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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구암동고분군은 대구의 북부지구에 위치한 삼국시대 대표 고분군으로 379기의 봉
토분이 유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글에서는 고분군 내에서 발굴조사된 3기의 봉토
분을 대상으로 그 구조를 분석하여 권역 내 여타 고분과의 비교를 통해 구암동고분의 특징
을 추출한 것이다.
분석 결과, 고분의 구조는 분형에 있어 봉토에 대량의 석재를 사용한 적석봉토분이며,
봉토 내부에는 석축상의 구획석열이 주체부를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조성되어 전체 봉분을
완성한 형태이다. 봉토분에 연접된 단독고분들은 선축분에 연접하는 형태와 선축분 사이
를 연결하는 형태로 구분되며, 이는 모두 후축된 고분의 위계를 보여주는 상징성으로 파악
하였다.
배장분들은 본분의 호석을 따라 조성되는데, 배장분 호석이 본분의 호석에 붙여 장타원
형으로 마련되고 있어 묘역의 중심이 배장고분이 아닌 본분의 외형임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러한 양상은 본분 피장자와 배장자와의 관계성이 고분 조성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묘형에 있어 단독분은 모두 11자형 주부곽식인데, 고분의 구조와 출토유물의 동질성으
로 보아 대구권역 다사지역 고분과의 친연성이 상정되며, 고분의 수량과 위계로 보아 구암
동집단이 다사지역 고분 축조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매장주체부의 평면형태는 대구지역 고분군 내에서도 특징적인 극세장방형이며, 주곽과
부곽과의 규모와 위치를 분석한 결과 주곽 대비 부곽의 길이가 줄고 양자간의 간격이 좁아
지는 시간성이 확인되었다. 끝으로 묘곽 구축에 있어 석축이 사용된 것은 지상식 묘형의
묘곽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지역의 여타 고분에서도 확인되며, 묘형의 동질성을 갖
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암동고분군 내 발굴분의 구조분석을 통해 나타난 적석봉토, 석축상 구획석열과 극세
장방형 묘형은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요소이며, 묘곽 배치는 낙동강 중유역권에 포함되
는 동질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주제어 : 구암동고분군, 적석봉토, 구획석열, 배장분, 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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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三國史記』地理志의 기사 에 따르면 통일신라시대 대구지역은 5개소의 군현으로 편재
되어 있었으며, 다행히 현재의 지명과도 결부되어 그 위치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기사에는 신라 경덕왕대(742~764)에 이루어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수창군의 아래에 대
구현, 팔리현, 하빈현, 화원현의 행정거점을 두었는데, 4개의 현은 개명 이전에는 위화,
달구화, 팔거리, 다사지, 설화였다고 한다.
이 지역들에는 각각의 중심고분군(고총)이 산(토)성과 함께 조성되어 있는데, 달구화
현은 달성고분군과 달성토성, 팔거리현은 구암동고분군과 팔거산성, 다사지현은 문산리
고분군과 문산리산성, 설화현은 성산리고분군과 성산토성에 대응된다. 거점별 중심고분
군이 해당 지역의 지배집단을 위한 것이라면 고분의 영조시기(5~6세기)에 대구권역에는
최소 4개의 집단이 독립적으로 존재했음이 인정된다. 본고에서 살펴볼 구암동고분군은
2)

대구의 북부지구 에 위치하여 금호강과 여기에 합수되는 팔거천을 중심으로 영위하던
팔거리현 지배자집단의 묘역으로 상정된다.
대구 구암동고분군은 금호강의 북쪽에 위치하는 함지산의 북서쪽 구릉에 분포하며, 직
경 25m 이상을 포함한 379기의 고분이 유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존하는 봉토분
은 수량면에서는 대구와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낙동강 이동의 신라권역 전체에서도 현존
3)

하는 고분군 중 최대 규모 이다. 특히, 1975년(제56호분)과 2015년(제1호분)의 발굴조사
4)

를 통해 적석석곽분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밝혀져 국가 사적으로 지정 되는
계기가 되었고, 현재까지 보존보호를 위한 정비와 조사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이전의 조사내용과 함께 최근 이루어진 제56호분의 재발굴조사와
제58호분의 조사성과를 토대로 고분의 구조분석을 실시하고, 권역 내 여타 고분과의 비
교를 통해 구암동고분군의 특징을 추출해 보기로 한다.

1) 『三國史記』卷34

地理志1; 壽昌郡壽一作嘉 本喟火郡 景德王改名 今壽城郡 領縣四 大丘縣 本達句火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八里
縣 本八居里縣一云北恥長里一云仁里 景德王改名 今八居縣 河濱縣 本多斯只縣一云沓只 景德王改名 今因之 花園縣 本舌火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2) 중심고분군(고총)과

하위고분군의 관계를 통해 대구지역 고분군을 중심·북부·남부·서북부·서남부 지구의 5개 지구로 구분하였
다(홍대우, 2010, 「5~6世紀 大邱地域 古墳群의 動向」 『嶺南文化財硏究』23, 嶺南文化財硏究院).
3) 대구

불로동고분군은 275기, 화원 성산리고분군은 40여 기의 봉토분인 유존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달성고분군은 87
기, 대명동고분군은 40여 기가 분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2018년 8월 7일에 국가사적 제544호 대구 구암동 고분군으로 지정되었는데, 면적은 428,5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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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구암동고분군의 조사경과
구암동고분군이 문헌에 최초로 나타나는 시점은 일제강점기부터 이지만, 그 실상은 최
근의 조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여기서는 고분군의 현황이 계기적으로 알려지는 시기
를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일제강점기~1970년대 초
문헌에 기록된 구암동고
분군은 일제강점기인 1942
년에 보고된 『조선보물고
5)

적조사자료』 에 소략하
게 언급되어 있다. 여기에
는 고분의 규모와 수량이
기재되었는데, 직경 6~7
6)

間 (10~13m)인 것이 18기,
직경 5~7m인 것은 대략 20
기가 있으며, 거의 완전히
남아있다고 되어있다. 이
후 해방 후인 1970년 초에
문화재관리국의 주도하에
전국의 문화유적에 대한

<그림 1> 1942년(左)과 1971년(右)의 기록자료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7)

자료로 간행 하였는데, 여기에는 일제강점기의 조사내용을 그대로 인용·기록하여 당시
까지의 구체적인 현황은 알 수 없다.

2. 1975년도 조사-제56호분 발굴조사
구암동고분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1975년 영남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제56호분이

5)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慶尙北道 漆谷郡, p.257.
6) 1間은 6자로 약 1.82m이다.
7)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1, 『全國遺蹟目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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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초로 발굴 되면서 부터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발굴조사결과, 제56호분은
본분과 소형분인 북분이 연접된 구조이며, 이 고분들은 봉분이 적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석곽적석분으로 명명되었다.

