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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angun Dohangri 6th tumulus was characterized by using geological, geophysical, and geotechnical surveys in

terms of the shape of the tombs, origin and geotechnical properties of tomb materials, safety of grave mound and

burial chamber. The bedrock (Haman Formation sedimentary rock) forming the ground of the tomb, is weathered

such that men can excavate the ground. The mound tomb is classified into soil part and rock part by low resistiv-

ity and high resistivity, respectively, through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The burial chamber is mostly made by

Haman Formation while some part is composed of granitic rock that is distributed in the most southern district of

the study area. According to soil tests, the soil part of mound tomb shows low water content, low pore ratio, and

proper unit weight that indicate highly compacted material. Additionally, the mound tomb is safe because the

strength of the rock part of the mound tomb exceeds that of general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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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학적, 물리탐사기법, 지질공학적 방법을 통하여 함안군 도항리 6호고분의 축조 형태, 고분 축조에 사용된 재료

의 원산지와 공학적 성질, 봉분과 석실부에 대한 안정성 등을 고찰하였다. 고분의 기반암인 함안층은 풍화를 받아 인

력으로 굴착이 용이한 암반 특성을 나타내었다. 전기비저항 탐사에 의하면 봉분은 토사부를 나타내는 저비저항대와

암석편의 함량이 많은 암석부의 고비저항대로 구분되었다. 대부분의 석실부 개석은 함안층과 동일한 암석으로 구성되

어 있으나, 개석의 일부는 연구지역의 최남단에서 산출되는 흑운모화강암과 동일하다. 토질 시험에 의하면, 봉분의 토

사부는 낮은 함수비, 낮은 간극비, 적정한 단위중량으로 보아 다짐 정도가 매우 높은 재료임을 지시한다. 또한 봉분의

암석부의 강도는 일반적인 암반의 전단강도를 초과하고 있어 매우 안정성 있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어 : 고분, 봉분, 석실, 전기비저항탐사

1. 서 론 

 선사시대와 고대의 인간생활은 토지와 밀접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토지에 대한 의존도는 현재

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다(Hwang and Yoon, 2000,

2002). 토지는 생활의 근거지와 활동 영역이라는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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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식량, 도

구 등 각종 용도의 재료 공급지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선사시대와 고대의 인간생활과 토지의 유기적 관계는

생활의 흔적인 모든 유적, 유물 및 고분을 통해서 가

능하다. 유적과 고분의 위치와 분포 등의 입지 특성은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여건과 밀접하게 관련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자연 환경에도 크게 의존하였다. 특히,

유적의 입지는 토지 이용과 관련하여 지형적 조건(주

변의 수계망, 지형 경사도 등)에 좌우되었다.

 고분은 지배층의 정치적, 사회적 위치를 잘 나타내

며 당시의 매장 풍습과 함께 피장자가 속하고 있던 시

대상, 사회상 등도 반영한다. 뿐만 아니라 고분의 내용

물은 시대에 따라 변화, 발전하였으며 지역에 따라서

도 다른 특징을 가진다. 고분은 축조 세력의 정치, 사

회와 문화적 특성뿐만 아니라 당시의 자연과학적 그리

고 그 당시의 공학적 기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

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고분 축조의 실태를 정확하

게 파악함으로써 고분 문화의 변화와 그 당시 사회상

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분은 매장 주체부인 석

실부와 이를 보호하는 봉분으로 크게 구분된다. 봉분

은 현대의 토목공학적 관점에서 보면 흙과 암석 등의

자연 재료를 이용한 성토 구조물이며, 석실은 지반을

굴착하여 만든 지하 구조물이다. 

 물리탐사(전기비저항 탐사, GPR 탐사, 탄성파 탐사

등)는 지하암반의 물리적 특성을 알아내어 암반의 상

태를 탐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인 지반조사 뿐만 문

화재 분야에서 문화재 유구 조사, 문화재 안전 진단

등의 목적으로도 이용되고 있으며(Diamanti et al.,

2005; Vafidis et al., 2005), 전기비저항탐사는 지하

암반의 전기적 성질을 탐지하기 위해서 널리 쓰이고

있으나, 고분 조사에서는 전기비저항의 차이에 의해서

고분의 물성을 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용된다(Oh

et al., 2011). 탄성파 탐사는 지하의 탄성파 속도를 측

정하여 고분의 형태 등을 파악할 수 있다(Tsokas et

al., 1995).

