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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발굴조사는 지형변경에 의해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유적·유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비 또는 성격 구명을 위한 조사 사례도 상당하다. 조사 계기와
원인을 불문하고, 새로운 조사는 기왕에 이루어진 조사와 연구 내용을 확인 점검하고,
기 조사에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확인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매우 중요한
연구과정이므로 조사자 본인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않된다.
발굴조사는 조사 목적에 부합한 조사 방법의 선택은 물론 조사 대상물에 대한 인식의 이해
폭 진전에 의해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의 확인이 이루어져 고고학의 발전이
기대되고,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고고학의 대상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고분은 당시의 공통된 매장 전통과 구축기술이 반영되면서도 구축 시기와 입지, 규모
등에 의해 개별 고분만의 특징이 있어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을
구명하거나 지형 변경에 의해 소멸될 위기에 처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경우,
해당 고분의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축 기술, 지형 활용, 지반 굴착과 정지,
묘광 굴착과 매장주체시설 구조와 구축 방법, 석재의 암질과 특성, 가공기술, 개석의
피복 방법과 충전공간의 충전재와 마감 방법, 봉분을 구성하는 성토재의 물성과 단계별
성토 공정과 성토재 구성, 성토 공법 등 연구의 기본적인 사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해당
조사법이 요구된다. 영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고총의 조사는
고총의 조성 공정 단계 역순으로 조사해야 하는 원칙을 벗어나는 조사방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다양한 조사법은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으므로 향후 보다
발전된 선진 조사법을 계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 고총고분, 봉분, 목곽, 수혈식석곽, 벽체, 매장주체시설, 성토. 토목공법

36

제31호

Ⅰ. 머리말
삼국시대 고분은 매장주체시설에 의해 목곽묘·적석목곽묘·수혈식석곽묘·횡구식석
실묘·횡혈식석실묘·옹관묘 등으로 구분되고, 지표에 큰 봉분이 있는 소위 고총과 비고
총으로 구분된다. 영남지역에 분포하는 고총의 매장주체시설로는 목곽·적석목곽·수혈
식석곽·횡구식석실·횡혈식석실·옹관 등이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고총의 조사에는 다
양한 방법이 시도되어 왔고, 각각의 조사방법은 장·단점도 있었다. 조사 기간이 짧고, 예
산이 적으면, 조사는 극히 부분적으로만 실시되었고, 기간과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봉분
뿐만 아니라 매장주체시설 내부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 과거의 고총
조사는 주로 매장주체시설과 그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유물 수거에 초점이 두어졌고, 봉
분 조사는 매우 소략하였다.
최근에 삼국시대 토목구조물에 관심이 증가되면서, 고총을 토목고고학의 주요 대상물
로 인식하면서 매장주체시설 뿐만 아니라 매장주체시설을 보호하고 외관적 과시성을 나
타내는 봉분을 대상으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봉분의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
고 있지만, 한편으론 봉분에 대한 이해가 낮거나 앞서 이루어진 조사 방법과 해석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에 의해 나타나는 획일적 조사와 해석이 이루어지는 모순도 없지 않았다.
또 조사자 본인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조사 원칙에 벗어난 조사가 행해진 사례도 일부
있었다.
발굴조사는 지형변경에 의해 훼손되거나 없어지는 유적·유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도 있지만, 정비 또는 성격 구명을 위한 조사도 실시되었거나 되고 있다. 조사 계기와 원
인이야 어떠하든간에 새로운 조사는 기왕에 이루어진 조사 내용을 확인 점검하고 동시에
기왕에는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확인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매우 중요한 연구과
정이다. 조사 목적에 부합한 조사 방법의 선택은 물론 전에는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
의 확인이 이루어지므로서 고고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
는 고고학의 대상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고
총의 조사 과정과 방법, 조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정보들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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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구 존부와 봉분 규모 및 평면형태 조사
1. 유구 존부 조사
고분의 조사 목적은 다양할 수 있는데, 크게 성격 구명 또는 정비를 목적으로 한 조사와
개발에 따른 조사로 구분된다. 성격 구명과 정비 목적의 조사도 어느 정도 조사를 할 것
1)

인지에 따라 조사 방법은 물론 조사 기간과 예산이 다를 수 있다 .
고분의 존부와 외연 정도만을 밝히기 위
한 조사일 경우, 유구가 유존될 것으로 예
상되거나 추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트
2)

렌치를 설정한다 . 트렌치는 유구의 존재
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훼손을 최소
화 할 수 있는 범위와 방향으로 설정되어
야 한다. 외관상 유구일 것으로 판단될 경
우, 유구가 입지된 지형을 고려하되, 대개
구릉의 장축과 단축 방향의 가장자리를
대상으로 2분 또는 4분의 트렌치를 설정
하고, 트렌치 내부의 평면과 단면 조사를
실시하여 유구의 존재와 범위 및 규모 등
을 파악할 수 있다. 유구의 존재 및 범위
와 규모 등이 파악되었다면, 단면과 평면
<그림 1> 유구 존부 확인(연산동고분군)

에서 확인된 조사 내용과 특징을 기록하
여 대상 유구의 개략적인 성격 이해 및 정
3)

비 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와 향후의 조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추후의 조
사를 위한 기준 좌표와 해발고도 등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

1) 삼
 국시대 고분의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류창환, 2011 ;박미정, 2006 ;조영현, 1993·2008·2011
;홍보식, 2009·2010·2012·2013).
2) 표
 면적 관찰을 통해 봉분의 잔존 양상과 외관 등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지만, 내부 상황을 파악해서 조사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서는 부분적인 절개를 하지 않고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 다만 최근 지하물리탐사법이 실시되는 사례도 있지만, 정확한 내용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3) 시기·지역·규모·입지·성토재 등에 따라 개별 고분마다 축조 기술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고에서 서술하는 조사방법과 확인 내용은
일반론적인 내용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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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에서 유구의 존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상 지역의 지형을 고려하여 트렌치를 설
정하되, 대개 능선 정상부는 주능선 방향으로, 경사면은 경사면 방향으로 트렌치를 설
정한다. 이 경우, 유구의 존재 유무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가능한 유구 손상을 줄여야
하므로 트렌치간의 거리를 최대한 이격하고, 트렌치 너비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유구
의 존부뿐만 아니라 유구의 밀집도와 보다 정확한 유적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일 경
우, 트렌치간의 거리를 좁혀 많이 설정하고, 구릉뿐만 아니라 평지에도 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트렌치 조사에 의해 유구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2. 봉분 범위와 형태 확인
유존된 봉분을 정비 목적으로 조사를 행할 경우, 봉분의 범위와 규모 및 평면형태 등
을 확인하여 정비복원의 기초자료를 획득한다. 모든 봉분 조사는 매장주체시설의 장축
과 단축의 중심을 관통하는 조사방법이 기본이다. 매장주체시설의 장축과 단축이 확인
되지 않거나 수풀이 우거져 봉분 평면형태가 불분명하면, 능선의 장축과 단축 방향으로
트렌치를 설정하는 조사방법을 적용하면 어느 정도 유구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
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매장주체시설의 일부가 도굴되었다면, 도굴갱을 통해서 매
장주체시설의 장축과 단축의 중심 확인이 가능할 수 도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하면 된다.
봉분 범위와 규모 및 평면형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는 매장주체부의 장축과 단축
의 중심을 관통하는 ‘十’자 모양의 트렌치를 추정 봉분 안쪽 지점에서 봉분 바깥으로 연
장 설정하여 실시하면, 봉분 기저부 뿐만 아니라 주구나 제사유구 등의 확인도 부분적으
로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봉분 기저부를 대상으로 트렌치 조사를 통해 조사 목적을
달성하면서 유구의 손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트렌치 내부의 평면 제토를 실시하면서 봉
분의 현존 상태 및 성토재 구성과 단위, 성토방식 등을 확인하고, 단면의 토층과 비교 검
토를 통해 개략적인 봉분 구축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조사 목적이 봉분 규모와 잔존 양상, 봉분 내부의 부분적인 정보 확인을 위한 것이라
4)

면, 조사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예산과 기간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 . 조사 목
적에 부합한 기간과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조사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조사 방법
을 모색해야 한다. 봉분 규모와 잔존 양상, 그리고 봉분 내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4) 적
 절한 조사 기간과 소요 예산은 획일적이지 않고, 봉분의 규모와 잔존 양상 등에 따라 다라질 수 있으므로 유동적이지만, 기왕에
이루어진 봉분 조사에 소요된 기간과 예산을 참조하면, 적절한 예상치는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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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된 봉분의 최소한을 절개하는 조사
방법이 요구된다. 매장주체부의 주축방향
을 추정 내지 확인하여 장축과 단축의 중
심을 가로지르는 4분 트렌치 조사를 실시
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트렌치 조사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부분은 단면의 토층
이므로 매장주체시설의 장축과 단축의 중
<그림 2> 봉분 규모 및 형태 확인 조사(연산동고분군)

심선에 토층 둑이 설정되도록 해야 한다.

