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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영주 순흥 내죽리고분군6-87호분은 경북 영주시 순흥면 335번지에 위치하는 삼
국시대 횡구식석실이다. 석실의 축조 시기는 대략 5세기 말 ∼ 6세기 초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봉토는 대부분 삭평되어 현재 그 형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석실의
규모는 길이 약 570㎝, 너비 약 170∼230㎝, 높이 약 120∼178㎝로 확인되었다.
석실의 전체적인 구조는 순흥지역에서 기왕에 조사된 삼국시대 횡구식석실과 유사하나
견고하게 축조된 이중벽체 구조는 매우 독특한 요소임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축조
기술은 당시 순흥지역에서 자체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이 지역의 삼국시대 고분
전개에 신라와 고구려가 깊이 관계된 점으로 보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
정하였다.
이중벽체 구조의 횡구식석실은 지금까지 그 발견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금번 순흥 내죽리고분군6-87호분의 학술적 가치를 언급하였다. 이에 향후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삼국시대 횡구식석실 및 순흥지역 고분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고분, 횡구식석실, 내죽리고분군, 이중벽체, 신라, 고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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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영주 순흥 내죽리고분군6-87호분 은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335번지에 위치한다.
고분이 속한 내죽리고분군6은 문화유적분포지도(영주시)에 등재된 비지정문화재에 해당
하고, 동양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한 정밀지표조사(2009)에 의하면 고분군 내 총 137기의
삼국시대 고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순흥지역의 삼국시대 고분 연구는 순흥면 소재지를 기준으로 두 기의 벽화고분이 위치
한 서쪽의 읍내리, 금동관편이 출토된 남서쪽의 태장리 일원이 계속해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순흥면 북쪽의 내죽리 역시 다수의 고분군(내죽리고분군1∼10)이 밀집되어 있고,
이 10개소의 고분군 내 총 237기의 고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포함하여
순흥지역 내 육안으로 관찰되는 삼국시대 고분은 약 700기로 확인되어 당시 이 지역에 대
규모 고분군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순흥지역의 삼국시대 고분 중 현재까지 발굴조사 된 사례는 그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
족하다. 따라서 5∼6세기 신라와 고구려의 고분 문화가 공존하는 고대 순흥지역의 사
회·문화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제
연구물로 활용할 수 있는 삼국시대 고분 자료 수집의 중요성을 절감하였고, 본 조사를 계
획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자료를 검토하던 중 석실의 잔존 상태, 내부 규모, 주변 환경 등
을 고려하였을 때 내죽리고분군6-87호분이 조사대상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후 현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년 3월경 내죽리고분군6-87호분을 포함한 내죽리
고분군6의 전체 범위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실 지난 2014년 별고를 통해
내죽리고분군6-87호분의 존재 정도는 언급하였으나, 완성된 자료는 그로부터 5년이란
세월이 더 지난 지금에서야 학계에 보고하게 되었다.
사실 ‘이중벽체’라는 내죽리고분군6-87호분만의 특이한 구조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지 조사 시 최초로 알게 되었고, 당시부터 그 기능과 목적에 대해 많은 궁금
증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개인의 연구물을 떠나서 학계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하였고, 그것이 본 연구의 시작이 되었다. 아울러 단순히 자료 보고에만 그치지
않고자 순흥면 일대 삼국시대 고분과 비교 검토를 통하여 내죽리고분군6-87호분 석실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았다.

1) 	정밀지표조사 보고서(동양대학교박물관 2009)에서는 88호분으로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고분의 실제 위치와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에 수록된 도면상의 위치를 비교하면 87호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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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입지와 현황
내죽리고분군6-87호분은 내죽리고분군6이 위치한 영주시 순흥면 내죽1리 마을 북쪽
야산의 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해발 약 245m 선상에 조성되어 있다.

