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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성하리 제1호분은 4분법을 기본으로 계단식 제토법을 이용하되, 봉분의 축조
와 관련 있는 요소는 최대한 보존하여 봉분축조양상을 입체적으로 살피며 조사를 진행
하였다. 이 때 드러난 구획재로 사용된 토낭이 일정한 열상을 이루어 점토대로 유존하
여 구획성토의 일단이 확인되었는데 이 글은 달성 성하리 제1호분 구획성토 양상의 검
토를 통해 보고서에서 언급하지 못한 필자만의 소고를 밝힌 글이다.
성하리 제1호분의 구획성토는 방사상구획과 환상구획으로 이루어졌다. 방사상구획
은 구획된 각 분구에서 선후가 발견되는 축차성토가 이루어졌으며 그 간격에도 불균등
이 확인되었다. 환상구획은 방사상구획과 달리 토낭열을 이루지는 않지만 점재된 토낭
과 호석, 토제 구역의 정점 등에서 확인되었다.
본고는 방사상구획에서 분구 간 축차성토의 연유와 구역간 면적의 불균등성을 유존
하는 토낭열의 원래의 기능적 면에 대한 접근으로 해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방사상구
획을 기획에 기초한 구획과 즉흥적 효율에 기초한 구획으로 분별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즉흥적 효율성에 기초한 구획의 경우 구획재로서의 역할을 부정하거나 단
순히 분할, 구분 등 구획과는 다른 용어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를 중요시하
지는 않았다. 하지만 방사상구획의 종류를 본고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면 “구획수=조
묘군의 투입 수”라는 개념이 기저에 깔려 봉분의 크기 등 위계에 따라 구획수가 많아지
거나 시간이 흐를수록 구획의 수가 줄어든다는 기존 논지의 타당성을 논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호석의 축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호석은 봉분 주
연에 크게 한 번에 두른 것이 아니라 고분의 방사상구획에 맞추어 각 분구의 작업 시 각
각 축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성하리 제1호분의 환상구획은 분중으로부터 일정 간격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간격은
당시의 영조척에 의거하였을 것이나 성토재로 토재가 주로 이용되고, 경사지에 위치하
는 고분의 특성, 당시 영조척과 큰 관계가 없어 보이는 고분의 규모 등을 보았을 때 조
묘군의 신체를 이용한 가변적인 영조척이 사용되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주제어 : 달성 성하리 제1호분, 구획성토, 기획, 효율성, 조묘군, 고분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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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고대한 고분은 성과 함께 고대토목기술의 집성체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봉토분의 조사는 봉분자체보다 매장주체부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나 발굴기술의
발달과 자료의 집적이 이루어지면서 매장주체부에 대한 관심과 연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봉분자체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그간의 연구사를 영남지역 봉토분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영현(1993,
2002a, 2002b, 2010)은 봉토분의 성토방식, 특히 구분성토현상에 주목하여 봉토분의 토층
에 대한 이해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고 구획성토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
탕으로 봉토분의 평면과 단면을 통한 입체적 고찰로 봉분 성토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틀
을 구축하였으며 영남의 봉토분뿐만 아니라 호남지역의 분구묘에도 구획성토 등의 성토
기술이 적용되었음을 주장하였다. 봉토분 축조과정에 대한 연구는 주로 발굴조사의 결과
를 토대로 봉분의 성토과정에 대한 복원, 기존 발굴조사 결과물의 미비점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사방법의 개선에 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조영현
의 연구를 骨子로 화원 성산리1호분 발굴보고서(경북대학교박물관, 2003)에서는 각 성토
단위별 기법을 연구하였고, 불로동 제91·93호분의 발굴조사보고서(慶尙北道文化財硏究
院, 2004)에서는 봉분의 축조과정을 복원하기도 하였다. 박미정(2006, 2009)은 함안 도항
리 제6호분의 축조과정을 복원하며 봉토분의 축조 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조사방법론을
제시하였고, 이후 불로동 제91·93호분의 검토를 통해 삼국시대 봉토분 축조방식의 변화
에 대해 살펴보기도 하였다. 김강남(2011)은 금호강유역 봉토분의 축조방식을 비교하여
지역별 축조 기술의 차이와 시기별 축조기술의 변화 추이를 검토하였다. 류재극(2012)은
의성 대리리 2호분의 발굴조사 결과로 축조과정과 그 구조를 복원하였다. 당해 한국고고
학대회 자유패널 발표(홍보식 외)에서는 고총고분의 조사에서 트렌치와 둑 조사, 계단식
제토 조사, 트렌치와 수평제토 조사 등 여러 조사방법의 장단과 함께 고분 축조기술에 대
1)

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단행본으로 정리 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흐름 안에서 성하리 제1호분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성하리 제1
호분의 조사는 기본적으로 분정에서 50㎝ 깊이씩 하강하는 계단식의 제토를 실시하였으
며, 등고선의 모양대로 하강하였다. 다만 봉분내 구조물이 유실될 수도 있는 계단식 제토
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제토를 하면서 이색점토, 석렬 등 봉분의 축조와 관련 있는 요소는
최대한 보존하고 기록하여 봉분축조양상을 입체적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1) 대한문화재연구원, 2013, 삼국시대 고총고분 축조기술, 진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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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확인된 것이 다수의 토낭이 중첩되어 이루어진 토낭열로 이러한 토낭열의 노출 양상
을 토대로 봉분축조 당시의 기획양상을 검토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그간 구획성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현풍 성하리 제1호분의 조사로 정
리된 자료를 검토하여 보고서를 통해 감히 언급하지 못한 필자만의 생각, 고분의 구획성
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미력하나마 밝히고자 한다.

Ⅱ. 구획성토 인식 재고
봉분의 구획성토 양상은 비단 영남지역 봉토분뿐만 아니라 영산강 유역의 분구묘에서
도 확인되어 봉분을 축조하는 기본적인 작업방식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봉토분의 구획성토 양상은 조영현(1993)에 의해 가장 먼저 언급되었다. 조영현은 봉토
분의 성토양상에서 작업의 분담범위 혹은 단위가 구분되어 이를 구분성토라 명명하였다.
이후 학계에서는 구분성토, 분할성토, 구획성토 등의 각기 다른 용어가 사용되었고 조영
현은 다음의 연구(2002a: 4∼5)에서 ‘구획성토’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조영현은 용어의
원뜻에는 구분이라는 용어가 더 적당하지만 구획보다 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되기 쉬워
구획으로 바꾼다고 하였다. 이는 작업의 분담범위 혹은 단위가 치밀한 계산 하에 구분된
다는 전제하에 구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구획성토라는 단어는
고분의 성토기술 중 하나라 인식되어져 왔다.
하지만 역시 구획이라는 단어로 통일되지는 않았는데 홍보식(2013: 71)은 분할과 구획
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며 그 의미를 다르게 개념화하였다. 분할이란 일정 부분
으로 나눈다는 의미로서 위아래의 분할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구획은 처음부터
설계에 근거하여 나눈 부분을 완성한다는 의미로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기왕
의 구획성토 연구에 대한 문제와 계단식 제토법의 문제를 제시하고, 봉분에서의 특징적
인 요소를 무비판적으로 구획요소로 판단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앞으로 후술할 본고의 내용과 어느 정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영남지역 봉토분 뿐만 아니라 영산강유역 분구묘의 성토에도 구획성토가 이루어졌는데
홍진석의 정리(2011: 19∼21)에 의하면 구분성토, 분할성토, 구획성토 등의 용어가 지역에
따라 통일성 없이 사용되어 지고 있다. 한옥민(2016: 25∼26)은 구획성토와 관련하여 교호
성토, 분할성토, 구획성토를 언급하였다. 그는 거치상교호선이 확인되는 교호성토를 토
성이 다른 흙을 엇갈리게 상하나 좌우로 쌓아 흙의 결합력과 점력을 높이고 인장력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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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키는 기술로 한정하여 구획성토와 교호성토를 다른 성격으로 보았다. 하지만 지산동
2)