본 연구는 경남 함안군 도항리 6호 고분에 대한 물

리탐사, 지질조사 그리고 토질시험을 통하여 그 당시

의 고분 축조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물리탐사는 비

파괴로 탐사 대상체 내부의 구조적 형상과 물리·역학

적 성질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분의 내부구조 및 구성 물질 분포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한 전기비저항 탐사와 고분 기저부의

분포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탄성파 굴절법 탐사를 실시

하였다. 고분의 지질학적 연구에서는 고분 축조 재료

의 원산지 파악을 위하여 고분 구성 물질에 대한 암석

의 관찰과 기재를 실시하였다. 또한 고분 구성물의 물

리적, 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고자 토질시험을 실시하였

다. 이를 통하여 고분 축조에 사용된 흙과 암석의 원

산지, 성토물의 공학적 성질과 적합성, 봉분과 석실 내

부의 공학적 안정성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지형 및 지질

연구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 경남 함안군 도항리 고

분군의 6호고분 지역이다(Fig. 1). 도항리 고분군은 함

안군 소재지 남쪽 배후 지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구

릉부에 위치하고 있다. 함안군 도항리, 말산리 인원에

는 약 100여기에 이르는 가야시대 대형 고분들이 위치

하고 있다. 연구대상 고분인 도항리 6호고분은 비교적

낮은 기복의 구릉에 위치하고 있어 오랜 기간 경작이

나 민묘 조성 등으로 원형이 많이 훼손된 상태로 원래

의 규모를 추정하기가 힘들다. 최근 종료된 현장 발굴

조사 결과, 봉분의 규모가 직경 약 30 m, 석곽의 길

이가 약 10 m나 되는 초대형 고분으로 추정된다

(Foundation of East Asia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

2005a, 2005b). 

연구지역의 산계는 부분적으로 북서 방향과 북북동

방향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북북서 방향의 주요 산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산계의 발달은 선형의 지질구조에 의

해서 규제된다(Fig. 2). 주요 산계와 사교하거나 거의

직교하는 방향으로 소규모 산계가 분기되고 있어서 전

체적으로 격자상의 산계가 발달되어 있다. 연구지역 북

쪽은 남강과 낙동강에 근접하면서 산계의 규모는 현저

Fig. 1. Location of Dohangri 6th T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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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감소하며 남강을 지나면서 다시 산계의 규모가 커

지고 있다. 연구지역 남쪽의 규모가 큰 산계는 해발고

도가 700 m 내외로서 비교적 험준한 고산지대를 형성

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대체로 해

발고도 300 m를 넘지 않는 구릉성 산지가 발달한다

(Fig. 2). 함안군 도항리 6호분이 위치하고 있는 구릉성

산지 주위를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해발고도가 높은

산계가 에워싸고 있는 지형을 보인다. 이러한 지형 발

달은 산계를 형성하는 암석의 풍화에 대한 저항도와

선형의 지질구조의 규모와 밀도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도항리 고분군 주변은 넓은 충적평야와 수계

망에 의해 저기복의 독립적인 구릉성 산지를 보여준다.

산계의 발달을 규제하는 선형의 지질구조선을 따라

산계의 형상과 거의 유사한 장방형의 격자상수계가 발

달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수계와 함께 1, 2차 지류를

형성하는 수지상 수계가 수반된다. 남강에 근접하면서

수계의 규모는 커지며 수계 주변의 충적평야의 크기도

현저히 커진다. 상대적으로 남강 이북 지역보다 이남

지역에 충적평야가 훨씬 잘 발달되어 있다. 

지질조사와 의령도폭(Choi and Kim, 1963)에 의하

면, 연구지역의 기반암은 중생대 백악기 경상누층군에

속하는 하양층군 퇴적암류와 유천층군의 화산암류 그

리고 불국사관입암군으로 구분된다(Fig. 3). 최하부의

하양층군은 하위의 함안층과 상위의 진동층으로 구성

되며 두 층은 서로 정합적인 관계에 있다. 하양층군

퇴적암류를 분출, 피복하고 있는 유천층군의 화산암류

는 안산암질 응회암이다. 불국사관입암군(화강암류와

암맥류)은 상기 지층들을 관입하고 있다. 화강암류는

암석학적 특징에 따라 하위의 화강섬록암과 상위의 흑

운모 화강암으로 구분되며 이를 관입하고 있는 염기성

암맥으로 구성된다.

