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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와 일본의 고분문화
와다 세이고 효고현립 고고박물관장

서론
이번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대단히 영광입니다.
예전에 이 지역이 ‘가야’라고 불리던 시절, 일본열도의 고분문화 사회는 ‘왜’ 혹은 ‘왜국’이
라고 불렸습니다. 우리는 왜를 지배하고 있던 정치세력을 ‘야마토왕권’이라고 부르고 있습
니다만, 그 중심지는 현재의 나라 현이나 오사카 등 긴키지방 중앙부, 즉 기나이( 畿内)지역
이었습니다.
거의 동시기의 한반도는 삼국시대로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등의 세력이 각각 국가 형성
을 시작했는데 그 동향은 야마토왕권의 국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꿔 말하면, 한
반도 국가들의 동향은 일본의 고대국가 및 고대문화 형성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
다. 그 중에서도 가야의 정치·경제·문화 등과는 특별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금년도 일본에서는 오사카의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신청 중이며,
올 9월에는 이코모스(ICOMOS) 실사가 있었습니다.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이 야마토왕권
대왕의 묘역으로 축조되었던 바로 그 시기에, 주로 가야로부터 많은 사람·물자·정보가 왜
사회로 전해져 왜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당시 가야는 왜 사회에서 새로운 부와 가치
등의 주요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모즈·후루이치고분군에 관해서는 후에(내일) 모리모토 토오루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
해 주시겠지만 모즈·후루이치 및 그와 깊이 관계가 있는 가야의 고분군이 함께 세계문화유
산에 등재되어 한일 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가야와 일본의 고분 문화’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고분과 야마토왕권
일본열도에서 고분을 축조했던 사회는 남쪽의 규슈 남부부터 북쪽의 도호 남부에 걸친, 수
도농경을 생산 기반으로 하는 사회로, 그 남쪽이나 북쪽에는 수도농경을 하지 않는 다른 사
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그림1). 고분의 형태로는 가야의 고분과는 다르게 전방후원분, 전
방후방분, 원분, 방분의 네 가지 기본형태가 있으며 크기로는 직경 10m 전후의 고분에서
500m를 넘는 고분(오사카 다이센 고분)까지 존재하며 총 10만기가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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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고훈시대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전방후원분이
축조된 기간을 ‘고훈시대’라고 정의(곤도 1983)한다고 가정하면, 고훈시대는 대략 3세기 중
엽부터 6세기 후엽(내지는 7세기 초)까지의 약 350년간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 동안 고분은
분장 200m를 넘는 거대한 전방후원분(대부분 대왕분)을 정점으로 전방후원분, 전방후방분,
원분, 방분이 그 형태와 규모를 기준으로 일정한 서열적, 계층적인 질서를 유지하며 축조되
었습니다. 이 고분의 질서를 성립하게 했던 정치세력이 기나이 지역에 거점을 둔 ‘야마토왕
권’입니다. 그리고 고분의 형태와 규모는 피장자의 왕권 내 정치적 지위를 반영하고 있다고
추측됩니다. 다음에 오는 아스카 시대인 7세기 후반에 완성되는 일본의 고대국가인 율령국
가의 형성 과정은 이 야마토왕권의 성장과정인 것입니다.

2. 고분문화의 변천 –부장품을 중심으로–
여기서 이 고훈시대 문화의 변천을 전방후원분의 형태 변화나 매장시설 및 부장품 등의 변
화로 검토해 보면 그림 2와 같이 11소기로 편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4기를 전기(3세기중엽~4세기중엽), 5~8기를 중기(4세기 후엽~5세기 중
엽), 9~11기를 후기(5세기 후엽~6세기 후엽 내지는 7세기 초)로 하여 3 시기로 구분합니다.
부장품에 대해 말씀드리면 고훈시대 전기 전반(1·2기)은 중국제 동경, 비취나 벽옥, 유리
로 만든 구슬 종류, 철제 무기·무구·농공어구 종류가 주류로, 전기 후반(3·4기)는 왜제
거울(방제경), 동촉, 벽옥이나 녹색 응회암제 석제품(팔찌형, 촉형, 공구형 등), 통형동기, 파
형동기 등이 중심이 됩니다. 김해의 대성동고분군 등에서 출토된 파형동기나 촉형 석제품은
4기에서 5·6기 경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장품 내용 면에서의 큰 변화는 중기 중ㆍ후엽인 6~7기, 혹은 7~8기에 걸쳐서 나타납니
다. 6기경에 도질토기 및 철제품 등 한반도 남부의 제품이 일부 출토되기 시작하지만, 본격
적으로 출토되는 것은 7·8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말 사육과 승마 풍습이 전해져, 머지않아
마구의 생산이나 농경·운반 쪽으로도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단야기술도 혁신되어 갑주에
서는 철판을 철하는 방법이 혁철에서 병유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까지의 보병용 무기·무
구에 소찰혁철갑(괘갑)이나 화살통 등 기병용이 추가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 철제농구의 괭
이·호미(가래)나 낫의 형태도 변화하고 후기에 이르러서는 유적에서 수전의 써레질용 목
조 써레도 출토되기 시작합니다. 수식이 달린 귀걸이나 관모, 대장식구와 같이 복제와 관계
된 금속제 장신구도 출토됩니다.
이 밖에 도질토기의 제작을 배워 가마를 이용하여 식기인 스에키(須恵器 )를 만들게 되어,
시루를 사용하여 쌀을 쪄서 먹게 됩니다. 고상가옥이 늘고 부뚜막도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의식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물질문화가 크게 변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
다. 제가 ‘고대화를 향한 문명개화적 상황’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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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왜풍으로 변화하며 정착해 갑니다. 8기에는 한자를 사용한 ‘王賜(왕사)’등과 은 상감
철검이 발견되었기 때문에(치바현 이나리즈카 1호분, 열도에서 쓰여진 가장 오래된 문자라
고 여겨짐) 유물 제반의 배경에 있는 다양한 사상도 전해져 왔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중기에는 철기의 소재인 철정이 부장된 것도 특징입니다. (전기에는 철정과 비슷한
판상철부 등이 소재였는가) 철정은 한반도 남부에서 반입된 것으로 열도에서의 철 생산은
제철로가 발견된 고훈시대 후기 후엽(6세기 후엽)에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기의 단철 기술의 혁신이나 고열 처리를 하는 가마의 전래는 열도에서 제철이 시
작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철기의 자연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
는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의 개발이 기다려집니다.
상세하게 서술할 여유는 없습니다만, 스에키로 대표되듯이 고훈시대 중기에 혁신된 유물
및 그 기술 계보의 대부분은 가야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빈번한
교류를 왜 측에서 주도했던 왕권의 대왕 일족 묘역이 바로 모즈·후루이치고분군입니다. 고
훈시대 중기(5~8기)가 가장 번성한 시기였습니다.
또한 가야에서 출토되는 중기적인 왜계 유물로는 함안 말이산4호분 및 대성동85호분에서
출토된 직호문이 새겨진 녹각제도검장구 등도 있습니다. 왜에서는 중기~후기 전반에 보이
는 것으로 왜의 전통적인 도검 장구입니다.
그 후, 후기로 들어가면 부장품의 종류 및 기술에 약간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옥류(다색의
유리, 마노, 호박, 수정, 녹색응회암 등), 철제무기(장식대도 및 철도·철촉), 마구(금동제 및
철제), 스에키 등이 중심이 되고 아스카시대에는 새로운 것들로 바뀌면서도 부장품은 급격
하게 감소합니다.

