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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고는 창녕 교동·송현동고분군과 고령 지산동고분군, 함안 도항리고분군, 고성 송학동·율대리·내산
리고분군 등 5~6세기 영남지역 세장방형 석개수혈식석곽의 성립과 고분군별 축조 공법 차이의 주요인
을 주위에서 획득 가능한 석재가 지닌 특성과 결함의 극복이란 관점에서 접근해 이 문제를 검토하였다.
석곽의 주 사용 석재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공통적인 전략은 봉분의 하중압을 견디기 위해 벽체에 닿

I. 머리말
수혈식석곽1)은 삼국시대, 특히 5~6세기 신라의 중심인 경주지역을 제외한

지 않은 개석 下面 면적을 줄이기 위해 석곽의 너비를 좁게 하고, 후장의 매장관념을 구현하기 위해 석

전 영남지역의 보편적인 묘제로 조영되었다. 보편적인 묘제였지만, 규모·평면

곽 길이를 길게 한 결과,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을 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봉분과 개석의 하중압에 취약

형태와 축조 방식, 사용 석재 등에서 지역적인 차이도 존재한다. 창녕 교동·송

한 두께가 얇고 길다란 할석에서 상부 하중압에 강하면서도 분산하는 소형의 할석 형태로 가공하여 벽

현동고분군의 석곽을 제외하면, 낙동강 동안지역과 김해·성주지역 등지의 석곽

체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은 대체로 평면형태가 장방형이고, 낙동강 서안지역의 석곽은 세장방형인 점이

개별 고분군의 극복 전략으로서 교동·송현동고분군의 수혈식석곽은 양쪽 장벽을 안으로 기울게 쌓아
상단 너비를 좁혀 벽체에 닿지 않은 개석 하면 면적을 줄이는 공법을 구현하였다. 지산동고분군은 점판
암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석을 이중으로 설치하거나 좌우 개석의 가장자리를 겹치게 하여 봉분의
하중압을 지탱하고자 하였다. 도항리고분군은 개석 하면을 지지하기 위한 목재시설을 설치하여 개석의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 이 양상을 통해 신라양식 토기 분포권의 석곽은 장방
형,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이를 제외한
가야양식 토기의 분포권은 세장방형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왜 석곽

반절과 전락을 방지한 공법을 적용하였다. 고성지역 일대의 고총고분은 봉분 하중압이 석곽 붕괴에 영

의 평면형태가 장방형과 세장방형으로 구분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와 논의는

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위치에 석곽의 구축을 모색하여 봉분 하부를 조성하고 그 위에 석곽을 구축하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데, 봉분 하중압으로부터 개석이 반절된 예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봉분 다짐이 철저하게 이루

영남지역의 고총고분에는 공통적인 구축기술이 존재하면서도 각 지역마다

어지지 않아 부동침하와 횡압이 진행되면서 석곽 벽체가 양쪽으로 밀려 들어오거나 한 방향으로 밀려

고유한 구축 기술 또한 존재하므로 일률적인 기준에서 재단하는 것은 향후 논의

나고, 바닥면이 불균일하게 침하하면서 석곽이 심하게 붕괴되었다.

| 주제어 석개수혈식석곽, 개석, 벽석, 점판암, 화강암, 공법, 봉분 하중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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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석곽으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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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전을 방해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자체의 발전과 특성을 고려하
지 않고, 특정 요소에 근거해 외부로부터의 영향 또는 전파, 주민 이주 등으로 이

표 1  영남지역 고총고분의 석개석곽 제원
개석

너비

깊이

길이 : 너비의
비율

수

두께(cm)

너비(cm)

半切 수

한다. 해당 지역 집단의 적응 전략이나 주위에서 획득 가능한 재료(토양·지질·

교동 1호분

7.1

1.2

1.4

5.91

8

60~120

1

교동 2호분

3.9

0.9

1.0

4.3

6

40~60
40 내외

40~80

0

석재 등)가 지닌 특성과 결함을 극복하는 기술 개발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

교동 3호분

7.2

1.3

2.2

5.53

9

40 내외

90 내외

0

교동 4호분

5.0

1.1

1.7

4.54

9

40~80

50~80

2

해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고정된 관념 틀을 벗어나는 노력 또한 경주되어야

는 요소도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본고의 검토 대상인 창녕 교동·송현동고분군, 고령 지산동고분군, 함안 도항
리고분군, 고성 송학동·율대리·내산리고분군 등은 가야의 대표적인 고분군으

유구명

창녕
교동 5호분
교동・송현동
교동 7호분
고분군
교동 8호분
송현동 6호분

6.2

1.6

1.8

3.87

8(5)

40~50

70~110

1

9.04

1.6, 1.0

1.86

5.47

9

30~70

90~150

0

6.09

1.3, 1.1

1.5

4.68

7

50~80

0

8.5

1.4, 1.6

2.2~2.6

5.6

8

로서 이곳에 조영된 고총고분들은 구릉 능선의 돌출부를 정지하여 봉분 기저부

송현동 7호분

8.4

1.8, 1.0

2.3~2.6

4.66

9

를 만든 후, 다양한 토목 기술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노동력과 재료를 투입하여

송현동 15호분

8.56

1.7, 1.3

2.25

5

8

100

100~150

0

32호분

5.6

0.8~0.9

1.2

6.2

13

17

40~80

1

최대의 가시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봉분 하중압으로부터 석곽의 안전

33호분

4.5

0.8

1.3~1.4

5.62

13

10~15

50~70

0

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에 분포한 석재의 결함을 극복하는 다양한 공법을 구

34호분

3.1

0.4~0.5

1.5

6.2

10

10~20

50~110

0

35호분

6.6

0.9~1.0

1.4~1.5

6.6

11?

10

80

6

9.4

1.75

2.1

5.37

1.64
1.2

1.85
1.7

4.35
4.89

20~40
10~20

60~150
40~80

8

7.15
5.87

12
(4)
9

10~30

60~100

1
1

사하였음이 최근의 고총고분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최근 영남지역 삼국시대 고총고분의 조사 성과를 토대로 석곽
의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으로 된 배경이 사용 석재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44호분
고령
지산동고분군 45호분
74호분 주석곽
74호분 주변 2석곽

논증하고, 각 고분군별(또는 지역별) 석곽의 공통성과 특징을 통해 사용 석재의
특성과 결함을 인지하고, 그것을 극복한 전략을 분석하여 석곽의 지역적 차이의
기술적 배경과 매장문화의 일단을 이해하고자 한다.

II. 대상 자료와 붕괴 양상

경주의 적석목곽묘를 제외한 영남지역의 고총고분은 대체로 5세기 중엽에 당
시 영남 각 지역의 수장층 고분으로 조영되었다. 고총고분의 매장주체시설은 수
혈식석곽과 횡혈식석실 또는 횡구식석실이고, 목곽도 일부 있다. 고총고분 매장
주체시설의 하나인 석곽은 뚜껑을 유기질재(목재로 추정)와 석재를 사용한 것으
로 구분되고, 창녕 계성고분군과 합천 옥전고분군, 고령 지산동 73호분 등을 제
외하면, 대부분 석재를 뚜껑으로 사용한 석개석곽이다.
본고에서 검토하는 석곽의 석재와 구축기술에서 중요한 요소가 개석과 벽체
이므로 여기서는 석개석곽을 주 대상으로 하되, 분석 대상 고분은 〈표 1〉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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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70~90

0
0

4.3

0.8

1.0

5.37

10

10

40~80

75호분 주석곽
75호분 부장곽

7.15

1.3~1.4

2.0

5.1

20

15

30~90

3

4.68

1.1~1.6

1.7

2.92

8

10~25

20~70

7

2.0
(0.9)

4.91

13
결실

10

50~130

9

4.5
4.28

결실
60~80

5매 잔존

20 내외

70~120

(현)15호분

9.10

1.85

51호분

6.3

1.4

14호분

6.0

1.4

38호분
(현)22호분

6.4

1.4

1.1
(0.9)

4.57

9(?)

