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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칠산동제일호고분발굴조사보고

(釜山漆山洞第一號古墳發掘調査報告)

文化財委員會 專門委員 金 東 鎬

 序

       1. 墳  形

       2. 遺  物

          結  語

서(序)

  본 유적(遺蹟)은 동래복천동고분군(東萊福泉洞古墳群)에서 남(南)으로 불과(不過) 500m떨어

진 구릉지대(丘陵地帶)에 있는 법륜사(法輪寺)의 경내(境內)에 있다. 이 절은 대본산(大本山) 

범어사(梵魚寺)의 동래포교당(東萊布敎堂)이다. 지적도상(地籍圖上)의 유적(遺蹟)의 위치(位置)

는 부산시(釜山市) 동래구(東萊區) 칠산동(漆山洞) 239의 2 임야(林野)이다.

  이 언덕에서 수년전(數年前)부터 많은 유물(遺物)들이 출토(出土)된 일이 있었다는 고로(古

老)들의 말이 있었고 이곳에서 출토(出土)되었다는 신라토기(新羅土器) 호(壺)가 3, 4점(點)이 

동사찰(同寺刹)의 구석에 뒹굴고 있었다. 또한 이 근처(近處)에 토기편 등(土器片等)이 산재(散

在)한 것을 볼 수도 있었다. 이러한 점(點)을 고증(考證)으로 하여 이 일대(一帶)를 고분군(古墳

群)으로 보고 부산칠산동(釜山漆山洞) 고분군(古墳群)이라 칭(稱)하는 바 이며, 본(本) 고분(古

墳)도 법(法)의 절차(節次)에 따라 조사(調査)하 으므로 第一號 고분(古墳)이라 하겠다.

  1970年4월초(月初)에 동사(同寺)에서 주종공사(鑄鐘工事)를 하던 중(中) 용범항(溶范坑) 옆에

서 유물(遺物)이 노출(露出)되었다. 이를 당국(當局)에 신고(申告)하지 않고 공사관계자(工事關

係者)들이 임의(任意)로 고분(古墳)을 발굴(發掘)해 버리고 유물(遺物)을 취득(取得)하 다는 

말이다. 그때 이 절의 총무(總務)를 맡아보고 있다는 20세(歲) 전후(前後)로 보이는 젊은 승려

(僧侶)가 출토유물(出土遺物)을 모아 승방(僧房)에 보관(保管)하고 있다가 동래경찰서(東萊警察

署)에 신고(申告)하므로서 제반(諸般)의 행정(行政) 절차(節次)에 따라 동아대학교박물관(東亞

大學校博物館)에서 4月 14日에 본(本) 고분(古墳)의 정리(整理) 조사(調査)를 하게 된 것이다.

  조사(調査)에 있어서 필자외(筆者外)에 본대학교(本大學校) 박물관(博物館)의 당시(當時)의 

사무과장(事務課長) 성두칠선생(成斗七先生)이 서무(庶務)를 맡고 이용현선생(李容玹先生)이 고

고정리(考古整理) 토목과학생(土木科學生) 안정준군(安丁준君)이 측량(測量)을 각각(各各) 맡아 

수고(手苦)하 다.

  소요(所要) 경비(經費)는 동아대학교(東亞大學校)에서 전액(全額)을 부담(負擔)하고 절차(節

次)는 국가(國家)에 의(依)한 발굴(發掘)로 처리(處理)되었으며 유물(遺物)은 본대학박물관(本大

學博物館)에 보관중(保管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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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  형(墳   形)

  유적(遺蹟)의 지표상(地表上)에 고대(高大)한 봉토(封土)나 개석(蓋石)이 보이지 않아서 외부

(外部)가 어떠한 형태(形態)의 고분(古墳)인지 분명(分明)치 않다.

