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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을 중점 대상으로 하였다.

2. 시간적 범위는 42~562CE로 하였다.
3. 본 저서는 최근 연구 성과를 집약하여 서술하였으며, 전문성을 갖춘 일반 교양서 수준으로 정리하였다.
4. 본문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고, 필요한 경우 한자 및 원어로 표기하였다.
5. 삽도의 유적 명칭은 지자체명 + 유적명으로 하되, 같은 유적의 명칭이 계속되는 경우 지자체명은 생략하였다.
6. 사진의 출처는 해당 그림의 하단에 명기하였다.
7. 참고문헌은 단행본을 위주로 하였으나 부득이한 경우 논문 등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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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일본열도에는 3세기-6세기에서 가야문물이 이입되어 전역에 분포한다. 본고에서는 각 지역 출토 유적
과 유물을 통하여 일본열도 속의 가야문화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는 국내의 자료에 한정하지 않고 일
본열도의 가야문물을 통하여 가야사를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야와 왜의 관계를 통하여 가야 전기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의 발전 배경과 위상에 대해 논하고자 한
다. 이는 이제까지 국내의 고고자료와 문헌사료만 의존해온 연구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생각된다. 특히 일본
열도의 풍부한 가야관련 유적 유물은 부족한 국내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먼저 일본열도를 지리적인 구분과 유적, 유물의 분포를 고려하여 규슈(九州), 서일본(西日
本), 긴키(近畿), 동일본(東日本)으로 나누고 가야 문물의 출토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각 지역별 문물의 출토 양상을 통하여 일본열도속의 가야문화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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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슈(九州)

1. 나가사키현(長岐縣)
1) 다이쇼군야마(大將軍山)고분
쓰시마시(對馬市) 시타루(志多留)의 다이쇼군야마(大將軍山)에 위치하는 석관묘이다. 이 고분에서는 승
석문 와질토기 1점, 승석문 회청색경질토기 1점, 기봉경(夔鳳鏡) 1점 등이 출토되었다. 와질토기는 격자문
타날 후 침선으로 구획하고 방형의 양이(兩耳)를 부착한 원삼국시대 후기의 것이다.
승석문양이부호(繩席文兩耳附壺)는 직립하는 구연부를 가지고 외면 바닥에 타원형의 선각이 있는 것으
로 종래 백제토기로 파악되어 왔으나 함안지역산 토기로 판단된다. 그 근거는 이 형식의 호가 말이산고분군
을 비롯한 함안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이제까지 주목하지 못했던 바닥의 선각은 이 지역에서 주로
보이는 도부호이기 때문이다. 또한 구연부의 일부가 일그러진 것은 횡치소성에 의한 눌림현상으로 본다. 이
시기 횡치소성은 함안지역에서 주로 보이는 소성기법이다. 따라서 이 토기는 3세기 중엽경의 함안지역산으
로 판단된다.
이 고분의 조영 시기는 와질토기, 함안지역산 토기, 낙랑고분과 일본열도의 전기고분에서 출토되는 기
봉경으로 볼 때 3세기 중엽경으로 판단된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와질토기, 함안지역산 토기뿐만 아니라 중국산 기봉경과 같은 박래품(舶來品)을 보
유한 점에서 한반도 남부지역과 교류한 유력자로 볼 수 있다.

2) 에비스야마(惠比須山)고분군
쓰시마시(對馬市) 요시다우라(吉田浦)의 해발 50m 에비스야마(惠比須山)에 입지한다.
이 고분군은 에비스야마의 해발 10∼12m 남쪽 구릉 선단의 경사가 완만한 곳에 등고선에 연하여 조영
되었으며, 12기의 석관묘와 1기의 호관이 확인되었다.
출토품 가운데 2호의 삼각투창고배, 7호의 유공광구소호, 11호의 파수부배는 소가야양식 토기이다.

2. 사가현(佐賀縣)
1) 다마시마(玉島)고분
다마시마(玉島)고분은 사가현(佐賀県) 다케오시(武雄市)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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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횡구식석실이다. 부장품은 금제 수식부이식 2점 등이 출토되었다. 이 고분은 구
조와 부장품으로 볼 때 고분의 연대는 5세기 말부터 6세기 초에 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고분에서 출토된 수식부이식은 사슬, 공구체, 산치자형 수식의 형태로 볼 때 6세기 전엽의 대가야산
이다.

2) 시마다즈카(島田塚)고분
가라츠시(唐津市) 가가미야마(鏡山) 산록의 사구상에 위치한다. 전방후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횡혈식석
실이다.
부장품은 동완(銅鋺) 1점, 동승반(銅承盤) 1점, 금동제 관편, 수식부이식 1점, 금동제 삼륜옥(三輪玉) 편,
방격규구경(方格規矩鏡) 1점, 육수경(六獸鏡) 1점, 사수경(四獸鏡) 1점, 차양주(遮陽冑) 등이 출토되었다.
고분의 연대는 스에키, 동완 등으로 6세기 전반으로 본다. 이 고분의 부장품 가운데 동완, 동승반은 무
녕왕릉 출토품과 유사한 점에서 백제산으로, 수식부이식은 수식의 형태와 주환으로 볼 때 대가야산으로 판
단된다.

3. 후쿠오카현(福岡県)
1) 오키노시마(沖ノ島)제사유적
무나카타군(宗像郡) 오시마(大島)의 북방 약 49km 겐카이나타(玄界灘)상의 고도(孤島)에 위치하는 제
사유적이다.
섬의 중복에 위치하는 오키츠미야 주변은 거대한 바위가 둘려져 있으며 그 배후에는 자연숭배의 장인
거석군이 줄을 잇고 있다. 오키노시마의 고대 제사터는 오키츠미야 주위 거대한 바위와 그 배후의 거석군에
서 확인된다. 그 가운데 암상제사(岩上祭祀)는 4세기 후반 오키노시마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본격적인 제사
이며 5세기까지 지속된다. 제사는 거암 위 높은 곳에서 I호 거암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I호 거암의 제사에서
는 한식경(漢式鏡)과 그 방제경(倣製鏡), 벽옥제 팔찌(釧), 옥류(玉類), 철제 무기·농공구 등이 봉헌되었다.
16호유구에서는 당시의 철소재인 철정(鐵鋌)이 출토되었다.
16호유구 출토 철정은 양 측면이 대칭이며 선단이 직선인 전형적인 금관가야산이다.

2) 니시신마치(西新町)유적
후쿠오카시(福岡市) 니시신마치(西新町)의 고분시대 전기의 대규모 취락유적이다. 이 유적에서는 다수
의 한반도산 토기와 함께 철소재로 추정되는 판상철부가 출토되었다. 더욱이 당시 일본열도의 다른 취락의
경우 주거지내에서 화덕으로 전통적인 노(爐)를 사용하는데 비해 한반도에 유래하는 부뚜막을 갖춘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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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같은 취락 내에서도 서쪽에는 부뚜막이 없으며 동쪽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 유적의 부뚜막은 토기와 철소재만이 이동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생활방식을 가진 사람이 북부 규
슈에 이주하였음을 보여준다.
제12차 23호 주거지 출토 승석문호와 제13차 67호 주거지 출토 소문단경호는 형태, 타날, 소성기법이
함안군 우거리 요지 출토품과 유사한 점에서 함안지역산으로 판단된다. SC02주거지 출토 판상철부는 김해
시 대성동고분군 출토품과 유사한 점에서 금관가야산으로 본다.
이 시기에는 한반도로부터 뚜렷한 이주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연질계토기와 부뚜막이 조합되는 예는
북부 규슈의 니시신마치유적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3) 이케노우에(池の上)고분군
아마기시(甘木市) 위치한다. 6호묘는 주축이 남북 방향이며 2단으로 암반을 굴착하여 축조한 토광묘이
며 상부는 목개(木蓋)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장품은 관내에서 금제 소환이식 2점, 철제 집게 1점, 철
제 망치 1점, 철도 1점, 철도자 1점, 교구 1점, 안금구 편 등이 출토되었다. 관외에서는 철제 재갈 2점, 안
금구, 교구 1점과 같은 마구가 출토되었다. 분구주변에서는 개 3점, 고배 2점, 파수부배 1점, 광구소호 3
점, 직구호 2점, 광구호 1점, 고배형기대 1점 등의 초기 스에키(須惠器)가 출토되었다.
D-4호묘는 석개 토광묘이며 관내 서쪽 족부에서 광구호 2점, 유공광구소호 1점이 출토되었다.
이 고분에서는 초기 스에키(須惠器)와 토제 방추차가 부장되고, 일부는 하지키와 함께 관내에 부장된
것이 특징이다. 그 기종은 개, 삼각투창고배, 일단장방형투창고배, 유공광구소호, 수평구연호, 파수부완,
고배형기대, 대호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토기는 그 형식으로 볼 때 소가야양식으로 파악된다. 철모는
광봉의 관부가 발달한 형식으로 신라산으로 본다. 4세기 중반에서 5세기 전반에 걸쳐 조영된 것으로 추정
된다.
이 고분군에서는 고데라(古寺)고분군과 같이 5세기 대 일본열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매장주체부내에
서 토기와 함께 방추차가 부장되어 주목된다. 토기가 부장되는 것은 망자에게 음식물을 공헌하는 한반도 남
부의 묘제를 따른 것으로, 또한 한반도 출토품과 형태가 동일한 단면 6각형 방추차를 부장한 점도 이와 관
련된다.
이 고분군의 피장자는 단야구 등이 부장되고 인근에 초기 스에키 가마가 위치하는 것에서 한반도 남부,
특히 소가야지역에서 이주한 공인집단으로 추정된다.

4) 고데라(古寺)고분군
아마기시(甘木市) 이케노우에(池の上)고분군의 북쪽에 위치한다. 이 고분군은 이케노우에(池の上)고분
군과 같은 유적으로 동일 집단의 묘지로 본다.
10호는 암반을 굴착하여 축조한 석개 토광묘이다. 관내에서는 북쪽 두부에서 파수부배 1점, 족부에 광
구호 1점, 파수부배 1점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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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삼각투창고배, 일단장방형투창고배, 유공광구소호, 수평구연호, 파수부완, 고배형기대는 초기 스에
키(須惠器)이며 그 형식으로 볼 때 소가야양식으로 파악된다.
이 고분군은 이케노우에고분군과 같이 매장 공간내에서 토기와 함께 방추차가 출토되어 이주민의 묘역
으로 본다.
이 고분군의 피장자도 이케노우에고분군과 같이 소가야지역에서 이주한 공인집단으로 추정된다.