상기의 조사 목적, 특히 봉분 내부의 정보를 획인하려면, 트렌치 내부의 봉분을 일정량
제거하지 않으면 어렵지만, 한편으론 봉분 일부가 제거되는 행위가 수반되므로 면밀한
관찰과 기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트렌치의 너비는 봉분의 규모, 특히 높이에 따라 유동적이다. 봉분 높이가 높으면, 트렌치
너비를 약간 넓게 하고, 낮으면 좁게 하는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면 된다. 일반적
으로 트렌치 너비는 1m 내외가 적절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봉분 조사의 대부분은 트렌치
내부의 평면조사를 면밀하게 하지 않고, 주로 단면 토층에 조사 초점이 두어져 왔고, 단면
토층에서 나타난 양상을 근거로 전체 양상을 설명하고 이해하여 온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봉분의 장축과 단축의 중심은 봉분을 구축하는 기준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예를 들면, 구획의 기준)들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트렌치 내부 조
사 시 평면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트렌치 내부의 평면조사는 위로부터 제토를 하되, 특별한 제토 기준은 설정하기 어렵다.
트렌치 조사는 최소한의 절개를 실시하여 봉분 내부의 정보를 획득하고, 앞으로 본격적인
봉분 조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기왕에 이루어진 유사한 입지 환경과 지질 조
건, 봉분 규모와 매장주체시설의 종류, 봉분 성토 공정과 성토 방식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하다. 일정 단위로 봉토를 제거되면서 평면에
서 특징적인 양상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면서 하강하되, 특징적인 양상이 확인되면 기록(도
면·사진 등)하여 추후에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조사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
록 한다. 평면 조사에서 나타난 양상과 단면에서 나타난 양상을 서로 비교 검토하여 유의
미한 내용(성토재 구성과 비율, 성토재 단위, 성토 방식, 구획 등)을 도출한다. 트렌치 내
부 조사 도중 봉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확인되면, 조사를 계속 진
행할 것인지 검토한다. 봉분 제사 유구 또는 유물이 집중되면, 기록한 후, 제거하지 말고,
유존시키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평면과 단면에서 층 조사를 할 경우, 물성이 다른 성토재를 세밀하게 구분하는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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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한다. 층의 구분을 크게 하면, 성토재 단위와 성토재를 운반해 온 도구의 추정,
단위 성토재 구성과 형태 및 두께, 성토 방식 등의 논의와 검토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조사 종료 후, 연구실에서 검토한 결과, 세분된 층을 합치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사 현장에
서 층 구분을 세분하지 않고, 연구실에서 층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하더라도 왜곡
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토층과 평면 범위가 세분되어야 하는 결론에 도달해도 구분이 불가
능하다. 따라서 층 구분과 평면 범위는 가능한 한 세분하는 방법이 좋다. 층을 구분할 때,
성토공정을 나타내는 구분과 성토 범위 및 성토재 단위를 나타내는 구분은 별개이다.
4분법에 의한 트렌치 조사에서 확인된 정보들은 트렌치가 설정된 부분의 봉분 내용을
나타내므로 트렌치 내부에서 확인된 내용들을 봉분 전체의 양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
다. 최근 봉분을 전면 조사한 조사 보고 내용에 의하면, 특정 부분에 설정된 트렌치의 토
층은 전체를 대변한다기보다 해당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적인 모습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4분법에 의한 트렌치 조사의 내용은 해당 부위의 봉분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트렌치 조사에서 나타난 정보가 부분적이기는 하더라도
성토재 단위, 성토재 구성과 물성, 성토방식 등의 특징과 내용들을 통해 조사 대상 고분
의 봉분에 대한 개괄적인 양상을 이해하는 정보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

Ⅲ. 봉분 조사
1. 봉분의 부분과 매장주체부 조사
봉분의 부분적인 조사와 매장주체부의 내부 특징 및 부장 유물의 부장양상과 구성 등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조사가 목적이라면, 앞에 서술한 내용과 절차대로 봉분 조사를 실
시하되, 매장주체부의 위치 및 범위와 구조, 매장주체시설과 봉분과의 관계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 기록한다. 트렌치 내부에서 매장주체부와 직접 관련된 부위가 확인되면, 매장
주체부가 확인된 구간은 조사를 진행하지 말고, 봉분 조사만 실시한다. 매장주체부 조사
는 봉토를 제거한 후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트렌치 내부를 통한 조사가 완료되고, 평
면과 단면의 토층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와 분석을 한 후, 매장주체부 조사를 위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과거 매장주체부 조사에 필요한 범위를 대상으로 수직으로 봉분을 절
5)

개하는 방식이 선호되었는데, 현재로서도 이 방법 외에 대안은 없다 .

5) 매
 장주체시설 내부를 확인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내시경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매장주체시설 내부가 훼손되지 않고 부장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야 의미가 있고, 흙이나 돌로 채워져 있지 않아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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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주체부의 상부에 조성된 봉토를 제거하되 과거와 같이 트렌치에서 확인된 정보만
을 가지고 매장주체부 상부의 봉분을 별다른 절차없이 제거하지 말고, 제거해야 할 매장
주체부 상부의 봉분 역시 트렌치 조사에서 확보된 정보들을 근거로 수평 제토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의 수평제토는 트렌치 조사를 통해 이미 확보된 내용과
특징들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조사는
수월할 수 있지만, 봉분의 중심부는 봉
분 구축의 중심에 해당되어 봉분 구축
의 중요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면
밀한 평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매
장주체부 조사는 후에 기술하는 내용
과 중복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변칙적이지만, 봉분의 상부 즉, 매장
주체부의 상부 봉분을 제거하지 않고
매장주체시설의 부분적인 내부 조사가
<그림 3> 4분 트렌치 조사와 매장주체부 조사 사례
(산청 생초 M13호분)

가능한 방법도 있다. 다소 아이러니하지
만, 도굴갱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도굴

이 되었을 경우, 평면조사를 하여 도굴 범위를 확인하고, 도굴갱을 대상으로 간이 트렌치
를 설정하여 단면과 평면 조사를 실시하여 교란된 깊이와 범위를 확인한 후 교란토를 제
거하고, 매장주체시설 내부로 진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매장주체시설이 목곽이거
나 뚜껑이 목재여서 함몰된 경우, 내부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돌 뚜껑이라 하더라도
붕괴 우려가 있거나 인명 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으면 이 방법은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내부 조사가 가능한 것은 매장주체시설이 무너지지 않고, 개석이 양호하게 잔존되어 내
부 진입이 가능한 석곽이나 석실에 한해서이다. 내부 진입이 가능한 매장주체시설의 경
우,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개석과 벽체의 붕괴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지대
를 설치하여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도굴갱의 교란토를 제거하고 매장주체시설 내부로 진입하여 내부에 채워진 교란토를
제거한다. 매장주체시설 내부에 전등을 설치하더라도 어두워 소형 유물과 파편 등은 흙
과 함께 버려질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서 내부토를 제거하되, 하부의 유물에 손
상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제거하고, 제거한 흙은 체로 걸러서 유물의 유무를 확인하는 작
업이 뒤따라야 한다. 매장주체시설 내부가 도굴되어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바닥 또는 바
닥 가까이에는 매장 당시의 정보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데, 밝지 않은 조건에서 조사
를 실시하면, 중요한 정보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 바닥의 정밀조사는 개석을 제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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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석을 제거하지 않고 조사를 해야 할 경우, 부장 유물의 관
찰이 가능하도록 내부 조도를 높이고, 진행해야 한다. 내부토를 어느 정도 제거한 후, 개
석 하면과 벽체의 관계를 조사하고 기록한다. 개석과 벽체와의 관계 등의 조사 방향과 방
법 및 절차는 Ⅳ장의 매장주체시설 조사에서 다시 서술한다.

2. 봉분 전면 조사
1) 계단식 제토 조사법의 문제
봉분과 매장주체부 등 전체적인 성격 구명을 위한 학술발굴 또는 지형 변경에 수반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고분은 가능하면 봉분의 상세한 조사와 매장주체시설의 내부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봉분을 전면 조사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다양하게 시도되었
는데, 완벽한 조사방법은 없었지만 최대한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조사법을 택하는 것
이 필요하다. 조사법의 선택은 기본조사 또는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검토 분
석하여 해당 고분의 실체를 최대한 밝히기 위한 적절하면서도 최선의 조사법을 선택해야
한다.
봉분 조사법은 다양하지만, 최근 일부 고분에서 행해지고 있는 계단식 제토 조사법과
구획성토의 설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계단식 제토 조사법의 문제점에 대
해서는 이미 지적한 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고수하는 사례가 있다(홍보식,
2013, 42~45쪽). 다시 한 번 계단식 제토 조사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둔다.
봉분을 구성한 봉토는 전체가 동일하지 않고, 부위마다 다를 수 있고, 실제 조사에서도
6)

확인되었다 . 부위마다 성토재와 성토 단위, 동일 물성재의 범위와 두께 등이 다르기 때
문에 봉분 및 봉토의 사실과 무관하게 현재의 조사자가 임의적으로 일정 단위씩 제거하
면, 제거된 부위의 정보는 기록되지 않고, 전체적인 검토 이전에 이미 사라져 버리게 되
는 모순이 있다. 이는 가장 늦게 성토되었거나 퇴적된 층, 즉 과거에 이루어진 행위의 역
순으로 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층위 발굴 조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리고 잔존된 부분
은 전체 모습이 아니라 잔존된 부분만의 모습을 나타내고, 이미 제거된 봉토와의 관계,
예를 들면 동일 물성의 성토재 범위와 두께, 중첩되었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성토재와의
관계, 특정 토목공법(토제 등), 동일 공정 내에 성토된 봉토 전체 양상의 이해를 할 수 있
는 기회를 조사자 스스로 없애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 특히 매장주체부를 감싸면서 심
부부터 조성하여 외측으로 넓혀가는 방식의 봉분 확장형 고총의 봉분 조사 경우, 계단식

6) 부산 연산동 M3호분과 창녕 교동 7호분 등이 대표적이다.