3. 연구방법

고분의 축조 연구방법은 지형, 지질, 토질역학, 물리

탐사 방법으로 구분된다. 고분군과 그 주변에 대한 지

형과 지질학적 연구는 고분의 입지 특성과 고분군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고분의 축조기술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분 자체에 대한 물리탐사, 지질학

적 기재 및 토질시험 등도 수행하였다.

3.1. 지형학적 방법

유적의 위치와 분포 등의 입지 특성은 당시의 사회·

문화적 여건뿐만 아니라 주변의 자연 환경에도 밀접하

게 관련된다. 지형분석은 고분군을 포함한 광역적 범

위의 지형 특성과 미지형적 분석을 포함한다. 광역적

인 지형분석은 인공위성을 통한 원격탐사에 수치지형

고도자료를 기본적으로 이용하였다. 수치지형 고도자료

는 거리 간격이 1초로서 25 m의 해상도를 가진다. 지

형분석 소프트웨어인 Surfer(V. 8.01)를 이용하여 격자

Fig. 3. Geological map around the study area. 

Fig. 2. Regional relief map around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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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생성하였다. 이 파일을 기본으로 하여 광역적

규모에서의 지형 특성 분석을 위한 영상도(image

map)와 음영기복도(shaded relief map)를 작성하였다.

미지형 특성은 직접적으로 유적의 분포 및 범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미지형 특성은 인문환경의 관점

에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고려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정량적인 미지형 분석에서는 수

치지형도의 등고선과 수준점 등의 표고 자료를 추출하

고 이를 이용하여 부정형삼각네트워크(Triangular

Irregular Network; TIN)와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 등의 수치지형모델을 생성하

고 이를 기초로 미지형 형상 및 경사도 등의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수치지형도는 국립지리원에서

발간된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를 사용하였고,

AUTO CAD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치지형도에서 등고

선, 수준점 등의 표고 관련 자료들을 추출하였다. 추출

된 파일을 Arcview(V. 3.3) 및 ArcGIS(V. 8.3) 등의

지리정보시스템(GI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shape 파일

형태로 변환하고, 이를 TIN 및 DEM 작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이용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TIN을 생성한

후 이를 다시 DEM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거쳐 실제

적인 지형의 모습을 유추하고 정확한 분석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생성된 DEM은 격자간격이 5 m로

서 여기서 표고의 추출 및 경사도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음영기복도를 제작하여 미지형 분석의 보조 자료로

서 활용하였다.

3.2. 지질학적 방법

지질학적 방법은 고분군의 기저부를 이루는 천부 지

층과 기반암의 분석을 포함한다. 또한 지질은 고분 축

조에 필요한 재료의 공급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따

라서 고분 축조 재료와 주변 표층과 기반암의 지질학

적 및 지질공학적 성질을 서로 비교하여 고분 축조 재

료의 원산지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지질은 인문환경

의 기저를 형성하기 때문에 고분의 입지와 직접적인

상호관련성을 가진다. 지질은 제4기 이전의 지질시대

암석과 제4기 표토층(일반적인 흙)을 대상으로 한다.

지질학적 연구는 야외지질조사와 기존에 발간된 의령

지질도폭(Choi and Kim, 1963)을 참고하여 수행하였다.

고분에 대한 지질학적 분석은 고분의 구성물질인 흙

과 암석에 대한 암석기재학적인 관찰과 기재를 통한

흙의 성인론적 분류와 지층의 나이 파악을 포함한다.

구성 물질에 대한 지질학적 특성 파악은 연구지역의

기반암과 표층 지질과 비교하여 고분 구성 물질의 원

산지를 판정하는데 이용된다.

3.3. 물리탐사 방법

고분 조사에 널리 사용되는 물리탐사로는 전기비저

항 탐사(Dahlin and Zhou, 2004; Oh et al., 2011),

GPR 탐사(Kim, et al., 2005)와 탄성파 굴절법 탐사

(Anderson, 1989; Claebout, 1976; Tucker and

Yorkston, 1973)가 있다. 전기비저항 탐사는 지반의 전

기비저항을 구하는 것으로 봉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의 분포 특성과 개략적인 구조적 형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유적 탐지에 유용한 쌍극자 배열과 웨너 배열

