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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시실

제2전시실

1stExhibition Hall

2ndExhibition Hall

제1전시실은 선사시대에서 삼국시대까지 한국 고분문화 변천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각 시대별 무덤의 형식과
부장품이 전시되어 있다. 신석기시대의 독널무덤, 청동기시대의
고인돌, 삼한시대의 널무덤과 덧널무덤, 고구려·백제·신라·가야의
다양한 무덤 형식을 전시유물과 실물모형·영상자료 등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노포동·복천동·연산동 고분군의 유물을 통해
부산지역 고대문화의 특징을 확인하고, 1969년 이후 8차에 걸쳐
실시된 복천동 고분군의 발굴성과를 살펴볼 수 있다.

❸

제2전시실은 복천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을 장르별로
전시하여, 복천동 고분군의 성격을 볼 수 있다. 복천동 고분군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토기가 나왔는데 특히 신발모양토기·오리모양토기
·말머리모양뿔잔 등은 뛰어난 조형미를 보여줄 뿐 아니라, 당시의
의식행위나 죽은자에 대한 영혼사상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복천동 11호묘 출토 금동관은 한강 이남지역에서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특히 가야의 고분에서 출토예가 거의 없는 가지
방울(칠두령)은 복천동 고분군의 가야문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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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선사시대의 무덤
❷ 삼한·삼국시대의 무덤
❸ 부산의 고분문화
❹ 복천동 고분군
❺ 영상자료실

❶ 복천동 고분군의 토기
❷ 복천동 고분군의 철기
❸ 복천동 고분군의 갑옷
❹ 복천동 고분군의 말갖춤새
❺ 복천동 고분군의 장신구
❻ 영상 및 포토존

❹

❷

❺
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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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공원과 야외전시관

Ancient Tombs Park & ExhibitionHall
복천동 고분군은 무덤의 입지·규모·부장유물의 면에서 부산의 대표적인 고분군으로, 삼국
시대인 4세기에서 5세기에 주로 만들어진 가야 지배층의 무덤이다. 지금까지 8차례의 조사를 통해
10,000여 점의 유물이 나왔는데, 경주의 고분에서 금으로 된 유물이 많이 나온데 비해 복천동 고분군
에서는 철로 된 유물이 많이 나왔다. 특히 무기와 갑옷 종류가 많이 나온 유적으로 유명하다. 복천동
고분군은 삼국시대에 우리 부산지역에서 꽃피웠던 독특한 가야문화와 당시 역동적인 정치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유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야외전시관 내부에는 딸린덧널이 있는
덧널무덤(54호)와 구덩식 돌덧널무덤
(53호)의 내부모습을 발굴한 모습 그대로
전시하고 있어 당시의 매장풍습을 엿볼
수 있다. 또, 복천동 53호와 54호, 그리고
6가야무덤의 유구와 출토 유물을 검색
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구비되어 있으며,
동영상 “가야”를 상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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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실

선사시대의 무덤

- 신석기시대의 무덤
- 청동기시대의 무덤

삼한ㆍ삼국시대의 무덤
-

삼한시대 전기의 무덤
삼한시대 후기의 무덤
고구려의 무덤
백제의 무덤
신라의 무덤
가야의 무덤
부산의 고분문화

고
분
과
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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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한시대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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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시대의 무덤

인간이 의도적으로 시신을 처리한 것은 구석기시대에도 존재하였
으나 본격적으로 무덤을 만들고 매장의례를 행한 것은 신석기시대
부터이다. 신석기시대의 무덤은 청동기시대에 비해 규모도 작고
종류도 단순한 편이다. 무덤의 형태는 움무덤(토광묘), 독널무덤
(옹관묘) 등이 있으며, 무덤 속에는 장신구를 비롯한 토기, 석기 등의
생활도구가 부장되기도 한다.
도작농경을 중심으로 하는 청동기시대가 되면 지역에 따라 돌널
무덤(석관묘), 움무덤(토광묘), 돌덧널무덤(석곽묘), 독널무덤(옹관묘)
등 다양한 형태의 무덤이 만들어지고 특히 고인돌(지석묘)과 같은
거석기념물이 한반도 전역에서 축조된다. 껴묻거리(부장품)로는
피장자의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있는 청동칼·청동도끼·돌칼·
돌화살촉·장신구 등이 부장된다.

Bokcheon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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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기시대의 무덤

움무덤
경남 해안지역 패총 유적에서는 다수의 신석기시대 무덤이 조사

신석기시대 무덤으로는 간단히 땅을 파고 시신을
매장한 움무덤(토광묘)과 항아리를 사용하여 유아용으로
만든 독무덤(옹관묘)을 비롯하여 거주공간을 무덤으로
이용한 동굴유적이 알려져 있다.
움무덤은 연대도·욕지도 패총·산등 패총·범방 패총
·안도패총에서 발견되었으며, 특히 안도패총에서는
2구의 시신을 동시에 합장하였다. 독무덤은 동삼동과
상촌리 유적에서 확인된다. 또 40여구의 시신을 집단적
으로 매장한 후 많은 양의 돌도끼를 부장한 후포리 유적이
있다.
이들 무덤에는 각종 빗살무늬토기와 함께 석기·뼈도구
·장신구 등이 출토되어 신석기인들의 매장풍습뿐만
아니라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을 보여 준다.

되었다. 통영 연대도 패총은 여러 구의 인골을 매장한 집단매장
유적으로, 대체로 무덤구덩이를 얕게 파고 시체를 펴묻기 또는
굽혀묻기로 안치한 후 그 위에 잔돌과 검은 흙 또는 조개가루를
덮은 다음, 큰 돌을 다시 덮어 놓은 형태이다. 부산 범방 패총에서는
11~12세 전후의 인골이 펴묻기 상태로 안치되었는데, 목 부분에서
연옥제 목걸이 1점과 목과 어깨 사이에서 사슴의 어깨뼈로 만든
뒤꽂이가 출토되었다.
한편, 동해안 언덕 위에 자리한 울진 후포리 유적은 지름 4m
안팎의 불규칙한 구덩이를 파고 40구 이상의 시신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묻은 세골장(洗骨葬)의 집단 움무덤(土葬墓)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희귀한 예이다. 이곳에서는 간돌도
끼, 대롱옥, 구두주걱모양꾸미개 등 180여점에 달하는 간석기와

움무덤 출토 인골, 부산 범방 패총

많은 양의 사람뼈가 출토되었다.

돌도끼

집단무덤, 울진 후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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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무덤
진주 상촌리 유적과 부산 동삼동 패총에서는 신석기시대 독무덤
(甕棺墓)이 조사되었다. 상촌리 유적에서는 2개의 독널이 확인
되었는데 그 중 1기는 바닥에 구멍이 뚫려있었다. 또 다른 독널은
수직으로 땅에 꽂힌 상태였으며, 내부에서 화장(火葬)한 인골
편이 검출되었다.
동삼동 패총의 독무덤은 길이 60cm, 너비30cm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항아리를 옆으로 묻은 형태이며, 규모로
보아 유아용으로 추정된다. 독무덤은 어깨부분에 둥근 손잡이가
여러 개 달린 대형 항아리를 사용하였는데, 함께 출토된 유물로
보아 지금으로부터 7천년 전 쯤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동삼동 패총 독무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독무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신석기시대 무덤과 매장관습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진주 상촌리

001
독널 甕棺
Jar coffin
부산 동삼동 패총
높이 20㎝

002
돌도끼 石斧
Stone axes
울진 후포리
길이 21~42㎝

부산 동삼동 패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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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꽂이｜

｜목걸이｜

뒤꽂이는 머리를 장식하는 장신구이나 출토상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일반

목걸이는 멧돼지나 고라니의 이빨, 사슴이나 조류의 뼈,

골각기와 구분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남부지방에서는 동삼동, 연대도, 여서도

매 발톱, 상어 척추 뼈 등을 가공하여 한 점 또는 여러 점을

패총과 범방 패총의 분묘에서 확인되고 있는 정도이며, 재질은 사슴의 견갑골과

끈으로 엮어 장식으로 이용한 것이다. 특히 동물의 이빨

중수골을 사용하였다. 범방 패총에서 출토된 뒤꽂이는 인골의 머리와 어깨

이나 조류의 발톱, 대형 어류의 척추 뼈는 가공하지 않고

사이에서 출토되었는데 크기는 길이 16㎝, 너비 1.6㎝이며, 사슴의 견갑골로

구멍만 뚫어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목걸이는 미적인

만들었다. 뒤꽂이는 형태가 다양한 것으로 보아 사용 방법이 달랐던 것으로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을 빌리거나 벽사적인

생각되며, 다른 골각기와 달리 정밀하게 가공된 것이 특징이다. 여서도 패총

목적으로도 이용되었을 것이다.

