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호주제묘 와 묘혈 의 평면표시(2020년 촬영)

국가지정 사적

기우스 주제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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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지정 범위(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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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스 주제묘군이란

국가지정 사적 기우스 주제묘군의 범위

2호 주제묘의 주제 단면（1965년）

주제묘의 구조

주제묘란?
　조몬시대가 끝나갈 무렵（조몬시대 후기 후엽, 약 
3200년 전） 홋카이도에서는 독특한 집단묘가 조성되
었습니다. 이는 바닥에 원형의 큰 구덩이를 파내고（수
혈), 파낸 흙으로 수혈 주변에 제방을 쌓은（주제) 후 
수혈 안 또는 주제 위에 1기에서 수십 기에 이르는 묘
혈을 만든 것으로 ‘주제묘’ 라 불립니다.
　주제묘의 일부는 도토와 아시베쓰시에 있으며, 그 외
의 대부분은 에니와시, 지토세시, 도마코마이시의 이시

카리 저지대 남부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제묘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약 10~30m이나, 기우
스 주제묘군은 70m가 넘는 대규모 주제묘가 군집해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기우스 주제묘군은 현재의 지표면에서 그 형
태를 볼 수 있는 귀중한 가치를 인정받아 1979년에 국
가지정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에는 사적의 범
위가 4.9ha에서 10.9ha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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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스 4 유적

마루코야마 유적

다이쇼시대의 기우스 주제묘군 주변 지도(●는 유적을 나타내는 표시)

기우스 주변의 지형과 유적

기우스 주제묘군의 놀라운 크기 !

　기우스 주제묘군은 이시카리 저지대의 남동부에 있
는 마오이 구릉 기슭의 들판, 해발 15~21m의 완사면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대지의 바로 앞에는 광활한 
습지대가 펼쳐져 있었으며 오사쓰토（오사쓰 늪）와 
마오이토（우마오이 늪）가 넓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간척되어 호수와 늪, 습지의 대부분은 남아 있

　주제묘는 예부터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여기
서는 지금도 연구가 진행 중인 주제묘의 시작에 관한 학설을 
소개합니다.
　주제묘는 기타토호쿠와 홋카이도에서 조몬시대 후기 초
엽에 조성된 환상열석에서 유래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환
상열석이 자갈을 원형으로 배치한 거대한 기념물이며 묘혈
이나 제사 유물을 동반한다는 점이 주제묘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두 곳이 조영된 시기의 연속성이나 중첩된 
분포지역이 명확하지 않고 유적의 입지 경향도 다르다는 점
에서 직접적인 계보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

　아이누어 지명은 해당 
토지의 특징을 담아 붙여
졌습니다. 홋카이도에는 
지금도 아이누어의 발음
을 따서 붙여진 지명이 다
수 남아 있습니다. 기우스
란, 아이누어로 ‘기, 우시’

（억새, 군생하는 곳）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여겨
집니다.
　당시에는 눈앞에 호수
와 늪, 습지 주변에 억새
가 펼쳐져 있는 풍경이었
을 것입니다.

　기우스 주제묘군 중 １호 주제묘는 주제의 최대 지름이 약 83m에 이르며 지표면에서 
볼 수 있는 조몬시대의 무덤 중에서 최대 크기를 자랑합니다.
　대왕고래의 경우 총 길이 26m, 세계 최대 규모의 여객기 보잉 777은 총 길이가 74m이
므로 이와 비교해 본다면 １호 주제묘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높이를 자랑하는 ２호 주제묘는 수혈 바닥면에서 주제 위까지 약 5m에 이
릅니다. 2호 주제묘를 조성하기 위해 약 3,000㎥의 흙을 옮겼을 것이라고 계산됩니다. 조
몬시대의또한, 최대 높이를 자랑하는. 조몬시대의 도구를 사용하여 흙을 파내고 이를 
옮겨 쌓아 올린 흙의 양을 １인당 하루 １㎥라고 가정한다면, 25명이 120일간 작업한 셈
입니다.