56호분

<그림 2> 제56호분 발굴보고서에 수록된 분포도

한편, 발굴조사 기간에 고분군의 분포도가 작성되었는데, 전체 봉토분 기수는 157기
로 조사되어 일제강점기 당시의 조사 기수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실제 보고
서의 분포도에 표시된 고분의 기수는 163기로 확인되는데, 개별 호수를 파악한 결과 2기
(114·116호)는 누락되었고, 8기(10·16·62~67호)는 중복표기되어 있었다. 아마도 작성
과정에서 중복된 8기의 호수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조사에서는 도면에
표기된 163기의 고분을 확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분군의 분포는 함지산의 정상부에 조성된 팔거산성에서 서쪽으로 내려오는 주능선
과 그 남편 능선의 정선부를 따라 조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8) 金宅圭·李殷昌, 1978, 『鳩岩洞古墳發掘調査報告』, 嶺南大學校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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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0년~2006년 지표(현황)조사
1989~1990년에 경북대학교박물관에서는 대구의 문화유적을 조사하면서 구암동고분군
9)

의 현황과 함께 채집된 유물의 도면을 수록 하였다. 여기에는 당시의 1/5,000 지형도에
개별고분 139기의 위치가 표시된 분포도가 작성되었는데, 이전의 제56호분 발굴단에서
작성한 분포도면을 근거로 하였지만 위치와 수량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는 아마도
발굴단에서 직접 측량하여 제작한 지형도와 기성 지형도간의 정확도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고분군과 함께 배후에 팔거산성의 범위가 표시되어 산성과 고분군의
조합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당시 조사된 고분의 기수나 현황에 대한 설명은 없
으며, 이전의 발굴조사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지만, 기성 지형도에 고분의 위
치를 표시하여 분포현황을 명확히 한 점은 자료로서 큰 의의가 있다
10)

이후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대구광역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를 제작하면서 처음으로
구암동고분군의 전체 분포범위를 표시하였다. 고분군의 분포와 현황에 대한 내용은 부
가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고분군 범위를 북쪽으로 크게 확대하여 포함시키고 있다.

〈그림 3〉 구암동고분군의 분포범위(左:경북대학교박물관(1990년), 右:영남문화재연구원(2006년))

4. 2010년~2021년(현재)까지의 조사사
1) 고분군 정밀지표조사 - 분포현황
2015년에 구암동고분군과 팔거산성의 훼손을 방지하고 유적의 분포현황자료를 작성하

9) 大邱直轄市·慶北大學校博物館, 1990, 『大邱의 文化遺蹟-先史,古代』, pp.200~207.
10) 大邱廣域市嶺南文化財硏究院,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大邱廣域市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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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여 향후 정비복원 및 활용의 자료로 삼고자 정밀지표조사 가 진행되었다. 지표조사 결
과, 총 379기의 봉분이 보고되었는데, 이전에 조사된 157기(실제 163기)에서 222기가 추
가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개별 고분의 위치를 통해 5개의 능선을 따라 고분군이 분포하
12)

고 있음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고분의 규모 에 따른 수량은 초대형 7기, 대형 34기, 중형
309기, 소형 29기이다. 세부적으로는 1능선에 86기, 2능선에 240기, 3능선 34기. 4능선 18
기, 5능선 1기이며, 남쪽의 1·2능선에 대형분을 포함한 대부분의 고분이 집중분포하며,
북동쪽으로 갈수록 고분의 빈도가 떨어진다.

〈그림 4〉 2015년 조사에서의 고분 분포와 능선별 현황

2) 제1호분 발굴조사
13)

구암동고분군의 정밀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분군의 정비복원을 위한 발굴조사 가
제1호분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26일~2016년 3월 4일까지 진행되었다. 이 조사는 1975
년에 실시된 제56호분의 발굴조사 이후 40년 만에 진행된 것이다. 발굴조사결과, 세장방
형의 할석조 석곽구조인 주체부는 지상식의 주·부곽을 병렬 배치한 것이며, 적석봉분
을 갖춘 3기의 고분이 연접되어 있었다. 전체 봉분의 규모는 길이 22m, 너비 11.4m, 높이
7.6m 로 평면은 장타원형이다. 도굴의 피해를 입었으나 토기류, 철기류 및 은제 관모장
식·과대장식구 등 총 361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한편, 제1-2호 주곽의 개석에서 선사

11) 嶺南文化財硏究院, 2015, 『대구 구암동고분군 및 팔거산성 문화재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12) 직경 25m 이상을 초대형, 15m이상~25m미만을 대형, 5m이상~15m미만을 중형, 5m미만을 소형으로 구분하였다.
13) 嶺南文化財硏究院, 2018, 『大邱 鳩岩洞1號墳』.

대구 구암동고분의 구조와 특징

11

또는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암각이 확인되어 주목된 바 있다.

3) 제56호분 재발굴조사
1975년 영남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되었으나 이후 복원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14)

제56호분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 8월~11월까지 재발굴조사 가 진행되었다. 발굴
조사결과, 제56호분의 본분과 북분의 호
석 범위와 규모 및 평면형태가 명확하
게 밝혀졌고, 제56호분의 배장분(묘)로
판단되는 고분 4기(매장시설 5기)를 새
롭게 확인·조사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토기류, 금속류 등 139건 175점의 다종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이전 조
사에서는 고분의 평면형태를 직경 18m
인 원형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재조사에
서는 장경 20.8m, 단경 18.4m인 횡타원
형으로 밝혀졌다. 그 외 새롭게 확인된
배장묘들은 본분의 가장자리에 연접분
의 형태로 조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4) 제58호분 발굴조사
제56호분의 재발굴조사 결과, 북편
에 연접된 고분(북분, 제58-2~4호)들

〈그림 5〉 발굴분과 주변 고분 분포도

이 북쪽에 위치한 제58호분으로 이어지
는 양상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 고분
15)

의 복원정비를 위해 제58호분에 대한 발굴조사 가 2020년 8월~12월까지 진행되었다. 발
굴조사결과, 제58호분의 범위와 규모 및 평면형태가 명확하게 밝혔고, 제58호분의 배장
분(묘) 5기(매장시설 5기)와 제64-1호분, 소형석곽 등을 새롭게 확인·조사하였다. 그리
고 여기서 토기류, 금속류 등 200여점의 다종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고분의 규모는
호석열 기준으로 직경 15m 인 평면 원형이며, 매장시설은 주곽과 부곽이 11자형으로 나

14) 大東文化財硏究院, 2021, 『大邱 鳩岩洞 第56號墳-再發掘調査 報告書-』.
15) 대동문화재연구원, 2020, 「대구 구암동 고분군 제58호분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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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히 조성된 지상식구조의 석곽묘이다. 봉분 내부에는 석축상의 구획석열이 11개소에서
확인되며, 성토재는 할석과 점토가 사용되었는데, 대부분 할석이 사용된 적석분의 구조
를 취한다. 제58호분의 발굴조사를 통해 구암동고분군의 가장 큰 특징인 적석분의 축조
기법이 명확히 밝혀지게 되었다.

Ⅲ. 발굴봉토분 현황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구암동고분군 내 발굴조사분은 제1·56·58호분 3기이며, 현재
제5호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여기서는 조사된 개별 고분의 현황을 검토하기
로 한다.

