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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즈·후루이치고분군으로 본 왜와 가야의 교류
모리모토 토오루 오사카 치카츠-아스카박물관장

서론
2019년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는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은 일본열도
에 존재하는 십 수만기의 고분 및 고분군 가운데 최대규모의 전방후원분이 집중적으로 축
조되어 있는 고분군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열도의 고대 이전 시대구분에서는, 본격적인 농
경사회의 시작이었던 야요이시대의 다음 시대를 ‘고훈시대’라고 칭하고 있으며 약 3세기 중
반부터 7세기 말 경까지의 약 450년간을 말한다. 고훈시대에는 문자 그대로 일본열도 각지
에 수많은 고분이 축조되었으며 본래 분묘 자료인 고분을 통해 정치 및 사회구조에 대해서
도 연구가 이루어진 시대이기도 하다.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은 단순히 대형 고분이 다수 축
조된 고분군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고훈시대 연구 성과를 함께 비추어 봄으로써
동아시아 세계 가운데에서도 조금 특수한 일본열도 고대국가형성과정의 편린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료이자 문화유산이다. 본고에서는 모즈·후루이치고분군에서 엿볼 수 있는
일본열도의 고대국가형성사 일부분을 소개함과 동시에 가야지역과의 교류에 대해서도 살펴
보고자 한다.

1.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의 보편적 가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의 보편적 가치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이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다
양한데, 이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에 있어서도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대표
적인 중요성을 매우 간단히 요약하자면, 두 고분군에 존재하는 거대 고분은 일본열도에 독
특한 고분 문화가 존재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 대형 고분은 열도 각지에 존재하는 고분
의 모델이 되어 일본의 고분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동아시아 세계와의
교류를 나타내는 부장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중요성에 대
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고분군의 규모 일본열도의 거의 중앙 오사카부에 위치하는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은 각각
동서로 4km, 남북으로 4km의 범위에 약 120기의 고분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고, 5세기대를
중심으로 하는 대형 고분군이다. 현재는 모즈고분군에 44기, 후루이치고분군에 45기의 고분
이 남아있다. 두 고분군은 동서 방향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각 시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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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의 전방후원분이 번갈아 축조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고분군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시에도 하나의 고분군으로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분군의 구성 두 고분군은 각각 대형 전방후원분을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전방후원분이나
원분, 방분 등 다양한 고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즈고분군에서는 분구 길이 486m의 다이센
(닌토쿠천황릉) 고분을 필두로 300m대의 전방후원분이 2기, 200m대의 전방후원분이 1기,
100m대의 전방후원분이 7기 존재한다. 후루이치고분군에는 분구 길이 425m의 곤다고뵤야
마(오진천황릉) 고분을 필두로 200m대의 전방후원분이 7기, 100m대의 전방후원분이 8기
포함된다. 분구 길이 400m를 넘는 일본열도 최대규모의 전방후원분은 모즈·후루이치고분
군에서만 인정되어, 고분군의 규모뿐만 아니라 포함된 고분의 규모면에서도 열도 최대규모
의 고분군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형 전방후원분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고분과 함께 고분이
라고 부르기 애매한, 분구가 거의 없는 고분도 확인되어 그야말로 다양한 고분이 혼재하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상정되는 피장자 상 모즈·후루이치고분군에는 분구 길이가 200m가 넘는 전방후원분이
11기 존재하며 일본열도 전체에 존재하는 40기 중 1/4을 차지한다. 고분의 규모가 피장자
의 정치적인 권력을 상징한다는 전제에서 봤을 때,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의 각 단계 최대규
모 전방후원분은 5세기에서 6세기 전반 단계에 일본열도 정치세력의 중심이었던 야마토왕
권의 대왕묘라고 여겨지며, 그 대를 이어 축조된 고분군으로 인정된다. 연구자에 따라 이론
은 존재하지만 모즈고분군에 3기, 후루이치고분군에 7기의 대왕묘가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
된다. 또한 후루이치고분군은 모즈고분군보다 조영 시기가 길어서 5세기 말부터 6세기 중반
경까지의 대왕묘는 모즈고분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후루이치고분군이 대왕가의 분묘
조영지로서는 보다 본관지에 가깝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대왕묘를 잇는 규모의 전방후원분은 대왕에 필적할 만한 정치적 지위를 가진 피장자가 상
정되어 중소규모의 전방후원분, 원분 등은 왕권을 지탱하는, 즉 초원(初源)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관료적 인물이나 생산자 계층의 지도자들의 분묘라고도 여겨진다. 때문에 고분군 전체
적으로는 피장자 구성이 매우 복잡할 것이라 생각된다.
복잡한 구조가 나타내는 것 이러한 피장자상으로 추측되는 고분군의 구조는, 단순히 정치
권력을 가진 대왕과 그에 종속하는 위치에 있는 피장자의 고분이라는 관계뿐만 아니라 대
왕묘에 필적하는 규모의 전방후원분도 동시기에 축조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복잡한
정치적 관계성을 가지는 피장자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구체적으로는,
대왕이 주위보다 확연히 높은 입장으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필적할만한 지위의 인
물도 왕권 내에 존재하고, 나아가 다양한 하위 계층 집단도 포함하여 왕권을 구성하고 있었
다고 이해할 수 있다. 모즈·후루이치고분군 단계에서는 혈연관계에 기반한 세습 제도가 성
립되었을 가능성은 낮고, 하나의 고분군을 형성하는 집단 내부에서도 복잡한 정치 세력이
존재하는 것, 즉 복잡한 정치 세력에 의해 왕권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206