9.0

1.8

2.2

5.0

9

(현)4호분

9.69

1.66

1.7

5.83

13

함안
39호분
도항리고분군
(문)54호분

1. 대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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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곽 규모(m)
길이

지역

6.5

1.6

1.0

4.06

10

7.9

1.4

1.5

5.64

9(5)

9
11

20 내외

70~120

2

70~110

5

5호분

7.10

1.58

1.6

4.49

10(8)

30~80

5

6호분

9.8

1.7

1.7

5.76

12

30 내외

50~120

8

8호분

11.0

1.85

1.9

5.78

13

25~40

30~80

11

100호분

7.2

1.5

1.6

4.8

10

5

101호분
송학동 1A-1호
송학동 1A-6호
송학동 1A-7호

9.0
8.25

1.65
1.05

1.5
1.15

0.75
0.5

1.0
1.0

10
(9)
(7)

7
4

6.20
3.10

5.45
7.85
8.26
6.2

30~40

4.40

0.9

0.75

4.88

10
(9)

10~25

송학동 1A-8호

10~20

25~45

송학동 1A-11호
율대리 2-1곽

4.90

0.8

(9)

10~20

30~50

1.1

0.95
(0.75)

6.12

5.30

4.81

결실

내산리 21-1곽

3.60

0.65

0.80

5.53

결실

내산리 21-11곽

3.97

0.7

0.45

5.67

결실

내산리 28-1곽

4.36

0.67

0.75

6.50

(2)

25

50~60

내산리 8-주곽
내산리 8-2곽

3.81
3.50

0.7
0.7

0.75
0.55

5.44
5.0

(3)
결실

25

62

10~40
10~15

40~80
10~70

0
0

★ 석곽 규모의 수치는 보고서에 보고된 수치이고, 개석의 두께·너비 수치는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경우, 보고된 수치이고, 그렇지 않는 석곽은 도면의
평면도와 단면도에 표현된 개석의 수치를 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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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과 같이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인 석곽이다.

단 서쪽 일부가 도굴되어 벽석이 빠져나갔지만, 벽체는 무너지지 않고, 개석도
반절되거나 무너지지 않고 구축 당시의 원상을 유지하였다. 송현동 15호분의 석

2. 붕괴 양상

곽도 남쪽 단벽의 상단 일부가 도굴되어 벽석이 빠져나갔지만, 이외의 벽체는 무
너지지 않았고, 개석도 구축 당시의 원상을 유지하였다.

1) 창녕 교동·송현동고분군

이상 교동·송현동고분군의 몇몇 사례를 대상으로 석곽의 붕괴 양상을 검토

교동·송현동고분군은 대략 100여 기 이상의 고총고분이 분포하고, 일제강

하였다. 벽체가 수직인 석곽은 개석이 반절되었거나 벽체가 붕괴되어 개석이 내

점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30여 기의 고총고분이 조사되었다. 조사된 고총고분

려앉은 예가 있었지만, 벽체가 안으로 기울게 구축한 석곽은 도굴 등의 피해를

중 매장주체부를 구성한 요소들을 검토할 수 있는 고분은 1990년대 이후에 조

입어 석곽의 벽체 및 개석 일부가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한 벽체와 개석

사한 교동 1~5·7·8·88호분, 송현동 6·7·15·16호분 등 12기에 불과하다.2)

이 붕괴되지 않고 구축 당시의 원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벽체에 닿지 않은

교동 7호분의 발굴조사 결과, 봉분에 묘도가 존재하지 않고, 최근에 조사된 석

개석 하면 면적이 넓고 좁음에 따라 봉분 하중압에 의해 개석의 반절과 벽체 붕

곽들도 횡구로 설정된 벽체 내면에 점토가 미장되어 있는 등 횡구식석실의 구

괴에 큰 영향이 미쳤음을 나타낸다.

조가 될 수 없음이 확인되어 묘제는 석곽임이 확인되었다(심현철 2015; 홍보식
2014·2015a·b). 교동 1~5·7·8호분과 송현동 6·7·15·16호분의 발굴 당시의

2) 고령 지산동고분군

양상을 통해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석곽 붕괴 양상을 파악한다.

지산동고분군의 고총고분 중 조사가 이루어져 매장주체시설이 확인된 고분

벽체가 수직인 교동 1~5호분의 석곽은 너비가 1.0~1.6m로서 벽체가 안으

은 30·32~35·39·44·45·74·75·518호분 등 모두 11기이다. 11기의 고분 중

로 기운 석곽보다 넓고, 개석이 반절되어 전락되었거나 벽체가 무너져 개석이 내

44·45·74·75·518호분은 주곽과 함께 부장곽과 순장곽이 확인되었다. 석곽 길

려앉은 예가 있는 등 석곽의 붕괴가 진행되었다. 교동 7호분은 일제강점기에 뚫

이가 5m 이상인 예는 15여 기에 이른다.

고 들어간 남쪽 단벽을 제외하면, 무너진 부위가 거의 없고, 서쪽 장벽 일부가 안

15여 기의 석곽 중 개석이 부러지지 않고 구축 당시의 원상을 유지한 예는 아

쪽으로 약간 밀려 들어왔다. 7호분은 개석이 9매인데, 반절되지 않고, 구축 당시

주 적고, 모두 또는 일부가 부러져 석곽 안쪽으로 전락되었다. 32호분 석곽은 10

의 원상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 개석 상부에는 높이 8m에 이르는 봉분이 조

매의 개석 중 3매가 반절되었고, 양쪽 단벽 위에 설치된 개석은 구축 당시의 원

성되었음에도 개석과 벽체가 거의 붕괴되지 않았다. 교동 88호분은 매장주체부

상을 유지하지만, 이외의 개석들은 석곽 내부로 전락되었거나 한쪽으로 기울어

위의 봉분이 삭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석은 반절되지 않았고, 동·서 장벽 일

졌고, 그 영향에 의해 동·서 장벽이 심하게 무너졌다. 33호분 석곽은 중앙부에

부가 안쪽과 바깥쪽으로 밀려났다. 동·서 장벽이 서쪽으로 밀려난 주요한 원인

배치된 개석 1매가 반절되었고, 벽체는 구축 당시의 원상을 유지하였다. 석곽 규

은 서쪽의 지형이 낮아 봉분과 벽체가 동시에 구축되었는데, 봉분이 서쪽으로 밀

모가 크지 않고, 폭이 0.86m로 좁고, 봉분 높이도 2.0m 내외로서 높지 않아 개

려나면서 이에 연동되었기 때문이다.

석이 반절되지 않고, 벽체도 붕괴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34호분은 9매

송현동 6호분은 동쪽 단벽 전체와 동쪽 단벽에 접한 남·북 장벽 일부와 개석

의 개석과 벽체가 구축 당시의 원상을 유지하고 있다. 봉분은 직경 15.0m, 높이

1매가 도굴에 의해 제거되었지만 잔존한 벽체는 무너지지 않고, 개석도 반절되

1.6m로서 규모가 크지 않고, 높이도 높지 않아 하중압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

지 않고 구축 당시의 원상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송현동 7호분은 남쪽 단벽의 상

정된다. 35호분 석곽은 12매의 개석 중 6매가 반절되었고, 그중 2매는 석곽 내부
로 전락되었으며, 벽체는 상단부가 부분적으로 무너졌다.

2) 교동고분군은 일제강점기인 1917년도에 고총고분의 호수가 부여되었고(조선총독부 1920), 최근

에 이루어진 분포조사에서 교동고분군과 송현동고분군을 I~V군으로 구분하고, ○群 ○호분으로
부여하였다(昌寧郡·우리문화재연구원 2014). 본고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1917년도에 부여
된 호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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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락에 수반해서 동·서 장벽이 심하

의 석곽의 양쪽 장벽은 붕괴가 많이 되었다. 특히 봉분의 하중압에 의해

게 무너졌다(도면 1). 74호분 주곽은

개석이 반절되고 그 여파에 의해 전락이 많이 된 석곽일 경우, 양쪽 장

9매의 개석 중 2매가 반절되었고, 반

벽의 붕괴가 심하였다.

절된 개석 중 1매는 석곽 내부로 전락

도면 1 지산동 75호분 주곽과
부곽의 붕괴 양상

되었다. 벽체는 거의 붕괴되지 않고

3) 함안 도항리고분군

구축 당시의 원상을 유지하였다. 74호

도항리고분군은 모두 석개수혈식석곽이고, 개석과 벽석은 대부분 점

분의 주곽 벽체가 무너지지 않고 원상

판암을 사용하였다. 38·39호분은 조사 당시 봉분이 존재하지 않았고,

을 유지한 주요한 요인은 봉분의 규모

(현)4·5·6·8·14·(현)15·(현)22·25·26·51·(문)54·100·101호분

(10×9.8m)가 크지 않고, 높이가 낮

등은 봉분이 존재한다. 현재까지 조사된 10여 기의 석곽 중 개석이 구축

아 하중압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의 모습을 유지한 예는 1기도 확인되지 않았다. (현)4호분은 일부

73·74호분 주변 제2석곽은 일부

개석이 반절되어 석곽 내부로 내려앉긴 했어도 벽체는 거의 구축 원상

개석이 반절되었지만, 벽체는 무너지

을 유지하고 있어 잔존 상태가 가장 양호하다. 비교적 잔존 상태가 양호

지 않고, 구축 당시의 원상을 유지하였다. 이 제2석곽은 잔존 봉분 높이가 0.5m

한 예로는 39·(현)15·(문)54호분 등 3기이고, 그 외는 대부분 개석이 반절되어

내외인데, 구축 당시의 봉분 높이는 1m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조영현 2012).