출토품은 몸체에 기하학적 점열문이 장식되어 있다. 뒤꽂이는 범방 패총의
예로 보아 빗살무늬토기문화 조기(기원전 5,000년 전후) 단계에 이미 사용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03

004

목걸이 垂飾
Jade pendant

목걸이 垂飾
Bone pendants

부산 범방 패총
길이 3㎝

완도 여서도, 통영 연대도 패총
길이 4.3~9.8㎝*

｜발찌｜
연대도 패총 7호 무덤 남성 인골의 발목에서 나온 발찌는
신석기시대의 것으로 유일한 예이며, 신석기인의 미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돌고래, 수달, 너구리의 이빨
124개를 연결하여 만든 형태이다. 이와 같은 예로는 일본
산록 패총(山鹿貝塚) 출토품이 알려져 있다.

005
발찌 足飾
Teeth ornament
통영 연대도 패총
이빨길이 2.2㎝*

006
뒤꽂이 骨簪
Bone hairpins
부산 동삼동 패총
길이 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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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뒤꽂이 骨簪
Bone hairpin
부산 범방 패총
길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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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례

｜사슴선각문토기｜
사슴선각문토기는 부산박물관에서 실시한 1999년 동삼동패총 정화지역 발굴조사에서

자연환경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온 신석기인들은

출토되었다. 현재 아가리와 몸체 일부만 남아 있어 전체 모습은 불확실하나 잔존 형태로

생업활동의 안전과 풍요, 다산 등을 종교적 신앙으로 해결하였

보아 바닥이 둥근 발형토기로 추정된다. 잔존 크기는 길이 8.7㎝, 너비 12.9㎝이다.

으며, 이를 위해 일부 자연물과 동식물을 신격화하거나 형상화

사슴 그림은 뼈나 대칼 같은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폭 2~3㎜의 선각으로, 사슴의

하여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형상적인 특징만을 잡아 별다른 수식없이 간략하게 묘사한 형태이다. 다시 말하면

동삼동 패총에서는 신석기인의 정신세계의 흔적을 보여 주는

사슴이 갖는 자연적인 형상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그 특징만 추출 묘사함으로써, 대상물의

여러 종류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조개가면과

이미지를 간결하게 형상화한 점이 특징이다. 사슴은 아가리 바로 아래에 두 마리가

흙을 빚어 만든 토우다. 이 중에서 곰모양 토우는 숲속의 왕자라

그려져 있는데, 앞의 사슴 그림은 몸체의 엉덩이 일부와 꼬리, 그리고 뒷다리 일부만

불리는 곰을 형상화한 것인데, 당시 사람들의 곰숭배 신앙을

남아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토기가 파손되어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뒤에 있는 사슴은

잘 보여준다. 조개가면은 마을의 공동의식이나 축제 때 사용된

머리부터 몸체의 대부분이 남아있으나 엉덩이 부분과 뒷다리 부분은 결실되었다.

것으로, 실제로 착용했다기보다는 의식용으로 만든 것으로

토기에 묘사된 그림이 사슴의 어떠한 모습을 모델로 했는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나,

보인다.

움직이는 듯한 다리의 모습으로 보아 걸어가고 있는 사슴을 묘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토기 편에는 두 마리의 사슴만 보여 토기 전면에 그려져 있었는지 혹은 일부
면에 한정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사슴의 배치 상태로 미루어 발형토기의 아가리
주위를 돌아가면서 선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곰모양토우 熊形土偶
Bear-shaped figure

사슴선각문토기는 사슴이 갖는 각별한 의미와 함께 일상용기와 구분되는 단도마연
토기에 그려져 있다는 점에서, 사슴 사냥의 기원과 이와 관련된 의례를 행할 때 사용
했던 용기로 추정된다. 특히 울산 반구대 사슴그림과 양식적으로 같은 특징을 보여,
반구대 제작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사슴선각문토기 鹿文土器
Deer-patterned pottery

조개가면 貝面
Shell mask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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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시대의 무덤

고인돌
고인돌은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거대한 돌을

청동기시대에는 농경문화가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화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무덤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청동기문화를 대표하는 무덤인 고인돌(지석묘)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 수 만기가 분포하고 있으며, 구조에 따라
탁자식(북방식), 바둑판식(남방식), 뚜껑식(개석식)으로
구분된다.
이 밖에 지역에 따라 돌널무덤(석관묘), 돌덧널무덤
(석곽묘), 움무덤(토광묘), 독널무덤(옹관묘) 등도 축조
된다. 돌널무덤은 땅을 파고 판돌 또는 깬돌로 돌 상자
같은 널을 짠 구조이며, 독널무덤은 주로 일상 생활용기를
이용하였다.
이 시대 무덤에는 피장자의 신분과 사회적 역할을 보여
주는 다양한 종류의 유물을 부장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붉은간토기·청동칼·돌칼·돌화살촉·옥 장신구 등이다.

이용하여 축조한 일종의 거석기념물이다. 동북아시아 중에서도
한반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지금까지 4만기 이상이 발견
되었다. 특히 전남 화순, 고창, 강화지역의 고인돌은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2000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고인돌은 청동기시대 전기에 출현하여 늦은 시기까지 존속하며,
내부에는 피장자의 사회적 신분을 보여주는 청동칼, 돌칼, 장신구
등이 부장된다. 고인돌은 일본 구주지역으로 건너가 야요이(彌生)
시대의 무덤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바둑판식(碁盤式)
외형이 바둑판과 같은데서 붙여진 명칭으로 남방식 고인돌이라고도 한다.
지하에 돌을 쌓아 곽(관)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한 덮개돌(뚜껑돌)을 얹어
놓은 구조이다.

탁자식(卓子式)
외형이 탁자와 같은데서 붙여진 명칭으로 북방식 고인돌이라고도 한다.
지상에 납작한 판석을 짜 맞추어 상자모양의 곽을 만들고 그 위에 덮개돌
(뚜껑돌)을 얹은 구조이다.

개석식(蓋石式)
지하에 석곽·석관·토광을 설치하고 그 위에 받침돌 없이 덮개돌(뚜껑돌)을
얹은 구조이며, 가장 널리 사용된 고인돌의 형식이다.

고인돌의 구조

덮개돌(上石)

돌방(石室)
긴벽(長支石)

긴벽(長支石)
마무리벽(短支石)

받침돌(支石)

덮개돌(上石)
뚜껑돌(蓋石)
받침돌(支石)

돌무지(積石)
돌널(石棺)

바닥(低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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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널무덤

｜붉은간토기｜
청동기시대의 토기 중에는 일상생활이 아닌 제사·의례 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되는 토기가

지하에 구덩을 파고 판돌(板石)이나 깬돌(割石), 강돌(川石) 등으로 장방형의 무덤

있는데, 붉은간토기, 가지무늬토기, 대부토기(臺附土器) 등이다.

방을 만들고, 그 위에 뚜껑돌(蓋石)을 덮은 형태이다. 벽면은 한매 또는 수 매의 판돌을

붉은간토기는 아주 고운 점토를 사용하고, 표면에는 산화철의 액체를 바르고 매끄러운

사용하기도 하고, 바닥은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은 것과 돌이나 토기편을 깐 것이

도구로 문질러서 구운 토기로서,‘홍도(紅陶)’
,‘단도마연토기(丹塗磨硏土器)’
,‘적색마연토기

있다. 무덤방의 크기가 다양한데, 성인용과 유아용 또는 펴묻기(伸張葬)와 굽혀묻

(赤色磨硏土器)’
라고도 부른다. 무문토기는 바닥이 편평한데 비해 적색마연토기는 둥근

기(屈葬)의 차이로 여겨진다.

것이 많고, 또 굽다리(臺脚)를 붙인 것도 있다. 이처럼 모양이 특이하면서 표면은 붉은 빛깔과

돌널무덤의 평면구조만으로 살펴볼 때 대체로 4가지 형식이 있다. 첫째, 널의

광택을 내고 있어 세심한 제작방법과 함께 특수한 용도를 생각하게 한다.

모양이‘ㅍ’
자 형태로 짜여진 직사각형으로 한반도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돌널무덤이

주거지에서도 출토되지만 주로 무덤의 부장품으로 출토되고 있으며, 관 밖에 따로 부장공간

이에 속하는데, 진주 대평리 유적이 대표적이다. 둘째, 사다리꼴로 돌널에 유물을

을 마련하여 놓거나, 피장자를 안치하고 관(棺)을 덮은 뚜껑 위에 놓기도 한다. 무덤 주위나
퇴적토 속에서 출토되는 토기편들은 장송의례에 사용한 토기를 깨뜨려서 뿌리거나 흙과

매납할 수 있는 부장칸을 추가한 것으로 경남 판곡리의 경우이다. 셋째, 돌널의 짧은

함께 묻은 것이다.

벽이 외부에 축조된 형태로 규모가 크고 세장한 것이 특징인데, 평북 강계 풍룡동과
경남 고성 솔섬의 것이 대표적이다. 넷째, 네 벽의 접합부분이 상자와 같이 정확하게
짜 맞추어진 형식으로 부여 송국리 돌널무덤이 이에 해당한다.
부여 송국리

008
붉은간토기 丹塗磨硏土器
Polished red pottery
진주 옥방
높이 10.5~18.5㎝

대구 동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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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무늬토기｜
그릇 어깨에 가지 모양의 무늬가 있는 토기로‘채문토기(彩文土器)’
라고도 한다. 청동기시대의
토기에 새겨진 무늬는 대부분 새긴 무늬인데 비해, 이것은 토기를 구울 때 그 마지막 단계

010
석촉 石鏃
Stone Arrowheads
거창 산포리
길이 12.5~17㎝

에서 가열된 토기의 표면에 유기물질을 붙이거나 목탄막대기 등으로 문지르거나 하여
탄소를 흡착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고운 점토를 바탕흙으로 사용하였으며 표면을 마연하는
수법 등은 적색마연토기와도 유사하다.