제3발표_ 모즈·후루이치고분군으로 본 왜와 가야의 교류

이해는 모즈·후루이치고분군뿐만 아니라 3세기부터 나타나는 일본열도의 고분을 통한 정
치사적 전개와 함께 생각해 보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일본 고분문화의 특질
고훈시대의 시작과 전방후원분 일본열도에서 고훈시대가 시작된 시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일본열도 거의 중앙에 있는 나라현에 축조된 분구 길이 280m
의 하시하카고분의 출현을 시작점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최근에 연대 연구가 진전함에 따
라 그 시기는 약 3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다. 원형과 방형을 합친 독특한 평면형을 보이는
‘전방후원분’의 출현이기도 하며, 그 전 야요이시대의 분묘와 비교하여 확연히 다른 규모인
것으로 보아 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고 추측되고 있다.
고훈시대 이전의 야요이시대에 열도 각지에 존재한 지역 세력은 각각이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하여 독자적인 경제활동 및 대외 교류를 행했다고 여겨진다. 대략적인 한반도와의 지
리적 관계로 보아 규슈 북부가 대외 교섭의 창구 역할을 했다는 점은 명백하며 중국 대륙이
나 한반도에서 전해진 문물의 분포는 그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고훈시대의 시작
과 함께, 대형 전방후원분의 분포는 긴키지방 중앙부를 중심으로 하는 형태로 변화하여, 야
요이시대에는 결코 많지 않았던 긴키지방의 철기도 고분 부장품으로써 풍부하게 출토된다.
야요이시대에는 열도를 하나로 통합할 만한 정치적 관계성은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고 여겨
지지만 초기의 전방후원분의 경우, 북쪽으로는 도호쿠지방 남부, 남쪽으로는 규슈 남부에도
분포되어 있어 일본열도 광역에서 전방후원분이라는 독특한 분묘 형식을 공유하는 관계로
이행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즉, 전방후원분의 출현은 광역의 정치적 통합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각지의 전방후원분의 피장자라고 상정되는 야요이시대 이후 지역 수장층
의 연합에 의해 초기 정권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최대규모의 전방후
원분은 항상 나라 분지 동남부에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나라 분지가 고훈시대 초기의 정
치적 중심지였다는 것, 그리고 분묘의 형태와 규모가 열도 내에서의 정치적 관계성을 나타
내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분이 나타내는 집단관계·사회질서 전방후원분의 출현에서 종말까지 약 350년간에 걸
쳐 축조된 고분의 분구 형태는 전방후원분 이외에도 전방후방분이나 원분, 방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최대규모의 고분은 항상 전방후원분이었다는 점에서, 이 분
형이 가장 지위가 높은 고분의 형태였다고 여겨진다. 한편으로 소규모 전방후원분이나 대규
모 원분도 있어서 고분 피장자의 사회적 지위 고분의 형태와 그 규모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각각의 기준의 관계성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많지만 가문, 경제력
과 같은 다른 가치관에 따른 기준일 가능성이 높다. 어느 쪽이든 분구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피장자의 사회적 지위가 나타나는 구조는 각 정치세력 내부에서의 집단관계뿐만 아니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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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세력간의 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유효하다. 고훈시대 사회의 다양한 집단 관
계가 분묘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일본열도 주변의 여러 지역에 있어서도 특수한 양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열도의 독특한 ‘고분문화’라고 여겨지는 까닭이다. 또한, 고분의
분구 형태와 규모뿐만 아니라 매장 시설의 구조, 관의 종류, 부장품 또한 열도 전체의 공통
적인 양상과 피장자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한, 어느 정도의 격차를 나타내는 양상이 인정된
다. 특히, 동경이나 팔찌형 석제품, 철제무기 및 무구 등은 피장자 집단이 독자적으로 입수
했거나 생산한 것이 아니라 왕권 중추가 집중적으로 입수 혹은 생산한 것을 열도 각지의 수
장 층에게 제공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여겨진다. 나아가 고분에서 거행된 상장의례도 각각의
집단이 본래 소유하고 있던 기층신앙적인 것 이외에 왕권 유래의 의례가 열도 각지로 전수
된 양상도 인정된다.
집단간 분쟁을 동반하지 않는 사회 통합 최초의 대형 전방후원분인 하시하카고분에서 보
이는 몇 가지 특징이 전대인 야요이시대의 서일본을 중심으로 한 열도 각지의 분묘 요소가
합쳐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서 보면, 초기 야마토정권의 중심이 되는 야마토왕
권은, 열도 내 하나의 지역의 정치세력이 성장함에 따라 생긴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합
의 및 연합에 의해 탄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나라 분지 내부에서도 대형 전방후원분을
보유하는 고분군이 복수 축조된 것, 그리고 하나의 고분군 안에서도 최대규모의 고분 이외
에도 대형 고분이 복수 축조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왕권의 중심으로서 대왕을 배출할 만
한 정치세력이 존재했다고는 여겨지지만 그 세력이 고정적으로 다른 세력을 압도하는 존재
였다는 것은 알 수 없으며 대왕의 권력조차도 정치세력간에서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 존재
했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복수의 정치세력이 열도 전체나 지역 내부에서도 병존하는 관계를
봤을 때, 각각의 세력 간 대립이나 항쟁도 있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고훈시대의 시
작 단계에서 열도 각지의 세력이 모자이크 상태이기는 했지만 전방후원분이라는 분묘 형식
을 공유함으로써 정치적인 연합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여겨지는 것은 이 단계의 사회 통합이
군사력이나 전쟁행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분묘 형식이 다른
세력 간에는 정치적 대립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이 지배와 피지배라는 관계로 귀
결되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정치세력간의 긴장관계는 존재했다고 해도 다른 세력을 멸
망시키거나 복종시키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분묘 형식을 공유하는 구조나
부장품에서 보이는 외래 문물 및 수공업 생산의 성과물, 즉 위세품의 수급이라는 경제적인
관계성을 유지하며 사회 통합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대 중앙집권국가로의 여정에서 본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의 의미 3세기 후반, 분묘 형식
에 의한 유력자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다는 구조의 공유, 외래문물 및 위세품 수급이라는
경제적 관계성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한 일본열도의 고대국가 형성과정은 7세기 후반의 중
앙집권체제 확립으로 일단 완성된다. 그 중 거의 중간단계에 위치하는 모즈·후루이치고분
군의 단계에서 전방후원분의 분구는 최대규모이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이 단계에 대왕묘의
정치적 권력이 가장 컸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긴키 이외의 지역에서도 전방후원분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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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지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오히려 고분의 축조에 필요한 경제
적 활동이 가장 번성한 시기를 맞이했다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 모즈·후루이치고분군에도
대왕묘가 아니라고 상정되는 대형 전방후원분도 축조되어 있어, 대왕권 확립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여겨진다. 고훈시대의 시작 이래, 집단합의제적인 정치체제의 정점이라고
도 평가할 수 있는 단계이며 오히려 이 이후의 전방후원분의 규모 축소단계에서 대왕묘만이
상대적으로 돌출된 규모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의 형성 후반기에 이르
러 정치권력의 집중이 급속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집단합의제적인 정치체제에서 중앙
집권체제로의 전환점이 그야말로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의 구성과 추이에 나타나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이 단계의 경제활동은 고훈시대의 시작 단계 이상으로 한반도 남부지역, 특히 가