법을 이용하였다(Dahlin, 1996). 웨너 배열법은 동일

깊이에 대한 수평적인 전기비저항 변화를 파악하기 위

하여 0.5×0.5 m 또는 1.0×1.0 m의 격자망으로 전극

을 설치하여 전기비저항 탐사를 수행하였다(Loke,

2012). 또 굴절법 탄성파 탐사 측선방향과 동일하게 전

극 간격 2 m의 쌍극자배열 전기비저항 탐사를 실시하

였다. 현장에서 획득한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를

DIPRO(v. 4.0)의 역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2D 수직

전기비저항 단면을 작성하고, 각 측선별로 0.5~1.0 m

간격으로 전기비저항 값을 획득하여 2차원적인 전기비

저항 평면도를 작성한다. 탐사구간 내에서 이 전기비저

항 평면도의 분포에 의해서 유적의 상태를 파악하였다.

봉분과 석실의 기저층을 통과하는 탄성파 속도를 측

정하여 기반암의 분포 양상을 해석하기 위하여 탄성파

굴절법 탐사를 실시하였다. 탄성파 굴절법 탐사는 미

국 Seistronix사의 RAS-24 탄성파 탐사기와 28 Hz 수

진기, 12~24 채널 케이블을 이용하였고, 측선 간격은

1 m로 수진기를 배열하여 총 연장 12 m를 전개하였다.

탄성파의 발신원은 5 kg의 해머를 사용하였으며, 원거

리발신 없이 측선의 양 끝과 중앙부에서 해머 타격에

의해 탄성파를 발생시켜 수신기에서 도달 시간을 측정

하였다. 탄성파 탐사 해석방법은 임의의 셀에 지나가

는 주시곡선 속도값을 역산하는 Seisimager software

를 이용하여 주시곡선 및 단면도를 작성하였다(Taner

and Koehler, 1969). 굴절법 탄성파탐사 주요 장비는

컴퓨터, 송신원, 수진기, 트리거 (trigger), 증폭기, 필터,

이득장치 등이다. 

3.4. 토질시험

토질시험은 고분을 구성하고 있는 흙의 물리적 성질

과 역학적 성질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토질

시험과 실내 토질시험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현장

토질시험에서는 봉분에 대한 밀도 즉, 현장 상태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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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량을 파악하기 위한 들밀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실

내 토질시험은 물리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함수비

측정을 4회, 비중시험을 2회 실시하였으며, 역학적 성

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전단시험을 4회 수행하여

각 토질시험의 평균값을 산정하였다. 실내 토질시험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불교란 상태의 블록 시료(block

sample)를 채취하였으며, 직접전단시험은 봉분의 안정

성 검토에 적용되었다. 토질시험을 통하여 고분 조성

에 이용된 흙과 암석의 원산지, 성토 재료의 성질과

적합성, 봉분과 석실 내부구조에 대한 안정성 등을 파

악하였다.

 

4. 결 과

4.1. 지형분석

국립지리원에서 발간된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

하여 지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지역이 위치하고 있

는 구릉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의 지형적 유사

성이나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넓은 범위를 분

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지역과 주변 지형에 대

한 경사도, 사면의 방향 등의 각종 지형 분석을 위하

여 수치지형도상의 자연 지물(논, 밭 등)과 인공구조물

(가옥, 제방, 도로 등)은 CAD와 ArcViewGIS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모두 제거하고 지형등고선과 표고점만

을 각각 Polyline data와 Point data로 나누어 저장하

고 지형등고선과 표고점 도면을 작성하였다. 추출된 지

형 관련 레이어들과 실제 조사지역의 좌표일치를 위해

서는 TM(Transverse Mercator)좌표계를 기준으로 중

부 원점(38°N, 127°E)을 사용하였다. 

Arc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형등고선과 표고점들

을 대상으로 수치지형모델을 생성하였다. 먼저 수치지형

도로부터 표고 관련 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shape 파일

형태로 변환시켰다. 수치지형도는 dxf 파일로 구축되었

기 때문에 지형등고선은 3차원의 polyline이므로, 이를

2차원의 polyline으로 전환시킴으로써 TIN(Triangular

Irregular Networks)을 생성하였다. TIN 생성에 의한

연구지역의 평균 고도는 54 m 정도이며 고도의 범위

는 6~369 m로 나타난다. TIN에서 생성된 고도들은

하천이나 계곡 부분 등에서 표고점의 부족 또는 오류

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sink 현상 때문에 정확한 값

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하

여 약간의 보정 작업을 거친 후 래스터 형식의

DEM(Digital Elevation Model)을 생성하였다. 이때

TIN 자료를 grid 파일로 변환시키고 이를 직접 DEM

자료로 이용하였다. DEM의 pixel 간격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5 m이며 기준 등고선은 0 m로 설정하였다.