고총 조사 방법 -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

43

제토 조사법으로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왜곡된 결과가 나올
우려도 있다(홍보식, 2012, 658~659쪽).
그리고 계단식 제토 조사법의 가장 큰 목적인 구획(또는 분할)성토의 확인에도 적절한
조사법이라 하기 어렵다. 계단식 제토 조사법에서 제토하고 남은 봉분의 단면 토층에 나
타나는 지그재그 현상은 봉분의 모든 횡 토층 단면에서 나타나는 양상이므로 구획 또는
분할 성토의 본질은 아니다. 토층 단면에서 좌우 상하층이 지그재그로 겹쳐진 것은 어디
까지나 물성이 다른 성토재의 차이와 경계를 나타내는 현상이다. 이는 물성이 다른 성토
재의 가장자리 부위를 겹치게 성토하므로서 물성이 다른 성토재간의 인장력을 높이기 위
한 토목공법의 일환이다. 그리고 계단식 제토 조사법에서는 동일 성토 공정 단계에서 성
토된 물성이 다른 성토재의 범위와 비율 파악을 어렵게 한다. 또한 단면에서 나타난 지그
재그 현상은 특정 지점에서 수직적이지 않고, 좌우로 이동할 뿐만 아니라 겹쳐지는 두께
도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단면에서 지그재그 현상을 보이는 토층을 평면적으로 노출시켜
보면, 한 방향으로 직선적이지 않고 부정형인 예가 많다.
따라서 물성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평면상에서의 구분되는 모습을 구획이나 분할로 인
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 구획 또는 분할이란 봉분 전체를 대상으로 관찰해야 하
고, 전체 양상을 근거로 논의되어야 한다. 구획(또는 분할)성토는 봉분을 효율적이고 견고
하게 구축하기 위한 구축 방식과 토목공법으로서 타원형 봉분을 2등분 또는 3등분으로 구
획하거나 지형의 고저 차이에 의해 야기되는 공정단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법 등의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임의적인 계단식 제토 조사법에서는 상기와 같은 내용과 특징
을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상당한 면적의 봉분이 제거되어 버리기 때문에 관찰하기 어렵다.
따라서 계단식 제토 조사법은 계
단식으로 제토된 단면에서 지그재
그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하나의 고분 봉분을
조사할 때, 복수의 조사방법을 적용
하면, 횡·종의 층과 평면상의 단위
뿐만 아니라 상하간의 층 연결이 어
렵고, 해석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
<그림 4> 계단식 제토 조사(달성 성하리 1호분)

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도면 작성과 사진 제공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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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평 제토 조사법
봉분을 구성한 전반적인 내용과 특징, 그리고 상부에서 하부에 이르기까지의 봉토재와
성토방식, 물성이 다른 성토재의 평면 범위와 배치 위치 및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
사법으로는 수평제토 조사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사법 중에서 최선이다. 수평제토
조사법은 해발 높이에 따라 제토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봉분의 성토공정에 맞춰 공정 단
계별로 제토하면서 내용과 특징을 파악하여 봉분 구축 기술 및 매장주체시설과의 관계에
7)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조사법이다 .
수평제토 조사법은 봉분이 위치한 지형 조건이나 성토 공정 등에 따라 제토 기준과 부
위, 면적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봉분 내부 양상을 모른 상태에서 수평
제토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평제토를 위해서는 제토 기준 또는
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수평제토의 기준 또는 근거를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매장주체시
설의 장축과 단축의 중심을 관통하는 트렌치를 설정한 후, 트렌치 내부 평면과 단면의 토
층 조사를 통해 제토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 외는 없다. 제토의 기준이나 근거는 평면과
단면에서의 유의미한 변화, 예를 들면 각 트렌치의 토층에서 봉분의 전체 성토의 각 공정
단계를 파악·설정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각 트렌치에서 파악된 성토 공정단계가 동등하게 대응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모든 트렌
치의 토층과 성토 단계를 비교 검토하여 각 트렌치에서 확인된 몇 단계 공정이 서로 대응
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트렌치 내부의 조사가 완료되어야만 가능하다. 트렌치
내의 평면과 단면을 일부 제토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봉분의 전면 제토를 병행하는 조사
법도 고려할 수 있지만, 실제 성토 공정 단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수평제토를 할 가능성이
높아 수평제토 조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적정한 트렌치 너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제거되는 봉분 면적이 달라지므로 트렌치
너비의 설정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트렌치 너비의 절대적 수치는 없지만, 조사 대상 봉분
의 규모와 조사 목적에 따라 적절한 너비를 설정하면 된다. 봉분 직경이 길고, 높이가 높
으면, 조사 목적 달성도와 안전사고 위험 발생 등을 고려하여 트렌치 너비를 다소 넓게
하고, 직경이 짧고 높이가 낮으면, 트렌치 너비를 좁게 하는 등 탄력적으로 설정하면 된다.
봉분 규모가 클 경우, 탐색 트렌치의 수를 증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매장주체부의 중심을 지나는 장축과 단축 방향의 트렌치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7) 물
 론 수평제토 조사법도 완전한 조사법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적용된 조사법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획득하여 고분 구축 기술과
행위들을 해석 및 복원할 수 있는 조사법이라 할 수 있다. 수평제토 조사법은 오랜 조사 기간과 예산 소요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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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축과 단축 사이를 등분한 지점에 트렌치
를 설정하여 조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럴 경우, 수평제토를 통해서 나타
나는 평면에서의 성토재 구분에 제약을 받
을 수도 있고, 동일 물성의 성토재 범위가
트렌치에 의해 이미 잘려나갈 우려도 있으
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런 우려
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매장주체시
설의 중심을 지나는 4분 트렌치를 통해 봉
분 내부의 정보를 확인하고, 그것을 근거
로 봉분을 수평제토 하기 전에 장축과 단
축 사이의 등분된 지점에 토층 관찰용 둑
을 설정하는 방안이 있다. 토층둑은 둑의
층을 통해 정보 확인 및 획득뿐만 아니라
<그림 5> 수평 제토 조사법
(연산동 M3호분 상: 3차, 하: 6차)

조사 과정에서 조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동로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둑이 무너

지지 않을 정도의 너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왕의 트렌치 단면 토층 조사와 기록은 片面만을 대상으로 하여왔는데, 좁은
거리에도 불구하고, 양측 단면 토층의 양상과 반영된 정보가 다르거나 정보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양쪽 단면의 토층을 조사한 후, 양쪽 단면 모두 사진 촬영을 하고, 양쪽
단면의 정보가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보다 양호한 편면의 토층 도면을 작성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보고를 할 경우, 토층 도면은 편면을 보고하더라도 사진 정보는 양쪽 단면의
정보가 모두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트렌치 너비가 좁아 단면 토층 촬영이 어렵거나 촬영했더라도 사각이
되어 제대로 토층 현상을 담지 못하고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토층 단면 길이가 길고, 높
이가 높을 경우, 토층을 조사한 후, 흙이 마르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두고, 수평제토
를 하여 어느 정도 깊이까지 봉토가 제거된 단면의 토층을 사진 촬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야 한다.
봉분의 토층 단면은 길고 높아 햇빛이 강한 일기에서는 그림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흐
린 날 또는 일출 전, 일몰 직후에 촬영하여 가능한 토층 단면에 나타난 천연색상에 가깝
도록 표현되어야 한다. 토층 사진은 전체와 부분 모두 촬영하되, 정면과 동일 레벨에서
토층을 촬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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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과 단면 조사에서 나타난 토층을 구분하기 위해 선을 긋는 행위 자체가 인위적으
로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선을 그어 구분하지 않고, 단면을 깨끗하게
정리한 상태의 사진을 촬영하고, 조사자가 토층도면을 작성하여 보고한 사례가 있다(대
동문화재연구원, 2012). 토층을 구분하기 위해 조사자가 토층선을 긋는 행위가 토층을 왜
곡할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자는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상황
을 관찰한 결과와 실제 단면과 평면에서 구분된 층의 특징-색상·입자 구성과 점성 등의
물성-들을 파악하여 구분하기 때문에 토층 양상을 제대로 표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층을 구분하지 않고 토층도를 작성하는 행위 역시 왜곡이 없다고 장담하기 어렵
다. 뿐만 아니라 토층을 구분하지 않은 사진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실제 토층의 색상을 충
실하게 반영한 고해상도의 사진이 제공되어야만, 발굴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가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토층 색상이 실제에 가깝게 보고되지 않으면, 보고 내
용은 다수 연구자가 신뢰하기 어려운 의미없는 것이 될 우려도 있다. 또한 토층을 구분하
지 않고서는 토층도 작성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상 작성되었더라도 도면에 표기된
구분 역시 조사자가 작성할 수밖에 없다. 층을 구분해서 토층도를 작성하면 조사자의 주
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과는 배치될 수밖에 없다.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층 구분을 하지 않는 토층도를 작성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보고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
해 조사자가 토층 선을 구분되기 전의 모습과 구분된 후의 모습 모두를 촬영하여 보고하
는 방법도 있다. 발굴조사 내용 보고는 조사자만이 알 수 있는 보고가 아니라 조사에 참
가하지 않은 다수의 연구자에게도 정확하고 유용한, 객관적인 보고가 반드시 되어야 하
는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트렌치 내부 평면 조사 결과도 기록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개 트렌치가 장축과 단축
의 중심부를 지나므로 봉분 구축 구명을 위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
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트렌치 내부 평면을 조사할 경우, 면밀한 주의를 기울려서 유의
미한 양상의 파악을 통해 단면의 토층 양상과 비교 검토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보다 객관
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트렌치 내부 조사를 면밀하게 하고 기록을 작성
하여 봉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평제토 조사에서 확인되는 양상과 비교 검토하여 전체
평면 양상을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트렌치 내부의 평면 및 단면 조사를 통해 공정 단계의 구분이 이루어지면, 봉분의 내
부 정보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는 가능하다. 면밀한 검토와 각 트렌치에서 획득된 정보를
토대로 봉분 조성의 역순으로 봉토를 제토하면서 유의미한 양상을 체크한다. 이 때의 수
평 제토 대상은 같은 공정 단계에서 이루어진 봉토 전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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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트렌치에서 확인된 공정 단계가 획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
성이 다른 성토재의 좌우가 겹쳐져 있어 제토하는데 곤란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조사과정에서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현재로서는 제시
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성토공정에 근접하도록 제토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공정 단계별로 제토를 하되, 기록을 해야 할 평면, 즉 공정의 시작면을 기준할
것인지 아니면 공정의 종료면을 기준할 것인지 애매모호할 수도 있다. 동일 공정 단계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지므로 어느 높이에서 해당 단계의 평면 상황을 기록할 것
인가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데, 원칙은 해당 공정 단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평면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기준은 트렌치 조사 시 파악하고 기록한 평면과 단면의 양상
을 참고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그리고 장축과 단축 사이를 연결한 둑을 설정하여 횡적인 토층 양상을 파악하는 방법
도 봉분 구축의 정보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조사법은 계단식
제토 조사법의 단점, 즉 평면 조사를 하기 전에 제토되는 문제점도 극복할 수 있다. 계
단식 제토 조사법의 가장 큰 목적인 단면에서의 지그재그 양상을 임의적으로 제토하지
않고도 관찰 가능한 조사법이다.
위와 같은 조사 과정을 반복하면
서 수평 제토를 하되 매 공정 단계의
평면 양상을 기록하여 각 공정 단계
의 특징들(성토재의 물성 구성과 비
율·범위·두께·성토재 단위 등)을
파악하고 기록하면서 토목공법적 관
점에서의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수평 제토를 행하면서, 이미
<그림 7> 구획의 석축(의성 대리리 2호분)

