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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월성해자는 신라 천년 왕성인 월성 외곽에 축조된 방어시설이다.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 남천
을 자연해자로 활용하고, 북·동·서측은 성 외곽에 도랑을 판 후 물을 채워 방어시설로 사용하였
다. 한반도에서 해자 등의 방어시설은 선사시대 취락의 환호를 시작으로 고대 도성의 성곽 등장
과 함께 고구려 국내성, 백제 풍납토성, 신라 월성에서 축조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외,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고대 도성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인공 혹은 자연적인 해자를 다양한 형
태로 조성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최초의 월성 관련 기사는 파사이사금(婆娑尼師今) 22년(101년) 조
에 기록되어 있으며, 월성에 대한 발굴조사는 1979년 실시된 월성 동문지 확인조사를 시작으로
월성 및 석축으로 조성된 해자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후, 월성해자에 대한 시·발굴조사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번 발굴조사는 1985~1989년에 이루어진 시굴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월성 북편을 따라 넓게 조성된 ‘다’구역의 1~3호 해자 내부의 정밀보완조사1)를 실시하고

1) 2004~2009년 내부 정밀조사를 마친 ‘다’구역 4·5해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비되어 일반에 공개되어 있으므
로 정밀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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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정밀보완조사는 201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1·2·3호 해자의 유구 평면
확인 및 해자 내부 토층조사를 통하여 층위별 유물의 출토양상을 통해 시기를 파악해 나가고 있
다. 본고에서는 발굴조사가 완료된 ‘나’구역 석축해자와 ‘다’구역 4·5호 해자 그리고 현재까지 이
루어진 1·2·3호 해자 발굴조사 성과를 토대로 월성해자의 구조 및 변화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월성해자 조사 현황 및 내용
1. 연도별 조사내용(도면 1)
1979년 월성 동문지 조사 중, 월성해자의 존재를 처음 확인하였고 이후 1984~1985년에 월
성의 북·동·서측의 해자를 ‘가’, ‘나’, ‘다’, ‘라’ 4개 구역으로 구획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2014년까지 ‘나’구역 석축해자, ‘다’구역 4·5호 해자, ‘라’구역과 월성북편, 계림 남편, 월성
동편, 첨성대남편, 월성북서편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2)

도면 1 월성해자 시굴조사 현황도(문화재청 경주고적조사단, 1990)
2) 문화재연구소·경주고적발굴조사단, 1985, 『월성해자시굴조사보고서』.
문화재연구소·경주고적발굴조사단, 1990, 『월성해자발굴조사보고서I』.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4, 『월성해자발굴조사보고서 II』.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1, 『월성해자발굴조사보고서 II(4호 해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 『월성해자발굴조사보고서 IV(5호 해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5, 『월성해자발굴조사보고서 V(라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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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월성해자 조사현황
조사구역

조사기간

‘가’구역

84~85

시굴조사

해자 존재 및 규모 확인 등

79~80

동문지 주변

석축해자 일부구간 등

84~86

석축해자 시·발굴조사

석축해자, 도랑 등

석축해자 동편

수로, 수혈유구 등

84~85

시굴조사

해자 존재 및 규모 확인 등

85~89

1~3호 해자 부분 조사

1~3호 해자, 건물지, 수혈유구, 주거지 등

99~06

4호 해자

수혈해자, 석축해자, 주혈, 성벽 일부 등

07~09

5호 해자

수혈해자, 석축해자, 주혈, 성벽 일부 등

15~16

1~3호 해자 내부 정밀보완 조사

수혈해자, 석축해자 내부 조사 등

84~88

시·발굴조사

해자(추정) 석렬, 건물지 2동

09~14

해자(추청)시설, 건물지

건물지 및 해자 석렬 등

석교지(발천)

호안석축, 장대석

‘나’구역

91

‘다’구역

‘라’구역

10

조사내용

조사성과

2. 조사방법
월성해자 조사에 필요한 좌표와 기준점은 1984년 시굴조사 당시 설정해 놓은 T.B.M점을 사
용하였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구역 1~3호 해자 조사 구역 역시 기존의 기준점을 활용하여,
20×20m 그리드를 구획하였다. 각 그리드 동측에 2~3m의 트렌치를 설치, 토층조사를 실시한
후, 층위별로 전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사진 1 월성해자(‘다’구역 1~3호 해자) 그리드 구획 배치도(사진 위 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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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내용
현재까지 진행된 월성해자 ‘다’구역 1~3호 해자에 대한 자세한 조사 내용을 정리해 보고 기
존의 조사 성과와 비교를 통해 월성을 감싸고 있는 해자 전체에 대해 이해해 보고자 한다. 층위
조사를 통해 층서관계를 확인하고, 각 층위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다’구역 1~3호 해자 조성,
층위별 출토 유물 양상을 살펴보겠다.

