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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지신상이 표현된 능묘는 신라 후기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다. 하지만 내부 매장시설에 대한 조사나 출토유물

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능묘는 근본적인 연구에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능묘에 표

현된 가시적인 특징을 토대로 십이지신상의 조각수법의 변화나 표현기법의 변화, 그리고 외부호석 및 난간석을 별개의 

조건으로 다루어 연구를 진행해왔다. 외부호석 및 난간석을 별개의 조건으로 다룬 것은 다른 제속성들과 정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기존 연구의 제속성을 다시 분석하여 십이지신상에 표현된 기법의 변화가 능역 구성요소의 변화와 부

합되는가를 확인하였다. 제속성의 특징은 첫째, 호석의 갑석과 지대석의 치석방법의 차이와 면석의 이격 칸수는 1단(무

단) 치석에서 2단, 3단의 순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둘째, 십이지신상의 지물은 방망이, 창, 낫형지물, 봉, 삼지창 

등으로 배열되며 연속성을 띤다. 또한 석상의 지물은 십이지신상에서 사라진 이후에 석인상에 표현된다. 셋째, 십이지신

상은 조각수법에 따라 곡면각과 평면각으로 크게 구분되고, 세부적으로 두향과 복장은 화면비율에 따라 시간성을 갖는

다. 넷째, 상석의 안상형태는 돌기의 수가 9개에서 5개, 3개 등으로 줄어들고, 보주형의 중앙돌기에서 돌기의 높이가 낮

아져 편평한 형태로 변화한다. 이들 각 제속성들의 상관관계를 살피면 정합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를 토대로 신라 후기 십이지신상의 능묘는 5단계로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왕릉의 입지 또한 서악동고분군과 전

선덕여왕릉처럼 초기에는 구릉 능선에서 원성왕릉 단계에는 산기슭으로, 나아가 전 헌덕왕릉에서는 평지 순으로의 변

화를 보인다. 더불어 능묘의 상대순서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였다. 이 능묘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의 한계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이다.

 결국, 전 진덕왕릉과 구정동방형분은 원성왕릉보다 이른 왕릉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신라 후기 십이지신상의 능

묘는 능과 석상, 배례공간, 신도, 능비가 조합된 완성형 능역구조를 갖추며 고려와 조선왕릉에 기본 모티브가 되는 것으

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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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신라 후기 능묘는 봉분 둘레에 십이지신상이 표

현된 점이 특징이며, 십이지신상과 더불어 난간석, 석

상, 능역시설 등이 완성된 체계를 이룬다. 이들 능묘의 

요소는 후대 고려와 조선시대 왕릉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왕릉으로 보호되고 있어서 내부 매장시설

에 대한 조사나 출토유물을 확인할 수 없는 점에서 연

구에 한계가 있다. 그동안의 연구도 외부(외피)시설과 

석인상, 석사자 등의 석물에 대한 연구이거나 이들을 

통틀어서 연구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도 과거 비정된 

왕릉의 피장자가 불확실하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거론

되던 문제이다.

조선 영조 6년(1730)을 전후하여 그 이전에 전해 

오던 10기(무열왕릉, 성덕왕릉, 헌덕왕릉, 혁거세릉, 미

추이사금릉, 법흥왕릉, 진흥왕릉, 선덕왕릉, 효소왕릉, 

김유신묘)에 갑자기 17기(진덕왕릉, 일성이사금릉, 진

지왕릉, 진평왕릉, 신문왕릉, 신무왕릉, 문성왕릉, 헌안

왕릉, 헌강왕릉, 정강왕릉, 효공왕릉, 지마이사금릉, 희

강왕릉, 신덕왕릉, 경명왕릉, 경애왕릉, 아달라이사금

릉)가 더해지고, 근래에 다시 9기(경덕왕릉, 원성왕릉, 

남해차차웅릉, 유리이사금릉, 탈해이사금릉, 파사이사

금릉, 나물마립간릉, 민애왕릉, 문무왕릉)가 더해져 전

해지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삼국사기』와 『삼국

유사』 편찬 이전부터 왕릉의 주인공이 불확실하였고, 

그 후 억측과 구전이 사실화되어 전승되고 있는데, 해

방 후 정부에서 법정지정 시에는 주인공의 고증보다는 

법적 보호의 측면이 더 강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강

인구 2000: 427; 김용성·강재현 2012: 179).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자료이지만 신라 십이

지신상 능묘의 특징과 구조, 피장자 비정 등에 대한 연

구가 진척되었다. 그러나 경주 신당리 1호분(계림문화

재연구원 2013)은 치석된 장대석을 호석 부재로 사용

하고 부석(받침석)이 있다. 이것은 기존에 9세기 전엽

이나 후엽의 늦은 시기 왕릉으로 보았던 전민애왕릉이

나 전헌강왕릉, 전정강왕릉 등과 동일한 구조이다. 신

당리 1호분의 연대가 8세기 전반대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들 치석된 블록이나 장대석을 사용한 왕릉의 경우 

판석이 있는 것과 연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전민애왕릉의 경우 원화 10년명(815년) 장

골기가 출토되어 9세기 전엽에 축조된 것으로 여겨

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장골기는 전민애왕릉의 호

석 밖에서 출토되어 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884). 이렇게 보면 장골기

를 바탕으로 전민애왕릉의 연대를 9세기 전엽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신당리 1호분(계림문화재연구원 

2013:53-69) 내부에서 출토된 토기편과 대부완은 7

세기 후엽에서 8세기 전엽의 인화문이 시문되어 있

어서 비슷한 호석구조를 가지는 능묘의 연대가 재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중에서 11번 토기편에는 

운문과 지그재그 수법의 종장연속점열문, 15-17번의 

종장연속마제형문 등은 이들 능묘가 시기적으로 늦

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리고 기존 신라

고분 및 왕릉 연구(김용성 2012)와 고려왕릉에 대한 

연구(박형열 2021)를 바탕으로 보면 호석부재의 순차

적인 변화는 천석-괴석-부석첨가-치석된 장대석-

판석으로 규칙적일 가능성이 있다. 결국 기존 신라왕

릉의 연구 결과와 반대일 가능성도 있으며,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능묘에 대한 연구자별 상대순서(표 1, 김용

성 2012: 118-124 참조)를 비교해 보면 치석된 장대석

을 사용한 구정동방형분의 경우도 재조정이 필요하다. 

만약 구정동방형분의 연대에 문제가 있다면 십이지신

상의 동일한 화면비율과 두향을 가진 전 진덕왕릉은 

기존에 가장 늦은 왕릉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에 연구된 왕릉의 제속성 간에

서 시간적인 규칙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갑석

과 지대석의 단수나 십이지신상의 도상변화는 서로 상

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따라서 십이지신상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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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신라 십이지신상 능묘의 연구자별 상대순서 비교표

연구자 선        후         (숫자=단계)

有光敎一

(1936)
1

전헌덕 전김유신 구황왕릉지

2
전성덕 괘릉 구정방형분

3
전경덕 전흥덕 전진덕

복식, 두향, 조각수법 등

齊藤忠

(1937, 1973)
1

전성덕

2
전헌덕

3
괘릉

4
전김유신

5
전흥덕

6
전경덕

7
전진덕

부석, 갑석, 지대석의 구조

강우방

(1973, 1982)
1

(전)성덕
2

구황왕릉지
3

전김유신
4

능지탑
5

구정방형분
6

원성(괘릉)
7

전경덕
8

전헌덕
9

흥덕
10

전진덕

고부조→저부조→평면화, 사실적→장식화

강인구

(1987, 2000)

1
전성덕

(원성)

2
괘릉

(신무)

흥덕 전김유신
3

전헌덕 전경덕

(경문)

4
구정방형분 전진덕

호석의 형식 등 왕릉 비정

西嶋定生

(1978)

1
전성덕

(경덕)

2
원성(괘릉)

3
(전)헌덕

4
전김유신

5
흥덕

6
전경덕

7
전진덕

齊藤忠견해에 새로운 왕릉 비정

東朝

(2011)
1

(전)성덕 구황왕릉지
2

구정방형분 능지탑 전김유신
3

원성(괘릉)
4

전경덕
5

(전)헌덕
6

흥덕
7

전진덕

이근직

(2012)