<그림 1> 내죽리고분군6-87호분 위치( ) 및 주변 유적(세종문화재연구원 2017, 수정 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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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내죽리고분군6-87호분 상세 위치( ) 및 주변 삼국시대 고분군 분포현황
(동양대학교 박물관 2009, 수정 후 인용)

고분의 입지와 상세 위치를 살펴보면, 고분은 ‘순흥지’에서 북서-남동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는 야산의 남쪽 구릉 최말단부에 위치하고, 능선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 현재
‘죽계로’가 지나가는 방향의 평지를 바라보며 입지하고 있다. 고분이 위치한 지점을 포함
한 그 주변 일대는 2019년 2월 현재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고, 크고 작은 잡목이 우거져
있다.
고분 정상부는 심하게 삭평되었기 때문에 잔존 봉토를 포함한 고분의 정확한 외형은 파
악하기 어려웠고, 지형상 구릉 사면부를 따라 자연스럽게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석
실 내부로 진입 가능한 곳은 한 군데 확인되었는데, 최초 축조 당시 입구(횡구부)로 사용
된 부분에 해당한다. 봉토 바깥으로 노출된 개석과 벽석은 남동쪽을 향하고 있고, 이 횡
구부에는 현재 높이 약 50㎝, 너비 약 100㎝ 가량의 도굴구로 추정되는 구멍이 뚫려 있어
이 곳으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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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내죽리고분군6-87호분 전경(북동→남서)

<그림 4> 내죽리고분군6-87호분 석실 내 진입부(횡구부) 전경(남동→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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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석실 구조
내죽리고분군6-87호분의 매장시설은 한 쪽 단벽에 입구(횡구부)가 마련된 횡구식석실
이다. 석실 내부는 외부에서 유입된 다량의 토사가 비스듬하게 쌓여 있었고, 횡구부를 막
고 있던 폐쇄석들이 석실 내부로 다수 밀려들어온 상태이다. 바닥은 밀려들어온 토사와
폐쇄석들에 의해 그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횡구부를 제외한 나머지 세 벽
은 크게 훼손된 곳 없이 잔존 상태가 양호하였고, 개석도 원위치 그대로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 전술한대로 내죽리고분군6-87호분은 이중벽체라는 매우 특이한 구조에 해당한다.
즉, 석실 북동장벽은 내벽과 외벽의 겹벽으로 조성된 것이 확인되었다. 후술하겠으나 이
러한 점은 지금까지 조사된 순흥지역의 삼국시대 고분에서 확인되지 않은 매우 보기 드
문 현상에 해당한다. 이를 포함한 석실 내부 구조에 관한 상세 설명은 아래와 같다.
석실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확인되었고, 규모는 길이 570㎝, 이중벽체인 북동장벽
의 내벽과 외벽을 기준으로 본 너비 170∼230㎝, 시상 상면을 기준으로 본 높이 120㎝, 북
단벽 앞 가장 낮은 바닥면을 기준으로 본 높이 178㎝이다. 평면 장단비는 2.48:1이고, 평
면 넓이는 13.11㎡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 방향이다.
석실의 입구로 사용된 남동단벽은 두껍게 쌓인 토사와 교란된 폐쇄석이 시야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관찰하기 어려웠다. 단, 남동단벽의 서쪽 상부를 보면 약 3단 가량
의 벽석이 노출되어 있는데, 남서장벽과 완전히 맞물려 있고, 벽석 상부에 놓인 개석을
빈틈없이 잘 받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벽석은 추가장 등의 목적으로 후대에 채워진 폐
쇄석으로는 보기 어렵고, 초축 당시부터 남동단벽을 구성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벽석은
약 20∼30㎝ 크기의 할석을 사용하였다. 한편, 현재 남동단벽의 동쪽에는 벽석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토사가 북동장벽 거의 끝까지 쌓여 있기 때문에 토사 내부에 벽석이
잔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실의 후벽에 해당하는 북서단벽은 바닥에서부터 개석까지 거의 수직으로 축조되었
다. 벽석은 30∼60㎝ 크기의 할석을 사용하였다. 벽체는 벽석을 8∼9단 가량 수평으로 쌓
았고, 벽석과 벽석 사이의 빈틈은 10∼20㎝ 크기의 할석 또는 점토를 사용하여 메웠다.
특히, 개석과 직접 만나는 벽석의 최상단부는 점토를 빈틈없이 채워서 마무리 한 흔적이
확인된다. 양쪽 모서리는 양장벽과 견고하게 맞물렸고, 남서장벽쪽과 맞물린 부분의 아
래쪽 일부는 시상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주변 시상 상면 보다 50㎝ 가량 낮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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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내죽리고분군6-87호분 석실 평면 및 입면도(S=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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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남동단벽(횡구부) 전경