1)층위조사
층위조사는 1호 해자의 토층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해자 내부의 토층양상 및 층위를 살펴보
겠다. 기준토층은 해자 내부퇴적양상을 정형적으로 보여 주는 다580S20그리드 동벽을 기준으로
삼았다. 조사 결과 크게 5개의 토층이 확인되며, 표토층과 기반층을 제외한 해자 내부퇴적층은
크게 3개 층위로 판단된다.

표 2 월성해자 ‘다’구역 1호 해자 기준 토층(다580S20 그리드 동벽)
IV: 황회색 점질토, 잔돌이 많고 사질+점토
IV-1: 흑갈색 사질점토, 부분적으로 부식토 혼입
IV-2: 흑갈색 사질점토, 토기편 확인, 강한 점성
IV-3: 탁한 황색 사질점토(토기편+와편), 자갈 혼입, 비교적 고운 입자
V: 올리브갈색 사질점토, 15cm 내외의 할석 혼입, 강한 점성
VI: 흑갈색 점질토(뻘층), 10cm 내외의 할석과 자갈 혼입
VII: 흑갈색 점질토(뻘층), 모래와 소량의 자갈 혼입층
VIII: 흑갈색 점질토(뻘층), 강한 점성
X: 명갈색 역석층, 자갈

• I층: 표토층 아래에 형성된 층위로 황회색점질토와 흑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다. 내
부에는 잔돌이나 자갈이 혼입되어 있고, 토기편과 기와편이 출토된다.
• II층: I층 아래에 형성된 층위로 올리브갈색의 점질토가 퇴적되어 있다. 내부에는 15cm
내외의 할석이 혼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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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층: 기반층 위, 형성된 층위로 흑갈색점질토가 퇴적되어 있다. 내부에는 10cm 내외의
할석과 자갈, 모래가 혼입되어 있고, 강한 점성을 보이며 토기편, 유기물, 목재 등
이 확인되고 있다.

2) 유구별 조사내용
월성해자 호안에 대한 분류는 해자의 외형적 특징, 호안 축방법, 호안 축조시 사용된 부재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었다.3) 본고에서는 월성해자의 호안 축조기법에 따라 외곽에 호안과 관련된
별다른 시설 없이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해자와 석재를 사용하여 호안을 조성한 석축해
자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① 수혈해자

수혈해자는 1980년대 조사 당시부터, 석축해자 하부에 넓게 조성된 뻘층을 근거로 그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후 ‘다’구역 4, 5호 해자 조사를 통해 석축해자 하부에서 뻘층을 확인
하였으며, 길게 하나로 연결된 형태로 추정되었다(정자영 2014).
수혈해자는 기반층인 명갈색역석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것으로 III층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내
부에서 확인된 100~150cm의 흑갈색점질토의 뻘층을 통해 담수시설로 판단할 수 있으며, 수혈
해자의 폭은 석축해자보다 넓었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② 석축해자

석축해자는 석재를 이용하여 호안을 조성한 해자시설을 통칭하고자 한다. 기존의 ‘다’구역 연
못형해자와 ‘나’구역 석축해자 모두 포함된다.
1호 해자는 다420~600 그리드 사이에 위치하고, 최대길이 약 155m, 최대폭 약 50m이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으로 남측 호안은 월성 북성벽 기저부를 따라 조성하고 북측 호안은 거의 일
직선으로 축조하였으며, 동측 호안은 남·북 호안과 비교적 곡선을 이루며 연결되어 있다. 축조
기법은 남편호안은 완경사에 돌을 깔아 축조하였고, 북・동・서편호안은 면을 맞추면서 수직으
로 돌을 쌓아 축조하였고 현재 2~3단이 잔존하고 있다. 2호 해자와의 연결부에서 1호 해자로의
입수구가 확인된다. 입수구 시설은 동편 호안과 연결되어 확인되고 30cm 내외 크기의 냇돌과 활

3) 해자의 외형적 특징과 호안축조 방법에 기인하여 연못식(형)해자/석축해자로 명명되었으나(이상준 1997; 김낙
중 1998), 이후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 명칭의 세부 분류 기준이 변화하였다. 시간적 변화와 축조형태를 모두
반영하여, 수혈해자 상면에 냇돌을 사용하여 수직으로 쌓은 형태를 연못형해자, 수혈해자 혹은 연못형해자 상
면에 할석(할석+냇돌 혼용)을 사용한 것을 석축해자(안압지와의 유사성)로 명명하였다(정태은2010; 정자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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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월성해자(‘다’구역 1호 해자) 평면 형태 전경