1. 제1호분
3기의 매장주체부(제1-1~3호)가 연접하여 조성

<표 1> 제1호분 봉분 규모

된 형태로, 전체 봉분의 규모는 길이 22m, 너비

호수

11.4m, 잔존 최대높이는 7.6m로 평면형태는 표형
(瓢形)이다. 발굴 보고서에 의하면 3기의 축조순서

규모(m)
길이

너비

높이

1-1

7.6

10.6

4.4

1-2

10.8

10.5

2.9

1-3

3.5

7.7

3.5

평면형태
타원형
원형
원형

는 1-1호→1-2호→1-3호의 순으로 파악하였으며,
개별고분의 규모와 평면형태는 <표 1>과 같다. 내
부구조는 1-1호와 1-2호는 평면 ‘11’자형의 주·부곽식이며, 1-3호는 단곽으로 조성되었
는데, 모두 지상식의 세장방형 석곽이다. 고분의 가장자리에는 배장묘 2기가 확인되는
데, 1-1호 남쪽의 호석열 외곽에 잇대어 1기, 1-2호 북쪽의 호석열을 이용하여 1기가 각
각 조성되었다.
축조순서와 관련하여 발굴보고서에는 1-2호의 봉분적석이 1-1호의 봉분 상부에 위치
하고 있는 점을 들어 두 고분의 선후관계를 파악하였고, 1-3호 매장주체부 바닥에서 1-1
호의 호석열이 확인되어 1-1호가 가장 먼저 조성된 후 1-2호와 1-3호가 후축된 것으로
보았는데, 후축고분의 순서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1-2호→1-3호의 순으로 기술
되어 있다.
그러나 축조순서와 관련해 보고서에 제시된 도면과 사진자료를 검토한 결과, 필자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지형적인 부분에서 능선의 정선부에 입지한 고분은
1-2호이며, 여기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경사면에 1-1호와 1-3호가 조성되어 있는데, 중
심고분과 그에 연접된 고분의 관계에서는 정선부에 중심고분이 조성되는 사례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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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사면을 따라 고분이 추가로 연접되는 양상은 대구·경산지역 고분에서 다수 확
인되는 양상이다. 봉분의 축조공정에서도 경사면을 따라 연접하는 방법이 경사면 상위
에 연접하는 것보다는 시간과 노동력이 적게 들며, 배후에 기존 고분을 두는 것이 시각
적으로 그 고분의 규모가 더 크게 보이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림 6〉 제1호분 현황도

다음으로는 호석열을 근거로 한 연접관계이다. 보고서의 사진자료에서는 1-2호와 1-1
호 사이의 동·서편에서 호석이 비교적 잘 남아 있으며, 1-2호 북편의 배장묘는 호석을
이용하여 벽석을 구축하였거나 호석열에 맞추어 조성된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1-2호의
잔존 호석열과 북편의 배장묘의 장축방향 등을 고려하여 주·부곽을 중심으로 호석열을
추정하면, 1-1호의 주곽은 1-2호의 남편 호석열과 중복되는 위치에 해당되어, 1-2호의
북편에 조성된 배장묘와 대칭되는 배치를 보인다. 특히, 1-1호의 양 단벽에 접해 확인되
는 1-2호 호석의 존재는 1-1호가 후축되었음을 보여주는 적극적인 증거로, 만약 보고서
의 판단과 같이 1-1호가 선축분이라면 1-2호의 호석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남아 있어
야 한다. 더불어 연접분이 고분 간에 친연관계에 의한 것이라면 선축분의 주곽 범위까지
를 파괴하고 후축분이 조성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 양상이다.

14

제43호

따라서 고분이 조영되는 지형적인 여건과 호석을 통한 개별 고분의 범위로 파악한 1호
분은 1-2호→1-1호→1-3호의 순으로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선
축분인 1-2호의 규모는 장경 13m, 단경 11.5m 정도로 추정되며, 평면형태는 장축방향이
주체부의 장축방향에 직교하는 종장타원형의 봉분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56호
분의 평면형태와도 동일한 양상이다. 한편, 배장곽 중 1-1호 배장곽은 1-3호와 함께 1-1
호의 호석에 접해 있으며, 모두 단곽식이다. 평면배치 역시 호석의 진행방향을 따라 위치
하므로, 이 두 기의 고분은 1-1호의 배장분(묘)으로 판단되며, 제58호분의 배장양상과 비
교된다. 고분의 조성시기는 출토된 유물상을 통해 5세기 중엽에서 말엽으로 보고되었다.

2. 제56호분
1) 1975년도 조사
제56호분은 구암동고분군 내에서 최초로 발굴조사된 고분이다. 당시의 조사결과서
16)

(1978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분은 석곽적석분 으로 본분과 북분으로 구분되며,
본분의 북편에 북분이 연접된 표형분의 형태이다. 본분의 규모는 직경 18m, 높이 4.5m
인 평면 원형이며, 본분의 하단에는 기초석(호석)을 정연하게 두르고 그 위에 적석하였
는데, 내부에는 석축부(구획석열) 2개소가 확인되었다. 북분의 규모는 직경 10m, 높이
2.6m이다.
주체부는 본분과 북분 모두 지상식의 할석조 수혈식 석곽으로 평면형태는 아주 세장하
다. 그리고 주 피장자를 안치한 석곽과 유물부장 석곽을 평면 ‘11’자상으로 배치한 주·
부곽식이며, 부곽은 사면 아래쪽에 위치한다. 본분 주체부의 장축방향은 대체로 등고선
방향과 나란한 편이고, 북분 주체부의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엇갈린다. 본분의 규모
는 주곽 길이 5.6m, 너비 0.93m, 높이 1.45m, 부곽 길이 6.4m 너비 0.75m, 높이 1.15m이
다. 부곽의 개석 윗면이 주곽의 개석 윗면보다 30cm 정도 낮다. 북분의 규모는 주곽 길이
4.6m, 너비 0.53m, 높이 1.2m, 부곽 길이 3.5m, 너비 0.5m, 높이 1m이다. 본분의 반구형
적석부의 북단에 반원형으로 적석한 상태로 보아 북분이 후축된 것이다.

2) 2019년도 조사(재발굴)
재발굴조사된 제56호분에서는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되었다. 먼저, 고분의 전체 범위

16) 매장주체부의

구조와 봉분성토 방식을 표현하는 것으로 ‘石槨積石墳’의 용어가 적합한 것이지만, 현재는 경주의 ‘積石木槨墳’처럼
명사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암동고분군의 묘제 역시 ‘積石石槨墳’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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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인되어 이전 조사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호석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고분의 규
모가 명확해 졌다. 호석열을 기준한 고분의 규모는 장경 20.8m, 단경 18.4m로 이전(직경
18m) 보다 훨씬 큰 규모이며, 평면형태 역시 기존의 원형에서 매장주체부의 장축방향과
직교되는 횡타원형으로 확인되었다. 봉토의 구축과 관련해 할석과 점토를 이용해 주체
부의 구축단계부터 구획축조의 단위가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봉분의 중심은 주·부
곽 사이의 중앙부로 추정하였다.
북분 역시 호석의 범위가 확인되었고, 이를 기준한 규모는 장경 8.6m, 단경 5.6m인 타
원형으로 이전 조사에서와는 달리 규모와 평면형태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이후에 조
사된 제58호분의 조사결과에서 북분은 제56호분과 제58호분의 사이에 조성되었으며, 양
고분의 호석을 일부 파괴하여 묘역을 마련한 후 가장자리는 두 고분의 호석에 접해 북분
의 호석을 축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북분 외에 배장분 4기가 새롭게 확인되었다. 배장분은 본분의 북동과 북서편에
위치하며 본분의 가장자리(호석)를 굴착하여 주체부를 축조하고, 호석을 둘러 묘역을 마
련하였는데, 제56호분에 연접식으로 부가되었다. 배장분의 매장주체부는 주·부곽식인
제56-2호를 제외하면 모두 단곽식이며, 제56-3호는 횡구식석곽이다. 재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배장분의 축조순서는 제56호 본분→북분→제58-2호→제56-4호·3호와 제56호

〈그림 7〉 제56호분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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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본분→북분→제56-1호의 순이다.
고분의 축조순서 및 출토유물의 속성분석을 통해 제56호분 본분은 5세기 말~6세기 초
엽, 북분과 제56-1호는 6세기 초엽~전엽, 제56-2호는 6세기 전엽, 제56-4호는 6세기 전
엽~중엽, 가장 후축된 제56-3호(횡구식)는 6세기 중엽 이후로 추정되었다.