야지역과 활발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3. 고분을 통해 보는 왜와 가야의 교류
고분부장품에서 보이는 수공업생산의 과실 모즈·후루이치고분군에서 매장시설이 조사된
대형 전방후원분은 매우 한정적이며 대왕묘의 부장품에 대한 정보도 단편적이다. 하지만 조
사 사례가 비교적 많은, 대형 전방후원분의 배총이라고 불리는 위성적인 소규모 고분 등의
조사 성과를 살펴보면 이 단계의 부장품에는 철제 무기, 무구, 농공구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지적된다. 3세기에서 4세기에 걸쳐 나타나는 고분 부장품에 동경이나 팔찌형 석제품의 비율
이 높은 것과 비교해 보면 피장자가 주술적 성격의 수장에서 군사적 성격의 수장으로 바뀌
었다는 설명도 많다. 본고에서는 수장의 성격에 대한 논의보다는 부장품 생산 기술의 계보
에 주목하고자 한다.
고분에 부장된 동경은 중국 왕조와의 교섭에 의해 열도에 전해진 것으로, 그 후 왜경의 형
태로 열도 내에서도 생산하게 된다. 청동기의 생산기술 자체는 고훈시대 이전의 열도 내에
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새로운 수공업 생산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면의 지름이 큰 동경의 생
산의 경우 야요이시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일본열도와 가야 두 지역에 분포하며, 생산지
는 한반도산과 열도산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지만 4세기대 특징적인 부장품 중 하나인 통형
동기의 열도 내 생산의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하면 이 또한 가야 지방의 주조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는 이해도 가능해진다. 또한 철제 갑옷과 투구는 유기질로 만든 단갑이 조형이 될 가
능성이 높지만 초기의 단갑에서 보이는, 옆으로 긴 철판을 엮어 만드는 구조는 대형 철판의
가공기술과 함께 가야에서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야요이시대부터 전해진 철기 생산 기술
에 새로운 단야 기술이 더해짐으로써 철제 갑옷과 투구의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것
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고분 부장품 중에서도 중앙에서 지역의 수장에게 배포되었다고 보
이는 위세품 물품들은 각 시기의 외래 신기술 도입에 의해 생산이 본격화된 것이 많으며, 이
는 5세기 이후의 마구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나아가 부장품이라고 한정할 수는 없지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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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례에 많이 사용되는 스에키(녹로로 빚어 고온에서 구운, 비교적 경질인 토기)의 생산도
초기 생산은 가야 지역에서 온 도질토기 공인들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고분과 관련된 다양한
수공업 생산품의 대부분이 대외 교섭의 성과로 왜국에 전해진 생산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철제무기·무구와 가야의 철 모즈·후루이치고분군 출현 전후에 해당하는 4세기 중엽부
터 5세기 단계의 야마토왕권 중추 입장에서 철제무기·무구를 중심으로 하는 철제품의 생
산 및 각 지역으로의 공급은, 고분을 통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분구 및 매장시설
에서 알 수 있는 공유 및 서열과는 다른 위상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였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 원료가 되는 철 소재와 무기 및 무구의 생산기술은 야마토왕권 중추가 독점해야만 했고,
실제로 철제 갑옷과 투구 제작기술 및 출토 현황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 또 철 소재도, 가령
철정을 예로 들자면, 철정의 분포는 한반도 동남부 지역과 야마토왕권의 중추를 다이렉트로
연결하고 있어, 철 자원의 독점적인 입수를 시사한다. 아마도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의 형성
기 전반에는 이러한 경제적 가치의 독점도 정권의 리더십을 지탱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
만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의 형성기 후반에는 마구 및 스에키 생산, 혹은 외래 생산기술인
말 생산은 기나이(畿内)지역 중추뿐만 아니라 열도 각지로 확산된다. 이는 고분의 분구 규
모 면에서 대왕묘가 확연히 구분되는 단계와도 호응하며, 가야 지역과의 경제적 관계의 변
화와도 대응될 가능성이 높다. 철 원료의 열도내 생산도 머지않아 시작된다.
군사적 교류와 경제적 교류 이렇게 보면 모즈·후루이치고분군 출현 전야인 4세기 중반부
터 시작된 가야 지역과의 교류는 모즈·후루이치고분군 단계의 왜국에게 고분을 통한 사회
질서의 형성 및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단계의 한반도와 왜
의 관계에 대해서는 문헌 및 금석문과 같은 문자 자료에 기록된 바와 같이 군사적인 동맹관
계나 대립관계가 떠오르기 쉽지만, 고고학적으로는 아직 그 흔적이 희박하다. 오히려 한반
도 각 지역과의 교섭으로 왜국이 얻은 것에 대한 고고학 자료에서는 수많은 수공업 생산과
관련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들이 군사적인 용도로 연결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교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모즈·후루이치고분군과 가야 고분군
왜의 대외 교섭사로 본 가야와의 교류 야요이시대의 규슈 북부 및 제반 지역의 왕묘 양상
으로 보아도 일본 열도의 사회 통합 과정에서 대외 교섭의 성과가 미친 영향이 큰 것은 분명
하다. 나아가 광역의 정치체 형성에 동반된 고훈시대의 시작에서도 주로 중국 왕조와의 관
계가 중시되어, 왕권의 대표가 그 책봉 체재에 편입됨으로써 열도 내의 정치적, 사회적 질서
가 형성 및 유지되었다. 그와 동시에 그 교섭은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동반했으며 분묘
형성의 공유뿐만 아니라 부장품을 축으로 한 위세품의 수급 관계 또한 사회질서 유지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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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5세기대의 중국 남조와의 교섭을 거쳐
7세기에는 수나라와의 책봉을 수반하지 않는 조공에 이르게 된다.
한편, 왜와 한반도는 정치적인 관계 이전부터 바다를 넘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
실이 고고학 자료에서도 명백히 드러나 있지만, 각각의 지역이 국가 형성기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정치적인 관계가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가운데 왜
와 가야의 교류는 필수재인 철의 수급 관계를 기축으로 하여 왜국 입장에서는 각종 산업의
도입, 그리고 대외 교섭의 기점으로서 특히 중요했다고 여겨진다. 한반도 정세의 추이에 따
라 항상 안정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었지만 왜국이 항상 가야 지역을 의식한 대외 교섭을
행했다는 것은 고고학 자료뿐만 아니라 문헌사료에도 다수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다.
고분군에 나타난 국가형성사 왜국의 국가형성사에서 고훈시대는 중앙집권적 고대국가형
성의 전 단계에 해당하며 그야말로 사회 통합이 급속하게 이루어진 시기였다. 하지만 이는
고분을 매개로 하는, 열도 사회에 입각한 효율적인 방법을 취한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후
진적이기도 하고 지역성이 강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한 방법을 취하면서도 대외 교섭을 통
한 지식 및 제도의 취득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고대국가의 형성을 달성했다고 보여진다. 모
즈·후루이치고분군의 피장자 집단은 그러한 열도 독자적인 국가 형성 과정을 강력하게 추
진한 야마토왕권의 중추를 차지한 집단이며 가야 지역의 몇몇 고분군의 피장자 집단과 직접
적인 교류를 하며 대외 교섭을 추진했다. 왜와 가야의 밀접한 관계는 지금까지 두 지역의 고
고학적 조사 및 연구를 통해 밝혀졌으며, 이후 두 지역의 고대국가 형성과정에서 고분군의
역할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규명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왜와 가야의 국가 형성과정은 지
리적으로도 대외 관계적으로도, 또 국가의 형태로 미루어 보아서도 다르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때문에 상호간 비교 또한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모즈·후루이치고
분군은 문헌사 연구만으로는 깊이 파고들기 어려운 고대 국가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나타
내는 자료로서 중요함과 동시에 가야 고분군과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 가야를 기점으로 한
동아시아 세계와의 교류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문화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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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舌鳥・古市古墳群からみた倭と加耶の交流
大阪府立近つ飛鳥博物館