석을 사용하여 길이 18m, 폭 80cm로 양쪽 면을 맞추고, 바닥에는 전돌을 깔아 축조하였다. 동
쪽에서 서쪽으로 경사를 두어 배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호 해자는 다320~400 그리드 사이에 위치하고, 최대길이 약 90m, 최대폭 약 20m로 확인
된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축조기법은 남측 호안은 완경사에 돌을 깔아 축조하였고, 북·동·
서측 호안은 면을 맞추면서 일정 높이를 수직으로 돌을 쌓아 축조하였다. 현재 2~3단이 잔존되
어 있다. 북측 호안은 2열의 호안석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양상은 4·5호 해자에서도 확인되었다.
2호 해자 서측 호안에서 1호 해자로 연결되는 출수구 시설이 확인된다.
3호 해자는 다200~320 그리드 사이에 위치하고, 최대길이 약 120m, 최대폭 약 30m로 확인
된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으로 남측 호안은 월성 북성벽 기저부를 따라 조성하고, 북·동·서측 호
안은 거의 일직선으로 축조하고 각 호안을 연결하는 모서리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 축조
기법은 면을 맞추면서 수직으로 2~3단의 돌을 쌓아 호안을 조성하였다. 3호해자 동측에 입수구
시설은 4호 해자가 연결되고 30cm 내외 크기의 냇돌을 사용하여 길이 약 10m, 폭 50cm로 양쪽
면을 맞추고 편평한 냇돌을 바닥에 깔아 축조하였다.

3) 출토유물
현재까지 진행된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유물은 660여점으로 토기류(고배, 대부완, 개, 제기
형 토기, 등잔, 병, ‘井’·‘大’·‘官’·‘左’·‘島夫’ 명문토기 등), 토제품(벼루, 토우, 토구, 방추차, 어
망추, 원형토제품 등), 와전류(암·수막새, 암·수키와, 전, 귀면와, ‘官’·‘生’·‘儀鳳四年皆土’·
‘漢’·‘習府’ 명문와 등), 자기류(분청사기), 골각류(동물뼈), 유기물(씨앗), 목재류, 금속류가 있다.
1호 해자의 그리드별 토층조사를 통해 층위별 출토유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층에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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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된 유물은 인화문개, 대부완, ‘島夫’·‘官’명 명문토기, 단판여화문수막새, 중판연화문수막새,
유악식암막새, 중판타날평기와 등이 있다. II층에서 출토된 유물은 인화문개, 대부완, 병, 중판연
화문수막새, 평기와 등이 있다. III층에서 출토된 유물은 단각고배, 완, 개, 단판연화문수막새 등
이 있다.

III. 월성해자 발굴조사 성과
1. 월성해자 토층양상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1호 해자의 토층양상과 기존에 발굴조사가 완료된 4·5호 해자의 토층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I층은 4호 해자 4층과 대입되고 II층은 4호 해자 5층, 5호 해자 III층에
대입되며 III층은 4호 해자 6·9층, 5호 해자 II층에 대입된다. 이를 통해 월성해자 조성은 전체적
으로 통일된 양상을 확인하였다. ‘다’구역 1~5호 해자는 유기적으로 공존하면서 해자로써의 기
능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2 월성해자 ‘다’구역 1호, 4·5호 해자 토층 비교

2. 축조방법에 따른 유구 검토
월성해자의 호안은 축조기법에 따라 수혈해자와 석축해자로 구분하였다. 그 중 수혈해자는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외곽(호안 조성)은 석재로 조성하는 대신 물막음 시설을 위한
목주와 목판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석축해자는 수혈해자가 폐기된 이후 수혈해자 내부퇴
적토(뻘층) 상부에 축조된 것으로 수혈해자와 석축해자와의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초
창기 조사에서 처음 연못형해자라는 명칭의 사용은 모두 연결되어 하나로 흐르는 해자의 형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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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석축해자 호안 축조기법 모식도
석축해자 호안 축조기법 모식도

수직적 호안(석적호안, 石積護岸)

경사면 호안(역부호안, 硌敷護岸)

석적호안
역부호안(역부주빈, 硌敷州浜)
-해자 안쪽면 맞추어 수직으로 석재를 눕혀 쌓는 기법-30cm -5~10cm 내외의 자갈을 20“ 이내의 완경사면에 깔아 놓는
이상 자연석 사용, 최하단 석재는 큰돌(기저석) 사용
기법
※ [석적호안] [역부호안] 명칭은 『고대정원 비교연구』, 「아스카·나라시대의 연못 호안수법의 유형」(高橋知奈津 2012)에서 발췌 후 수정 게재