009
가지무늬토기 彩紋土器
Pottery with eggplant design
진주 옥방
높이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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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돌칼｜
돌을 갈아 만든 단검으로 동북아시아 중에서도 한반도에서 가장 발달하였고, 그 영향을 받은
일본의 규슈(九州)지방에서도 출토된다. 돌칼은 규모가 큰 주거지나 일부 무덤에서만 출토
되고 있어 특정계층의 소유물이었다고 생각된다. 길이 40cm가 넘는 큰 것이 있는가 하면,
손잡이 부분이 과장되어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에 무늬가 새긴 것 등은 청동기시대 칼의
상징적이고 의기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이는 고인돌의 상석에 돌칼을 새긴 예와도 같은 맥락
으로 이해된다. 여수 오림동 유적의 고인돌에는 돌칼을 사람보다 과장되게 표현하고,
칼 바로 옆의 사람은 무릎을 꿇고 검을 향해 두 손을 모아 숭배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칼의 상징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011
간돌칼 磨製石劍
Polished stone daggers
거창 산포리
길이 17.5~30.3㎝

돌칼이 새겨진 고인돌, 여수 오림동

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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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부산의청동기시대무덤

구멍무늬항아리 孔列文壺
Jar
부산 망미동 동래고읍성지
높이 34.7㎝

부산지역의 청동기시대 분묘로는 감천동, 가덕도 고인돌과
수영강과 온천천 주변에서 확인되는 석관묘가 있다. 특히,
망미동고읍성지 석관묘는 부산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청동기시대 분묘로 지석묘의 하부 구조로 추정된다. 잔존
크기는 길이 150㎝, 너비 50㎝, 높이 30㎝ 정도이다. 무덤
내부에서는 부장품으로 토기 1점이 출토되었는데, 구연 아래
에 공열문양을 시문하고 붉은 칠을 바른 항아리모양의 붉은
간 토기이다. 토기의 형태와 문양의 특징으로 보아 청동기
시대 전기에 속하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분묘와 유물은
이 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정신세계와 청동기시대 문화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돌널무덤, 부산 두구동 임석

013
간돌칼 磨製石劍
Polished stone dagger
부산 사직동
길이 22.8㎝*

012
간돌칼 磨製石劍
Polished stone dagger
부산 온천동
길이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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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한·삼국시대의 무덤

철기문화가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보급되면서 각지에서 국(國)이
등장한다. 북쪽에는 부여·고구려·동예·옥저가 자리 잡고 중부
이남에는 마한·진한·변한의 삼한이 각각 백제·신라·가야로
성장한다. 삼한·삼국시대에는 정치체가 등장하고 고대국가가
성립하면서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구조를 갖는 무덤이
축조된다. 특히 무덤에는 피장자의 사회적 지위가 반영되고, 최고
권력자를 상징하는 고총고분(高塚古墳)이 만들어 진다.
삼한시대 전기에는 널무덤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분묘가 축조
되며, 후기에는 규모가 커지면서 많은 유물을 부장한 덧널무덤이
유행한다. 삼국시대에는 나라마다 다른 형식의 무덤이 축조되는데,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돌무지무덤(적석총)과 벽돌무덤(전축분), 신라와
가야에서는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묘)과 구덩식돌덧널무덤(수혈식
석곽묘)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불교문화가 발달
하면서 거대한 무덤은 사라지게 되고 불교식 화장묘(火葬墓)가 널리
유행한다.

Bokcheon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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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한시대 전기의 무덤

널무덤
삼한전기는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등장하는 나무관이 일반적인 묘제로 사용되며, 독무덤도

땅을 파고 통나무나 판재로 된 널을 안치하는 널무덤
(목관묘)은 오늘날 무덤형태와 유사하며, 기원전 2세기
~기원후 2세기대까지 한반도 중·남부지방에 널리
사용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독널무덤(옹관묘)과 움무덤
(토광묘)이 축조되기도 한다.
널무덤의 구조는 길이 2~4m가량의 구덩이를 파고
널을 안치한 후 널과 구덩이 사이를 깬 돌 등이 섞인
흙으로 채운 형태이다. 널 안에는 주로 피장자가 평상시에
사용한 구슬이나 청동거울, 부채, 칠기, 토기 등을 부장
하였으며, 관 위나 충전토 사이에는 토기를 비롯한 각종
철제무기, 농공구 등을 함께 묻었다.

일부 사용된다. 널무덤은 구덩이를 파고 나무판재를 이용하여 널을 만든 후 널과 구덩이
사이에 흙을 채워 넣거나, 창원 다호리 1호무덤과 같이 통나무를 쪼개어 안쪽을 파내고
위아래로 결합하여 널로 사용한 형태가 있다. 전자의 판재 목관은 김해 대성동 주변Ⅲ지구
1호 관이 대표적이다. 관을 구성하는 목재의 차이는 분명하지 않지만 지역의 차이라기 보다
는 집단을 구성하는 종족의 차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부장유물은 널과 구덩이 사이에 채워 넣은 흙의 위나 아래에 넣는 것이 일반적인데, 창원
다호리 1호 무덤에서는 무덤의 바닥 중앙에 다시 ‘요갱(腰坑)’이라고 하는 구덩이를 파고
유물을 부장한다. 이 요갱에서는 청동검을 비롯한 여러가지 유물이 대바구니에 담긴 채 출토
되어 이 지역 지배자의 경제적인 부의 정도를 알 수 있다.

김해 구지로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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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질토기｜

｜주머니 모양 항아리｜
소뿔모양손잡이항아리와 함께 변·진한의 대표적인 토기로 꼽히는 주머니모양의 항아리로, 널무덤에

와질토기는 회색 위주에 흑회색, 흑색 등의 색조를 띠며 기와처럼 단단한 철기시대 토기의 일종이다.
회청색 경질토기보다 굽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경도가 약하여 흡수성이 강하다. 울산 하대, 부산 노포동,

주로 부장된다. 후기 무문토기단계에 발형의 점토대토기가 와질토기수법으로 제작되면서 주머니

경주 조양동 등 낙동강 유역의 움무덤(土壙墓) 유적에서 주로 나타난다. 소뿔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항아리로 변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초기형태는 몸통의 최대폭이 아래에 쳐져 있으며, 낮은 굽이 달린

항아리, 주머니모양항아리, 둥근밑항아리 등이 주류인 전기 와질토기는 주로 널무덤에서 출토하고

무문토기 기형이다. 이후 굽이 사라지고 바닥형태가 각이 없고 평평한 바닥과 둥근 바닥으로 변화

있다.

하는데, 목이 잘록하게 길어지고 몸통하단에 각이 지며 아가리가 거의 수평을 이루는 나팔모양을 한
형태가 말기 형식이다. 창원 다호리, 김해 대성동·양동리, 경주 사라리·조양동, 부산 방곡리·노포동
·구서동·복천동 등지에서 출토되었다. 대체로 B.C. 1세기대에 출현하여 2세기에 없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016
015
그릇받침·항아리·주발 土器類
Pottery

주머니 모양 항아리 袋狀壺
Purse-shaped jar
김해 구지로 12호
높이 15cm*

부산 구서동
높이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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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포동 유적｜
노포동 유적은 부산의 대표적인 삼한시대 분묘군이다. 특히, 나지구 목관묘에서는 두형토기, 주머니호,
판상철부, 철모, 지석 등 기원전 1세기 후반으로 편년할 수 있는 자료들이 출토되어 현재까지 부산
지역에서 확인된 삼한시대 유적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삼한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덧널무덤은 주로 3세기대의 중·소형묘인데, 특히 31호에서는 100여 점의 철촉과 함께 가죽으로 된

018

갑옷의 흔적, 그리고 칠로 장식한 방패흔적이 확인되었다.

소뿔모양손잡이항아리
組合牛角形把手附壺
Jar with handles
김해 대성동
높이 37.8cm

017
두 꼭지 항아리 兩乳附甕
Jar with two lugs
김해 구지로 23호
높이 27.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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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
주머니항아리·두형토기·철기·지석
袋狀壺·豆形土器·鐵器·砥石
Pottery·iron tools·grindstones
부산 노포동 나지구
높이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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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기와 칠기｜

021
칼과 칼집·부채·붓 재현품 漆器再現品
Lacquered tools, Replica

삼한시대는 철기사용과 더불어 생산경제의 발달이 두드러지게 되어, 대외교역도 활발하게 진행된다.