森本

徹

はじめに
平成31年度のユネスコ世界文化遺産登録を目指す百舌鳥・古市古墳群は、日本列島
に営まれた十数万基に及ぶ古墳・古墳群の中で、最も大規模な前方後円墳が集中的に
営まれた古墳群として知られている。日本列島の古代以前の時代区分では、本格的な
農耕社会の始まりである弥生時代に続く時代を「古墳時代」としており、およそ３世
紀の半ば過ぎから７世紀末頃までの約450年間にわたる。この時代は文字通り日本列
島各地に数多くの古墳が営まれ、本来は墳墓資料である古墳を通じて、政治や社会構
造についても研究が進められている時代でもある。百舌鳥・古市古墳群は、単に大形
の古墳が多数築かれた古墳群というだけではなく、これまでの古墳時代研究の成果と
照らし合わせることで、東アジア世界の中でもいささか特殊ともいえる日本列島の古
代国家形成過程の一端を知ることのできる重要な考古資料であり、文化遺産でもあ
る。今回は百舌鳥・古市古墳群からうかがうことのできる日本列島の古代国家形成史
の一端をご紹介するとともに、加耶地域との交流についても考えてみたい。

１．百舌鳥・古市古墳群の普遍的価値
世界文化遺産申請における普遍的価値

百舌鳥・古市古墳群の多岐にわたる重要

性は世界文化遺産への登録申請においても繰り返し謳われているところである。代表
的なものを極めて簡略にまとめるとすると、両古墳群に営まれた巨大古墳は日本列島
に独特の古墳文化が存在したことを示していること、大形古墳は列島各地の古墳のモ
デルとなり、日本の古墳文化の中心といえること、また東アジア世界との交流を示す
副葬品を有していること、などが示されている。ここではこれらの重要性について具
体的に確認していきたい。

古墳群の規模

日本列島のほぼ中央にあたる大阪府に位置する百舌鳥古墳群・古市

古墳群は、それぞれ東西４km、南北４kmの範囲に約120基の古墳が集中的に営まれ
た、５世紀代を中心とする大型古墳群である。現在は百舌古墳群に44基、古市古墳群
に45基の古墳が遺存している。ふたつの古墳群はほぼ東西に約10km離れて位置し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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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るが、各時期最大規模の前方後円墳が交互に築造されていることからみて、密接な
関係にある古墳群と理解され、世界文化遺産への登録申請においても一体のものとし
て評価が行われている。

古墳群の構成

ふたつの古墳群はそれぞれ大形の前方後円墳を主体に、中小の前方

後円墳や円墳、方墳と様々な古墳で構成されている。百舌古墳群では墳丘長486mの
大山古墳（仁徳天皇陵古墳）を筆頭に、300m代の前方後円墳が２基、200m代の前
方後円墳が１基、100m代の前方後円墳が７基ある。古市古墳群には墳丘長425mの
誉田御廟山古墳（応神天皇陵古墳）を筆頭に200m代の前方後円墳が７基、100m代の
前方後円墳が８基含まれる。墳丘長400mを超える日本列島における最大規模の前方後
円墳は、百舌鳥・古市古墳群にのみ認められ、古墳群の規模だけではなく、営まれた古
墳の規模においても列島最大の古墳群と評価できる。また、大形の前方後円墳だけでは
なく中小の古墳とともに、古墳と呼ぶことが躊躇される墳丘をほとんど有しないものも
確認されており、古墳群はまさに多様な古墳の混在という構成をみせている。