대비되는 개념으로 형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되었다. 이후 조사 결과가 축적되며 냇돌을 사
용하여 호안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차이점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켜 정연하게 다듬은 석재를 사
용하는 석축해자와 차이를 두어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동일한 층에서 조성
된 석축해자의 호안이 하나의 기법으로 축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지형조건
이나 기존의 조성 환경에 따라 할석을 수직적으로 쌓거나, 할석과 냇돌과 섞어 쌓기도 하며, 완
만한 경사를 만들어 냇돌(자갈돌)을 까는 형태로 조성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석축해자
는 축조 방법과 층위 관계에 따라, 1차 석축해자(초축), 2차 석축해자(개축)으로 나누어 부르도
록 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기의 석축해자라 하더라도 할석과 냇돌의 이용이 복
합적이고, 기존 지형, 환경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석재를 사용하였으므로 명칭 구분의 큰 의미
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1차 석축해자(초축)보다 2차 석축해자(개축)의 폭
이 좁게 축소하여 조성하였다.
석축해자의 호안 축조기법 수직적 호안 조성과 경사면 호안 조성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호
안 조성 수법은 일본 아스카(飛鳥), 나라(奈良) 시대에 도성 내에서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고 월
성해자 호안 조성 기법과도 큰 유사점을 보여, 향후 비교 검토의 필요가 있다(표 3).

3. 층위별 출토유물
현재까지 진행된 ‘다’구역 1호 해자의 층위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토층조사 결과
크게 5개의 층위가 확인되었다. 표토층과 기반층을 제외하고 해자 내부 퇴적층으로 대별되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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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각 층위별 출토 유물(‘다’구역 1호 해자)
출토유물
층위

고배

개

대부완

수막새

I

II

III

개 층위를 확인하였고 해자라는 유구의 특성상 각 층위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하한연대를 통해
해자의 사용기간 및 폐기시기를 추정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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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층
I층 출토 수막새에는 삼국시대로 편년되는 단판연화문수막새가 소량 확인되지만 후대 매립
또는 폐기 과정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대다수가 통일신라시대로 편년되는 중판연화문
수막새가 출토된다. 특히 국화형의 중판연화문수막새가 주로 출토되는 양상이 특징적이다. 토기
는 대부완이 다수이며, 그중 12cm 이하 소형 대부완이 다량이다. 대부분 구연단이 살짝 꺾여 외
반하고 무문이다. 개는 안턱이 거의 사라지고 무문에 크기는 비교적 대형이다.

2) II층
II층은 I층 아래에 형성된 층위로 올리브갈색이다. II층의 수막새는 전성기에 해당하는 화려한
문양의 중판연화문수막새가 출토되며, 토기류는 개, 대부완, 완 등이 출토되는데, 개는 안턱식에
굴절형으로 안턱의 길이가 매우 짧은 형태이다. 개신에는 마제형문이 찍혀 있다. 대부완은 직립
구연에 구연단에 2조의 침선이 있으며, 종장연 종장연속점열문을 지그재그찍기하였다.

3) III층
III층은 기반층인 명갈색역석층 위, II층 아래에 형성된 층위로 흑갈색 점질토이다. III층 출토
수막새는 삼국시대로 편년되는 단판연화문수막새가 확인되며 토기류는 개, 이단투창고배, 단각
고배, 완 등이 출토된다. 이단투창고배의 대각은 절두원추형으로 상단의 투창은 장방형, 하단의
투창은 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뚫려 있다.

