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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대성동고분군 10차 발굴조사 자문회의

Ⅰ. 조사개요
1. 조 사 명 : 김해 대성동고분군 10차 발굴조사(허가번호:2019-1488호)

2. 조사지역 : 경남 김해시 대성동 434번지(3,700㎡)

3. 조사기간 : 2019. 12. 9. ～ 2020. 6. 30. (실작업일수 120일)

4. 조사목적 : 대성동 10차 시굴조사 용역에서 확인된 유구에 대한 고분군 조사 및

정비사업 자료 확보 

5. 조사기관 :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

6. 조사단구성 

가. 조사단장 : 송원영(책임조사원 겸임)

나. 조 사 원 : 윤정은·이선미(대성동고분박물관 학예사)

다. 준조사원 및 보조원 : 김현정/장동욱(대성동고분박물관 연구원)

Ⅱ. 조사 경위

구분 발굴 기간 묘  제(기) 기 관

1차
  1990. 6. 12 

∼ 1990. 8. 1
1․2호(목곽2)

경성

대학

교박

물관

2차
 1990. 9. 3 

∼1991. 4. 14
3호~39호(목관8,목곽19,석곽6,석실2,옹관2)

3차
  1991. 10. 18

 ∼1992. 3. 8

40호~53호(목관1,목곽10석곽3),

주변Ⅰ~Ⅳ지구(목관25,목곽18,석곽19,석실4,옹관12,토광4,지석묘1,溝1)

4차
 2001. 4. 30

∼ 2001. 9. 23

54호~67호(목관5,목곽8,석곽1,가마3)

주변Ⅴ지구(목관17,목곽5,석곽3,옹관4,석실1,토광1)

5차
  2009. 10. 12

∼ 2009. 12. 3
68호~72호(목곽3,석곽1,석실1)

대성

동고

분박

물관

6차
   2011. 7. 29

∼ 2011.10.14
73~84호(목관3,목곽2,석곽4,옹관3)

7차
  2012. 6.  4

∼ 2012. 9. 26
85호~91호(목곽2,석곽5), 수혈1기, 패총 일부

8차
  2013. 6. 25

~ 2013. 9. 13
92호분(*70호분 주곽으로 개명), 95호 

9차
  2014. 6. 24.

 ~2014. 10.10
지석묘1, 목곽묘 93호 ~ 94호 

10차
 2019. 12. 9.

~2020. 6. 30.
96호분 ~ 현재 조사 중 

표 2. 대성동고분군 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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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발굴조사 유구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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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적의 위치와 주변 유적

김해 대성동고분군은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434번지 ‘왜(애)’꼬지 구릉과

그 주변일대에 위치하며 김해시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왜꼬지 구릉은 독립구릉으로

남쪽과 동쪽일원은 삼한∼가야시기에는 바다였다. 따라서 왜꼬지 구릉 정선 상에 건축물

이 위치하면 매우 크게 부각되어 입지적으로 매우 우월한 곳이었기에, 삼한~가야의 지

배자층 무덤들을 이곳에 조성하였다.

대성동고분군에서 약 600m 북쪽에 가야의 건국설화가 깃들어 있는 구지봉(龜旨峰)이,

동쪽으로 약 300m 거리에 김수로왕릉(金首露王陵)이 위치한다. 남쪽으로 약 500m 거

리에는 가야인들의 생활중심지인 봉황동유적(鳳凰洞遺蹟)이 해반천을 따라 자리한다.

그리고 해반천을 따라 북쪽으로 화정고분군, 두곡고분군이 위치한다.

Ⅳ. 조사현황
먼저 대성동고분군 시굴조사는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2019년 7월 15일 ∼ 2019년 10

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총면적 5,000㎡으로 3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번 정밀발굴조사구역은 시굴조사 1구역 3,700㎡에 해당되며 대성동고분군의 북동쪽

평지인 옛 태광실업 기숙사와 공장이 있던 부지이다.

시굴조사 결과 가야시대 목관묘·목곽묘, 조선시대 건물지, 청동기∼삼국시대로 추정

되는 수혈, 구상유구 등 66기가 확인되었으며 금번 정밀발굴조사에서 목곽, 옹관 등이

추가 확인되어 70여기다.