1
(전)성덕

2
구황왕릉지

3
전김유신

(경덕)

4
원성(괘릉)

5
전경덕

(소성)

6
(전)헌덕

7
흥덕

8
능지탑

(희강)

9
구정방형분

(민애)

10
전진덕

(신무)

호석의 형식 등 왕릉 비정

김용성

(2012)
1

전성덕
2

괘릉(원성)
3

흥덕 전헌덕
4

전경덕
5

전김유신 구황왕릉지
6

전진덕
7

구정방형분

능원형식, 봉분의 외표시설, 호석의 수직단면, 십이지신장상 탱석의 배치, 십이지신장상의 두향 등

표 2   신라 십이지신상 능묘의 제속성 및 특징

현 왕릉명

규모(m) 면석 특징
갑석·지대석의 

단수
능역형태

높이 직경 둘레
치석
유무

크기
구분

형태 갑석 지대석

신문 7.57 29.27 92.00 치석 블럭 — 1단 1단 능+상석+배례

성덕 4.50 14.55 46.00 치석 판석 횡장방(세) 1단 1단 석사자+능+상석+배례

구정동 3.70 8.85 35.40 치석 장대석 횡장방(세) 1단 1단 능+(상석)+배례(석사자+호인)

진덕 4.03 14.42 45.27 치석 판석 횡장방(세) 2단 2단 능+배례

김유신 5.32 15.80 49.61 치석 판석 횡장방 3단 2단 능+상석+배례

경덕 6.15 21.08 66.19 치석 판석 횡장방 3단 2단 능+상석+배례

원성

(괘릉)
7.73 22.31 71.62 치석 판석 횡장방 3단 3단 능+상석+배례+신도+석사자+관검인+호인+화표석

흥덕 5.97 20.77 65.21 치석 판석 방(횡) 3단 3단 능+석사자+상석+배례+신도+관검인+호인+화표석

헌덕 6.00 26.06 81.82 치석 판석 방(종) 3단 3단 능+석사자+상석+배례+신도+관검인+호인+화표석(추정)

능지탑1
(구황동왕릉지)

-황복사지 동편-

— — — 치석 판석 — 3단 2단 —(?)

황복사지 기단부

(능지탑2)
— — — 치석 판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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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간에 시간적 위치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십이지

신상의 복식구분의 의미, 지물의 변화, 능역시설의 무

규칙성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동안의 연구는 비정된 왕릉을 기준으로 석물과 

왕릉구조를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왕릉의 

비정안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비정안을 제외하고 왕

릉의 제속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Ⅱ.   호석구조와 십이지신상의  
특징과 분류

1. 호석구조의 특징과 분류

호석은 병풍석으로 봉분의 외연을 감싼 벽석이

다. 호석구조는 첫째 갑석과 지대석의 치석방법에 따

라 단수의 차이가 있으며, 둘째 십이지신상의 사이에 

놓이는 빈 면석의 칸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갑석과 지대석에 치석

하여 단(段)을 만든 단의 단면(斷面)형태에 따라 유형

을 구분하였다(김용성 2012: 132-136). 김용성은 단

의 단면 형태로 A형(ㄷ자형), B형(凸자형), C형(凸자

+지대석 2단), D형(ㄱ자형 갑석+지대석 2단)으로 구

분하였는데, 여기에서 관찰되는 특징은 치석된 단수

의 차이이다.

즉, 단의 구분이 없는 1단 혹은 무단과 2단으로 치

석한 것, 3단으로 치석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

고 단수의 차이는 갑석과 지대석의 단수 차이를 고려

하면 1단 치석에서 2단, 3단으로 시간적인 변화가 예

상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단의 단면 형태를 가지고 형

태를 구분하고 유형을 설정하고 있어서 유사한 형태로 

분류하였지만, 이들 유사형태는 단수가 1단에서 3단으

로 변화할 때 나타나는 중간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갑석과 지대석의 단수에 따른 시간적인 변화가 

있어서 왕릉에서 보이는 단수의 차이에 따라 우선적으

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류 기준으로 치석방법은 갑석과 지대석

을 1단으로 만든 것(상1단/하1단-전 신문왕릉, 전 성덕

왕릉, 구정동방형분)과 갑석과 지대석을 2단으로 치석한 

것(상2단/하2단-전 진덕왕릉), 갑석과 지대석을 각각 3

단과 2단으로 치석한 것(상3단/하2단-전 김유신묘)이 있

다. 그리고 갑석과 지대석을 3단으로 치석한 것(상3단/

하3단-전 원성왕릉, 전 흥덕왕릉, 전 헌덕왕릉)이다. 

면석의 이격 칸수에 따른 분류는 탱석의 배치 형

식(김용성 2012: 135-137)과 비교된다. 김용성은 탱석 

3개(갑형), 2개(을형), 1개(병형), 우주석(정형)으로 구

분하고 각 형태가 탱석의 개수를 건너 하나의 탱석에 

십이지신장상이 배치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이것은 

시간적 변화를 나타내는 속성(김용성 2012: 135)으로 

기존 연구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고분의 크기가 점차 

작아진다는 견해와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십이지신

상이 있는 능묘의 크기와 호석 각부의 수량을 비교한 

자료(표 3)에서는 이와 반대의 양상이 확인된다.
그림 1   신라 십이지신상 능묘의 호석과 구조 모식도  

(강우방 1997; 장호진 2019: 38 필자 수정 인용)

傳신문왕릉

傳성덕왕릉

원성왕릉

흥덕왕릉

傳헌덕왕릉

傳경덕왕릉

傳김유신묘

傳진덕여왕릉

구정동방형분

구황동왕릉지

(황복사지 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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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십이지신상 능묘 중에서 대체로 이르게 보

는 전 김유신묘와 가장 늦은 단계로 보는 전 진덕왕릉

은 면석과 탱석이 모두 24개로 같다(표 1 참조). 그리고 

크기도 직경 15.8m와 14.4m로 비슷하다. 전 김유신묘

를 중간단계로 놓는다면 전 원성왕릉이 직경 22.3m, 전 

김유신묘가 15.8m, 전 경덕왕릉이 21m, 전 흥덕왕릉 

20.1m, 그리고 전 진덕왕릉 14.4m로 크기가 큰 것에서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고 작아지

는 것을 반복한다. 결국 기존의 견해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표 3>에서 보면 면석과 탱석의 변화를 기

준으로 24, 36, 48개의 양상이 공통적으로 확인되며 이

것은 능묘의 크기와 관련된 것이므로 면석의 이격 칸수

는 점차 1칸 띄우는 것에서 2칸, 3칸 띄우는 것으로 시

간적인 변화가 있다. 그리고 전 성덕왕릉의 경우 면석

과 탱석이 각각 30개로 다른 능묘와 차이를 보인다. 이

것은 십이지신상이 축조된 이후 추가 설치되는 것(강우

방 1990: 322-323)과 같이 처음 도입되는 과도기적 현

상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변칙적인 양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과도기적 양상은 받침석이 놓이는 능

묘를 바탕으로 보면 전 신문왕릉은 크기에서 조금의 차

이는 있지만 전민애왕릉, 신당리1호분 등과 같이 비슷

한 크기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능묘의 

크기는 14.5-18.5m 급에서 20.5-23.5m, 그리고 25.5m 

이상 급으로 점차 커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면석의 이격 칸수를 

구분하면 면석이 불규칙적이거나 면석이 사용되지 않

아서 알 수 없는 것과 면석 1칸을 띄운 것, 면석을 2칸 

띄운 것, 면석을 3칸 띄운 것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시

간적인 변화를 보인다. 이상으로 정리된 갑석과 지대

석의 단수 형태와 면석의 이격 칸수 형태 간의 상관관

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갑석과 지대석의 치석방법의 차이와 면석 이격 칸

수는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그 순서를 파악할 때 순차적

인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전 헌덕왕릉은 면석을 

3칸 띄우고, 갑석과 지대석을 3단으로 치석한 것이 특징

이다. 갑석과 지대석을 3단으로 치석한 것은 흥덕왕릉

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보다 이른 단계로 볼 수 있는 

원성왕릉의 경우 갑석을 3단, 지대석을 2단으로 치석하

고 있어서 치석하는 단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더불어 가장 이른 단계로 볼 수 있는 성덕