3. 고분의 축조상황 –왕권의 동향–
이상 말씀드린 편년에 기초하여 고분이 언제 어디서(묘역) 어떤 형태와 규모로 축조되었
는지 등을 검토해 보면 고훈시대는 분형의 기본 4형식의 성쇠, 규모의 변화, 묘역의 신설·
이동·단절 등을 기준으로 5단계, 6획기(출현과 성쇠를 더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와다
1994], (표 1)
전형적인 예를 들면, 교토부 남부의 고분 편년도가 그림 3입니다. 열도에서는 고분이 많이
축조되었지만 그 대부분이 하나의 묘역에서 2, 3기 정도만 계속된다는 특징이 있어 100년,
200년 오랫동안 축조된 가야의 고분군과는 크게 다릅니다. 가야 제국의 왕묘가 각각의 묘역
에서 계속적으로 축조된 것은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제1단계(전기 전반)는 거대한 전방후원분이 출현하고(나라현 하시하카고분) 이를 규
범으로 수장분으로서 전방후원(방)분이 기나이에서 세토나이카이를 거쳐 규슈 북부에 이르
는 지역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축조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제2단계에는 각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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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분군이 급증합니다. 왕권 하에 들어오는 수장이 급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2단계에서 제3단계로 이행하는 시기는 수장 묘역의 단절·이동·신설이 각지에
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왕 및 대수장을 중심으로 한정된 수의 수장만이 대형 전방후원분
을 축조한 것과 대조적으로 많은 수장들은 중소규모의 가리비형 고분이나 원분, 방분을 축
조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으로 봤을 때, 왕권은 전기의 후반에 들어온 수많은 수장을
대상으로 서열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성하여 지배를 강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의 기본단위는 고분 1기가 나타내는 한 명의 수장과 그를 지탱하는 하나의 혈연
적 공동체, 다시 말하면 일족과 그 장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수장은 스스로의 공동체를 지배
하면서(수장의 ‘재지지배’라고 부름) 대왕을 정점으로 하는 왕권과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
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고훈시대 전·중기의 야마토왕권의 지배체제를 ‘수장연
합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3단계를 이 수장연합체제의 생성기(전기 전반) ·전개기(전기 후
반) ·성숙기(중기)로 평가합니다.
대왕분의 묘역은 전기 전반에는 나라분지 남동부의 오오야마토고분군에 있는데, 전기 후
반의 나라분지 북부의 사키고분군을 거쳐 중기에는 오사카부 남부의 모즈·후루이치고분군
으로 이동합니다. 대왕분 묘역의 이동은 전국에 있는 고분 이동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고 합
니다.
대왕 묘역의 이동과 함께 왕궁도 이동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그것이
왕조 교체설 등 다양한 논쟁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8세기에 편찬된 “고사기”나 “일본서기”
에서는 대부분의 대왕(천황)의 왕궁은 나라분지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 상황에
서는 그것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나이에 대형 고분이 다수 축조
되어 있는 것에 비해 대왕이나 대수장이 살던 왕궁이나 거관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은 고
훈시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가야에서는 왕묘로 추정되는 대형고분을 포함한 고분군과 함께 왕궁 및 산성 유적이 발견
되고 있는데, 이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분군과 왕궁, 산성이 함께 세계유산에 등
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중기에 발달한 대형전방후원분을 포함한 고분군이나 그와 이어져 있었다고 보이는
중소고분군은, 후기가 되면 급속히 쇠퇴 ·소멸합니다. 한편 새로운 묘역에 중소 규모의 전방
후원분이 축조됨과 동시에 공동체 상층에 해당하는 유력 가장층의 고분으로 보이는 소형원
분군(고식군집분-매장시설은 목관직장 등)기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현상을, 대왕 일족을 중심으로 하는 왕권중추세력이 보다 강력한 중앙집권국가 체
제를 형성하기 위해 각지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중기적인 대수장층이나 그와 연결된 수장층
의 재지지배를 해체 및 약체화하여 수장의 지배 하에 있었던 공동체의 유력 가족층을 직접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왕권에 의한 민중의 공민화(수장
이 지배하는 사민의 대치어)가 시작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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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기적 대수장층을 중심으로 하는 구 세력의 저항이 거셌기 때문인지, 대왕 일족 그
자체도 약체화한 듯 하여 대왕묘는 분장 120m정도까지 축소됩니다. 후기 전엽부터 중엽 경,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 경, 야마토왕권의 힘은 상당히 쇠약해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
각합니다. 왕권이 부활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 형성을 추진하게 되는 것은 후기 중엽
인 6세기의 제2/4분기부터로, 이와 더불어 횡혈식 석실을 가지는 소형원분군(신식군집분)
다수가 급격히 축조됩니다.