3. 제58호분
제58호분은 매장주체부인 주곽과 부곽이 평면 ‘11’자형으로 배치되었으며, 봉분의 형태
는 호석 규모를 기준으로 직경 15m인 평면 원형이다. 봉분의 높이는 가장자리의 기반층
에서부터 분정부까지 2.5~4.5m 정도이며, 주체부 개석의 상면에서는 2.2m 정도이다. 내
부에는 11개소의 구획석열(석축)이 주·부곽 사이를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배치되었는
데, 분할된 공간에는 주로 할석을 채워 성토하였지만, 일부는 점토의 비중이 높은 곳도
있다.

〈그림 8〉 제58호분 현황도

주체부는 지상식의 수혈식 석곽으로 개석이 모두 유존하였는데, 주곽은 10매, 부곽은 9
매로 장대석과 판상석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주·부곽의 축조와 함께 주체부를 중심
으로 평면 타원형의 구축석을 조성하였다. 부곽은 주곽의 사면 하단에 위치하며, 주축방
향은 동일하다. 주체부 중 주곽의 규모는 길이 5.7m, 너비 1.0m, 높이 1.5m이며, 부곽은
길이 4.3m, 너비 0.8m, 높이 1.4m이다.

대구 구암동고분의 구조와 특징

17

배장분은 5기가 확인되었는데, 주체부는 모두 단곽식의 수혈식 석곽묘이다. 본분의 동
편에서부터 호석열을 따라 조성되었는데, 이 중 4기(제58-1~4호)는 본분의 호석을 파괴
하고 조성된 반면, 1기(제58-5호)는 호석의 내측에 조성되었다. 배장분들은 본분의 구획
석열에 의해 분할된 구역의 가장자리에 1기씩 배치되었으며, 본분의 호석을 단벽으로 이
용(제58-3호)하거나, 호석을 밀어내고 벽석을 구축한 양상(제58-4호)도 확인된다. 배장
분의 일부는 본분의 호석열에 붙여 별도의 호석을 구축하였는데, 북편의 2기(제58-4·5
호)는 이중호석을 갖추고 있다.
고분의 조성시기는 본분의 경우 출토된 토기류의 특징이 제56호분과 유사한 점으로 보
아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로 판단되며, 배장분들은 본분이 조성된 이후인 6세기 전엽으
로 추정된다.

Ⅳ. 고분의 구조와 특징
1. 분형
1) 적석봉토분
구암동고분은 봉토에 돌을 채워 봉분을 조성한 적석분이지만, 엄밀히 구분하면 석재와
함께 다량의 흙을 성토재로 사용한 적석봉토분이다. 대구지역에서는 구암동고분군의 하
17)

18)

위 고분군으로 판단되는 다부동고분 과 다사지역의 죽곡리 제4호분 의 봉분에 대량의
할석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된 바 있다.
아래의 〈그림 9〉에서 제시한 구암동고분의 단면토층도만 보면 마치 봉분 전체가 적석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조사방법에 의해 임의로 구획된 4분둑의 단면에서 보이는 현
상일 뿐 전체 봉분의 현황은 제58호분의 사진에서와 같이 점토로 성토된 공간들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 제56호분 보고서에도 ‘석축(구획석열)의 선형부 안에는 돌보다 더 많은
19)

점토질 흙을 층적 ’하였다고 기술되어 봉분에 석재와 함께 점토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1호분은 2기의 주체부가 연접된 형태로, 개별고분의 규모는 상기 2기의 고분에
비해 소형이며, 개석의 상면을 기준으로 잔존 봉분의 높이 역시 낮은 편이어서 성토재와

17) 昌原大學校博物館,

1991, 「漆谷 多富洞 古墳群」 『大邱~春川間 高速道路 建設豫定地域內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大邱~
軍威間)』.
18) 大東文化財硏究院, 2018, 『達城 竹谷里 山40遺蹟』.
19) 金宅圭·李殷昌, 1978, 『鳩岩洞古墳發掘調査報告』, 嶺南大學校博物館,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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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보고서에 성토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큰 돌을
놓고 그 사이를 작은 할석과 흙을 사용하여 메우는 방식으로 조성’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
으므로, 제56·58호분과 같이 점토를 사용한 공간이나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성토
20)

재로 할석과 점토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근 지역인 죽곡리 제4호분

역시 성토

재로 점토와 함께 적석이 사용된 경우지만, 적석은 4개의 층으로 구분되며, 주로 중앙부
에 집중되어 있어 구암동의 성토양상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림 9〉 구암동과 죽곡리고분의 봉토 단면

2) 연접분
연접분은 독립된 묘역을 갖춘 2기 이상의 고분이 선후를 달리하며 연접 조성된 형태이
다. 발굴조사된 3기 중 제1호분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제1-1호와 제1-2호는 단독분이
연접된 형태이며, 제1-3호는 제1-1호의 배장분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단독분은 제1호
분의 2기와 제56호 본분, 제58호 본분이다. 한편, 발굴조사 결과 제56호 북분과 제58-2

20) 大東文化財硏究院, 2018, 『達城 竹谷里 山40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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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는 제56·58호분 사이의 공간에 조성되었고, 호석의 양상과 층위상으로도 두 고분보
다 후축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후축된 고분들이 어느 한 고분에 연접된 것이 아니
라 두 고분을 연결하는 형태여서 마치 표형분의 모습이다. 주체부의 위치에 있어서도 통
상의 배장분은 장축방향이 호석열의 진행방향으로 조성되는 것에 반해 이 두 고분은 제
56·58호분의 중심을 잇는 연결선상을 기준으로 장축방향이 직교하거나 평행한 방향으
로 배치되어 있어 개별 고분에 딸린 배장분과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매장주체부의 형식
에 있어 배장분은 모두 단곽식인데 반해 이들은 제56·58호분과 같은 주·부곽식의 구
조를 취하고 있어 단독분으로 상정된다.
이러한 고분간의 연결 또는 연접관계는 피장자간의 친연성을 매개로 한 가족집단이나
21)

가족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 되며, 봉분의 연접과 같은 다장분의 전통은 토착사회

〈그림 10〉 구암동고분의 분형 모식도
21) 金龍星, 1999, 『新羅의 高塚과 地域集團-大邱·慶山의 例-』, 춘추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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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배집단의 의도적인 전략이 게재되어 나타나는 현상 으로 보기도 한다. 따라서 시간
성을 가지는 연접분간의 규모 차이는 동일 집단 내에서 과거의 권위(선축분)를 빌어 자
23)