왕릉의 경우 갑석과 지대석을 1단으로 치석한다. 이것은 

이보다 이른 전 신문왕릉과 그 이전 왕릉에서도 동일한 

표 3   신라 십이지신상 능묘의 크기 및 호석 각부의 수량 비교

현  
왕릉명

규모(m) 호석의 각부 수량(ea)

높 
이

직 
경

둘 
레

받
침
석

면
석

탱
석

갑
석

지
대
석

난
간
석
주

난
간
석

신문 7.57 29.27 92.00 40 — — — — — —

성덕 4.50 14.55 46.00 30 30 30 30 30

구정동 3.70 8.85 35.40 — — 12 — —

진덕 4.03 14.42 45.27 — 24 24 24 24 — —

김유신 5.32 15.80 49.61 — 24 24 24 24 38 76

경덕 6.15 21.08 66.19 — 36 36 36 36 40 80

원성

(괘릉)
7.73 22.31 71.62 — 36 36 36 36 42 84

흥덕 5.97 20.77 65.21 — 36 36 36 36 41 82

헌덕 6.00 26.06 81.82 — 48 48 48 48 54 108

능지탑1
(구황동 

왕릉지)

-황복사지  

동편-

— 22.2 69 — 36 36 36 36 ? ?

민애 — 12.3 38.7 20 — — — — — —

신당리 

1호분
— 14.7 46.3

24 
(추)

— — — — — —

표 4   갑석·지대석의 치석단수와 면석의 이격 칸수 간의 상관관계표 

면석 이격  
칸수

갑석과  
지대석 단수

무(불규칙) 1칸 띄기 2칸 띄기 3칸 띄기

상1단 하1단

A
전 신문왕릉

전 성덕왕릉

구정동 

방형분

상2단 하2단
B

전 진덕왕릉

상3단 하2단
C

전 김유신묘

D
구황동 

왕릉지

전 경덕왕릉

상3단 하3단
E

전 원성왕릉

전 흥덕왕릉

F
전 헌덕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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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띤다. 따라서 갑석과 지대석을 1단으로 치석한 

것에서 3단으로 치석한 것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면석을 불규칙적으로 띄우는 것에서 1칸, 

2칸, 3칸으로 늘어나는 경향과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A에서 F까지 6가지의 유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호석구조 A는 갑석과 지대석을 각 

1단으로 치석하고, 십이지신상을 불규칙적으로 이격하

는 경향을 보인다. 이 유형에는 전 성덕왕릉과 구정동방

형분이 해당한다. 호석구조 B는 갑석과 지대석을 각 2단

으로 치석하고 십이지신상 사이에 면석을 1칸 띄운 것으

로 전 진덕왕릉이 해당한다. 호석구조 C는 갑석과 지대

석을 각 3단과 2단으로 치석하고 십이지신상 사이에 면

석을 1칸 띄운 것으로 전 김유신묘이다. 호석구조 D는 

갑석과 지대석을 각 3단과 2단으로 치석하고 십이지신

상 사이에 면석을 2칸 띄운 것으로 전 경덕왕릉과 구황

동왕릉지가 해당한다. 호석구조 E는 갑석과 지대석을 3

단으로 치석하고, 십이지신상 사이에 면석을 2칸 띄운 

것으로 원성왕릉과 흥덕왕릉이 해당된다. 호석구조 F는 

갑석과 지대석을 3단으로 치석하고, 십이지신상 사이에 

면석을 3칸 띄운 것으로 전 헌덕왕릉이 해당된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기존의 연구와 달리 호석의 

갑석과 지대석의 단수는 단순-복잡-단순으로 변화하

는 것(김용성 2012)이 아니라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다단의 형태로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능

묘의 크기가 큰 것에서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에서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2. 십이지신상의 특징과 분류

십이지신상의 지물은 방망이, 창, 낫형지물, 봉, 삼

지창, 갈고리창, 이지창, 도끼, 검 등이 있다(표 5). 이들 

지물은 순서배열 하여 연속분포양상을 살펴보면 방망

이, 창, 낫형지물, 봉, 삼지창 등이 양의 순서로 배열된

다. 검은 모든 곳에서 기본적인 지물로 확인되고, 보주

도 황복사지, 구황동왕릉지, 헌덕왕릉 등에서 신상 일부

가 결실되어 미확인되지만 모든 곳에서 확인될 것으로 

추정된다. 단시적으로 나타나는 지물은 단검, 삼각도끼, 

꽃, 금강저와 독고저 등이다. 그리고 창의 경우는 갈고

리형태와 반달형, 가지가 두 개인 이지창 등이 있는데, 

이들 간에도 시간적인 연결이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

다. 지물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화염검과 화염보주

로, 오상(남쪽)이 주로 들고 있다. 흥덕왕릉에서만 사상

이 들고 있어서 다르다. 이들 화염검과 화염보주는 방망

이, 창, 낫형지물, 봉, 삼지창의 순서에 따라 화염검에서 

화염보주로 지물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 김유신묘와 전 경덕왕릉에서는 두 개의 지물을 들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지물들의 관계를 정리하면 α(알파)유형에

서 ε(입실론)유형까지 구분할 수 있다. α(알파)유형은 

방망이와 검을 기본 지물로 사용하며 보주가 확인된

다. β(베타)유형은 방망이, 창, 검, 도끼가 확인되고 화

염검, 이지창, 삼각도끼, 단검 등이 나타난다. γ(감마)

유형은 방망이, 창, 낫형지물, 봉, 삼지창, 검 등이 사

용되고, 화염보주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δ(델

타)유형은 방망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창, 낫형지물, 

삼지창이 기본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검은 환두도로 

傳 신문왕릉

傳 성덕왕릉

원성왕릉

흥덕왕릉 傳 헌덕왕릉

傳 경덕왕릉

황복사지 동편
추정 왕릉지傳 김유신묘

傳 진덕여왕릉

구정동방형분

상1

하1

상2

하2

상3

하2

상3

하3

무계획 1 2 3

E F

면석 이격 단수

갑석과 지대석 단수

A

B

C

D

그림 2   갑석·지대석의 치석 단수와 면석의 이격 칸수 간의 상관관계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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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며, 삼각도끼와 갈고리형과 반달형 창이 특징적

이다. 화염검과 화염보주가 공반되는 것도 하나의 특

징이다. ε(입실론)유형은 방망이, 창, 낫형지물, 봉 등

이 확인되지 않으며, 삼지창, 검 등이 기본 지물로 사

용되고, 금강저와 독고저와 같은 저가 지물로 나타나

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화염검은 사라지고 화염보주

만 확인되며, 화염지물을 오상이 아닌 다른 사상이 들

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화염지물을 든 대상의 개념이 흐

려졌거나 변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십이지신상과 더불어 석인상을 포함하여 살펴보

면 지물은 십이지신상에서 사라진 이후 석인상에 표현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낫형지물과 방망이는 상관관계에서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들 지물이 구정동방형

분과 원성왕릉, 흥덕왕릉의 호인상(석인상 2형)에서 확

인된다. 방망이는 사상, 자상, 유상이 들고 있으며, 낫

형지물은 해상, 사상, 미상에서 확인되고 있어서 남북

향의 십이지신상이 들고 있는 지물로 볼 수 있다. 아마

도 호인상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들 지물이 나

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석사자의 경우는 측면의 넓이가 넓은 것에서 좁은 

것으로 변화하는 형태를 띠며, 다리에 표현된 털의 모

양 변화가 주목된다. 전 성덕왕릉의 경우 앞뒤 다리에 

털을 즐치문과 같이 표현하고 있고, 원성왕릉과 흥덕

왕릉에서는 털을 궐수문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것

은 털의 형태가 즐치문에서 궐수문으로 변화하는 양상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성왕릉에서는 앞뒤 다리에 모

두 표현되지만 흥덕왕릉에서는 뒷다리에만 표현되고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양상을 고려하면 구정

동방형분 석사자의 경우 앞뒤 다리에 궐수문이 표현되

고 있어서 전 성덕왕릉과 원성왕릉 사이이거나 원성왕

릉과 비슷한 시기에 조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상

방망이 창 낫형지물

미상 해상

봉

사상 미상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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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신라 십이지신상 능묘의 십이지신상 지물의 순서배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7 3D scan 형상도 인용-이하 동일)

원성왕릉 흥덕왕릉성덕왕릉 구정동방형분

석
인
상
1

석
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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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신라 십이지신상 능묘의 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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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십이지신상의 지물의 순서배열표

왕릉명
지물

위치 
(문무)

방망이 창
낫
(r) 봉

삼
지
창

화염보주
화염검

갈고 
리창

산(?) 이지창
보
주

도
끼

양날
도끼

삼각
도끼

꽃 검 단검 유형

성덕
환조석상

(무)
● ● ● α

구정동 면석(무) ● ●2
화염검

(오)
산(?) (이지창?) ●2 ● ● ● β-1

진덕 면석(무) ▲? ▲? ● (이지창?) ● ●2 ● ●5

김유신 면석(문)

●

(+삼각 

도끼)

●

2
단봉 

(+보주)

(무상- 

화염검)
산(?)