창원 다호리
길이 47.2cm*

특히 낙랑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볼 때, 삼한지역에도 교역을 통한 칠기류들이 상당량 수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토양의 성질상 유기물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으나 창원 다호리와 광주 신창동 유적 등
저습지 유적에서는 목기가 많이 출토되었다. 양 유적에서는 그릇류를 비롯해서 필기구인 붓, 부채,
빗, 목제공구 등 당시에 사용되었던 나무로 만든 생활용구 등이 대량으로 나왔는데, 이들 유물은
삼한전기의 생활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022
칠기 재현품 漆器再現品
Lacquered containers, Replica
창원 다호리
높이 27.2cm*

020
청동칼·옻칠칼집 재현품 漆梢銅劍再現品
Dagger with lacquered sheath, Replica
창원 다호리
길이 61.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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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모양 칼 손잡이 장식｜

｜청동창｜

이 유물은 십자형 2개를 옆으로 나란히 연결한 쌍십자형인데, 장축의 끝부분에는

청동창(銅矛)은 동검·동과(가지 달린 청동창)와 함께 우리나라

각각 한 마리씩 모두 4마리의 말(높이 5cm)을 세우고 십자의 중심에는 큼직한 4각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 세형동검, 동과, 동부(청동도끼)와

기둥 같은 꼭지(높이 4.3cm)를 세운 모양이다. 이러한 형태의 칼자루끝 장식은

함께 출토되며 철기와 함께 발견되기도 한다. 대략 B.C. 2세기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구조인데, 복잡한 형태의 주물을 한꺼번에 주조한 것으로

경에서 1세기말까지 계속되었다가, 그 뒤에는 완전히 철기로

보아 제조 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네 마리의

대체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 유물들과 같이 창날과 자루

말은 소박하면서도 형체의 요점이 잘 표현되어서 네모기둥 모양의 꼭지와도 조화를

집이 길어지고 창날이 넓어진 것은 한국 청동기가 실용 단계

잘 이루고 있으며, 표면에는 연두색의 동녹이 피어서 옥과 같은 아름다운 광택을

에서 의기화(儀器化)하는 과정의 것으로 생각된다.

발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물은 우리나라와 만주지방에서 주로 출토되며 일본의
일부지방에도 분포되어 있는데, 세형동검, 요령식동검과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칼자루에 부착된 상태로 발견된 예가 많지 않아 정확한 착장 모습은 알 수
없다.

023
말 모양 칼 손잡이장식 馬裝飾劍把頭飾
Bronze pommel decorated with horses
부산시지정문화재 제20호
전 김해 양동
높이 4.7cm

024
청동창 靑銅矛
Bronze spearheads
부산시지정문화재 제18, 19호
전 김해 양동
길이 39.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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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쇠낫·쇠도끼 鐵鎌·鐵斧
Iron sickle and axes
김해 양동리 99호
길이 16.4cm

026
청동손잡이가 있는 쇠칼·쇠창·화살촉
靑銅製把手附鐵劍·戈·鏃
Iron daggers·spears·arrowheads
전 김해 양동
길이 4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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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무덤
큰 독을 널로 사용한 무덤으로, 지역과 시기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청동기시대 독널은 바르게 세워 묻는 직립식인데 비해 초기철기시대부터
등장하는 독널은 독을 옆으로 눕혀 아가리를 맞대거나 약간 삽입시킨
전형적인 이음식과 주검을 넣는 으뜸독에 뚜껑 또는 덮개로서의 막음용
토기를 결합한 뚜껑식이 많다. 그러나 하나의 토기를 옆으로 뉘어 주검을
넣고 돌로 아가리를 막은 것도 있으며, 광주 신창동이나 평남 남경 유적
에서는 3개의 토기를 이어 붙인 독널이 조사되기도 하였다. 일상생활용
토기를 가져다 썼으므로 그 형태가 여러 가지이다. 특히 뚜껑식의 경우
으뜸독으로는 독이나 항아리가 쓰이고 막음용으로는 항아리, 시루, 바리,
화로모양토기 등 아주 다양하다.

027

028

독널 甕棺
Jar coffin

독널 甕棺
Jar coffin

전 마산 진동
높이 50cm

사천 늑도
높이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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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한시대 후기의 무덤

덧널무덤
덧널무덤(木槨墓)은 시신을 나무널에 넣어 매장하는 널무덤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2세기 후반대로 접어들면서 삼한지역은 덧널무덤
(목곽묘)의 축조, 신식 와질토기 사용, 철제 무기의 대량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후기 문화가 시작된다.
덧널무덤은 판재나 통나무로 덧널(목곽)을 만들고 그
안에 주검을 안치하기 위한 널(관)을 만든 구조이다. 관이
놓이는 자리에는 철정, 철모 등을 한 벌 깔아 무덤대을
만들기도 한다. 피장자 주변에는 장신구, 무기류 등 귀중품
이나 몸에 지녔던 물품을 함께 넣으며 발치나 머리쪽에는
많은 양의 토기류와 철기류가 부장된다.

무덤형식으로, 널을 보호하는 시설인 곽을 판자나 각재 혹은 통나무로 짜서 널을
덧씌운 형태이다.
변한·진한지역의 덧널무덤이 보편화되는 것은 대체로 2세기 후반부터라고 생각
되며, 여러 가지 변화가 뒤따른다. 분묘의 입지가 평지에서 구릉으로 옮겨가는데,
주위의 다른 고분보다 규모가 큰 대형분은 구릉의 정상부에 자리하고 다량의
토기와 철제 무구(武具)가 부장되는 등, 구릉사면에 입지하는 소형분과 차별화된다.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는 대표적인 무덤이 김해 양동리 162호분인데, 묘광의 길이
494㎝, 너비 344㎝, 깊이 123㎝로 무덤구덩이의 깊이가 비교적 얕고 길이가 약간
긴 사각형의 형태이다. 이와 같이 대형화된 무덤에서는 중국거울(漢鏡), 쇠솥(鐵鍑),
재갈, 판상철부, 유리구슬 등이 출토되어 권력의 집중화가 이루어진 수장묘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3세기 후반부터는 김해를 중심으로 무덤구덩이의 길이:
너비의 비율이 2:1로 늘어나고 보다 깊고 커지면서, 껴묻거리가 많아지고 순장
(殉葬)이 이루어진다.

울산 하대 44호

한편 경주·울산지역의 덧널무덤은 3세기 전반까지 김해지역과 비슷한 양상을
띠다가, 3세기 말이 되면 무덤구덩이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서, 4세기에 이르면 길이:너비의 비율이 4:1을 넘는 가늘고 긴 형태가 된다.

김해 양동 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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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솥｜

031
화로모양토기 爐形土器
Brazier-shaped pottery

청동솥(銅鼎)은 중국 주나라(周) 이래 사용된 중요한 의기의

부산 노포동 8호
높이 13.7cm*

하나로 신분이나 정치적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전의 청동솥은 평양 정백동 8호, 낙랑토성지와 낙랑
고지, 김해 양동리 322호, 울산 하대 23호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그 중 울산 하대 23호에서 출토된 청동솥은 전한말기의 양식을
이으면서도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형식을 띠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영남지역에서 출토되는 청동솥은 대체로 기원
전후의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청동솥의 제작과
부장사이에는 200~300여 년의 시간차가 있다. 따라서 이 청동솥
들이 전세품(傳世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032
항아리·굽다리접시 壺·高杯
Pottery
부산 노포동, 울산 하대
높이 23㎝

029
청동세발솥 靑銅鼎
Three-legged bronze pot
울산 하대 23호
높이 49cm*

030
청동거울 銅鏡
Bronze mirror
김해 양동리 162호
지름 9.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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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다리달린 뚜껑항아리 有蓋臺附直口壺
Mounted jar with lid
부산 노포동 31호
높이 27.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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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
다리달린 뚜껑항아리 有蓋臺附長頸壺
Mounted jar with lid
부산 노포동 6호
높이 3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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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036

투겁창·화살촉·쇠도끼·칼·낫
鐵製武器·工具
Iron weapon and tools

끌 모양 철기 鑿形鐵器
Chisel-shaped iron tools

부산 노포동 21호
길이 8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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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하대 2호
길이 110.2cm*

Bokcheon Museum

63

복천상설전시 도록 1전시장09_제1전시장 11. 08. 05 오후 11:00 페이지 64

038

｜유리구슬｜
옥으로 장식하는 것은 청동기시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것이지만, 삼한

목걸이 頸飾
Necklace
김해 양동리 349호
곡옥길이 3.2cm*

시대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유리구슬의 제작이다.
삼한전기에는 창원 다호리와 김해 양동리 유적에서 작은 옥, 당진 소소리와
부여 합송리에서 대롱옥이 출토되는 정도이지만, 후기가 되면 유리·수정
·마노·호박·활석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지며, 정형화된 굽은옥과
육면체로 다듬은 여러면구슬, 대롱옥, 둥근옥이 처음으로 출현하는데 주로
굽은옥과 다면옥으로 만들었다.