석곽 내부로 전락되었고, 개석의 반절 및 전락에 수반하여 벽체, 특히 양쪽 장벽

개석이 반절되지 않고 석곽 내부로 전락하지 않은 점은 상부의 봉분 하중압이 크

이 심하게 무너졌다. 특히 6·8·100·101·25·26호분의 석곽은 벽체가 1/2 이상

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심하게 붕괴되었는데, 6기 모두 봉분 규모가 직경 25m 이상인 대형이다.

지산동 44호분은 12매의 개석 중 6매가 반절되었고, 그중 1매는 석곽 내부

도항리고분군의 석곽의 대부분은 도굴되었는데, 장벽체를 뚫고 들어간 경우,

로 전락되었으며, 남·북 장벽이 심하게 무너졌다. 44호분은 봉분 규모가 동서

벽체와 함께 개석의 붕괴도 초래하였지만, 단벽체를 뚫고 들어간 경우, 개석의

27.0m, 남북 25.0m이고, 개석 상부에서 봉분 높이가 3.6m이다. 봉분 높이가 높

반절과 장벽체의 붕괴에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굴이 석

아 봉분의 하중압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산동 45호분 주석곽은 8매의 개석

곽의 붕괴에 부분적인 작용을 하였지만, 개석의 반절과 벽체 붕괴의 주요 요인은

중 4매가 반절되어 석곽 내부로 전락되었다. 잔존한 4매 중 양쪽 단벽 위 또는

강도가 약한 얇은 판상의 점판암제 개석과 벽석이 봉분의 하중압에 견디지 못했

인접해서 설치된 개석만 구축 당시의 위치를 유지하였고, 2매는 내부로 내려앉

기 때문이다. 판상의 점판암제 개석이 반절되면서 석곽 내부로 전락하고, 장벽체

았다. 벽체는 양쪽 장벽 상단 일부만 붕괴되었고, 대부분은 구축 당시의 원상을

에 영향을 주어 벽체가 무너졌거나 봉분과 개석의 하중압을 견디지 못해 벽석이

유지하였다. 봉분 규모는 남북 28.2m, 동서 25.7m이고, 높이는 개석 상면에서

균열되거나 부스러지면서 벽체가 균형을 상실하고 그 여파로 개석이 반절하면서

2.5m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곽이 붕괴되었을 가능성 등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석곽은 너비가 1.5m 이상이

지산동고분군의 석곽의 대부분은 개석이 봉분의 하중압을 견디지 못해 반절

고, 일부는 2.0m에 이르러 벽체에 닿지 않은 개석의 하면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

되고, 석곽 안쪽으로 전락되었거나 내려앉았는데, 특히 석곽의 중앙부에 해당하

어 두께가 얇은 점판암제 개석이 봉분 하중압을 견디지 못하고 반절되어 전락하

는 개석의 반절이 심하고, 양쪽 단벽 위에 설치된 개석은 반절되지 않고, 구축 당

면서 그 여파에 의해 벽체가 심하게 붕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도면 2 도항리 8호분 석곽 개
석 붕괴 양상

시의 원상을 유지한 예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석곽 중앙부에 위치한 개석은
벽체에 닿지 않은 개석 하면의 면적이 넓지만, 단벽 위에 위치한 개석은 단벽의

4) 고성 송학동·내산리·율대리고분군

벽체가 개석 하면을 받쳐 주기 때문에 하중압에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

송학동·내산리·율대리고분군에서 조사된 수혈식석곽의 수는 100여 기에 이

라서 봉분 하중압이 개석 반절의 주요한 요인이었음을 나타낸다. 지산동고분군

르는데, 모두 검토하기는 지면상 어렵고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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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한다.

III. 봉분 하중압과 석재 결함의 극복 전략

송학동고분군은 1A호분에서 모두 11기의 석곽이 확인되었다. 송학
동 1A-1호 석곽 개석은 두께가 10cm 내외로서 동 시기 다른 영남지역

1. 공통 전략

의 석곽보다 개석의 두께가 매우 얇다(도면 3). 벽석재는 길이가 긴 것은
40~60cm이고, 대부분 20cm 내외이다. 도굴의 피해를 받아 일부 개석이

II장 2항에서 붕괴 양상을 검토한 석곽은 길이:너비의 비율이 대부분 4 이상

원 위치를 이탈하였고, 장벽체 일부가 무너졌다. 양쪽 장벽 중 남서 장벽

으로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이다. 석곽의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인 배경과 원인에

은 석곽 안쪽으로 약간 밀려 들어왔고, 북동 장벽은 중앙부가 석곽 안쪽

대해서는 앞 시기의 묘제인 목곽묘의 평면형태를 계승하였다는 암묵적인 논의가

으로 심하게 밀려 들어와 활상이고, 장벽체가 석곽 안쪽으로 기울어졌다.

있어 왔지만, 4세기의 목곽묘뿐만 아니라 석곽 수용 직전의 가야지역 대형 목곽

송학동 1A호분의 석곽들 중 6호 석곽 1기를 제외한 10기의 석곽이 앞

묘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장방형이고, 세장방형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의 1호 석곽과 유사하게 양쪽 장벽이 석곽 안쪽으로 밀려 들어와 활상을

고령 쾌빈동고분군과 함안 도항리고분군에서 조사된 목곽묘의 길이:너비의

이루거나 한쪽 방향으로 밀려나면서 심하게 붕괴되고, 개석도 밀려나 원

비율을 제시한 것이 <표 2〉다. <표 2〉에 의하면, 평면비율의 평균치는 3.0 내외이

위치를 이탈하였다. 그런데 개석이 이탈하였더라도 반절된 예는 거의 없

고, 가장 비율이 높은 예가 도항리 20호분의 3.38이다. 세장방형 석곽의 평균 평

다. 이는 개석 상부에 조성된 봉분 높이가 높지 않아 봉분의 하중압이 크지 않았

면비율이 5.0~5.5이고, 가장 비율치가 낮은 사례와 비교해도 목곽묘와 세장방

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석곽 내부 바닥면도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고 요철이 있다.

형 석곽묘의 비율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는 세장방형 석곽의 평면형태가 목곽

도면 3 송학동 1A-1호 석곽
붕괴 양상

내산리고분군은 현재까지 모두 8기가 조사되었고, 1기의 고총고분에 적게는

묘의 평면형태를 계승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수 기, 많게는 십수 기의 석곽이 구축되었다. 석곽은 대부분 길이가 5.0m 이하의

석곽의 평면형태가 장방형에서 세장방형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의 모습을 보

중소형이고, 깊이는 0.9m 이하로 얕다. 개석과 벽석은 모두 점판암이고, 벽석은

여 주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고령 지산동 73호분 주곽은 평면형태가 장방

길이가 길고 두께가 얇다. 석곽의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앞에 설명한 송학동 1A

형이고 그에 후속하는 지산동 35·75호분 주석곽의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으로

호분의 석곽들과 유사하게 양쪽 장벽이 석곽 내부로 밀려 들어와 무너졌거나 한
쪽 방향으로 밀려나면서 무너졌고, 바닥면도 수평을 이루지 않고 요철이 있다.

표 2  고령 쾌빈동고분군과 함안 도항리고분군의 목곽묘 제원 비교

율대리 2호분은 조사 이전에 이미 개석이 제거되었고, 양쪽 장벽과 동쪽 단벽
의 상단부가 무너졌다. 양쪽 장벽의 가운데가 석곽 안쪽으로 밀려 들어왔고, 하
단에서 상단으로 가면서 안으로 기울어졌다.

구분

송학동·내산리·율대리고분군 등 고성만 일대에 분포한 석곽의 공통점은 두
께가 얇고, 길이가 긴 점판암제 할석을 벽석재로 사용하였고, 뚜껑돌의 너비가
100cm 이하로 좁고, 두께가 20cm 내외로 얇음에도 불구하고 개석이 반절되지
않고, 벽체가 석곽 안쪽으로 밀려 들어왔거나 한 방향으로 밀려났다.
도항리

너비

깊이

1호분

(482)

305

12호분

(375)

3호분

620

9호분

590

10호분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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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곽의 길이:
너비의 비율

길이

너비

깊이

96

(440)

280

96

300

21

(330)

190

21

270

110

520

190

110

2.73

235

60

410

130

?

3.15

330

130

480

180

110

2.66

20호분

574

215

60

440

130

60

3.38

27호분

760

300

150

566

220

90

2.57

36호분

670

285

100

455

165

85

2.75

43호분

700

320

160

530

170

?