<그림 7> 북서단벽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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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벽체 구조인 석실의 북동장벽은 내벽과 외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석실 바닥에서 상
부로 올라가면서 서서히 내경하는 구조이다. 벽석은 30∼60㎝ 크기의 할석을 사용하였
고, 외벽과 달리 내벽은 상대적으로 납작한 할석을 주로 사용하였다. 벽체는 벽석을 8∼
10단 가량 수평으로 쌓았는데, 외벽의 경우 벽석과 벽석 사이의 빈틈은 10∼20㎝ 크기의
할석 또는 점토를 사용하여 메웠으나, 내벽은 점토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외벽의 벽면
모서리는 북서장벽과 견고하게 맞물렸고, 반대쪽의 남동단벽과 만나는 내벽의 벽면 모서
리는 석실 내부로 유입된 토사에 가려져 있어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다.
북동장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중벽체 구조이다. 내벽과 외벽으로 구성된 이중
벽체 구조는 북서단벽과 접한 내벽의 일부가 무너지면서 외벽이 노출되었는데, 그로 인
해 단면상에서 내벽과 외벽의 구분이 매우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내벽 뒤편에 위치한 외
벽에서는 50㎝ 크기의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빈 공간이 확인되었는데, 이것이 초축 당
시의 상황인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외벽의 경우 북서단벽과 마찬가지로 개석과 직접 만
나는 최상단부는 점토를 견고하게 채워서 마무리 한 흔적이 확인되나 내벽의 경우 이러
한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점토를 두껍게 채우지 않았을 뿐 외관상으로는
개석과 벽석 사이에 소형 할석을 다수 사용하여 빈틈을 메웠다.

<그림 8> 북동장벽(내벽) 전경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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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북동장벽(내벽) 전경②

<그림 10> 북동장벽 북서쪽 모서리 세부전경

<그림 11> 북동장벽 내벽 및 외벽 세부전경

석실의 남서장벽은 바닥에서 상부로 올라가면서 서서히 내경하는 구조이다. 북서단벽
쪽의 상부는 단면상 약하게 휘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벽석은 30∼60㎝ 크기의 할
석을 사용하였고, 벽체는 벽석을 8∼9단 가량 수평으로 쌓았다. 벽석과 벽석 사이의 빈틈
은 10∼20㎝ 크기의 할석 또는 점토를 사용하여 메웠다. 특히, 개석과 직접 만나는 최상
단부는 북동장벽의 외벽과 같이 점토를 빈틈없이 채워서 마무리 한 흔적이 확인된다. 양
쪽 모서리는 북서단벽 및 남동단벽과 각각 견고하게 맞물린 것으로 확인되었고, 벽체 하
부는 시상 상면에 의해 대부분 가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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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남서장벽 전경①

<그림 13> 남서장벽 전경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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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실의 시상은 외부에서 유입된 토사와 교란된 폐쇄석이 상면을 거의 다 덮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었다. 다만, 5∼10㎝ 크기의 역석이 북동장벽 앞을 중심으
로 다수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시상 상면에 역석을 한 벌 깔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빈 공
간으로 남아있는 북서단벽 앞의 바닥면을 기준으로 본 시상의 높이는 약 45∼50㎝로 추
정된다. 석실의 개석은 총 3매이고, 가장 긴 것의 크기가 약 270㎝에 이를 정도의 거대한
장대석을 사용하였다. 개석의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게 치석되었고, 정치(定置)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4> 시상 상면 전경

<그림 15> 개석 하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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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사 성과 및 의의
1. 이중벽체(내벽)의 성격 추정
내죽리고분군6-87호분의 이중벽
체가 처음 언급되었을 당시, 태장리
고분군3-1호분에서 확인된 보축시설
과 유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지적도
있었다(김준식·이진혁 2014). 그러
나 <그림 16>과 같이 내죽리 고분군
6-87호분에서 확인되는 이중벽체
(내벽)는 바로 뒤쪽의 외벽과 마찬가
지로 석벽(石壁)의 목적으로 할석을
사용하여 길고 정연하게 조성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내벽의 최상단 벽석과 개석
사이에는 작은 할석을 촘촘하게 끼워
<그림 16> 북동장벽 내벽-외벽 축조 상태(

내벽)

넣어 최대한 밀착되도록 한 의도가
엿보인다. 이것을 통해 내벽은 남서

장벽을 포함한 북동장벽의 외벽과 같이 점토를 사용하여 벽석 최상단부와 개석이 완벽하
게 밀착된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보축시설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따라
서 다소 이질적인 상황인 것은 맞지만 내벽 역시 일반적인 벽체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이 타당하다.