037
목걸이 頸飾
Necklaces
부산 노포동
전체길이 82cm

039
목걸이 頸飾
Crystal necklace
김해 양동리 280호
전체길이 80.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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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의 무덤

돌무지무덤과 돌방무덤
돌무지돌덧널무덤(석곽적석총)은 고구려 고유의 무덤으로, 기원전 2세기 경부터 압록강을

고구려의 돌무지무덤(적석총)은 초기에는 바닥에 냇돌
이나 깬돌을 깔고 널을 놓은 후 다시 돌을 둥근 모양으로
덮은 정도로 간단한 구조였으나 점차 네모난 돌을 계단
모양으로 쌓아 올려 무덤방을 만드는 돌방무덤(석실묘)
으로 발전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장군총, 태왕릉, 천추총
등이 있으며 특히 돌방무덤에는 벽면과 천장에 당시의
생활풍속, 장식, 사신도 등 벽화를 그려 장식하기도 한다.

중심으로 집중 분포한다. 외형에 따라 무기단, 기단, 계단식으로 나뉘며 3세기 후엽이 되면
계단식돌무지돌덧널무덤이 등장한다. 이어 4세기에 들어서면 합장이 가능한 구조인 돌무지
돌방무덤이 등장하고,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 유역에서는 벽화고분이 유행한다. 특히
집안 통구의 4~5세기 대에 조성된 장군총과 같은 초대형 돌무지돌방무덤은 동방의 피라
미드로 불릴 정도로 외형과 규모에서 고구려의 위용을 잘 나타낸다. 벽화고분은 낙랑
전축분과 중국의 벽화고분의 영향을 받아 4세기 중엽부터 축조되기 시작하여 4세기 후엽이
되면 통구와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4~5세기 벽화고분은 널방과 앞방으로
이루어진 2칸 구조가 많으며, 벽화는 인물초상화와 풍속도를 주 내용으로 한다. 6세기에
들어서면 봉토분이 유행하며, 2칸 구조 대신 단칸 구조로 전환하고 생활풍속도 대신 사신도가
그려진다.

장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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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방무덤의 구조｜

040
항아리 壺
Jar
평양 송신동
높이 35.7cm*

두칸 구조

안악3호분 실측도

안악3호분 널방

단칸 구조

041
두 귀 달린 항아리 兩耳附壺
Jar with knob handles
서울 구의동 보루
높이 53.5cm*

042
항아리 壺
Jar
강서대묘 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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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대묘 널방

평양 만달산 14호
높이 21.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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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의 무덤

벽돌무덤과 옹관고분
백제에서 벽돌무덤은 무령왕릉과 송산리 6호분, 교촌리 3호분 등 웅진도읍기 공주

백제의 초기(한성기) 무덤은 고구려의 영향으로 돌무지
무덤이 유행하였으나 웅진(공주) 천도 이후 굴식돌방무덤
(횡혈식석실묘)으로 통일된다. 웅진기의 대표적인 무덤인
무녕왕릉은 벽돌무덤으로 호화로운 각종 금속제 유물과
중국 도자기, 청동거울 등이 출토되어 당시 백제가 중국
남조와 활발히 교류했음을 보여 준다. 또, 부여 천도
후에는 불교의 번성으로 화장묘가 유행한다. 한편 영산
강유역 일대에는 길이 3m이상의 대형 독널무덤(옹관묘)
을 축조하는 등 이 지역 특유의 무덤형태가 발달한다.

지역에만 한정되어 나타난다. 무령왕릉과 송산리 6호분은 무덤방과 널길을 갖춘
굴식벽돌무덤(횡혈식전축분)으로 같은 구조이며, 교촌리 3호분도 이들과 비슷하나
벽돌의 문양이 없고 바닥과 벽을 쌓는 방법이 약간 다르다. 이 밖에 송산리 5호분
이나 29호분과 같이 깬 돌 또는 벽돌모양으로 다듬은 돌로 무덤벽을 만든 다음
바닥과 관대(棺臺)를 모두 벽돌로 만든 복합적인 것도 있다.
영산강유역의 옹관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지역 수장층들의 주묘제로 자리잡고
대형고분으로까지 발전했다는 의미에서 ‘옹관고분(甕棺古墳)’으로 불린다. 그러나
영남지역 고총고분 단계에서 보이는 특정고분의 독립화가 진행되기 보다는 오히려
군집화 현상을 보이며, 나주 복암리 3호분과 같이 시기를 달리하는 다양한 묘제가
하나의 분구 속에 누층적으로 축조된다는 점도 특이하다. 복암리 3호분은 저변
36m×43m, 높이 6m의 방대형 분구묘로 분구 속에 옹관묘, 수혈식석곽, 횡혈식
석실, 횡구식석실 등 영산강유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묘제가 망라되어
있으며, 총 41기의 매장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96호석실의 경우에는 석실 안에
4기의 옹관이 매납되는 등 옹관과 석실이 혼합되어 있어 주목된다.

무령왕릉 현실 내부

나주 복암리 3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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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045

그릇받침 器臺
Pottery stand

세 발 달린 토기 三足土器
Three-legged pottery

충청남도
높이 25cm

충청남도
높이 9.8cm

046
병모양토기·굽다리접시·세발달린 토기·뚜껑접시 土器
Pottery
충청남도
높이 15.5cm

044
긴 목항아리 長頸壺
Long-necked jar
충청남도
높이 3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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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
은팔찌 銀製釧
Silver bracelets
공주 무녕왕릉
지름 7.5cm*

049
금동관 金銅冠
Gilt-bronze crown
나주 신촌리 9호
높이 19.5cm*

048
금관장식 金冠飾
Golden crown ornaments
공주 무녕왕릉
길이 22.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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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051

귀걸이 耳飾
Golden earring

귀걸이 耳飾
Golden earring

공주 무령왕릉(왕)
길이 8.3cm*

공주 무령왕릉(왕비)
길이 11.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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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의 무덤

돌무지덧널무덤
무덤의 구조는 평지에 장방형으로 구덩이를 파고 그 안은

4세기이후 신라의 중심인 경주지역에서는 돌무지덧
널무덤(적석목곽묘)이 유행한다, 무덤의 구조는 지하나
지상에 덧널을 두고 내부에 널과 부장품을 넣은 후 덧널
위에 깬돌을 쌓고 그 위에 흙을 두텁게 쌓아 봉토를 만
든 형태이다. 특히 무덤 내부에는 금관을 비롯한 화려한
금·은제 장신구, 용기류, 유리제품 외에도 각종 토기,
철기, 칠기 등이 부장되어 있다. 대표적인 무덤으로는
금관총, 금령총, 서봉총, 식리총, 천마총, 황남대총 등이
있다.

덧널을 설치한 후 덧널주위와 위를 냇돌로 채워 덮고, 그 위에

봉토

흙으로 봉토를 씌워 완성하는 것이다. 이 때 봉토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고 무덤의 범위를 표시하기 위해 분구의 둘레에 몇 단의

돌무지부

둘레돌(護石)을 쌓는다.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시신을
놓는 주곽과 부장품을 넣는 부곽을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나중
에는 주·부곽을 나란히 설치하거나 주곽 안을 구획하여 부장품
을 놓기도 하였다. 무덤 구조상 한 차례밖에 묻을 수 없었지만,
나중에 죽은 부부나 가족을 묻기 위해 먼저 죽은 사람의 무덤에
붙여 다시 분구를 만들어 표주박모양의 무덤이 되기도 하며, 간혹
한 봉분 속에 여러 개의 덧널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덧널
껴묻거리 상자
석단

널

돌무지덧널무덤 구조도

｜경주 황남대총｜
두 무덤이 서로 붙은 돌무지덧널무덤(표형적석목곽분)으로 남, 북 무덤의 높이가 각각 23m와 22m에 이르는 신라 최대의 무덤이다. 남분은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이 T자 형으로 배치된 형태로 으뜸 덧널의 관에서는 60세 전후의 남자유골이 발견되었으며, 널과 덧널 사이에서 순장된 것으로 보이는 여자
유골도 발견되었다. 북분은 남분과는 달리 덧널이 하나만 설치된 형식이다. 껴묻거리의 성격상 북분이 남분에 비해 꾸미개가 많은 반면 무기와 말갖춤이
적고, 피장자가 긴 칼을 장착하지 않은 대신 가락바퀴가 출토되었으며, 은제허리띠 장식에‘夫人帶(부인대)’라는 명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북분의 무덤
주인은 여자로 추정된다.

황남대총 남분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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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
긴 목항아리 長頸壺
Long-necked jar
경주 미추왕릉지구
높이 32.2cm

053
굽다리 손잡이 잔 把手臺附杯
Mounted cup with handles
경주 미추왕릉지구
높이 18.4cm

055
뚜껑 있는 단지 有蓋軟質甕
Jar with lid
경주 미추왕릉지구
높이 16.8cm*

054
시루 甑
Steamer
경주 미추왕릉지구
높이 27.3cm*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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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
금관 金冠
Golden Crown
경주 서봉총
높이 54.8㎝*

058

059

귀걸이 耳篩
Golden earrings

금관장식 金製鳥翼形冠篩
Golden Crown ornament

경주 황오리 34호
길이 5.2㎝*

경주 천마총
길이 45㎝*

060
금제 허리띠 장식 金製銙帶金具
Belt with decorative pendants
경주 천마총
길이 74㎝*

057
관모 冠帽
Golden Crown
경주 천마총
높이 21.8cm*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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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의 무덤

딸린덧널무덤과굴식돌방무덤
4세기에 들어서면 김해를 비롯한 금관가야지역의 덧널

5세기대에 이르면 경주를 제외한 신라·가야지역에서
구덩식돌덧널무덤이 축조되며, 나무 대신 돌로 덧널을
짜서 만든 무덤이다. 껴묻거리를 넣기 위한 딸린덧널(부곽)
이나 순장된 사람을 묻은 순장덧널(殉葬槨)이 따로 설치
되기도 한다. 6세기대가 되면 무덤 형식이 한번만 시신
을 묻고 덮는 구조에서 여러 번 시신을 매장할 수 있는
앞트기식 또는 굴식의 돌방무덤(석실묘)으로 변화한다.
무덤방 안에는 소량의 부장품만 매납하게 된다.