산(?)

(+단검)
● ● ● ● β-2

경덕 면석(무) ● ● ● ● ●2
화염보주

+검(오)
촉루장 ● ● ● γ

원성

(괘릉)
면석(무) ● ● ●

화염검

(오)

갈고리

(산?)
산(?) ● ●2 ●

●

(환두 

도2)
δ-1

구황동

(능지탑1)
면석(무) ● ●

화염보주

+검(오)
갈고리

●

(축)
●

●

(환두 

도2)

황복사지 면석(문) ● 산(?) ● ● ● δ-2

헌덕 면석(문) ●
화염보주

+검(오)
● ● 금강저 ε-1

흥덕 면석(무)
화염보주

+검(사)

●

(진)
●2 ● 독고저 ε-2

진덕왕릉

구정동 방형분

괘릉(원성)

경덕왕릉

흥덕왕릉

구황동왕릉지(능지탑)

그림 5   신라 십이지신상 능묘의 무복 십이지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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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지신상은 조각수법에 따라 환조, 부조평면각, 

부조곡면각으로 구분된다. 환조는 전 성덕왕릉에서 확

인되며, 면석 앞에 세워서 장식하였다. 부조는 평면적

으로 조각하여 높낮이 차가 적은 평면각과 고부조로 

조각하여 높낮이 차가 뚜렷한 곡면각으로 구분된다. 

평면각은 전 진덕왕릉, 전 김유신묘, 황복사지(능지탑 

자상), 전 헌덕왕릉이 해당한다. 이중에서 문복을 입은 

십이지신상이 모두 해당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곡면각

에는 구정동방형분, 원성왕릉, 구황동왕릉지(능지탑), 

전 경덕왕릉, 전 흥덕왕릉이 해당된다. 이들 왕릉에서

는 모두 무복을 입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십이지신상의 두향은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 첫째

는 오상을 기준으로 좌우향으로 고개를 돌린 것으로 좌

우익의 형태를 띠며 새가 날개를 편 모양과 닮아서 양

익형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두향의 방향을 나

타내기 위해 양방향형(그림 7A)으로 부르고자 한다. 두 

번째는 자상, 묘상, 오상, 유상을 기준으로 좌우의 상

이 안쪽 혹은 바깥쪽으로 고개를 돌린 것이다. 이것은 

자상의 경우 축상과 해상이 하나로 구성되고 북쪽에 있

다. 묘상은 인상과 진상이 좌우에 있으며, 동쪽에 있다. 

오상은 사상, 미상과 구성되어 남쪽에 위치한다. 유상

은 신상과 술상이 좌우에 있으며, 서쪽에 위치한다. 이

처럼 세 개의 십이지신상이 하나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사방위를 경계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이 유형을 사방위

형(그림 7B)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모든 십이지신상

이 우측으로 고개를 돌리고 측면이 조각된 것으로 전체

적으로 우측으로 회전하는 형태이다. 별도의 기준이 되

는 십이지신상은 확인되지 않지만 남쪽을 기준으로 한

다면 오상을 기준으로 우회전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은 우회전형(그림 7C)으로 할 수 있다.

화면 비율은 세로:가로가 1.31:1, 1.5:1, 1.7:1, 

1.9:1, 2.0:1 등으로 확인된다. 1.3인 것(A)은 구정동방

형분과 전 진덕왕릉이며, 1.5인 것(B1)은 원성왕릉(B1)

과 구황동왕릉지(B2)이고, 1.7(C1)은 전 경덕왕릉과 흥

덕왕릉이다. 그리고 1.9(B2)는 전 김유신묘와 황복사지 

십이지신상이다. 2.0(C2)은 전 헌덕왕릉에서 확인된다.

이상의 조각수법과 화면비율을 정리하면 조각수법

에 따라 부조곡면각과 부조평면각으로 구분할 수 있으

김유신장군묘

헌덕왕릉

능지탑지
+황복사지

그림 6   신라 십이지신상 능묘의 문복 십이지신상

그림 7   십이지신상의 두향 A: 양방향형, B: 사방위형, C: 우회전형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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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십이지신상의 두향과 화면비율이 상관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때 무복과 문복에 따라 화면비율의 차이가 

있으며, 전자를 1형, 후자를 2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Ⅲ.   외부시설의 상석 특징과   
능역구조의 변화

1. 능역시설(상석)의 특징의 변화

상석은 여러 매의 판석을 상자형으로 맞추어 봉분 

앞에 놓은 것이다. 제단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

며, 혼유석으로 부르기도 한다. 석상은 현존하는 왕릉으

로 볼 때 전 신문왕릉과 전효소왕릉에서 장대석을 조립하

여 석상을 제작하고, 원성왕릉, 전 경덕왕릉, 전 성덕왕릉 

등에서는 판석을 조립하여 제작되었다. 이것은 이른 시기

에 장대석으로 석상을 조립하여 만들다가 후대에 판석으

로 석상을 조립한 것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신라 하대 왕릉에서는 판석을 조립에서 전면

과 측면에 안상을 조각하여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특

히 안상의 경우 가운데 부분에 보주형으로 돌기가 있

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서 시간적인 변화를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판석조립 석상은 안상

의 돌기의 수량과 보주형 돌기의 형태변화에 따라 유

형을 구분할 수 있다.

안상은 불상의 대좌, 석등, 부도 등 건축물과 공

예품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일종의 의장문양이다(홍대

한 1998:85). 이 안상이 신라 십이지신상의 능묘 앞에 

설치된 석상을 장식하는 문양으로 사용된 것은 불교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으며, 왕과 부처를 동일시하는 사

상과도 관련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대한(1998:85-87)은 진홍섭의 안상분류안을 바

탕으로 첨정형, 평정형, 연호형, 해목형, 첨두형으로 

불상의 안상을 나누고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가 분류

한 5가지의 유형 중에서 해목형은 조선시대 이후에 확

인되는 것으로 능묘의 석상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리고 첨두형은 안상의 퇴화형으로 분류하였지만, 안

상의 일반적인 모습과 달라서 별개의 문양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첨정형과 평정형, 연호형을 

대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첨정형은 전김유신장군릉과 전 원성왕릉의 석상 

안상과 같은 형태이며, 평정형은 구정동방형분과 전 

성덕왕릉의 안상에서 첨정부(보주형)가 없는 형태이

다. 그리고 연호형은 전 경덕왕릉과 전 흥덕왕릉과 동

일한 형태이다. 