지 않습니다.
　구릉 기슭의 들판 주변에는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생활을 시작한 흔적（유적）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주제묘는 고속도로 지토세히가시 IC 부근에 있
는 기우스４유적과 남서쪽으로 2.4km 떨어진 마루코
야마 유적에서도 발견되었으며 현재 발굴 조사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다. 이외에도 수혈 주거를 모델로 삼았다는 설, 군집묘의 영
향을 받아 발생했다는 설, 한랭해진 기후로 인해 인구 밀도
가 높아짐에 따라 주변 지역민들이나 집락 내 관계(단결)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작업으로서 주제묘를 조성하기 시작했
다는 설 등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후 조몬 만기에 접어들면서 주제묘는 돌연 조성되지 않
게 됩니다. 종식된 이유는 무엇인지, 조영에 참여한 사람들
은 어떻게 된 것인지, 후기 후엽의 홋카이도라는 제한된 기
간과 지역에서 조성된 주제묘에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수께끼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제묘 연구의 현재

아이누어 지
명 , 기우스

1호 주제묘　83m

보잉 777　74m

대왕고래　26m

　육지측량부가 발행한 5만분의 1 지형도 「漁(료)」 (1920년 발행)· 「追分(오이와케)」 (1921년 발행)를 복제, 가필했습니다



기우스 주제묘군이 조성됨

다루마에산의 분화（Ta-c）로 인한 화산재 피복

다루마에산의 분화（Ta-a）로 인한 화산재 피복

주제묘를 지나는 유니 가도（현재 국도 337호）가 준공

고노 쓰네키치에 의한 현지 조사

고노 쓰네키치에 의한 현지 조사[그림 ①], 아베 마사키에 
의한 현지 조사, 마쓰자카 슈고에 의한 측량 조사[그림 ②]

고노 쓰네키치에 의한 조사(청취)

※『식민공보(植民公報)』에서.
　 『고노 쓰네키치 노트』의 겨냥도

에 따르면 1891년에 준공.

기원전 약 1200년

기원전 약 500년

1739년

1890년※

1901년

1917년

1922년

1930년

1950년

지금까지의 변천사

⑧２호 주제묘 조사 모습 (1965) ⑨２호 주제 내 묘혈 주변 (1965) ⑩사적 주변의 분포 조사 모습 (2013)

⑤１호 주제묘 조사 모습 (1964) ⑥１호 주제묘 내 묘혈에서 발견된 돌기둥 (1964) ⑦ 4호 주제묘 외연부의 묘혈에 부장되어 있던 석봉 (1965)

　　 구 초기였던 1900년대 전반, 역사가인 고노 쓰네
키치는 현지 조사와 청취 조사를 통해 기우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특수한 지형의 겨냥도（①）를 기록하고 아
이누의 ‘자시（성채）’로 소개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이미 기우스에 ‘자시코쓰’라 새긴 표주가 현지에 세워
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기우스 주제묘군은 1930년에 
‘사적 기우스노차시（기우스의 자시）’로 가지정되었으며

（③）,오랫동안 자시라는 인식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쓰네키치의 아들이었던 고노 히로미치는 샤리초의 슈
엔쿠리사와 유적 및 기우스 7호 주제묘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조몬시대의 묘라고 생각하여 ‘환상토리

（環状土籬）’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게다가 오바 도시오
와 이시카와 도루는 1·2호 주제묘 등의 발굴 조사（④~
⑨）를 통해 묘혈을 발견하여 토층의 퇴적 상태를 근거
로 조몬시대의 집단묘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도 컸던 주제묘의 크기 때문에 조몬시대의 유적이라는 

사실이 널
리 알려지기까
지는 시간이 걸렸다
고 합니다.
　 이 후 측 량 조 사 를 거 쳐 
1979년에 일반인도 알기 쉽도록 명
칭을 ‘주제묘’로 변경하여 국가 사적에 
지정되었습니다.
　2013~2017년의 상세 분포 조사（⑩）에서 새롭
게 14호 주제묘（⑪）가 발견되어 2019년에는 국가 사
적의 범위가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홋카이도·기타토호쿠의 조몬 유적군’의 구성자산 중 하
나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후보에 추천되었습니다.

　고노 쓰네키치 씨를 비롯해 많은 연구자들

의 호소에 힘입어 이후 거듭되는 사적 지정 및 

보호로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들도 오랜 시간 

소중히 여겨 왔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해.