32호분 보고의 예 와 같이 각각의 분구(分區)에 각기 다른 조묘군이 성토를 담당하였다는
시각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교호된 성토재가 토질은 유사하고 토색만 다를 경우, 인장
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기에 구획요소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옥민은 분할과
구획에 대해서는 모두 분구를 견고하게 쌓기 위한 기능, 작업 효율을 높이는 노동 단위의
구분 등, 기본적 기능이 공통된다고 보았기에 용어의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구획성토는 어느 정도 보편된 용어로 사용되어지지만 간혹 연구
자에 따라 분할, 구분 성토등과 함께 혼용되기도 하며, 연구자들 간 용어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구획성토라 함은 고분 축조에서 봉분의 평
면상 플랜이 세워지면 치밀한 기획 아래 각각의 구역을 나누고, 그 구역에 여러 조묘군이
투입되어 봉분을 성토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고 있다.
영남지역의 봉토분, 호남지역의 분구묘 등 현재 각 지역별로 그 축조양상과 축조기법
에 대해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 기술에 있어 각각의 적합성을 가져 아직 배움
이 부족한 필자가 가타부타 할 처지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현재 고분 축조, 특히 영남지
역에서의 고분 축조와 관련된 연구는 기본적으로 조영현의 연구에 기초하여 용어가 부가
되거나 교체되어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고에서는 조영현의 연구를
기초로 한 용어, 즉 “구획성
토”를 사용하고자 한다. 다
만 구획열의 종횡방향에 혼
동이 있을 수 있어 종방향
구획을 방사상구획, 횡방향
구획을 환상구획으로 설명
하고자 하며, 본고에서 사
용된 고분 평면상의 현황요
3)

소를 <그림 1> 에서와 같은
용어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1> 구획성토의 평면용어

2) 두 패로 나뉜 조묘군이 토색이 다른 장소에서 각각 채토하여 양편에서 성토하여 양 분 구획되었다는 시각.
3) 洪振碩,영산강유역 고분의 분구 축조과정, 木浦大學校 大學院, 2011, p.21 <도면 3>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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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하리 제1호분의 구획성토
1. 성하리 제1호분의 축조공정과 구획성토 양상
현풍면의 북쪽에 위치한 비슬산에
서 뻗어 내려온 ‘雙山’의 가지능선
중 성하리고분군Ⅱ가 위치하는 가
지능선의 정선부로는 총 7기의 봉
토분이 유존하고 있다. 南走하는 가
지능선은 해발 72m 인근에서 남서
향으로 뻗은 능선과 남향으로 뻗
은 능선으로 갈리는데 성하리 제1
호분은 남서향으로 갈라지는 능선
이 비교적 평탄한 설상대지(해발 60
∼61m)로 변모되기 시작하는 지점
에 위치한다. 이 지점은 성하리유적
이 위치한 사면의 정상부에 해당하
며 성하리 제1호분은 사면에 조성
된 중·소형 분의 主墳的 성격을 띤
다. 봉분의 직경은 호석 외측 기준
20.4m의 정원분이고, 매장주체부
천장석 상면으로 부터 잔존하는 봉
토의 높이는 약 2.25m 정도이다. 봉
분의 유존 높이는 경사진 아래쪽에

<그림 2> 성하리 제1호분과 성하리고분군Ⅱ 내 유존봉토분

서는 4m, 경사 위쪽에서는 2.5m 정도로 계측 위치에 따라 최대 1.5m 정도 차이가 있다.
성하리 제1호분의 조사결과로 봉분축조의 공정단계를 살펴보면 ‘묘역 조성 - 석실 축조
- 봉토기저부 축성 - 봉토 축성 - 묘도폐쇄 및 봉토완성’의 다섯 단계로 대별된다.
봉분의 기저부에는 흑갈색점토가 깔려있는데 이는 유적의 구지표층과는 상이하며 인근
에 위치한 성하리 제2호분에서도 기저부와 호석의 바깥 면까지만 관찰되는 등, 여러 정황
상 묘역 정비를 위한 인위적 정지층으로 보인다. 즉, 상대적으로 우월한 입지를 선택하고
능선부의 척릉과 서남향 사면에서 경사상태를 그대로 평탄하게 정지한 다음, 그 윗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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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성하리 제1호분 직하관 전경

흑갈색의 점토를 물에 이겨 1∼3㎝ 두께로 깔고 다져 견고한 점토기반면을 조성하여 봉
분의 묘역을 마련하였다.
매장주체부인 석실의 구조유형은 공간 높이의 2/3가 지상에 위치하고 등간격으로 배치
한 목주를 기준해서 벽체를 축조한 세장방형 횡구식석실이다. 완사면에 입지하므로 등고
선방향을 따라 석실의 주축을 설정하였다. 석실의 중심은 봉분의 중심과 거의 일치한다.
위석부를 포함하여 석실의 길이는 약 9m로 매장주체부의 주축방향으로 봉분의 평면배치
를 살펴보면 5.5m - 9m - 5.5m 길이로 양쪽이 등분된다.
석실의 규모는 길이 6.15m, 너비 1.33m, 높이 1.60m 내외이다. 석실의 벽체는 묘광내 바
닥면에 벽주용으로 좌우에 4개소씩 구덩이를 파서 각기 그 안에 목주를 세운 다음 목주의
표면에 맞추어 석벽 및 위석을 축조하였다. 또 좌우 대응된 벽주에 맞추어 바닥에는 石列
을 깔고 橫木을 설치하였으며, 석실의 공간은 양 장벽 목주에 대응하여 내부공간이 등간
격에 가깝게 3분된다.
벽체는 좌우의 장벽과 후벽을 동시에 선축한 후에 전벽의 하반부를 4∼5단 쌓아서 유단
식 입구부를 조성하였다. 입구부는 경사하위에서 관찰하였을 때 우측 단벽부에서 지표면
보다 천석 한 단을 높인 지상부 전체를 활용하였으며 분중에 점토를 이용하여 마련한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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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성하리 제1호분 평면도

도상과 연결된다. 공간을 이루는 벽석면 하단은 정확하게 방형계 주공들의 표면에 맞추
어져 있는데, 모든 벽주는 목주흔이나 주혈의 형태로 보아 角材가 이용되었다. 도굴로 인
해 벽체의 상당부가 파괴되었으나 후벽부가 원상으로 유존하며, 후벽부에서 확인되는 목
주흔은 천장석 아래까지 이어지고 있다.
상면부석시설은 횡목좌석렬을 기준으로 하여 3개의 공간으로 나뉘는데 각 공간의 좌우
변과 석벽은 공간을 두지 않고 붙어 있는 상태이다. 천장은 수직 벽체 위에 판상석과 장
대석 7매를 횡가하고 천장석재의 틈새는 천석으로 막아 석실을 조성하였다.
봉분의 구축은 석실을 포함하는 內區의 선행 축조이후 外區를 후축하는 성토방식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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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성하리 제1호분 석실 평·입·단면도(■:벽체 목주흔)