4. 고분의 변화 –중기에서 후기로–
(1) 전•중기의 매장시설–수혈식석곽·점토곽과 ‘닫힌 관’
한편 기나이 및 그 주변지역의 경우, 중기에서 후기로 변화할 때 매장시설에 큰 변화가 나
타났습니다. 수혈계 매장시설에서 횡혈계 매장시설로 전환된 것입니다(그림 4).
전 ·중기의 고분은 기본적으로 분구를 먼저 만들어 두고, 그 정상의 평단면에 묘갱을 파서
내부에 매장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분구를 먼저 만드는 고분 조성 방법이나 분구의 정상부
에 평탄면을 만드는 것은 왜의 독특한 것인데, 이는 야요이시대의 주구묘라 불리는 묘제에
서 이어져 온 전통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체는 할죽형이나 배모양(舟形) 고발( 刳抜)식 목관이나 상자형 조합식 목관에 넣어져, 수
혈식석곽 및 점토곽과 같이 관을 보호하는 시설인 ‘곽’으로 보호된 상태로 분구 내부에 묻혔
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사용된 틈이 없는 밀봉형 관을 ‘닫힌 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본래 ‘곽’에 대응하는 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사용된 관은 유체를 넣어 ‘옮기는 관’이 아니라 현지의 묘갱 안에 ‘고정하
는 관’으로 유체는 따로 운반되어와, 묘갱 내의 관에 안치되었습니다. 고분시대에는 무게가
수 톤에 달하는 석관(舟形石棺과 長持形石棺 등)이 발달했는데, 이와 같은 매장방법때문에
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의 고분은, 유체를 매장한 후 분구를 즙석(葺石)이나 하니와(埴輪), 목제품 등으로 분구
의 표면을 장식하여 무언가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계는 ‘사자(死者)의 혼
이 향하는 저 세상(他界)’를 표현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니와는 왜 고분 특유의 것인
데 사자가 타계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집이나 기재(器財)를 본뜬 것으로, 중기 중엽부터는
인물이나 동물 형태가 추가적으로 나타납니다. [와다 2014]
(2) 후기의 매장시설–기나이적 횡혈식석실과 ‘닫힌 관’
하지만 기나이에서는 중기 후엽 내지는 후기 전엽에 횡혈식석실이 전해져 매장시설이 크
게 변화합니다. 분구도 석실과 동시에 병행하여 축조되었고, 분구 정상의 평탄면도 필요가
없어져 작아지다가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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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축조되기 시작한 횡혈식석실에는 뒤에 말씀드릴 규슈적석실과 못을 박은 조합식목
관을 이 때 축조된 횡혈식석실에는 후술할 규슈형 석실과, 못을 박은 조합식목관을 동반한
백제계의 석실이 있습니다. 백제계 석실에는, 관을 안치하는 현실(玄室) 평면형이 장방형에
편재한 연도를 가진 석실(그림5-1, 천장부 불명)과, 평면이 거의 정방형이면서 돔형 천장에
편재한 연도를 가진 것이 있습니다(그림5-2). 구주型 석실은 그 후에도 매우 드물며, 평면
정방형의 돔천장 석실도 보급되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만 존속되었습니다.
기나이적인 석실의 기본이 되는 것은 평면장방형·좌편수식(입구에서 보았을 때)입니다.
그림 6에 정형화된 단계(후기 후엽)것으로 나라 현 후지노키 고분의 석실과 석관을 보면 현
실의 평면형은 장방형으로 평천장입니다. 입출구는 연도에 흙과 돌을 쌓아 폐쇄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나아가 내부에 묻힌 응회암제 가형석관은 사방에 틈이 없는 ‘닫힌 관’으로, 관
에 안치된 사자는 밀봉된 상태로 석실 공간을 사자가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관념을 가지지
않는 석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제계 못을 박은 조합식목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
다. 석실은 상자형이며 전대와 마찬가지로 매우 ‘곽’에 가까운 석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중·후기의 매장시설–규슈적 횡혈식석실과 ‘열린 관’
그런데 일본에는 이 기나이적 횡혈식석실 이외의 석실이 존재합니다. 이는 기나이보다는
약 100년정도 이른, 고훈시대 중기 전엽 경부터 규슈의 현해탄 연안에서 축조되기 시작한 석
실입니다. 시기, 지역, 계층에서 차이가 있어 일괄하기는 어렵지만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최대 특징은 횡혈식석실도 수혈계 횡구식석실도 밀봉형 관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초기의 특수한 석실에 밀봉형 관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사가현 다니구치 고분 동서석
실·조합식석관 등) 후에는 지속되지 않습니다.(후쿠오카현 반즈카고분의 관정은 특이함)
그렇다면 관과는 다르게 유체를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
다. 모두 유체를 직접 안치하는 바닥인 ‘시상(屍床)’을 기본으로 한 시설이었습니다(그림 8).
A1 사절석형(仕切石型): 현실상면(玄室床面)을 사절석으로 구획함(사방을 둘러싼 예도 있
음, 그림8-1,2)
A2 석장형(石障型): 현실벽면(玄室壁面)의 사방을 판석으로 둘러싸 내부를 사절석으로 구
획함(그림 8-3)
A3 석옥형형(石屋形型): 현실후벽(玄室奥壁)을 따라 히라이리(平入り) 횡구부 조합식석관
을 배치(집모양뚜껑 포함, 그림 8-6)
A4 석침형(石枕型): 석침만 존재(그림 8- 5)
B1 횡혈식석실에 주축을 함께 쓰마이리(妻入り) 횡구부 조합식 가형석관을 둠(그림 8- 4)
B2 쓰마이리 횡구 조합식 가형석관을 직장하고 횡구 앞에 선도가 따라옴(관은 석실화)
저는 이렇게 유체를 밀봉하지 않는 관에 상당하는 시설을 ‘열린 관’이라고 부릅니다. ‘닫힌

42

제2발표_ 가야와 일본의 고분문화

관’을 안치하는 기나이적 석실과 비교하여 말하자면 규슈적 석실은 사자(死者)가 자유롭게
석실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진 석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그 계보의 출발점이 된 석실 중 하나는 후쿠오카현 스키자키고분(그림 8-1)이었다고 생각
됩니다.
후기 중엽의 예를 들어 보자면 규슈의 전형적인 예로 그림 7에 구마모토현 지부산고분의 석
실과 석관이 있습니다. 현실 평면형이 정방형에 가깝고 돔 형의 천장에 연도가 중앙에 있고,
석실과 연도 입구를 판석으로 폐쇄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후벽을 따라 ‘열린 관’인 히라이리
횡구(平入り横口)가 딸려 있는 조합식가형석관(石屋形)이 놓여 있습니다.
“고사기”의 상권에는 다음과 같은 신화가 등장합니다. 이자나기노미코토(남신)이 국가 탄
생 최후에 불의 신을 낳고 죽었던 이자나미노미코토(여신)을 찾아서 황천국(사자의 나라)을
방문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자나미는 평소와 같이 ‘전(殿, 집)’에서 나와 이자나기와 이야
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 안에서 부패한 시체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바꿔 말
하면, 이 이야기는 사후 세계에서도 사자는 마치 이승에서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개념을 배
경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무대장치에는 일정
한 공간과 출입구가 있는 집(殿, 전), 이자나미가 도망치는 통로, 그리고 통로와 외부를 차단
하는 대석(천인의 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부산고분의 석실 등은 이 신화
의 무대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곽’과 ‘실’의 내부 공간의 차이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자가 관내에 밀봉된 채의 무기
적인 공간과 사자가 살아있는 듯 생활하는 공간의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4) ‘실’과 ‘열린 관’
매장시설이 ‘곽(槨)’에서 ‘실(室)’로 변화되는 것은 고대 중국의 전국시대(기원전 5세기
~221년)경부터 진한시대에 걸친 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황 2000). 그때까지
는 움직임이 없었던 ‘곽’ 안에서 사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추측할 수 있는 초기의 예는,
장강 중류지역의 후베이 성(湖北省)에 있는 전국시대 전기의 증후을묘(曽侯乙墓) 등입니다.
이 묘의 매장시설은 네 개의 목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곽을 오가기 위한 방형의 구
멍(孔, 한 변이 약 50cm)이 벽의 각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그림 9). 게다가 관은 이중 옻칠
목관인데, 외관(外棺)에는 같은 공(孔)이 존재하며 내관(内棺 )에는 출입구가 그려져 있고,
좌우에는 쌍과극을 든 도깨비처럼 생긴 문지기가 각각 여섯 명과 네 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10). [허베이 성 1989] 초기의 ‘열린 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곽’과 외부를 연결하는 연도가 생기고 기원전 3세기경에는
‘실’이 출현하여, 진한시대에는 목실묘, 전실묘, 석실묘, 토동묘, 애묘 등이 발달했습니다. 그
중 안에 놓인 관의 역할은 사자가 의존하는 시설(집)이며 출입이 자유로운 개방형 ‘열린 관’
이야말로 본래의 것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규슈적 석실과 ‘열린 관’은 그 흐름의 동
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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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관’은 시기 및 지역, 집단(민족 등도 포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하며, 덮개와 사
방의 벽이 있는 것 중에는 관의 측벽에 횡구를 설치한 것이나 문, 창문의 그림을 그려 실제
것을 대신하는 것도 있습니다. 덮개 등이 없는 경우에는 다리가 달린 대 위에 시상이 설치되
어 주위를 병풍으로 둘러싼 것(석관상)이나 대 위에 시상이 축조된 것(시상대), 직접 바닥에
축조한 것(시상) 혹은 베개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5. 규슈세력의 강대화 –규슈의 횡혈식석실의 확산–
조금 돌고 돌아서 왔지만, 규슈적 횡혈식석실이란 그러한 사상적 배경을 가진 석실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 규슈적 횡혈식석실은,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중기 동안은 기본적으로는 규슈 내에
서만 전개되었습니다. 하지만 후기 전엽(5세기 후엽)에서 중엽(6세기 전엽) 경에는 서일본
을 중심으로 하여 급속하게 각지로 확산됩니다. 서일본에서는 기나이적 석실보다 규슈적 석
실을 먼저 축조한 지역이 다수 존재합니다.
왜의 고분문화는 기나이에서 시작되어 지방으로 가는 흐름이 기본이고 그 문화의 흐름을
야마토왕권의 전개와 함께 해석하고 있는데 이 시기의 규슈적 석실의 확산은 그것과는 역방
향이었고, 이는 고훈시대로서는 드문 문화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하는 점은, 마침 이 시기가 야마토왕권이 전에 없이 쇠퇴
한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야마토왕권이 쇠퇴한 시기에 규슈 세력은 그 기세를
더해 세력을 서쪽으로 확산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규슈 내 횡혈식석실의 지역적 다양
성으로 보아 규슈 세력은 굳건하고 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재지지배에 기초를 둔 수장층의
느슨한 연합조직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남부의 영산강 유역이나 가야 지역에서는 딱 그 때 즈음에 고분문화적인 요소가 확
산됩니다. 전방후원분의 분구, 정부에 평단면을 가지는 분구, 즙석, 주구, 분구선행형 축조
법, 하니와, 스에키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곽’과 같은 분구축조법인 분구선행형을 제외
하면 규슈적 횡혈식석실을 축조하는 고분에 갖춰져 있는 제반 요소로 그 원류가 규슈였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정치세력을 고려하면, 그들의 고분문화적 요
소는 야마토왕권과는 관계가 없고 규슈 제지역 세력과 한반도 남부 제지역 세력의 다양한
정치적 결합 속에서 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는 일관적으로 안정된 야마토왕권의 지배 하
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석실에 관해서는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되는 규슈적 석실과 규슈의 석실과의 관계도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첨언할 부분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분구나 부장품, 특히
석실과 일체적인 관 등도 비교의 대상에 포함시켜 종합적인 판단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규슈적 석실이라고 해도 ‘닫힌 관’에 있는 관정이나 꺾쇠, 환좌금구 등이 출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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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석실도 있습니다. 규슈적 석실과의 계보적 관계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타입이 다
른 횡구식석실에서도 꺾쇠 등이 출토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덮개가 없는 고발식 목관이나
시상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시상대는 6세기 후반 이후에는 신라의 횡혈식석실
에서 발달한 것입니다.
한편 ‘열린 관’과 그 석실의 계보는 중국의 북조에서 고구려까지는 확실히 전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규슈까지 어떻게 전해져 왔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
편 남조 경유의 못을 박은 조합식목관으로 대표되는 ‘닫힌 관’ 및 그 석실은 백제에서 왜의
기나이 지방으로 파급되는데, 6세기경부터는 가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야, 혹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석실로 보아도 다양하고 각 지역 문화의 전시장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는 것은 매우 큰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가치관
을 가진 사람들이 문화유산의 보편적 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저도 모즈·후루이치고분군
과 관계가 있지만 특히 사무국이 매우 고생합니다.
부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힘내 주십시오.