신의 위치(후축분)를 보여주기 위한 위계의 상징물이기도 하다. 한편, 심현철의 연구 에
의하면 고분의 연접축조는 가야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지극히 신라적인 축조방식이며,
고총 영조기에 경주와 경산, 대구지역에서 정형화된 형태를 보인다고 하였다. 구암동고
분의 연접방식에 있어 제1호분은 선축분의 경사 하위에 후축분이 연접되는 형태이지만,
제56호분과 제58호분 사이에 조성된 고분의 연접형태는 사례가 매우 드문 경우이며, 이
러한 패턴이 구암동고분군을 조성한 집단의 정형화된 방식인지는 조사된 고분의 기수가
적어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3) 배장분
배장분은 주 고분이 조성된 이후에 이 고분의 묘역 내에 추가로 조성되는 무덤으로, 제
1-1호에 2기, 제1-2호에 1기, 제56호분에 1기, 제58호분에 5기가 확인되며, 모두 단곽식
이다. 배장분의 위치는 대부분 본분 외연의 호석열을 따라 조성되는데, 매장주체부는 호
석열을 기준으로 내외측에 조성되거나 호석열을 벽석으로 이용하여 조성되는 것이 일반
적이다.
구암동고분군의 배장분은 대부분 호석을 구비하여 별도의 묘역을 갖추고 있다. 배장분
간의 중복은 호석열에서 확인되며, 선축분의 호석열에 접해 후축분의 호석이 구축되는
양상이다. 호석의 평면형태는 제58호분의 양상과 같이 장타원형으로 구축되는 예가 많
은데, 이는 매장주체부를 중심으로 구획되기보다는 본분(本墳)의 기저면 형태에 맞추어
그 범위가 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배장분의 묘역은 배장자를 중심으로 구획되
기보다는 본분의 외형을 따라 만들어지는 것으로, 본분의 피장자와 배장자와의 관계성
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배장분의 피장자는 집단 내 최상위 계층에 해
당하는 사람들과 친인척에 해당하는 혈연관계에 있거나, 이들은 보필하던 신하 또는 장
24)

군 등의 지위를 가진 자들로 보는 견해 가 있어 주목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제56호분에서는 1기의 배장분만 확인되며, 배장분의 호석
은 본분의 호석에 붙여 원형으로 구축된 형태여서 제58호분의 양상과는 다소 차이를 보
인다. 본분에 딸린 배장분의 기수와 호석을 기준한 평면형태의 차이를 본분 피장자 간의

22) 김대환, 2012, 「임당 유적 묘제의 신라화와 전통의 창조」 『嶺南文化財硏究』25, 嶺南文化財硏究院.
23) 심현철, 2014, 「三國時代 嶺南地方 封土墳의 連接築造에 관한 硏究」 『考古廣場』Vol.15.No 1, 釜山考古學硏究會.
24) 김광명·정은정, 2009, 「古代 韓國의 陪墓-嶺南地域을 中心으로-」 『야외고고학』제6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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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차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고분 조성의 시간성을 반영하는 것인지, 또는 양자를 포함하
는 것인지는 차후 자료가 증가되면 밝혀질 것이지만, 이러한 구분 역시 구암동고분군 축
조집단의 특징으로 판단된다.

2. 묘형
구암동 고분의 발굴분 중 단독분으로 상정한 고분은 모두 6기이며, 주곽과 부곽의 제원
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이들은 모두 지상식으로 축조되었으며, 묘형 역시 주곽과 부곽
이 별도로 조성된 평면 ‘11’자형의 이혈묘광 주·부곽식으로 동일하다. 여기서는 매장주
체부의 규모와 주·부곽 간의 공간구조 분석을 통해 묘형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11〉 대구지역 주요 고분의 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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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주요 고분의 묘형은 단곽식과 주·부곽식으로 구분된다. 주·부곽식의 경우,
25)

구암동고분군과 같은 세장방형의 ‘11’자형은 다사지역의 문산리고분군 과 죽곡리고분
26)

27)

군 에서 확인되며, 주로 낙동강 중유역의 수혈식 석곽묘에서 확인되는 형태 로 알려져
28)

29)

있다. 그 외 달성고분군 과 성산리고분군 은 주·부곽이 ‘T’자형의 배치를 이루고 있어
30)

권역 내에서도 묘형의 다양성과 동질성 이 간취된다. 한편, 주·부곽의 배치형태가 동
일한 다사지역의 고분은 묘형 뿐만 아니라 봉토의 축조방식에 있어서도 적석이 일부분
31)

사용되고 있으며, 문산리고분군의 하위 고분인 문양리고분군 에서는 구암동에서만 확
인되는 3단투창고배(M5호와 M15호)가 출토된 바 있어 상호 관련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두 지역의 동질성을 통해 보면, 금호강과 낙동강이라는 수계를 통해 친연적 관계를 유지
32)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고분의 규모와 수량으로 미루어 구암동고분을 조성한 정
33)

치체가 다사지역 집단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곽과 부곽의 조성위치는 주곽이 경사 상위에 입지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제1-2호
는 예외적으로 부곽이 경사 상위에 조성되었다. 매장주체부의 규모는 봉분의 규모에 비
례되지만, 주고분(선축분) 3기(제1-2호, 제56호 본분, 제58호 본분) 중 봉분의 규모가 가
장 큰 제56호분의 주곽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제58호분 주곽과는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이들 주고분에 연접된 고분 중 제56호 북분과 제56-2호는 공간적 협소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주·부곽의 규모가 작으며, 제1-1호는 선축분(제1-2호)보다 주곽의 길이가
훨씬 커 이례적이지만, 내부공간의 체적에 있어서는 제1-2호가 크다.
34)

주체부의 평면율 은 5.3~8.7 사이에 해당한다. 대구지역 주요 봉토분의 주체부 평면
35)

율 이 달성고분군 1.7~5.9, 대명동고분군 2.7~4.4, 문산리고분군 3.8~6.1, 성산리고분군
25) 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2004, 『達城汶山里古墳群Ⅰ地區-大形封土墳1~4號』.
嶺南文化財硏究院, 2005, 『達城 汶山里古墳群Ⅰ』.
26) 大邱大學校博物館, 2002, 『達城竹谷里古墳發掘調査報告書』.
大東文化財硏究院, 2018, 『達城 竹谷里 山40遺蹟』.
27) 金龍星, 1999, 『新羅의 高塚과 地域集團-大邱·慶山의 例-』, 춘추각.
김대욱, 2008, 「칠곡 구암동고분군의 성격에 대하여」 『낙동강 중류역의 고분 문화』, 대구대학교중앙박물관(대구대학교·영남대
학교·대구카톨릭대학교 발굴유물연합전 기념 학술세미나).
28) 小泉顯夫·野守健, 1931, 「慶尙北道達城郡達西面古墳調査報告」 『大正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29) 慶北大學校博物館, 2003, 『大邱 花園 城山里1號墳』.
30) 구암동과

다사지역 고분이 동일한 묘형을 가지는 점에 대해 양 지역 간에 어느 정도의 정보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尹
千洙, 2008, 「洛東江 中流 東岸의 古墳築造集團에 대한 硏究」, 嶺南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論文, p.60.)
31) 嶺南文化財硏究院, 2003, 『達城 汶陽里古墳群Ⅰ』.
嶺南文化財硏究院, 2016, 『達城 汶陽里古墳群Ⅱ』.
32) 홍대우, 2010, 「5~6世紀 大邱地域 古墳群의 動向」 『嶺南文化財硏究』23, 嶺南文化財硏究院.
33) 한편,

다사지역의 대형 봉토분과 관련해 김용성은 신라가 군사적 목적으로 재지집단을 단기간에 성장시켜 나타난 집단이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성, 2011, 「대구 서북부 고총과 그 축조집단의 성격」 『中央考古硏究』第8輯, 中央文化財硏究院.)
34) 평면율은 길이÷너비의 수치이며, 일반적으로 3.0 이상을 세장방형으로 본다.
35) 홍대우, 2010, 前揭書,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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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7)

3.6~4.6, 죽곡리고분군 2.6~5.11 /3.8~10.6 임을 감안할 때 죽곡리고분군(대구대학교박
물관, 2002) 제2실(부곽-평면율 10.6)을 제외하면 구암동고분이 가장 극세장한 형태를 보
이며, 이러한 평면구조는 대구지역 내에서 구암동고분만이 가지는 묘형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2〉 구암동고분의 주·부곽 배치도