용하였다. 외구는 단면 삼각상의 제상성토를 선행한 후 내사향으로 성토재를 달리하며
성토하였다. 호석의 설치와 제상성토에서부터 봉분의 구획성토가 진행되었는데 유존하
는 토낭열로 그 실상이 파악가능하다.
호석은 봉분의 평면형태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정원형의 형태를 띄고 있다. 그러나 한편
으로는 각 구획 구간별로 약간의 각이 발견되어 다각형에 가깝기도 하다. 봉분의 각 구획
구간 별로 살펴보면 호석은 구간 내에서 호상이 아닌 직선에 가까운 평면상을 띄고, 축석
상태가 달라지는 등, 구획요소들이 확인된다.
성토에 있어 구획재는 호석재와 같은 천석이 일부에서 확인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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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이 이용되었다. 토낭 간의 중첩은 구획선상에서 점토대로 완성되어 제상성토층(이하
土堤)에서부터 봉토층까지 평면 방사상으로 확인된다. 토제에서 유존하는 토낭열은 17열
이며 도굴로 인해 토낭열이 끊긴 남서부의 토낭열을 합쳐서 총 18열 이다. 토제는 지형의
비고차에 따라 성토재의 교체횟수를 달리하였으며 척릉에 걸쳐진 북동부는 높은 지형으
로 인해 토제를 상대적으로 낮게 축조하였는데 호석 등 봉분 주연부가 유실되어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다. 또한 석실 묘도 앞부분의 토제는 묘도 상면의 레벨에 맞춰 낮게 축조
되었다.
봉토의 축조는 남동편의 분중묘도를 남기고 축조되었다. 유존하는 토낭열의 상태로 보
아 봉토는 크게 두 번의 공정단계를 거쳤다. 봉분기저부의 토제에서는 17열의 구획열이
유존하지만 봉토축성 시 토낭열의 수는 감소하여 1차 성토에서는 11개, 2차 성토에서는 4
개의 분구로 나뉘는데 분정으로 갈수록 교란이 심하여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는 상태이
다. 다만 1차 성토 토낭열은 인근 토제 토낭열의 정점에서 시작되는데, 이로 보아 각각의
성토공정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구획성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성하리 제1호분 분중 기준 12m 원통형 둑

석실의 입구는 봉분 남동편의 분중묘도로 이어진다. 묘도는 토제의 면에 접하는 높이에
서 토낭을 주연부에 두고 석실 입구까지 점토를 바르고, 봉토 성토층의 측면에 점토를 발
라 조성하였다. 묘도상면으로는 묘도의 주축방향을 따라 중간지점으로 천석 일렬과 잔자
갈이 부석되어있는데 이 천석열은 토낭열의 한 지점과 합치한다. 묘도의 상부 성토층에
서도 잡석으로 이루어진 석렬이 확인되는데 묘도부의 폐쇄, 봉토의 축성에도 일정부분
구획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도굴로 인해 매장주체부인 석실의 입구부쪽 교란과 봉토 상부의 교란으로 추가장과 관
련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석실 내부 구조의 정황상 추가장은 없었던 것
으로 보이고 분중 묘도의 폐쇄와 함께 성하리 제1호분이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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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하리 제1호분 구획성토 검토
1) 방사상구획 검토

<그림 7> 성하리 제1호분 평면모식도 ; 분구번호 = 우측편 구획열번호(봉분외부 관측시)
4)

성하리 제1호분의 평면 방사상으로 나타나는 토낭열 은 측면에서 관찰시 좌나 우로 휘
어져 있어 각 구획별 작업의 선후가 있는 축차성토로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토제의 분구
(分區) 중 양 측면의 토낭열이 내경하여 분구의 횡단면이 복발형을 보이는 분구는 5번 분
5)

구 로 이웃하는 분구보다 먼저 성토된 분구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술하였듯 토제의
성토는 지형의 비고차에 의해 성토재의 교체 횟수가 달라지고 각 구간마다 토제의 높이
도 상이하다. 이러한 와중에 제상성토의 최하층에서 5번 분구가 6번 분구보다 선행하지
만 상부에서는 6번 분구가 5번 분구보다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4) 기존 보고에서는 제상성토층에서의 구획열 간격이 균등함을 전제로 후대의 교란부를 포함하여 구획열의 수를 22열로 추정 보고하였다.
하지만 머리말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본고에서는 유존하는 구획열과 후대 교란으로 인해 소실되고 약간의 흔적이 있는 제4열만을
구획열에 포함하여 총18개 구획열로 보고자 한다. 이는 정식 보고서가 아닌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후술하겠지만 본고에는 구획열
간격의 불균등에 대한 소고도 포함된다.
5) 이하 <그림 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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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공정별 축차성토(左)와 토제의 축차성토 세부(右)

<그림 9> 직립한 토낭열(左: 1열, 右9열)

한편 1번 열과 9번 열은 분중심에 위치한 석실 주축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석실 중심선
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또한 다른 토낭열과는 달리 측면에서 관찰시 휘어지지 않고 직
선상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1번 열과 9번 열은 봉분 구획성토의 대기준열로 판단된
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1차 성토 토낭열의 내경상태를 살펴보면 대기준열의 좌우에 해당
되는 1번 분구와 18번 분구, 8번 분구와 9번 분구가 이웃하는 분구보다 선행하여 성토되
었음을 알 수 있다. 14번 분구는 도굴로 인한 봉분의 교란으로 양 옆의 분구와의 성토 순
서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14번 분구 자체도 내부가 구획되어 나뉘는지 하나의 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다만 1번 열과 9번 열 좌우의 분구가 선축되고 5번 분구가 선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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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아 14번 분구도 먼저 성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대기준의 구획열과 이에
직교하는 분구를 먼저 성토하고 그 사이 분구를 성토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토제의 성토는 지형의 비고에 따라 그 높이가 상이하기에 성토작업의 공정에서 횟수차
이가 나고 상부로 올라가면서 그 축조 선후가 달라지기도 한다. 봉분은 도굴과 후대 토광
묘, 도로 등의 축조로 인해 유실되고 파괴되어 토낭열의 선후를 파악할 수 없는 곳이 있
는데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토제 최하단 성토재의 축조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기준인 1·9번 열을 기준하여 남동반부를 살펴보면 1번 분구가 2번 분구보다 선행하고
5번이 4번, 6번 분구보다 선행한다. 7번 분구는 8·6번 분구 보다 후행하여 가장 후축된
분구이다. 북동반구의 경우 9번 분구가 10번 분구보다 선행하고 13-12-11-10번 분구 순
으로 축조되어 10번 분구가 가장 후축되었다. 묘도상이 마련된 곳으로는 18·17번 분구
가 16번 분구보다 선행한다.
토제 상부로 봉토의 구축이 이루어지고 봉토는 크게 두 차례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보
이며 역시 분구마다 선후가 파악된다. 봉토의 1차 성토 시, 남동반구는 2-3-4번 분구,
6-5-4번 분구 순으로 축조되었으며 북동반구는 7-8번 분구, 10-9-8번 분구 순으로 축조
되었다. 봉토의 2차 성토에서는 4-3, 2-1번 분구 순으로 축조되었다.