안상의 평정형은 석굴암 제상을 비롯한 고식불

상에서만 살필 수 있다(홍대한 1998:86)는 점에서 8세

기 중엽에 확인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석굴암의 본존 대좌이다. 석굴암 본

존 대좌는 삼단구조로 상하대가 원형평면의 연화대좌

이고, 중대만 팔각이다. 이것은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표 6   조각수법별 십이지신상의 두향과 화면비율의 상관관계

부조곡면각(가형)

십이지신상 
두향

화면비율

양방향형  
-남쪽중심-

(a)

사방위형  
-방위-
(b)

1.3(A) 구정동(가aA)

1.5(B1) 원성(가aB1) 구황왕릉지(가bB1)

1.7(C1) 전경덕 흥덕(가bC1)

부조평면각(나형)

십이지신상 
두향

화면비율

양방향형  
-남쪽중심-

(a)

우회전형  
-우측-
(c)

1.3(A) 전진덕(나aA)

1.9(B2) 전김유신 황복사지(나cB2)

2.0(C2) 헌덕(나cC2)

그림 8   신라 십이지신상 능묘의 석상 외면 안상의 구분

 전 경덕왕릉

전 흥덕왕릉전 원성왕릉전 성덕왕릉

전 김유신장군릉구정동방형분

9

7 5

先 後

돌기

돌기 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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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과 관련된다.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연구(임영애 

2011:287-289)에서 보면 삼단팔각 연화대좌는 석굴암 

본존불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조성된 석남암사 석조비

로자나불좌상(766년)에서 가장 이르게 제작된다. 그리

고 이후 제작된 불상의 대좌는 상중하대의 비율을 달

리하며 변화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석굴

암 본존, 보리사 석불좌상, 석남암사 비로자나불좌상

(8세기 중엽), 영지 석불좌상(8세기 후반), 삼릉계 석

불좌상, 홍천 물걸리사지 석불좌상군(9세기 전반), 동

화사 비로암 비로자나불좌상, 취서사 비로자나불좌상

(9세기 중엽)의 순으로 불신높이와 대좌높이의 변화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중에서 영지 석불좌상에서는 

석남암사 비로자나불좌상에서 보이지 않던 안상이 출

현하고 있다. 영지 석불좌상의 대좌 중대에 있는 안상

은 전 원성왕릉과 전 김유신묘에서 보이는 형태와 유

사한 첨정형이다. 그리고 홍천 물걸리사지에서는 여

래좌상의 대좌(보물)에는 9개의 돌기가 있는 첨정형 

안상이 있으며, 석조대좌(보물)에는 8개의 돌기가 있

는 연호형 안상이 있다.

이상의 불상대좌에 있는 안상을 정리하면 석굴암

은 경덕왕 10년(751)에 창건하여 혜공왕 10년(774년)에 

완성되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바탕으로 평정형 안

상은 8세기 중엽에 확인된다. 그리고 첨정형은 영지 석

불좌상을 기준으로 8세기 후엽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홍천 물걸리사지의 석불좌상군 대좌로 보

아 9세기 전반에 첨정형에서 연호형으로 변화하는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평정형은 첨부가 생략되었을 가

능성도 있어서(홍대한 1998: 86) 전 성덕왕릉의 석상 

안상을 고려하면 안상의 형태는 보주형과 평정형이 동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불상대좌와 십이지신상 능묘의 석상에 있

는 안상의 변화는 석탑의 상층기단에 있는 안상과도 

비슷한 변화를 보인다. 석탑의 안상연구(김지현 2015)

에서 보면 안상은 8세기 후엽의 경주 무장사지 삼층석

탑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창녕 술정리 서삼층석탑, 칠

곡 기성동 삼층석탑,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 영동 영

국사 삼층석탑까지 9세기에 만들어진다. 이를 기준으

로 통일신라 왕릉의 상석 안상을 분류한 견해(배노찬 

2021)에서는 첨정부를 보주형과 괄호형으로 분류하고 

상면의 형태에 따라 뾰족한 것과 편평한 것으로 구분

하였다. 그의 분류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주형

에서 점차 퇴화하여 첨정형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

다. 그러나 그의 편년에서 9세기 중엽으로 보는 전 김

유신묘의 안상을 다루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아마

도 전 김유신묘의 안상이 전 원성왕릉과 비슷한 8세기 

후엽의 안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다루지 않은 듯 싶

다. 이것은 보주형, 괄호형 등의 상징적인 기호로 유형

을 분류하기 때문에 주관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안상의 상면부 돌기의 수가 일

정한 규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것을 기준으로 안상

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고, 이를 본고의 속성분석에서 

통일성을 갖추고자 호석구조, 지물구성, 조각수법 등

과 같이 기호화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십이지신상 능묘의 안상은 돌기의 수에 따라 구분

할 수 있다. 돌기는 9개, 7개, 5개인 것이 확인된다. 중

심부 3개는 하나의 보주형태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중심부분의 이 형태는 구정동방형분1과 전 성덕왕릉 석

상에서 뚜렷하게 확인되지만 전 김유신묘와 원성왕릉

에서는 형태가 뚜렷하지 않다. 그리고 전 경덕왕릉이

나 전 흥덕왕릉에서는 보주의 형태가 전혀 관찰되지 

않고, 돌기의 크기가 유사한다. 다만 전 경덕왕릉 석상

에서는 돌기의 높낮이가 약간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으

1 구정동방형분에는 현재 상석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안상이 새겨진 판석이 현실 내부에 관대로 남아 있다. 안상은 왕릉에서 석상에 표현되고 있고, 내

부에 있는 관대는 안쪽 부분이 돌출되어 있어서 그대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상석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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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된다. 따라서 보주형 돌기가 퇴화되면서 높이

가 낮아지고 수평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형태를 유

형화하면, 먼저 돌기의 수에 따라 돌기가 9개인 것은 

ⅰ형, 7개인 것은 ⅱ형, 5개인 것은 ⅲ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보주형 돌기의 형태의 명확성에 따라

서 A(보주형), B(중괄호형), C(연호형)까지 구분할 수 

있다. ⅰA는 돌기가 총 9개가 있으며 중앙의 3개는 보

주형을 띠는 것으로 구정동 방형분이 해당한다. ⅱA는 

돌기가 7개인 전 성덕왕릉으로 중앙에 보주형 돌기가 

뚜렷하다. ⅰB는 돌기가 9개인 전 김유신묘로 보주형 

돌기가 확인된다. ⅱB는 돌기가 7개이고 중앙에 보주

형 돌기가 있는 것으로 원성왕릉 석상이 해당된다. ⅰ

C는 전 경덕왕릉 석상으로 9개의 돌기가 있으며, 중앙

에 보주형 돌기는 흔적만 남아 있고 평행한 물결무늬

이다. ⅲC는 전 흥덕왕릉 석상이다. 돌기가 5개 있고, 

보주형 돌기는 확인되지 않고 평행한 물결무늬이다.

안상의 변화는 불상대좌와 석탑 등과 비교하면 ⅰ

A형(9돌기 보주형)과 ⅱA형(7돌기 보주형)이 8세기 전엽

경 능묘의 석상에 처음 등장하고 석굴암에서 보주형 탈

락과 같은 변형이 이루어진 후 ⅰB나 ⅱB형과 같은 중

괄호형 안상이 8세기 중엽 이후 불상대좌에 확인된다. 

이후 8세기 후엽 경에는 무장사지 삼층석탑을 비롯한 석

탑의 기단부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9세기 대에는 능묘와 

불상대좌, 석탑 등에서 ⅰC나 ⅲC형과 같은 연호형 안

상이 성행하며, 돌기의 수가 감소하여 크기가 줄거나 연

호형 안상이 횡장방형으로 변형되는 경향을 보인다.

 

2. 능역구조의 변화

신라 왕릉에서 능역구조가 나타나는 시기는 서기 

6세기이다. 서악동으로 왕릉이 이동하면서 능사와 배

례공간이 나타나고 능비, 석인상, 석사자, 신도 등이 

갖추어지면서 능역을 완성한다. 완성단계의 능역시설

이 갖추어진 능은 전 성덕왕릉과 원성왕릉, 흥덕왕릉 

등이다. 이들 이외에도 헌덕왕릉처럼 석인상이 보고되

기도 하지만 훼손이 심하고, 미발굴되어 확인하기 어

렵다. 기존 연구 성과(김용성 2012)를 반영하면 호석의 

석부재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그리고 왕릉의 능역

의 구성요소에 따라서 종류가 나뉜다. 

호석의 석부재는 괴석을 사용한 것(1형), 괴석호

석에 부석이 있는 것(2형), 치석된 장대석을 사용한 것

(3형), 판석을 사용한 것(4, 5, 6형)이 있다. 4형과 5형, 

6형은 모두 판석을 사용하지만 석조물의 종류와 구성

에 따라서 석조물이 개별로 구성된 것(4형), 석조물이 

판석, 12지신상, 난간석 등으로 세트가 결합된 것(5형)

과 판석, 12지신상, 난간석에 석인상(석상)이 포함된 

것(6형)으로 구분된다.