5) 고구마(小隈)유적
아마기시(甘木市) 아사쿠라군(朝倉郡)에 위치하는 토기가마유적이다. 2기의 가마가 확인되었으나 단면
조사에 그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 기 어렵다. 그 외 수기의 가마가 유존하고 있으며 다수의 토기편이 확인
되었다. 고배, 광구호, 고배형기대, 대호, 개배의 편이 다수 출토되었다.
그런데 이케노우에(池の上)고분군과 고데라(古寺)고분군 출토 토기와 같은 기종의 형식이 출토되어 양
고분군의 토기가 이곳에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6) 가츠우라(勝浦)12호분
무나카타군(宗像郡)의 신바루(新原), 누야마(奴山)고분군내에 위치한다.
가츠우라12호분(쯔야자키10호분)은 길이 70m의 전방후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횡구식석실이다. 부장
품은 검릉형행엽 10점, 안금구, 철모, 재갈, 등자, 호등(壺鐙), 철모 11점, 물미 8점, 금동제소찰 51점 등이
있다. 철지금동장 검릉형행엽과 장부 단면 다각형철모는 그 형식으로 볼 때 대가야산이다.
가츠우라12호분의 피장자는 무나카타신사에 인접하고 오키노시마(沖ノ島) 7,8호 제사유구에 대비되는
풍부한 부장품으로 볼 때, 한반도 남부와 활발하게 교섭한 무나카타일족의 수장묘로 파악된다.

7) 츠칸도(塚堂)고분
우키와시(浮羽市) 요시이정(吉井町) 와카미야(若宮)에 위치하는 고분이다.
츠칸도(塚堂)고분은 5세기 후반 이 고분군의 가장 서쪽에 조영된 길이 91m의 전방후원분이다. 매장주
체부는 후원부와 전방부에 조영된 횡혈식석실이다.
부장품은 후원부석실내에서는 금동제 U자형 전면 식금구가 부착된 성시구, 검릉형행엽, f자형경판부
비, 등자, 안금구, 식금구와 같은 마구, 금동제 울두(熨斗), 철모, 철검, 철도, 철촉과 같은 무기, 유리옥을
감입한 금동령, 곡옥, 활석(滑石)제 옥을 비롯한 장신구, 주문경 등이 출토되었다.
전방부석실의 부장품은 금동제 화살통, 경갑(頸甲), 횡장판병유판갑(橫長板鋲留板甲) 2점, 충각부주 등
이 출토되었다.
이 고분 출토품은 이전 시기의 츠키노오카고분 출토품에 필적하는 것으로 금동제 화살통, 검릉형행엽,
f자형경판부비, 장부 단면 다각형철모로 볼 때 대가야산 문물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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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분의 피장자는 한반도산 문물뿐만 아니라 이주민을 취락내에 보유한 점에서 5세기 전반 이래 한반
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이 지역의 호족세력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이 고분군 출토 유물의 계통이 츠키노
오카고분에 부장된 신라문물에서 츠칸도고분의 대가야문물로 바뀌는 것은 일본열도와의 교류의 주체의 변
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8) 우라타니(浦谷)C5호분
무나카타시(宗像市)의 우라타니(浦谷)고분군내에 위치한다. 분구는 직경 10m의 원분으로 횡혈식석실
을 매장주체부로 한다. 부장품은 철지금동장 검릉형행엽, 목심철판장 등자, 안금구, 운주, 마령, 철모, 철촉
등과 주구에서 다수의 스에키(須惠器)가 출토되었다. 이 고분의 조영 시기는 검릉형행엽으로 볼 때 초축 시
기는 5세기 후엽으로 본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소형분임에도 검릉형행엽과 인면문 마령과 같은 대가야산 마구가 출토된 것으로 볼
때 대가야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고분군은 위치, 규모, 출토유물로 볼 때 가츠우라
(勝浦)12호분 이 위치하는 신바루(新原), 누야마(奴山)고분군의 하위의 집단이 조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9) 요시타케(吉武)고분군
후쿠오카시(福岡市) 사와라(早良)평야서부에 위치하는 고분시대 중, 후기의 고분군이다. 요시타케S군
9호는 원형의 주구를 돌린 횡구식석실묘이다. 남북을 주축으로 하는 석실은 하단의 요석(腰石)만이 잔존한
상태였다.
부장품은 내부에서 금동제 용문환두대도 1점, 금제 소환이식 2점, 은제 소환이식 1점 등이 출토되었다.
금동제 용문환두대도는 합천군 옥전M3호분 출토품과 환두부와 병두금구의 반육조 용문이 유사한 점에서
대가야산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 고분군에서는 대가야산 유개식장경호 2점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소형분임에도 용문환두대도가 출토된 것으로 볼 때 한반도 남부지역과 특히 대가야
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0) 히하이즈카(日拜塚)고분
가스가시(春日市) 시모하쿠수이(下白水)의 낮은 구릉에 입지하는 전방후원분이으로 매장주체부는 횡혈
식석실이다.
부장품은 금제 수식부이식 2점. 금제 소환이식 4점. 금동제 용문환두대도 1점 등이 출토되었다.
이 고분에서 출토된 금제 수식부이식은 사슬, 공구체, 산치자형 수식의 형태로 볼 때 6세기 전엽의 대
가야산이다. 용문환두대도는 환두부와 환두내 장식을 같이 주조하였으나 환두부 내연에 각목문을 시문한
점에서 대가야계로 추정된다.
히하이즈카고분은 석실의 구조, 부장품등으로 볼 때 6세기 전반 이 지역의 유력수장묘로 파악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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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백제와의 교역이 본격화되는 이 시기에도 북부 규슈(九州)의 유력수장묘에 대가야산 이식이 부장된
것은 대가야와 이 지역 호족세력간의 교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11) 다테야마야마(立山山)8호분
야메시(八女市) 위치하며 이와도야마(岩戸山)고분을 포함한 전방후원분10기를 비롯한 150여기의 고분
으로 구성된 큐슈(九州)지방 최대의 야메(八女)고분군내 다테야마야마(立山山)고분군가운데 위치한다.
8호분은 야메고분군의 중심고분으로 6세기 전엽에 조영된다. 이 고분에는 말, 인물 등의 형상 하니와가
수립되었으며, 금제 수식부이식이 출토되었다.
수식부이식은 사슬, 공구체, 산치자형 수식의 형태로 볼 때 대가야산이다.

12) 오바사니시(小正西)고분
호나미정(穂波町)에 위치하는 고분으로 직경 28.5m의 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한 분구내에 동시에 2기
의 횡혈식석실이다.
부장품은 1호석실에서 철모, 호등(壺鐙), f자형경판부비, 십금구(辻金具), 안금구, 경옥제 곡옥, 벽옥제
관옥, 유리제 옥 등이 출토되었다,
이 고분은 TK47∼MT15형식 스에키, f자형경판부비로 볼 때 5세기 후엽에서 6세기 전엽에 걸쳐 조영
된 것으로 본다. 철모는 인부가 도신형으로 f자형경판비와 함께 대가야산으로 목심철판장 등자는 병부의 못
배치와 철대로 볼 때 신라산이다. 소형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한반도산 문물이 부장된 것이 주목된다.

13) 반즈카(番塚)고분
간다정(苅田町)에 위치하는 전방후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횡혈식석실이다. 부장품은 금동제 성시구(盛
矢具), 마구 일식과 목관에 부착되었던 와형(蛙型)금구, 철모(鐵鉾) 점, 금제 소환이식, 신수가무화상경(神
獣歌舞画像鏡), 경식(頸飾), 괘갑(挂甲) 일식 등이 출토되었다. 철지금동장 검릉형행엽과 f자형경판부비는
조합으로 볼 때 대가야산이다. 출토된 대도에서는 은으로 상감한 연화문, 어형문, 동심원문이 확인되었다.
어형문은 무녕왕릉의 금속용기와 일본열도 출토 백제문물에 보이는 특징적인 문양이다. 반즈카고분은 석실
의 구조와 출토유물에서 5세기 말에 축조되어 6세기 초에 추가장이 행해졌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석실구조와 부장품으로 볼 때 대가야왕권과 관련하여 가야지역내에 왜계고분을 축
조하고 또한 백제왕권과 연계하여 영산강유역에서 활약한 전방후원분 축주세력과 관련된 스오나다연안의
호족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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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이타현(大分縣)
1) 시모야마(下山)고분
우스키시(臼杵市)에 위치하는 길이 68m의 전방후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응회암제 가형석관(家形石棺)
이다.
부장품은 방제변형신수경(倣製變形神獸鏡) 1면, 철정(鐵鋌) 약 30매가 출토되었으며 조영 시기는 5세
기 전엽이다.
이 고분 출토품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철정이며 양 단부가 직선적으로 처리된 점과 양 측면이 대칭적인
점에서 금관가야산으로 파악된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분구에 치쿠고가와(築後川) 세력과 관련된 석인이 수립되고 금관가야산 철정을 다
수 보유한 점에서 규슈(九州)와 시코쿠(四國)지방을 연결하는 해로인 분고(豊後)수도를 무대로 활약한 이 지
역의 유력 호족으로 볼 수 있다.