2) 환상구획 검토
한편, 호석 기준 직경 20.4m의 봉분은 석실 및 위석 범위와 위석의 구축성토층, 그리고
제상성토층으로 횡구획이 이루어지는데 이와는 별개로 토제와 그 상부의 본격적인 봉토
성토층에서 환상구획이 관찰된다.
환상구획은 모두 2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환상구획은 墳中에서
약 7.5∼8m 떨어진 지점에서 확인되는데 방사상구획선과 달리 토낭이 드문드문 점재하
고 점토대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다만, 전술하였듯 토제의 횡단면은 크게 삼각상을 이루
고 각 분구마다 성토재를 교체하며 축성되는데 토낭열에서도 삼각상의 중첩, 토낭열의
좌·우 뒤틀림, 폭의 변화가 관찰된다. 이때 성토재의 교체횟수와 각각의 높이는 다르지만
분중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지점에서 각 분구마다 내사향 성토의 정점이 해당되
고, 이곳으로 환상의 점재된 토낭이 위치하며, 분중으로 마련된 묘도상 역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첫 번째 환상구획은 각 토제 방사상구획 별 분구의 정점에 해당한다. 이 지점은 각 분구
별 높이가 일정하지 않은데 이는 척릉에 걸쳐 사면에 자리한 입지상의 이유이다. 또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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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구 간 높이를 수평으로 맞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첫 번째 환상구획의 목적은 토제의
조성 단계에서 매장주체로 이어지는 분중묘도의 묘도상을 조성하기 위한 구획이었던 것
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환상구획은 분중에서 약 3.5∼4m 떨어진 지점에서 확인된다. 역시 환형으로 토
낭이 점재하는 양상이 관찰되며 이 지점은 봉토 1차 성토의 정점과 비슷한 위치이다. 봉
분 상부의 교란으로 분명하지 않으나 분중묘도의 측면 점토가 봉토 1차 성토의 내사면에
접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환상구획은 첫 번째 환상구획과 다르게 각 분구별 높이가
비슷한데 이는 본격적인 봉토의 성토에 앞서 內區와 外區의 높이가 어느 정도 수평으로
정리된 까닭이다.
성하리 제1호분의 환상구획은 성토공정상에서 평면상의 큰 단락지점으로 분중묘도와
관련된 시설이 각 단계의 내사면에 걸치는 등 봉분의 기획상에서 봉분의 높이 등을 고려
하여 치밀하게 구획한 것으로 판단된다. 점재된 점토낭과 호석을 포함하면 환상구획은
직경 7.5m, 15.5m, 20.4m로 늘어난다. 성하리 제1호분의 조영에 어떠한 척도가 사용되었
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정한 비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
자 한다.

Ⅳ. 성하리 제1호분을 통해본 구획성토
성하리 제1호분의 구획성토는 방사상으로 유존하는 방사상구획은 토낭열과 호석에서
확인되며, 환상으로 점재하는 환상구획이 동시에 관찰된다. 본장에서는 성하리 제1호분
에서 관찰되는 여러 구획 요소들을 통해 필자가 구획성토에 대해 그간 小考한 내용을 풀
어나가고자 한다.

1. 축차성토의 의미와 방사상구획의 성격
성하리 제1호분의 유존하는 토낭열은 봉분축조 시의 방사상구획양상을 설명해준다. 방
사상구획에서는 분구간 축차성토가 확인되는데 각 분구 간 선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한다면 유존하는 토낭열이 어떠한 연유로 생긴 것인가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즉 토낭열의 기능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토낭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토낭열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구획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
이다. 각 구획의 경계면에 성토재와 확연히 구분되는 이질적인 토낭을 두고 이를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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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양 분구에서 서로 다른 조묘군이 분구의 성토를 진행한 것이 토낭의 중첩에 의해 토낭
열이 유존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첫 번째 기능일 것이다. 하지만 종래 조사되었던 봉분
의 경우를 보더라도 구획재가 없거나 그 높이가 낮은 구획열만 존재하고 상부로 성토재
가 교호성토되어 단면상에 지그재그 선이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이다. 간단히 생각해보더
라도 구획을 위해 토낭을 쌓는다는 것은 하부에 임의의 구획선을 기획한 후, 그 상부에서
성토재의 교호성토로만 작업하는 것보다 작업 공정이 하나 더 추가되는 불합리한 작업으
로 생각할 수 있다. 즉, 구획을 위해서만 토낭을 중첩하여 적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가 필요해서이다. 결국 이는 성하리 제1호분의 구획된 분구 간 선후에서 그 연유를 찾아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하리 제1호분의 구획성토는 분구 간 선후가 존재하며 초축된 분
구는 횡단면상이 복발형을 띄게 되고 후축된 분구가 옆면으로 걸쳐지며 확장되는 형상
을 띠게 된다. 이 때 토낭은 분구의 측면에서 토재로 이루어진 분구의 유실을 막는 역할
과 분구를 단단하게 다져 올릴 때 토재가 옆으로 퍼지는 것을 막고 그 압력을 지탱해주는
6)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견 은 있으나 조영현(2002b: 111, 2008: 77)과 권오영(2014: 32)의 언
급에서와 같이 흔히 구획성토라 하면 구획된 각 분구마다 조묘군이 투입되어 분구를 축
성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분구 간 축차가 있는 구획에서 각 분구마다 조묘군이
투입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작업 방식이다. 선축 분구의 성토 동안 후축 분구를 성토하는
조묘군이 대기하고 있다 선축 분구의 조성이후 작업에 투입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치에
맞지 않는다. 결국, 축차 성토라는 것은 하나의 조묘군이 자신이 맡은 구획 내에서 작업
효율을 위해 구간을 나누어 작업한 것이 남은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리로 성하리 제1호분과 같이 분구 간 축차가 보이는 구획에서의 토낭열
을 살펴보면 토낭열로 이루어진 구획열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성격으로 분류된다. 첫째
는 최초의 기획 아래 나뉜 구획에 사용된 토낭열이고, 둘째는 최초의 기획 안에서 각각의
조묘군에 의해 각 분구가 조성될 시 각 구획내에서 작업의 효율을 위해 즉흥적으로 분구
를 나누어 성토를 하고 성토된 분구의 측면에서 분구의 자립을 보조하였던 토낭열이다.
7)

한편, 손재현(2015: 33∼34)은 점토블록 의 기능을 매장주체부의 보호, 미끄러짐 현상의
최소화, 매장주체부의 하중 분산, 고분 수평면 형성이라 언급하였다. 또한 손재현은 고분