‘사적 기우스 자시’ 로서 1~5호 주
제묘가 사적천연기념물보존법에 
의거 홋카이도청에 의해 가지정됨
(사적 면적: 3.8ha)[사진 ③]

조사에 관한 내용

지토세시 문

화재 캐릭터 

‘마마치군’

보존 및 지정에 관한 내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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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히로미치에 의한 7호 주제묘 조사（돌기
둥이 있는 1기의 벵갈라가 뿌려진 묘혈 확인）

오바 도시오와 이시카와 도루에 의한 1호 주제묘 조사（５기의 묘혈 확인）[사진 ⑤·⑥],６~10호 주제묘 인식 및 그림[그림 ④]

오바 도시오와 이시카와 도루에 의한 2호 주제 조사（1기의 묘혈 확인, 주제 단면（전항）을 
기록）[사진 ⑧·⑨], 4호 주제묘 외연부에서 묘혈을 발견 및 조사（석봉 출토）[사진 ⑦]

오바 등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토세 기우스 환상토리군（環状土籬群）’
으로 1~6호 주제묘가 홋카이도 문화재에 지정됨(사적 면적: 41,615.05㎡)

지토세시 교육위원회와 나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한 공동 측량 조사（11호·12호 주제묘 발견）

기우스 주제묘군으로 １~６·11·12호 주제묘의 범위가 국가 사적에 지정됨
（사적 면적: 49,441.00㎡）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기재된 ‘홋카이도·기타토호쿠를 중심
으로 한 조몬 유적군’에 구성자산 중 하나로 등록됨

14호 주제묘를 포함한 범위가 국가 사적에 추가 지정됨
(사적 면적: 108,772.06㎡)

사적 주변의 상세 분포 조사（14호 주제묘 발견）[사
진 ⑩·⑪] 및 지형 측량 조사

‘홋카이도·기타토호쿠의 조몬 유적군’ 중 하나로 세계문화유산 등
록추천서를 국가（문화청）가 유네스코에 제출함

1964년

1965년

1968년

1978년

1979년

2012년

2013년

〜

2017년

⑩사적 주변의 분포 조사 모습 (2013)

⑪ 땅속에 파묻혀 있던 14호 주제묘 (2017)

⑦ 4호 주제묘 외연부의 묘혈에 부장되어 있던 석봉 (1965)

①고노 쓰네키치에 의한 겨냥도 (우다가와 교주

　(校注 ) 1981 『고노 쓰네키치 노트』에서 )

②마쓰자카 슈고에 의한 측량도

　(1918 『홋카이도사 부록 지도』에서 )

③가지정 당시 세워졌던 간판　　

　(1930년 ~1934년 촬영 )

　사적에 포함되지 않은 주제묘의 번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７호는 현재 위 그림과 같이 사
적에서 300m 남서쪽으로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８· ９·10호는 발견 당시부터 평평하게 깎
아져 있던 주제묘로 그 후 위치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적에서 약３km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13호는 오인한 것으로 밝혀져 현재 오루이카 1 유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7~10호·13호 주제묘에 대하여아이누의 자시(성채)로 보는 학설

조몬의 집단묘로 보는 학설

2019년

2020년

④오바 도시오와 이시카와 도루에 의한 분포도 (1967 『지토세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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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 방향은 수평 방향의 2배가량 확대되어 있습니다.

주제주제

구덩이

　６호는 주제가 낮으며 형태가 조금 
불분명합니다. 14호는 파묻힌 상태여서 
형태를 알 수 없었으나 최근 분포 조사
를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는 다시 
메워진 상태입니다.
　두 곳 모두 사유지에 위치하기 때문
에 견학은 불가능합니다.

　안지름이 기우스 주제묘 중에서 최대를 자랑하며 
매우 넓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주제는 낮은 형태를 띠지만 중심 구덩이는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깥지름이 기우스 주제묘군 중에서 최대를 자랑합
니다. 양옆에는３·４호가 모습을 유지한 채 인접해 있습
니다. 안쪽 구덩이는 중심이 솟아 있습니다.

　인접한 주제묘는 서로 주제의 일부를 공유하거나 중복되어 있기 때
문에 토사의 퇴적 상황을 바탕으로 조성된 순서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쪽 그룹은 12호→５호→２호 순. 중앙 그룹은 １호를 끼고 11호→４
호→１호, ３호→１호 순. 북쪽 그룹은 14호→６호 순. 어느 쪽이든 현대
에 가까워질수록 주제묘의 규모가 커져가는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성된 순서

３호 주제묘１호 주제묘

４호 주제묘

６·14호 주제묘

자세히 알아보는 기우스 주제묘군

１호 주제묘의 단면도

각 주제묘 촬영: 요시다 유리히로

4호4호

6호6호

11호11호

14호14호



0 100m

주제
주제

구덩이

※수직 방향은 수평 방향의 2배가량 확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제묘의 주요 볼거리들이 적

혀 있으니 조몬시대를 상상하면서 실제로 

직접 걸어보며 확인해 보세요. 1·2호에서

는 발굴 구역의 범위와 발견된 묘혈의 위

치를 복원해서 나타냈어요.