想定される被葬者像

百舌鳥・古市古墳群には墳丘長が200ｍを超える前方後円墳

が11基あり、日本列島全体で40基程度を数えるうちの四分の一を占める。古墳の規
模が被葬者の政治的な権力を象徴しているという前提に立つと、両古墳群における各
段階の最大規模の前方後円墳は５世紀から６世紀前半段階における、日本列島の政治
勢力の中核であるヤマト王権の大王墓と考えられ、それらが累代的に営まれた古墳群
と認められる。研究者により異論はあるものの、百舌鳥古墳群に３基、古市古墳群に
７基の大王墓の存在が推測される。なお、古市古墳群は百舌鳥古墳群より造営時期が
長く、５世紀末から６世紀中頃までの大王墓は百舌鳥古墳群には認められない。古市
古墳群が大王家の墳墓造営地としてより本貫地的であったことを示している。
大王墓に次ぐ規模の前方後円墳については大王に匹敵するような政治的立場を有する
被葬者像が想起され、中小の前方後円墳や方墳、円墳などは王権を支える初源的とも
いえる官僚的な立場の人物や、生産者階層のリーダーたちの墳墓もと考えられ、古墳
群全体ではきわめて複雑な被葬者構成が考えられる。

複雑な構造が示すもの

このような被葬者像が推測される古墳群の構造は、単に

政治権力を持つ大王とそれに従属する位置にある被葬者の古墳といった関係だけでは
なく、大王墓に匹敵する規模の前方後円墳も同時期に営まれていることからみて、複
雑な政治的関係性を有する被葬者集団の構成を推測させる。具体的には、大王が周囲
から隔絶した立場として君臨するのではなく、それに匹敵するような立場の人物もま
た王権内に存在し、さらに下位の様々な階層の集団も含めて王権を構成しているもの
と理解できる。百舌鳥・古市古墳群の段階には血縁関係に基づく世襲制が成立してい
る可能性は低く、一つの古墳群を形成する集団の内部においても複数の政治勢力が存
在すること、すなわち複数の政治勢力によって王権が構成され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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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このような理解は、百舌鳥・古市古墳群だけではなく、３世紀からの日本列島に
おける古墳を通した政治史的展開と併せて考えるとより重要な意味を持つ。

２．日本の古墳文化の特質
古墳時代のはじまりと前方後円墳

日本列島における古墳時代の始まりにはいく

つかの考え方があるが、一般的には日本列島のほぼ中央にあたる奈良県に営まれた墳
長280ｍの箸墓古墳の出現を画期とする意見が多い。近年の年代研究の進展により、
その時期はおよそ３世紀後半のことと考えられる。円形と方形を組み合わせた独特の
平面形を持つ「前方後円墳」の出現でもあり、それまでの弥生時代墳墓と比べ、隔絶
した規模を有していることから、社会に大きな変化があったことが推測される。
古墳時代以前の弥生時代において、列島各地に存在した地域勢力はそれぞれが政治
的なまとまりを形成し、独自の経済活動や対外交流を行っていたと考えられる。おお
むね朝鮮半島との地理的な関係から北部九州が対外交渉の窓口となっていたことは明
白であり、中国大陸や朝鮮半島からもたらされた文物の分布はそれをよく示してい
る。ところが古墳時代のはじまりとともに、大形前方後円墳の分布は近畿地方中央部
を核とする形に変化し、弥生時代には決して多くはなかった近畿地方の鉄器も、古墳
副葬品として豊富に出土するようになる。弥生時代には列島をひとつにまとめるよう
な政治的関係性はいまだ成立していないと考えられるが、初期の前方後円墳は、北は
東北地方南部、南は九州南部にも分布しており、日本列島の広範囲が前方後円墳とい
う独特の墳墓形式を共有する関係に移行したことを物語っている。すなわち前方後円
墳の出現が広域の政治的まとまりの形成を示しているのであって、各地の前方後円墳
の被葬者と目される弥生時代以来の地域の首長層の連合により、初期の政権が形成さ
れたと考えられる。この段階では最大規模の前方後円墳は常に奈良盆地東南部にある
ことから、奈良盆地が古墳時代開始期の政治的中心地であること、また墳墓の形と規
模が、列島内での政治的関係性を示すものであった可能性が高い。

古墳が表示する集団関係・社会秩序

前方後円墳の出現から終焉まで、およそ350

年間にわたって営まれた古墳の墳丘形態には、前方後円墳のほか、前方後方墳や円
墳、方墳などさまざまな形がみられる。そのなかでも常に最大規模の古墳は前方後円
墳であることから、この墳形が最も地位の高い古墳の形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一方
で規模の小さな前方後円墳や規模の大きな円墳もあって、古墳被葬者の社会的立場は
古墳の形とその規模という、二種類の基準で示さ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それぞれの
基準の関係性は不明なところも多いが、家柄と経済力といったような異なる価値観に
よる基準の可能性が高い。いずれにしても墳丘の形と規模によって被葬者の社会的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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場が示されるシステムは、各政治勢力内部での集団関係のみならず、政治勢力間の力
関係を理解するうえでも有効である。古墳時代社会の様々な集団関係が墳墓によって
表示されるのであって、これは日本列島周辺諸地域においても特殊な様相であるとい
える。日本列島独特の「古墳文化」とされる所以である。なお、古墳の墳丘形態と規
模だけではなく、埋葬施設の構造、棺の種類、副葬品についても列島全体で共通する
様相と、被葬者の社会的立場を反映したある程度の格差を示す様相とが認められる。
とりわけ銅鏡や腕輪形石製品、鉄製武器や武具などは、被葬者集団が独自に入手、も
しくは生産したものではなく、王権中枢が集中的に入手、もしくは生産したものが、
列島各地の首長層に供給されて物が多いと考えられる。さらに古墳で執り行われた喪
葬儀礼についても、それぞれの集団が本来有していた基層信仰的なもののほかに、王
権由来の儀礼が列島各地へ伝播した様相も認められる。

