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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분 한성백제박물관이
백제 돌무지무덤(적석총)을 발굴조사하고 있어요!

3호분은 한변의 길이가
50.8m로 가장 커요!

석촌동 고분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7길 21
탐방 및 교육안내  백제학연구소
            홈페이지 http://baekjemuseum.seoul.go.kr 
한성백제박물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02)2152-5800 사적 제243호

석촌동 고분군
백제 왕들이 잠든 곳

백제의 왕실 무덤을 세계유산으로

백제는 2천년 전(기원 전 18년), 지금의 서울 송파구 일대에 

가장 먼저 수도를 정하고 한성(위례성)이라 불렀어요.

백제 왕도였던 한성의 서남쪽에는 알려진 것만 300기에 

달하는 무덤이 있었어요. 지금의 석촌동 고분군에는 

돌무지무덤(적석총) 뿐만 아니라 돌을 덮은 흙무지무덤 

(즙석분구묘) 등 백제 지배층의 무덤으로 생각되는 커다란 

무덤들과 움무덤(토광묘)이 있었어요.

석촌동 고분군은 백제 왕실의 묘역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아 발굴조사 이후 1975년에 사적 제243호로 지정되 

었어요.

세계유산 이란?

국제협력기구 유네스코는 인류에게 보편적 가치가 있

는 각국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지정

하여 보호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석굴암 및 불국사, 

창덕궁, 경주역사지구, 남한산성, 백제역사유적지구 등 

14건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였지요.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에는 

475년부터 660년까지 백제의 수도가 있었던 공주(웅

진)와 부여(사비), 익산(금마) 지역에 분포한 8개 유적

만 포함되어 있어요.  

서울의 백제역사 유적도 공주와 부여에 있는 세계문화

유산만큼이나 백제인들의 삶과 죽음이 담겨있으므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백제의 5백년 왕도였던 서울의 백제유적을 

세계에 알리는 데 관심을 가져주세요. 

한강

3호분(서울대학교 1984)

한성백제 왕릉을 품은 돌마리, 석촌



돌무지무덤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

연접적석총
돌무지무덤(적석총)

매장의례부

돌을 쌓아 네모난 형태를 만들고
중심에는 동그랗게 흙을 쌓았어요.
무덤방은 모두 망가지고 없어졌지만
기초 시설이 남아 있었어요.
1호 돌무지무덤 아랫쪽 흙 사이에서 나온 가야토기는 
백제와 가야의 교류관계를 잘 보여 주고 있어요.

무덤 주인을 위해 기원을 드리는 공간이며 제사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많은 양의 기와, 토기그릇, 
금 꾸미개, 구슬 꾸미개가 나왔어요.  

석촌동 고분군의 1호·4호·7호 매장의례부에서 4세기 
중반 이후에 해당하는 많은 양의 토기, 기와 등의 유물과 
불에 탄 사람 뼈가 확인되었어요.
불교 전래 및 화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지만 석촌동 고분군에서 확인된 많은 
양의 화장뼈는 백제 왕실에서의 매장의례 방식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이에요.

유구배치도

돌무지무덤
(적석총)

매장의례부

움무덤

땅속에 숨어 있던 백제의 또 다른 무덤

1호 돌무지무덤

화장뼈

구슬 꾸미개

금 꾸미개

토기그릇

기와

백제인물
소서노

한성백제박물관은 2015년부터 석촌동 고분군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연접적석총을 

발견했어요. 연접적석총은 네모난 돌무지무덤이 서로 연결

되어 사방으로 확장되면서 큰 묘역을 이루고 있어요.

묘역의 북쪽 경계에 위치한 1호 돌무지무덤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이후 점차 남쪽으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특히 1987년 발굴된 1호분이나 A호 적석총과도 연결되어 

묘역의 규모는 100m에 달해요.

이러한 연접적석총은 3호분처럼 단독으로 우뚝 서있는 

돌무지무덤(적석총)과 어우러져 있어요.

움무덤
돌무지무덤(적석총)

사이에는 땅을 파서 만든

움무덤도 있어요. 나무로 

만든 관을 묻고 토기그릇

등을 껴묻거리로 놓았지요.

돌과 흙을 쌓아 만든 크고 작은 돌무지무덤이
서로 연결된 연접적석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