5. 구마모토현(熊本県)
1) 에타후나야마(江田船山)고분
나고미정(和水町)의 세이바루(清原)고분군내에 있다.
에타후나야마고분은 이 고분군 가운데 최대의 전방후원분으로 길이 66.8m이다. 매장주체부는 횡구식
가형석관(家形石棺)이다. 5세기 후엽에 조영되어 6세기 초까지 추가장이 이루어졌다.
부장품은 상감명대도(銀象嵌銘大刀)를 비롯하여 복수의 도검, 용문환두대도, 동경(銅鏡), 옥류, 금제 수
식부이식4, 금동제 관1, 금동제 관모1, 금동제 식리(飾履)2, 갑주, 마구, 삼환령, 철모, 스에키 등 90점 이
상이 출토되었다. 은상감명대도는 대도의 등날 부분에 75자를, 몸체에는 말, 새, 물고기 등을 은으로 상감
하였으며, 사이타마현(埼玉県) 이나리야마(稲荷山)고분 출토 금상감명철검(金象嵌銘鐵剣)과 함께 유명하다.
에타후나야마고분의 판독되지 못했던 獲□□□鹵大王은 이나리야마고분 출토 신해년(辛亥年) 철검명문
에 의해 와카타케루대왕(獲加多支鹵大王) 즉, 왜왕(倭王) 무(武)인 유라쿠(雄略)로 밝혀졌다. 에타후나야마
고분의 은상감명대도는 아리아케카이(有名海)연안의 호족이 왜 왕권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세기 말 조영된 츠카보주(塚坊主)고분은 남쪽에 조영된 길이 32m의 전방후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횡
혈식석실이다. 부장품은 철지금동장 f자형경판부비, 검릉형행엽, 인면문마령(人面文馬鈴), 환형경판부비,
목심철판장 등자 등이 출토되었다. f자형경판부비, 검릉형행엽, 인면문마령은 대가야산으로 판단된다. 쯔카
보즈고분 출토 대가야산 마구는 이제까지 주목되지 못했으나 에타후나야마고분 출토품과 같이 대가야와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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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치카와 유역의 수장과의 교섭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된다.
이 고분군에서 가장 주목되는 에타후나야마고분 부장품이다. 이 고분에 5세기 후엽 부장된 용문환두
대도는 환두부 내연을 각목문으로 장식한 점, 대장식금구는 반육조 용문을 시문하고 외연을 능삼문으로 구
획한 점, 장쇄식(長鎖式)이식은 사슬과 중간식인 공구체의 형태 및 원추형의 수식과 그 하단의 금립을 붙인
점, f자형경판부비는 부착된 방울의 측면에 양이(兩耳)를 가진 점, 철모는 대부가 단면 다각형인 점에서 대
가야산으로 본다. 한편 6세기 초 추가장시 부장된 관(冠), 단쇄식(短鎖式)이식, 식리(飾履), 개배(蓋杯)는 특
히 무녕왕릉 출토품 등과 유사하여 백제산으로 본다.
에타후나야마고분에 부장된 문물은 한반도와의 교섭 상대의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어 교류사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이 시기 일본열도에서 가장 화려한 대가야와 백제문물을 부장하고 왜 왕권과 관련
된 명문대도를 부장하고 있는 점에서 왜왕권과의 관계하에 아리아케카이를 통하여 한반도 교섭에 직접 종
사한 유력호족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이 고분의 피장자는 이 고분과 인근유적에서 백제계문물의 부장이 탁
월한 점, 영산강유역에서 발견된 고호우라제 패천(貝釧)이 분포하는 점으로 보아 백제왕권과 연계하여 영산
강유역에서 활약한 전방후원분 피장자와도 관련된 인물로 파악된다.

2) 덴사야마(傳佐山)고분
다마나시(玉名市) 하네키(繁根木)에 위치하는 직경 35m의 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횡혈식석실이다.
부장품은 석실내 석붕위에서 등자 1점, 주(冑) 3점, 환두대도, 바닥에서 금제 수식부이식 1점 등이 출
토되었으며 5세기 말에 축조된 것으로 본다.
이 고분 출토 금제 수식부이식은 중간식인 공구체의 형태와 원추형의 수식에 금립을 부착한 점으로 볼
때 대가야산이다. 그런데 이 대가야산 이식은 장식이 화려하지 않은 것으로 같은 지역의 대수장묘인 에타후
나야마(江田船山)고분 출토 화려한 금제 수식부이식과 군집분인 시로카츠지(城ヶ辻)6호분 출토 금제 소환
이식의 중간에 해당하는 것인 점이 흥미롭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부장품으로 볼 때 에타후나야마(江田船山)고분 피장자와 함께 아리아케카이(有明
海)를 통하여 한반도 교섭에 직접 종사한 호족으로 파악된다.

3) 시로카츠지(城ヶ辻)6호분
다마나시(玉名市) 기쿠치카와(菊池川)의 동안 시로카츠지(城ヶ辻) 구릉상의 시로카츠지(城ヶ辻)고분군
내에 위치한다.
분구 직경 13∼14m, 매장주체부는 횡혈식석실로 추정된다. 부장품은 금제 소환이식 1점, 내만타원형
경판부비, 식금구, 대도, 철촉 등이 출토되었다.
이 고분 출토품과 같은 금제 소환이식은 제작지를 알 기 어려우나, 고령군 지산동고분군에서 출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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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사야마(傳佐山)고분과 효고현(兵庫縣) 미야야마(宮山)고분에서 대가야산 수식부이식과 공반하거나 대가
야산 문물이 동반하는 것에서 대가야산으로 판단된다.
이 고분군은 기쿠치카와유역을 장악한 에타후나야마고분 피장자에 종속된 하위취락의 고분군으로 파
악된다. 6호분 출토 이식은 에타후나야마고분, 덴사야마고분출토 이식과 같이 기쿠치가와 유역에 대가야산
금제 이식이 이입되어 피장자의 위계에 따라 분여된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4) 모노미야구라(物見櫓)고분
야츠시로군(八代郡) 히카와정(氷川町) 노즈(野津)고분군내에 위지한다.
모노미야구라(物見櫓)고분은 길이 63.5m의 전방후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횡혈식석실이다. 요부에서
스에키, 가야토기 등이, 전정부에서 마구, 무구 등이, 연도에서는 금제 수식부이식 1점이 출토되었다.
금제 수식부이식은 고령군 본관동고분군 36호분 출토품과 같은 형식으로 사슬, 공구체, 산치자형 수식
의 형태로 볼 때 6세기 초의 대가야산이 분명하다. 유개파수부완도 고령지역에서 제작된 대가야산 토기이다.
모노미야구라(物見櫓)고분의 피장자는 그 소재지인 히카와 하류 지역이 히노키미(火の君)일족의 본거지
인 점에서, 야츠시로카이(八代海)를 통하여 한반도 남부 특히 대가야와 교류한 이 지역 호족세력이다.

6. 미야자키현(宮崎縣)
1) 모치다(持田)고분군
다카나베정(高鍋町) 모치다(持田)의 전방후원분 10기, 원분 75기 등으로 구성된 고분군이다.
56호분(원분)에서는 인동당초문이 시문된 금동제 심엽형경판비, 금동제 심엽형행엽, 패제 운주 등이 출
토되었다.
56호분 출토 마구는 그 형식으로 볼 때 장식성이 풍부한 삼성미술관 소장 고령 출토품과 유사한 점에서
6세기 초 대가야에서 제작된 마구이다.
이 고분군의 피장자는 태평양을 통하여 한반도 남부와 교류한 이 지역 호족세력으로 볼 수 있다.

2) 시모키타가타(下北方)5호지하식횡혈묘
미야자키시(宮崎市) 시모키타가타정(下北方町) 시모키타가타고분군내에 위치한다. 매장주체부는 수갱
(竪坑), 연도(羨道), 현실(玄室)로 구분되는 구조이다.
부장품은 금제 수식부이식, 벽옥, 관옥, 유리제 소옥 등의 장신구, 변형수형경, 변형문경, 횡장판병유판
갑(橫長板鋲留板甲), 삼각판병유판갑(三角板鋲留板甲), 차양주(遮陽冑), 경갑(頸甲), 철도, 철검, 철모, 철
촉, 철병부수부(鐵柄附手斧), 철부, 재갈, 안금구, 등자, 행엽, 마탁, 삼환령 등이 출토되었다. 조영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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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유물로 볼 때 5세기 중엽으로 파악된다.
이 고분의 부장품 가운데 금제 수식부이식은 사슬, 중간식인 공구체, 수식외연의 각목문 장식으로 볼
때 대가야산이다. 등자도 단면 오각형 목심철판장 등자인 점에서 대가야산으로 본다. 마탁, 삼환령, 심엽형
행엽, 철병부수부는 그 특징으로 볼 때 신라산으로 본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소형분임에도 불구하고 대가야와 신라산 문물을 다수 부장한 것에서 한반도 남부에
서 직접 활동한 인물로 추정된다.

3) 시모노하루(下ノ原)고분군
미야자키시(宮崎市) 야마자키(山崎) 시모노하루에 위치한다. 이 고분군에서는 말을 순장한 수혈이 6기
확인되었다. 특히 아오키1호분의 주구에 접한 SC16수혈에서는 마구를 착장한 채로 말이 순장된 것이 확인
되었다.
SC16수혈에서는 내만타원형경판부비1, 극엽형(棘葉形)행엽 7점, 운주 1점, 십금구(辻金具) 14점이 출
토되었다.
이 수혈 출토 말은 공반된 내만타원형경판부비가 대가야산이고 극엽형행엽은 신라에 계통이 구해지는
것이나 6세기 전엽에 대가야권에서도 제작되는 것에서 대가야산일 가능성이 높다.
이 고분군의 피장자는 대가야와 관련된 마사(馬飼)집단으로 추정된다.

4) 고키바루(小木原)지하식횡혈묘
에비노시(えびの市)에 위치하며 3개의 지군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고키바루지군 70기, 바토(馬頭)
지군 14기, 구미자코(久見迫)지군 10기가 발굴조사 되었다. 횡혈묘의 구조는 수갱상부 폐쇄와 연도 폐쇄로
나누어진다.
고키바루6호지하식횡혈묘에서는 f자형경판부비, 1호횡혈묘에서는 내만타원형경판부비가 출토되었으
며, 양자는 그 형식으로 볼 때 대가야산 마구이다.

5) 시마노우치(島內)지하식횡혈묘군
에비노시(えびの市)에 위치하며 횡혈묘의 구조는 수갱상부 폐쇄형과 연도 폐쇄형으로 구분된다.
지하식횡혈1호분 주구상의 SK02출토 수혈에서는 ｆ자형경판부비와 검릉형행엽, 환상운주가 착장된
한 마리분의 말이 출토되었다.
이 말은 착장된 마구의 조합이 대가야산인 점으로 볼 때 대가야에서 이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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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고시마현(鹿児島県)
1) 진료(神嶺)10호분
오사키정(大崎町) 진료(神嶺)·요코세(橫瀬)에 위치하는 전방후원분 4기, 원분 9기로 구성된 진료(神
嶺)고분군내에 있다.
진료10(神嶺)호분은 전방후원분으로 길이 54m이며 고분군내 최대급이다. 매장주체부는 주형(舟形)석
관으로 하니와(埴輪)가 수립되었으며 분구상에서 다수의 지하식횡혈묘가 확인되었다.
부장품은 판갑. 금동제 화살통, 철촉이 석관의 주변에서, 초기 스에키가 요부(腰部)의 제사장에서 초기
스에키가 다수 출토되었다.
초기 스에키는 TK73, TK216형식이 출토되어 축조 연대는 5세기 전엽으로 보고 있다. 초기 스에키 가
운데 통형기대, 고배형기대, 대호는 에히메현(愛媛県) 이치바미나미구미(市場南組)에서 제작된 것이다.
그런데 이 기종들은 소가야양식으로 소가야계 공인에 의해 제작된 초기 스에키가 에히메현(愛媛県)에서
이 곳으로 이입된 것이다.