6) 홍보식(2013: 72, 76)은 구획성토에 대해 노동단위인지, 축조공법인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구획양상이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작업분담, 혹은 동원된 인력구성의 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고분의 축조여건과 토목기술에 의해 설정된다고 보았다.
7) 손재현은 그의 논문에서 성하리 제1호분의 토낭에서 유기물로 감싼 흔적이 관찰되지 않기에 토낭이 아니라 점토블록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이승열(2012)의 보고를 토대로 한정된 사진 자료로만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확인된 토낭열의 단면상에서는
점토괴 간 1㎜ 미만의 매우 얇은 흑갈색 혹은 갈색 점토가 타원형에 가깝게 드러나는 부분이 관찰되었다. 또한 토양시료 분석 결과
주머니에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초본류와 사춤재가 추가 확인되어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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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성에서 점토블록의 열을 구획재로 보는데 회의적이며 봉토 구획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
의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성하리 제1호분에 이용된 토낭열의 기능은 손재현이 언
급한 점토블록의 기능 중 첫째와 넷째 기능에 해당된다. 비록 손재현은 토낭열을 성토단
위별 보강재로 판단하고 구획재로 보는 것에 부정적이었지만 ‘성토단위별’이라는 용어 자
체가 작업공정에서의 구획 혹은 구분의 의미를 일정부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손
재현은 구획의 개념을 당초 설계와 기획에 기초한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 점토블록 열을
구획재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하지만 구획의 개념을 본고에서와 같이 기획에 기초한
구획과 작업 효율을 위해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구획으로 넓게 본다면 자연스레 해결되리
라 생각한다.
성하리 제1호분의 방사상구획 역시 초기 기획에 기초한 구획과 작업 효율에 기초한 구
획으로 나눠지며 계획된 구획열은 대기준인 1·9번 토낭열이고 나머지 토낭열은 작업 공
정상 편의와 분구성토의 효율에 기인하여 즉흥적으로 구획되어진 토낭열이다. 또한 1·9
번 토낭열에 이웃한 분구 외에 5번 분구가 이웃하는 분구보다 선축되었는데, 비록 5번 분
구와 마주보는 부분이 도굴로 인해 그 원상을 알 수 없는 상태이지만 대기준 외에 대기준
과 직교되는 기획된 구획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성하리 제1호분의 방사상
구획은 토제가 18개의 분구로 나눠지지만 18개의 조묘군이 투입된 것이 아니라 2개 혹은
4개의 조묘군이 봉분을 4등분하고 각각의 구획 내에서 작업효율에 따라 즉흥적으로 분구
를 구획하여 각 분구를 성토한 것이다. 봉분을 북서-남동으로 가로지르는 토낭열 외 토
낭열 간의 간격이 균일하지 않은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조영현(2002a: 121∼122)은 창녕 교동1호분, 교동3호분에서 나타나는 구획라인과
같이 기본적으로 일련의 기획에 따라 구역별 작업이 엄격하게 배분된 경우가 있고 여러
구획요소가 일치되지 않거나 하나의 요소라도 고분의 부위에 따라서 동일한 시공상태를
보이지 않는 예도 있는데 이를 대기준과 소기준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작업분담의 구획간격은 다시 세분되었을 수 있고 구획간격이 불균등한 것은 작업여
건에 따른 작업량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작업 구획간의 선후에 큰 의미
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련의 기획에 따라 구역별 작업이 엄격하게 배분되었다
면 작업량에 따라 각 조묘군 별로 적절한 인원의 증감이 이루어지며 투입되었을 것이고
그 간격이 비슷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획을 일련의 기획에 기초한 구획과 작업 효율에 기초한 즉흥적 구획으로 성격을 나눈다
면 구획요소가 일치하지 않거나 구획요소의 시공 상태가 달라지는 점, 구획간격의 불균
등이 설명된다.
일반적으로 고분의 축조에 있어 위계가 높을수록 봉분의 규모가 커지고 봉분의 축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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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되는 조묘군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며 실제 고분의 규모가 커질
수록 기획단계에서의 구획수도 많아질 것이다. 또한 토목기술의 발달은 보다 대단위의 성
토를 한 번에 가능케 하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기획단계 내 구간 안에서 작업 효율에 기초
한 즉흥적 구간의 넓이는 늘어나게 되고 구획 수는 감소하게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조영현의 연구(2002a: 122∼123)에 따르면 한국에서 구획수가 가장 많은 고분은 황남대
총으로 45열 전후로 추산되고 창녕 교동3호분이 28열이며 나머지는 16열 이하이다. 구획
의 수는 5세기 대 고분의 것이 많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후 그는
성주성산동고분군의 조사 보고를 통해 38호분은 직경 17.5m, 구획 수는 22구획, 39호분은
직경 19.8m, 구획 수는 18구획, 58호분은 직경 17.9m 구획 수는 12구획으로 밝히고 그 축
조순서를 38→39→58호 순으로 판단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역의 확장과 구획수의 감
소를 한 번 더 주장하였다. 김강남(2011: 82) 역시 구획열수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아쉽게도 별도의 논증은 없었으나 구획열수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보다 위계화 또는 기능
적인 면에 의해 달라지는 것으로 추측한다고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성하리 제1호분과 주변 고분의 구획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풍지역과 지역
적 긴밀성이 있는 창녕지역 고분 중 교동 1호분(동아대)의 경우 그 규모와 평면플랜이 유
사한데 교동 1호분은 직경 22.5m, 구획열은 17열로 보고자는 5세기 후반으로 편년한다.
현재 현풍이 속한 대구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발굴된 중대형 고분 중 성하리 제1호분과 가
장 근거리에 위치하는 것은 화원성산리 1호분인데 직경 20m 내외, 구획열은 11열로 역시
5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이 두 고분은 6세기 전엽 전반으로 편년되는 성하리 제1호분과
비슷한 규모의 봉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축된 고분인데 그 구획의 수는 적은 상태이다.
결국 구획성토에서 구획의 수는 성주성산동고분군의 예와 같이 동일 고분군 내 비슷한
위계의 고분 비교 시 성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구획수가 줄어 들 수 있지만 지근거리에서
비슷한 규모를 가지는 고분 간 구획수의 변화가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이는
각 고분에 이용된 성토재의 차이, 혹은 조묘군의 기술력 차이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까닭일 것이다.
한편, 전술하였듯 홍보식(2013: 72∼79)은 기존에 보고되고, 연구된 구획수에 대해 회
의적인 입장으로, 고분축조에 있어 구획요소 파악을 좀 더 엄중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그는 분할의 개념을 더해 기획과 다르게 나눠 쌓은 것, 규칙성이 없는 것을 구획요소
로 볼 수 없으며 기존 구획수의 연구에는 기획에 기초한 구획과 단순한 분할 성토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작업효율에 기초한 구획의 경우 기획에 기초한 구획이 아니라 단
순하게 나눠 쌓았다는 것, 혹은 보다 더 견고하게 성토하기 위해 나눠 쌓았다는 관점에서
홍보식의 분할과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다. 하지만 전술하였듯 성하리 1호분의 경우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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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동일군 내 구획수의 변화(左)와 지근거리 비슷한 규모의 고분 간 구획수 비교(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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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열은 모두 각각의 작업공정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오기에 그의 입장에서도 구획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며, 기존 구획의 관점 안에서 성격이 다른 구획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비
록 기존의 구획성토라는 용어 자체에 내포된 뜻이 엄격한 기획 아래에 나눠 성토한다는
것이기에 본고에서 언급한 ‘작업효율에 기초한 즉흥적 구획’이라는 단어자체가 모순된 것
8)