최종 생성된 DEM에서의 지형 특성을 보다 자세하

게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지역의 고도 분포를 표준 편

차 값으로 환산하여 DEM을 재 작성하여 최저, 평균,

최고 고도를 기준으로 전 지역의 상대적인 고도 분포

경향을 Fig. 4에 나타내었다.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곳

이 고도가 높은 산지 지역이고,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곳이 고도가 낮은 충적 평야 지역을 표현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연구지역의 북쪽 지역으로 갈수록 충적평

야의 분포가 넓어진다. 산지 지역의 경우, 평균 고도를

가지는 구릉성 산지 지역은 도항리 6호분이 위치하고

있는 독립 구릉을 포함하여 연구지역의 중앙부와 중앙

좌측부에 다소 고립되어 한정된 분포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산지 지역과 뚜렷이 구분된다.

따라서 도항리 고분군을 포함한 함안 지역의 유적 분

포는 이러한 지형적 특성과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4.2. 물리탐사 해석

도항리 6호고분에 대한 탄성파 굴절법 탐사와 전기

비저항 탐사 측선은 Fig. 5와 같다. 탄성파 굴절법 탐

사는 약 60%의 봉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실시하였으

며, 고분의 기저부와 거의 인접한 고분의 동쪽 말단에서

수행하였다. Fig. 6은 심도 3 m까지의 탄성파 속도

분포도와 동일 측선상의 전기비저항 분포도를 나타낸

Fig. 4. Topography analysis of the study area by 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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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전체적으로 탄성파 속도는 280~1,260 m/sec의

비교적 낮은 속도 범위를 보이고, 측방으로 일정하게

탄성파 속도가 분포하며, 깊이가 증가할수록 속도가 빨

라지는 층상 구조를 보인다. 현장에서 표토층의 평균

두께는 1.0 m 내외로 분포하고 있어서 역산 결과 속

도값과 비교하면 700 m/sec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등속도 값을 도시하였을 때 표토층의 두께는 1.0 m

내외로 거의 일정하다. 이는 기반암인 퇴적암 풍화대

상부에 표토층이 피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탄성파속

도에 따른 지반분류는 700 m/sec 이하는 토사층,

Fig. 5. Location of geophysical survey lines and investigation sites.

Fig. 6. Comparison of seismic velocity (upper figure) and electrical resistivity(lower figure) dis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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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1,200 m/sec는 풍화암, 1,200 m/sec 이상은 연

암이상 강도의 암석으로 구분하며, 풍화대의 속도 분

포는 1,200 m/sec 이하로 도구사용에 의해서 사람이

굴착할 수 있는 지반임을 나타낸다(Korea Express

Corporation, 2000). 

탄성파 굴절법 탐사와 동일 측선 구간에서의 쌍극자

배열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를 보면, 전기비저항이

100~150 Ohm-m 범위에서 표토층과 풍화대층의 경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면 시점부의 200 Ohm-m

이상의 전기비저항 분포영역은 현 봉분 개발로 인해

일부 기반암이 노출된 구간과 일치하고 있다. 단면 종

점부 즉 봉분과 멀어질수록 상부에 저비저항대가 시점부

보다 넓게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굴착 등에 의한 훼

손이 덜한 자연상태의 지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봉분을 대상으로 하는 웨너 배열법 전기비저항 탐사

는 현재 잔존하고 있는 봉분을 포함하여 일부 봉분의

최대 범위로 추정되는 구간까지 탐사 범위를 설정하였

다. 총 9개의 측선을 전개하였으며, 전극 간격은 1 m

로 하고, 측선 간격은 전극 간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

도록 최대 2 m 이내에서 조정하였다. 측정 자료를 내

삽법으로 처리하여 작성한 지표면 기준 심도 1.5 m의

전기비저항 평면도는 Fig. 7(Fig, 6의 점선 동그라미

부분)과 같다. 전기비저항 평면도에 의하면 봉분의 전

기비저항은 40~420 Ohm-m의 범위로 분포하고, 전기

비저항 범위에 따라 봉분이 구획되는 양상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약 200 Ohm-m를 기준으로 그 보다 높은