集団間の争いをともなわない社会統合

最初の大型前方後円墳である箸墓古墳に

みられる諸特徴が、前代の弥生時代における西日本を中心とした列島各地の墳墓要素
が組み合わされたものとする理解がある。この理解に立つと、初期ヤマト政権の核と
なるヤマト王権は列島内のひとつの地域の政治勢力の成長によるものではなく、様々
な地域の合議や連合によって誕生した可能性が高い。このことは奈良盆地内部におい
ても大型前方後円墳を擁する古墳群が複数営まれるようになることや、一つの古墳群
の中においても最大規模の古墳以外にも大型古墳が複数造営されていることとも調和
的である。王権の核として大王を輩出するような政治勢力が存在したとは思われるも
のの、それが固定的に他の勢力を圧倒した存在であった様子は窺えず、大王権すらも
政治勢力間で固定しないような状況も存在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このように複数の
政治勢力が列島規模においても、地域内部においても併存するような関係からは、そ
れぞれの勢力間の対立や抗争も想定されるところではある。しかし、古墳時代の始ま
りの段階において、列島各地の勢力がモザイク状ではあるものの、前方後円墳という
墳墓形式を共有することで政治的な連合を形成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ことは、この段
階の社会統合が軍事力や戦争行為を通じてのみ進められたものではないことを示して
いる。墳墓形式の異なる勢力間においては政治的対立がみられた可能性は高いもの
の、それが支配と被支配という関係に帰結したとは考えがたい。政治勢力の間の緊張
関係は存在するとしても、他の勢力を滅ぼす、あるいは服属させるような関係で展開
していくのではなく、逆に墳墓形式の共有というシステムや、副葬品にみられる外来
系文物や手工業生産の成果物、すなわち威信材の需給といった経済的な関係性を保ち
ながら、社会統合が進められていったものと考えられる。

古代中央集権国家への道程における百舌鳥・古市古墳群

３世紀後半、墳墓形式

による有力者の社会的立場の表示というシステムの共有と、外来系文物や威信財の需
給といった経済的関係性により形成が開始された日本列島における古代国家形成過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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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７世紀後半の中央集権体制の確立をもって一旦完成をみる。そのほぼ中間段階に
位置する百舌鳥・古市古墳群の段階において、前方後円墳の墳丘規模は最大となる。
単純に考えるとこの段階に大王墓の政治的権力が最大となったとも評価できるところ
であるが、近畿以外の地域においても、前方後円墳の規模が最大となる地域も存在す
ることから、むしろ古墳の築造にかかる経済的活動が最盛期を迎えたとみることも可
能である。百舌鳥・古市の両古墳群においても依然、大王墓以外と想定される大形前
方後円墳も築造されおり、大王権の確立という状況は未達成と考えられる。古墳時代
の始まり以来の集団合議制的な政治体制のピークとも評価できる段階なのであり、む
しろこれ以後の前方後円墳の規模縮小段階において、大王墓だけが相対的に突出した
規模を維持することから、百舌鳥・古市古墳群の形成後半期にいたって政治権力の集
中が急速に進んでいくものと考えられる。集団合議制的な政治体制から中央集権的体
制への転換点が、まさに百舌鳥・古市古墳群の構成と推移に示されているのである。
そしてこの段階の経済活動においては、古墳時代の始まりの段階以上に朝鮮半島南部
地域、とりわけ加耶地域との関係が活発となっている点も注目される。

３．古墳を通してみる倭と加耶の交流
古墳副葬品にみる手工業生産の果実

百舌鳥・古市古墳群において、埋葬施設が

調査された大形前方後円墳はごく限られており、大王墓における副葬品についての情
報も断片的である。しかし比較的調査事例の多い大形前方後円墳の陪塚と呼ばれる衛
星的な小規模墳などの調査成果からは、この段階の副葬品には鉄製武器、武具、農工
具の比率が高いことが指摘される。３世紀から４世紀にかけては古墳副葬品に銅鏡や
腕輪形石製品の比率が多いことと比較して、被葬者が呪術的な性格を持つ首長から軍
事的な性格を持つ首長へと変化したと説明されることも多い。ここでは首長の性格に
ついての議論には深く立ち入らず、そのような副葬品の生産技術の系譜について注目
したい。
古墳に副葬される銅鏡は中国王朝との交渉によって列島にもたらされたもので、そ
の後、倭鏡として列島内でも生産されるようになる。青銅器の生産技術自体は古墳時
代以前の列島内にもみられるものであって新しい手工業生産とはいえないものの、面
径の大きな銅鏡の生産は弥生時代にはみられない。日本列島と加耶地域の両地域に分
布し、生産地については半島産と列島産で意見が分かれているが、４世紀代に特徴的
な副葬品の一つである筒形銅器に列島内生産の可能性を認めるとすると、これも加耶
地方の鋳造技術を取り入れたという理解も可能になる。また、鉄製の甲冑については
有機質製の短甲が祖型となる可能性が高いが、初期の短甲にみられる縦長の鉄板を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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じ合わせるという構造は、大形の鉄板の加工技術とともに加耶からもたらされた可能
性が高い。弥生時代からの鉄器生産技術に新しい鍛冶技術が重ねられることで、鉄製
甲冑の生産が本格化するものと考えられる。このように古墳副葬品の中でも中央から
地域首長に配布されたと目される威信財ともされる品々は、各時期における外来の新
技術の導入により生産が本格化するものが多く、これは５世紀以降の馬具にもあては
まる。さらに副葬品とは限定できないものの、葬送儀礼に多く用いられた須恵器の生
産も、その初期の生産は加耶地域からの陶質土器工人によるものであることから、古
墳に係わる様々な手工業生産品の多くが対外交渉の成果として、倭国にもたらされた
生産技術によるものとみなすことができる。