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구획의 사전적 의미 에는 엄격한 룰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
이 없기에 기존 구획성토의 성격을 세분하여도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분 축조에 있어 방사상구획의 양상은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았을 때, 시간과 공간, 위
계, 구획의 목적 등 모든 것이 반영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각 고분에서 나타나는 방사상구획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기획에 기초한 구획과 작업효율
에 기초한 구획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투입된 조묘군의 추산, 축조 공정 등 고분 조사로
보다 다양한 자료의 취합이 가능케 될 것이다. 다만, 아쉽게도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구획성토와 호석의 축조시점
봉분의 주연으로 크게 돌아가는 호석은 봉분의 방사상구획과 이어지는 구획요소들이
확인되는 예가 제법 확인되어 왔다. 하지만 호석에 대한 연구사례는 많지 않은데 그동안
호석의 성격과 기능, 축조시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세기(2001: 65∼66)는 성주 성산동고분군을 위주로 봉토분의 호석을 분석하였는데 호
석은 대부분의 봉토분에서 외부에 노출되게 축조되며, 치밀한 축조기획에 의해 봉분의
범위와 경계를 정하는 기준선이자 판축의 기점이며, 구획성토의 기준점이라 보았다. 홍
대우(2007: 72∼73)는 5세기 호석의 노출여부를 검토하여 이 시기 호석은 봉분 내에 속하
여 미적인 기능 없이 봉분의 주연에서 토압에 의한 봉분의 유실을 막는 기능에 충실한 것
으로 파악하였다.
이외에 호석에 대해 따로 연구를 하지 않았으나 그 성격과 축조시점에 대해 부분적으로
언급한 경우도 있다. 조영현(2001: 111)은 호석을 구획성토요소의 하나로 파악하였다. 그
는 구획 구간별로 호석의 형태나 높이의 차이를 작업군의 분담에 의한 차이로 해석하고
이를 당시의 보편적 현상으로 보았다. 김강남(2011: 63∼64)은 호석이 기초성토층과 결합
하거나 지형 조건 및 시기에 따라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형태 및 구조에서 정
형성을 찾기 어렵다 보았다. 그리고 호석의 기능을 봉토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분묘 둘

8) 토지 따위를 경계를 지어 가름. 또는 그런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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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에 구축한 시설이기 보다는 계획된 봉분의 평면형태를 잡기 위해 기준이 되는 봉분 틀
의 역할과 분묘의 범위를 나타내는 경계선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축조 시점을 봉분 기저부 성토시 어느 시점 또는 기저부 성토와 동시에 쌓아 돌린 것
으로 추정하였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 성하리 제1호분의 호석은 약간의 각이 관찰되고 구획열과 맞닿는
부분에서 호석의 축조양상이 달라지는 등 구획성토의 흔적이 확인된다. 그런데 토낭열로
이루어진 구획요소와 호석의 구획요소가 완전히 맞물리지는 않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러
한 현상은 방사상구획의 두 가지 성격분류로 설명이 가능하고, 그에 맞춰 호석의 축조 시
점과 그 성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호석에서 관찰되는 구획요소는 모두 토낭열의 구획요소와 비슷하게 이어지기에 호석의
구획 역시 기획에 기초한 구획과 작업 효율에 기초한 구획으로 나뉜다. 이는 곧 호석 축
조와 분구 조성 이후, 이웃하여 호석을 덧붙여 축조하고 분구를 덧붙인다는 것을 의미하
며, 분구와 호석의 구획요소가 맞물리지 않는 것은 작업 효율에 기초한 구획이 정밀하게
계산되지 않고 나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공정은 매장주체부를 조성하
고 봉분의 크기를 결정한 후, 호석을 크게 한 번에 두른 것이 아니라 일정한 환형의 기준
선을 마련하고 각 분구의 작업마다 호석을 각기 두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호석의 설치는
토제의 성토 전, 각 분구마다 일정 작업량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성하리 제1호분 환상구획의 기준
최근 신라시대의 척도에 관한 연구성과(김영필, 2009: 176∼177)에 따르면 성하리 제1호
분의 조영시기 신라의 營造尺은 고려척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고려척은 1척을 23cm로 추산하였다. 이러한 고려척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하리 제1
호분의 환상구획은 32∼33척, 67∼68척, 88∼89척 사이에 해당하며, 고려척을 사용하였다
고 보았을 때 일정한 기준의 비율과 정확한 구획으로 환상구획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신라에서 도량형제도가 실시된 것은 분명한 것이며, 토목공사는 물론, 金屬工藝, 瓦, 塼
등의 제작에 다방면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와나 전과 같이 규격화된 재료를 사
용하지 않고 일정한 규격이 없는 석재를 주로 사용하거나 토재가 다량으로 이용되는 고
분의 축조에는 또 다른 기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양고대의 경우 산업화로 도량형이 통일되기 이전 거리의 측정에는 신체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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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용하여 왔고 , 성하리 제1호분의 축조에도 이러한 거리 측정의 기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기준은 서양 고대의 야드와 같은 개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성하리 제1호분의 조영시기를 전후한 당시의 평균신장에 관한 정확한 연구결
과는 없다. 다만 김해 예안리고분과 경산 임당고분에서 많은 인골이 출토되었고 이를 토
대로 당시의 신장을 추정한 결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인골의 신장을 추정하는 공식은
대퇴골의 길이를 계측하여 산출하며 Pearson식, Trotter & Gleser식, 藤井식 등 3가지 공식
이 사용된다. 이를 통해 산출된 예안리고분군의 남성평균신장은 164.7㎝이고, 여성평균
신장은 150.8㎝ 정도이다. 임당고분군의 추정신장은 남성평균신장이 165.4㎝, 여성평균
신장이 158.9㎝ 정도로 산출되었다. 이외에도 지산동고분군의 추정신장은 남성평균신장
이 158.9㎝, 여성평균신장이 157.6㎝ 정도로 산출되었고 이를 종합하며 당시 남성의 평균
신장은 163㎝, 여성의 평균신장은 154㎝ 정도이다(국립김해박물관 2015 :24).
고인골의 직접적인 자료 외에도 황남대총 남분의 경우에는 금동관의 끝에서 요대수식
의 끝까지가 181㎝이고 환두대도의 위치도 이와 엇비슷하여 피장자의 신장을 추정할 수
있었고 북분 피장자의 신장을 같은 방식으로 143㎝로 산출하기도 하였다(국립중앙박물관
2010 :74). 이외에도 석굴암의 건축자인 김대성의 키가 170㎝라는 연구(高光彬 2004 :45)
10)

도 있으며 삼국사기 에도 신라왕들의 신장에 관한 기록도 있다.
사료에 언급되는 왕들의 키를 어떠한 척관법을 적용하는냐에 따라 그 계산 값은 달라지