　 재 기우스 주제묘군에서 9기의 주제묘가 확인
되었으며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제묘에서는 
만들어진 시기를 나타내는 토기와 석기, 토우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또한, 묘혈에서는 석봉과 
묘표로서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돌기둥도 발
견되었습니다.

　제방 형태로 쌓아 올린 주제에서는 일부 낮아진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파란색 화살표 부분). 제방
이 끊어져 있는 이 부분은 수혈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구로써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주제묘의 크기(미터 단위)

바깥지름 안지름 주제의 높이※ 주제의 폭

1호주제묘 83 36 2.8 23.5

２호주제묘 73 30 4.7 21.5

３호주제묘 51 27 0.8 12.0

４호주제묘 79 43 1.5 18.5

５호주제묘 51 24 0.8 13.5

６호주제묘 52 22 0.6 15.0

11호주제묘 53 23 0.6 15.0

12호주제묘 33 16 0.4  8.5

14호주제묘 19 11 0.6  4.3

※ 주제의 높이는 다른 주제와 중복되지 않는 장소에
서의 둑마루와 구덩이(수혈) 하단 사이의 가장 큰 
고저차

2호 주제묘의 단면도

　주제의 높이는 기우스 주제묘군 중에서도 최고를 자랑
합니다. 안쪽에서 주제를 바라보면 그 높이에 보는 이들
이 압도될 정도입니다.

　2013 ～ 2017년에 실시된 상세 지형 측량을 통해 주제묘군의 서쪽에 
접하며, 남북으로 뻗은２개 열의 평행한 낮은 성토와 여기에 끼어 있는 
움푹 패인 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와４·５· 12호의 출입구가 
이곳 움푹 패인 땅에 면해 있다는 점에서 이 구덩이는 인위적인 ‘도적
(道跡：과거 길이었던 흔적)’ 이었다고 추정됩니다. 500m 남서쪽에 떨
어져 있는 기우스 4 유적에서도 사적 기우스 주제묘군 방면으로 뻗은 

주제묘가 되기까지

　１·３호가 접하는 부근에는 높게 
쌓인 흙이 수수께끼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흙은 1호 북쪽 주제의 
바깥 둘레에서 연장선상에 위치한
다는 점에서(붉은 점선) 본래 1호의 
주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게 쌓인 흙의 수수께끼

동일한 도적이 발견되어 이 두 길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
습니다.
　또한,１·３호의 출입구가 같은 방향이며１·２호의 출입구가 서로 마
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사이에 끼어 있는 동서 방향의 얕은 골짜
기 지형 또한 통로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위에 표시
된 남북쪽에 있는 ‘도적’ 과 합류 및 연결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P

견학로

사적 범위

견학 범위

당시 출입구

2호 주제묘

현

3호3호

2호2호

1호1호

5호5호
12호12호



매장문화재센터 전시실

■소 재 지 우)066-0001 홋카이도 지토세시 오사쓰 42-1

　　　　　　전화　0123－24－4210
　※ JR치토세역에서 8km, JR오사쓰역에서 5km,

　　기우스 주제묘군에서 7km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은 없습니다

■견학시간 ９시에서 17시까지

■휴 관 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12/29~1/3)

 ※매월 둘째 주 일요일은 개관

■입 장 료 무료

기우스 주제묘로 오시는 길

■소 재 지 홋카이도시 지토세시 주오 2777 외

　※JR 치토세역에서 10km, 신치토세 공항에서 12km

※ 도토 자동차도로를 타고 지토세히가시 IC에서 국도 

337호로 빠져나와 북쪽(나가누마 방면)으로 진행 후 

곧장 도로 양쪽으로 숲이 보이면 목적지 부근입니다.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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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스 주제묘군의 출토 유물

１호 주제묘에서 출토된 토기

1·2호 주제묘에서 출토된 토기와 석기 , 

토우

겉 뒷

２호 주제묘에서 출토된 돌그릇

４호 주제묘 외연부의 묘혈에서 출토된 석봉

(시 지정문화재 )

사진 속 출토 유물은 지토세시 매장문화재센터에서 전시 중입니다.

트위터 공식
 계정

매장문화재센터
홈페이지

표지 촬영: 요시다 유리히로

지토세시 매장문화재센터 문화재보급계발사업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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