이에 대성동고분박물관은 대성동 10차 시굴조사 용역에서 확인된 유구에 대한 고분군 조

사 및 정비사업 자료 확보를 위해 2019년 12월 9일부터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의 순서는 조사구역의 남쪽에 위치한 목관·목곽묘부터 진행해 오고 있으며 시굴

조사에서 확인한 유구 외에 옹관묘 2기, 목곽묘 3기, 목관묘 3기가 추가 확인되었다.

조사구역의 서쪽은 현대건물이 조성되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굴착하고 폐기물을 묻어

훼손되었으며 유구는 비교적 저지대인 동쪽부분에 집중되어 분포되어 있다.

1. 옹관묘 

대성동고분군에서 그간 확인된 옹관묘는 20여기 정도다. 10차에서 확인된 옹관 2기는

조사지역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축방향은 동서향이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타원형

에 가깝고 옹관과 묘광사이는 암갈색사질토가 채워져 있었다.

가. 옹관A호

옹관A호는 3개의 호를 연결한 이음식 옹관묘이다. 옹관의 잔존상태는 비교적 좋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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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옹과 막음옹은 바닥이 평저인 삼각점토대 토기이며 그 사이를 무문토기로 연결하

였다. 옹관의 규모는 길이 92㎝, 너비 35㎝, 깊이 30㎝이다.

나. 옹관B호

잔존묘광의 규모는 길이 82㎝, 너비 52㎝, 깊이 28㎝로 주축방향은 동서향이며 합구식

옹관묘이다. 107호가 옹관의 서쪽부를 파괴하여 조영되었다. 西甕이 주옹이며 東甕이

막음옹이다. 동옹은 삼각점토대 토기(기고 45㎝, 구경 27㎝)이며 서옹은 와질제 토기로

구연의 끝은 외반한다. 내부의 유물은 추가조사로 확인코자 한다.

2. 가야시기 주요 목관묘

대성동고분군에서 10차 시굴조사에서 파악한 목관묘는 11기이나 삼국시대 수혈로 확

인한 유구 또한 주축방향, 규모 등으로 일부는 목관묘으로 확인되었다.

목관묘의 주축은 대체로 동-서향이며 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규모는 2m, 너비 1m

내외이다. 평면에서 목관라인, 보강토선이 뚜렷하게 확인되었으나 후대의 교란으로   

깊이 30㎝내외로 잔존한다.

가. 97호

유구의 잔존상태가 가장 양호하게 남아있으며 묘광의 규모는 길이 225㎝, 너비 79㎝, 깊  

  이 28㎝이다. 목관의 규모는 길이 200㎝, 너비 52㎝로 확인되며 보강토의 폭은 최대 15  

  ㎝정도이다. 부장유물은 조합우각형파수부호 1점, 철겸 1점이 출토되었으며 출토양상을  

  볼 때 목관위에 배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133호

  묘광의 규모는 길이 288㎝, 너비 102㎝, 깊이 58㎝로 확인되며 목관의 규모는 길이     

  233㎝, 너비 73㎝정도이다. 수정제 곡옥과 다면옥, 푸른 유리제 구슬이 군집을 이루어  

  출토되었으며 토층으로 확인결과 목관위에 얹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140호 

  조사중인 유구로 묘광의 규모는 길이 325㎝, 너비 147㎝, 깊이 87㎝로 확인된 목관묘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점성이 강한 암회갈색점질토가 U자형으로 벽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며 양장벽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어 통나무 목관으로 추정된다. 보강토내 매납유물로 연질호 1점이   

  확인되었다. 요갱으로 추정되는 부장공간이 토층에서 관찰되며 향후 조사를 통해 확  

  인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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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야시기 주요 목곽묘

가. 100호

주축방향은 N-48°-W이다. 후대교란으로 장벽과 단벽 묘광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묘

광의 규모는 길이 167, 너비 234, 잔존깊이 20㎝ 내외이다. 묘광은 거의 수직에 가깝고

목곽의 규모는 알 수 없다. 보강토 폭은 25㎝ 내외로 잔존한다. 환두대도와 철부, 노형  

토기, 단경호, 철촉 등이 출토되었다.