파악하고 설정된 토층 단면의 정보

들에 대한 검증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하기 어렵지만, 봉분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평면형태가 타원형이거나 지형의 고저
차이가 큰 곳에 조영된 고총의 경우, 봉분 조성 작업의 효율성 또는 지형의 고저 차이를
극복하면서 견고한 봉분을 구축하기 위해 봉분을 2~3등분으로 구분하여 구축한 사례도
8)

9)

확인된다 . 그리고 봉분 내부에 석축을 하거나 실트토괴를 일정 높이로 쌓은 사례도

8) 부산 연산동 M3호분(부산박물관, 2014)을 들 수 있다.
9) 의성 대리리 2호분 A봉토분(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2)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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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있다 . 봉분 내부에 석축을 한 경우, 한쪽 면은 반듯하지만, 반대쪽은 불규칙하게 울툭불
툭하다. 이는 반듯한 면이 있는 방향에서 석축되었고, 그 반대 부분부터 먼저 봉토가 성
토되었음을 나타낸다. 즉 입면이 반듯하고 고른 석축면은 노출된 상태로 두고, 반대측면
인 울퉁불퉁한 부위부터 봉토를 성토하면서 반대방향으로 성토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리
고 동일 공정단계에서 성토된 봉토가 일정 단위로 물성이 다른 성토재로 이루어진 사례
11)

도 있다 .
봉분을 조성한 토목공법은 동일 고분군 내의 고총은 물론 지역이 다른 고분군의 고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토층 단면에서 뿐만 아니라 평면에서도 면
밀한 조사와 관찰이 필요하다. 특히 평면에서 확인이 되어야만 시작 시점과 종결 시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림 8> 봉분 장축 토층 사진(연산동 M3호분)

수평 제토를 통해 각 공정 단계의 양상과 특징을 파악하여 기록을 남기는 과정을 반복
해야 되는데, 그 반복 과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지만, 조사 기
간과 예산을 고려하지 않으면 않된다. 그리고 각 공정 단계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존
재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봉분 조사에는 선입관이나 특정
현상을 찾기 위한 조사가 되면, 자칫 그것을 확인하는데 만 매몰되어 다른 다양한 정보
획득에 실패할 수 있으므로 미리 특정 목표를 설정하고 조사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매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고, 면밀한 검토와 함께 다른 사례와
의 비교 검토를 통해 사실에 근거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선 봉분 조성 후 매장시설 구축 고분, 매장시설 추가 고분, 증축 고분, 연접고분 조사
송학동고분군·내산리고분군 등 경남 고성지역의 소가야 권역에 분포된 봉분을 먼저
만든 후 매장주체부가 구축된 고총이나 1기의 봉분 내부에 여러 기의 매장시설이 존재하
는 다곽식 고분, 합천 삼가 일부리고분군처럼 매장주체부와 봉분이 조성된 후, 기 조성된

10) 고령 지산동 518호분(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6)을 들 수 있다.
11) 함
 안 말이산고분군 6·21·25·26·100·101호분 등 지금까지 함안 말이산고분군에서 조사된 대부분의 고총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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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의 일부 또는 상부에 겹치도록 증축 내지 확장 등의 방식으로 추가 구축된 고총, 봉
분 성토 중 또는 조성된 후, 봉분을 되파고 복수의 석곽 또는 옹관을 구축한 영산강수계
에 집중 분포된 옹관고분이 있다. 상기와 같은 구축 과정이나 특징을 가진 고분은 트렌
치 조사에서 확보된 정보를 토대로 1차(최초) 조성된 봉분의 당초 양상(평면형태, 규모
등)을 확인 내지 추정하거나 봉분의 어느 성토 공정 단계에서 매장주체부가 구축되었는
지, 몇 기 정도의 매장시설이 존재하는지와 동시 구축인지 후대 구축인지 등의 선후관계
와 각 고분의 봉분 평면 범위와 형태, 중첩양상 등의 정보를 트렌치 조사에서 확인될 수
있다. 고성지역 일대에서 확인된 선 봉분 조성 후 다수의 매장시설이 구축된 고총일 경
우, 각 매장 주체시설의 봉분(부분 봉분) 범위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동시 구축인지, 추가 구축인지의 여부와 함께 순장의 여부도 논의될 수 있다.
위의 정보들이 확인되면 봉토의 수평 제토를 진행하면서 각 매장주체시설의 묘광 또는
상부를 덮고 있는 부분 봉분의 범위를 확인한 후, 기록한다. 그리고 각 석곽의 묘광이 확
인된다면, 가능한 범위-묘광 중복, 부분 봉분의 중복, 석곽 바닥이 봉토의 어느 층에 위
치하는지 등-에서 석곽 축조의 선후관계가 파악한 후 가장 늦게 축조된 석곽부터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조사 기간이 충분하다면, 가장 늦게 축조된 석곽을 노출한 후 전체 사
진을 촬영하고, 늦게 축조된 석곽에서 점차 선축된 석곽의 순서대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
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입체적인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최종적으로 전체 석곽을
노출한 후, 좌우 및 상방에서 전경을 촬영하고, 봉분 조사에서 확인된 조사 내용과 비교
한 후,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사진을 촬영하고, 도면 내용을 보완한다. 그리고 트렌치 단
면에서 매장시설의 선후관계 내지 구축 위치 등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다면, 각 매장시
설과 봉분 조성 및 주 매장시설과의 관계 등이 표현될 수 있는 기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봉분이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연접되었거나 표형을 이룰 경우, 그 양상 및 선후관계
를 확인하는 조사가 필요하다. 표형분은 봉분 연접이 거의 대등한 관계를 이루므로, 매장
주체시설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기준 트렌치를 활용하여도 토층 단면이 양 고총의 중심을
관통할 가능성이 있지만, 봉분의 규모에 차이가 있을 경우나 입지 환경을 이용하였을 경
우는 연접된 고총의 매장주체시설의 장축 방향이 다를 수 있다. 표면 관찰을 통해 연접분
의 연접방식과 선후관계 및 축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부위를 선정한 곳에 트렌
치를 설정하여 조사를 한다. 조사를 통해 연접 양상-선축 봉분의 일부가 제거되고 연접
되었는지, 선축 봉분을 그대로 둔 채 연접되었는지 등-을 파악하여 봉분 조사 방법과 순
서 등을 설정한다. 트렌치 내부의 평면과 단면에서 확보된 내용을 토대로 표토와 교란토
를 제거하여 선축 봉분과 후축 봉분의 평면관계를 확인하고, 기록한 후 후축 봉분 순으로
봉분 조사를 실시하되, 봉분 조사는 앞서 서술한 과정과 방식대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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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목공법 확인 조사
봉분은 토목 구조물이기 때문에 개별 고총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견고하게 유지
하기 위한 토목공법이 적용된 공통성은 확실히 존재하므로 고분 조성에 적용된 토목공법
의 내용과 특징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록하는 조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봉분 조성
과 매장주체시설의 구축은 밀접한 관계를 지니므로 봉분과 매장주체시설과의 관계에 대
한 조사와 이해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매장주체시설이 지상에 구축되었거나 반지상
에 구축되었다면, 매장주체시설 구축과 봉분 조성은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지니는지의
해명이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즉 매장주체시설의 벽체 구축과 동시에 봉분이 조성
되었다면, 성토재의 물성과 성토방식, 성토재 단위, 지상에 구축된 매장주체시설이 무너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공법이 적용되었는지 등의 구명이 필요하다.
매장주체시설은 구축 위치에 따라 상부의 봉분이 미치는 하중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므로 매장주체시설 위에 성토된 봉분의 높이와 함께, 구축 위치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보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봉분을 구성한 성토재의 구성에 의해서도 상부 봉분의 하중압
이 다를 수 있으므로 봉분의 성토재 구성과 동일 물성 성토재의 양과 체적에도 주의를 기
울일 필요가 있다. 매장주체시설이 상부 봉분의 하중압으로부터 무너지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 어떤 공법이 적용되었는지도 조사를 통해 구명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부산 연산동
M3호분, 창녕 교동 7호분, 대구 화원 성산 1호분 등은 개석 위 또는 개석 밀봉토 상부에
풍화암반 또는 사질성 점토 등 하중에 견디는 힘이 강한 동일 물성의 성토재가 두텁게 성
토된 공통점이 확인되었다. 풍화암반토나 사질성이 강한 성토재의 두께와 범위, 성분 등
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져야 한다.