<그림 17> 북동장벽 내벽(왼쪽)과 남서장벽(오른쪽) 벽석 최상단부-개석 하부의 마감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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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영주 태장리고분군3-1호분 석실 내 보축( ) 시설(세종문화재연구원 2013)

석실의 남동단벽-남서장벽-북서단벽-북동장벽 외벽은 현재까지 나타난 정황상 ‘ㅁ’자
의 평면형태로 모두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북동장벽 내벽은 벽체의 개념으
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축조 과정상에서 이질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사실 내
죽리고분군6-87호분이 축조된 시점인 5∼6세기대의 삼국시대 고분 내 매장시설 중에서
특히, 수혈식석곽 또는 횡구식석실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으로 확인
되고, 매장시설을 구성하는 네 벽의 평·단면은 모두 ‘ㅡ’자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중벽
체 구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아마 이것은 매장시설을 조성하고, 봉토를 완성하기까
지의 그 모든 축조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압력과 하중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굳이 벽체를 겹
벽으로 축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한 쪽 벽만 겹벽으로 축조한다는 것은 그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압력과 하
중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아니면 기능적인 측면을 떠나 혹시 이
러한 축조 전통이 외부에서 순흥지역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유
사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제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
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측과 해석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내죽리고분
군6-87호분에서 보이는 이중벽체 구조에 대한 성격 파악은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 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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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 검토 및 향후 과제
영주 순흥면 일대에 분포하는 삼국시대 고분 중에서 현재까지 조사된 사례는 총 12건이
고, 조사된 유구는 수혈식석곽 3기, 횡구식석실 24기, 횡혈식석실 14기 등 고분 내에서 총
41기의 매장시설이 확인되었다(2017년 1월 기준). 이 중 내죽리고분군6-87호분 보다 규모
가 큰 것은 태장리고분군3-1호분, 읍내리고분군1 내 파괴고분 정도만 확인된다. 내죽리
고분군6-87호분을 포함한 이 3기의 석실은 기왕에 조사된 이 지역의 석실과 규모적인 면
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이를 통해서 내죽리고분군6-87호분의 위상과 축
조 시기 등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 주요 순흥지역 횡구식석실의 내부 규모 비교(세종문화재연구원 2017, 수정 후 인용)
고분

석실 규모
(길이×너비×높이)

평면 장단비

석실 면적(㎡)

축조 시기

태장리고분군3-1호분

861×240×215㎝

3.59:1

20.66

5세기말

읍내리고분군1 내 파괴분

700×275×225㎝

2.55:1

19.25

5세기말∼6세기초

내죽리고분군6-87호분

570×230×178㎝

2.48:1

13.11

6세기 초∼전엽?

읍내리고분군1-5호분

560×160×130㎝

3.50:1

8.96

6세기 전엽

태장리고분군4-1호분

552×123×168㎝

4.49:1

6.79

6세기 전∼중엽

태장리고분군4-2호분

502×115×(48)㎝

4.37:1

5.77

6세기 전∼중엽

<그림 19> 영주 태장리고분군3-1호분 주요 출토유물(세종문화재연구원 2013, 수정 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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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출자형 금동관을 비롯하여 과대, 이식, 성시구, 마구 등 다양한 신라 금공품이 출
토되어 5세기 말 순흥지역 최고 수장층 무덤인 태장리고분군3-1호분이 주목된다(그림
19). 그러나 고분의 입지가 어숙지술간묘(사적 238호), 읍내리벽화고분(사적 313호), 비
봉산성이 위치한 읍내리고분군1과 바로 마주하는 능선상에 위치하고, 석실의 길이만 약
8.6m에 이르는 등 지역 최고 수준의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에 내죽리고분군6-87호분과 직
접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음, 최근에 조사된 읍내리고분군1 내 파괴고분의 경우 석실의 길이가 약 7m로 확인
되어 태장리고분군3-1호분 보다 약 1.7m 정도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너비는 50㎝ 이
상 더 긴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전체 면적은 태장리고분군3-1호분과 거의 유사하
다. 그리고 석실의 축조상태와 시상 배치, 개석 규모 등도 태장리고분군3-1호분과 유사
하다. 다만, 태장리고분군3-1호분과 달리 내부에서 철제고리와 철도자편 등을 제외하면
출토유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피장자의 성격을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단, 석실 규모만
따져보면 내부 피장자는 상당한 위계의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태장리고분군
3-1호분과 달리 고분의 입지가 구릉 최말단부에 위치하는 점과 석실의 평면형태 등은 내
죽리고분군6-87호분과 유사한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읍내리고분군1 내 파괴고분
은 조사전 이미 봉토가 파괴되어 있었기 때문에 석실 벽석과 봉토의 단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내죽리고분군6-87호분과 같은 이중벽체 구조는 보이지 않았다.