  분묘(墳墓)의 내부(內部) 축조법(築造法)은 절석(切石)과 자연석(自然石)을 혼용(混用)하여 쌓

은 90도(度)로 직립(直立)된 무개석(無蓋石)의 수혈식석축분(竪穴式石築墳)이 다. 후세(後世)에 

개석(蓋石)이 제거(除去) 되었지 않나 해서 재차(再次) 조사(調査)했으나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벽(壁)에 점토(粘土)를 발라 석벽(石壁)을 깨끗이 도장(塗裝)하고 바닥에는 자갈을 깔지 않고 

점토(粘土)만을 5㎝내외(內外)로 고르게 다져 놓고 그 위에 여러 유물(遺物)을 얹어 두고 있었

다.

  묘광(墓壙)의 치수는 장(長)이 4m, 폭(幅)이 75㎝, 심(深)이 70㎝이다. 즉(卽) 각벽(各壁)이 

90도(度)로 장방형(長方形)의 상자(箱子)와 같다.

  방향(方向)은 정남북선(正南北線) 위에 놓여 있었고 뒤에 언급(言及)하겠으나 유물(遺物)의 

존치상황(存置狀況)으로 보아서 남침(南枕) 신전장(伸展葬)한 묘제(墓制)이다.

  꺽쇠등(等)이 출토(出土)되어 있으니 목제(木製)의 관(棺)을 사용(使用)하고 있었음을 알수도 

있었다.

2. 유    물(遺物)

  앞에 언급(言及)한 바와 같이 본(本) 고분(古墳)은 사찰(寺刹) 경내(境內)에서 공사관계자(工

事關係者)들이 고고학적(考古學的) 발굴식(發掘式)이나 법(法)의 절차(節次)도 없이 임의(任意)

로 마구 파헤친 것이기에 당시(當時)에 출토(出土)된 유물(遺物)이 전량(全量) 남아 있는지의 

여부(與否)를 여기에 증언(證言)할 수 없다. 또한 유물(遺物)의 존치상황(存置狀況)과 기타(其

他) 학술자료(學術資料)에 필요(必要)한 사항등(事項等)도 충분(充分)히 보고(報告)할 수 없다.

  아쉬우나마 현장(現場)과 출토유물(出土遺物)과 증언(證言)을 종합(綜合)해서 여기에 현존(現

存) 유물(遺物)의 종류(種類)를 보고(報告)한다.

  신라토기류(新羅土器類)

  1) 원저장경호(圓底長頸壺)와 유대장경호(有臺長頸壺) 5개분(個分)

     대형(大形) : 고(高)28㎝, 구(口)16㎝,   소형(小形) : 고(高)17.5㎝, 구(口)12.5㎝

  2) 유대발(有帶鉢) 2개분(個分)

     대형(大形) : 고(高)30㎝, 구(口)37㎝,   소형(小形) : 고(高)28㎝, 구(口)28㎝

  3) 낙(瓔珞)이 달린 유대발(有臺鉢) 1개분(個分)

                 고(高)8㎝, 구(口)13㎝

  4) 개배(蓋坏) 3개분(3個分)

     대소형(大小形) : 고(高)5㎝, 구(口)11.5㎝

  5) 고배(高杯)                                                  7개분(7個分)

     이 고배(高杯)는 모두 파편(破片)으로 고(高)는 측정(測定)치 못하고 구경(口徑)이         

  13㎝ 이다.

  6) 대호(大壺)                                                  1개분(1個分)

     고(高)55㎝, 구(口)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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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以上)은 파편(破片) 또는 파편(破片)을 접착(接着)한 것이고 완전(完全)한 기형(器形)을 

갖춘 것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접착(接着)이 불가(不可)한 파편(破片)이 약간(若干)있다.

  철제유물류(鐵製遺物類)

  1) 철모(鐵鉾) 2개분(2個分)

     대형(大形) : 전장(全長)50㎝, 폭(幅)4㎝,

     소형(小形) : 전장(全長)27㎝, 폭(幅)1.5㎝

  2) 철부(鐵斧) 2개분(2個分)

     대형(大形) : 전장(全長)18㎝, 폭(幅)9㎝,

     소형(小形) : 전장(全長)10㎝, 폭(幅)4㎝

  3) 철정(鐵鋌) 2개분(2個分)

     장(長)7㎝, 폭(幅)3㎝

  4) 꺾쇠 1개분(1個分)

     장(長) 15㎝

  기타(其他) 용도불명(用途不明)의 파편(破片)이 약간(若干) 있다.

