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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의 말이산고분군은 1천500년 전 아라가야의 역사를 품고 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창밖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다. 산으로 엮은 둥지 안으로 들어온 듯 아늑한 느낌을 주는 말이

센강이 보인다면, 함안박물관의 큰 창으로는 말이산고분군이 가

산고분군은 웅장하면서도 주변을 압도하지 않는 조화로움으로 그

득 들어온다. 박물관 창밖으로 1천500년 전 역사를 품은 고분이 아

의미를 더한다.

름답게 펼쳐지는 곳이 세계 어디에 또 있을까.

올해 말이산고분군에서 맞는 봄은 특별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이곳에는 말이산 45호분에서 발굴된 배 모양 토기, 사슴 모양 뿔잔

등재 최종 결정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있어서다. 말이산의 ‘말이’는

토기, 집 모양 토기 등 아라가야인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토기도 전

‘우두머리의 산’이라는 뜻으로 이곳에 옛 아라가야의 왕과 귀족들

시돼 있다.

이 잠들어 있다.

지금부터 어느 시기에 방문해도 함안의 다채로운 모습을 만날 수

해발 40∼70ｍ의 나지막한 구릉지에서 이어지는 말이산고분군은

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최종 결정되는 7월께 아라

1세기부터 6세기까지 조성된 아라가야 대표 고분군으로 가야 시기

가야 문화제가 함안박물관, 말이산고분군, 아라 길에서 단독으로

단일 고분 유적으로는 최대 규모다. 1천500년 전 소멸한 고대 가야

열린다. 이 시기는 13호분에서 발굴된 남두육성 별자리가 나타나

문명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물이자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다.

는 계절로 볼거리가 가득하다.

말이산고분군에서는 현재까지 약 200여 기의 고분에서 1만여 점

밤에는 말이산고분군 일대에 조명을 설치해 밤의 고분군을 거니

이상의 유물이 출토됐다. 특히 지난 2018년 구릉에서 가장 높은 곳

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최근 노선을 재정비한 아라가야 역사

에 있는 13호분에서는 가야 문화권에서는 처음으로 별자리가 새겨

순례길(총 7구간, 17.6㎞)이 걷기에 좋다.

진 덮개 석이 발견됐다. 고구려가 아닌 지역에서 발견된 유일한 별

높은 건물이 없고 자연이 어우러진 역사 순례길을 걷다 보면 몸과

자리로 5세기 후반에 아라가야가 최전성기를 누렸음을 짐작할 수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다. 걷는 이에게 봄날 펼쳐진 함안의 품은

있다.

포근하고도 넉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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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역사의 숨결과 향기가 넘치는
말이산고분군이 있는

경남 함안으로 오십시오

생명의 시작과 우주의 신비를 품고 있는 아라가야의 고도 함안

1천500년의 시간여행 함안 ‘말이산고분군’

불꽃처럼 타올랐던 아라가야의 신비로운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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