3.11

48호분

760

430

180

540

200

150

2.70

마갑총

(890)

280

100

600

230

100

2.60

520

150

65

3.46

13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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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과도기의 양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뚜껑이 목재로서 차이가 있다. 지산동
75·35·34호분의 석곽은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이고, 석개이다.

현저히 낮아 하중압에 상대적으로 약한 단점이 있다.
점판암은 강도가 약한 편은 아니지만, 얇은 판상으로 갈라져 하중압에 쉽게

도항리고분군에서 조사된 석곽에는 목개가 확인되지 않았고, 모두 평면형태

부러지는 결함을 당시인들은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점판암의 결함을 알고 있

가 세장방형인 석개석곽이다. 지산동고분군은 목개석곽 → 석개석곽의 2단계를

으면서도 석곽의 석재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변에서 획득 가능한 석재이

거쳤고, 도항리고분군은 목곽묘에서 석개석곽의 1단계를 거친 차이점이 있지만,

기 때문이다. 두텁고 큰 석재를 획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강도가 약한 두께

뚜껑을 돌로 사용하면서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으로 바뀐 양상은 공통한다. 뚜껑

가 얇은 판상의 점판암 또는 상대적 강도가 약한 화강암을 개석으로 사용할 수밖

과 벽체의 소재가 나무에서 돌로 바뀌면서 석곽의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으로 바

에 없는 상황하에서는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뀌었음을 나타낸다.

획득 가능한 석재의 결함을 극복하는 방향은 개석의 너비를 좁혀 개석에 미

석곽의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으로 된 원인과 배경으로는 강도가 현저히 낮아

치는 봉분의 하중압을 최소화하는 방안이었다. 즉, 개석에 직접 작용하는 봉분의

하중압에 약한 암재를 뚜껑과 벽석으로 사용한 것과 후장이란 매장관을 고려할

하중압을 줄이는 방법은 벽체에 닿지 않는 개석 하면 면적을 줄이는 공법이다.

수 있다. 목곽묘와 지산동 73호분과 같은 목개석곽의 경우, 당대인 또는 2~3세

벽체에 닿지 않는 개석 하면 면적을 줄이는 것은 곧 석곽의 너비를 줄이는 결과

대를 지나면서 이미 완성한 봉분이 붕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시의 매장관은 유물을 다량 부장하는 후장이므

특히 목곽묘와 달리 고대한 봉분을 조영한 석곽의 붕괴는 더욱 빨리 진행되고,

로 단순히 석곽의 면적을 줄이는 방법은 수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석곽의 너비를

그 외관적 붕괴 모습은 더욱 컸을 것이다. 봉분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목

줄이면서도 면적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길이를 길게 하는 것이다.

재가 아닌 석재로 곽을 만들고 뚜껑도 돌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을 것이다.

매장주체부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석개석곽을 수용하였지만,

석곽을 매장주체시설로 수용하면서, 주변에서 획득할 수 있는 석재를 사용하

사용 가능한 석재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석곽 너비를 줄이면서 후장하는 당시

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고령·함안·의령·산청·고성·합천 등지는 점판

의 매장관을 구현한 결과물이 세장방형 석개석곽이었다. 이는 당시인들이 주변

암 이외의 암질을 획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교동·송현동고분군을 제외한 석

에서 사용 가능한 석재의 결함을 극복하면서도 당시의 매장관념을 구현한 적응

곽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인 석곽의 개석은 두께가 개별 석곽마다 다소의 차이는

전략이었다.

있지만, 대개 20~30cm이고, 두께가 10cm 내외의 점판암을 사용한 예도 있다.3)

개석의 너비와 두께 등은 석곽의 평면형태에만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

도항리고분군의 일부 석곽의 벽석과 개석 중에 화강암이 사용된 예가 있지만, 거

라 석곽의 구축 방식 및 붕괴 방지 전략과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

의 대부분이 점판암이다. 점판암은 니암이나 혈암이 압력에 의해 변성을 받아 굳

상관관계를 검토한다.

어서 치밀하지만, 층상을 이루고 있어 얇은 판상으로 갈라지기 쉬운 암석이므로
두텁고 너비가 넓은 석재를 채취하기 어렵고 얇은 판상의 길다란 형태로의 채취

2. 고분군(지역)별 극복 전략

가 이루어졌다.
교동·송현동고분군은 주위에 점판암이 넓게 분포하지만, 화왕산 정상에서

1) 봉분 하중과 석곽

서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의 곡부 일대는 화강암 산출지인데, 이곳의 화강암을 채

삼국시대에는 고분 축조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였고, 특히 지배층의 고분은

취하여 개석과 벽석으로 사용하였다(昌寧郡·우리문화재연구원 2014). 그런데 이곳

당시의 선진 토목·건축기술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토목구조물이었다. 고분은 후

의 화강암은 주성분이 흑운모로서 석영이나 장석이 주성분인 화강암보다 강도가

세에 남기고자 한 기념물이므로 무너지지 않고 구축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기 위
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었다. 봉분이 무너지지 않게 물성이 다른 성토재를 필

3) 지금까지 조사된 영남지역 수혈식석곽의 개석 규격에 대한 수치를 제시한 보고는 매우 적다. 본
고에서 제시한 수치는 보고서의 개석 단면을 계측한 것이며, 일부 보고서에는 개석 단면도 제시
되지 않아 수치 파악이 불가능하였는데, 평균치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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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총고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장주체부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매장

으로 기울게 구축하면, 벽체 상단부의 너비

주체부가 붕괴하면, 피장자의 사후세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

가 좁아져, 그 위에 설치된 개석의 면적은

라 봉분의 함몰과 같은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장주체부가 무너지지 않도

줄어든다. 개석의 면적 축소는 벽체의 지탱

록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강구되었을 것이다. 고총고분에서 매장

을 받지 않는 개석 하면 면적을 줄임으로써

주체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장주체부 상부에 성토된 봉분임은

봉분의 하중이 직접 전달되는 개석 면적이

분명하다. 봉분의 하중압으로부터 매장주체부가 붕괴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할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벽체에 전달되는 개석

수 있는가가 최대의 관건이었다. 봉분의 하중압으로부터 매장주체부가 무너지지

의 하중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사방으로

않고 견고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석곽의 안정성과 견고성이 최

분산되는 이중의 효과가 작용하게 된다.

대의 관건이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공법이 지역마다 창안되었을 것이

벽체에 닿지 않는 개석 하면 면적이 줄

다. 석곽의 벽체에 사용한 벽석의 가공 형태와 쌓는 방법, 뚜껑으로 돌의 사용 등

어들면, 상대적으로 너비가 넓은 돌을 개석

석곽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공법은 고분군별 또는 지역별로 다르게 구현되었

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벽체에 닿지 않

다. 석재의 결함을 극복한 공법을 고분(지역)별로 검토한다.

는 개석 하면 면적이 줄어들었다 해서 두께

교동 1호분

가 약한 점판암을 개석으로 사용하면, 반절
2) 창녕 교동·송현동고분군

되고, 벽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기 때

교동·송현동고분군에서 매장주체부의 구조를 알 수 있는 고총고분은 모두 20

문에 강도가 높은 석재를 사용해야만 상부

여 기에 이른다. 20여 기 중 매장주체시설의 벽체가 수직인 고분과 사다리꼴인 고

의 봉분 하중압을 지탱할 수 있다. 교동·송

분으로 구분된다. 교동 1~5호분의 석곽은 벽체가 수직을 이루고, 개석과 벽체는

현동고분군의 석곽에 설치된 개석의 수는 개별 석곽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모두 화강암을 사용하였다. 규모가 큰 교동 1·3호분의 석곽은 길이가 7.1~7.2m

8~10매 내외이고, 너비가 50~125cm인데, 좁은 것보다 넓은 개석의 수가 상대

이고, 너비는 1.2~1.3m이고, 깊이는 1.4·2.2m이다. 양쪽 장벽체가 사다리꼴인

적으로 많다. 대개 석곽 1기당, 너비가 80cm 이상인 개석이 70~80% 정도여서

교동 7·8호분과 송현동 6·7·15·16·88호분과 비교하면, 길이가 짧고 너비가 상

너비가 넓은 돌을 개석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두께는 개별 개석마다 차이가 있지

대적으로 넓다. 1·3호분은 일부 개석이 반절하였고, 벽체가 무너지면서 개석이

만, 얇은 것은 50cm이고, 두터운 것은 90cm인 예도 있는 등 개석의 두께가 두텁

내려앉았다. 개석이 봉분의 하중압으로 반절되고 내려앉으면서 그 여파로 벽체가

다. 개석은 좌우를 밀착시켜 빈 공간을 거의 두지 않았지만, 좌우의 개석 끝 부분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주변에 넓게 분포하는 점판암의 결함을 인지하여,