능역의 구조는 구성요소에 따라서 특징이 구분되

며, 여러 기에 배례공간 하나를 공유한 것(A형), 한 기

에 배례공간을 마련한 것(B형), 한 기에 배례공간과 상

석을 갖추고 있는 것(C형), 한기에 배례공간과 상석, 

신도를 갖춘 것(D형)이다.

 이렇게 구분된 호석과 능역구조 조합상으로 왕

릉을 구분할 수 있다. 서악동 고분군은 괴석을 상용하

여 호석을 쌓았으며, 여러 기의 왕릉에 배례공간을 공

유하도록 하였다(A형). 선덕여왕릉은 부석이 확인되며 

그 앞부분이 배례공간으로 추정된다. 전진평왕릉의 경

우 잔존형태로 부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선덕여왕

릉과 같은 2B형으로 볼 수 있다. 전민애왕릉은 장대석

그림 9   신라 십이지신상 능묘의 신도가 있는 능역구조 모식도

봉분

상석

석인상

사자상

석주

귀부

성덕왕릉 원성왕릉 흥덕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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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치석을 하였으며 받침석(부석)이 있어서 3B형으로 

볼 수 있다. 전 진덕왕릉은 판석으로된 면석을 호석으

로 사용하였으며, 배례공간을 갖추고 있어서 4B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전 신문왕릉은 치석된 장대석

으로 호석을 쌓았으며, 상석을 갖추고 있는 3C형이다. 

전헌강왕릉과 전정강왕릉은 부석이 없지만 치석된 장

대석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전 신문왕릉과 동일한 시

기로 생각된다. 구정동방형분은 치석된 장대석과 판석

을 가공한 면석에 12지신상이 있으므로 이것은 판석을 

사용하는 시점(4형 단계)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양상으

로 이해된다. 따라서 판석으로 된 전 진덕왕릉보다 이

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구정동방형분 내부에 놓

인 관대의 경우 내부로 돌출되고 치석되지 않은 내면

이 있는 점과 외부에 안상이 있는 점 등은 상석의 특징

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조사보고서에서는 내부에 그대

로 있었다고 보고 있으며, 옮겨졌을 가능성이 낮으므

로 본 글에서는 관대로 분류하도록 하겠다.

다만 발굴 이후에 복원되는 과정에서 석인상과 사

자상이 조각된 우석이 현 위치에서 벗어나 경주박물관

에 있는 점으로 보아 복원과정에서 석물의 이동이 있었

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상석을 내부에 넣었을 가능성

도 없지는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구정동방형분은 

능과 배례공간이 갖추어진 능역구조로 볼 수 있으며, 

상석이 나타나는 시기의 불안정한 조합상을 띠는 것으

로 생각된다. 그래서 4유형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능역구조는 C형에 가까운 B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 

김유신묘와 전 경덕왕릉은 판석과 난간석이 있으며, 상

석과 배례공간의 능역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5C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도를 갖춘 왕릉은 현재 무열왕릉, 성

덕왕릉, 원성왕릉, 흥덕왕릉 등 4기가 있으며, 석인상

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헌덕왕릉의 경우 신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무열왕릉의 경우 현재 남아 있

는 능원 밖이 훼손되어 있지만 신도가 복원된 안(김용

성 2012)과 능비의 위치로 미루어 가능성이 있다. 성덕

왕릉의 경우도 능비가 놓인 것으로 보아 신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신도를 갖춘 왕릉은 치석과 판

석, 석물구성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과 같이 신라 십이지신상 능묘의 능역구조는 호

석의 석부재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능역구조의 경우는 시간적인 변화보

다는 능역의 규모와 석물의 수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능주

의 신분과 관련하여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된다. 

Ⅳ. 능묘의 변천과 시기에 대한 일고

1. 능묘의 변천

신라 십이지신상 능묘는 5단계로 변화한다. 신라 십이

지신상 능묘는 면석의 사용과 십이지신상의 배치, 난간석, 

신도와 석인상 및 사자상의 배치 등에서 특징을 보인다.

Ⅰ기는 중기 왕릉에서 후기 왕릉으로 변천하는 전환

기이다. 이 시기는 호석과 기타 부재로 쓰인 석재에 따라 

a와 b기로 소분할 수 있다. Ⅰa기는 장대석으로 호석을 쌓

서악동고분군

전진평, 선덕 전진덕

전헌강, 전정강

성덕무열 원성 흥덕 (헌덕?)

전김유신 전경덕

구정동방형분

전신문

판석 출현

12지신상

A

B

C

D

1 2 3 4 5 6

신도

상석

배례
공간

난간석

치석 출현부석 출현괴석 사용 판석+12지신상+난간석+석인상(석수)

석인상(석수)

개별구성 조합(set)구성

판석+12지신상+난간석 -기본형-

판석+12지신상+난간석+석인상(석수)-완성형-

봉분

석상

배례공간

사자상

석인상

신도

석주

-각부명칭-

왕릉역

형성

전민애, 신당리 1호분

그림 10   신라 십이지신상 능묘의 능역구조 변화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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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받침석을 설치하였다. 받침석은 전민애왕릉이나 신당

리 1호 석실분과 같이 호석 외부 땅속에 묻어서 배치한다

(계림문화재연구원 2013 75-76). 상석도 장대석으로 치

석한 석재를 이용한다. 능역구조는 할석을 사용하는 이전 

단계와 달리 치석한 석재를 사용하는 점에서 능역구조 3

단계에 해당하며, 봉분+상석+배례공간으로 이루어진 C

형 구조를 띤다. 천북 신당리 1호분의 연대로 보아 8세기 

1/4분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전 신문왕릉이 있으

며, 전민애왕릉과 전헌강왕릉, 전정강왕릉 등은 치석된 

석재(장대석)를 사용하고 받침석이 없거나 상석이 없는 

구조 등으로 보아 이 시기보다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

Ⅰb기는 십이지신상이 호석의 외부에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전 단계에는 용강동석실과 같이 십이지신

상을 석실 내부에 배치하거나 전 성덕왕릉과 같이 호

석외부에 세워서 배치한다. 이 시기부터 외부에 장식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환조의 석상으로 제작되어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십이지신상이 처음으로 

외부에 노출하여 설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도 있겠지

만 호석을 면석으로 축조하기 이전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2. 이 시기 호석은 장대석으로 축조한다. 상석은 

면석으로 조립하였으며, 안상은 보주형이 있는 ⅱA형

이고 7돌기가 있는 형태이다. 능역구조는 4D형이 확인

되며 능비와 석인상과 석사자를 동반하는 점이 특징이

다. 또한 난간석이 처음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다. 난간

석이 나타나는 것은 능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지만 환

조석상으로 설치된 십이지신상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

었을 가능성이 있다. 능에 새로운 시설이 나타나는 이

유가 어떻든 간에 이 시기부터 능에 난간석이 설치되

고 석인상, 석사자 등이 나타나며, 십이지신상이 외부

에 노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8세기 전반대로 추정되는 

신당리 1호분(계림문화재연구원 2013: 79)보다 조금 

늦은 단계로 볼 수 있어서 이 시기는 성덕왕릉(737년)

의 연대를 기준으로 8세기 2/4분기로 볼 수 있다.

Ⅱ기는 호석구조 A와 B가 확인된다. 이것은 이전 

시기에서 연결되는 양상으로 점차 단수가 늘어나는 경

향이 보인다. 이 시기 가장 큰 특징은 십이지신상이 면

석에 부조로 조각되는 점이다. 상석은 안상의 형태로 

보아 가장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능역구조는 판석과 

십이지신상 등의 출현으로 보아 4단계이며, 봉분+배례

공간인 것과 봉분+상석+배례공간의 구조를 보인다. 