Ⅲ. 서일본(西日本)

1. 에히메현(愛媛県)
1) 사루카타니(猿ヶ谷)2호분 분구 출토품
이요시(伊預市)에 위치하는 6세기의 전방후원분인 사루카타니(猿ヶ谷)2호분 분구에서 5세기대의 가야
토기가 다수 출토되었다. 출토품은 고배형기대, 통형고배, 삼각투창고배, 광구소호, 소형기대, 통형기대의
조합을 이루고 있으며 기대와 고배의 형식으로 볼 때 5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루카타니2호분
고배형기대는 사격자문이 시문된 것으로 전형적인 아라가야양식의 기대로 파악된다. 고배는 원형투공이 뚫
린 통형고배와 삼각투창고배가 있는데, 전자는 아라가야양식의 표지적인 기종이며 후자 또한 비록 삼각형
투창이 아닌 세장방형이나 유사한 것이 함안지역에서도 출토되고 있어 아라가야양식으로 파악된다.

2) 이치바미나미구미(市場南組)유적
이요시(伊預市)에 위치하는 토기가마유적이다. 분포 확인과 부분 조사에 의해 9기의 초기 스에키가마가
확인되었으나, 자세한 내용을 알 기 어렵다. 채집된 토기로 볼 때 가고시마현(鹿児島県) 진료10(神嶺)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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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자키현(宮崎縣) 치쿠이케(築池)횡혈묘, 오카야마현岡山県 츠데라(진사)유적 출토품 등이 있다.
이러한 유적 출토 토기가운데 반구형의 수부를 가진 통형기대, 수부와 각부의 경계가 축약된 고배형기
대, 내면에 조우기흔이 관찰되는 대호는 그 형태적 특징으로 볼 때 소가야계 공인이 제작한 것이다.

3) 돈다바라(土壇原)고분군
마츠야미시(松山市)와 이요시(伊預市)에 걸쳐서 분포한다. 50기 이상의 고분이 발굴조사되었다. 그 가
운데 Ⅴ유적에서는 5호묘에서는 목관내에 유공광구소호가 부장되었으며, 9호묘에서는 목관외에서 개배, 단
경호 등이 출토되었다. 8호분의 옹관에서는 개배, 고배, 단경호가 부장되었다.
이 고분군에서는 후쿠오카현 이케노우에(池の上)고분군과 고데라(古寺)고분군과 같이 5세기 대 일본열
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매장주체부내에서 토기가 부장되어 주목된다. 토기가 부장되는 것은 망자에게 음
식물을 공헌하는 한반도 남부의 묘제를 따른 것이다. 더욱이 이치바미나미구미(市場南組)유적에서 제작된
초기 스에키가 부장되어 이 고분군의 피장자는 소가야계 토기 공인 집단일 가능성이 크다.

4) 기노모토(樹之本)고분
이마바리시(今治市)에 위치하는 길이 50m정도의 가리비형 전방후원분이다.
분구 조사에서 원통형, 나팔꽃형, 삿갓형 하니와(埴輪)와 함께 주구에서 가야토기가 출토되었다.
조영 시기는 가야토기로 볼 때 5세기 중엽으로 비정된다. 가야토기는 고령지역산 대가야양식의 유개식
장경호이다. 에히메현에는 대가야양식의 토기가 다수 출토되며, 기노모토고분 출토품은 그 가운데 가장 이
른 시기인 점과 대가야권에서 수장묘에 주로 부장되는 대형인 점이 주목된다.
이 토기는 대가야와 왜의 교섭이 5세기 중엽에 개시된 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2. 가가와현(香川縣)
1) 가와가미(川上)고분
오카와군(大川郡)에 위치하는 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천석으로 쌓은 수혈식석곽이다. 석곽 바닥에는 관
을 보강하듯이 네 벽을 따라 돌을 돌린 특이한 구조이다. 뚜껑은 목개(木蓋)로 추정된다.
부장품은 고배 5점, 호(壺) 2점과 하지키(土師器), 스에키(須惠器) 배(杯) 11조, 대부유개호 2점, 원통
형기대 1점, 고배형기대 1점, 유공광구소호 1점이 있고, 시상면 원위치에서 스에키(須惠器) 광구호 1점, 횡
장판병유판갑(橫長板鋲留板甲) 1점, 충각부주(衝角附冑) 1점, 철모 1점, 철착(鐵鑿) 1점, 철사(鐵鉇) 1점,
철부 2점, f자형경판부비 등이 출토되었다. 조영 시기는 5세기 후엽으로 추정된다.
이 고분에서는 세토나이카이(瀨戶內海) 연안의 오카야마현(岡山縣), 효고현(兵庫県)에 분포하는 낙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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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역계의 장방형 수혈식석곽과 대가야산의 f자형경판부비가 확인된다. 또한 이 시기 일본열도에서 보이
는 않는 토기를 부장한 즉 음식물을 분묘안에 넣은 점에서 피장자는 이주민으로 추정된다.

3. 오카야마현(岡山県)
1) 덴구야마(天狗山)고분
마키비정(眞備町)에 위치하는 길이 60m의 가리비형 전방후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이며 꺾
쇠를 이용한 조합식목관이 안치되었다.
부장품은 곡옥, 빗(櫛)과 같은 장신구, 대도, 철검, 철촉, 괘갑(挂甲), 화살통(矢筒) 등과 같은 무기, 무
구, f자형경판부비, 검릉형행엽, 운주, 안금구, 등자와 같은 마구, U자형삽날, 도자, 변형수형경, 영산강유
역산 개배 등이 출토되었다.
조영 시기는 출토된 마구와 개배로 볼 때 5세기 후엽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된다. f자형경판부비, 검릉
형행엽은 대가야산이며, 전면 식금구가 U자형인 성시구도 병대(鋲帶)가 조밀한 신라산과는 달리 조밀하지
않은 점에서 대가야산으로 판단된다.
이 고분은 가리비형 전방후원분이나 그 규모가 대형이고 특히 부장품 대부분이 한반도산인 점과 꺾쇠로
결합된 조합식 목관과 같은 한반도 묘제를 수용한 점에서 세토나이카이(瀨戶內海)를 통하여 한반도와 교류
한 이 지역의 유력호족인 기비(吉備)씨 일족의 수장묘로 볼 수 있다.

2) 비젠쿠루마즈카(備前車塚)고분
오카야마시(岡山市)에 위치하는 전방후방분으로 분구는 길이48m이며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이다.
부장품은 내행화문경, 오작명화문대신수경 등 13면의 거울, 판상철부, 철부, 철검, 철도, 철사, 화살통
(靫)으로 보이는 칠막이 출토되었다.
이 고분의 판상철부는 3세기 중엽에 조영된 김해시 대성동29호묘에서 유사한 형식의 것이 다수 출토된
점에서 김해지역에서 이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삼각연신수경과 판상철부로 볼 때 일본열도 각 지역의 유력수장과 관계를 가진 비
젠(備前)지역의 수장으로 볼 수 있다.

3) 사이토미(齊富)유적
산요정(山陽町) 사이토미(齊富)에 위치하는 취락유적이다. 58호주거지에서 신라양식의 개, 동지금장 십
금구(辻金具), 스에키, 68호주거지에서 각배, 73호주거지에서 유충문(幼蟲文) 개(蓋), 2호주혈에서도 유충
문 개가 출토되었다. 한반도산 토기는 5세기 전엽에서 중엽에 걸친 시기에 이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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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적 출토 73호주거지와 2호주혈 출토 개는 시문된 유충문과 흑색 색조로 볼 때 창녕지역산이다.
58호주거지 출토 개도 색조로 볼 때 창녕지역산으로 볼 수 있다.

4) 츠키야마(築山)고분
오사후네정(長船町) 에 위치하는 길이 90m의 대형 전방후원분이다. 매장주체부는 후원부 분정에서 가
형석관이 수혈식석곽내에서 출토되었다.
부장품은 철지금동장 검릉형행엽, f자형경판부비 등의 마구, 철모1, 철검1, 철도1, 철촉, 판갑, 괘갑(挂
甲)과 같은 무기, 무구, 철부, 철제 추, 유리제 곡옥1, 관옥14 등의 장신구, 왕씨작신인화상경(王氏作神人畵
像鏡) 등이 출토되었다.
조영 시기는 출토 검릉형행엽과 f자형경판부비로 볼 때 5세기 후엽으로 추정된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대형 전방후원분인 점, 대가야산 금동제 마구를 부장한 점에서 세토나이카이(瀨戶
內海)를 통하여 한반도와 교류한 이 지역의 호족인 기비(吉備)씨 일족의 유력수장으로 볼 수 있다.

5) 우시부미차우스야마(牛文茶臼山)고분
오사후네정(長船町) 우시부미아자차우스야마(牛文字茶臼山)에 위치하는 길이 55m의 가리비형 전방후
원분이다.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으로 석렬로 구획하여 주검칸과 부장칸을 구분한 점이 특징이다.
부장품은 금동제 귀면문대장식구 1식, 패천 등의 장신구, 화문대신수경(畵文帶神獸鏡), 소찰주, 스에키
(須惠器) 등이 출토되었다. 이 고분은 출토 금동제 귀면문대장식구로 볼 때 5세기 후엽에 조영된 것으로 본다.
귀면문대장식구는 고령군 지산동47호분에 유례가 있고, 주연부에 사선문을 시문한 점, 수하식의 방울
에 양이(兩耳)가 부착된 점이 고령군 지산동44호분 출토 마구와 유사한 것에서 대가야산으로 본다. 또한 이
고분에서는 묘곽을 주·부곽으로 분리하여 사용한 점도 가야지역 묘제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이 고분은 가리비형 전방후원분이나 그 규모가 대형이고 대가야산 금동제 귀면문대장식구를 부장하고
한반도 묘제를 수용한 점에서 세토나이카이(瀨戶內海)를 통하여 한반도와 교류한 이 지역의 유력호족인 기
비(吉備)씨 일족의 수장묘로 볼 수 있다.

4. 시마네현(島根県)
1) 모리가소네(森ヶ曾根)고분
하마다시(浜田市) 치와정(治和町)에 위치하는 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횡혈식석실이다.
부장품은 석실내에서 금제소환이식, 곡옥, 철촉, 가야토기, 스에키(須惠器), 하지키(土師器) 등이 출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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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토기는 6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는 대가야산 소형 통형기대이다.