무덤은 무덤구덩이가 더 크고 깊어지며, 껴묻거리를 넣기 위한
별도의 수납공간인 딸린덧널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대규모의
딸린덧널무덤(주부곽식목곽묘)은 김해지역의 최고 지배층의
묘제로 5세기까지 지속된다.
한편, 굴식돌방무덤(수혈식석실묘)은 가야지역 고총고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야의 대표적인 묘제라 할 수 있으며,
고령의 지산동고분군을 비롯하여 함안 말산리· 도항리고분군
등이 대표적이다.
돌방의 구조에 따라, 한 봉토 안에 매우 가늘고 긴 돌방 1기
만을 축조하며 벽감(壁龕)을 설치하는 것이 특징인 함안 아라

함안 도항리 8호분

가야식, 호석으로 둘러진 봉토 안에 여러 개의 석실과 순장곽을 설치하는 고령 대가야식, 하나의 봉토 안에 1기의 석실과 1~3기의 석곽을
추가로 설치하는 소가야식으로 구분된다. 소가야식 묘제는 표토를 정지하고 그 위에 흙을 다져 올려 봉토를 어느 정도 만든 다음 봉토의
일부를 파내고 그 안에 묘곽을 축조하는 것에서 대가야식과 차이가 난다.

｜고령 지산동 73호분｜
넓고 깊게 파낸 구덩이 안에 나무로 주곽과 부곽을 「T」자 모양으로 배치한 뒤 빈 공간을 깬돌(割石)로 촘촘히 채워서 매장주체부를 만들었다. 순장
덧널은 으뜸덧널의 좌우, 부곽의 서쪽, 봉분의 남쪽에 모두 4개소를 설치하였다. 이 무덤은 매장주체부가 목곽이면서 2~3단의 호석을 두른 대형 봉분
이라는 점과 별도의 순장덧널을 여러 기 배치한 다곽분(多槨墳)이라는 점 등에서 신라와 백제의 초기 왕릉급 무덤과 비교해 차이가 난다.

고령 지산동 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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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뚜껑 있는 긴 목항아리 有蓋長頸壺
Long-necked jar with lid
함양 백천리
높이 35.7㎝

061
뚜껑 있는 굽다리접시 有蓋高杯
Mounted dish with lid
함양 백천리
높이 11.4㎝

064
항아리받침대 鉢形器臺
Pottery stand
함양 백천리
높이 32㎝

062
뚜껑 있는 단지 有蓋軟質甕
Jar with lid
함양 백천리
높이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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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
금동관 金銅冠
Gilt-bronze crown
의성 탑리
높이 40.5㎝*

066
금동관 金銅冠
Gilt-bronze crown
고령 지산동
높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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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

068

귀걸이 耳飾
Golden earrings

귀걸이 耳飾
Golden earrings

함양 백천리
길이 5.4㎝,*

합천 옥전 91호
길이 5.2㎝*

069

070

귀걸이 耳飾
Golden earrings

귀걸이 耳飾
Golden earrings

합천 옥전 75호
길이 5.6㎝*

합천 옥전 24호
길이 5.8㎝*

Bokcheon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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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정동고분

부산의 고분문화

괴정동 고분군은 오성고등공민학교 부지 정지작업 중에 확인되어 발굴조사는 1975년 8월

부산지역의 고분은 주로 수영강 수계를 중심으로 한
회동천과 온천천 주변의 동래분지에 집중 분포하며,
그 밖에 괴정동과 당감동, 녹산동 일대에 소규모 분묘가
위치한다.
동래지역은 철을 매개로 활발한 대외 교역과 막강한
군사력을 구비한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4세기 전반,
동래 복천동 고분군에서 무덤의 입지와 부장품이 우월한
대형분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5세기 무렵 그 규모와
내용이 절정에 달한다. 문화적으로는 신라와 금관가야의
점이지대로 양 지역의 문화를 흡수하면서도 이 지역
나름의 독자적인 색채를 띤다. 그러나 5세기 중반 이후,
신라의 세력이 전 영남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부산지역은
이전시기의 독자성을 점차 잃게 된다.

~10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조사된 유구는 모두 39기로 구덩식 돌덧널무덤 29기, 독널무덤
10기 등이다.
출토유물은 총 600여점이 넘는데 굽다리 접시, 목항아리 등 토기류가 270여점, 화살촉
등 철기류가 300여점, 금제소환이식을 비롯한 장신구류가 30여점 등이다.
이 중 토기의 형태가 거의 신라화 된 것으로 조영시기는 5세기 후반대로 위치 지을 수
있다. 이 고분군은 낙동강 하류지역의 최남단에 위치함으로 5세기 후반을 전후한 시기의
부산지방 고분들과의 상호관계는 물론, 낙동강 하류지역 고분문화의 성격 규명에도 중요
하다.

071
긴 목항아리·굽다리접시·고리자루칼·낫
長頸壺·高杯·環豆大刀·鎌
Jar·dish·dagger·sickle
부산 괴정동
높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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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 유적
복천동 고분군의 동편 계곡부에 위치하는 소규모 고분군이다. 축조 시기는 4세기대가

073
독널 甕棺
Jar coffin
부산 내성 10호
높이 22㎝

중심이며, 이들 무덤은 삼한시대 전기의 집자리 위에 축조되었다. 가야시대 덧널무덤은 길이
방향이 등고선과 일치하는 북동-남서향이고, 길이 3∼4ｍ, 너비 1∼2ｍ, 깊이 30∼50㎝
의 장방형으로 복천동 고분군에 비하면 규모가 매우 작다. 무덤 중에는 한 구덩이 안에서
으뜸덧널은 깊이 설치하고 딸린덧널은 얕게 두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형태도 있다. 굽다리
접시·항아리·곧은입항아리·연질독·컵형토기 등의 토기류와 쇠도끼·쇠손칼·낫·
화살촉 등의 철기류와 주변에서 일본의 야요이식(彌生式) 토기편이 여러 점 나왔다.

072
화로모양토기·항아리·컵형토기
爐形土器·壺·盞
Pottery
부산 내성 5호
높이 14.1㎝

074
항아리 圓低短頸壺
Jar
부산 내성 5호
높이 19.2㎝

075
화로모양토기 爐形土器
Brazier-shaped pottery
부산 내성 5호
높이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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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달 고분
가달 고분군은 김해평야 최남단에 있는 삼국
시대의 고분군이다. 무덤은 산의 정상부를 중심
으로 남쪽과 동북쪽의 완만한 경사지에 밀집해

076
긴 목항아리 長頸壺
Long-necked jar
부산 생곡가달 6호
높이 31.2㎝

있다.
발굴조사의 결과 구릉의 정상부와 남쪽 사면
에는 구덩식돌덧널무덤이, 동북쪽 사면에는
덧널무덤이 위치하며, 구덩식돌덧널무덤 15기,
규모가 작은 구덩식돌덧널무덤 7기, 덧널무덤
2기, 독널무덤 2기가 확인되었다.
토기류는 굽다리접시·항아리·항아리
받침대·손잡이달린독·연질독·손잡이달린
항아리 등 다양하다. 굽다리접시에는 신라
토기의 특징을 가진 것도 있으나, 경주지역에
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김해지역의 독특한 것도
있다. 이외에 소위 “창녕식굽다리접시"의
특징을 가진 뚜껑과 굽다리접시가 나왔다.
철기류는 토기류에 비해 빈약한 편이지만
쇠도끼, 낫 등의 농·공구류와 손칼·큰칼·
쇠창·화살촉 등의 무구류와 덩이쇠 등이
나왔다. 15호 무덤에서는 세잎달린 둥근고리

078
손잡이 달린 굽다리사발 臺附把手附壺
Mounted jar with handle
부산 생곡가달 5호
높이 14.5㎝*

자루칼과 함께 어로구인 철제의 낚시바늘과
작살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무덤에서는 나온 예가 드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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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7

079

항아리받침대 鉢形器臺
Pottery stand

덩이쇠 鐵鋌
Iron plates

부산 생곡가달 5호
높이 29㎝*

부산 생곡가달 4호
길이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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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동 고분

반여동 고분

화명동 고분군은 규모가 컸으나 아파트 건설로 유적의

반여동 고분은 수영강에 인접한 구릉 지대에 위치한다. 조성

대부분이 사라졌고 현재 일부분만 남아 있다. 해발 약 50ｍ의

시기는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으로 구덩식돌덧널무덤

작은 구릉에 자리잡은 고분군으로, 서쪽에는 낙동강이 흐르고,

(수혈식석곽묘), 독널무덤(옹관묘), 앞트기식돌방무덤(횡구식

북쪽은 금정산이다. 7기의 고분이 발굴되었는데 모두 깬돌을

석실묘) 등 다양한 무덤이 확인되었다. 특히 구덩식돌덧널

이용하여 네벽을 쌓아올린 구덩식돌덧널무덤이다.