이 시기에는 구정동방형분과 전 진덕왕릉이 해당

하며, 십이지신상의 지물의 구성과 석물의 변화, 그중

에서 석사자의 변화상 등을 통해서 원성왕릉보다는 이

표 7   신라 후기 십이지신상 왕릉의 변천과 시기 

속성 및  
시기

왕릉명

호석 
구조

십이지신상
상석
(안상)

능역
구조

단계 시기지물 
구성

조각 
수법

전신문 A — —

—

(장대석 

조립)
3C Ⅰa 8C 1/4

성덕 A α 환조
(면석조립)

ⅱA
4D Ⅰb 8C 2/4

구정동 

방형분  

전진덕

A
B

β-1
β-1

가aA
나aA

ⅰA
4B
4B

Ⅱ 8C 3/4

전김유신

전경덕

원성

C
D
E

β-2
γ

δ-1

나cB2
가bC1
가aB1

ⅰB
ⅰC
ⅱB

5C
5C
5D

Ⅲ 8C 4/4

구황동 

왕릉지

황복사지 

기단

D
δ-1
δ-2

가bB1,  
나cB2

ⅰC
(구황동 

왕릉지  

추정)

—

6C(?) Ⅳ 9C 1/4

흥덕

전헌덕
E, F

ε-1
ε-2

가bC1,  
나cC2

ⅲC
6D

6D(?)
Ⅴ 9C 2/4

※   굵은글씨  
시기 명확

※   계열 
구분

가-부조곡면각
나-부조평면각

ⅰ-돌기 9개
ⅱ-돌기 7개
ⅲ-돌기 5개

B: 배례공간

C: B+상석

D: B+C+신도

2 신라 왕릉에 십이지신상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은 김용성의 연구(2012: 34-35)에 의하면 당 현종의 배장묘인 고력사묘(高力士墓)의 십이지배례상 벽화를 

통해 762년 이후로 추정된다. 따라서 그는 전 성덕왕릉의 십이지신상이 혜공왕대에 설치된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서는 전 성덕왕릉의 석물이 환조라는 점

에서 이동이 가능한 점과 이에 따라 왕릉의 조성 이후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십이지신상과 다른 제속성의 상관을 통해 부합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이런 점에서 김용성의 견해를 따른다. 다만 십이지신상의 두향, 지물의 종류 등으로 볼 때 혜공왕 대에 전 성덕왕릉의 석물이 조영되었다기보다는 

경덕왕 대에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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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고 생각된다.

Ⅲ기는 십이지신상의 형태가 본격적으로 왕릉 호

석에 조각되는 확립기이다. 이 시기에는 호석구조 C, 

D, E가 확인된다. 십이지신상은 β-2형, γ형, δ-1형 등

이 있다. 상석의 안상은 ⅰB형, ⅱB형, ⅰC형 등이 확

인되고 있다. 능역구조는 난간석이 있는 것으로, 5단계

에 해당되며, 봉분+상석+배례공간의 구조를 보인다. 

원성왕릉(798년 歿)의 연대를 기준으로 8세기 4/4분기

로 생각된다.

Ⅳ기는 호석 D형이 확인되고, 갑석과 지대석을 각

각 3단과 2단으로 치석한다. 십이지신상은 두 상 사이

에 면석을 두 칸 이격하는 것이 특징이다. 십이지신상

에서는 지물의 변화가 뚜렷이 확인된다. 특히 삼지창과 

화염보주와 검의 조합이 확인된다. 화염보주와 검이 조

합되는 양상은 이전 단계 전 경덕왕릉에서 보이는 것으

로 이 시기 이후에는 화염검을 대신하여 나타나는 주요 

형태이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십이지신상은 구황동왕

릉지의 것으로 보이는 능지탑 1유형과 황복사지 기단부

에 있는 십이지신상(능지탑 2유형 포함)이다. 모두 형태

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왕릉의 시기를 파

악하기 어렵지만 전술한 십이지신상의 변화와 호석구

조 등으로 볼 때 흥덕왕릉보다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Ⅴ기는 호석 E, F형 구조가 확인되고, 상석(안상)

은 ⅲC형이다. 능역구조는 모든 석물이 갖추어진 6단

계의 양상을 보인다. 흥덕왕릉(836년 歿, 826년에 사망

한 왕후 능에 합장)의 연대를 기준으로 9세기 2/4분기

로 볼 수 있다. 전 헌덕왕릉의 경우 흥덕왕릉과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외부시설인 호석구조에서 십이

지신상 조각면석 사이에 면석을 3칸 띄기를 하기 때문

에 흥덕왕릉보다 다소 늦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현

재까지 3칸을 띄는 구조가 헌덕왕릉이 유일하고 십이

지신상 간의 면석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시기의 연대는 Ⅰb기 성덕왕릉과 Ⅲ기의 원

성왕릉, Ⅴ기의 흥덕왕릉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Ⅱ기

의 구정동방형분과 전 진덕왕릉, Ⅳ기의 구황동왕릉지

와 황복사지기단부 십이지신상의 경우는 그 연대를 특

정할 자료가 부족하지만, 호석과 십이지신상의 지물변

화, 상석의 변화와 능역구조의 차이를 통해 설정한다.

 

2. 능묘의 시기에 대한 일고

본 글에서는 신라 십이지신상이 있는 능묘의 상

대순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변화를 중점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상대순서는 기존의 견해와 달리 전 진덕왕릉과 구정동

방형분이 전 원성왕릉보다 이를 수 있다는 결론에 닿

았다. 그렇다면 기존에 논의되었던 능주도 상대순서

와 같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는 능주에 대한 조금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다만 기존의 견해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

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소략하여 정리하고 별고를 통해 

능주와 관련된 사항과 비정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현재 십이지신상이 잔존하는 10기의 능묘 중에

서 능주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능은 성덕, 원성, 흥덕 3

기로 알려져 있다. 이들 3기는 기록과 능비석 파편을 

통해 어느 정도 능주가 명확하다. 그러나 나머지 7기

의 경우는 논란이 있다.

이들 중에서 구정동방형분과 전 진덕왕릉, 전 헌

덕왕릉 등이 다른 왕릉과 비교하여 평면형태가 다르

거나 난간석이 없거나 면석 간격의 차이가 있는 점 등

이 다르다. 특히 구정동방형분의 경우는 방형의 평면

형태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위치를 규정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 그렇지만 사용된 석재가 판석으로 된 면석이 

아니라 장대석이라는 점에서 구정동 방형분의 시기가 

이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석실 내부에 놓인 현 관대

의 안상은 가장 빠른 양식이다. 이들을 종합하면 8세

기 중엽 대의 연대로 볼 수 있는데 이 시기 기록에 경

덕왕의 몰년(765년) 기록과 성덕왕릉과 가까운 위치라

는 점과 경덕왕 때 건립된 불국사와 석굴암으로 들어

가는 길목에 위치하는 점에서 구정동 방형분은 경덕왕 

시기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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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진덕왕릉의 경우 십이지신상이 조각된 면석 사

이 공간을 기준으로 그 동안 늦은 시기로 판단하였지

만 갑석과 지대석의 조각수법이나 난간석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앞 시기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전 

진덕왕릉은 혜공왕(몰 780년) 시기로 보는 것이 적절하

다고 생각된다.

전 김유신묘는 평복 십이지신상과 납석제 무복 십

이지신상이 함께 확인되는 점에서 과도기적인 양상으

로 이해할 수 있으며, 부조 평면각이 나타나는 전진덕여

왕릉의 다음 단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열왕계에서 내물왕계로 왕권이 이양된 이후 

만들어진 내물왕계 최초의 무덤일 가능성이 있다. 즉, 

전 김유신묘는 선덕왕 시기(785년 몰)일 가능성이 있다.