2) 오카다야마(岡田山)고분
마츠에시(松江市) 야쿠모다츠후도기노오카(八雲立つ風土記の丘)센터 자료관에서 약 100m 거리에 있
다. 이 고분은 전방후원분으로 7기로 구성된 오카다야마고분군의 중심고분이며 매장주체부는 횡혈식석실이다.
부장품은 은상감 액전부신(額田部臣)명 원두대도(圓頭大刀) 1점, 금은장 원두대도 1점, 삼엽문환두대도
(三葉文環頭大刀) 1점, 박재내행화문경(舶載內行花文鏡) 1면, 금동제 환옥 16점, 동지금장 이식 2점, 은고
리, 안금구(鞍金具) 2점, 심엽형경판부비 1점, 재갈, 운주(雲珠), 마령 6점, 운주 2점 등이 출토되었다.
금은장 원두대도는 창녕군 교동10호 출토 명문대도, 공주시 송산리고분군 출토품, 도쿄박물관의 오구
라 반출품 등에 유례가 보인다. 창녕군 교동10호분출토품은 원두부 측면에 대가야산 금공품에 보이는 능삼
문(稜森文)이 시문된 점, 송산리출토품과 의장에서 차이가 나는 점에서 대가야산으로 판단된다. 또한 오카
다야마고분 출토 환두대도에는 초구금구와 병두금구에 쌍연주어자문(雙連珠魚子文)이 시문된 것이 확인된
다. 이 문양은 대가야산으로 파악되는 삼성미술관 소장의 용문환두대도, 토쿄박물관의 오구라 반출 원두대
도와 용문대도에 보이는 것에서 대가야산으로 볼 수 있다.
삼엽문환두대도는 제작지 판단이 어려우나 후쿠이현(福井縣) 마루야마(丸山)고분, 나라현(奈良縣) 다마
키야마(珠城山)1호분 출토 삼엽문 환두대도와 같이 삼엽문 장식이 전형적인 삼엽문대도와 다르고 쌍연주어
자문이 시문된 점으로 볼 때 대가야산일 가능성이 높다. 고분의 조영 시기는 출토된 스에키로 볼 때 6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이 액전부신(額田部臣)이 『出雲國風土記』 등에 보이는 것에서 이즈모(出雲)의 호족
으로 판단된다.

5.돗토리현(鳥取県)
1) 나가세타카하마(長瀬高浜)고분군
도하쿠군(東伯郡) 하와이정(羽合町) 나가세(長瀬)에 위치하는 나가세타카하마(長瀬高浜)유적내에 있다.
전방후방분 1기, 방형주구묘 1기, 원분 30기 등 90여기로 구성된 고분군이다.
고분의 규모는 대부분 20∼10m에 속하며, 매장주체부는 대부분 상형석관(箱形石棺)이고 목관묘, 토광
묘, 하니와(埴輪)관 등이 있다. 고분군은 4세기 후반에서 7세기 후반까지 조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고분군에서는 한반도 남부산 토기와 함께 초기 스에키(須惠器)가 출토되었으며 이 가운데 유충문(幼
蟲文)이 시문된 개(蓋)는 형태, 흑색의 색조와 유충문의 형태로 볼 때 창녕지역산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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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긴키(近畿)

1. 효고현(兵庫県)
1) 교자즈카(行者塚)고분
가고가와시(加古川市) 가고카와(加古川)의 사이죠(西条)고분군 내에 위치하는 전방후원분이다. 분구는
길이100ｍ이며 매장주체부는 후원부 분구 정상에 점토곽(粘土槨) 3기와 북동쪽 돌출부에 점토곽 1기가 있
다.
후원부 분구 정상의 중앙곽과 서곽 사이의 북쪽 중앙부장고(中央副葬庫)내에서 금동제 용문투조대장식
구5점, 재갈(轡) 3점, 철부 3점, 통형 청동제품 6점이 출토되었다. 서부장고에서 철복(鐵鍑) 4점, 철정(鐵
鋌) 40점, 철도 6점, 철검 8점, 철모 1점, 철촉(鐵鏃) 9점, 물미형철제품 4점, 수겸(手鎌) 85점, 철초(鐵鍬),
철서(鐵鋤) 6점, 철부 7점, 철겸 15점, 철착 7점, 철거(鐵鋸) 1점, 철추(鐵錐) 15점, 철도자 5점, 철상(鐵床)
1점, 파형동기(巴形銅器) 4점이 출토되었다.
이 고분 분구 정상부의 중앙 부장고에서 출토된 금동제 용문대장식구는 서진(西晋)에서 이입된 것이며,
그 외 원형·장방판경판부비, 철정, 철복 철부, 철겸, 철상 등은 김해시 대성동고분과 양동리고분군에서 출
토되는 것에서 금관가야산으로 볼 수 있다. 교자즈카고분의 축조시기는 매장된 부장품이 금관가야 전성기
에 제작된 것으로 보아 4세기 말로 파악된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김해지역에서 나타나는 철상과 철정, 다수의 철제농공구 그리고 파형동기가 상징하
는바와 같이 세토나이카이(瀬戶內海)를 이용하여 금관가야와 교섭한 하리마(播磨)지역의 유력 호족으로 파
악된다. 이 고분이 조영된 하리마지역은 5세기 전반에도 이주민의 무덤으로 보이는 미야야마(宮山)고분 등
이 조영되는 것으로 보아, 이후 한반도와의 교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미야야마(宮山)고분
히메지시(姫路市) 사이고정(西郷町)위치하는 5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조영된 직경 30ｍ의 원분이다. 분
구 정상 부근에 평행하게 조영된 제1호와 제2호 수혈식석곽과 분정하 1.9m 지점에서 또 하나의 수혈식석
곽인 3호 석곽이 확인되었다.
미야야마고분은 석곽의 축조과정, 평면형태, 꺾쇠와 못을 사용한 목관, 매장주체내 토기 부장 등에서
한반도 묘제의 영향에 의해 축조되었다. 그 외 당시 일본열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확인된 순장자의 존재로
서 제2호 석곽에서 확인되었다. 즉 제2호 석곽에서는 주인공의 것으로 보이는 금제 수식부이식과 옥류의 조
합이 석곽 동쪽에서 출토되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금제 소환이식과 옥류의 조합이 석곽 서쪽에서 확인되
었다. 도굴되지 않았던 석곽인 점을 감안할 때 두 사람이 매장되었다면 수식부이식과 소환이식이라는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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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로 볼 수 있으며 주인공과 함께 순장자가 매장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고분에서는 3기의 수혈시석곽에서 금제 수식부이식, 은제 지륜(指輪), 금동제 대장식금구, 금은장
환두대도(環頭大刀), 곡옥과 유리구슬을 조합한 경식(頸飾)을 비롯한 화려한 가야산 장신구와 철정(鐵鋌),
철모를 비롯한 무기·무구류와 마구, 농공구류가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금제 수식부이식은 사슬, 중간식인
공구체, 수식의 외연에 시문된 각목문 장식과 그 단부의 금립으로 볼 때 대가야산이다. 대장식구는 문양이
당초문인 점에서, 철정, 철모와 함께 신라산으로 본다. 환두대도와 마구는 백제산일 가능성이 높다.
이 고분군에서는 길이에 비해 폭이 넓은 수혈식석곽에 꺾쇠와 못으로 결합한 목관이 사용된 점, 순장이
이루어진 점, 한반도산 문물이 다수 부장된 점, 토기가 석곽내에 출토된 점이 주목된다. 특히 토기가 매장
주체내에서 부장된 것은 음식물이 피장자에게 공헌된 것으로 파악되어 수혈식석곽과 꺾쇠와 못으로 결합한
목관과 함께 한반도 남부지역의 묘제가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고분군의 피장자는 가야지역에서 이주한 이주민으로 파악된다.

3) 가코가와(加古川)공업용수용댐 고분군
가코가와시(加古川市) 가코가와공업용수댐으로 건설된 헤이소코(平莊潮)에 의해 수몰된 고분시대의 군
집분이다.
간스즈카고분은 직경30m의 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이다. 금제 수식부이식 2점, 경갑, 판갑
과 같은 갑주와 화살통(矢통), 단야구, 지석(砥石), 착(鑿), 철부, 도자, 스에키 등이 출토되었다.
간스즈카고분에서 출토된 금제 수식부이식은 사슬, 중간식인 공구체, 수식의 외연에 시문된 각목문 장
식과 그 단부의 금립으로 볼 때 대가야산이다.
이 고분군에서는 길이에 비해 폭이 넓은 수혈식석곽에 꺾쇠와 못으로 결합한 목관이 사용된 점, 한반도
산 문물이 다수 부장된 점, 토기가 석곽내에 출토된 점이 주목된다. 특히 토기가 매장주체내에서 부장된 것
은 음식물이 피장자에게 공헌된 것으로 파악되어 목관과 함께 한반도 남부지역의 묘제가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간스즈카고분의 피장자는 묘제와 단야구, 풍부한 한반도산 부장품으로 볼 때 5세기 전반 가야지역으로
부터 이주한 기술자집단의 장으로 추정된다.

2. 교토부(京都府)
1) 히루즈카(ヒル塚)고분
야와타시(八幡市)에 위치하는 방분으로 길이 52.4m이며 매장주체부는 2기의 점토곽(粘土床)이다.
제1주체부에서는 철검, 철도, 철창 49점 이상, 철촉 3점, 침상철제품 이외에, 궐수문장식부철검(蕨手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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裝飾附鐵劍) 등이 출토되었다.
제2주체부에서는 방격규구조문경(方格規矩鳥文鏡) 1점, 철촉 2점, 철검(鐵劍) 40점, 철도(鐵刀), 철부
(鐵斧), 직인겸(直刃鎌) 2점, 철사 2점 이상, 궐수문도자(蕨手文刀子) 1점, 철착(鐵鑿) 1점 등이 출토되었다.
4세기 후반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고분의 제1 주체부에서 출토된 궐수문(蕨手文) 철검은 김해시 양동리고분군, 포항시 옥성리고분군
등에서 출토된 철검과 착두형철기에 보이는 문양과 유사한 것은 당시 한반도 남부와의 교류를 나타내는 중
요한 자료이다.