이 중첩되지는 않았다. 이는 두께가 두터운 석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봉분의 하

화강암을 사용하고, 석곽 길이를 좁게 하여 개석에 미치는 하중압을 줄여서 석곽

중압을 견딜 수 있다는 인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을 구축하였지만, 봉분의 하중압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자 이에 대한 극복 방안

벽체에 사용한 석재는 화강암이 대부분이고, 점판암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을 강구하였다. 그 극복 방안으로서 벽체에 닿지 않은 개석 하면 면적을 최소화하

벽체를 구성한 벽석은 최하단부터 최상단에 이르기까지 길이:두께의 비율이 1.5

면서도 다량의 부장품을 부장할 수 있는 구조의 석곽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하의 소형 할석을 쌓아올렸다. 벽석을 모두 소형 할석을 사용한 것은 벽체를

교동 7·8호분과 송현동 6·7·15·16호분은 바닥 너비보다 벽체 상단의 너비
가 좁아, 양쪽 장벽의 벽체가 아래에서 위로 가면서 안쪽으로 기울어 단면형태가

도면 4 교동 1호분과 송현동 7
호분 석곽

안으로 기울게 쌓음으로써 하중압이 하단까지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지탱할 수 있는 석재의 형태를 선택하였다.

사다리꼴을 이룬다. 벽체를 안쪽으로 기울게 구축한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벽체

교동·송현동고분군의 석곽은 도굴로 단벽과 장벽의 일부가 결실되었어도 개

에 닿지 않는 개석 하면 면적을 줄여 봉분의 하중압에 견딜 수 있는 공법인 점이

석이 무너지거나 반절되지 않고, 벽체도 무너지지 않고 대부분 구축 당시의 원상

지적되어 있다(홍보식 2015b). 이 지적에 내용을 좀 더 추가해 둔다. 벽체를 안쪽

에 가깝게 유지한 예가 상당히 많았다. 이는 점판암보다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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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가 두터운 화강암을 개석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벽체에 사용한 벽석

하인 중·소형 석곽에도 그 사례가 확인된

도 너비와 두께의 비율이 2 이하인 화강암제 소형 할석 또는 괴석을 사용하였다.

다. 위의 석곽들 중, 개석이 3겹인 예, 2겹

여기에다 벽체를 안쪽으로 기울게 쌓아 벽체에 닿지 않는 개석 하면 면적을 좁혀

인 예, 홑겹이지만 개석의 좌우 가장자리

벽체의 지탱을 받지 않는 면적을 줄여 상부의 봉분 하중압을 견딜 수 있는 구축

가 겹쳐진 예 등 다양하다. 개석을 겹치게

공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법의 적용으로 개석이 반절되거나 벽체

한 소형 석곽들의 구축 시기는 5세기 후반

가 붕괴하지 않았는데, 영남지역의 석곽 중에서 구축 당시의 원상을 가장 충실하

에서 6세기 전반에 해당한다.

게 유지하였다.

앞서 살펴본 사례와는 다르게 좌우 개
석의 가장자리가 겹쳐지지 않고 맞닿게

3) 고령 지산동고분군

설치한 예도 있다. 34·35호분 주석곽, 44

지산동고분군의 석곽은 개석 수·두께·너비가 석곽 규모에 따라 다소의 차이

호분 주석곽·서석곽·남석곽, 75호분 부

가 있다. 개석의 수는 적게는 8매이고 많게는 20매나 된다. 개석 수가 많은 것은

장 석곽 등이 이에 해당한다. 34호분 주석

개석의 너비가 상대적으로 좁음을 나타내는데, 너비는 대개 30cm가 대부분이

곽은 반절한 개석이 없고, 구축 당시의 원

고, 50cm 이상인 예도 일부 있다. 개석의 너비가 넓으면, 벽체에 닿지 않는 개석

상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고, 북서쪽 장

하면 면적이 늘어나 봉분의 하중압을 지탱하는 강도가 떨어져 개석이 반절되고,

벽체의 남서쪽 일부가 석곽 안쪽으로 밀

전락하면서 벽체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개석 너비를 좁게 할 수밖에 없는 주요

려 들어왔고, 그 외의 벽체는 구축 당시

인은 얇은 판상의 점판암의 사용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서술하였다. 지산동고분

의 원상을 유지하였다. 35호분 석곽은 12

군의 석곽은 개석과 벽석 모두 대부분 고분군 일대에 분포한 점판암을 사용하였

매의 개석 중, 2매는 도굴에 의해 없어졌

다. 점판암은 얇은 판상으로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 두께가 얇아 하중압에 견디는

고, 6매는 반절되었다. 73호분 부곽은 8매

강도가 현저하게 낮으므로 이 강도가 낮은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구축 공

의 개석 중 7매가 반절되어, 석곽 안쪽으

법이 적용되었다.

로 전락되었고, 양쪽 장벽체가 심하게 무

75호분의 석곽은 2/3에 해당하는 부위는 아래에는 너비가 좁고 두께가 상대

지산동 75호분 주곽

너졌다.

적으로 두터운 개석을 설치하고, 그 위에 두께가 얇고 너비가 넓은 개석을 겹치

44호분 주곽은 모두 12매의 개석이 설

게 하여 이중으로 설치하였다. 74호분 석곽은 좌우 개석의 가장자리를 겹치게

치되었는데, 동쪽과 중앙부에 설치된 7매

배치하여 개석의 두께를 두텁게 하였다. 이와 같이 봉분의 중앙부는 봉분 하중압

의 개석이 반절되었고, 동쪽과 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개석을 제외한 10매의

이 가장 심하게 작용하는 부분인데, 봉분 하중압을 견뎌 내기 위한 방안으로서

개석이 석곽 안쪽으로 전락되었다. 서석곽은 모두 8매, 남석곽은 6매의 개석이

점판암의 강도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석을 이중으로 설치하여 개석의 반절과

설치되었는데, 각각 2~3매만 반절되었고 전락하지는 않았지만, 벽체가 석곽 안

그에 의한 석곽의 붕괴를 방지하고자 한 공법을 적용하였다.

쪽으로 밀려 들어왔다. 45호분 주곽은 대부분의 개석이 제거되었지만, 장벽체는

지산동 74호분 주곽과 75호분 주곽에서 보이는 이러한 공법들은 73·74호분
주변 제2석곽묘, 33호분 석곽, 35호분 주곽 등의 대형 석곽에서도 확인된다. 뿐

0

1

2m

지산동 74호분 주곽

지산동 73·74호분 주변 2호묘

도면 5 지산동고분군의 석곽
개석 설치 양상

구축 당시의 원상이 유지되었다. 개석이 제거되어 설치 방식은 알 수 없지만, 44
호분 주석곽과 유사한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 아니라 73호분 묘광 내 남순장곽·서순장곽, 74호분 남순장곽, 73·74호묘 주

전자와 후자의 구축 방식을 보이는 석곽들은 규모·사용 석재·구축 방식 등

변 제3·4·5호묘, 35NW-2 석곽·34SE-3 석곽·35NW-1·2 석곽, 44-1·2·3·5·

에서 뚜렷한 차이는 나지 않지만, 시기 차이가 있다. 73호분 부장곽과 34·35호

6·8·9·11·12·21·27·28·30호 석곽, 45-6·7·9호 석곽 등 석곽 길이가 3m 이

분은 5세기 후반 초에 해당하고, 44·45호분은 6세기 전반에 해당한다. 73호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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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5호분은 지산동고분군의 묘제가 석곽으로 전환한 직후의 고총고분으로서

쪽으로 전락되었고, 장벽

석곽의 수용기에 해당한다. 수용기의 석곽은 점판암의 강도 특성에 대한 이해가

체의 상단부가 무너졌다.

제대로 되지 않아 두께가 얇은 점판암을 한 겹씩만 설치한 결과, 개석의 반절과

33호분 주석곽은 개석을

전락이 일어났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5세기 4/4분기와 6세기 1/4분기에 해당하

이중으로 설치하였고, 벽

는 대형의 수혈식석곽과 중소형 석곽들은 개석을 이중으로 설치하거나 좌우 가

체가 구축 당시의 원상을

장자리를 겹치게 하여 봉분 하중압에 개석이 견디도록 한 공법을 구사하였다.