참고문헌
곤도 요시로 1983 “전방후원분의 시대” 이와나미서점
황샤오펑 2000 “중국고대장제의 전통과 변혁” 벤세출판
허베이 성 박물관 1989 “증후을묘”(“중국전야고고정보집”) 중국 문물출판사
와다 세이고 1994 ‘고분축조의 제단계와 정치적 계층구성’ “고대왕권과 교류”5, 메이쵸출판
와다 세이고 1999 ‘고훈시대 관•곽•실 일람도’ 나가하라 게이지 감수, “이와나미 일본사사전” 이와나미서점
와다 세이고 2014 “고훈시대의 장제와 타계관” 요시카와코분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45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제2발표

학술대회 제1일차

그림 1 전방후원분·전방후방분 분포도 [와다 2014]

그림 2 고훈시대편년도 [와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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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나미야마시로 주요 고분변천도 [와다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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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관·곽·실 일람과 변천도 [와다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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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나이의 초기 횡혈식석실
(1·오사카부 다카이다야마 고분, 2·나라현 쓰바이미야야마즈카 고분 보고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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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나라현 후지노키 고분의 석실과 석관(나라 현 후지노키 고분 [가시하라 고고학연구소 1990])
그림 7 구마모토현 지부산 고분의 석실과 석관(나라 현 후지노키 고분 [가시하라 고고학연구소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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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규슈의 ‘열린 관’ 각종
１후쿠오카 현 스키자키 고분（A１종） ２구마모토 현 벳토즈카히가시 고분（A１종） ３구마모토 현 세곤코１호분（A２종）
４후쿠오카 현 세키진산 고분（B종） ５후쿠오카 현 다마즈카 고분（A３종）과 돌베게（A４종）
６횡혈식석실·횡혈내의 석옥형（A３종）과 사절석（A１종）의 조합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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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중국 허베이성 증후을묘의 목곽(↑방형공) [허베이성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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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주내관 서측벽판 화문도

묘주내관 족당화문

묘주내관 동측벽판 화문도

그림 10 중국 허베이성 증후을묘의 내관 [허베이성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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伽耶と日本の古墳文化
兵庫県立考古博物館

和田

晴吾

はじめに
このたびは、「伽耶古墳群の世界遺産登録のための国際学術大会」にお招きいただ
き、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たいへん光栄に思っております。
かつて、この地域が「伽耶」と呼ばれていた頃、日本列島の古墳文化の社会は「倭」
あるいは「倭国」と呼ばれていました。私たちは倭を支配していた政治勢力を「ヤマト
王権」と呼んでいますが、その中心地は今の奈良や大阪など近畿地方中央部、いわゆる
畿内地域にありました。
ほぼ同じころの韓半島は三国時代で、高句麗、新羅、百済、伽耶諸国などの諸勢力
が、それぞれに国づくりを始めていましたが、その動向は、ヤマト王権の国づくりに大
きな影響を及ぼしました。言いかえれば、韓半島の国々の動向は、日本の古代国家や古
代文化の形成に深く係わっていた言うことであります。なかでも伽耶の政治・経済・文
化などとは特別に密接な関係にありました。
日本では、今年度、大阪にある百舌鳥・古市古墳群の世界文化遺産への登録を申請し
ていまして、この9月にはイコモスの調査員の視察がありました。それらの古墳群がヤ
マト王権の大王の墓域として造られていた、ちょうどその時期に、おもに伽耶から多く
の人・もの・情報が倭の社会に伝わり、その発展に大きく貢献しました。当時、伽耶は
倭の社会にとっては新しい富や価値の主要な源泉だったのです。
百舌鳥・古市古墳群については、後ほど森本徹さんから詳しい話がありますが、百舌鳥
・古市、および、それと深く関係する伽耶の古墳群が、ともに世界文化遺産に登録さ
れ、日韓親善にも大きく寄与することを祈って、「伽耶と日本の古墳文化」というテー
マで少し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

１

古墳とヤマト王権

日本列島で古墳を造った社会は、南は九州地方南部から、北は東方地方南部にかけて
の水稲農耕を生産の基盤とする社会で、その南や北には水稲農耕を行わない別の社会が
広がっていました（図1）。古墳の形には、伽耶のそれとは異なり、前方後円墳、前方
後方墳、円墳、方墳の４つの基本形があり、大きさには直径10ｍ前後のものから500ｍ
を超えるもの（大阪府大山古墳）までがあって、総数は10万基を越えます。
いつからいつまでを古墳時代とするかについては、いろいろな意見がありますが、前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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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円墳が造られた期間を「古墳時代」と定義[近藤1983]しますと、古墳時代はだいたい
3世紀中葉から6世紀後葉（ないしは7世紀初頭）までの約350年間にあたります。この
間、古墳は、墳長200ｍを越す巨大な前方後円墳（多くが大王墳）を頂点に、前方後円
墳、前方後方墳、円墳、方墳が、その形と規模を基準に、一定の序列的で階層的な秩序
を保ちつつ築かれました。この古墳の秩序を成りたたせていた政治勢力が、畿内に拠点
を置く「ヤマト王権」であります。そして、古墳の形と規模は、被葬者の王権内におけ
る政治的地位を反映していたものと推測しています。つぎの飛鳥時代の７世紀後半に完
成してくる日本の古代国家（律令国家）の形成過程は、このヤマト王権の成長過程にほ
かなりません。