2) 츠바이오즈카야마(椿井大塚山)고분
사가라군(相樂郡) 야마시로정(山城町) 츠바이(椿井)에 위치하는 길이 190m의 전방후원분으로 매장주
체부는 수혈식석곽이다.
부장품은 내행화문경(內行花文鏡) 2점, 방격규구사신경(方格規矩四神鏡) 1점, 화문대신수경(畵文帶神
鏡) 1점, 삼각연신수경(三角緣神獸鏡) 34면이 출토되었다. 그 외 소환두대도, 철도 7점, 철검 10점, 철창 7
점, 물미 1점, 동촉 1점, 철촉 200점, 판갑(板甲), 소찰혁결주(小札革結冑) 1점 등의 무구류, 철겸(鐵鎌) 3
점, 철부 10점, 도자 17점, 철사(鐵鉇) 7점, 궁형철기 2점, 봉상철기 20점, 철조각구 16점 등의 공구류, 작
살(銛), 어차(漁扠) 16점, 조침(釣針) 1점 등의 어구 등이 있다.
조영 시기는 삼각연신수경의 편년에 의해 3세기 후엽이다. 판상철부는 백제산으로 보기도 하나, 이 시
기 대부분의 철제품이 금관가야산인 점에서 금관가야에서 이입된 것으로 본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고분의 규모와 위신재인 중국산 거울과 금관가야산 철제품을 다수 보유한 점에서
나라(奈良)분지 동남부의 세력과 함께 초기 야마토(大和) 정권을 구성한 유력 수장으로 볼 수 있다.

3) 우지시가이(宇治市街)유적
우지시(宇治市)에 위치하는 고분시대 유로인 SD302에서 초기 스에키(須惠器)와 목제품이 출토되었다.
초기 스에키는 개(蓋), 유개식 고배, 무개식 고배, 완, 소형 통형기대, 평행타날문 호, 유공광구소호가 출토
되었다.
이 유적 출토 고배형기대는 소형인 점과 시문된 삼각거치문이 함안군 오곡리3호분, 마갑총 출토품과 유
사하여, 아라가야계 공인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무개식 고배는 소형 삼각형투공이 뚫린 무개식
고배도 마찬가지로 아라가야계 공인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본다.
삼각거치문이 시문된 고배형기대, 점렬문이 시문된 개, 무개식 고배의 소형 삼각형 투공으로 볼 때 오
사카부(大阪府) 오바테라(大庭寺) TG232형식과 병행하는 시기이며 이 유적의 SD302에서 초기 스에키와
공반된 목제품의 연륜연대가 389년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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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구오카키타(奈具岡北)1호분
교탄고시(京丹後市))에 위치하는 전방후원분으로 길이 60m이며 매장주체부는 목관 2기이다.
부장품은 목관 내부에서 철모 2점, 물미 1점, 철검 5점, 철촉 80점, 동구(銅釦) 2점이 출토되었고, 제1
주체부의 묘광상면에서 공헌된 것으로 보이는 한반도산 토기와 초기 스에키(須惠器) 12점과 하지키(土師器)
4점이 출토되었다.
고분은 출토된 초기 스에키가 TK73형식인 점에서 5세기 전엽에 조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여기
서 출토된 고배형기대는 창원시 도계동4호분과 김해시 가달5호분 출토 창녕양식 토기와 흡사한 점에서 창
녕지역산으로 판단된다. 그 외 2단일렬투창고배와 유충문(幼蟲文)이 시문된 개(蓋)도 같은 창녕지역 양식이
다. 철모는 장봉의 관부가 발달된 형식인 점에서 신라산으로 볼 수 있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고분의 입지와 부장품으로 볼 때 동해를 통하여 신라와 직접 교섭한 수장이다.

5) 우지후타고야마(宇治二子山)고분
우지시(宇治市)에 위치하는 쌍분과 같이 접해있는 2기의 원분이다. 북분은 직경 40m이며 매장주체부
는 점토곽과 목관이다. 점토곽에서 철병부수부(鐵柄附手斧), 철겸, 철부과 같은 농공구, 장신구, 무구 등이
출토되었다.
남분은 직경 36m으로 매장주체부는 조합식목관이다. 철제 검릉형행엽과 f자형경판부비, 삼환령과 같
은 마구, 삼각판병유판갑(三角板鋲留板甲), 괘갑(挂甲), 횡장판병유충각부주(橫長板鋲留衝角附冑), 가죽방
패, 철모와 같은 무구와 무기 등이 출토되었다.
북분이 먼저 조영되었으며, 북분에는 신라산의 철병부수부와 철모, 남분에는 대가야산의 검릉형행엽과
f자형경판부비, 삼환령과 다각형철모가 부장되었다.

6) 고쿠즈카(穀塚)고분
교토시(京都市)에 위치했던 길이 41m의 전방후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이다.
부장품은 금동제의 용문투조 수식부대장식구, 용봉문환두대도, 철제 타원형경판부비, 영부행엽, 등자,
화문대신수경(畵文帶神獸鏡), 철모, 철도, 철검, 철촉, 스에키(須惠器) 등이 출토되었다.
축조 시기는 대장식구, 등자, 스에키로 볼 때 5세기 후엽으로 볼 수 있다. 이 고분 출토 대장식구는 조
형미가 뛰어난 점이 특징이며, 5세기 전반 일본열도에 이입된 신라산 용문투조대장식구와는 용의 형태와 시
문방법이 전혀 다른 형식이다.
이 고분의 대장식구는 그 문양이 대가야산 환두대도와 마구에 보이는 점에서 용봉문환두대도와 함께 고
령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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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사카부(大阪府)
1) 모치노키(持ノ木)고분
기시와다시(岸和田市) 이케지리(池尻)의 구메다(久米田)고분군내에 위치한다. 한 변이 12m의 방분으로
주구에서 다수의 가야토기 및 초기 스에키(須惠器)가 출토되었다. 출토 토기는 개 8점, 개배 1점, 유개고배
2점, 무개고배 2점, 유개장경호 1점, 양이부단경호 1점, 단경호 1점, 유대파수부단경호 1점, 파수부완 1점,
유대호 1점, 소형호 1점, 고배형기대 5점, 통형기대 6점, 소형기대 2점, 발 1점, 옹 1점 등으로 구성된다.
태토분석 결과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오사카부 스에무라(陶邑)산 초기 스에키로 추정되었다.
가야토기는 고배형기대와 능형투창 소형기대로서 고배형기대는 김해시 대성동1호분, 부산시 복천동
31·32호분 출토품과 흡사한 점에서 금관가야지역산으로 본다. 소형기대는 함안지역을 중심으로 출토하는
기종인 점에서 아라가야지역산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초기 스에키로 분류된 통형기대는 고배형기대와 문양
이 동일한 점에서 가야지역산으로 볼 수 있다. 출토 토기는 연륜연대가 389년으로 확인된 교토부(京都府)
우지시가이(宇治市街)유적 출토 초기 스에키에 약간 선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4세기 후엽으로 추정된다.
이 고분에서 출토된 초기 스에키는 그 형식이 오사카부 오바데라(大庭寺) TG232형식에 약간 선행하는
점에서 스에키 생산이 4세기 후반으로 소급되는 것을 증명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이 고분의 피장자는
소형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야토기와 다수의 초기 스에키를 보유한 점에서 스에키 제작과 관련된 가야지역으
로부터의 이주민일 가능성이 높다.

2) 오바데라(大庭寺)유적
사카이시(堺市)에 위치하는 초기 스에키 가마, 주거지, 하도, 우물, 고분 등으로 구성된 복합유적이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일본열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대규모로 생산을 개시한 초기 스에키 가마
관련 유구이다. 대표적인 유구가 TG231·TG232와 같은 가마의 폐기장으로 고배, 통형기대, 고배형기대, 대
옹 등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고배는 대각 투창의 형태에 따라 삼각형, 장방형, 능형으로 분류된다. 장방형의 다투창 고배와 소형투
창을 가진 통형 고배는 함안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그 계통은 아라가야 양식에서 찾아진다. 또한 삼
각형투창의 고배는 5세기대에는 소가야권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나 4세기대에 함안지역에서 출현하는 것에
서 아라가야양식으로 본다. 이 유적 출토 단추형 손잡이와 점렬문을 시문한 고배 개는 영남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나 고배와 같이 아라가야양식일 가능성이 크다.
통형기대는 부산시 화명동7호분 출토품과 유사하다. 고배형기대는 배신의 문양이 대부분 파악되어, 이
유적의 초기 스에키 공인의 계통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TG232폐기장에서 출토된 고배형기대의
문양은 격자문, 거치문, 결승문을 복합한 문양구성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새롭게 파상문이 시문된 기대가
출현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양 조합은 부산시 복천동21·22호분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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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또 그 가운데에는 복천동10·11호분 출토의 ‘산山’자형 변형파상문을 가진 것이 확인된다.
오바데라유적 출토 초기 스에키는 수장묘에 사용되는 제기인 기대류는 김해·부산지역에서, 고배 등은
함안·고성 등의 경남 서부지역에 출자를 가진 공인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유적은 폐기장의 규모가 크고 수백 개체의 대옹이 발견되는 점으로 볼 때 일정기간 동안 조업한 것
으로 파악되는데 이 기대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걸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3) 노나카(野中)고분
후지이데라시(藤井寺市) 노나카(野中) 후루이치(古市)고분군 내에 위치한다. 길이 225m의 대형 전방후
원분인 하카야마(墓山)고분의 배총(陪塚)으로 추정되는 방분이다.
분구는 한 변이 28m이며 매장주체부는 분구 정상부의 북서에서 남동으로 5기가 나란히 조영(북서에서
부터 제1열로 호칭)되었으며 조합식석관(組合式木棺) 또는 목궤(木櫃)로 추정된다.
제1열에서는 혁결 충각부주(衝角附冑) 3점, 소찰병유미비부주(小札鋲留眉庇附冑) 7점, 삼각판병유단갑
(三角板鋲留板甲) 4점, 횡장판병류판갑(橫長板鋲留板甲) 3점, 삼각판혁철금부판갑(三角板革綴襟附板甲) 3
점, 견갑(肩甲) 7점, 경갑(頸甲) 7점, 철제 상갑(裳甲) 1점, 철도 8점, 철검 3점이 출토되었다.
제2열에서는 벽옥제 관옥 2점, 소찰병유미비부주(小札鋲留眉庇附冑) 1점, 삼각판병유단갑(三角板鋲留
板甲) 1점, 철촉이 8개 군에서 총 628점, 철도 1점, 도자 2점, 철사 12점, 가야산 유대파수부호(有臺把手附
壺) 4점, 소형 개(蓋) 3점이 출토되었다.
제3열에서는 금동제 금구(金具)편 12점, 철촉이 2개 군에서 총 96점 등이 출토되었다.
제4열에서는 철도 약 145점, 철검 약 13점, 철모 3점, 철부 30점, 철정(鐵鋌) 18.5kg이 출토되었다.
제5열에서는 철제 수겸(手鎌) 14점, 철촉 2점, 철사(鐵鉇) 6점, 축소모형철기 7점, 자돌구(刺突具) 2점,
철착 2점, 철초(鐵鍬) 11점 이상, U자형삽날(鐵鋤) 4점이 출토되었다.
더욱이 제2열 판갑 상부의 교란토 중에서도 판갑, 견갑, 철초, 철서, 철겸, 수겸 및 축소모형철기, 철착,
철서, 철정(鐵鋌) 등이 출토되었다.
조영 시기는 한반도산 토기로 볼 때 5세기 전엽에서 중엽에 걸친 시기로 추정된다. 유대파수부호는 그
형태로 볼 때 창녕군 동리고분군 출토품과 유사한 것에서 창녕지역산으로 판단된다. 개는 손잡이 형태가 창
녕지역 출토품과 유사한 점에서 창녕지역산으로 본다. 철정도 양 단부가 비 직선적이고 좌우 비대칭인 점에
서 신라산이나, 창녕 계남리1호분과 낙동강하류역 각지에서 창녕양식토기와 공반되는 점에서 창녕지역을
경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4) 나가모치야마(長持山)고분
후지이데라시(藤井寺市)에 있었던 원분이다. 이치노야마(市野山)고분의 후원부 남서쪽에 입지하여 이
고분의 배총으로 추정된다. 매장주체부로는 수혈식석곽내 2기의 가형석관으로 북쪽석관은 구마모토현(熊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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縣)산의 아소응회암제이다.
북쪽 석관에서는 석곽의 북쪽 단벽에서 금동제 안금구, 목심철판장 등자, 철지금동장 내만타원형경판부
비, 검릉형행엽 등의 마구, 철모, 철촉, 철겸, 충각부주, 괘갑, 남쪽 단벽에서는 판갑이 출토되었다. 석관내
외에서 금동제 대장식구, 유리제 옥, 스에키가 출토되었다.
이 고분에서 출토된 마구는 그 형식과 조합이 합천군 옥전M3호분 출토품과 일치하는 5세기 후반 일본
열도의 전형적인 마구조합으로 이 시기의 마구가 대가야산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금동제 대장식구도 5세기
전반 일본열도에 이입된 신라산 용문투조대장식구와는 용의 형태와 시문방법이 전혀 다른 점에서 대가야산
으로 본다.