鉄製武器・武具と加耶の鉄

百舌鳥・古市古墳群出現前後にあたる４世紀中葉から

５世紀段階のヤマト王権の中枢にとって、鉄製武器・武具を核とする鉄製品の生産と
各地への供給は、古墳を通じた社会秩序を維持するうえで、墳丘や埋葬施設にみる共
有や序列とは異なる位相で不可欠なものであった。当然の事ながら、その原料となる
鉄素材と武器や武具の生産技術はヤマト王権中枢によって独占されなければならず、
実際の鉄製甲冑類の製作技術や出土状況はそれを物語っている。また鉄素材について
も、仮に鉄鋌をその候補とするならば、その分布は朝鮮半島東南部地域とヤマト王権
の中枢をダイレクトに結んでおり、鉄資源の独占的な入手を示唆している。おそらく
は百舌鳥・古市古墳群の形成期前半においては、このような経済的価値の独占もま
た、王権のリーダシップを支えていたものと考えられる。しかし、百舌鳥・古市古墳
群の形成期後半においては、馬具や須恵器生産、またやはり外来の生産技術である馬
生産は畿内中枢だけではなく列島各地へ拡散する。これは古墳の墳丘規模において大
王墓が隔絶するようになる段階に呼応するもので、加耶地域との経済的な関係の変化
とも対応する可能性が高い。鉄原料の列島内生産もほどなく開始される。

軍事的交流と経済的交流

このようにみてくると百舌鳥・古市古墳群出現前夜、

４世紀中頃からの加耶地域との交流は、百舌鳥・古市古墳群段階の倭国において古墳
を通じた社会秩序の形成、維持において極めて重要なものであったとみることができ
る。この段階の朝鮮半島と倭との関係については、文献や金石文といった文字資料に
記載されるような軍事的な同盟関係や対立関係がイメージされることが多いが、考古
学的にはいまだその痕跡は希薄といわざるを得ない。むしろ、朝鮮半島各地域との交
渉によって倭国が得たものは考古資料では数々の手工業生産にかかわるものが圧倒的
であって、それらが軍事的な用途につながる可能性を否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もの
の、経済的活動を目的とする交流関係をまったく否定することは適当では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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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百舌鳥・古市古墳群と加耶古墳群
倭の対外交渉史からみた倭と加耶の交流

弥生時代の北部九州諸地域における王

墓の様相からみても、日本列島における社会統合の過程において、対外交渉の成果の
与えた影響が大きいことは明らかである。さらに広域の政治体の形成に伴う古墳時代
の始まりにおいても、主に中国王朝との関係が重視され、王権の代表がその冊封体制
に組み入れられることで列島内の政治的、社会的秩序が形成、維持された。同時にそ
の交渉は新たな経済的価値の創出をともなうものでもあり、墳墓形式の共有のみなら
ず、副葬品を基軸とした威信財の需給関係もまた、社会秩序の維持に不可欠なものと
なっていった。このような関係は５世紀代の中国南朝との交渉を経て、７世紀代には
隋との冊封をともなわない朝貢へと至る。
一方、倭と朝鮮半島は政治的な関係以前より海を越えた交流が行われていたことが
考古資料からも明らかではあるが、それぞれの地域が国家形成期を迎えるにあたって
は、より政治的な関係がその重みを増していったと考えられる。そのような中で倭と
加耶との交流は必需材である鉄の需給関係を基軸とし、倭にとっては各種産業の導
入、また対外交渉の基点としてとりわけ重要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朝鮮半島情勢の
推移により常に安定した関係が維持できたわけではなかったものの、倭国が常に加耶
地域を意識した対外交渉を行っていったことは、考古資料のみならず、文献史料にも
数多く記されるところである。

古墳群にあらわれた国家形成史

倭国の国家形成史において古墳時代は中央集権

的古代国家形成の前段階にあたり、まさに社会統合が急速に進められた時期であった
が、それは古墳を媒介とする、列島社会に即した効率的な方法を用いたものであっ
て、ある意味でそれは後進的でもあり地域性の強いものでもあった。そのような方法
をとりながらも、対外交渉を通じた知識や制度の取得により、最終的には古代国家の
形成を達成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百舌鳥・古市古墳群の被葬者集団はそのような列
島独特の国家形成過程を強力に推し進めたヤマト王権の中枢を占める集団であり、加
耶地域のいくつかの古墳群の被葬者集団と直接的な交流を持ち、対外交渉を推し進め
た。倭と加耶の密接な関係はこれまでの両地域の考古学的な調査・研究を通じて明ら
かにされており、今後、両地域の古代国家形成過程における古墳群が果たした役割に
ついて、一層の究明が求められていると考える。倭と加耶の国家形成過程は地理的に
も対外関係的にも、また国家の形態からみても異なることが推測されることから、相
互の比較もまた、重要な作業となるであろう。いずれにしても百舌鳥・古市古墳群は
文献史研究だけでは追及が難しい、古代国家形成過程を具体的に示す資料として重要
であるとともに、加耶古墳群との関係から示されるように、加耶を起点とした東アジ
ア世界との交流を示す点においても極めて重要な文化遺産であるとい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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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즈·후루이치고분군으로 본 왜와 가야의 교류」에
대한 토론문
백 승 옥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발표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문헌 사료를 중심으로 가야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발표의 토론자로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여쭙는 것으로서 토론에 임할까 합니다.
1.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은 선생님께서 발표한 바와 같은 중요성들 때문에 2019년(平成
31年)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등록 신청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일본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주민들, 그리고 고고학자들을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
가들의 노력도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일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
기 때문입니다. 등록 준비과정에서 등록 신청을 위해 각 분야별로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
지에 대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관련하여 일본 측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에 등
록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노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모즈·후루이치 古墳群이 등록된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전
망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별도 관리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선생님께서는 일본 고대국가의 형성과 관련한 설명에서, 7세기 후반 중앙집권체제의 확
립에 의해 고대국가가 완성하는 것으로 보면서, 모즈·후루이치 양고분군은 고대중앙집권
국가로 가는 前段階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분의 계층구조와 고분 분구의 계층성이라는 고고학적 해석을 통해 권력의 집중화 정도
를 가늠하는 것이 얼마나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보충설명, 즉 고고학 자료를
통해 권력의 집중도를 논의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周知하다시피 일본고대국가 형성은 律令體制의 확립 여부와 관련짓고 있습니다. 이와 관
련한 고고학 자료의 활용성에 대한 설명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3. 가야와 왜의 교류는 양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활발히 이루어졌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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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교류의 형식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倭의 경우 중국
과 5세기 대는 南朝와 책봉관계를 맺고 朝貢이라는 형식을 통해 교류하였습니다. 7세기 대
이후 隋·唐의 시대에는 遣隋使, 遣唐使를 보내 교류를 하였습니다. 加羅國은 479년 南朝의
齊나라로부터 책봉받는 것으로 보아, 加耶-南齊의 교류는 책봉의 형식을 통한 교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倭와 加耶가 활발히 교류했다고만 할 뿐, 그 교류의 형식에 대해서
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와 가야는 어떠한 형식을 통해 교류하였을까? 이에 대
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왜와 가야의 경제적 활동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경제적 활동은 상호간에 이익을 전제로 하
는 것입니다. 倭의 경우 鐵을 비롯한 선진문물의 수입이 목적이었을 것이지만, 가야의 경우
는 왜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은 무엇이었을까?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4. 『日本書紀』에 의하면 仁德天皇은 399년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陵으로 추정하는 大仙古墳의 축조 연대는 5세기 중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
습니다. 그 차이는 어떻게 설명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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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즈·후루이치고분군으로 본 왜와 가야의 교류」에
대한 토론문
우 재 병 충남대학교 교수