２

古墳文化の変遷

―副葬品を中心に―

そこで、この古墳時代の文化の変遷を、前方後円墳の形の変化や、埋葬施設や副葬
品などの変化から検討しますと、図2のように11小期に編年することができます。そし
て、後で述べるような理由から、1～4期を前期（3世紀中葉～4世紀中葉）、5～8期を
中期（4世紀後葉～5世紀中葉）、９～11期（5世紀後葉～6世紀後葉ないしは7世紀初
頭）を後期と3時期に区分しています。
副葬品で言いますと、古墳時代前期前半（1・2期）は中国製の銅鏡、翡翠や碧玉やガ
ラス製の玉類、鉄製の武器・武具・農工漁具類がおもなもので、前期後半（3・4期）
は倭製の鏡（仿製鏡）、銅鏃、碧玉や緑色凝灰岩製の石製品（腕輪形、鏃形、工具形な
ど）、筒形銅器、巴形銅器などが中心になります。金海の大成洞古墳群などで出土して
いる巴形銅器や鏃形石製品は、4期～5・6期頃のものと思われます。
副葬品の内容の大きな変化は中期中・後葉の6期～7期、あるいは7期～8期にかけて起
こります。6期ごろから陶質土器や鉄製品など韓半島南部の製品が一部で出土しはじめ
ますが、本格化するのは7・8期です。この時には、馬の飼育と乗馬の風習が伝わり、ほ
どなく馬具の生産や農耕・運搬への活用も始まります。鍛鉄技術も革新され、甲冑では
鉄板の綴じ方が革綴じから鋲留めへと変わります。これまでの歩兵用の武器・武具に、
小札革綴甲（挂甲）や胡簶など騎兵用のものが加わったのもこの時です。鉄製農具の鍬
・鋤先や鎌の形も変わりますし、後期近くには、遺跡から水田の代掻き用の木製馬鍬も
出土し始めます。垂飾付耳飾りや冠帽、帯金具といった服制と関係する金属製の装身具
も出てきます。
この他、陶質土器の製作に習って、窯を使って食器の須恵器が焼かれるようになり、甑
を使って米を蒸して食べるようにもなります。掘立柱建物が増え、竈も普及しだします。
たぶん、衣食住を含め、ほとんどの物質文化が大きく変容した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
でしょう。私が「古代化に向けての文明開化的状況」と呼んでいるような現象が起こ
り、多くのものが倭風化しつつ定着して行きます。8期には漢字を使って「王賜」等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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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象嵌した鉄剣が見つかっていますので（千葉県稲荷塚1号墳、列島で書かれた最古の
文字とされている）、諸遺物の背景にあるさまざまな思想も伝わってきていたものを思
われます。
また、中期には、鉄器の素材としての鉄鋌が副葬されているようになることも特徴です
（前期は鉄鋌に似た板状鉄斧などが素材となったか）。鉄鋌は韓半島南部から搬入された
もので、列島での鉄生産は、製鉄炉が見つかっている古墳時代後期後葉（6世紀後葉）に
始まったというのが定説です。しかし、私はこの時期の鍛鉄技術の革新や、高熱を処理す
る窯の伝来は、列島での製鉄の始まりを暗示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鉄器
の自然科学的な分析が行われていますが、より有効な手法の開発が待たれます。
詳しく述べる余裕はありませんが、須恵器に代表されるように、古墳時代中期に革新さ
れた遺物やその技術の系譜の多くは伽耶につながるものと考えられます。そして、この
時の頻繁な交流を倭の側で主導した王権の、大王一族の墓域こそが百舌鳥・古市古墳群
なのです。古墳時代の中期（5期～8期）が最盛期でした）。
なお、伽耶で出土する中期的な倭系遺物としては、咸安・道項里4号墳や大成洞85号墳
の直弧文が彫られた鹿角製刀剣装具などもあります。倭では中期～後期前半にみられる
もので、倭の伝統的な刀剣の装具です。
その後、後期にはいると、副葬品の種類や技術に若干の変化はあるものの、玉類（多
色のガラス、瑪瑙、琥珀、水晶、緑色凝灰岩など）、鉄製武器（装飾大刀や鉄刀・鉄
鏃）、馬具（金銅製や鉄製）、須恵器などが中心になり、飛鳥時代には、新しいものに
入れかわりつつも、副葬品は急速に減少します。

3

古墳の築造状況

―王権の動向―

以上の編年に基づいて、古墳がいつ、どこで（墓域）、どのような形と規模で造られ
たかなどを検討しますと、古墳時代は、墳形の基本4形式の消長、規模の変化、墓域の
新設・移動・断絶などから、５つの段階、６つの画期（出現と消滅を加える）として捉
えられます[和田1994]（表1）。
典型的な例の一つとして、京都府南部の古墳編年図を図3に示します。列島では、古墳
はたくさん造られたのですが、多くは１つの墓域で2、3基程度しか継続しないのが特徴
で、100年、200年と長く継続する伽耶の古墳群とは大きく異なります。伽耶諸国の王
墓がそれぞれの墓域で継続的に造られているのは大きな特徴と言えるのではないでしょ
うか。
まず、第1段階（前期前半）は、巨大な前方後円墳が出現し（奈良県箸墓古墳）、そ
れを規範として首長墳として前方後円（方）墳が畿内から瀬戸内海を経て九州北部へ至
る地域を中心に各地で造りはじめられる段階です。続く第2段階には各地域で古墳群が
急増します。王権下に入ってくる首長が急増したわけ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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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して、第2段階から第3段階への移行期には、首長の墓域の断絶・移動・新設が各地
で起こります。そして、大王や大首長を中心に、限られた数の首長だけが大型の前方後
円墳を造るのに対し、多くの首長は中小規模の帆立貝形墳や円墳や方墳を造りようにな
ります。私はこのような現象から、王権は、前期後半に参入してきた数多くの首長に対
し、序列化を強める方向で再編成しなおし、支配を強化したものと考えています。
当時の社会の基本単位は、古墳1基が示す1人の首長とそれを支える1つの血縁的共同
体、言いかえれば一族とその長だったと考えていますが、首長は自らの共同体を支配し
つつ（首長の在地支配と呼ぶ）、大王を頂点とする王権と政治的につながっていたもの
と考えています。そのため、私は古墳時代前・中期のヤマト王権の支配体制を「首長連
合体制」と呼ぶことにしています。
そして、前に言った3段階を、この首長連合体制の生成期（前期前半）・展開期（前
期後半）・成熟期（中期）として評価しています。
大王墳の墓域は、前期前半には奈良盆地南東部のオオヤマト古墳群にありますが、前
期後半の奈良盆地北部の佐紀古墳群を経て、中期には大阪府南部の百舌鳥・古市古墳群
へと移動します。大王墳の墓域の移動は、全国の古墳の動向と深く係わっていたようで
す。
大王の墓域の移動に伴い王宮も移動したかどうかは、わかっていません。日本では、
そのことが王朝交替説などさまざまな論争の原因の一つになっています。8世紀に編ま
れた『古事記』や『日本書紀』では、ほとんどの大王（天皇）の王宮は奈良盆地にあ
ると記されています。現状では、私はそれで一定度説明がつくものと思っています。し
かし、畿内では大きな古墳が数多く築かれているのに、大王や大首長が住んだ王宮や居
館がほとんど発見されていないことは、古墳時代研究にとって大きな痛手となっていま
す。
伽耶では、王墓と推定される大型古墳を含む古墳群とともに、王宮や山城の遺跡が発
見されているのは、実にすばらしいことだと思います。私は3点セットで世界遺産にな
れば良いのにと思います。
ところで、中期に発達した大型前方後円墳を含む古墳群や、それらと連なっていたと
考えられる中小古墳群は、後期には急速に衰退・消滅します。一方、新たな墓域に中小
の前方後円墳が造られるようになるとともに、共同体上層の有力家長層の古墳とみられ
る小型円墳群（古式群集墳－埋葬施設は木棺直葬など）が出現しはじめます。
私はこの現象を、大王一族を中心とする王権中枢勢力が、より強力な中央集権的国家
体制を築くために、各地に盤踞している中期的な大首長層やそれに連なる首長層の在地
支配を解体・弱体化し、首長の支配下にあった共同体の有力家族層を直接支配しだした
ことを示唆しているものと推測しています。王権による民衆の公民化（首長の支配する
私民に対する言葉）が始まったと評価するわけ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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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かし、中期的大首長層を中心とする旧勢力の抵抗が激しかったためか、大王一族そ
のものも弱体化したようで、大王墓は墳長120ｍ程度にまで縮小します。後期前葉から
中葉の境ごろ、5世紀末から6世紀初頭ごろ、ヤマト王権の力はかなり衰弱していた可能
性が高いと考えています。王権が復活し、強力に中央集権的な国づくりを推しすすめる
ようになるのは後期中葉の6世紀第2四半期ごろからで、それにともない横穴式石室をも
つ小型円墳群（新式群集墳）が急激に数多く造られるようになります。