나. 104호

주축방향은 N-12°-E이다. 길이 334, 너비 153, 잔존깊이 10㎝이다. 후대 교란구덩이로

유구의 중심이 훼손되었다. 두께 10㎝내외의 목곽 흔적이 동쪽 잔벽 일부에 확인되었

다. 직경 최대 3.4㎝ 크기 수정제 다면옥을 포함한 경식 1식, 평저장경병 1점, 철촉 1점,

호 1점이 출토 되었다.

다. 106호

주축방향은 N-25°-W이다. 내부토는 소량의 모래가 혼입된 갈색사질토로 묘광의 길이

는 421㎝, 너비 220㎝, 잔존깊이 9㎝이다. 북서쪽 단벽에 목곽두께 4∼5㎝ 정도의 목곽

흔이 확인되었다. 철촉 8점, 불명철기 2점, 철부 1점, 소형양이부호 1점, 보습 1점, 호3점,

노형토기 2점, 구슬 등이 출토되었다.

라. 107호

주축방향은 남북에 가깝다. 132호와 상하로 중복되어 있으며 107호가 이후에 132호를  

파괴하고 조영되었다. 동쪽장벽에 옹관 B호가 연접해 있다.

유구의 북·남쪽 단벽일부와 동쪽 장벽 및 유물의 분포범위로 묘광의 규모는 길이    

  264㎝, 너비 384㎝ 깊이 36.5㎝ 정도로 추정된다. 중앙부에 트렌치를 설치하여 토층을  

  살펴본 결과, 내부토는 다량의 암반알갱이와 사질, 점질토가 혼입된 암적갈색토로 교  

  란으로 인해 하나의 층위로 형성되어 있었다. 교란갱을 정리하자 단경호 2점이 엎어져

있었다. 화로형기대, 양이부호, 단경호이 출토되었다. 환두대도는 환두부를 남쪽으로  

향하여 배치되었다. 철모, 철창, 철촉군은 피장자의 안치공간을 사이에 두고 양 장벽에

배치한 양상으로 파악된다.

마. 108호 

주축방향은 남북에 가깝다. 묘광의 남·북쪽 끝단은 후대 교란으로 상부일부가 삭평되

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494㎝, 너비 346㎝, 깊이 60㎝정도로 장  

  축과 단축의 차가 크지 않아 정방형에 가까운 목곽묘이다. 

묘광과 목곽사이의 보강토는 폭 60㎝가량으로 사질토와 점질토로 교대로 다져 충전하

였다. 목관과 목곽사이에는 황갈색점토와 회색점토가 다수 혼입된 갈색토를 충전하였다.

바닥에서 약 25∼30㎝가량 높이에 목개로 추정되는 회색점질토가 유구 전체에서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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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회색점질토는 유구의 장축방향으로 확인되며 직경 12㎝가량의 나무를 반으로   

쪼개서 전체를 깐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는 토압으로 인해 높이가 다르게 노출되었다.

유구는 대형덩이쇠(鐵鋌, 10×40cm) 20매를 2열로 깐 공간과 점토를 깔아 만든 공간으로  

  크게 구획되며 토기류는 북쪽단벽과 동쪽장벽을 따라 배치되어 있다. 

점토대 공간위에 두향이 남향인 인골(치아와 경골)이 확인되었으며 발치아래에도 인

골(대퇴골)이 확인되었다.  

철정위로 환두대도, 철겸, 철부 등 철기류가 확인되었으며 화살촉이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다. 점토대 공간 옆으로 화로형토기안에 단경호를 배치한 토기세트를 연이어 놓았  

  으며 가운데 세트위에 또 다른 세트가 겹쳐져 확인되었다. 

  북쪽단벽과 동쪽 장벽 일부에서 목곽으로 추정되는 목질층이 확인되는데 폭 12㎝로  

2매가 확인되었다. 목곽에 옻칠을 한 흔적이 남아 있으며, 출토유물 중 상태가 온전하  

  지는 않지만 다량의 칠기 목제품을 부장한 것이 확인되었다.

  칠기는 나무에 조각을 새기고 조개가루(貝粉) 혹은 뼛가루(骨粉 등으로 메운 후(象嵌)  

  붉은색 수은주와 옻칠로 마감한 상자, 망태기 등으로 목심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수량과 형태, 구조를 알 수는 없다. 

  주요유물로 환두대도, 청동그릇, 청동촉, 방추차형석제품, 관옥장식 목걸이와 곡옥    

  목걸이 각 1점 등 150여점의 유물이 출토 되었다. 