고비저항대(황색에서 적색 계열)와 그 이하의 저비저항

대(녹색에서 청색 계열)로 구분된다. 고비저항대는 봉

분의 중앙부와 북쪽 영역에 주로 발달하고, 저비저항

대는 봉분의 남쪽 영역에 주로 분포한다. 북쪽과 동쪽

에서의 고비저항대는 퇴적암 풍화대, 석실부 주위 보

강석 등의 분포 영향으로 해석된다. 중앙부 및 남쪽영

역의 150 Ohm-m 이하의 저비저항대는 석실이 위치는

곳으로 주위에 토사층으로 피복되어 있는데, 이는 과

거 이 구간에서 주로 굴착이 이루어지고 석실을 안장

시킨 뒤 성토, 다짐이 이루어진 영역으로 판단된다.

4.3. 토질시험 결과

봉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현장 상태에서의 물

리·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봉분의 토질

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토사부에 대해서 토질시험을

수행하였다. 들밀도 값은 Fig. 5의 P-1과 P-2 지점에서

각각 1.612 g/cm3과 1.574 g/cm3으로 산정되었다. 함

수비는 A-1과 A-3 각각 18.88 %와 20.93 %로 매우

작게 나타났으며 Table 1과 같이 두 시료가 거의 유사하

다. 습윤 단위중량은 A-1과 A-3에서 각각 1.871 g/cm3

과 1.991 g/cm3으로서 A-1의 시료가 약간 높은 값을

보이며, 건조단위중량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습윤 단위중량은 현장 들밀도 시험으로 구한 값과 비

교하면 다소 차이를 보인다. 들밀도 시험은 토층의 표

면에서 수행된 것으로서 표면에서의 건조와 균열 발생

등의 시료 교란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

서 습윤 단위중량은 실내시험 결과를 채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간극비는 A-1과 A-3에서 각각 0.720과 0.641의 비

교적 작은 값을 보이며, A-1의 시료가 약간 높은 값을

갖는다. 공극율에서도 간극비의 결과처럼 A-1의 시료

가 약간 높은 값을 갖는다. 이와 반대로 포화도에서는

간극비와 공극율이 높은 A-1의 시료가 낮은 값을 보인

다. 비중은 A-1 및 A-3 시료에 대해서 각각 2.706,

2.700으로 일반적인 흙의 범위에 분포한다. 성토재의

적합성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물리적 변수인 습윤 단

위중량으로 볼 때 연구지역 봉분은 사질토내지 모래의

성토재 조건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낮은

함수비와 간극비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직접전단시험을 통하여 봉분의 안정성 검토에 필요

한 역학적 성질인 점착력과 마찰각을 산정하였다. A-1

과 A-3 시료에 대해 수행된 직접전단시험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직접전단시험은 현장 조건 그대

로의 습윤 상태와 물로 간극을 완전히 포화시킨 상태

Fig. 7. Electrical resistivity distribution in the depth of

1.5 m by Wenner-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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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포화 상태에서의 시

험은 봉분이 강수나 지하수에 의해 완전히 침수된 조

건을 감안한 것으로 최악의 봉분 상태를 고려한 것이

다. 직접전단시험 결과, 두 시료의 전단 특성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며 약 1.0 kgf/cm2 이상의 높은

점착력과 52°를 초과하는 매우 높은 내부마찰각을 가

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자연지반과

성토재의 전단강도에 비해 큰 값으로 매우 잘 다져져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특히, 내부 마찰각은

흙의 평균값인 23°(Gibson, 1949)를 훨씬 초과하고 있

어 매우 양호한 다짐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포화 상태에서는 습윤 상태에 비해 강도가 저하됨을

볼 수 있으나, 포화 상태에서의 강도 또한 매우 큰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의 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도항리 6호분의 봉분은 양질의 토사를 이용하여 매우

안정성 있게 성토된 것으로 해석된다.

