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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된 거대한 석관 
(No. 22 쓰도시로야마 고분)

고대인의 생사관을 엿볼 수 있는 물새형 
하니와 
(No. 22 쓰도시로야마 고분)

동아시아의 교류를 말해주는 금속제품
(No. 44 미네가즈카 고분)

신사 건축의 원류로 추측되는 집모양 하니와
(No. 20 고뵤야마 고분 / 사진：궁내청)

거대한 충립형 하니와 
(No. 22 쓰도시로야마 고분)

철제 갑옷
(No. 39 노나카 고분 
사진：오사카대학 고고학연구실)

투구형 하니와
(No. 18 이타스케 고분)

대량으로 출토된 갑옷
(No. 39 노나카 고분 / 
사진：오사카대학 고고학연구실)

분구를 장식하는 원통 하니와
(No. 20 고뵤야마 고분)

전방후원분 가리비형 고분 원분 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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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제이천황릉 고분
2 닌토쿠천황릉 고분(2-1)
   자야마 고분(2-2)
   다이안지야마 고분(2-3)
3 나가야마 고분
4 겐에몬야마 고분
5 쓰카마와리 고분
6 오사메즈카 고분
7 마고다유야마 고분
8 다쓰사야마 고분
9 도가메야마 고분
10 고모야마즈카 고분
11 마루호야마 고분
12 나가쓰카 고분
13 하타즈카 고분
14 제니즈카 고분
15 리추천황릉 고분
16 데라야마미나미야마 고분
17 시치칸논 고분
18 이타스케 고분
19 젠에몬야마 고분
20 고뵤야마 고분
21 니산자이 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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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쓰도시로야마 고분
23 주아이천황릉 고분
24 하치즈카 고분
25 인교천황릉 고분
26 나카쓰히메노미코토릉 고분
27 나베즈카 고분
28 스케타야마 고분
29 나카야마즈카 고분
30 야시마즈카 고분
31 고무로야마 고분
32 오토리즈카 고분
33 오진천황릉 고분(33-1)
     곤다마루야마 고분(33-2)
     후타쓰즈카 고분(33-3)

34 히가시우마즈카 고분
35 구리즈카 고분
36 히가시야마 고분
37 하자미야마 고분
38 하카야마 고분
39 노나카 고분
40 무코하카야마 고분
41 니시우마즈카 고분
42 조간지야마 고분
43 아오야마 고분
44 미네가즈카 고분
45 하쿠초릉 고분

1km

유연

북위
(북조)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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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나라의 문화재
(세계유산 목록 등재)

가야

분구를 장식하는 원통 하니와

※회색 표시 고분은 구성 자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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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쓰카 고분
（No. 12）

닌토쿠천황릉 고분
（No. 2-1）

스케타야마 고분
（No. 28）

겐에몬야마 고분
（No. 4）

하타즈카 고분
（No. 13）

고뵤야마 고분
（No. 20）

나카쓰히메노미코토릉 고분
（No. 26）

오진천황릉 고분
（No.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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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넘치는 고분이 가진 3가지 속성

모즈·후루이치 고분군의 현저한 보편적 가치

속성 a) 
밀집해있는 다양한 고분

모즈·후루이치 고분군의 2개 지역에 밀집해있는 고분은 다양한 고분 형태와 20m 정도부터 400m 이상까지 규모도 다양합니다. 
이것들은 같은 지역, 같은 시대에 다양한 분묘가 축조된 일본 열도 고분의 특징을 가장 명료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분은 일본 열도 각지에 16만 기나 존재하는데 그중에서도 일본 고대 고훈시대의 
문화를 대표하는 동시에 유례없는 물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모즈·후루이치 
고분군입니다. 45건의 구성 자산은 이 시대의 사회정치적 구조, 사회계층간 차이 및 
고도로 세련된 장송 체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즈·후루이치 고분군은 고대 동아시아의 분묘 축조의 하나의 전형입니다. 고분 
및 고분이 가진 유형 속성인 하니와와 해자, 이음돌을 갖춘 기하학적인 구분쌓기를 
한 분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시대에 사회 계층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속성 b)
4가지 표준화된 형식

모즈·후루이치 고분군의 고분에는 전방후원분, 가리비형 고분, 원분, 방분 등 4종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형식은 일본 각지 고분의 규범으로서 표준화된 형식으로 본 자산은 고분의 설계와 축조 기술을 이끄는 
존재였습니다.

평가 기준(iii) 평가 기준(iv)

모즈·후루이치 고분군의 입지
—동아시아와의 교류의 관문—

고훈시대와 같은 시기의 동아시아는 중국 왕조 분열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일본열도에서는 왜가 성장하고 여러 

왕권이 항쟁과 연합을 거듭하는 동란의 시대였습니다.

모즈·후루이치 고분군이 위치한 오사카 평야는 한반도와 중국대륙의 여러 

세력과의 교류의 창구이며 고대 일본의 정치·문화 중심지의 하나였습니다.

고분 축조의 시대
—고대 왕권의 형성과 발전—

수렵 채집을 생업으로 한 조몬시대 및 일본 열도에 벼농사가 

전파된 야요이시대를 이은 고훈시대는 열도 각지에서 성장한 

여러 세력들이 정치 연합을 형성한 시대였습니다. 이는 대륙으

로부터 통치 시스템이나 새로운 종교(불교)가 본격적으로 이입

되기 직전의 시기로 분묘에 따라 권력을 상징한 독특한 역사적 

단계였습니다.

속성 c)
치밀하고 독특한 장송 의례의 증거

각 고분의 매장 시설은 분구 꼭대기에서 깊게 파내려 간 묘혈 안에 설치되어 있고 분구 윗면 곳곳에 하니와와 이음돌이 놓여 
있습니다. 분구 위에서 장송 의례가 거행되고 그 무대로서 분구가 장식된 것은 일본 열도 고분의 큰 특징이며 모즈·후루이치 
고분군은 그것을 명료하게 전하는 사례입니다.

모즈 지역 후루이치 지역
축조 시 장식된 분구와 매장 시설
매장 시설(석실 및 관)은 분구가 완성된 후 
그 꼭대기에서 깊게 파내려 간 묘혈 안에 
있고 분구 표면은 원통 하니와와 이음돌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홋카이도·북부 도호쿠를 중심으로 한 조몬 유적군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호류지 금당
석가삼존상

도다이지 절
루샤나 불상
(대불)

진시황릉
(기원전 3세기：350m)

백제 무령왕릉
(6세기：20m)

고구려 태왕릉
(4~5세기：50m

신라 황남대총
(5세기：129m)

가야 지산동
44호분

(5세기：49m)

닌토쿠천황릉 고분
(5세기：486m)

동아시아 분묘의 주요 형태 
동아시아에서는 원분이나 방분이 일반적인 형태인 데 비해 일본 열도의 전방후원분은 
특징적인 열쇠 구멍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호류지 지역의 불교 건조물
(세계유산 목록 등재)

정교한 입체적 토제 구조물로서의 고분
(No. 26 나카쓰히메노미코토릉 고분 / 항공 측량에 의한 입체지도)

모즈·후루이치 고분군(세계유산 목록 등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