5) 봉분 제사·매납유구·주구 조사
봉토 제거 중 유물이 확인되면, 해당 봉분의 조성 과정에서 행해진 행위의 산물일 경우,
수거하지 말고 평면으로 노출하여 기록하고, 어느 공정 단계에서 이루어졌고,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여 봉분 조성과 의례 행위의 관계를 복원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중심축에 설정된 트렌치는 봉분 기저부를 벗어나 일정 지점까지 연장하여 주구와 매납
유구의 유무 등을 확인한다. 주구와 매납유구가 확인되면, 봉분 주위의 일정 범위까지
표토와 퇴적토 등을 제거하여 전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봉분
가장자리 또는 호석 바깥측에 존재할 매납유물의 유무 및 양상을 조사한다. 매납유구는
봉분과의 관계-봉분 조성 후 매납되었는지, 아니면 봉분 조성 과정에서 매납되었는지,
봉분에 의해 매몰된 상태인지 노출된 모습인지 등-, 유구 형태와 규모, 매납 유물의 매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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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과 구성, 경관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
주구는 개방된 상태로 존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층 조사를 실시하고, 주구 내
의 유물이 어느 층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양상을 기록한 후, 층위별로 수거한다.
그리고 고총이 인접될 경우, 주구가 공유되었거나 주구 내의 퇴적토 퇴적 양상을 통해
축조 선후관계도 확인될 수 있으므로 면밀하게 층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Ⅳ. 매장주체부 조사
1. 목곽
고총의 매장주체시설은 목곽·수혈식석곽·횡구식석실·횡혈식석실 등이 알려져
12)

있다 . 매장주체시설이 목곽인 고총으로는 경주와 주변 지역에 분포된 적석목곽묘와
의성 대리리고분군의 일부 고총이 알려져 있다.
매장주체시설이 목곽인 고분은 목곽이 부식되고, 상부와 좌우의 봉토가 목곽 내부로
함몰되어 축조 당시의 형태를 잃어버린 상태여서 조사를 통해 목곽의 규모와 구조 및
특징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목곽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트렌치 조사를 실시
하여 목곽의 존부와 설치된 위치(상부와 바닥 등)를 확인한다. 목곽 내부 함몰토의 조사
를 통해 목곽의 함몰 양상과 구조, 상부 봉분의 높이 등을 유추할 수 있다.
목곽이 지상에 구축되었다면, 봉분 조사와 동시에 목곽 조사도 진행되어야 한다. 지상
에 설치된 목곽의 경우, 대부분 상부 봉분의 하중과 목재 부식으로 목곽이 함몰되어 구축
당시의 원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예가 많으므로 특히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목
곽이 부식되어 목곽 내부로 함몰되고, 목곽 측판이 썩어 없어지면서 목곽 외측에 성토된
봉토와 내부에 함몰되어 채워진 봉토와의 구별이 어렵거나 애매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봉분 기초조사를 위해 설정된 기준 토층을 이용해 흙의 구성, 점질성, 성토기법의 차이,
잔존 양상 등을 통해 성토 봉토와 함몰토의 구분과 경계를 확인 판단한 후, 평면에서 범
위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목곽의 평면 범위와 높이 등이 확인되었다면, 확인된 높이에서 봉토 제토 조사를 중지
하고, 목곽 내부 조사를 실시한다. 목곽 내부에 채워진 함몰토는 토층 단면에서 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수평제토를 실시하면서 평면양상을 점검한다. 목곽의 바닥 설치 위치와
구조 등이 확인되고 기록이 종료되면, 잔존 봉토의 수평제토를 실시하고, 지반 조성 방식
12) 호
 남지역에는 고총고분의 매장주체시설로 옹관이 있지만, 여기서 대상으로 한 영남지역은 옹관이 매장주체시설인 고총고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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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조사한다. 목곽 내부 조사는 석곽 내부 조사 내용과 중복되므로 할애한다.
목곽이 반지상에 구축되었다면, 트렌치 조사에서 지상 목곽부와 지하 목곽부를 확인한
다. 지상 목곽부의 조사는 앞서 기술한 지상에 구축된 목곽 조사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지하 목곽부 조사는 후술할 목개석곽 조사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지하식 목곽은 트렌치 조사에서 확인된 묘광을 인지하고, 봉토 제거를 통해 묘광의 전
체 평면을 확인한다. 기준 트렌치가 목곽의 장축과 단축의 중심으로 설정되었다면, 기존
의 트렌치를 활용하되, 매장주체부의 파괴를 최소화 하면서 내부 조사를 위한 정보가 획
득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너비를 조정하거나 중심을 지나지 않는다면, 중심에 위치하도
록 조정한 후, 트렌치 조사를 실시한다. 트렌치 내부 조사를 실시하여 목곽의 함몰 양상
및 목곽 규모, 충전공간 및 충전재와 충전방식 등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획득한 후, 획
득된 정보를 토대로 내부 조사를 진행한다. 내부 조사는 우선 목곽 내부에 함몰된 봉토의
수평 제토를 한 후, 목곽의 규모와 구조, 결구 방식, 목곽재의 두께와 형태, 높이, 관의 유
무 및 주피장자의 부장 위치, 두향, 순장자의 유무와 부장 상태, 주피장자와의 관계, 부장
유물의 부장 위치와 양상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2. 수혈식석곽
1) 목개석곽
매장주체시설이 석곽인 경우, 뚜껑이 목재인 예와 석재인 예로 구분된다. 목개의 사례
로는 창녕 계성고분군의 고총고분, 합천 옥전고분군의 고총고분, 고령 지산동 73호분 등
이 있고, 그 외의 대부분은 석개이다.
목개 석곽은 목개의 부식으로 상부 봉분이 석곽 내부로 함몰되어 구축 당시의 모습에
서 이탈되면서 석곽 내부가 봉토로 채워지고 부장 당시의 모습이 흐트러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석곽 내부에 설치되었을 유기질재 시설물의 경우, 뚜껑은 썩어 부스러지지
만 측판은 봉토가 함몰된 후에 부식되었을 경우도 있으므로 시설물을 결합할 때 사용된
결구금구가 당초 설치된 지점 높이에 위치하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가 진행되어야 한다. 먼저 석곽 내부에 함몰된 함몰토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석
13)

곽의 장축과 단축 중심을 지나는 트렌치를 설정하고 , 트렌치 내부를 제토하면서 단면
토층을 조사하여 내용과 특징을 추출한다. 평면과 단면 조사를 통해 봉분의 층 구분에 어
떤 차이가 존재하는지와 토층이 어떻게 함몰되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 목곽의

13) 이 경우의 내부 조사 트렌치는 봉분 조사 시 설정된 트렌치와 연결되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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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와 구조, 관의 유무와 규모 및 구조와 형태, 주검의 안치 위치, 유물 부장 양상 및 특
징, 내부 교란 양상 등을 확인하거나 추정한다.
내부 구조와 시설물 등의 존부 및 특징에 대한 개략적인 파악이 되면, 내부 함몰토를
수평으로 제토하면서 조사를 진행한다. 내부 조사는 장축과 단축의 중심을 지나는 토층
둑의 토층 관찰 내용을 토대로 토층 둑을 존치하고, 내부토를 수평으로 제거한다. 석곽
내부 바닥 가까이에 이르면 바닥에 매납된 유물이 있으므로 면밀하게 제거한다. 내부토
를 제거하면, 석곽 중앙부에 十자형의 토층 둑만 남게 되는데, 이 둑에 남아 있는 토층을
통해 트렌치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기 기록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다.
대부분의 경우, 봉토는 석곽 중앙부를 향하여 함몰되었지만, 한쪽 모서리 또는 양 모서
리로 향해 함몰되었거나 뚜껑이 썩어 무너지기 전에 빗물 등에 의해 석곽 내부에 흙이 퇴
적된 예도 있다. 곽 또는 관을 조립할 때 사용한 꺾쇠나 쇠 못 등을 통해 주검 격납시설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지만, 토층의 양상을 통해서도 목곽 또는 목관의 유무 및 부식 양상,
높이 등도 파악해야 한다. 토층 중간에 꺾쇠 등이 나오면, 수거하지 말고 그대로 남기고,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고, 출토 지점과 높이 등을 기록하여 어느 부위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파악하는 정보로 활용한다. 바닥 조사는 후술할 석개석곽 조사의 바닥 조사와 유사
하므로 조사 방법과 내용은 생략한다.