4.4. 고분 축조 재료의 원산지

고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의 지질학적 특성과 도항

리 고분군 구릉부와 주변 구릉부의 지질학적 및 지형학

적 특성으로부터 이 재료들의 원산지를 추정하였다. 축

조 재료의 원산지는 봉분과 석실로 구분하여 살펴보았

다. 봉분은 흙을 주체로 하는 토사부와 암석편을 주체로

하는 암석부로 크게 구분된다. 우선 토사부는 고분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는 기반암과 동일한 다량의 암편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반암인 함안층의 표토를 형성하는

풍화잔류토와 거의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6호분이 위치

한 구릉부와 역시 동일 기반암으로 구성된 주변 구릉부

Table 2. Results of direct shear test of soil samples

Sample no.
Normal stress

(kgf/cm2)

Maximum shear stress

(kgf/cm2)

Cohesion

(kgf/cm2)

Angle of internal friction

(°)

A-1

Moisture

1 0.5 1.72

0.947 57.380
2 1.0 2.52

3 1.5 3.65

4 2.0 4.06

Saturation

1 0.5 0.84

0.219 54.136
2 1.0 1.68

3 1.5 2.17

4 2.0 2.91

A-3

Moisture

1 0.5 1.83

1.342 52.353
2 1.0 2.80

3 1.5 3.39

4 2.0 3.77

Saturation

1 0.5 0.97

0.538 43.725
2 1.0 1.54

3 1.5 1.79

4 2.0 2.40

Table 1. Results of laboratory soil test

Sample 

no.

Water content

(%)

Moisture unit weight

(g/cm3)

Dry unit weight

(g/cm3)

Void 

ratio

Porosity

(%)

Saturation degree

(%)

Specific 

gravity

A-1

1 18.90 1.900 1.598 0.693 40.94 73.79 2.708

2 18.88 1.844 1.551 0.745 42.70 68.63 2.705

3 18.95 1.846 1.552 0.743 42.64 68.80 -

4 18.80 1.896 1.594 0.697 41.08 73.35 -

Ave. 18.88 1.871 1.574 0.720 41.84 71.14 2.706

A-3

1 20.95 2.020 1.670 0.617 38.16 91.78 2.700

2 20.91 1.972 1.630 0.657 39.64 86.27 2.700

3 20.98 1.998 1.651 0.635 38.84 89.20 -

4 20.89 1.972 1.630 0.656 39.63 86.31 -

Ave. 20.93 1.991 1.645 0.641 39.07 88.39 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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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달하는 풍화잔류토와 입도 조성, 색조 등에 있어

서 지질학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 암석부를 구성하

는 암석편의 암상은 녹회색 이암과 녹회색 사질 셰일,

그리고 자색 사질 셰일 등이 확인되는데 이는 기반암

인 함안층의 구성과 전적으로 동일한 암상을 갖는다.

Fig. 5의 DH-01~08 지점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평적인 표토층의 불연속성과 기반암의 비정상

적인 노출로 볼 때, 고분이 위치하고 있는 지형면의

상당 부분이 인위적으로 재조정되었으며 고분 조성을

위해 표토층과 기반암 상부까지 굴착하였음을 지시한

다. 탄성파 굴절법 탐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

지역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는 기반암은 인위적으로 굴

착이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연약한 공학적 특성을 가

졌다. 실제 도항리 고분군 구릉에서는 심하게 풍화되

어 있어 매우 연약한 성상을 유지하는 함안층의 노두

가 쉽게 발견된다.

따라서 고분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된 토사와 암석은

기반암인 함안층의 표토층(풍화잔류토)과 암석으로부터

직접 유래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흙과 암석의

원산지는 도항리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는 자체 구릉부

에서 직접 공급된 것이다.

석실부(DH-04)는 전적으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대부분 녹회색 이암, 녹회색 사질 셰일, 자색 셰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반암인 함안층과 동일한 암석

조성을 갖는다. 고분 조성을 위한 굴착 작업 과정에서

수습된 암석을 그대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개석과 시상석(DH-04)은 구성 암상과 특징에 있어서

전혀 다른 기원을 갖는다. 총 12매의 개석 중에서 화강

암질 암석의 2매를 제외하고는 함안층과 동일하다. 그러

나 고분군과 그 주변의 함안층과는 달리 풍화정도가 비

교적 약하고 2 m가 넘는 직경과 15~25 cm의 두께를

갖는 큰 규모로 산출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개석의

절리 간격이 크고 풍화작용을 덜 받은 지역에서 왔음을

시사하며 적어도 도항리 고분군과 그 주변의 구릉부에

서는 기원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특징적으로 개석의

일부는 화강암질 암석으로서 전혀 다른 암상을 띠고

있어 개석의 원산지에 대한 최대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이 될 수 있다. 이 개석은 흑운모 화강암으로 밝혀졌

으며, 개석의 암상과 일치하는 흑운모 화강암 노두는

연구지역의 최남단인 쌍계천 상류부의 별천마을 입구

지류에서 확인된다. 흑운모 화강암은 십 수 cm 두께의

판상절리를 보이며, 평면상에서도 거의 서로 직교하는

수직절리를 수반하고 있다. 또한, 한 방향의 수직절리의

연장성이 양호하여 절리로 구획되는 암괴는 개석의 형

태 및 규모와 거의 유사한 직육면체의 형태를 보인다.