무덤의 벽면에는 회흑색점토를 두텁게 발라 마감한 것이 특징

토기는 항아리 종류가 가장 많으며, 굽다리접시는 다리에

이다. 부장품 중 철제무기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강을

구멍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종류가 있다. 철기는 무기인 창

둘러싼 전략적 요충지의 경계업무를 담당했던 집단의 무덤일

·화살촉, 공구인 쇠도끼·쇠손칼, 농기구인 쇠낫이 있다.

가능성이 높다.

081
항아리 短頸壺
Short-necked jar
부산 화명동
높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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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

082

굽다리접시 高杯
Mounted dish

달개달린 긴 목항아리 瓔珞附長頸壺
Jar

부산 화명동
높이 15.2㎝*

부산 반여동 20호
높이 37.6㎝

083
항아리·굽다리접시 壺·高杯
Jar·dish
부산 반여동
높이(좌) 26.4cm

Bokcheon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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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동 고분

오륜대 고분
오륜대 고분은 회동저수지 북편의 나즈마한 구릉 위에 군집을 이루고 있다. 5세기 후반

연산동 고분은 동래지역 지배집단의 묘역인 복천동고분군에 더 이상 분묘를 축조할

부터 6세기 전반대의 소형 구덩식돌덧널무덤(수혈식석곽묘)이 중심이며, 7세기대의

공간이 없어지자 강 건너 마주보는 구릉에 새롭게 고분군을 조영한 것이다. 고분의 축조는

앞트기식돌방무덤(횡구식석실묘)도 확인된다. 부장된 토기류는 대부분 신라양식토기이며,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경까지로 능선을 따라 10기의 대형고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철기류는 대도와 같은 무기류의 부장은 적은 반면 쇠낫과 쇠도끼가 주를 이룬다. 한편 13호분

그 주위로 무수히 많은 중·소형의 구덩식돌덧널무덤(수혈식석곽묘)이 분포하고 있다.

에서는 피(稗)가 출토되어 당시 밭작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무덤에는 신라양식토기 외에도 철제 갑옷과 투구가 다량 출토되어 당시의 문화적 특징과
지배층의 성격을 알 수 있다.

084

085

긴 목항아리·굽다리접시·단지·고리자루칼·쇠낫
壺·高杯·環豆大刀·鎌
Jar·dish·dagger·sickle

그릇받침·항아리·굽다리접시·쇠낫·화살촉
器臺·壺·高杯·鎌·鏃
Pottery stand·jar·dish·sickle·arrowhead

부산 오륜대
길이 81㎝

부산 연산동
높이 27㎝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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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구동 임석 유적

청강리 유적

임석 유적은 청동기시대 널무덤·삼국시대 무덤·통일신라시대 가마터 등이 있는 복합

기장 청강리 유적은 해발 282m 양달산에서 동북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에 위치하며,

유적이다. 청동기시대 널무덤은 길이 145㎝, 너비 60㎝, 깊이 60㎝의 작은 규모로 간 돌창

1980년대 초 토기 4점과 쇠도끼 4점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신고되면서 학계에 알려졌다.

1점과 민무늬토기 1점이 나왔다. 삼국시대의 무덤은 앞트기식돌방무덤 13기, 규모가 작은

이후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조성을 위해 1997년과 2002년에 부산박물관, 복천박물관에

돌널무덤 4기이다. 유물은 굽다리접시·목항아리·손잡이달린 단지·연질독 등의 토기류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유적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졌다.

, 세잎고리자루큰칼·큰칼·쇠창·쇠손칼·쇠도끼 등의 철기류, 재갈·말띠드리개·말띠
꾸미개 등의 말갖춤새 및 굽은옥·유리구슬·은제귀걸이 등의 장신구류이다.
통일신라시대 토기가마는 아궁이 쪽에 무덤이 있어 완전하게 조사할 수 없어서 전체
구조를 확인할 수 없었다. 길이 445㎝, 최대너비 150㎝, 최소너비 90㎝이고, 가마안에서

조사결과 이 유적은 5세기 후반~7세기 초에 이르는 삼국시대 고분군으로, 돌덧널무덤
17기, 앞트기식돌방무덤 32기, 굴식돌방무덤 1기 등이 확인되었다. 발굴 조사된 지역이
고분군의 외곽이라 전체적인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삼국시대 갑화양곡현으로
비정되는 기장에서는 청강리 고분군이 그 중심고분군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적갈색 연질단지, 회청색 도질접시 및 항아리편과 회색 와질단지편이 나왔다.

086
굽다리목항아리·단지·굽다리접시·말띠꾸미개 壺·雲珠
Pottery·horse ornament
부산 두구동 임석
높이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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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
긴 목항아리·병형토기·주발 甁形土器·壺·盌
Pottery
부산 청강리 22호
높이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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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모양토기｜
회청색 도질토기에 꼬리 깃을 표현하고 3개의 다리를 가진 점과 전체 높이에 비해 몸통이 긴 점이
독특하다. 이러한 새모양토기는 크게 와질제와 도질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와질제 새모양토기는
새의 형상을 한 머리와 주둥이, 입과 코, 귀와 머리의 벼슬이 특징적이며, 매우 섬세하면서 과장된
표현이 재미있다. 도질제 새모양토기는 전체적 크기와 몸통대비 머리의 비율이 작아진다. 이전에 비해
형상이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새가 아닌 말의 형상을 지니기도 하며, 영락장식을 다는 등의 차이가
있다. 청강·대라유적 출토 새모양토기는 도질제로 제작되었으나, 머리의 표현과 세 개의 다리, 꼬리
깃의 표현 등으로 보아 복천동 86호 새모양토기와 유사한 점이 많다.

088

089

뚜껑 있는 굽다리항아리 有蓋臺附直口壺
Mounted jar with lid

‘x’ 문 단경호 ‘x’ 文短頸壺
Jar

부산 청강리 4호
높이 18㎝*

부산 청강리 18호
높이 15.5㎝*

090
명문토기 銘文土器
Potteries with letters
부산 청강리
높이 8.8㎝*

091
새모양토기 鳥形土器
Bird-shaped pottery
부산 청강리
높이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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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고분의 축조와 장례

소뿔모양손잡이 牛角形把手
Fragment of handle
부산 해운대 좌동
길이 8.5㎝

고대사회에서 고분의 축조를 비롯한 일련의 장송의례는 정해진 상례에 따라 행해졌을 것이다.
특히 거대한 고분의 축조에는 대단히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사회가 규범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위의
수순은 알 수 없고 축조가 완료된 무덤에서 그 과정을 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분의 축조과정은 ①묘지의 선정 ②묘광(구덩이)의 굴착 ③매장주체부의 축조(바닥 조성, 벽석
쌓기, 덧널 등 부가시설 마련) ④주검(널) 안치 및 공헌품 부장 ⑤매장주체부 밀폐 ⑥ 봉토조성으로
이루어진다.
매장주체부는 주로 목재나 석재를 이용하여 관과 곽을 만들며, 목재는 꺽쇠, 관정 등으로 결구
하고 석재는 인근 지역에서 채취한 돌을 편평하게 가공하여 사용한다. 또 무덤을 축조하면서 매장
의례행위로 의도적으로 깨뜨린 토기를 뿌리거나, 공헌용 항아리를 배치하기도 하며, 때로는 목곽의
상부에 불을 지피기도 한다.
불에 그을린 목곽, 부산 복천동 84호

｜여러 가지 의례의 흔적｜
093

봉토제사 : 무덤의 봉토 안에서는 의도적으로 깨어진 높이 100cm의 대호가
출토된다.

꺽쇠 鋦
Cramp

널/덧널 : 무덤 안에 사자의 재생과 부활을 염원하는 뜻에서 붉은 색의 주
(朱)를 칠한다.

부산 복천동
길이 18㎝

부장유물 : 철검이나 철모를 의도적으로 꺾어서 부장하기도 하며, 죽은 후
천계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새, 말, 기린을 형상화한 토기를
부장한다.
음식공양 : 고배, 항아리 등에 도미뼈, 닭뼈, 밤, 계란 등이 남아있다.
인신공양 : 대형분에서는 주인공의 발치 부근에서 1~3인의 순장인골이
확인된다.