2) 석개석곽
석개석곽은 봉분의 하중압에 의해 개석이 반절되어 내려앉거나 도굴에 의해 균형이
무너지면서 개석과 벽체가 붕괴된 예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구축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된 예도 있다. 석개석곽은 밀봉부 조사부터 시작한다. 밀봉은 다양한 소재와
밀봉 방식이 확인되었다. 창녕 교동 7호분은 초본류로 엮은 발을 덮었고(우리문화재연구
원·창녕군, 2014, 341쪽), 고령 지산동 73호분 묘광 내 남순장곽 개석 위에는 초본류를
엮은 것이 확인되었고(고령군 대가야박물관·대동문화재연구원, 2012, 85쪽), 부산 연
산동 M3호분은 점질토와 초엽이 반복되었고(부산박물관·부산광역시 연제구청, 2014,
99~102쪽), 송현동 6·7호분 등은 돌을 사다리꼴로 쌓고 그 위에 점질토로 피복되어 밀봉
되었다(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41·100쪽).
이와 같이 밀봉방식과 밀봉재에 차이가 있으므로 밀봉에 사용된 재료와 혼합재가 무엇
인지와 함께 밀봉기법, 밀봉부 내부에서 행해진 제사 또는 의례 행위의 흔적 등의 유무도
조사되어야 된다.
밀봉토의 경우, 유무만을 확인한 후 제거하여 왔지만, 향후 조사에서는 밀봉토 조사를
실시하여 밀봉기법과 소재 등의 정보가 확인되어야 한다. 즉 밀봉이 1회에 이루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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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해서 이루어졌는지, 복수의 소재를 어
떻게 이용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조사가 이
루어져야 한다. 부산 연산동 M3호분은 초
본류와 점질토가 반복되어 밀봉되었고, 창
녕 교동 7호분은 개석 위에 판상의 화강암
편을 사용해 덮은 상부에 초본류로 엮은 발
과 점질토로 밀봉하고, 그 위에 판상의 암
반편과 모래, 실트가 다량으로 혼입된 흙을
사용해 밀봉된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우리
문화재연구원·창녕군, 2014, 341쪽). 이 경
우 당초 설정된 기준 트렌치와 연결하여 밀
봉토 내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
심 토층에 표현한다. 그리고 밀봉토의 경
우, 봉분을 구성한 봉토의 단위와 두께보다
훨씬 얇아 전체 토층 단면에 표현하면 세부

<그림 9> 개석 밀봉토(상)와
세부(하. 연산동 M3호분)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하는 방
식도 필요하다.
앞서 매장주체시설이 도굴에 의해 교란된 도굴갱이 있을 경우, 조사 방법과 조사 내용
을 서술하였는데, 석개석곽의 전면 조사에서도 개석을 들어내기 전에 도굴갱 정리를 통
해 석곽 내부조사를 실시하여 개석과 벽체와의 관계를 조사·기록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도굴갱이 있지만, 석곽 붕괴가 심하여 내부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나 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내부 조사는 개석 상면 조사 종료 후 제거한 다음 실시한다.
지금까지 개석 조사는 밀봉토 제거 후, 사진 촬영과 도면 작성으로 마무리한 사례가
대부분이었고, 개석으로 사용된 석재 종류 및 주요 구성 성분과 강도 등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석과 벽석에 사용된 석재의 종류와 강도는 석곽의 구축 위치와 평
면형태 등과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부산 연산동 고총의 수혈식석곽은 지하에 구
축되었고, 성주 성산동고분군의 고총 수혈식석곽은 반지상식이고, 창녕 계성고분군과 합
천 옥전고분군의 고총고분 수혈식석곽은 지상에 구축되었다. 이와 같이 특정 고분군마다
석곽의 구축 위치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단순히 지역적 특성이라는 추상적인 인식에 머
무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인지가 해명되어야만 논의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수혈식석곽의 조사에서 석재의 종류와 암질을 구성하는 주 성분과 강도 등이 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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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분야와의 공동 조사를 통해 기록 보고되어야 한다. 동일 종류의 암이라 해도 암질을
구성한 주 성분의 차이나 암이 만들어진 지질대 등에 따라 강도 특성의 차이가 있고, 강
도에 따라 석재의 가공도와 구축 위치 등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홍보식, 2017, 34쪽).
예를 들면 화강암이라도 주성분이 운모인 화강암과 석영·장석이 주성분인 화강암은 강
14)

도 특성이 다르다 . 장석과 석영이 주성분인 화강암의 강도는 순철의 5배 이상인 만큼,
하중에 견디는 힘이 있으므로 개석 상부에 봉분이 높게 조성되어도 개석이 반절되지 않
고 안전하게 견딜 수 있다. 운모가 주성분인 화강암은 석영·장석이 주성분인 화강암보
다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운모가 주성분인 화강암을 개석이나 벽석으로 사용할 경
우, 상부 하중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점판암은 슬레이트 모양으로 얇게 엽리되어 두께가 얇아 개석으로 사용되기 어
렵거나 사용되더라도 이중으로 배치되었거나 좌우 개석의 가장자리를 겹치게 배치되거
나 개석 하면에 지지물이 설치되거나 상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위치에 구축되지 않으면,
개석이 반절되거나 붕괴되어 석곽의 안전이 유지되기 어렵다(홍보식, 2016, 133쪽·2017,

<그림 10> 지하식(연산동 M3호분), 반지상식(성산동 구 1·구 2호분), 지상식(계성 2호분)

14) 운모는 모스경도가 1∼3이고, 장석은 6, 석영은 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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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쪽). 그리고 상부 봉분과 개석을 떠받치는 벽석과 주위에 부석된 돌의 석재와 암질
에 차이가 있는 사례도 확인된다. 이는 상부 봉토와 개석 또는 개석의 하중이 강하게 미
치는 부위와 그렇지 않는 부위에 상응한 암질의 석재가 배치된 결과로 추정된다.
함안 도항리 6·22·25호분 석곽의 경우, 개석재로 점판암이 대부분 사용되었지만 개
석중에 화강암을 1매 내지 2매가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었다. 함안 일대의 기반암은 점판
암이고, 화강암 산지는 고분이 조영된 도항리·말산리 일대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개석
에 사용된 화강암이 어느 지역으로부터 공급되었는지와 왜 화강암이 사용되었는지 등 화
강암의 공급과 산지 및 기능(또는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면과 사진 촬영 등의 기록뿐만 아니라 사용 석재의 특성(암질·형성 시기·강
도 등)과 해당 지역 기반암의 암질과 특성 등에 대한 관련 분야 연구자의 자문(석재 감정
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받아 사용 석재와 고총 구축 공법
의 특징 등을 밝혀야 한다. 석재의 동정과 더불어 개석의 가공도와 가공흔 등을 조사하여
가공 도구와 기술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사 내용과 결과는
해당 고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석재 가공기술의 수준과 활용 정도를 추정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홍보식, 2017, 25~26쪽).
개석 상면 조사가 완료되면, 개석의 정위치 이동과 고정 방법, 벽체와의 관계 등이 조사
되어야 한다. 무게가 가볍거나 규모가 작은 개석은 1명 내지 2명이 들고 이동하여 정확한
위치에 놓을 수 있고, 이동과정에서 벽체에 영향을 줄 우려가 낮으므로 특별한 방법이 적
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상당히 크거나 무거운 개석은 여러 명이 들고 운반
하여 정확한 위치에 놓기란 어려움이 있고, 운반 과정에서 벽체를 건드려 벽체가 붕괴될
우려도 있으므로 특별한 설치 기법이 요구될 수도 있다.
부산 복천동 22호 석곽(부산대학교박물관, 1990, 4쪽)과 연산동 M3호분 석곽, 함안 도항
리 26호분의 석곽 벽체 상면에 점질토가 두텁게 발려있고 그 위에 장축방향으로 목재를
놓은 흔적이 확인되었다. 점질토가 목재에 의해 밀려나 있어 점질토가 굳기 전에 목재를
놓고 그 위에 개석을 놓았음을 나타내었다. 점질토가 굳기 전에 목재를 놓고, 그 위에 개
석을 설치한 목적은 점질토가 굳은 후, 목재를 놓고 그 위에 개석을 놓은 후 이동하면 목
재가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게 되어 개석을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벽체 상단에 점질토를 두텁게 바르고, 굳지 않은 상태에서 목재를
놓고, 목재 위에 개석을 놓고 이동하면, 목재도 움직이지 않고 고정될 뿐만 아니라 개석
의 이동 중에 벽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 무너질 우려도 적다.
그리고 두텁게 바른 점질토가 굳기 전에 목재를 놓고, 그 위에 개석을 설치한 것은 개석
의 하중이 목재에 미치고, 그 하중으로 목재가 점질토를 누르면서 아래로 내려앉고, 목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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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벽체 상면의 목재 설치(연산동 M3호분)

