크기ㆍ형태의 천석을 채워넣는 식으로 봉토

부를 구축하였다. 주목할 점은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 것은 맞지만, 각 트렌

치마다 세부적인 퇴적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즉, ‘적석부에서 바

깥으로 성토, 호석을 구축하고 안쪽으로 성토, 가운데 빈 공간은 천석으로 채워

서 양쪽의 성토 구간을 견고하게 유지’한다는 목적에만 부합한다면 세부 축조 

과정은 다소 자유롭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1-2. 위와 같은 층위 양상은 적석부를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설치한 트렌치에서도 확

인되었지만, 적석부 외면의 횡방향 단면에서도 확인되었다. 봉토부 제거 과정에

서 종방향의 구획성토 흔적(경계석, 토낭, 목주열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봉토 기저부의 정지면 양상을 살펴봤을 때 종방향의 구획성토 흔적 대신 적석부

를 둘러싼 환상의 정지층이 확인되었다.

1-3. 봉토부 기저면을 살펴봤을 때 서쪽에 비해 동쪽 기반층의 자갈 포함 비율이 상

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금령총이 입지한 미고지가 형성될 당시 물의 영향을 동

쪽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받은 결과물로 보이며, 이러한 지형적 특징은 금령총이 

조성될 때 분명하게 인지되었던 것 같다. 서쪽에 비해 동쪽의 봉토부 기저면에

서 목탄이 폭넓게 깔려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방습의 효과를 얻기 위한 

정지 작업의 결과물로 보이며, 그 사이에서 토기편들이 수습되어, 정지작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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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일종의 의례행위가 1차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매장주체부

조사 전 매장주체부 내부는 일제강점기 조사시 되메운 석재와 흙으로 가득 채워져 있

었다. 또한 당시 적석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에서 제거한 석재를 적석부 내면에 

덧대었는데, 해당 교란면이 가장 두터운 서쪽 적석부를 우선적으로 절개해 단면의 층위

를 파악하였다.

【그림 23】일제강점기 조사 당시 금령총 단면도(상)와 현재 단면도(하) (1/240)

2-1. 적석부 서쪽의 단면을 통해 파악한 적석부의 축조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기반층 상면을 점질토로 편평하게 정지함

     ② 지하로 1.2m를 굴착하되 입구부가 완만하게 외반하는 형태로 굴착

     ③ 묘광 전면에 약 15~20㎝ 두께로 판석을 깔아 1차 정지작업을 완료

     ④ 외곽 설치 후 묘광 벽체와의 사이에 천석을 채우되 벽면에는 점성이 강한 사

질점토를 발라 공극을 메움. 기반층 상면의 정지층 높이까지만 적석을 채움

     ⑤ 묘광 굴광선보다 바깥쪽에서부터 적석을 쌓되 외곽 벽면에 기대어 안으로 들

여쌓음. 높이 약 90㎝ 정도로 적석 1단을 형성

     ⑥ 적석 1단 상면의 높이에 맞추어 호석 방향으로 1차 성토 실시 

     ⑦ 적석 1단과 1차 성토면이 만나는 경계선보다 바깥쪽에서부터 적석을 쌓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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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벽면에 기대어 안으로 들여쌓음. 높이 약 90㎝ 정도로 적석 2단을 형성

     ⑧ 적석 2단 상면의 높이에 맞추어 호석 방향으로 2차 성토 실시9)

     ⑨ 적석 2단과 2차 성토면 위로 상부 적석을 덮음

     ⑩ 상부 적석 위로 점토 밀봉을 하고 봉토를 덮음

  2-2. 일제강점기 조사 당시 매장주체부에서 유물 수습을 완료한 뒤 기반층까지 굴

착해 정지층을 확인하였으나, 적석부 벽면을 굴착해 묘광 벽체까지 도달하지

는 않았다. 그로 인해 적석부의 정확한 형태나 규모를 알 수 없었으나 이번 

재발굴을 통해 금령총 적석부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금령총은 

10.0×8.0m 크기의 다소 일그러진 마름모형 묘광을 굴착한 뒤 2중 곽을 설치

한 형태인데, 외곽의 규모는 7.0×5.5m, 내곽의 규모는 4.8×2.5m이다. 일제

강점기 조사 당시의 기록과 유리건판 사진 등을 참고했을 때 당시 내곽 범위

까지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입단면도가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금령총 주변의 소형 분묘

금령총 남쪽 및 남서쪽에 선축된 2기의 고분(127-1ㆍ2호분)이 위치하며, 127-1호분 

상부에서는 그보다 늦게 조성된 옹관묘(127-5호)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는 127-5호묘에 대한 조사만 완료하였고, 나머지 분묘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3-1. 금령총은 남쪽에 선축된 127-1ㆍ2호분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설

계ㆍ축조된 고분이다. 127-2호분과 만나는 부분은 호석을 안쪽으로 약 1.6m 

정도 들어오게 설계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127-1호분은 호석의 위치를 

약간 옮기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봉분 일부를 중복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이에 127-1호 봉분의 일부를 삭평하여 그 위에 두껍게 점토를 밀봉하

였는데, 이는 경계선의 의미도 있지만, 금령총 봉토부 조성시 기저부를 정지한

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127-1호분의 북쪽 호석이 금령총 봉토부 안

쪽에서 확인되었는데, 호석 외부에서 다수의 토기편이 수습된 것으로 봐서 금령

총 축조시 무덤 축조와 관련된 의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 일제강점기 조사 당시 적석부의 높이는 4.5m에 달했다. 금령총이 축조된 이후 192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삭평ㆍ훼손된 

점을 고려한다면 당초 적석부가 더 높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외곽의 크기, 적석부의 높

이, 3단 적석 및 성토의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조사 당시 금령총 잔존 봉토부의 

직경은 13m 정도였으며, 이를 토대로 본래 고분의 크기는 직경 18m 내외, 높이 4.5m 정도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재발

굴 결과, 금령총의 직경은 28.2~29.8m에 달하기 때문에 봉토부 역시 더 높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내부의 목곽 및 적석 

또한 그에 맞추어 수정될 여지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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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옹관묘는 선축된 127-1호분의 봉토부 및 매장주체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는데, 

127-1호분의 중앙에서 약간 서쪽으로 벗어난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10) 127-1

호분의 봉토 대부분을 파괴하고 굴착한 타원형의 수혈 바닥에 천석 및 자갈을 

이용해 1차 정지작업을 한 뒤 길이 높이 1.3m 규모의 대옹을 동서 방향으로 안

치하였다. 동체부 내부에는 전면에 잔자갈을 깔아 시상대를 만들었는데, 장경소

호와 고배 등이 부장되어 있었다. 그밖에 내부토를 체질하여 구슬을 수습하였

다. 입구는 천석과 점질토로 밀봉하였으며, 옹관의 주변과 상부에 여러 겹으로 

돌을 쌓아 적석부를 형성하고 그 위로 봉토를 덮어 마무리하였다. 정확한 축조 

시점, 선행 분묘와의 관련성은 추후 정밀한 유물 분석을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

10) 127-1호분의 매장주체부 동쪽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금령총과 일대를 가로지르고 후대에 설치된 배관용 파이프로 인

해 대부분 교란되었다. 하지만 잔존한 봉토부의 단면에서 매장주체부와 관련된 층위가 확인되지 않아 지하식 매장주체부

를 갖춘 소형 적석목곽분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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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검토 사항

■ 향후 일정과 유적 보존

   o 금령총의 구조와 축조 기법

   o 조사 완료 후 금령총 복원 정비 사항

   o 노동동 고분군 일대의 향후 조사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