유지하고 있다. 석곽 길이

전체적으로 볼 때, 석곽 중앙 부위에는 상대적으로 너비가 좁고 두께가 두터

가 4m 이하로 크지는 않

운 석재를 놓거나 2매를 겹쳐 놓아 강도 특성을 높이고, 양쪽 가장자리로 가면서

다. 75호분 주석곽은 개석

좌우의 개석 가장자리를 겹치게 놓아 봉분의 하중압에 견딜 수 있는 공법을 적용

을 이중으로 설치하였고,

하였다. 그리고 개석 상면과 개석 사이에 점토를 발랐는데, 이 점토는 석곽의 밀

중앙부에 장대석 1매를

봉 기능과 함께 개석이 압력을 받아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기능도 함께 고려

설치하였다. 개석은 대부

한 공법이다.

분 반절되면서 석곽 안쪽

지산동고분군의 석곽이 목개에서 석개로 이행하면서, 석곽 너비를 줄여 벽체
의 지탱을 받지 않은 개석 하면의 면적은 줄었지만, 점판암의 가공 한계를 극복

75호분 부곽

75호분 주곽

33호분

35호분

35호분

74호분 주곽

34호분

34호분

45호분 주곽

45호분 부곽

45호분 주곽

으로 전락되었고, 양 장벽
체가 심하게 붕괴되었다.

하지 못한 채, 봉분 하중압에 대한 점판암의 강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두께가

B식은 벽체 하단부, 대

얇은 슬래이트상의 석재를 개석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봉분 하중압으로 개석이

략 바닥에서 위로 50~

반절되어 석곽 안쪽으로 전락하면서 벽체에도 영향을 주어 석곽이 붕괴하는 결

60cm(벽체 전체 높이의

과를 초래하였다.

1/3) 높이까지는 두께가

봉분의 하중압에 의해 석곽이 붕괴한 원인의 하나인 얇은 판상 점판암의 강

얇고, 길이가 긴 할석을

도 특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었는데, 그것이 좌우 개석의 가장자리를 겹

평적하고, 그 위부터는 상

치게 하거나 개석을 이중으로 설치한 공법이었다. 이는 가공 형태를 개선한 것

대적으로 두께가 두텁고,

이 아니라 개석의 일부를 겹치게 하거나 이중으로 만들어 두께를 두텁게 하여 강

길이가 길지 않은 점판암

도 특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였다. 개석을 두텁게 함으로써 석곽의 붕괴

제 할석을 평적하였다. 34

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분 하중압을 극복하기에는

호분 주석곽, 75호분 부장

한계가 있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벽체의 강도 특성을 높이는

곽, 74호분 주석곽, 73·74호분 주변 제2석곽 등이 이에 해당한다. 34호분 주석

방안이 강구되었다. 벽체 구축의 기술적 진전을 나타내는 주요한 정보가 벽체에

곽은 개석이 한 겹이고, 개석과 벽체 모두 구축 당시의 원상을 가깝게 유지하였

사용한 석재의 형태이다. 이는 5세기 후반의 석곽과 6세기 전반의 석곽, 그리고

다. 74호분 주석곽과 73·74호분 주변 제2석곽은 좌우 개석의 가장자리를 겹치

횡혈식석실의 벽체 구축 석재의 비교를 통해 비교적 명료하게 알 수 있다.

게 설치하였는데, 일부 개석이 반절되었지만, 개석과 벽체 모두 구축 당시의 원

지산동고분군의 석곽의 벽체 구축에 사용한 석재의 형태와 구축 방식은 다음

도면 6 지산동고분군 석곽 벽석

상을 유지하였다.

의 3가지 형식이 존재한다(도면 6). A식은 길이:두께의 비율이 3 이상인 점판암

C식은 길이와 두께가 거의 비슷한 소형 할석을 하단부터 상단까지 평적하였

재 할석을 하단부터 상단까지 평적하였다. 이 사례로는 33·35·75호분 주석곽이

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45호분 1·2호 석곽이 있고, 44호분 주곽·남·서석

해당한다. 35호분은 개석을 한 겹 설치하였는데, 일부 개석이 반절되고, 석곽 안

곽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45호분 1·2석곽은 대부분의 개석이 이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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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호분 주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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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장벽체가 무너지지 않았다. 44호분 주곽은 개석이 석곽

를 안치할 목곽을 보호하고, 매장 공간의 구분, 벽석 붕괴 방지, 개석 반절 방지

안쪽으로 전락하면서 장벽체가 무너졌고, 남·서석곽은 개석이 전락되지 않았다.

를 위한 시설물로 보거나(이주헌 1994), 목관 보호시설이거나 휘장 설치나 감실

상기 3형태의 석곽 벽체와 벽석은 시기적인 선후관계를 나타낸다. 고령

(조수현 2004), 내부에 多重棺槨을 설치하고 그 위에 굵은 나무를 횡가하거나 종

양식 토기의 편년 연구 성과에 의하면, 지산동고분군의 고총고분은 73 →

방향으로 지지하기 위하여 석곽 상부에 공간을 마련하여 걸칠 수 있도록 한 시설

75·35·30·33·34·32 → 44·74 → 45호분 순으로 상대서열이 된다. 이 상대서

(박미정 2008) 등의 견해가 제시되었다(도면 7). 그리고 목재를 설치한 방식도 너

열에서 보면, 지산동고분군의 고총고분 석곽은 벽체 구축 방식 및 벽체의 석재

비 방향으로는 목재가 양쪽 장벽체에 삽입되었지만. 길이 방향의 목재는 2매로

가공 형태가 A식·B식 → C식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서 각 목재는 한쪽 방향에만 벽체에 삽입되었고, 반대쪽은 벽체에 삽입되지 않고

봉분과 개석의 하중압에 견디는 강도 특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었음을

걸쳐져 있는 형태로 복원하였다. 이는 양쪽 단벽에 설치된 장방형의 시설이 일직

반영하는 구축 기술의 발전이다. 6세기 전반 이후, 석곽의 벽체 구축에 소형 할

선상에 위치하지 않고, 약간씩 비켜 있는 점에 착안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

석을 사용하는 방향으로의 전개는 봉분과 개석 하중압이 미치더라도 벽체가 붕

재는 벽체 구축과 동시에 설치하였거나 벽체를 구축한 후에 삽입하여 설치하였

괴되지 않도록 견고성을 높이는 기술적 진보와 함께, 석곽의 너비를 상대적으로

다는 견해가 있다.

넓혀 내부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하였다.

최근 100·101호분과 25호분 등의 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양쪽 단벽체에 설
치한 장방형 시설 奧側의 봉분 내에 석재 1매가 놓여 있는데, 이는 목재가 밀려

도면 7 도항리고분군의 목재
시설 설치안

4) 함안 도항리고분군

나지 않도록 받쳐 놓은 것으로서 목재는 벽체 구축과 동시에 설치하였음을 나타

도항리고분군은 석곽을 지하 또는 전체 높이의 2/3를 지하에 구축하였고, 개

낸다. 장벽체에 설치된 장방형 시설이 단벽체에 설치된 장방형 시설보다 아래

석과 벽체에 사용한 석재는 함안 일대에 넓게 분포한 점판암이 대부분이고, 부분

에 위치한다. 장벽체에 설치한 장방형 시설의 상면 높이가 단벽체에 설치한 장방

적으로 화강암이 사용되었다. 석곽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점판암제 개석

형 시설의 하면 높이와 일치한다. 이로 볼 때, 목재를 너비 방향으로 먼저 설치한

이 상부의 봉분 하중압에 의해 반절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후, 길이 방향으로 설치하였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단벽체에 설치한 장방형 시

봉분의 하중압으로부터 개석의 반절 및 벽체

설의 상면에 두께가 매우 얇은 석재가 1매 놓였거나 석재가 놓이지 않았다. 이는

의 붕괴를 방지하는 공법은 3가지 방향에서

길이 방향으로 설치된 목재 상면이 개석 하면에 닿아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루어졌다.

목조가구
목조가구

이주헌 안(1996)

피장자공간
보조들보

들보
순장자공간

목관

보조들보
들보

조수현 안(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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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부장공간

이 장방형 시설의 기능은 장벽보다 단벽의 장방형 시설이 높은 위치에 설치

첫째는 벽체의 지탱을 받지 않은 개석 하

되었음에 달려 있다. 너비 방향의 목재가 아래에 놓이고, 그 위에 길이 방향의

면을 지탱하는 방안이었다. 도항리고분군

목재가 놓이면, 자체 무게에 의한 처짐을 방지하고, 상부압을 견딜 수 있는 지지

의 대형 석곽의 가장 큰 특징은 장벽과 단벽

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비 방

에 장방형 시설의 존재이다. 이 장방형 시설

향의 목재가 길이 방향으로 놓인 목재를

이 확인된 석곽은 (현)4·5·6·8·(현)15·25

받쳐 본래의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 즉

·26·(문)54·100·101호분 등이다. 장방

길이 방향의 목재가 너비 방향의 목재

형 시설의 규모는 석곽에 따라 다소 다르지

위에, 그리고 개석 하면과 닿도록 설치

만, 대개 가로 40~45cm, 세로 25cm, 깊이

한 목적은 벽체의 지탱을 받지 않은 개

100~110cm이다.