내려앉는 힘에 의해 점질토가 밀려나면서 점질토가 개석과 벽체 사이의 공간을 메워 틈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공법이다. 개석과 벽체 사이의 점질토가 얇을 경우, 각재를 설치
한 흔적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도 예상되므로 목질 흔적이나 목탄 같은 이물질이 있는지
면밀하게 관찰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의 하나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개석을 들어내기 전에 석곽 내부에서 개석과 벽체와의 관계 조사이다. 개석이 있는 매장
주체시설의 경우, 개석 붕괴에 의해 석곽 내부로 함몰되었거나 개석 사이로 흘러 퇴적되
었기 때문에 내부토를 대상으로 토층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벽체가 지하에 구축된 경우, 묘광
과 석곽 사이의 충전공간 조사도 면
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충전공간은
상부 봉토와 개석의 하중으로부터 벽
체가 뒤로 밀려나지 않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벽체 지지를 위한 방
법과 소재 등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충전재의 소재와 구성 비율 및
<그림 12> 충전토 상면 점질토와 초본류(연산동 M3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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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방식, 충전공간의 상면 처리방식 등은 조사의 주요 요소들이다. 특히 충전공간 상
면이 견고하지 않으면, 벽체가 뒤로 밀리면서 충전재가 위로 밀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공법이 적용되었는지가 조사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충전공간 상면에 점질토를 바르지만, 그렇지 않는 사례도 있다. 연산동
M3호분은 충전공간 상면을 점질토와 초본류를 층상으로 반복하여 피복되었음이 확인되
었다. 충전공간 상면 피복토 조사는 트렌치를 설정하고, 평면과 단면을 통해 피복방법을
확인한다. 이 경우 트렌치는 기준 토층 트렌치와 연계되도록 하고, 기준 트렌치와 연계되
지 않는 부분을 대상으로 복수의 트렌치 조사를 통해 반복 검증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충
전재가 흙일 경우, 물성과 단위, 충전방식 등이 조사 기록되어야 하고, 돌일 경우, 크기·
가공도·암질·강도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3) 매장주체시설 벽체 및 내부 조사
지금까지는 벽체를 조사할 때, 벽석 사이에 채워진 점질토를 모두 제거하고 돌만 노출
한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도면을 작성한 사례가 많았다. 이는 벽석 사이 또는 벽체
내면에 바른 점질토가 탈락되면서 균일하게 남아있지 않아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어서
제거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였고, 벽석을 노출하여 기록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구축 당초에는 벽체 내면에 점질토를 발라 벽석이 점토에 의해 가려져 노출이
되지 않아 면이 깨끗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벽체 내면에 점질토를 바른 예는 연산동
M3·M7·M10호분 석곽과 고령 지산동 73호분 묘광내 남순장곽, 74호분 석곽 등 많이
있다. 따라서 점질토를 제거하지 않은 모습이 기록되고 보고되어야 한다.
벽체 내면에 바른 점질토는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져 조사 당시에는 거의 남아 있지 않
거나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점질토의 미장여부는 벽체 내면
바닥에 점질토가 쌓여있는지를 확인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구축 당시 미장토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한 방법과 소재가 무엇인지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산동 M3호분의 경우, 주곽은 벽체 하단부의 미장토가 직선을 이루고,
표면에 물체가 밀착된 흔적이 있었고, 부곽은 바닥에서 벽체방향으로 미장토가 호선을 이
루고, 미장토에 포흔이 관찰되었다. 이는 주곽과 부곽 모두 점질토를 미장하였지만, 미장
토를 고정하는 방법과 재료에 차이가 있었음을 나타내고, 그것은 주곽과 부곽 내부의 시
설물 유무 또는 구조를 유추할 수 있는 주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 고령 지산동 73호분
묘광내 서순장곽의 벽체 미장토에도 포흔이 확인되었다(曺永鉉, 2012, 88쪽). 73호분 묘
광내 서순장곽은 규모(내부)가 길이 240㎝, 너비 72㎝, 높이 77㎝로 소형이다. 이 사례로 볼
때, 포 등의 재료를 사용해 벽체 내면의 미장토를 고정한 고분은 대형의 석곽에만 국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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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석곽의 규모
에 관계없이 벽체 내면에 점토 미장이 되
었는지의 유무와 고정 방법과 재료가 무
엇이었는지 등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석곽이 해체되는 경우이면, 복수의 부
위를 대상으로 미장토의 단면을 절개하여
미장 방법과 구성재 등을 조사하고 기록
<그림 13> 벽체 미장토
(고령 지산동 73호분 묘광내 서순장곽)

한다. 석곽을 그대로 보존할 경우, 탈락된
미장토를 절개하여 조사하는 방법도 있
다. 석곽이 해체된다면, 양호한 상태로 잔

존된 미장토를 절취하여 연구실로 가져와 여러 측면에서의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활
용한다. 미장토의 조사와 관찰을 충분히 실시한 후, 관찰 결과를 기록한 후, 제거하고 벽
체 구축에 사용된 석재와 구축방식 등의 제반 사항들을 조사한다.
벽체는 석재의 가공 유무와 가공도, 가공방식과 함께 상·중·하부에 사용된 석재의 크
기와 형태, 암질 및 강도 특성, 특히 길이와 두께, 구축방식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보다
상세한 기록이 필요하다. 벽석 사이에 벽석을 고정하기 위해 채워 넣은 점질토의 구성물
에 대한 조사와 기록도 병행한다. 석곽 벽체에 사용된 벽석은 모두 동일하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벽체 구축에 사용된 벽석을 대상으로 한 암질 동정과 함께 어느 부위에 어떤 암질
의 석재가 사용되었는지,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도면에 표기하는 방법이
15)

요구된다 .
석곽 내부 바닥은 피장자의 안치 공간이자 유물 부장공간이다. 대부분의 석곽은 내부가
교란 훼손되어 구축 당시의 원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더욱 면밀
한 조사가 요구된다. 석개석곽의 내부에 채워진 흙은 개석의 반절에 의해 석곽 내부로 떨
어졌거나 서서히 석곽 내부에 퇴적되었기 때문에 굳이 토층 조사를 할 필요없이 일정 깊
이로 제거하면서 양상을 확인한다. 내부 퇴적토를 처음부터 바닥까지 제거하면, 부장 당
시의 위치에 놓인 유물과 그렇지 않고 교란에 의해 위치가 이탈된 유물간의 구분이 어려
울 수도 있다. 또 교란되면서 소형 유물(구슬·금공품 등)이나 파편, 인골 편이나 치아 등
이 제거된 흙 속에 포함될 수도 있다. 포함 되었다면, 바닥 가까이의 흙을 대상으로 채질
을 하여 유물이 흙과 함께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 석곽을 구축한 벽체의 개별 벽석과 벽체 주위의 충전석과 상부 부석을 대상으로 암질과 주요 구성성분 등을 도면에 기록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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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교란토를 제거하고, 바닥이 확인되면, 석곽 내부에 어떤 구조물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석곽 내부에 설치된 시설물로는 목곽·목관·칠관·부장괘 등이 상정된다.
바닥 전면에 바닥석이 깔려 있을 경우, 구조물 흔적이 확인되기 어렵지만, 꺾쇠나 관정
등의 결구금구의 위치와 유물의 부장 양상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도 가능할 것이다.
바닥석이 깔려 있더라도 일부 바닥석 표면에 유기물 흔적이 유존될 수도 있으므로 면밀
한 조사가 요구된다. 벽체 가까이의 바닥에 바닥석이 깔려 있지 않은 경우, 그 공간을 조
사하여 구조물의 설치 여부와 구조·규모·두께·모서리 조립 방식·벽체와의 관계 등
을 조사한다.
부장 유물은 파손되거나 훼손되지 않고 부장 당시의 모습을 유지한 사례는 거의 없고,
파손되었거나 훼손되었고, 특히 유기물은 부식되어 없어지고, 부분적으로 잔존되었거나
부식되면서 바닥을 오염시켜 그 흔적만 잔존된 경우 등 다양하다.
그리고 금속 유물은 표면이 부식되어 부스러지거나 서로 수착되어 있는 등 유물 수거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도굴이나 훼손 등 후대의 행위에 의해 원 위치가 이탈된
유물이나 파편 등은 주위를 정리한 후 사진을 촬영하고, 출토 위치를 기록한 후 수거한
다. 원 위치를 유지하거나 후대의 인
위적인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
장 후 시간이 경과되면서 부식 등으
로 원 부장 양상이 부분적으로 이완
된 유물 등은 수거하기 전에 사진 촬
영과 도면을 작성한 후, 각 유물의 위
치를 도면에 기입하고, 사진을 촬영
하여 주검의 안치 위치와 부장 유물
과의 관계 및 당초의 부장 양상을 복
원하는 기초 정보로 활용될 수 있어
야 한다.
인골과 목기나 칠기 등의 유기물이
썩어면서 토양을 오염시켜 다른 부분
과 색상이 다를 경우도 있으므로 주
의해서 조사한다. 유기물의 흔적이
나오면 바로 사진을 촬영한 후 실측
하고 마르거나 변색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그림 14> 석곽 내부(상)와 목곽 조립 흔적
(하. 연산동 M3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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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곽 내부 바닥 조사가 완료되면, 사진을 촬영하는데, 전경은 세로와 가로의 두 방향
에서 촬영하고, 부분 사진을 촬영하여 출토 상황을 자세하게 보고할 수 있는 기록을 확
보한다. 사진 촬영이 끝나면, 1/10 축소를 기준으로 실측을 하되, 유기물질 흔적 또는 경
식 등의 소형품과 크기가 작거나 발굴조사 종료 후 복원에 출토 위치와 관계 파악이 요구
되는 갑주와 마갑 등의 소찰들은 필요에 따라 실대 크기로 실측한다. 실측이 끝나면, 도
면을 복사하고, 복사된 도면에 표현된 개체와 실제 유물에 일련번호를 기입한 후, 일련번
호에 따라 유물을 수거한다. 현장에서 수거가 어렵거나 수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
거로 인해 흐트러질 우려가 있는 여러 매의 소찰로 이루어진 갑주와 마갑, 현장에서 수거
시 파손될 우려가 높은 금속제 유물(이식·판갑·마주 등)은 개별 판에 일련번호를 부여
하고, 도면에도 일련번호를 기재한 후 일련번호대로 수거하여 복원하기 쉽도록 한다(홍
보식, 2010, 40~41쪽).
복수의 유물(편)이 수착되었거나 파손되거나 부스러질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 개별 수
거가 어려울 경우, 유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치한 후 일체를 가져와서 연구실에서 분
리·해체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유기질-목재·칠제·동물뼈·인골 등은 부식되어 부분
적으로 잔존되면서 유기물이 놓인 바닥을 부식시켜 그 흔적이 남아 있는 사례가 있는데,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 처치 등 예방조치를 한 후,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자의 자문을 받
거나 관련 연구자에게 동정과 형태 및 수거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유물 부장공간의 경우, 바닥이 둥근 대호 등은 수혈을 파서 내부에 놓고, 대호 주위에
소형 토기들이 부장된 사례도 있으므로 유물을 수거한 후, 바닥을 면밀하게 조사한다. 그
리고 일부 석곽은 정지된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한 사례도 있지만, 점질토 또는 사질토를
깐 경우도 있으므로 트렌치를 설정하여 바닥 정지와 마감 방식을 조사한다. 그리고 바닥
표면에 굴지흔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조사되어야 한다.
석곽 해체가 전제된 조사일 경우, 벽체를 해체할 때는 기록된 내용과 실제 벽체를 관
찰하여 구축 공정 및 단계와 방향 등을 파악한 후, 구축 역순으로 벽석을 제거하면서 주
요한 정보를 확인 점검한다. 벽체와 벽체 뒷채움과의 관계, 예를 들면, 벽체와 뒷채움재
가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벽체 구축 후 뒷채움을 하였는지 등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벽석을 구축 역순으로 제거하되, 제거 시 가공흔적과 사용된 흔적 등이 있는지 등도 검
16)