<그림 20> 영주 읍내리고분군1 내 파괴고분 봉토 단면(세종문화재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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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중벽체의 축조 사례는
순흥지역 뿐만 아니라 그 대상범위
를 영남지방 전체로 넓혀도 좀처럼
찾기 어려운 현상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영남지방에서 가장 유사한 사
례는 대구 달성 설화리고 분군Ⅱ-M1
호분이 해당되는데, 순흥 내죽리고
분군6-87호분과 마찬가지로 내벽과
외벽으로 축조된구조이다.
그러나 설화리고분군Ⅱ-M1호분
은 내벽과 외벽이 서로 완전히 맞물
려서 지그재그 구조로 동시에 축조
된 것에 반해 내죽리고분군6-87호분
<그림 21> 달성 설화리고분군Ⅱ-M1호분 석실 단면부
(영남문화재연구원 2014)

은 주지하다시피 외벽과 내벽이 서
로 분리되어 별개의 축조 과정을 거

쳤기 때문에 큰차이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설화리고분군Ⅱ-M1호분의 매장시설
은 6세기 중엽 이후에 축조된 횡혈식석실에 해당하여 축조 시점에서도 서로 간의 차이가

<그림 22> 달성 설화리고분군Ⅱ-M1호분 석실 최하단석 전경(영남문화재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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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다. 따라서 이중벽체 구조인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여기서 더 구체적인 비교를 진
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이중벽체 구조의 횡구식석실을 축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의 출현 배경으로
는 아마 신라와 고구려의 문화가 동시에 확인되는 삼국시대 순흥지역 고분 문화의 큰 흐
름이 그대로 반영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예컨대, 횡구식석실인 읍내리고분군1 내 파괴고
분의 벽석에서 백색 점토재가 미장되는 현상은 신라와 고구려의 영향이 동시에 나타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즉, 순흥지역에 벽화고분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인 5세기 말∼6세기
초를 전후한 시기부터 횡구식석실이라는 신라식 묘제 내부에 고구려 벽화고분과 유사한
점토 미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순흥지역 고분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만약, 내죽리고분군6-87호분 역시 이러한 석실 구조의 특수성과 학술적 가치
가 인정되어 차후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면, 그 때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Ⅴ. 맺음말
이상으로 영주 순흥 내죽리고분군6-87호분의 석실 구조와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내죽리고분군6-87호분은 기왕에 순흥지역에서 조사된 횡구식석실의 전개양상과 유사한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이중벽체 구조라는 축조 기술이 사용된 것은 매
우 특징적이면서도 새로운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영남지방 내 6세기
중엽 이후 신라 횡혈식석실에서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기는 하지만 완전히 같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더 많이 확인되어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
다. 나아가 비지정문화재인 내죽리고분군6-87호분의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여러 궁
금증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사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를 기
대한다.
▶논문접수일(2018.12.24) ▶게재확정일(201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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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호

The character and structure of stone chamber of
No.87 in Naejuk-ri Tombs 6 in Sunheung, Yeongju
Jun-sik Kim·Jin-hyuk Lee
(Sejong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No.87 in Naejuk-ri Tombs 6 in Sunheung Yeongju which is located at 335
Sunheung-myeon, Yeongju-si, Gyeongsangbuk-do Province is the stone chamber with
horizontal entrance style and is estimated to be built in the late 5th and early 6th centuries.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original scale and shape of the mound because of loss. However
it is confirmed that the main burial chamber’s size is 570㎝ long, 170~230㎝ wide and
120~178㎝ tall.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tomb is similar to another tombs found in Sunheung
area. But The tomb of No.87 has the particularity of two layers of wall that has never been
found in another tombs in Sunheung area before. It is presumed that the technique came not
from itself in Sunheung, but from Silla or Goguryeo.
As mentioned above, the structure of two layers of wall has never been found before
in Sunheuong area, so the tomb of No.87 is regarded to be a high historical·academic tomb.
Through this report, we hope the tomb of No.87 get to be widely known in the academic
world, which lead to the excavation.
Key words : Tombs, The stone chamber with horizontal entrance style, Sunheung, Naejuk-ri
Tombs, The construction technique of two layers of wall, Silla, Gogur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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