5) 시치노츠보(七ノ坪)고분
오사카시(大阪市) 나가하라(長原)고분군내에 위치한다. 시치노츠보고분은 길이 25m인 가리비형(帆立
貝形)의 전방후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횡혈식석실분이다. 석실 안에서 철지금동자 f자형경판부비, 검릉형
행엽, 목심철판장 등자, 안금구(鞍金具), 운주(雲珠) 등의 마구，철모 등이 출토되었다.
시치노츠보고분의 피장자는 초기 횡혈식석실내에 대가야산의 금동제마구와 심(鐔)이 부착된 신라산 철
모가 부장되어，이주민일 가능성이 크다．

4. 나라현奈良縣
1) 미나미야마(南山)4호분
가시하라시(橿原市)의 미나미야마(南山)고분군내 위치한다. 4호분은 분구와 매장주체부는 교란되어 알
수 없으나, 기마인물형 토기 1점, 광구소호부 토기 1점, 소형 통형기대 1점, 재갈 1점, 철촉과 함께 철정(鐵
鋋) 20점이 출토되었다. 기마인물형 토기는 이양선 수집품의 전 김해출토품과, 광부소호부 토기에 부착된
광구소호와 소형 통형기대의 형태는 함안지역 출토품과 유사하다. 철정은 양 단부가 내만한 함안산과 직선
적인 김해산으로 구분된다.
이 고분군의 4호분 피장자는 소형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가야토기와 철정을 보유한 점에서 가야지역
으로부터의 이주민일 가능성이 크다.

2) 니이자와(新沢千塚)109호분
가시하라시(橿原市)에 위치하는 니이자와센즈카(新沢千塚)고분군내에 위치한다. 109호분은 126호분의
서쪽에 인접하여 5세기 후엽에 조영된 길이 28m의 전방후원분이다. 목관 직장(直葬)분인 이 고분의 부장품
은 금제 수식부이식 2점, 삼환령 1점 등이 출토되었다. 금제 수식부이식은 사슬, 중간식인 공구체, 수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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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연에 시문된 각목문 장식과 그 단부의 금립으로 볼 때 대가야산이다.
이 고분군에서는 5세기 중엽에 조영된 126호분에서는 다수의 신라산 문물이 출토되었다. 5세기 후엽에
조영된 109호분에서는 대가야산 문물이 출토되고, 5세기 후엽과 6세기 중엽에 조영된 281호분, 160호분에
서는 백제토기가 출토되었다.
이 고분군의 원분을 중심으로 수 백기가 밀집하는 경관은 마치 한반도의 신라·가야 고분군을 연상케 한
다. 니이자와센즈카고분군 주변지역은 2세기에 걸쳐 한반도로부터 지속적으로 문물이 이입되고 시기에 따
라 각각 다른 지역의 문물이 부장되는 점에서 한반도의 정치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주민
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3) 데라구치오시미(寺口忍海)고분군
신조정(新庄町)에 위치하는 분포하는 고분군으로 5세기 말 이후 6세기에 걸쳐 축조되었다. 직경 20m
전후의 원분으로 횡구식석실과 횡혈식석실을 매장주체부로한다. D27호분과 H16호분에서 대가야산 철제
내만타원형경판부비가 출토되었다. 그 외 이 고분군에서는 철제 단야구, 철재 등과 같은 철기 생산과 관련
된 부장품이 출토되었다. 양 고분의 피장자는 대가야로부터의 이주민으로 추정된다.

4) 와리즈카(割塚)고분
센니치정(天日町)에 위치하는 직경 49m의 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횡혈식석실에 안치된 가형석관이다.
부장품은 금제 수식부이식 2점, 수정제절자옥 등이 출토되었다. 조영 시기는 수식부이식의 형식으로 볼
때 6세기 전엽으로 볼 수 있다.
이 고분 출토 수식부이식은 사슬, 공구체, 산치자형 수식의 형태로 볼 때 대가야산인 점이 주목된다.

5) 고세야마(巨勢山)고분군
고세시(御所市)에 위치하는 고분군이다. 이 고분군의 구릉 북서쪽의 사카이다니지구에서는 5세기 중엽
에서 6세기 전반까지 목관묘가 중심을 이룬다. 이 시기의 4호분에서는 단야구가 부장되었다. 인접한 구릉
에서는 6세기 초에 고식 횡혈식석실이 도입되며 그 가운데 8호분에서는 대가야산의 철제 내만타원형경판
비가 출토되었다. 직경11m의 원분으로 횡혈식석실을 매장주체부로 하는 75호분에서도 대가야산의 철지금
장 내만타원형경판부비와 검릉형행엽이 출토되었다. 직경 17m의 원분으로 횡혈식석실을 매장주체부로 하
는 408호분 출토 복환식경판부비도 그 구조와 산청군 생초리9호묘에서 출토예가 있는 것에서 대가야산으
로 파악된다. 직경 19m의 원분으로 횡혈식석실을 매장주체부로 하는 421호분 출토 금동제 인동당초문심엽
형행엽도 대가야산으로 파악된다.
이 고분군의 피장자는 한반도와 밀접하게 교류해온 이 지역의 유력 호족세력인 가츠라키(葛城)씨 하위
의 집단의 대가야계 이주민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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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호시즈카(星塚)고분
덴리시(天理市) 에 위치한다. 2호분은 길이 30m의 주구를 2중으로 돌렸으며 매장주체부는 횡혈식석실
이다.
부장품은 석실내에서 금제 수식부이식, 동완, 금은상감(金銀象嵌) 원두파두(圓頭把頭), 육령경(六鈴鏡),
금동장 마구 등이 출토되었다.
조영 시기는 출토 토기로 볼 때 6세기 전엽으로 편년된다. 1호분의 주구와 2호분의 석실내에서는 한반
도산 토기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한반도산 토기는 대가야산 고배형기대 1점을 제외하면 횡치소성한 승문호
이며 모두 영산강유역산으로 판단된다. 금제 수식부이식은 공주시 무녕왕릉의 출토품과 제작기법이 유사하
며 백제산이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석실과 주구에서 출토된 토기와 동일한 토기가 출토되는 취락이 주변에 입지하는
점에서 한반도 남부, 특히 영산강유역으로부터 이주한 이주민 또는 이와 관련된 백제인으로 추정된다.

5. 와카야마현(和歌山縣)
1) 마루야마(丸山)고분
기시가와정(貴志川町)에 위치하는 직경 25m의 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조합식 상형(箱形)석관이다. 부
장품은 철정(鐵鋌)과 슬래그, 철복(鐵鍑) 등이 출토되었다.
철정은 양 단부가 직선적이고 양 측면이 대칭적인 형태이며 전형적인 금관가야산 철정이다. 철복도 김
해시 양동리고분군 출토 예가 있는 점에서 철정과 같이 금관가야에서 이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소형분임에도 금관가야산 철복과 철정을 부장한 점에서 이 이지역의 대 호족세력인
기씨(紀氏)와 함께 가야지역에서 활동한 인물로 추정된다.

2) 오타니(大谷)고분
와카야마시(和歌山市) 오타니(大谷)에 위치하는 길이 67ｍ의 전방후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구마모토
(熊本)산 아소응회암(阿蘇凝灰岩)제이다.
부장품으로는 마주(馬冑) 1점, 마갑(馬甲) 1점, 안금구 1점, 등자 4점, 금동제 경판비(鏡板轡) 1점, 금
동제 검릉형행엽 3점, 금동제 운주(雲珠) 2점, 십금구(辻金具) 4점, 교구(鉸具) 3점, 인면문 마령(馬鈴) 4
점, 면계부금구(面繋附金具) 12점, 은제 사엽형금구(四葉形金具) 50여점, 금동제 대장식금구 7점 등이 출토
되었다.
이 고분 출토품 중 마주는 대가야권인 합천군 옥전28호요, M3호분 출토품과 유사한 형태이며 마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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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와 함께 대가야에서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수식부이식, 금동제 대장식구, 금동제마구, 철
모 등 대가야 문물이 조합을 이루며 부장되었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대가야 왕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대 호족세력인 기씨(紀氏)의 일족으로 추정된
다. 기씨세력은 이 고분의 석관이 수백km 떨어진 구마모토 남부에서 바다를 통하여 운반된 것에서 아리아
케카이(有明海)연안의 호족과 연계한 것으로 파악된다.