36) 大東文化財硏究院, 2018, 『達城 竹谷里 山40遺蹟』.
37) 大邱大學校博物館, 2002, 『達城竹谷里古墳發掘調査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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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구암동고분 발굴분 주·부곽 규모(■ : 선축분)
주곽규모(m)

부곽규모(m)

길이

너비

높이

평면율

체적(㎥)

길이

너비

높이

평면율

체적(㎥)

주부곽
간격(m)

주부곽
길이비

1-1호

6.10

0.84

1.10

7.26

5.64

4.80

0.77

1.10

6.23

4.07

1.0

1.27:1

호분

1-2호

5.16

0.86

1.53

6.00

6.79

5.10

0.86

1.20

5.93

5.26

2.0

1.01:1

56호-본분

5.65

1.05

1.45

5.38

8.60

6.65

0.93

1.15

7.15

7.11

1.8

0.85:1

56호-북분

4.64

0.85

1.40

5.46

2.93

3.67

0.70

1.20

5.24

3.08

1.0

1.31:1

56-2호

4.85

0.91

1.44

5.33

6.36

2.85

0.63

1.20

4.52

2.15

0.9

1.66:1

58호-본분

5.70

1.00

1.50

5.70

8.55

4.30

0.80

1.40

5.38

4.82

1.8

1.33:1

개별 고분에 있어 주·부곽의 길이비는 주곽 대비 부곽의 길이가 긴 형태와 동일한 형
태, 그리고 짧은 형태로 구분된다. 먼저, 주곽〈 부곽은 제56호 본분으로 부곽이 주곽보다
1m 정도 긴 형태지만, 폭은 부곽이 매우 협소하다. 주곽=부곽은 제1-2호로 길이와 너비
는 거의 동일한데, 높이에 있어 주곽이 0.3m 정도 높다. 주곽 〉부곽은 나머지 4기에 해당
하며, 제1-1호→제56호 북분→제58호 본분→제56-2호의 순으로 부곽의 길이가 짧아진
다. 주·부곽 간의 간격에 있어서는 주고분인 3기는 1.8~2.0m 이며, 연접분 3기는 1.0m
내외로 큰 격차를 보인다. 이 역시 매장시설이 조성되는 공간적 범위의 차이에서 기인하
겠지만, 상대적으로 넓은 묘역을 가지는 제1-1호는 선축분인 제1-2호와 대비해 그 간격
이 현격히 좁아진다.
따라서 고분의 선후관계를 통해 주·부곽의 공간구조를 종합하면, 선축분은 주·부곽
의 규모가 거의 동일하고, 양자의 간격은 2.0m 내외에서 조성되며, 후축분은 주곽에 비
해 부곽의 길이가 줄어들고, 양자의 간격은 1.0m 내외로 협소해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고분간의 선후관계가 명확한 제56호분의 경우 본분→북분→56-2호의 순으로 부곽
의 길이가 줄고, 주·부곽의 간격이 좁아지고 있어 이러한 양상들은 구암동고분군의 축
조에 시간성을 반영하는 속성으로 간취된다.

3. 축조방식
1) 봉토 내 구획석열
삼국시대 봉토분에서 확인되는 구획석열은 봉분의 성토단계에서 단면 지그재그선, 평
면상 이질토에 의한 정연한 구역현상, 평면과 단면에 흑(갈)색 점토띠의 존재와 더불어
38)

봉토를 축조하는 구성요소 임은 일찍이 알려져 있다. 그 기능에 대해서는 성토에 있어

38) 曺永鉉, 1993, 「封土墳의 盛土方式에 관하여-區分盛土現象을 中心으로」 『嶺南考古學』13, 嶺南考古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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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작업의 분담범위 를 공간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시설이며, 이와 함께 봉분의 유실을 방
40)

지하는 보강재의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구획에 석재를 사용한 경우는 영남
지방의 주요 고분에서 확인되지만, 高段의 석축열이 사용된 경우는 구암동고분을 비롯
해 그 사례가 드문 편이다. 지역적으로는 경주지역 대형 적석목곽분의 축조에도 석축상
41)

의 구획석열이 사용 되었음이 지적된 바 있지만, 구획열과 관련된 상세한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구암동고분의 가장 큰 특징은 적석봉토와 함께 석축상의 구획석열이 사용된 점이며,
42)

발굴된 고분 에서 모두 확인된다. 먼저, 제1호분의 경우는 선축분인 제1-2호에서만 나
타나는데, 조사보고서에는 구획석열과 관련된 별도의 언급은 없지만, 도면과 사진자료
를 검토한 결과, 최소 4개소 이상의 구획이 이루어 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석열은 고분의 중심부에서 가장자리를 향해 방사상으로 배치되었는데, 구획열이 만나
는 정점부는 주·부곽 사이의 중앙부에 해당한다.
제56호분은 최초 조사 당시 扇形축조부로 명명된 구획석열이 2개소에서 확인되었다.
이 중 중심석열은 주·부곽의 중앙부에서 장축방향과 직교되는 북동-남서방향으로 연
결되어 전체를 횡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중심석열의 중앙에서부터 서쪽으로 분기하는
43)

형태로 보고 되었다. 보고문에는 이 석축부에 대해 “적석부의 유동을 막고 묘곽이 붕괴
되지 않도록 지탱하게 하였다.”고 하여 그 역할의 일단을 설명하였다. 한편, 잔존석축의
높이는 기술되어 있지 않은데, 보고된 도면의 실측도를 근거하면 1m 내외로 추정되며,
정점부의 높이는 이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재발굴 보고서에서는 잔존상태에서 4개소의 구획흔적을 파악(그림13 上)하였고,
이 중 구획1·4는 석열로 조성된 반면 구획2·3은 재질이 다른 석재와 이질점토로 구분
44)

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그런데, 이 중 석열로 이루어지지 않은 구획2·3은 최초 조사된
도면과 비교해 보면 당시 확인된 선형축조부임을 알 수 있으며, 재발굴조사에서 새롭게
확인한 구획1·2 외에도 북편으로 1개소의 석열이 진행되는 것이 확인된다. 이 석열들의
진행방향은 주·부곽 사이의 중심으로 향하기보다는 각각의 주체부 외연을 따라 방사상
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구획석열의 원상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최초 조사

39) 曺永鉉, 2002, 「皇南大塚과 天馬塚의 區劃築造에 대하여」 『嶺南考古學』31, 嶺南考古學會.
40) 大東文化財硏究院, 2018, 「Ⅴ. 考察」 『達城 竹谷里 山40遺蹟』, p.368.
41) 曺永鉉, 2002, 前揭書.
42) 최
 근 발굴조사 중인 구암동 제5호분에서도 14개소의 석축상 구획석열이 확인된 바 있다.(大東文化財硏究院, 2021.11.「대구
구암동 고분군 제5호분」, 현장공개설명회 자료.)
43) 金宅圭·李殷昌, 1978, 『鳩岩洞古墳發掘調査報告』, 嶺南大學校博物館, pp.44~45.
44) 大東文化財硏究院, 2021, 『大邱 鳩岩洞 第56號墳-再發掘調査 報告書-』, pp.75~76.