석의 하면 중앙부를 지탱해 줌으로써 봉

이 시설의 기능과 설치 시점 및 설치 방식
등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주피장자

도면 8 도항리고분군의 개석
하면 지지시설

분의 하중압을 견딜 수 있게 한 공법이
다(도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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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목재시설은 목관 또는 목곽을 보호하거나 매장 공간의 구분, 휘장

것은 개석 아래에 개석 지

시설 등의 기능보다는 개석이 봉분의 하중압을 지탱할 수 있게 받친 개석 지지시

탱을 위한 목재를 설치했

설이다. 즉 석곽 내부에 목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 얇은 점판암재 개석을 설치하

더라도 개석의 반절과 그

여 봉분의 하중압을 받아도 개석이 반절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

로 인한 석곽의 붕괴 우려

려한 공법이다.

를 고려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개석 반절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공법은 치명적인 결함을 지니

화강암제 개석을 등분

고 있었다. 벽체의 지탱을 받지 않은 개석 하면을 받치기 위해 설치한 각재는 어

할 지점에 배치한 의도는

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식하고, 하중압에 의해 부스러지면서 본래의 기능을 상

화강암제 개석이 봉분의

실하게 된다. 목재시설이 제 기능을 상실하면, 개석은 봉분의 하중압을 견디지

하중압에 견디는 강도가

못하고 반절되어 석곽 내부로 전락되면서 그 여파로 벽체가 무너지는 연쇄반응

높은 점을 고려하여 등간

을 일으켜 심각한 석곽의 붕괴를 초래하는 단점이 있었다.

격으로 배치함으로써 봉

둘째는 봉분의 하중압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석재의 사용이었다. 함안 일대

분의 하중압으로부터 다

는 점판암이 넓게 분포하는 점판암지대로서 점판암 외의 암재, 특히 화강암을 획

른 개석의 반절을 방지할

득하기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화강암을 개석으로 사용한 예가 있는데, 6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호분 2매, 8호분 2매, (현)15호분 2매4) 등이다. 도항리 6호분은 개석이 모두 12

염두에 둔 공법을 적용하

매인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3번째와 7번째에 화강암제 개석을 설치하였다. 화강

였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암제 개석의 배치 위치가 석곽의 3분할의 분할 지점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

시기가 지나면서 목재가

지만, 석곽의 3분할 지점에 맞춰 배치한 의도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2매의

부식하여 본래의 기능을

화강암제 개석 중 7번째 개석은 반절되지 않았고, 3번째 개석은 반절되었다. 7번

상실하고, 별도의 보완 공

째 개석은 너비가 거의 100cm이지만, 3번째 개석은 40cm로 절반이다.

법을 적용하지 않아 개석

화강암제 개석은 점판암제 개석과 비교했을 때, 너비와 두께 등에서는 큰 차

의 대부분이 반절되어 당

이가 없고 유사하다. 다만, 점판암제 개석은 연속해서 여러 매를 배치하였음에 비

시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

해, 화강암제 개석은 등간격으로 배치한 점이 다르다. 도항리 6·8호분의 석곽에

하였다.

설치한 개석 수가 13매 내외로서 그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화강암제 개석은 2

51호분
38호분

(현)15호분

39호분

(현)15호분

39호분

(문)54호분

5호분

5호분
14호분

(현)22호분

6호분

0

0.5

1m

셋째는 봉분과 개석 등

매로서 화강암제 개석의 비율이 15%로서 낮다. 이는 점판암보다 화강암이 하중

상부의 하중압이 벽체 하부로 전달되는 것을 감소하고, 분산하는 석재 형태의 변

압에 견디는 강도가 높음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비율이 높지 않음은 화

화이다(도면 9). 도항리고분군의 석곽 벽체 구축에는 주로 점판암의 할석이 사

강암의 획득이 매우 어려웠음을 나타낸다. 화강암제 개석을 등간격으로 배치한

용되었다. 벽석재 형태는 다음의 4식으로 구분된다. a식은 두께가 얇고, 길이가

8호분

도면 9 도항리고분군의 석곽
벽석

긴 할석을 하단부터 상단까지 쌓아올렸다. 석재 크기가 균일하지 않지만, 두께는
4) 보고서에 의하면, 13매의 개석이 확인되었는데, “개석 5매 중 1매 정도는 석질이 다른 종류”로 기

10cm, 길이는 40~50cm 내외이다. 38·39·(현)15·51호분 석곽이 이에 해당한

술되었는데, 이 기술은 연속해서 배치된 5매 중 1매의 개석이 석질이 다른 것이란 의미로 이해된

다. b식은 두께가 얇고 길이가 긴 할석을 하단(바닥에서 위로 60~70cm 높이)까

다. 그럴 경우, 13매 중 2매의 개석이 석질이 다르다고 할 수 있고, 6호분과 8호분, 그리고 25호분
에서 모두 화강암제 개석이 사용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15호분의 13매 개석 중 석질
이 다른 2매의 개석은 화강암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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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쌓고, 그 위부터 최상단부까지는 길이:두께의 비율이 2.5 이하인 소형 할석을
쌓았다. 하단부에 사용한 석재에 비해 상단부의 석재가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고

영남지역 세장방형 石蓋竪穴式石槨의 석재와 축조 기술 | 129

16. 6. 23. 오후 4:26

두께가 두텁다. 이에 해당한 고분으로는 (문)54·5·(현)22호분이 해당한다.
c식은 하단에서 90cm 높이까지는 길이가 짧고 두께가 두터운 할석을 쌓고,
그 위부터 최상단까지는 길이가 길고 두께가 얇은 할석을 쌓았다. 길이가 길고
두께가 얇은 할석은 장벽체에 설치한 개석 지지시설의 바닥을 설치한 높이부터
쌓아올렸다. 도항리 (현)4호분 1기가 이에 해당한다. d식은 하단부터 상단까지
소형 할석을 쌓아올린 예이다. 도항리 6·8호분이 이에 해당한다.
기왕의 함안양식 토기의 편년 성과를 적용하면, 위의 4가지 벽석재의 형태는
길이가 길고 두께가 얇은 할석을 하단부터 상단까지 평적한 것(a식) → 하단은
길이가 길고 두께가 얇은 할석을 평적하고, 상단은 길이가 짧고 두께가 두터운
소형 할석을 평적한 것(b·c식) → 하단부터 상단까지 소형 할석을 평적한 것(d
식)으로 변화한다. 이 방향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d식의 석재는 도항
리 6·8호분 등 가장 규모가 큰 고분의 축조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였다. c·d식의
석재 형태는 6세기 이후의 수혈식석곽은 물론 6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는 47호분
의 횡혈식석실에도 적용되었다. c식의 벽석재인 소형 할석은 6세기 중엽으로 편
년되는 4·5호분의 횡혈식석실의 벽석재로도 사용되었다.
성 송학동 1A-1호 석곽도 길이가 8m 정도이지만, 깊이는 1.05m로서 지산동고
5) 고성 송학동·율대리·내산리고분군

분군과 도항리고분군의 대형 석곽 깊이의 절반 정도이다. 고성지역 고총고분의

송학동·율대리·내산리고분군은 봉분 하부를 조성한 후, 석곽을 구축하고, 상

석곽 규모가 5m 이하인 중소형이 대부분인 요인은 사용 석재의 암질과 벽석재

부를 조성하여 완성하였다. 송학동 1A-1호 석곽은 정지한 생토면에서 2.4m 높

의 가공 형태에 있다. 송학동·율대리·내산리고분군의 석곽 벽체에 사용한 석재

이에 구축되었고, 봉분 상면에서 1.0m 아래에 뚜껑돌이 위치한다(도면 10). 석

는 길이가 길고 두께가 5cm 내외로서 얇고, 소형 할석은 사용되지 않았는데(도

곽 규모는 길이 8.25m, 너비 1.05m, 깊이 1.15m이다. 개석과 벽석은 점판암이다.

면 11), 이 점이 같은 점판암을 사용한 도항리고분군과 지산동고분군의 석곽 벽

개석은 6매가 잔존하는데, 길이는 200~210cm이고, 너비는 40~80cm, 두께는

석재와 다른 부분이다. 두께가 얇은 점판암으로 구축한 개석과 벽체가 붕괴하지

20cm 내외로서 길이와 너비에 비해 두께가 매우 얇다.