바. 132호 

주축방향은 남북에 가깝다. 남쪽 일부는 136호와 중복되었으며 107호와 일부 상하 중

복되어있다. 묘광의 규모는 350㎝ × 535㎝ × 20.5㎝로 추정된다. 

묘광은 약간 경사지게 파내려 갔으며 바닥에는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았다. 보강토는 도  

굴 및 후대 분묘의 조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잔존하는 부장유물의 배치양상으로 목  

곽의 단축은 163㎝ 정도로 추정된다.

피장자의 안치공간(80～90㎝)을 사이에 두고 서쪽에 노형토기, 단경호가 일렬로 3점이,

동쪽에 환두소도, 철모, 철검, 철부를 일렬로 배치하였다.

Ⅴ. 그간 조사결과

1. 총 70여기의 유구 중 옹관묘 2기와 가야시기 목관묘 18기, 목곽묘 26기 조사완료 또는

조사 중이다.

2. 옹관묘는 3개의 토기를 이은 이음식 구조로 옹관은 삼각점토대 토기로 주옹과 막  

음옹으로 사용하였으며 가운데 연질토기로 연결시켰다. 대성동고분군 발굴 옹관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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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이음식 구조는 첫 사례이다.

3. 조사된 목관묘는 대체로 기 발굴 조사된 대성동 및 구지로의 그것과 규모 및 구조가

동일하며 묘광의 규모, 장축방향 모두 동서로 일치한다.

또한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목관묘는 통나무관으로 추정되는 140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토층의 단면 및 평면상태를 볼 때「ㅍ」형,「ㅂ」형의 목관으로 확인된다.

출토유물로 보아 대게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초반으로 추정된다.

4. 목곽묘의 경우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반대 유구를 중심으로 발굴되었다.

수정제, 유리제 구슬이 다량 확인되었으며 104호 출토 경식 구슬 중 경우 에메랄드빛  

유리제 광물의 절자옥이 출토되었다. 양동리고분군 325호의 절자옥과 유사하고 이는  

동남아산 광물로 추정되며 향후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5. 108호의 경우 가야 목곽묘 중 가장 온전한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목곽의 구조와 유물의  

부장양상 및 가야의 대외교류 연구사의 중요 학술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북방대륙계 유물인 청동그릇과 왜계 유물인 통형동기, 청동화살촉 등이 출토되어

    금관가야의 국제적 위상과 교역활동이 그동안 연구보다 훨씬 더 활발했음을 알려

    주는 자료로 사료됨

  - 나무에 조각을 새기고 조개가루(貝粉) 혹은 뼛가루(骨粉) 등으로 메운 후(象嵌) 붉

    은색 수은주와 옻칠로 마감한 상자, 망태기 등이 대량으로 출토되었으며 가야 무덤에   

      서는 최초사례에 해당됨

  - 철정과 점토로 각각 구획된 부장공간과 인골의 출토양상으로 미루어 부부가 나란히

    매장되었을 가능성과 혹은 피장자와 순장자를 나란히 배치한 사례일 수도 있으며

    이는 가야 목곽묘 중 첫 사례에 해당됨 

  - 유구의 시기는 출토유물로 보아 4세기 초반에 해당하는 귀족층의 무덤으로 추정됨 

    

Ⅵ. 토의사항

1. 조사내용 검토 

2. 향후 조사 방향 

3. 조사구역범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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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묘제 규모 (단축x장축x깊이) 출토유물 기타
96 목관묘 74x145x19 유리제구슬 조사완료　
97 목관묘 79x225 철겸1점, 우각형파수부호 1점 조사완료　　
98 목관묘 61x(141)x10 · 조사완료　
99 목관묘 (91x172x19) · 조사완료　

100 목곽묘 (167x234x20) 환두대도1점, 노형토기1점, 철부1점,
철촉(5)점, 호3점, 철모2점 조사완료　　

102 목관묘 (102x253x7) 토기편2점, 불명철기1점 조사완료　　
103 목관묘 (76x225x40) · 조사완료　
104 목곽묘 (153x334x10) 경식1식, 평저장경병1점, 철촉1점,  호1점 조사완료　
105 목곽묘 (240x200x19) 철정9점, 기대1점, 호1점,  철모1점, 철촉2점 조사완료　