26

제43호

<그림 13〉 구암동고분의 구획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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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재발굴된 적석부의 양상을 근거로 하면 제56분은 주·부곽 사이의 중심점에서 매장
주체부의 장축방향과 직교되는 대구획열을 기준으로 중심에서 분기하는 석열과 함께 각
각의 주체부 외연에서 방사상으로 진행되는 석열이 함께 조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58호분의 구획석열은 모두 11개소에서 확인되었는데, 구암동고분군에서 구획양상의
전모가 밝혀진 최초의 사례이다. 구획열은 대소의 할석을 사용하여 최대 1.9m 높이로 석
축되었는데, 매장주체부의 장축방향과 직교되는 남-북방향의 대구획열이 조성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주·부곽 사이의 중심부에서 가장자리로 향하는 방사상의 구획열이 구축
되었다.
구획석열에 의해 분할된 공간의 경우 주체부를 중심으로 경사면 하위(북쪽)에 비해 상
위(남쪽)에 공간을 더 많이 두었고, 성토재에 있어 하위는 대부분 할석을 사용해 적석된
반면, 상위에는 할석과 함께 점토의 비중을 더 높게 하였다. 위치별로 분할된 공간의 수
와 성토재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고분이 입지한 사면의 경사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
는데, 급경사면에는 봉분의 유실을 방지하고, 외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석을 사
용한 반면, 상위의 평탄면에는 하위의 적석부를 보강하고 봉분을 견고히 하기위해 분할
공간의 수를 늘리고 그 사이에 점토의 비중을 높여 성토한 것으로 이해된다.

2) 주변지역 고분의 석축상 구획석열
45)

대구지역의 경우 다사지역의 죽곡리고분군(제3·4호분) 에서 확인되며, 그 외 창녕 계
46)

47)

성고분군(제5호분) 과 함안 말이산고분군 에서도 석축상의 석열이 확인되었다. 그 현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죽곡리 제3호분에는 모두 11개소의 구획열이 확인되며, 주곽의 중앙을 기점으로 방사
상으로 조성되었다. 구획열은 대부분 석열로 조성되었는데, 이 중 2개소(제1·11구획열)
는 석축상으로 최대 7단이 남아 있으며, 높이는 0.5~0.7m 정도이다.
죽곡리 제4호분은 26개소에서 구획석열과 구획표시석, 이색점토대, 이질성토재의 경
계 등과 같은 구획요소가 확인되었다. 이 중 석축상의 석열은 봉분의 남동편 3개소(제
19·22·24구획열)에서 매장주체부와 호석 사이의 공간에 잘 남아 있으며, 잔존높이는
1m 내외이다.

45) 大東文化財硏究院, 2018, 『達城 竹谷里 山40遺蹟』.
46) 창녕군·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9, 『사적 제547호 창녕 계성고분군 5호분』; 1967년 문화재관리국에서 발굴조사되었으
나 미발간된 계성 5호분(舊계남 북5호분)의 조사보고서이다.
47)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9.12, 「함안 말이산고분군 13호분 및 주변지역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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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주변지역 고분의 석축상 구획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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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창녕 계성 제5호분에는 12개소의 구획석열 이 확인되며, 주체부의 외벽으로부터 가장
자리를 향해 진행된다. 보고서에 의하면 석열의 폭은 0.35m~2.2m까지로 기록되어 있어
그 편차가 심한 편인데, 상세한 도면과 사진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양상은 파악할 수 없
다. 다만, 제시된 도면상에서 정연하게 진행되는 석열은 외줄의 형태이며, 구획열 사이의
적석부는 죽곡리와 구암동 제58호분에서 보이는 매장주체부의 구축석(보강위석)일 가능
49)

성이 크다.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면, 계성 제5호분은 11자형 주·부곽식의 묘형 과 함
께 구획석열이 모두 석축상으로 조성되어 구암동 제58호분의 구조와 가장 유사하다.
대구와 창녕지역에서 석축상의 구획석열이 확인된 고분들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모두 봉분의 축조에 적석이 사용되며, 내부구조는 이혈묘광 ‘11’자형 주·부곽식이란 공
통점을 가진다. 이들 세 지역간의 관련성은 단언하기 어렵지만, 낙동강 중유역에서 주로
50)

채용되는 재지적 묘형(이혈묘광 ‘11’자형 주·부곽)에 신라적 요소의 분형 (적석분)이 결
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다사지역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들 중에서 창녕양식 토
기가 다수 확인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묘곽 구축시설
매장주체부의 벽석 축조와 관련된 묘곽 구축시설은 구암동 제58호분에서 확인되었다.
구축시설은 벽석(면)의 배후 공간을 채워 묘곽을 보강한 시설로, 재료에 따라 구축토와
구축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축시설은 벽석의 축조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지상식구
51)

조는 벽석 상면에서부터 외곽의 일정범위까지 마련되어 사주적석(四周積石) 으로 불리
기도 한다. 수혈식은 굴광 내부 또는 묘곽의 벽면 높이에 맞춰 시설되므로 보강토, 보강
위석(補强圍石) 또는 사방적석 등의 용어로 사용될 수 있다.
제58호분의 조사는 전면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묘곽 구축시설의 전모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부분별로 확인된 구축석의 존재를 근거로 대략적인 범위 설정은 가능한데, 그
범위는 장경 10m, 단경 8m 정도이며, 매장주체부의 장축방향을 중심으로 종장타원형태
를 보이다. 구축석은 벽석의 최상단과 같은 높이에서 호상으로 기울어져 기반층까지 이
어지는데, 급경사면을 이루는 북서편은 수직상의 석축형태를 보이는 반면, 완만한 남동
편은 곡률상으로 조성되었다.
48) 당시 보고자료에는 ‘積石骨筋’으로 명명하였다.
49) 매장주체부의

구조는 횡구식석실로 보고되었지만, 이후 묘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고, 현재는 묘형에 있어 주곽과 부곽
이 병렬로 배치된 11자형 구조로 이해되고 있다.(김대환, 2019, 「계성고분군 5호분 매장시설의 특징」 『사적 제547호 창녕 계성
고분군 5호분-원색도판·특별논고』, 창녕군·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50) 영남지방

남부에서 수혈식석곽을 주체부로로 한 고총의 출현을 적석목곽묘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김용성의 견해를 수용하는 입장
이다.(김용성, 2009, 『신라왕도의 고총과 그 주변지역』, 학연문화사.)
51) 심현철, 2012, 「新羅 積石木槨墓의 構造 硏究」,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論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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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암동의 제1호분과 제56호분에서는 구축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제56호분과 같은 시
설이 마련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제56호분의 봉토 단면도를 통해보면, 주·부곽
벽석의 상단면을 기준으로 그 하위에는 적석부를 이루는 반면 개석 상면의 성토층은 점
토가 일정 범위로 층을 이루고 있어 개석을 중심으로 상하위의 성토재가 뚜렷이 구분된
다. 개석 상면의 점토층은 주체부의 밀봉과 관련된 1차 봉토층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층
은 가장자리로 가면서 하위의 적석부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연결부의 적석은 기저부
쪽의 적석과는 규모에서 차이를 보이며, 기반층의 경사도에서 상단부는 사방향, 하단부
는 석축상의 단으로 표현되어 있어 제58호분의 묘곽 구축양상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56호분에도 묘곽 구축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역 내 고분에 묘곽 구축시설이 조성된 예는 다사지역의 문산리 제1호분과 죽곡
리고분(제1·3·4호분)에서 확인되며, 성주 성산동 제58호분과 창녕지역의 고분에서도
다수 확인된다. 경주지역의 적석목곽분은 평지에 묘역이 마련되므로 지형의 경사에 관
계없이 매장주체부를 중심으로 대칭되는 구축시설이 조성되며, 적석목곽분의 구조를 모

<그림 15> 묘곽 구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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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식화한 자료 에 의하면 묘곽 구축시설의 단면형태는 제형(梯形)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대구지역을 포함한 신라권역 고분에서 보이는 묘곽 구축시설은 봉분의 적석방법과 함께
53)

적석목곽묘의 구조에서 기인되었을 개연성 이 있다.