않기 위해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 극

이와 같은 봉분과 매장주체시설의 구축 양상이 영산강수계의 옹관고분의 구

복은 봉분의 하부를 성토한 위에 석곽을 구축하고, 그 위에 봉분 하중이 석곽에

축 양상과 유사하여 분구묘로 불리기도 한다(李盛周 2000). 또한 봉분 하부를 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높이만큼 봉분 상부를 조성한 공법의 착안이었다. 봉분을 어

성한 후, 매장주체시설을 구축한 고총고분은 고성 일대에만 분포한 영남지역의

느 정도 쌓거나 완성한 후 매장주체시설을 구축하면, 강도가 약한 석재가 봉분

고총고분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형식으로서 그 계통을 영산강유역의 고총고분에

하중압에 견딜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고려한 공법이었다.

구하기도 하였다(河承哲 2010: 119). 고성지역 고총고분의 봉분과 매장주체시설

송학동고분군과 내산리고분군의 석곽은 개석이 반절된 사례가 거의 없고, 대

의 구축 방식이 영산강수계의 옹관고분과 유사하지만, 유사한 점만으로 영산강

부분 한 방향으로 쏠려 있고, 벽체도 한 방향으로 무너져 내렸거나 장벽체의 중

수계의 옹관고분의 구축 기술을 수용했다고 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다.

앙부가 석곽 안쪽으로 밀려 들어와 활상을 이룬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이는 개석

송학동·율대리·내산리고분군의 석곽은 송학동 1A-1·6호 석곽을 제외하면,
길이가 5m 이하로서 다른 영남지역 고총고분의 석곽에 비하면 규모가 작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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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송학동 1호분 봉분과
토층

과 벽체가 봉분의 하중압을 극복하였지만, 다른 부분에서 치명적인 결함에 노출
되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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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동 1A-6호
송학동 1A-1호

송학동 1A-1호

송학동 1A-5호

송학동 1A-4호

송학동 1A-4호

내산리 21-1곽
율대리 2-1곽
율대리 2-1호

내산리 8-2곽
내산리 8호분 주곽

도면 11 고성지역 고총고분의
석곽 벽석

내산리 21-1곽

봉분을 조성한 후 석

하였지만, 사용 석재가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세장방형 석곽이 분포한 영

곽을 구축하였지만, 봉분

남지역 일대는 점판암지대로서 석곽을 구축한 석재는 대부분 점판암이었고, 극

의 하부 성토가 견고하지

히 일부 고분군의 석곽에만 화강암이 사용되었다. 점판암은 얇은 슬레이트상으

못한 경우, 봉토의 부동

로 쪼개어져 두텁게 가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강암에 비해 강도가 절반 이

침하 또는 횡압의 차이에

하로 낮은 등 석재의 결함이 존재하였다. 화강암은 강도가 높아 하중압에 견디는

의해 석곽의 일부가 무너

특성이 있지만, 주성분이 흑운모인 화강암은 강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하중압에

지거나 붕괴된 사례가 많

약한 결함이 있다.

다. 봉분의 하중을 고려

석곽의 주 사용 석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공통적인 극복 전략은 석곽의

하여 봉분압으로부터 석

너비를 줄여 벽체의 지탱을 받지 않은 개석의 하면 면적을 최소화하여 봉분 하중

곽이 견딜 수 있을 높이에

압의 영향을 줄이고자 하였다. 석곽 너비를 줄이는 대신, 부장품을 부장할 수 있

구축하였지만, 봉토의 침

는 공간 확보를 위해 석곽 길이를 길게 함으로써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을 취하게

하와 횡압을 고려하지 못

되었다. 이 결과 교동·송현동고분군과 지산동고분군, 도항리고분군, 송학동·율

하였거나 인지하였더라도

대리·내산리고분군의 석곽의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인 공통성을 지니게 되었다.

당시의 봉분 조성 기술로

석곽의 평면형태를 세장하게 만든 공통 전략과 함께 개별 고분군의 극복 전

서 극복하지 못하였음을

략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교동·송현동고분군의 석곽은 화강암을 획득

나타낸다. 봉토의 침하는

하여 벽체를 수직으로 쌓아올려 벽체의 지탱을 받지 않는 개석 하면의 면적을 넓

봉분의 성토 과정에서 다

게 하였으나 봉분의 하중압을 극복하기 어려움을 경험한 후, 양쪽 장벽을 안으로

짐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기울게 쌓아 바닥 너비보다 상단 너비를 줄여 벽체의 지탱을 받지 않는 개석 하

동시에 성토층의 자연 침

면의 면적을 줄이는 공법과 함께 개석과 봉분의 하중압을 견딜 수 있는 소형 할

하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

석 형태의 석재를 사용한 전략을 도모하였다.

기 때문이다. 횡압은 좌우에 성토된 봉토에 힘의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힘이 약

지산동고분군의 석곽은 개석 너비를 좁게 만들어 이중으로 설치하거나 좌우

한 방향으로 봉토가 쏠리는데, 특히 봉분 가운데에 구축된 석곽의 경우, 봉토의

개석의 가장자리를 겹쳐 개석 두께를 두텁게 하여 봉분의 하중압을 지탱하고자

좌우 횡압이 공동화한 석곽으로 집중하면서 석곽 벽체가 밀리게 되었다.

하였고, 벽체의 석재는 봉분과 개석의 하중압에 견딜 수 있는 소형의 할석 형태
로 가공하여 쌓았고, 일부 고분은 개석 상부의 봉분 높이를 높지 않게 하여 봉분
의 하중압을 줄이는 공법도 적용하였다.

IV. 맺음말

도항리고분군의 석곽은 주로 점판암으로 구축하였지만, 지산동고분군의 석
곽보다 너비를 넓게 하였고, 일부 석곽은 점판암제 개석 사이에 화강암제 개석을

지금까지 검토한 영남지역 고총고분의 매장주체시설의 하나인 세장방형 석

등간격으로 설치하여 봉분의 하중압에 의해 연쇄적인 개석의 반절과 전락을 방

곽은 성질이 유사한 석재를 이용한 공통성을 가지면서 석재가 지니고 있는 결함

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봉분의 하중압으로부터 개석이 반절되어 전락하지 않

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 집단마다 그들의 오랜 경험 및 시행착오를 통한

게 개석 하면을 지지하기 위한 목재시설을 설치하고, 벽체의 벽석도 길이를 줄여

기술개발과 관습·지식·기술 등을 적용한 개성을 보여 주는 구조물이다.

길이와 두께가 비슷한 소형 할석을 사용한 방향으로 진전되었다.

석곽 구축에 사용한 석재는 주위에서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석재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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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점판암으로 봉분 하부에 석곽을 구축하면, 붕괴의 우려가 높음을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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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Finally, the tombs of the Goseong area were established at locations

A Study on the Stone Material and Construction
Technology of the Sejangbang Style Pit Grave with
Stone Cover of the Yeongnam Region

were tomb load pressure did not lead to stone tomb destruction. Therefore,
after establishing the bottom section of the tomb, the rest of the stone tomb was
established on top. As a result, while there were relatively few cases in which
the stone cover was fragmented, the stone burial pit was seriously destroyed by
uneven erosion of the ground and the horizontal pressure of the tomb.

Hong, Bosik
(Bokcheon Museum)

Keywords: Pit grave with stone cover, Stone cover, Wall stone, Clay-slate stone,
Granite, Construction method, burial

This study examined the establishment of the Sejangbang style pit grave
with stone cover, examples of which include the ancient tombs of Changnyeong
Gyodong and Songhyeong-dong, Goryeong Jisan-dong, Haman Dohangri, and Goseong Songhak-dong, Yuldae-ri and Naesan-ri. In this study, the
establishment and construction technology of the tombs was considered
from the position that the stone material used was selected according to its
presence nearby, and that construction methods were influenced by the ne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stone material.
A common strategy us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stones used
to construct the tomb was to reduce the width of the tomb in order to reduce
the area covered with stone; this allowed the load pressure to be reduced.
This was accompanied by an increase in the length of the stone tomb, which
was required according to the needs of a ‘rich burial’. The result of this was
the Sejangbang (elongated rectangle) style tomb. One of the strategies us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stone was to make the stone walls slant inwards
so that the width of the top area covered with stone was reduced — this was
the case for the Changnyeong Gyodong-Songhyeong-dong tombs. In the case of
the Goryeong Jisan-dong tombs, in order to overcom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ay-slate stone used for the wall and covering, the width of the stone cover was
reduced and double layers of stones were placed, or stones were overlapped
along the edge of the side stones, in order to support the load pressure. As
for the Haman Dohang-ri tombs, where thick slabs of clay-slate stone were
used as covering, a wooden facility was installed to support the bottom of the
stone cover, in order to prevent the tomb from caving inwards due to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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