오늘, 모리모토선생님은 오사카평야에 펼쳐진 거대고분군의 역사적 평가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셨습니다. 이 고분군은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의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귀중한 기념
물입니다.
이 고분군의 출현과정과 왕묘급 거대고분군 축조 목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1. 이집트 피라미드, 진시황릉에 필적하는 이 고분군은 당시 왜의 국력 뿐만 아니라 주
변 여러 나라 왕묘 규모를 고려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분구 규모를 가진 타입이지요. 이것은
5세기경 왜 중앙이 전략적으로 채택한 고분 축조였다고 생각됩니다. 모리모토선생님, 이 거
대고분군의 축조는 이 시기 고구려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채택된 왜의 전략이었다고 보아
도 좋을까요?
제2. 오사카평야에 이 거대고분군을 축조한 이유는 오사카의 국제적인 항구에 입항하는
주변 여러 나라 사신, 상인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었을까요? 이 시기 나라 지방에 존
재하는 왕권 중추 혹은 왕궁을 고려한다면, 왕묘군이 오사카평야에 존재하는 특별한 배경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리모토선생님, 이 거대고분군 주인공들의 왕궁은 나니와노미
야처럼 오사카에 소재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왕궁은 나라, 능묘는 오사카라고
하는 시스템일까요?
제3. 후루이치고분군의 하카야마고분의 배총으로 추정되는 노나카고분에서 출토한 도질토
기는 당시 가야와 왜 사이 존재하였던 긴밀한 교류를 시사합니다. 당시 가야와 왜 사이 교류
배경에는 철의 수출과 수입이라고 하는 상호의 전략적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전략
물자인 철을 매개로 가야와 왜는 경제적 번영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초를 쌓았다고 생각됩니
다. 선생님, 철을 매개로 형성된 양국간의 외교관계는 우호적이었다고 보아도 좋을까요?
제4. 모리모토선생님,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은 세계문화유산으로의 긴 여정에서 지금 중
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야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추진을 위한 귀중한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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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舌鳥·古市古墳群からみた倭と加耶の交流
忠南大学校校考古学科

教授

禹在柄（ウ ジェ ビョン）

今日、森本先生は大阪平野に広がる巨大古墳群の歴史的な評価について詳しく言及しま
した。この古墳群は、現在、世界文化遺産への登録を推進している貴重なモニュメントで
あります。
この古墳群の出現過程と王墓級の巨大古墳の築造目的について、質問したいと思います。
第1、エジプトのピラミッド、秦の始皇帝陵に匹敵するこの古墳群は、当時の倭国の国
力のみならず周辺諸国の王墓規模を考慮すれば、想像を絶する墳丘規模を有するタイプで
す。これは、5世紀頃、倭国中央が戦略的に採用して古墳築造であったと考えられます。
森本先生、この巨大古墳群の築造は、この時期、高句麗の脅威に対抗するために採用され
た倭国の戦略であったと見ていいでしょうか？
第2、大阪平野にこの巨大古墳群を築造した理由は大阪の国際的な港に入港する周辺諸国
からの使者、商人達に誇示する目的でしょう？この時期、奈良地域に存在する王権中枢あ
るいは王宮を考慮すれば、王墓群が大阪平野に存在する特別な背景を説明しなければなり
ません。
森本先生、この巨大古墳群の主人公達の王宮は難波宮のように大阪に所在していたと思い
ますか？あるいは王宮は奈良、陵墓は大阪というシステムでしょうか？
第3、古市古墳群の墓山古墳の陪塚と推定される野中古墳から出土した陶質土器は、当時
の倭国と加耶との間に存在していた緊密な交流を示唆します。当時の倭国と加耶との交流の
背景には、鉄の輸出·輸入という相互の戦略的な必要性があったと思われます。戦略物資で
あった鉄を媒介に倭国と加耶は経済的な繁栄のみならず国家の基礎を築いたと思われます。
先生、鉄を媒介に形成された両国間の外交関係は友好的であったと見ていいでしょう？
第4、森本先生、百舌鳥·古市古墳群は、世界文化遺産への道程で、今、正念場を迎えて
います。
最後に、加耶古墳群の世界文化遺産への道程で、注意すべき事項について、先生の貴重な
高見を拝聴したいと思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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