9) “어떤 물체의 한 점에서 다른 점까지의 최단거리를 길이라고 한다. 그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의 몇
배로 길이를 나타내게 된다. 옛날 사람들은 우리 몸의 일부분의 크기 또는 가까이에 있는 물체의 크기를 기준으로 잡았다. 예를 들
면 고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던 단위의 하나인 큐비트(cubit)는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로 정의하였고 현재도 서양
에서 많이 사용되는 피트(feet)는 엄지발가락 끝에서 뒤꿈치까지의 거리로 정의하였다. 인치(inch)는 마른 보리 세 개를 늘어 놓은
길이이고, 야드(yard)는 양팔을 펼쳤을 때, 손가락 끝에서 다른 손의 손가락 끝까지의 거리의 반으로 정의하였다.” 고재귀자성재
료학,2008, 숭실대학교출판부. p35
10) 三國史記 新羅本紀 拔萃 王의 身長
脫解尼師今立(一云吐解) 時年六十二 姓昔 妃阿孝夫人 脫解 本多婆那國所生也 其國在倭國東北一千里 初其國王娶女國王女爲妻
有娠七年 乃生大卵 王曰 人而生卵不祥也 宜棄之 其女不忍 以帛裹卵並寶物 置於櫝中 浮於海 任其所往 初至金官國海邊 金官
人怪之不取 又至辰韓阿珍浦口 是始祖赫居世在位三十九年也 時海邊老母 以繩引繫海岸 開櫝見之 有一小兒在焉 其母取養之
及壯身長九尺 風神秀朗 智識過人 或曰 此兒不知姓氏 初櫝來時 有一鵲飛鳴而隨之 宜省鵲字 以昔爲氏 又解韞櫝而出 宜名脫
解 脫解 始以漁釣爲業 供養其母 未嘗有懈色 母謂曰 汝非常人 骨相殊異 宜從學以立功名 於是 專精學問 兼知地理 望楊山下瓠
公宅 以爲吉地 設詭計 以取而居之 其地後爲月城 至南解王五年 聞其賢 以其女妻之 至七年 登庸爲大輔 委以政事 儒理將死曰
先王顧命曰 吾死後 無論子壻 以年長且賢者 繼位是以 寡人先立 今也 宜傳其位焉
阿達羅尼師今立 逸聖長子也 身長七尺 豊準 有奇相 母朴氏 支所禮王之女 妃朴氏 內禮夫人 祇摩王之女也
實聖尼師今立 閼智裔孫 大西知伊湌之子 母伊利夫人(伊一作企) 昔登保阿于之女 妃味鄒王女也 實聖身長七尺五寸 明達有遠識 奈
勿薨 其子幼少 國人立實聖 繼位
法興王立 諱原宗 (冊府元龜 姓募名泰(泰 遺事王曆作秦)) 智證王元子 母延帝夫人 妃朴氏 保刀夫人 王身長七尺 寬厚愛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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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사료상에 언급된 왕의 신장은 현재의 평균키보다도 대체로 크며, 비현실적으로 큰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사료에 특별히 신장이 언급된 왕의 경우 모두 7척 이상으로 비범한
신장의 소유자였기에 그러했을 가능성이 크고, 당시 지배층의 영양상태가 좋아 신장이
더 컸을 것으로 가정하면 당시 노역에 동원되었던 사람의 평균신장은 김해 예안리고분군
과 경산 임당고분군 출토 인골을 통한 산출 결과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키와 wingspan의 상관관계는 없으나 한국인의 평균적인 체형을 고려하였을 때 대게 신장
과 비슷하거나 조금 모자란 정도의 wingspan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초로 성
하리 제1호분의 환상구획을 살펴보면 <그림 11>과 같이 3名, 5名, 7名으로 늘어나는 일정
한 비율로 환상구획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 성하리 제1호분 환상구획 기준 추정 모식도

즉, 분중점을 기준으로 작업자가 길게 늘어선 후, 작업자의 wingspan을 尺으로 이용해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며 작업자 자신이 規가 되어 환상구획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성
하리 제1호분에서 관찰되는 환형의 점재된 토낭은 정원형을 그리지 않고 약간의 굴곡이
관찰된다. <그림 11>과 같이 조묘군의 신체를 이용한 구획방식은 여타의 특별한 도구 없
이 대규모 원형의 평면형태를 그리기에 용이하지만 각 작업자의 신체조건과 작업 도중의
여건에 따라 정확한 측정이 불가하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성하리 제1호분의 환상구획에
서 관찰되는 요소에 부합되는 점이 많다. 또한 고분의 축성시 일정한 영조척이 적용되었
다면 고분의 규모는 위계에 따라 그 규모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비록 봉토가 일부 삭평되
며 현재 모습이 原形은 아닐 것이나 봉분의 크기는 일정 구간(23cm)마다 명확한 경계를
가지며 정연한 분포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고분의 현상이 원래의 모습은 아닐
지라도 엄격한 영조척이 적용된 듯한 규모의 분포상을 보이지 않는데 이는 고분의 축성
에 조묘군의 신체크기를 이용한 가변적인 영조척이 이용되어 다양한 규모의 고분이 조성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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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고분을 조성하는데 있어 구획성토는 여러 성토기술과 함께 언급되지만 나름의 소견으
로는 구획성토야말로 고분 조영의 가장 큰 틀이며, 그 기획 안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주장
한 제상성토, 교호성토, 판축성토, 내사향성토, 복발상성토 등등의 각종 성토기술이 사용
되어 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성하리 제1호분을 직접 조사함으로써 구획성
토에 대해 미진하나마 그간의 연구방향과는 또 다르게 생각해 본 글이다.
성하리 제1호분에서 관찰되는 방사상구획은 각 분구마다 선후가 있고 구획으로 나뉜 구
역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구획 간 선후와 구획 간격의 불균등성은 기획에 기
초한 구획열과 기획에 기초한 구획 내에서 작업 효율을 위해 즉흥적으로 구획된 구획열
로 나뉘었기에 나타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즉흥적 효율성에 기인한 구획성토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는 구획재로서의 역할을 부정하거나 단순히 의도성이 없는 구획(분
할), 축차성토 정도로만 언급되었고, 그 선후의 이유와 의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흔히
구획의 수를 조묘군의 투입과 연관 짓는데 기획에 기초한 구획과 즉흥적 효율에 기초한
구획의 분별은 이 조묘군의 파악에 중요한 키포인트이며, 더 나아가 각 고분의 위계와 투
입된 조묘군의 상관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생각된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호석의 축조시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호석에서 확인되는 구획요소는 방사상구
획열과 비슷하게 이어지며, 맞물리거나 엇갈리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곧 호석의 축조에
도 순차가 있고, 호석을 봉분 주연에 크게 한 번에 두른 것이 아니라 각 분구의 작업마다
각각 축조된 것을 의미한다.
성하리 제1호분에서 관찰되는 환상구획은 분중으로부터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의 간
격, 두 번째 열과 호석의 간격이 비슷하였다. 대규모 토목에서 정교한 도량형의 사용이
있었을 것이나 土材가 주로 이용되고 경사지에 위치하는 고분의 특성, 환상구획의 간격
이 당시 영조척과 별다른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보아 당시 작업자의 신체를 이용한
측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조묘군의 신체크기를 이용한 가변적인 영조척의
사용으로 봉토분의 규모는 다양하게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방사상구획과 환상구획에 대한 필자의 소고는 성하리 제1호분에서 나타나
는 현상을 관찰하여 도출한 결과로 분석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과 논리적 비약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성하리 제1호분의 현존상태만을 다루어 봉토의 본래 높이 등, 그 원상에
다가선 상태에서 검토하지 않아 환상구획의 기준이 본고의 검토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차이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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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의 축조양상을 파악하여 정황근거를 삼고, 고분 구획성토의 특징과 의의, 혹은 시공
적 변천 과정 등의 결과물을 도출해야 하였으나 그러지 못하고 구획성토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에만 그친 모양새가 되었다. 다만 기존의 봉토조사에서의 토층도로는 이와 같
은 정황증거를 찾기가 어려워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다르게 매장주체부만 아
니라 봉토분을 포함한 고분의 봉분 자체에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지며 보다 진
일보한 발굴기술로 정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집적되는 자료를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논문접수일(2017.4.24) ▶심사완료일(2017.10.11) ▶게재확정일(2017.10.20)

96

제30호

|참고문헌|
경북대학교박물관, 2003, 大邱 花園 城山里1號墳, 學術叢書29.