４

古墳の変化―中期から後期へ―

（１）前・中期の埋葬施設―竪穴式石槨・粘土槨と「閉ざされた棺」
ところで、畿内やその周辺では、中期から後期への変化には埋葬施設の大きな変化を
ともないました。竪穴系の埋葬施設から横穴系の埋葬施設へ転換したのです（図4）。
前・中期の古墳は、基本的には、墳丘を先に造っておいて、その頂上の平坦面に墓坑
を掘って、内部に埋葬施設を営みました。墳丘を先に造る古墳づくりや、墳丘の頂上部
に平坦面を造るのは倭独特のものですが、それらは弥生時代の周溝墓という墓制からの
伝統だと考えています。
遺体は、割竹形や舟形の刳抜式木棺や箱形の組合式木棺に入れられ、竪穴式石槨や粘土
槨という棺を保護する施設である「槨」で護られた状態で墳丘の内部に納められました。
私は、この時に用いられた隙間のない密封型の棺を「閉ざされた棺」と読んでいます
が、それは本来的に「槨」に対応する棺だと考えています。
なお、この時代に用いられた棺は、遺体を入れて「持ちはこぶ棺」ではなく、現地の墓
坑の中に「据えつける棺」で、遺体は、別に運ばれてきて、墓坑内で棺に納められまし
た。古墳時代には重さ数トンもある石棺（舟形石棺や長持形石棺など）が発達します
が、このような使い方だったため、棺として機能しえたのです。
倭の古墳は、遺体埋葬後、墳丘は葺石や埴輪や木製品などで墳丘の表面が飾られ、何ら
かの世界が表現されました。私はその世界は「死者の魂が赴く他界」を表現したものと理
解しています。埴輪は倭の古墳特有のものですが、死者が他界で生きていくのに必要な家
や器財をかたどったもので、中期中葉からは人物や動物の形が加わります[和田2014]。
（２）後期の埋葬施設－畿内的横穴式石室と「閉ざされた棺」
しかし、畿内では中期後葉ないしは後期前葉に横穴式石室が伝わってきて、埋葬施設
が大きく変化します。墳丘も石室と同時に並行して造られるようになり、墳頂平坦面も
必要がなくなり、小さくなって、いすれ消滅します。
この時、造りだされる横穴式石室には、後述の九州的石室と、釘付け組合式木棺を伴
った百済系の石室があります。百済系の石室には、棺を置く玄室の平面形が長方形で片
袖式の石室（図5-1）天井部不詳）と、平面ほぼ正方形でドーム天井、片袖式のもの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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があります（図5-2）。九州的石室はその後もごく僅かで、平面正方形・ドーム天井の
石室も普及せず、一部の地域で存続したのみです。
畿内的な石室の基本となったものは、平面長方形・左片袖式（入口からみて）のもの
です。図6に定型化した段階（後期後葉）のものとして奈良県藤ノ木古墳の石室と石棺
を示しますと、玄室の平面形は長方形で、平天井。出入口は羨道に土と石を積んで閉塞
する点に特徴があります。しかも、内部に納められている凝灰岩製の家形石棺は四周隙
間のない「閉ざされた棺」で、棺に納められた死者は密封された状態で、石室空間を死
者が自由に動きまわるという観念をもたない石室と言うことができます。百済系の釘付
け組合式木棺の場合も同様です。石室は箱形で、前代同様、非常に「槨」的な石室と言
えます。
（３）中・後期の埋葬施設－九州的横穴式石室と「開かれた棺」
ところが、日本には、この畿内的な横穴式石室以外の石室があるのです。それは、畿内
よりは約100年ほど早く古墳時代中期前葉頃から九州の玄界灘沿岸で造りはじめられた
石室です。時期差、地域差、階層差があって、なかなか一括りにはできないのですが、
共通して言える最大の特徴は、横穴式石室でも竪穴系横口式石室でも、密封型の棺が使
われていないことです。初期の特殊な石室に密封型の棺が使われていることもあるので
すが（佐賀県谷口古墳東西石室・組合式石棺など）、後に続きません（福岡県番塚古墳
の棺釘は特異）。
では、棺とは異なり、遺体をどう扱っていたかというと、以下のようです。いずれも遺
体を直接置く床である「屍床」を基本とした施設でした（図8）。
Ａ1