토한다 . 벽체의 최하단석은 제거하기 전에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확인하여 최초의 벽
체 구축 방식을 파악한다. 그리고 벽석을 안정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어떤 고정방식을 취
하였는지의 여부도 조사하여 기록한다. 벽체가 반지하 또는 지하에 구축되었다면, 묘광

16) 부산 복천동 79호 석곽의 벽체에 선사시대의 암각화가 새겨진 벽석이 확인되었다(홍보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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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묘광 굴착 흔적의 유무 및 굴착 양상을 파악하고, 굴착 도구
의 특징 등을 유추하고, 출토 유물 중에 굴착 도구의 존재 가능성 등을 파악한다.

Ⅴ. 맺음말
이상으로 삼국시대 영남 각지에 조성된 고총의 발굴조사 방법과 과정, 그리고 발굴조사
에서 주목해야 될 조사 내용 등을 실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서술하였다. 발굴조사는 야
외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조사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공개한 발굴조사 보고서는 가장 기초적인 연구 자료이자 조사 내용을 공유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발굴조사 보고서는 조사에 참여한 연구자는 물론 조사에 참
여하지 못한 연구자들에게 가장 기초적이자 연구 단서를 줄 수 있는 정보 제공원이므로
사실에 충실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하에서는 맺음말에 대신하여 보고서 간행시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서술한다.
보고서는 문헌사학에서의 1차 사료인 史書와 같은 성격으로서 고고학의 1차 사료이다.
1차 사료는 최대한 조사성과를 게재하면서도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객관적인 사실을 왜
곡없이 서술해야 한다. 보고서는 영원히 보관되고 활용되어야 할 공적 기록물이란 사실
을 잊어서는 않된다. 발굴 조사자 또는 보고서 작성자의 견해를 1차 사료인 보고서에 표
현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도면은 발굴조사 참가자나 보고서 작성자 뿐만 아
니라 발굴조사와 보고서 작성에 참가하지 않아 조사 과정과 내용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못한 다수의 연구자들이 연구 자료로서 활용하기 때문에 조사자나 보고서 작성
자의 개인적 의견을 표현한 도면은 연구자료로서 활용하기 불편하거나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하려면, 원 도면을 제시한 후, 보조적인 도면을 제시하거나
고찰을 활용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그리고 일부 보고서에는 토층과 평면에서의 성토재 단위와 단일 물성의 성토재 범위 등
을 구분하는 선을 표기하지 않은 사진과 도면이 제시되었다. 이 방식의 보고는 조사에 참
여하지 않는 연구자들이 토층과 평면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 크기에 가까운 도면
과 단면과 평면에서 나타난 성토재의 색감을 빛이나 그림자 등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고
해상도의 사진 제공이 전제되어야 하는 원칙이 지켜졌을 때나 이용 가능한 자료이다. 그
렇지 않으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연구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보고서이거나 조사
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보고서로 전락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면, 조사 내용과 해석
은 조사자의 의견만 유효하고, 다른 연구자들은 조사 및 보고 내용의 객관적인 검토를 어
렵게 할 뿐만 아니라 연구의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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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를 할 때, 단면과 평면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층 구분을 하지
않은 상태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여 기록한 후, 조사자가 관찰한 층과 평면 범위를 구분
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그 결과가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다수의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보고서가 될 수 있다.
매장주체시설의 보고는 묘제의 차이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당 묘제의 구조와 특징, 특히
구축 기술 및 사용 행위와 관련된 유의미한 정보들이 서술되어야 한다.
매장주체시설이 목곽인 경우, 목곽의 함몰 양상, 목곽 내부의 시설물 존재, 목관의 유무
및 규모와 형태, 목곽의 범위와 높이, 지지시설, 목재 두께·조립방식, 결구 금구와 결구
방식, 목곽과 충전재의 상관관계, 충전재 구성 및 방식과 특징 등의 조사 내용이 보고서
에 수록될 주요한 정보이다.
석곽의 경우, 개석 밀봉 방식과 밀봉재 성분 및 구성, 개석과 벽체에 사용된 석재의 암
질과 강도 특성, 가공방식과 가공도구, 개석의 이동과 배치 방식 및 이용 재료, 개석 지지
시설의 유무와 방법, 개석의 붕괴 양상, 벽체 구축방식, 벽체의 상단·중단·하단에 사용
된 석재의 형태와 두께, 벽체 내면 마감 방식과 마감재, 충전재 구성 및 방식과 특징 등의
조사 내용이 보고서에 수록될 주요한 정보이다.
석실의 경우, 위의 석곽 보고 내용에 더하여 벽체의 내경도와 내경 방식, 시상 또는 관
대의 설치 방식과 재료 및 설치 횟수, 연도 구조 및 폐쇄방식과 사용 재료, 추가매장 횟수
와 양상, 묘도의 범위와 추가매장 유무 및 횟수, 매토 재료 및 방식 등의 조사 내용이 보
고서에 수록될 주요한 정보이다.
이 외에도 보고서에 보고되어야 할 정보들로서 시상 또는 관상의 유무, 부장품의 부장
위치와 부장 원상, 순장 유무와 매장 위치 및 인수, 유기질제 부장 유물의 부장 유무와 형
태 및 기종, 목관 또는 목곽 상부 부장 유물의 유무 등 매우 다양하다.
끝으로 보고서에 수록될 사진은 가능한 그림자가 없이 두 방향에서 촬영된 모습이 게재
되어야 하고, 사진에 표현된 피사체의 크기에 비례하거나 미세한 관찰이 요구되는 부위
의 사진은 디테일 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도면에는 조사자 개인의 견해가 반영되어서
는 않되며, 객관적 사실 위주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유구 도면의 축소 비율은 동등하여
야 하나 규모가 큰 유구와 유물은 축척 비율을 높여 도면 크기를 줄이되, 필요 부분에 대
해서는 상세 도면이 제시되어야 한다. 유물의 경우, 재질별 또는 기종별로 축소 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논문접수일(2017.12.20) ▶심사완료일(2018.1.31) ▶게재확정일(20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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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gh Mounded(Gochong) tombs of Research
-With a Focus on the Yeongnam RegionBo-sik Ho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In some cases, excavation survey is applied to remains or ruins that are damaged
or swept away by topographical change. However in many cases excavation surveying
is carried out for maintenance or to shed light on the character of the site. Starting
excavation surveys are a very important process of research confirm and verify the results
of investigations and research carried out in the past and bring to light new facts that were
overlooked in the past. Therefore excavation surveys must never be carried out with a view
to prove the researcher’s own claim. The role of the researcher in an excavation survey is
very important because by choosing the appropriate research method or by advancement in
expanding the scope of comprehension on the object of research, previously unknown facts
are confirmed, which signals the progress of archeology and creates archaeologic content
that can draw the attention of civilians.
Despite the common burial traditions and construction techniques of the time, a high
mounded(gochong) tombs are not all the same and have individual characteristics due to
differences in time and site of construction, scale or other factors. Nevertheless, if excavation
survey must be carried out due to a need to shed light on the characteristics or imminent
damage caused by topographical change, there are many factors that need to be taken care of
in the investigation in order to maximize the amount of precise information secured from the
high mounded tombs in question and to make it utilizable as a basic historical source. These
are; construction techniques, utilization of topography, ground excavation and flattening,
grave pit excavation, the construction of burial structures, the lithology and characteristics
of stone, processing techniques, the removal of dissection, filler in hollows and method of
filling, the makeup and processing of bank materials in burial mounds and banking methods.
The principle of going in the inverse order as the composition and then the processing when
investigating a high mounded tombs must be adhered to, not only for a high mounded tombs
in the Yeongnam region but all those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The various methods of
research being used today all have their pros and cons. Therefor, effort is required to develop
a more advanced method of research in the future.
Key words : A high Mounded tombs, burial mounds, wooden coffin tomb, stone coffin
tomb, excavation wall, burial structures, banking material, embankment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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