106 목곽묘 220x421x9
철촉8점, 불명철기2점, 철부1점,

소형양이부호1점,
호3점, 노형토기 2점, 구슬 2점

조사완료　

107 목곽묘 (375×260) 양이부호1점, 기대2점, 단경호4점, 철모, 철창,
환두대도, 철촉군 조사완료　

108 목곽묘 494x346x60 파수노형기대3점, 호2점, 양이부호2점 조사중
109 목곽묘 (430x250x27) 토기편2점 조사완료

110 목곽묘 474x240x23.5 경식,철모1점,철겸1점,철부1점
호3점 조사완료

111 목관묘 225x73x23 · 조사완료
112 목곽묘 (105x178x11) · 조사완료
113 목곽묘 (235x115x11) 토기편,  철검1점, 철부1점 조사완료
114 목곽묘 (180x164x10)　 단경호1점,  구슬 조사완료
121 목곽묘 　 ·　 조사중
122 목곽묘 　 ·　 조사중
125 목관묘 242x82x33　 무문토기편,  소형옹 조사완료
127 목관묘 213x84x7.5 구슬 조사완료

129 목곽묘 400x235x24.5 토기2점,  철모1점, 철촉1점, 철겸1점, 
철검1점,철부1점, 도자1점, 다면옥2점 조사완료

130 목곽묘 240x119x2 토기편 조사완료
131 목곽묘 　 토기2점, 철모1점 조사완료

132 목곽묘 532x350x20.5　 단경호, 개, 노형기대, 호, 亞자형토기, 철모, 
철기편, 환두소도, 철검, 철부, 철모3점, 다면옥 조사완료

133 목관묘 288x102x58
경식(수정제,유리제광물19점)+유리제환옥+구슬, 

단경호1점, 철부4점, 철촉4점, 
철검2점, 철겸1점, 철모1점

조사완료

134 목관묘 　 ·　 조사중
135 목관묘 195x61x29 구슬,수정, 철겸1점, 토기편 조사완료
136 목곽묘 255x139x17.5　 단경호1점, 대호1점 조사중
137 목관묘 　 ·　 조사중
138 목곽묘 (120x95x8) 토기편1점 조사완료
139 목관묘 (92x66x10) · 조사완료
140 목관묘 　 토기편, 석촉, 다면옥1점 조사중
141 목관묘 155x110x9　  노형기대1점 조사완료
142 목관묘 126x58x15 ·　 조사중

옹관A 옹관묘 92x35x30 무문토기저부 조사완료
옹관B 옹관묘 　 무문토기저부 조사중
수혈1 수혈 75x45x5.5　 구슬1점 조사완료

청동기4 주거지 (115x100x10) 무문토기저부 2점,  두형토기1점 114호 
상하중복

표. 대성동고분 10차 발굴 유구 현황표       (  ) 잔존치,  ___ 추정치

                        



- 9 -

도판1. 옹관묘 A 전경 도판2. 옹관묘 B 전경

도판3. 97호 목관묘 전경 도판4. 133호 목관묘 전경

도판5. 133호 목관묘 경식 출토상황 도판6. 140호 목관묘 전경

도판7. 140호 목관묘 토기 출토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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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8. 100호 목곽묘 전경 도판9. 100호 목곽묘 환두대도 출토상황

도판10. 104호 목곽묘 전경 도판11. 104호 목곽묘 출토 평저호, 경식

도판12. 106호 목곽묘 전경 도판13. 106호 목곽묘 보습 출토상황

도판14. 107호, 132호 전경 도판15. 107호 목곽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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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6. 107호 목곽묘 토기 출토상황 도판17. 132호 목곽묘 토기 출토상황

도판18. 108호 목곽묘 조사전 전경 도판19. 108호 목곽묘 목개 노출 전경

도판20. 108호 목곽묘 목곽 추정 목질흔 도판21. 108호 목곽묘 토기 출토상황

도판22. 108호 출토 목함 추정유물 문양 세부 도판23. 108호 출토 통형동기, 동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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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판24. 108호 목곽묘 출토 목함 추정유물 출토상황

                           25. 108호 목곽묘 출토 목함 추정유물 문양 세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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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108호 목곽묘 전경

    도면1. 108호 목곽묘 인골 출토양상 모식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