仕切石型：玄室床面を仕切石で区画する（四周を囲む例もあり・図8-1・2）

Ａ2

石障型：玄室壁面の四周を板石で囲い、内部を仕切石で区画する（同3）

Ａ3

石屋形型：玄室奥壁沿いに平入り横口付き組合式石棺を配置する（家形蓋も・同5）

Ａ4

石枕型：石枕のみ（同5）

Ｂ1

横穴式石室に主軸を揃えて妻入り横口付き組合式家形石棺を置く（同4）

Ｂ2

妻入り横口の組合式家形石棺の直葬で、横口の前に先導が付く（棺の石室化）

私はこのような遺体を密封しない棺に相当する施設を「開かれた棺」と呼んでいます。
「閉ざされた棺」を納める畿内的石室と対比して言うならば、九州的石室は死者が自由
に石室空間を動きまわるという観念をもった石室と言う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現状で
は、その系譜の出発点となった石室の一つは福岡県鋤崎古墳（図8-1）であったと考え
られます。
後期中葉の例になりますが、九州の典型的な例として図7に熊本県チブサン古墳の石室
と石棺を示しました。玄室の平面形が正方形に近く、ドーム形の天井で、両袖式の玄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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構造があり、玄門や羨道の入口を板石で閉塞するものです。玄室の奥壁に沿って「開か
れた棺」である平入り横口付きの組合式家形石棺（石屋形）が置かれています。
『古事記』の上巻には神話の時代のこととして、イザナギノミコト（男神）が、国生み
の最後に火の神を生んで死んでしまったイザナミノミコト（女神）を訪ねて黄泉国（死
者の国）を訪問する話があるのですが、そこではイザナミは普段と同じように「殿」
（家）から出てきてイザナギと話を交わします。しかし、実際は「殿」の中で朽ちた死
骸となっていたのです。言いかえれば、この話は、死後の世界でも死者は生けるがごと
く暮らしているという観念を背景に作られた話だと理解できます。そして、この話の舞
台装置には、一定の空間と、出入口のある家（殿）と、イザナミが逃げる通路と、通路
と外部を遮断する大石（千引の石）がでてきます。先に示しましたチブサン古墳の石室
などは、この神話の舞台にふさわしいものと思います。
「槨」と「室」の内部空間の差は、以上のように、死者が棺内に密封されたままの無機
的な空間と、死者が生けるがごとく暮らしている空間の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
（４）「室」と「開かれた棺」
埋葬施設の「槨」から「室」への変化は、古代中国の戦国時代（前5世紀～前221年）
頃から秦漢時代にかけての長い歴史の中で起こったことでした[黄2000]。それまでは動
きのなかった「槨」の中で、死者が動きだしたと推測できる初期の例は、長江中流域の
湖北省にある戦国時代前期の曽侯乙墓などです。この墓の埋葬施設は四つの木槨で構成
されていますが、それぞれの槨を行き来するための方形の孔（一辺約五〇センチ）が壁
の各所に設けられています（図9）。しかも、棺は二重の漆塗り木棺ですが、外棺には
同様な孔があり、内棺には出入口が描かれ、左右には双戈戟を持つ鬼のような門番が、
それぞれ六人と四人、描かれているのです（図10）[湖北省1989]。初期の「開かれた
棺」と言えます。
こうした動きの延長線上に、「槨」と外部をつなぐ羨道が付き、前3世紀頃には「室」
が出現し、秦漢時代には木室墓、磚室墓、石室墓、土洞墓、崖墓などが発達しました
が、その中に置かれた棺の役割は、死者が依る施設（家）であり、出入り自由な開放型
の「開かれた棺」こそが、本来的なものだったと判断できます。九州的の石室と「開か
れた棺」はその流れの東の端に位置しているのです。
「開かれた棺」は時期や地域や集団（民族なども）によって多様な形態をとり、蓋と
四周の壁があるものでは、棺の側壁に横口を設けるものや、門や扉の図像でこれに代え
るものばあり、蓋などがないものでは、脚付きの台上に屍床が設けられ周囲を屏風で囲
うもの（石棺床）や、台上に屍床が造られるもの（屍床台）や、直接床に造られるもの
（屍床）、あるいは枕だけのものまで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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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

九州勢力の強大化

―九州的横穴式石室の拡散―

話は少し回り道をしましたが、九州的横穴式石室とは、そうした思想的背景をもった
石室だったのです。
ところで、この九州的横穴式石室は、中期の間は、一部の例を除けば、基本的には九
州内で展開しているだけだったのですが、後期前葉（5世紀後葉）～中葉（6世紀前葉）
頃には急速に西日本を中心に各地に広がりました。西日本では、畿内的石室に先んじ
て、九州的石室を造った地域が多くあります。
倭の古墳文化は畿内から地方へという流れが基本で、その文化の流れをヤマト王権の
展開と重ねて解釈しているのですが、この時の九州的石室の拡散は、それとは逆方向
の、古墳時代としては珍しい文化の大きな流れだったのです。
そこで、思いだしていただきたいのは、ちょうどこの時期が、ヤマト王権がそれまで
になく衰退した時期だったと言うことです。言いかえれば、ヤマト王権の衰退した時期
に、九州勢力は勢いを増し勢力を四方に拡散したものと推測できます。九州内の横穴式
石室の地域的多様性からみて、九州勢力は強固な一体的なものではなく、在地支配に基
礎置く首長層のゆるい連合組織だったと推測しています。
韓半島南部の栄山江流域や伽耶の地域では、ちょうどその頃に、古墳文化的な要素が
広がります。前方後円形の墳丘、頂部に平坦面をもつ墳丘、葺石、周溝、墳丘先行型の
築造法、埴輪、須恵器などを指摘することができますが、「槨」的な墳丘築造法である
墳丘先行型を除けば、九州的横穴式石室を築く古墳に備わっている諸要素で、源流は九
州にあったと考えられます。さらに、先述のような政治情勢を考慮しますと、それらの
古墳文化的要素は、ヤマト政権とは関係なく、九州の諸地域勢力と韓半島南部の諸地域
勢力の多様な政治的結びつきのなかでもたらされたものと思っています。倭は一貫して
安定したヤマト王権の支配下にあったわけではないのです。
石室に関しては、韓半島南部で発見される九州的石室と九州の石室との関係は詳しく
検討されていますので、私の出番はないのですが、できれば、墳丘や副葬品、特に石室
と一体的な棺なども比較の対象に加え総合的な判断をしてほしいと思っています。九州
的な石室と言っても、「閉ざされた棺」である棺釘や鎹や鐶座金具等が出土する石室も
あります。九州的石室との系譜的関係がいまだ十分明らかでない、タイプの異なる横口
式石室でも鎹などが出土する場合もあれば、蓋のない刳抜式木棺や、屍床台のある場合
もあります。ただ、その屍床台は6世紀後半以降には、新羅の横穴式石室で発達するの
です。
ところで、「開かれた棺」とその石室の系譜は、中国の北朝から高句麗にまでは確実
に伝わってきていると考えています。しかし、そこから九州までの間は不詳です。一
方、南朝経由の釘付け組合式木棺を代表とする「閉ざされた棺」やその石室は、百済か
ら倭の畿内へと波及しますが、6世紀頃からは伽耶にも影響を与え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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伽耶、あるいは洛東江を中心とした地域は、石室からみても多様で、各地の文化の坩堝
と言う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

おわりに
世界文化遺産への登録を目指すことはたいへんな努力と忍耐をともないます。多様な
価値観をもつ人々に文化遺産の普遍的な価値を理解してもらわ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で
す。私も百舌鳥・古市古墳群に係わっていますが、特に事務局はたいへんです。
ぜひ、頑張りすぎないように、頑張ってください。

参考文献
近藤義郎1983『前方後円墳の時代』岩波書店
黄 暁芬2000『中国古代葬制の伝統と変革』勉誠出版
湖北省博物館1989『曽侯乙墓』（『中国田野考古報告集』）文物出版社
和田晴吾1994「古墳築造の諸段階と政治的階層構成」『古代王権と交流』5、名著出版
和田晴吾1999「古墳時代棺・槨・室一覧図」永原慶二監修『岩波日本史辞典』岩波書店
和田晴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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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 1 前方後円墳・前方後方墳分布図[和田2014]

図 2 古墳時代編年図[和田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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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 3 南山城主要古墳変遷図[和田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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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 4 棺・槨・室一覧と変遷図[和田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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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 5 畿内の初期横穴式石室

（１・大阪府高井田山古墳 ２・奈良県椿井宮山塚古墳・報告書よ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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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 6 奈良県藤ノ木古墳の石室と石棺（報告書より）

図 7 熊本県チブサン古墳の石室と石棺（報告書よ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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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 8 九州の「開かれた棺」各種（報告書よ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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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 9 中国湖北省曽侯乙墓の木槨（↑方形孔）[湖北省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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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 10 中国湖北省曽侯乙墓の内棺[湖北省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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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耶와 日本의 古墳文化」에 대한 토론문
조 영 제 경상대학교 교수