IV. 월성해자 변화양상 검토
1. 시기구분
시기구분은 월성해자 호안의 축조기법의 변화와 층위조사 및 층위별 출토유물을 검토한 결과
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1기는 수혈해자 축조시기이다. 1호 해자의 평면조사 및 토층조사를 통해 수혈해자의 범위 일
부와 수혈해자 내부퇴적토인 III층의 출토유물을 분석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살펴보
면, 이상준4)은 수혈해자 내부에서 출토되는 투창고배와 목간을 통해 수혈해자가 5세기 후반에서
7세기 후반에 사용한 것으로 설정하였고, 김낙중5)은 수혈해자 뻘층의 상한연대를 황남대총 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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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늦은 것으로 5세기 후반부터 6세기대의 중심연대를 거쳐 하한연대를 7세기 후반까지로
설정하였다. 또한 두 연구자 모두 문헌기록을 통해 해자 축조의 역사적 배경을 5세기 후반대에
명활성으로 이거하였으며, 월성을 수축하고, 방리명을 정하고 왕경을 정비하였다는 기사와 고구
려와 왜의 빈번한 침략으로 인해 군사적인 방어체제의 정비가 필요한 시기였다는 점을 들어 5세
기 후반에 월성을 정비하며 해자를 축조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2기는 수혈해자 상층에 석축해자를 축조하여 사용되는 시기이다. 석축해자의 사용시기는 내
부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7세기 이후부터 월성 존속기 전체로 추정
(935년 멸망)된다. 석축해자의 축조기법과 내부퇴적토 양상을 통해 2기를 2-1기와 2-2기로 세분
하였다. 2-1기는 석축해자가 초축되어 사용되는 시기이다. 초축 석축해자는 돌을 가로방향으로
면을 맞추면서 수직으로 쌓아(석적호안 기법) 축조하였다. 수혈해자의 사용을 중지하고 석축해
자를 조성하는 시기로써, 월지축조와 그 조성 시기가 근접할 것으로 판단된다(7C 후반).
2-2기는 석축해자의 축조기법의 변화 및 해자의 범위가 축소되어 사용되는 시기이다. 개축
석축해자의 남편호안은 자갈을 완경사면에 면을 맞추지 않고 축조하였고(역부호안), 북편 호안
은 이전시기보다 해자의 폭을 축소하여 축조하였다. 2-2기의 석축해자가 해자 폐기까지 이어진
다고 추정된다.

3. 시기별 변천 과정
월성해자는 해자의 축조기법에 따라 수혈해자와 석축해자로 구분하였다. 수혈해자는 5세기
후반 월성의 수축과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해자의 고유한 목적인 방어용으로 축조되어 사용하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7세기 후반 외세의 침략 가능성은 낮아져 방어용의 수혈해자를 폐기하고
월성 북편의 정비 과정에서 방어시설에 조경을 더하여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1차(초축) 석축해자는 ‘나’구역 석축해자의 석적호안의 축조기법과 남편 호안은 월성 성벽기
저부를 따라 곡선형으로 북편 호안은 직선형으로 축조한 평면형태 등 대체로 동일한 양상을 보인
다. 수혈해자 뻘층 위에 석재를 사용하여 조경을 염두에 두고 조성되었다는 특성상, 입수와 배수
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배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나’구역의 석축해자에서 ‘다’구
역 5호 → 4호 → 3호 → 2호 → 1호 → ‘라’구역 → 남천(문천)으로 유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계획

4) 이상준, 앞의 논문.
5) 김낙중,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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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시기별 해자 변천 과정
시기

모식도

1기
수혈해자

2-1기
초축 석축해자

2-2기
개축 석축해자

적으로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회랑식 건물지는 1차 석축해자와 동일하게 수혈해자 내부
퇴적토 상층에 축조하였고, 석축해자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중심축을 평행하게 배치하여 정연하
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석축해자 축조와 동일시기에 계획하에 축조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2
차(개축) 석축해자가 사용된 시기는 기존의 회랑식 건물지를 활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V. 맺음말
본고에서는 기존의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내부 정밀보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월성해자
‘다’구역 1~3호 해자에 대한 조사 성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월성해자의 시기별, 형태별 특
징을 반영한 용어를 정리하여, 축조방벙에 따라 크게 1) 수혈해자 2) 석축해자로 대별하였다. 세
부적으로 석축해자 시기는 층위와 출토유물 검토를 통해 1차(초축), 2차(개축)로 나누어 확인하
였다. 더불어 면밀한 토층 검토를 통해, 월성해자 조성 시기에 따라 축조방법이 일률적으로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석재의 종류에서부터 조성방법까지 자연지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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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였다. 또한 석축해자 간의 입수구와 출수구의 연결관계를 통해 유구의 특성상 입수와
배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야 하므로 ‘나’구역에서 ‘다’구역(석축해자), ‘라’구역까지 유수의 흐름
을 염두해 두고 계획적으로 축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현재 내부조사를 통해 월성해자 층위를 확인하고 각 층위별 조성 유구, 출토유물의 관계를
파악해 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 편년연구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월성해자의 조성유구별
축조부터 폐기 시점에 대한 시기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조사를 통해, 위에서 확인된 해자 조성의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월성 내부의 변화 양상
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월성 해자 내부 뻘층에서 확인되는 다종다양한 동물유
체, 식물유체, 목재류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조사 자료 축적을 통해 당시 월성의 경관 복원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과 중국에서의 동시기 사례 검토 등을 통해 당시의
방어, 조경, 수리 시설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 교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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