4. 구암동고분의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구암동고분 내 발굴분의 분형과 묘형 및 축조방식의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분의 평면형태는 원형과 타원형이며, 봉분의 성토에 다량의 할석이 사용된 적
석봉토분이다.
둘째, 봉토 내부에는 석축상의 구획석열이 조성되는데, 주체부의 장축방향과 직교되는
대구획열을 기준으로 주·부곽의 중심에서 방사상으로 설치된다. 석열에 의해 분할된
공간에는 할석을 채워 성토되지만, 부분적으로 점토의 비중이 높은 곳도 확인되며, 이러
한 현상은 고분이 조성된 지형의 경사에 따른 봉분의 완성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봉분의 연접에 있어 단독분 중 제1호분은 선축분의 경사면 하단에 후축분이 연접
된 형태이며, 제56·58호분은 그 사이에는 제56호 북분과 제56-2호가 조성되면서 두 고
분을 연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연접방식의 다양성이 보인다.
넷째, 배장분의 연접은 본분의 호석열을 중심으로 내외측에서 이루어지는데, 주체부의
장축방향은 호석의 진행방향에 맞춰지며, 배장분의 호석은 매장주체부를 중심으로 구획
되기 보다는 본분의 외연 형태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 장타원형으로 조성되는 경향이 있
다. 이것은 배장자와 본분 피장자 간의 관계성이 봉분 축조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현상으
로 생각된다.
다섯째, 묘형에 있어 단독분은 모두 평면 ‘11’자형 주·부곽식이며, 봉토축조 기법과 함
께 대구권역의 다사지역 고분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확인된다. 두 집단은 지리적 위치상
금호강과 낙동강 수계를 통한 교류가 용이한 지역인데, 고분군의 위계를 근거한 전파론
적 관점에서 본다면 구암동 집단의 물질문화가 다사지역 고분 축조에 일정한 영향을 미
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주·부곽의 평면형태는 극세장방형으로 여타 지역과는 차별된 형태이며, 규모
를 분석한 결과 주곽 대비 부곽의 길이가 줄고 주·부곽 간의 간격이 좁아지는 시간성이
확인된다.
52) 박형렬, 2017, 「경주 쪽샘유적 적석목곽분의 특징과 과제」 『文化財』제50권 제4호, 국립문화재연구소, p.225.
53) 봉분

성토와 묘곽구축에 모두 석재를 사용한 점은 구암동고분군이 위치한 함지산의 지질적 특성(순수 퇴적암지대)과도 관련이 있
겠지만, 고총(봉토분)이 가지는 사회·정치적 의미에 무게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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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석축상의 묘곽 구축시설은 지상식 묘형의 묘곽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
지역의 여타 고분에서도 확인되며, 묘형의 동질성을 갖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Ⅴ. 맺음말
대구 구암동고분군 내 발굴분에 대한 구조를 분석한 결과, 적석봉토, 극세장방형 묘형
은 여타 지역 고분과는 구분되는 독창적인 것이며, 주·부곽 배치형태는 낙동강 중유역
권이라는 광역의 동질성을 보인다. 세부적으로 봉토 내 석축상의 구획석열과 묘곽 구축
시설은 적석봉토와 함께 신라의 적석목곽분에 보이는 요소들을 채용한 것인데, 이는 지
역의 지배집단이 신라 중앙의 분형 조성방식의 모방을 통해 집단 내 지배력을 공고히 하
려는 정치적 관념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신라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의 지
리·군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고분에서 출
토된 신라의 위세품과 최근 조사된 팔거산성의 발굴성과를 시기적으로 소급해 보면 그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구암동(함지산)에 고총이 조영
54)

되면서 신라의 지방통치방식인 간접지배 가 이루어 졌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삼국사기』에 기록된 대구지역 지명의 나열순서(달구화-팔거리-다
사지-설화)가 주목된다. 기사의 지명순서는 신라 중앙에서 바라본 대구지역 제 정치체의
위계와 세력의 서열순일 가능성이 있는데, 각 지역의 중심고분군으로 환치하면, 구암동
고분군은 대구의 중심세력인 달성고분군 다음에 위치해 있으며, 고분의 기수로는 최대
수량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다사지역 고총의 조영에 구암동집단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
쳤다는 고고학적 증거 등으로 보아 대구지역 내 구암동 집단의 위상을 가늠케 한다.
구암동고분군은 삼국시대 대구의 ‘팔거리’ 정치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문화유산이
며, 신라권역 지방고분으로는 최대 수량을 가지고 있다. 379기의 고분 중 발굴조사된 3
기의 고분을 분석하여 구암동고분의 특징을 추출하였지만, 아직 미조사된 고분 속에는
그 외의 사실들이 내재되었음은 분명하다. 향후 고분군의 순차적인 정비과정에서 밝혀
질 새로운 자료를 통해 삼국시대 대구지역의 정치체에 대한 연구가 심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
▶논문접수일(2021.12.8.) ▶심사완료일(2022.2.11.) ▶게재확정일(2022.2.24.)

54) 李熙濬, 1996, 「신라의 성립과 성장 과정에 대한 고찰」 『신라고고학의 제문제』, 韓國考古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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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Guamdong Tomb in Daegu
Dae Woo, Hong

(Daedong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The guam-dong tombs is a representative tomb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located in the northern part of Daegu, and it is known that 379 tombs exist. In this article,
the characteristics of the guam-dong tombs were extracted by analyzing the structure of the
three tombs excavated in the tombs and comparing them with other tombs in the reg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tructure of the tomb is the stone mound using a large
amount of stone in the clay in the powdered form, and the stone column on the stone shaft
is formed radially around the main body part inside the clay. The single tombs connected
to the tombs are divided into the form of connecting the tombs to the tombs and the tombs,
which are all symbolic of the hierarchies of the tombs.
A subordinate tombs are formed along the stone lined main tomb, and the stone
lined of subordinate tomb is attached to the main tomb and is formed in a long-slope circle.
It was newly revealed that the center of the tomb range is not subordinate tomb but the
appearance of the main tomb. This aspect was interpreted as refle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ordinator and the master in the tomb composition.
All 11-character main and sub burial type in the tomb type, and the homogeneity of
the tomb structure and excavated artifacts suggests that the friendship with the tombs in the
Dasa area in Daegu area is assumed, and the quantity and hierarchy of the tombs suggest
that the Guam-dong group had a certain influence on the construction of tombs in the Dasa
area.
The plane shape of the store main body is a characteristic micro-length shape in the
tombs of Daegu area.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ize and location of the main and the sub
tomb, the length of the main and the gap between the main and the sub burial were reduced.
Finally, the use of stone shafts in the construction of tombs is to reinforce the tombs of
ground-type tombs, and it is understood that they are related to the central forces of Silla
through the construction process of the tombs in Gyeongju.
The structure analysis of the excavations in the Guam-dong tombs revealed that the
stone-mound, stone-shaped sectional stone column and micro-length-shaped tomb shape
are distinguished from other regions, and the tomb layout is homogeneous in the Nakdong
River mesosphere.
Keywords : The guam-dong tombs, Stone mound, Stone column, Subordinate tombs, Tomb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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