구황동왕릉지 추정 십이지신상과 황복사지 건물지 

기단에 남아있는 십이지신상은 현재 능지탑에 잔존해 

있다. 능지탑에 남아 있는 십이지신상은 본고에서는 두 

개체로 분류하였지만, 무상의 경우 묘상과 신상이 다

른 상들과 표현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문상과 더불어 총 

세 개체로 구분되기도 한다(김용성 2012). 그렇다면 현

재 구황동왕릉지에 남아있는 원형의 왕릉에 쓰인 한 개

체를 제외하면 두 개체가 사용될 왕릉이 필요하다. 황

복사지 건물지 기단은 방형 석단에 남아있는데, 이것은 

원래부터 방형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 이유

는 능지탑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복원된 능지탑의 경

우 방형으로 남아 있었다. 능지탑 이전 단계에 구정동

방형분과 같은 예가 존재하고, 동일하게 치석한 장대석

을 호석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은 방형분이 연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능지탑의 발굴에서 내부의 목주와 사방 

벽면 감실의 소조불이 배치된 형태 등이 확인되어 불탑

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원형이 훼손된 점에서 여

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통

일신라 왕릉이 전 성덕왕릉을 시작으로 불탑을 모방하

여 만든 것으로 보는 견해(강우방 1990:322-323; 이근

직 2012:479-482; 임영애 2016:123)와 구정동 방형분

이 전 성덕왕릉보다 불탑 모방을 충실히 하여 방형으로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배노찬:27-28)로 볼 

때, 능지탑은 불탑을 모방한 왕릉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또한 복원된 능지탑 북쪽에는 방형의 토단이 함

께 확인되는데, 하단부에 석재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

아 능지탑과 동일한 구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 방형의 석단시설은 두 개체의 십이지신상이 사용

된 왕릉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들이 왕릉이라면 원성

왕과 흥덕왕의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소

성과 애장왕 때의 능묘로 추정된다. 다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기록으로 보면 두 기의 능이 나란히 있다

고 한 헌강과 정강왕릉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개로 

구황동왕릉지의 경우 규모와 십이지신상의 양식, 호석

의 결합구조, 갑석의 결구 방식 등에서 전 경덕왕릉과 

유사하여 비슷한 시기로 보고 경덕왕을 기준으로 성덕

왕과 경덕왕 사이 효성왕의 가릉이나 수릉으로 보는 견

해(박광열 2020: 278-279)도 있다.

전 경덕왕릉은 상석의 안상과 십이지신상의 지물

이 원성왕릉과 비슷하거나 늦기 때문에 원성왕 이후

의 왕릉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제속성에서 십이지신상

의 지물 중에서 화염보주가 나타나는 것과 사방위형의 

능지탑

추정왕릉지1

추정왕릉지2

그림 11   낭산 남방분(現능지탑) 및 남방분 출토 오상(朝鮮古蹟硏究會1938 
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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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지신상 두향은 흥덕왕릉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호석의 구조에서 흥덕왕릉보다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826년 경 이전에 조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남아 있는 전 헌덕왕릉의 경우 가장 늦은 속

성으로 조합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면 흥덕왕릉보다 조금 늦은 시기의 능으로 볼 수 있

다. 신라 십이지신상 능묘의 크기를 비교하면 본고에

서 정한 능묘의 변화로 볼 때 능묘는 왕의 계보가 변화

할 때 크기가 커지거나 형태적 특징이 변화하는 것으

로 생각된다(표8 참조). 이와 관련하여 보면 전 헌덕왕

릉은 왕의 계보 변화와 관련된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화장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 흥덕왕 이후의 왕

들을 제외한 신무왕과 문성왕, 경문왕 중에 한 인물일 

것으로도 생각되며, 이들이 재위하던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왕릉의 조각수법이나 십이지신

상의 지물, 석인상과 석사자의 형태 등이 흥덕왕릉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두 왕릉의 시기적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신무왕 때일 가능성이 

문성왕과 경문왕보다는 크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능묘의 축조 시기에 대한 내용을 본고

의 변화 순서에 따라 정리해 보았다. 이 부분은 능묘의 

변화뿐만 아니라 능묘의 능주와도 관련된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십이지신상 능묘의 상대순

서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추후 별고를 통해 능주와 관

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Ⅴ. 맺음말

신라 십이지신상 능묘는 발굴이 되지 않아서 내

부 시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왕릉의 순서

를 정하는 방법으로 외부시설의 변화양상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 필자도 왕릉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없는 

점에서 외부시설에 대한 양상을 살피는 것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글은 신라 십이지신상 능묘의 특징을 살피고, 

그 변화과정을 추정한 것이다. 십이지신상의 지물은 

연속성과 유사도 측면에서 조합되는 양상이 차이를 보

인다. 그리고 석상의 안상형태에서 차이가 있고, 조각

수법에 따른 십이지신상의 두향 및 화면비율도 차이가 

관찰된다. 

이러한 십이지신상이 가지는 특징은 기존 연구된 

호석 및 제작기법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다. 가령 

십이지신상의 조각기법은 고부조에서 저부조로 변화

하고 다시 평면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사실적

인 표현에서 장식적으로 표현기법이 변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외부 호석의 변화와 맞지 않아서 

별개의 조건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능

에 난간석이 없는 것에서 새롭게 나타났다가 다시 사

라지는 등 규칙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이들 제속성을 분석하여 각 부분의 

특징을 정리하면 십이지신상은 조각수법에 따라 곡면

표 8   신라 십이지신상 능묘의 크기 비교(이근직 2006: 235 내용을 발췌하여 개변)

능
봉분

서악1 전진평 선덕 무열 전신문
전김 
인문

전효소 성덕
구정동
방형분

전진덕
전김 
유신

원성 전경덕 흥덕 전헌덕

높이(m) 10.00 7.91 6.77 8.15 7.57 6.00 4.30 4.50 3.70 4.03 5.32 7.73 6.15 5.97 6.00

직경(m) 45.00 36.46 23.60 35.51 29.27 29.00 18.34 14.65
8.85
(각변)

14.42 15.80 22.81 21.08 20.77 26.06

둘레(m) 148.00 115.00 74.20 113.3 92.00 91.00 57.00 46.00 35.40 45.27 49.61 71.62 66.19 65.21 81.82

본고 십이지신상 능묘의 시기

묘호 성덕 경덕 혜공 선덕 원성 헌덕 흥덕

신무?

문성?

경문?

몰년 737년 765년 780년 785년 798년 826년
826년
(836년)

839년
857년
8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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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과 평면각으로 크게 구분되며, 십이지신상의 두향과 

복장은 연관성을 가진다. 이것은 두 부류로 나뉘고 화

면비율에 따라 시간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러한 특징 변화는 십이지신상 지물의 연속성과 능역 

구성요소의 변화양상과 부합된다. 따라서 기존 연구결

과와 달리 왕릉의 순서는 변동되어야 하며, 호석의 면

수는 점차 늘어나는 경향으로 변화한다. 

결과적으로 전 진덕왕릉과 구정동방형분은 원성

왕릉보다 이른 왕릉일 가능성이 있으며, 왕릉의 입지

는 서악동고분군과 전선덕여왕릉처럼 구릉 능선에 위

치하다가 원성왕릉 괘릉과 같이 산기슭에 입지한 후, 

헌덕왕릉과 같이 평지에 조성되는 것으로 규칙적인 입

지변화를 보인다.

이와 같이 신라 십이지신상 능묘는 능과 석상, 배

례공간, 신도, 능비가 조합된 완성형 능역구조를 갖추

며, 고려와 조선왕릉에 기본 모티브가 되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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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Order of the Zodiac Statues Tombs  
in the late Silla Dynasty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oyal tombs of  the late Silla Dynasty with the statues of  the 12 

animal deities(Zodiac) and estimates the process of  change. The features of  the statues show a difference in their 

combination in terms of  continuity and similarity of  the object in their hands. In addition,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shape of  the face of  the stone statue, and differences are observed in the orientation and aspect ratio of  the statue 

according to the sculptural method.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statues are somewhat different from the previously studied protected-stone and 

manufacturing techniques. For example, the Zodiac statues that are flattened from high relief  to low relief  are known 

to be decorated in realistic expressions, but they tend to be treated as separate conditions because they do not match 

the change of  the stone. In addition, there was a characteristic that did not show regular changes, such as appearing 

and disappearing again when there was no balustrade in the tomb.

Summing up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art, the Zodiac statues are largely divided into curved angles and 

flat angles according to the sculptural technique, and the head orientation and clothing of  the statue are related. 

They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and can be viewed as having temporality according to the aspect ratio. These 

characteristic changes are consistent with the continuity of  features and changes in the object in the hands of  the 

12 Zodiac statues. Therefore, the number of  faces with protected-stone changes were gradually increasing in trend. 

As a resul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Gujeongdong Square-shape Tomb and King Jindeok Tomb are earlier royal 

tombs than the Wonseong Royal Tomb. 

Therefore, the royal tombs of  the late Silla Dynasty have a complete, tomb structure, containing the 12 animal 

god statues, ceremonial spaces(拜禮空間), Shindo(神道), stone statues(石像), and tombstones. This can be understood 

as a basic motif  for the royal tomb structures of  Goryeo and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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