  이상(以上)의 유물중(遺物中) 신라토기류(新羅土器類)는 승방(僧房)에 보관(保管)되어 있던 

것이 대부분(大部分)이고, 철제유물(鐵製遺物)은 조사(調査)에서 검출(檢出)해 낸 것이다.

  묘광(墓壙)의 북(北)쪽이 대호등(大壺等)의 저장용(貯藏用) 토기군(土器群)이고 南쪽이 제의

용(祭儀用)의 소형토기군(小形土器群)이다. 중앙부분(中央部分)에서 약간(若干) 남(南)으로 기우

쳐 철제유물(鐵製遺物)이 존치(存置)하고 있음을 확인(確認)하 다.

  철제유물(鐵製遺物)은 특수(特殊)한 것이 없었으나 토기류(土器類)에는 유대발(有臺鉢)에 

락(瓔珞)이 달려있고 고배(高坏)는 배대(坏臺)가 중후(重厚)하고 사각형(四角形) 투창(透窓)이 

엇갈리게 뚫리고, 뚜껑에는 투창(透窓)의 배대식(坏臺式) 꼭지가 달려 있다. 발형기(鉢形器) 대

(臺)도 삼각형(三角形)의 투창(透窓)도 있으나 투창(透窓)이 엇갈리게 뚫려 있는 것이 주류(主

流)를 이루고 있다.

결   어(結語)

  본문(本文)에서 보고(報告)한 바와 같이 이번의 발굴조사(發掘調査)는 파괴분(破壞墳)의 유물

(遺物) 수합(收合) 작업(作業)에 불과(不過)한 것이었다. 여기에 충분(充分)한 학술자료(學術資

料)가 될만한 기록(記錄)을 남기지 못한 것이 본(本) 보고서(報告書)의 결점(缺點)이다.

  분형(墳形)의 장(長)이 4m, 폭(幅)과 심(深)이 70㎝를 넘으니 일반(一般)의 상고시대(上古時

代)의 민묘(民墓)와는 달리 거분(巨墳)이 시작(始作)된 6∼7세기경(世紀頃)의 지배층인물(支配

層人物)의 분묘(墳墓)와 그 규모가 비슷하다. 또한 복천동고분군(福泉洞古墳群)에서 조사(調査)

된 일형식(一形式)과 같아서 본(本) 고분군(古墳群)의 문화내용(文化內容)도 대동소이(大同小

異)한 것으로 보아 별(別)로 착오가 없을 것 같다.

  출토(出土)된 신라토기류(新羅土器類)의 형식(形式)은 신라식(新羅式)의 주류형식(主流形式)

을 따르고 있다.

  앞으로 부산지방(釜山地方)의 고분군(古墳群)의 종합(綜合) 조사(調査)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

(結果)와 비교(比較) 고찰(考察)하여 본문(本文)에서 착오가 발견(發見)되면 보충(補充)또는 정

정(訂正)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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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도상(地籍圖上)에 고분(古墳)의 위치(位置)를 표시(表示)한 것

2. 고분실측도(古墳實測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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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륜사(法輪寺)의 총무(總務)스님이 고분(古墳)앞에서 독경(讀經)

4. 고분형태(古墳形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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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기출토(土器出土)

6. 토기편출토(土器片出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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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철모출토(鐵鉾出土)

8. 호(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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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호(壺)

10. 호(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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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호(壺)

12. 호(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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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발형기대(鉢形器臺)

14. 발형기대(鉢形器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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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락(瓔珞)이 달린 유대발(有臺鉢)

16. 개배(蓋坏)

17. 고배(高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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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투창(透窓)의 꼭지가 붙은 고배개(高坏蓋)

19. 대호(大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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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각종(各種) 철제유물(鐵製遺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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