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2004, 大邱 不老洞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91․93號墳-, 學術調
査報告 第44冊.

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2012, 義城大里理 二號墳Ⅱ -B봉토·주변유구·A-5호-, 學術
調査報告 第185冊.

啟明大學校 行素博物館, 2006, 星州星山洞古墳群, 啓明大學校 行素博物館 遺蹟調査報
告 第13輯.

大東文化財硏究院, 2015, 達城 城下里遺蹟Ⅱ, 學術調査報告 第 73冊.
고재귀, 2008, 자성재료학, 숭실대학교출판부.
국립김해박물관, 2015, 뼈?뼈!.

국립중앙박물관, 2010, 황금의 나라 신라의 왕릉 황남대총.
高光彬, 2004,「石窟庵 石窟의 建築構造와 室內環境에 관한 硏究」, 朝鮮大學校 産業大學院
建築工學科 碩士學位論文.

권오영, 2014, 「토목기술과 도성조영」, 삼국시대 고고학개론1, 8-61, 진인진.
金姜男, 2011, 「5∼6世紀 琴湖江流域 封土墳의 築造方式과 性格」, 嶺南大學校大學院 碩士
學位論文.
金世基, 2001, 「三國時代 封土墳의 護石에 대하여-성주 성산동고분군의 新資料를 중심으
로-」, 古文化57, 41-75, 韓國大學博物館協會.

金永弼, 2009, 「韓國傳統建築의 尺度 硏究」, 朝鮮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論文.

박미정, 2006,「삼국시대 봉토분 조사방법론」, 야외고고학창간호, 147-174, 사단법인한
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2009,「三國時代 封墳築造 方法의 變化 試論-大邱 不老洞古墳群을 중심으로-」,
東亞文化6, 33-53,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손재현, 2015,「한국 고대 성토구조물에서 토괴의 기능과 의미」, 中央考古硏究17, 1-46,
중앙문화재연구원.
李承烈, 2012, 「달성 성하리1호분의 구조와 축조방법」, 『생산과 유통』, 제10회 영남·구주
고고학회 합동대회, 347-377, 嶺南考古學會.

曹永鉉, 1993, 「封土墳의 盛土方式에 관하여 -區分盛土現像을 中心으로-」, 嶺南考古學13,
31-54, 嶺南考古學會.

달성 성하리 제1호분을 통해 본 구획성토의 諸觀點

97

＿＿＿, 2001, 「嶺南地方 後期古墳의 築造推移」, 『6~7세기 영남지방의 고고학』, 第10回 嶺
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91-114, 嶺南考古學會.

＿＿＿, 2002a, 「韓日封土墳の築成方式に関する硏究 －区画築造要素を中心に-」, 福岡大
学 博士學位論文.

＿＿＿, 2002b, 「황남대총과 천마총의 구획축조에 대하여」, 嶺南考古學31, 83-115, 嶺
南考古學會.

＿＿＿, 2008, 「5世紀代 大伽倻 古冢의 築造推移 - 池山洞73·74·75號墳을 중심으로」,

5세기대 일본열도의 고분문화, 71-101, (재)대동문화재연구원 제1회 초청
강연회.

＿＿＿, 2010, 「羅州 伏岩里3號憤의 區劃築造」, 한국고고학보77, 97-126, 한국고고학회.
한옥민, 2016,「榮山江流域 古墳의 墳形과 築造過程 硏究」, 木浦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論文.

洪大雨, 2007, 「護石의 露出 與否에 관한 硏究-嶺南地方의 盛期 古塚을 中心으로」, 大東
考古創刊號, 51-76, 재단법인 대동문화재연구원.

홍보식, 2013, 「고분의 봉분 조사 방법과 축조기술」, 삼국시대 고분 축조기술, 12-87, 대
한문화재연구원.
洪振碩, 2011, 「영산강유역 고분의 분구 축조과정」, 木浦大學校 大學院.

98

제30호

Perspectives on Compartmentalized Embankment
in the Analysis of DalseongSeongha-riTombNo.1
Hyun-jung Park
(Dae-Dong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For Seongha-ri Tomb No.1, a quartering-based and tiered approach to soil scraping
was employed in the 3D examination of tumulus construction patterns while retaining
as many element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tumulus as possible. The bags of soil,
which have been used as materials for compartment, were preserved in the shape of clay
rim, forming a certain line. Based on this, a fragment of compartmentalized embankment
could have been identified. This paper considers my own contemplative study of the
compartmentalized embankment patterns in Dalseong Seongha-ri Tomb No.1, which was
not mentioned in the report.
Compartmentalized embankment of Dalseong Seongha-ri Tomb No.1 consists of
radial and annular compartments. The radial compartment is a sequential compartment,
where the order of the compartment can be found in each burial mound tumulus that has
been compartmentalized, atunequal intervals. The annular compartment, unlike the radial
compartment, does not have a line of soil bags, but it has been found in the scattered soil
bags, stone circles, and from the summit of earthen mounds.
The analysis of radial compartment is based on an approach to the original
functions of soil bag formation that serves as a valuable relict of the reasons for the
sequential compartment employed between burial mound tumuli as well as the inequality
of surface area across sections, which allows the radial compartment to be distinguished
between planned compartment and improvised compartment. Previous studies tended to
deny the role that the improvisational efficiency-based compartmenthas as a material for
compartmentalization, or they tended to describe it with other terms, different from the
terms indicating compartment such as division or partition; however, they did not place
too much emphasis on it. If the types of the radial compartment can be classified as in this
paper, the underlying concept of “number of compartments = number of tomb builders”
will make it possible to validate existing argumentsthat the number of compartments
increases with hierarchical levels such as the size of burial mound or decreases over time.
In addition, such approach allowed this paper to consider the construction of stone circles;
and it was concluded that each stone circle was built at the time of compartmentalizing the
burial mound tumulusin accordance with the radial compartment of the tomb, rather than
enclosing the burial mound with a single circle at once.
The annular compartment of Seongha-ri Tomb No.1 is found at regular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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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center. This interval would have been based on the measuring units of the time,
buta range of evidence - such as the scale of burial mound, which seems little related to
measurement units used at that time, the characteristics of burial mound located on the
slopes, and the fact that soil was mainly used as embankment material – suggests that
variable measuring units that utilize various physiological measures such as tomb builder’s
body size must have been used.
Key words : Dalseong Seongha-ri Tomb No.1, compartmentalized embankment, planning,
efficiency, tomb builder, construction of tom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