장례에 사용된 목관, 창녕 송현동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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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

095

굽다리접시 高杯
Mounted dish

큰항아리 大壺
Jar

부산 청강리 24호
길이 7.5㎝

부산 복천동
높이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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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
암각화가 그려진 벽석 巖刻畵
Rock engraving
복천동 77호
높이 28.5㎝

097
오리모양토기 鴨形土器
Duck-shaped pottery
부산 복천동 38호
높이 10.8㎝*

098
오리모양토기 鴨形土器
Duck-shaped pottery
출토지 미상

096-1
암각화 세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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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천동고분의 변천
복천동고분에서는 지금까지 널무덤(목관묘) 12기, 덧널무덤(목곽묘)
112기, 구덩식돌덧널무덤(수혈식석곽묘) 61기, 독널무덤(옹관묘)
4기, 앞트기식돌방무덤(횡구식석실) 1기가 조사되었다. 무덤의
형태는 널무덤→덧널무덤→딸린덧널무덤→딸린돌덧널무덤→
구덩식돌덧널무덤→앞트기식돌방무덤의 순으로 변화한다.

널무덤(목곽묘)

딸린돌덧널무덤(주부곽식석곽묘)

널무덤은 길이 4~5m, 폭 2~3m, 깊이 1m 내외의 묘광을 파고 목관을
안치한 후 주위를 충진토로 채우는 구조로 복천동에서는 고분 구릉의 남서쪽
말단부에서 확인되었다.

5세기 전반에는 주곽의 재료가 나무에서 돌로 전환된다. 복천동고분에서는
93호분에 처음으로 적용되는데, 나무뚜껑을 사용하고, 충진 공간이 좁고,
깬돌 채움이 없는 등 기존 목곽묘의 전통과 결합하여 나타난다.
5세기 전반이 되면 나무뚜껑 대신 돌뚜껑으로 덮고, 벽체도 크기가 비교적
균등한 깬돌을 사용하는 구조로 발전한다. 대표적인 무덤으로는 복천동
21-22, 8-9, 14-24, 10-11, 39, 53호 등이 있으며, 그 중 21-22호분은
복천동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덧널무덤(목곽묘)
주검을 담는 널을 보호하기 위한 외피시설인 덧널을 갖춘 형식이다. 2세기대
목곽묘는 무덤의 형태가 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깊이가 얕고, 길이방향이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게 설치된다. 4세기 이후가 되면 규모가 크고 깊어지며,
많은 항아리를 발치 쪽에 부장한다. 복천동 80, 81, 84호 무덤이 대표적이
며, 특히 84호 봉토에서는 불에 탄 나무판재가 출토하여 매장의례를 알 수
있다.

단독구덩식돌덧널무덤(수혈식석곽묘)
5세기 후반이 되면 주곽과 부곽이 합쳐지면서 무덤 길이가 8m이상으로
길어진 폭이 좁은 구덩식돌덧널무덤으로 변화한다. 무덤 내부는 돌로 벽을
쌓아 주·부곽을 구분하기도 하며, 주곽 바닥에는 돌을 깔고 부곽에는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는다. 5세기 말이 되면, 석곽 내부의 격벽마저 없어
지고 부곽은 완전 사라지게 된다.

딸린덧널무덤(주부곽식목곽묘)
매장주체부 외에 유물 부장용 공간을 따로 만들어 2개의 덧널로 구성된
형태로 목곽묘에서 한층 발달된 구조이다. 으뜸덧널(주곽)에는 주인공과
그가 착용한 장신구, 패용한 무기류 등 주로 귀중품을 매납 하였으며, 딸린
덧널(부곽)에는 다량의 토기류를 매납하였다. 주부곽식목곽묘는 대체로
고분 구릉의 능선 정선부에 등고선 방향으로 위치한다. 깊이 2m 이상의
구덩이를 파서 내부에는 두께 10cm 가량의 나무판으로 덧널(목곽)을 짜고
그 안쪽에는 기둥을 세워 목곽을 보강하였다. 바닥에는 깬돌을 깔고 화살촉
, 덩이쇠 등을 깔기도 하였으며, 38호, 54호, 56호 등이 대표적이다.
주부곽식 목곽묘

목곽묘

석실묘

주부곽식 석곽묘

석곽묘

옹관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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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트기식돌방무덤(횡구식석실묘)
6세기 후반이 되면 복천동고분군에서는 묘역이 부족하여 더 이상 무덤을
축조하지 않지만, 65호가 유일하게 앞트기식돌방무덤으로 축조된다. 출입구를
남쪽으로 내고 이를 통해 1차례 이상의 추가장을 행하였고, 내부 벽면은 회를
발라 마감하였다. 특히 머리맡에서는 중국에서 수입된 청자잔이 출토되어
당시의 활발한 국제교류 상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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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무덤

딸린덧널무덤

딸린돌덧널무덤

복천동 54호(4C후엽)

복천동 53호(5C중엽)

단독구덩식돌덧널무덤

앞트기식돌방무덤

복천동 47호(5C후엽)

복천동 65호(7C전엽)

복천동 153호(2C후엽)

덧널무덤

복천동 84호(4C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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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천동 38호분｜

｜복천동 21·22호분｜

복천동 38호분은 고분의 남쪽구릉에 위치하는 대형의 부곽이 있는 덧널무덤(목곽묘)으로 복천동 고분군에서 묘광의 길이가 가장 길다. 봉분의 규모는

복천동 고분 구릉의 남쪽 정상부에 위치하는 21·22호분은 딸린덧널이 있는 돌덧널무덤으로, 복천동 고분군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을 뿐

자세하지 않으나 토층상태로 보아 덧널 위에 점토와 모래, 파낸 흙을 얇게 깔아 층층이 쌓아올렸음을 알 수 있다.

아니라 규모나 부장품의 양이 다른 분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주곽은 길이 750cm, 너비 350cm, 깊이 150cm 정도 크기의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두께 10cm 가량의 나무판 수십 매를 사용하여 535×250cm의

주곽은 길이 680cm, 너비 640cm, 깊이 290cm의 네모난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475×160×160cm가량의 석곽을 쌓아 4매의 뚜껑돌로 덮고 밀폐한

목곽을 만든 구조이다. 또 긴 벽을 따라 너비가 25cm 가량 되는 사각기둥을 세워 목곽을 튼튼하게 보강하였다. 또 곽과 구덩이 사이의 공간은 모래가

구조이다. 무덤구덩이와 석곽 사이를 흙과 할석으로 채워 보강해 나가면서 네 벽을 동시에 쌓아 올렸고, 바닥에 조그마한 깬돌을 깔고 가운데 부분에

섞인 흙과 점토를 번갈아 가면서 채웠다.

나무로 만든 덧널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덤 바닥에는 전면에 크고 작은 깬돌을 깔고 길이방향으로 큰 돌을 놓아 단면 형태가 凹자형이다. 돌을 놓은 가운데 부분에는 멍석을 깔고 400점

주인공이 있었던 자리에서는 20매의 대형 덩이쇠와 함께 3점의 고리자루큰칼, 목걸이, 귀걸이, 청동제 칠두령과 토기, 철모, 곡도자 등이 출토되었다.

가량의 화살촉을 나란히 엮어 5열로 깔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북쪽 모서리에 돌이 깔리지 않은 공간에는 순장자가 묻혔던 것으로 추정된다.

무덤의 남쪽에서는 굽다리접시, 항아리받침대, 복숭아모양 토기 등 각종 토기류, 호록금구, 철촉군, 마구류, 경갑, 전복, 명주개량조개 등이, 북쪽에서는

복천동 38호분은 복천동고분군 최초의 주부곽식목곽묘이자 영남지역에서 최초로 바닥시설을 갖추고 순장의 흔적이 확인된 무덤이다. 또 가죽이나 나무가

각종 토기류와 함께 철촉군, 도끼, 낫 보습 등의 농공구류 등이 출토되었다. 또 주인공 발치 아래에서 순장된 3명의 인골이 확인되었다.

아닌 철로 만든 판갑옷, 비늘갑옷, 투구 등 가장 이른 시기의 철제 방어용 무구를 갖추고 있다. 뿌리가 없는 화살촉(무경식철촉)과 함께 단면 삼각형의

부곽은 주곽에서 약 50cm가량 북쪽에 만들어졌으며, 길이 630㎝, 폭 420㎝, 깊이 270㎝ 가량의 큰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나무로 만든 곽을 설치한

화살촉이, 단면 마름모꼴의 짧은 창과 함께 고사리장식이 달린 긴 창이, 이 고분에는 구식 무기와 신식 무기가 함께 부장되는 등 당시로서는 최첨단

구조이다. 북쪽에서는 대형의 발형 그릇받침과 밑이 둥근 항아리, 굽다리접시 등 토기류가 남쪽에서는 낫, 창, 손칼 등 철기류, 동쪽에서는 철제 투구와

무기를 부장하고 있는 것이다. 복천동 38호분은 무덤 구조와 출토유물로 볼 때 과거의 요소가 사라지고 새로운 요소들이 등장하는 전환기에 만들어진

목가리개, 허리갑옷 등이 출토되었다.

무덤으로 부산지역의 고대사를 해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복천동 21·22호분은 다량으로 출토된 부장품과 그 성격으로 볼 때, 5세기 전반 무렵 동래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최고 지배자 무덤으로 추정되며 무덤의
입지·구조·부장내용 등 복천동고분군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무덤이다.

복천동 38호(주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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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천동 22호(주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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