日本의 古墳時代 硏究를 主導하고 계시는 和田선생님의 글은 저에게 언제나 많은 것을 가
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토론하라고 해서 나왔습니다만 토론이라기 보다는 평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하여 몇 가지 여쭈어 봄으로써 저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첫째, 墓域의 이동에 관한 부분입니다.
大王墳의 묘역은 처음 奈良盆地 동남부에서 奈良盆地 북부로, 그다음 大阪府 남부로 이동
했고, 그 이유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고 하며, 首長墓는 하나의 묘역에 2·3기 정도밖에
계속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묘역이 이동했다고 하십니다.
지배집단의 거주지나 묘역의 이동은 그들로 하여금 많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회
나 체제에 편입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쉽사리 이루어질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고분시대에는 가야와 달리 묘역의 이동이 대단히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선생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중기에 발달한 大王墳인 大形 前方後圓墳과 그것과 연결된 중소고분군이 후기에 가
면 급격히 쇠퇴·소멸하고 墳長 120m정도까지 축소된다고 하시면서 이 원인을 中期 舊勢
力의 격렬한 저항에서 찾음과 동시에 九州型 石室의 급속한 확산이 이 틈새를 이용하여 이
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 듯 합니다.
혹시 고대국가로 갈수록 成文法에 기초한 권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굳이 巨大 古墳築造로
힘을 과시하는 현상이 소멸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지요?
셋째, 영산강 유역과 가야지역에는 九州的인 橫穴式石室을 축조하는 여러 요소가 있어서
그 원류는 구주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점에 대해 서부경남 지역의 倭系石室, 예를 들면 松鶴洞 1B호분의 朱漆과 雲谷里 1호분
의 胴張型 石室, 石棚, ㄷ字形 棺臺, 景山里 1호분의 石屋型 石棺, 巨濟 長木古墳 등의 倭系
石室들은 일본의 어느 지역과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석실들이 가야지역에 축조된 의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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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와 일본의 고분문화」에 대한 토론문
성 정 용 충북대학교 교수

和田선생님은 일본 고분 연구의 권위자로서, 일본 고분문화의 변천 양상과 그 역사적 의
미, 나아가 고분의 종류에 따른 사후세계의 문제까지도 짧은 발표문에서 짚어주고 있다. 가
야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가 가야고분문화의 특징과 그
의미를 드러내는데 있다면, 和田선생님의 이번 발표는 가야와 왜의 고분문화 양상을 비교하
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和田선생님은 전방후원분이 서열적·계층적인 질서를 유지하며 축조되었고, 고분시대 중
기(4세기 후반~5세기 중반)의 늦은 시점(7~8기 무렵)에 도질토기와 철제품 등 한반도 남부
의 제품이 일부 출토되고 말 사육과 승마 풍습도 전해지는 등 의식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물질문화가 크게 변용되어 ‘고대화를 향한 문명개화적 상황’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현상
이 발생하여 많은 것이 왜풍으로 변화하며 정착해 간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스에키로 대표
되는 고분시대 중기에 혁신된 유물 및 그 기술 계보의 대부분이 가야와 연결되어 있는 바,
이 시기의 빈번한 교류를 왜 측에서 주도했던 왕권의 대왕 일족 묘역이 바로 百舌鳥·古市
고분군이라는 것이다. 그 규모와 역사성 등에서 가야고분군 등재와 관련하여 상호 비교자료
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하겠다. 고분의 모습과 그 의미를 적
확하고 폭넓게 보고 있는 선생님의 논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가야고분군의 특징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일본의 고분들은 대부분이 하나의 묘역에서 2~3기 정도만 계속되는 반면에, 가야 제
국의 왕묘들은 각각의 묘역에서 수백여년동안 계속적으로 축조되고 있는 점을 상호 비교되
는 큰 특징이라는 선생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가야(고령), 아라가야(함안), 소가
야(고성) 등 주요 가야 제국들의 고분군이 한 곳에 군집하여 계속되는 것은 왕을 축으로 한
지배집단들이 기본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에 비해 일본은
소위 ‘大王墓’군도 奈良남부(大和고분군:箸墓,黑塚古墳 등)→奈良북부[佐紀고분군:佐紀石
塚山고분(傳 成務陵),五社神고분(傳 神功陵))→大阪(百舌鳥·古市고분군)→나라로 이동한
다. 이는 왕조교체설이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선생님은 “古事紀”나 “日本書
紀”에 대부분의 대왕 왕궁이 나라분지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심 고분군의 이동은 고분시대 최고의 지배집단(대왕)이 이동하
며 조영한 결과로 보아야 할까? 그보다는 최고 지배집단(왕조)이 교체된 것으로 봄이 자연
스럽지 않을까? 나아가 대부분의 묘역에서 고분이 2~3기 정도만 계속되는 것 또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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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해야할까? 가야고분군들과 비교하여, 고분을 조영하는 소 지역단위별로 지배 집단들이
계속 바뀌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편 畿內形석실은 내부에 묻힌 응회암제 가형석관이 사방에 틈이 없는 닫힌 관으로서 관
에 안치된 사자는 밀봉된 상태 때문에 석실 내부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관념을 갖고 있지 않
으며, 백제계의 못을 박은 조합식목관을 갖춘 석실도 상자형으로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곽’
에 가까운 석실이라 보고 있다. 이에 비해 4세기 말 무렵 福岡 鋤崎古墳에서 시작된 구주형
석실은 밀봉되지 않은 관, 소위 ‘열린 관’(실제는 관이 아니라 遺體를 바닥에 직접 안치하는
屍床을 기본으로 한다)이 사용된 것이 특징인데. 이는 死者가 자유롭게 석실을 돌아다닐 수
있는 개념을 가진 석실로서 사자가 살아있는 듯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왜의 고분문화는 畿內에서 시작되어 지방으로 가는 흐름이 기본이고 그 문화의 흐름을 大
和왕권의 전개와 함께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시기 규슈형 석실의 확산은 그것과는
역방향으로서 大和왕권이 전에 없이 쇠퇴한 시기에 나타났다. 바꿔 말하면, 大和왕권이 쇠
퇴한 시기에 규슈 세력은 그 기세를 더해 세력을 서쪽으로 확산하였으며, 규슈 내 횡혈식석
실의 지역적 다양성으로 보아 규슈 세력은 굳건하고 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재지지배에 기
초를 둔 수장층의 느슨한 연합조직이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畿內지역은 ‘室’로 전
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이전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분의 매장시설과 관련해 곽에 대응하는 밀봉된 형태의 ‘닫힌 관’과, 중국 전국시대 이래
서서히 발달한 것으로서 死者가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열린 관’의 개념을 제시하
고, 이를 전자의 것이 계승된 畿內지역과 후자를 사용한 규슈집단 사이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까지 사용하고 있다.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를 토대로 한 폭넓은 역사적 해석은 무
척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5세기 후반 大阪의 高井田山석실묘는 전형적인 백제계 석실임이 분명한데,
이보다 앞서 축조된 ‘屍床’을 위주로 하는 福岡의 鋤崎고분 등의 원류와 그 도입 계기는 어
떻게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 문제는 한반도에서 이 시기 시상을 가진 석실묘의 존재가 불분
명하다는 점이다. 한편 연도와 현문을 갖춘 실 자체가 피장자를 생전의 공간에 안치한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실의 도입이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이 가장 크게 바뀐 것을 웅변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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