 

5. 결 론

함안군 도항리 6호고분의 축조기술을 파악하기 위하

여 6호고분과 그 일원의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지질

공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항리 6

호고분 축조에 이용된 흙과 암석의 원산지, 성토 재료

의 성질과 적합성, 재료의 이용, 봉분과 석실부 내부구

조에 대한 안정성 등의 축조 기술 전반에 대한 문제를

규명하였다.

함안군 도항리 6호고분이 위치하고 있는 구릉부 일

원에 대한 지형 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변 지역에 비해

해발고도가 낮고 경사도가 낮은 구릉성 산지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지형학적 조건을 가진 지역

이 도항리 고분군을 중심으로 그 인접 지역에 집중되

어 있어 고분군 형성의 자연환경적 입지 여건을 잘 표

현해주고 있다. 연구지역의 기반암은 하부로부터 백악

기 퇴적암류인 함안층과 진동층, 그리고 상위에 이를

분출, 피복하는 안산암질 응회암과 이상의 지층들을 관

입하는 불국사관입암군에 속하는 화강암류와 암맥류로

구성된다. 화강암류는 다시 암상 특성에 따라 하위의

화강섬록암과 상위의 흑운모 화강암으로 구분된다. 함

안층은 도항리 고분군의 기반암으로서 녹회색 이암, 녹

회색 사질 셰일, 자색 사질 셰일을 주구성 암석으로

하여 소량의 사암이 수반되는 구성을 갖는다. 이상의

기반암을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있는 제4기의 표토층은

산지지역을 점하고 있는 풍화잔류토와 충적 저지대에

발달하는 하천 퇴적층으로 구성된다.

탄성파 굴절법 탐사 결과, 도항리 6호고분 기저부의

기반암인 함안층은 탄성파 속도가 1,200 m/sec 이하로

절리 간격이 조밀하고 풍화작용을 심하게 받은 암반

특성을 가진다. 봉분에 대한 전기비저항탐사 결과, 봉

분은 구성 물질에 따라 저비저항대와 고비저항대로 구

획되어 나타나고 있다. 저비저항대는 토사부를 대표하

고 고비저항대는 상대적으로 암석편의 함량이 우세한

암석부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봉분을 구성하고 있는 토사부와 암석부는 지질학적

특성에서 고분의 기반암인 함안층과 거의 일치하는 암

상 특성을 가진다. 아울러 인접 구릉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표토층의 발달과 고분의 기저를 형성하는 기반암

의 비이상적인 돌출 현상 등은 봉분 재료가 자체 구릉

부에서 직접 공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석실부의 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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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제외한 모든 석재 역시 기반암인 함안층과 동

일한 암석 구성을 가지고 있어 자체 구릉부 기원을 갖

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개석의 대부분을 차지하

는 함안층 기원의 암석은 고분군과 주변 구릉부의 암

석과 암상은 동일하나 암괴의 규모가 상당히 크게 산

출되고 있어 고분군 주변 보다는 풍화작용의 영향을

덜 받은 연구지역 남쪽의 고산 지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개석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강암질 암석은 연구지역의 최남단에 산출지가 위치

하는 흑운모 화강암과 동일한 암상을 보인다. 흑운모

화강암의 산출지 중 연구지역 남쪽의 쌍계천 상류부의

별천 마을 입구 계곡에서는 개석의 형태 및 규모가 거

의 일치하는 암괴 형태가 발달되어 있어 이곳에서 직

접 채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봉분 구성 물질에 대한 토질 시험 결과, 봉분의 토

사부는 낮은 함수비와 간극 특성뿐만 아니라 비교적

큰 단위중량을 보이고 있어 다짐 정도가 매우 양호한

재료로 성토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직접전단시험에

의한 봉분의 전단특성은 일반적인 암반의 전단 특성을

초과하고 있어 매우 안정성 있게 성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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