6. 미에현(三重縣)
1) 구루마즈카(車塚)고분
스즈카시(鈴鹿市)에 위치하는 쌍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횡혈식석실내에 안치된 2기의 석관이다.
부장품은 금제 수식부이식, 금제 소환이식, 곡옥, 관옥, 절자옥 등 장신구와 금동제 용문환두대도, 동
완, 행엽, 재갈 등이 출토되었다. 수식부이식은 사슬, 공구체, 산치자형 수식의 형태로 볼 때 대가야산으로
판단된다. 환두대도는 환두(環頭) 내연(內緣)을 각목문(刻目문)으로 장식한 점으로 볼 때 대가야계로 볼 수
있다. 고분의 축조 시기는 수식부이식과 환두대도로 볼 때 6세기 전엽으로 추정된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중형분임에도 화려한 한반도산 금공품을 부장한 것에서 태평양에 면한 이세만(伊勢
灣)을 배경으로 활동한 수장으로 볼 수 있다.

7. 시가현(滋賀県)
1) 가모이나리야마(鴨稻荷山)고분
다카시마군(高島郡)에 위치하는 길이 45m의 전방후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횡혈식석실이다.
부장품은 관 안에서 금제 수식부이식, 금동제 관, 금동제 쌍어패(雙魚佩), 식리(飾履) 등의 금제, 금동제
장신구 외에 절자옥, 내행화문경(內行花文鏡), 금동제 쌍용문환두대도, 녹각장대도(鹿角裝大刀), 녹각장도
자(鹿角裝刀子), 철부 등이, 관 밖에서는 철지금동장 심엽형경판부비, 심엽형행엽(心葉形杏葉), 안금구(鞍金
具), 운주(雲珠), 마령(馬鈴), 등자 등의 마구류 외에 고배, 호, 기대 등의 스에키(須惠器)가 출토되었다.
부장품 가운데 금제 수식부이식은 연결금구와 중간식에 백제적인 요소가 가미되었으나 사슬, 수식 등
에 대가야적인 요소가 주류를 이루는 점에서 6세기 전엽 백제의 영향에 의해 고령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본다.
쌍용문환두대도는 환두내 용봉문 장식을 별주(別鑄)하여 부착한 점, 도금(鍍金)하지 않고 금장(金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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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장식한 점, 병두금구(柄頭金具)와 초구금구(鞘口金具)의 문양이 용문인 점, 환두(環頭) 내연(內緣)을 각
목문(刻目문)으로 장식한 점으로 볼 때 고령지역산으로 볼 수 있다. 경판부비, 심엽형행엽도 그 형식과 주연
부의 호박씨 모양 장식 못으로 볼 때 대가야산으로 본다.
식리는 백제산, 쌍어패는 신라산으로 추정된다. 조영 시기는 환두대도, 마구로 볼 때 6세기 전엽으로
본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출토유물과 고분의 위치로 볼 때 후쿠이현(福井縣) 와카사만(若狭灣)과 시가현비와
호(琵琶湖)를 연결하는 다카시마지역을 거점으로 한반도와 기나이(畿內)지역을 중계한 호족세력으로 특히
게이타이(繼體)왕권과 관련된 유력수장으로 볼 수 있다.

Ⅴ. 동일본(東日本)

1. 후쿠이현(福井縣)
1) 무카이야마(向山)1호분
와카사정(若狭町)의 무카이야마고분군내에 위치하는 길이 48.6m의 전방후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횡혈
식석실이다.
부장품은 금제 수식부이식 1점, 철모 1점, 방제경(倣製鏡) 2면, 삼각판혁결판갑(三角板革結板甲) 2점,
무기, 옥류, 빗(竪櫛) 등이 출토되었다. 조영 시기는 횡혈식석실의 구조, 수식부이식, 스에키로 볼 때 5세기
중엽이다.
수식부이식은 사슬, 중간식인 공구체, 수식의 외연을 각목문으로 장식한 점으로 볼 때 대가야산이다.
대부 단면 다각형철모도 대가야산으로 파악된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석실의 구조와 부장품으로 볼 때 와카사만을 통하여 북부 규슈세력과 연계하여 한
반도 남부지역과 교류한 이 지역의 수장으로 볼 수 있다.

2) 니시즈카(西塚)고분
와카사정(若狭町) 와키부쿠로(脇袋)고분군에 속하는 전방후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횡혈식석실이다.
부장품은 금제 수식부이식 2점, 금동제 대장식금구 1식, 철지금동장 검릉형행엽 2점, 철지금동장 심엽
형경판부비 1점, 지석(砥石) 2점, 금령(金鈴) 4점 등이 있다.
조영 시기는 출토된 검릉형행엽, 수식부이식, 스에키로 볼 때 5세기 후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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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부이식은 수식만 남았으나 그 크기와 장식이 구마모토현(熊本縣) 에타후나야마(江田船山)고분 출토
수식부이식에 필적하는 조형미가 뛰어난 것으로, 수식 외연을 각목문으로 장식한 점, 수식 중앙에 유리제
옥을 감입한 점, 수식 단부에 금립으로 장식한 점에서 대가야산으로 본다.
검릉형행엽도 옥전M3호분과 고령군 지산동44호분 출토품 사이에 해당하는 형식인 점에서 대가야산으
로 본다.
대장식구는 과판(銙板)의 장식이 반육조의 용문, 봉황문인 점에서 대가야산으로 추정된다. 또한 휴대용
지석도 지산동44호분 출토품과 유사한 점에서 대가야산으로 본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석실구조와 부장품으로 볼 때 와카만을 통하여 규슈세력과 연계하여 특히 대가야와
직접 교류한 이 지역의 대 수장으로 볼 수 있다.

3) 쥬젠노모리(十善ノ森)고분
와카사정(若狭町)의 덴토쿠지(天德寺)에 위치하는 길이 67m의 전방후원분으로 전방부와 후원부에 각
각 횡형식석실이 있다.
후원부석실에서는 금동제 식리, 금동제 귀면문대장식금구, 금동제 성시구, 금동제 영부경판부비, 금동
제 화변형좌금구, 철지금동장 행엽, 금동제 안금구(鞍金具), 철지금동장 운주, 목심철판장 등자, 환령, 곡
옥, 관옥, 상감유리옥, 조옥(棗玉), 환옥, 소옥, 금동제 삼륜옥, 상감유리옥 등이 출토되었다.
조영 시기는 횡혈식석실의 구조, 마구, 스에키로 볼 때 5세기 말로 파악된다.
부장품 가운데 철지금동장 영부행엽은 고령군 지산동44호분 출토 행엽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방울
이 지산동44호분 출토 금동제 안교부속 방울과 같이 양이(兩耳)가 부착된 점에서 대가야산이 분명하다.
영부내만타원형경판비는 철지금동장의 판에 금동제 쌍용문투조판을 겹쳐서 만든 것으로 그 유례가 고
령출토품으로 전해지는 삼성미술관 소장품에 있고 그 방울이 지산동44호분 출토 안교의 부속구와 유사한
점에서 역시 대가야산으로 본다.
안금구는 분리안으로 그 구조와 병대로 볼 때 대가야산이다.
쌍엽검릉형행엽도 종래 일본열도산으로 파악되어왔으나 고성군 송학동1호분에서 출토되고, 그 초기 형
식인 점에서 대가야산으로 본다.
식리는 종래 금동제 관과 관모로 인식되어왔으나 주연금구와 어형장식이 나주시 복암리3호분 96석실
출토품과 유사한 것에서 백제산으로 추정되나, 대가야 마구에 보이는 유리옥을 상감한 점에서 대가야산일
가능성도 있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석실의 구조와 부장품으로 볼 때 와카만을 통하여 북부 큐슈세력과 연계하여 대가
야, 백제와 직접 교류한 와키부쿠로(脇袋)고분군에 속하는 니시즈카(西塚)고분에 후속하는 와카사(若狹)지
역의 대수장묘이다. 더욱이 이 고분군의 금공품이 대가야산에서 백제산으로 바뀌는 것은 교섭상대의 변화
를 보여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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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덴진야마(天神山)7호분
후쿠이시(福井市) 시노오정(篠尾町)에 위치하는 사코(酒生)고분군내 텐진야마(天神山)지군내에 있다.
직경 52m의 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2기의 병행하는 점토곽내의 할죽형목관(割竹形木棺)이다.
제 1주체부에서 금제 수식부이식 2점, 시통(矢筒) 1점 등이 출토되었다. 조영 시기는 수식부이식, 갑주
로 볼 때 5세기 중엽으로 본다.
수식부이식은 사슬, 중간식인 공구체, 삼익형의 수식의 형태로 볼 때 대가야산이다. 성시구도 대륜형인
점에서 대가야산으로 본다. 이 고분은 대형 원분이고 출토된 금제 수식부이식, 성시구가 그 형식으로 볼 때
대가야산인 점에서 대외교섭을 담당한 이 지역의 수장묘로 파악된다.

5) 니혼마츠야마(二本松山)고분
에헤지정(永平寺町)의 산정상부에 조영된 마츠오카(松岡)고분군내 위치한다.
이 고분군의 가장 높은 곳인 해발 273m의 지점에 위치한 길이 90m의 전방후원분인 니혼마츠야마고분
에서는 후쿠이(福井)시내를 관류하는 구즈류카와(九頭龍川)와 동해(東海)의 웅대한 조망을 볼 수 있다. 후원
부의 주형(舟形)석관에서 금동제 관, 은동제 관, 갑주(甲冑), 경(鏡), 옥 등이 출토되었다. 고분의 축조 시기
는 출토된 유물로 볼 때 ５세기 중엽으로 본다.
이 고분은 출토 두 점의 관은 액대식(額帶式)으로 그 가운데 하나는 도은청동제(鍍銀靑銅製)로 U자형
입식(立飾) 위에 세 개의 보주형(寶珠形) 장식이 있다. 다른 하나는 금동제로 위쪽에 아래로 접어 넣은 장식
이 있고 폭이 넓은 관대 중앙에 대형 역보주형 장식이 있는 것이다. 이 두 점의 관의 계통은 그 형태로 볼 때
고령군 지산동32호분과 30호분 출토 대가야양식 금동관에서 구할 수 있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출토유물과 고분의 규모, 입지로 볼 때 동해를 통하여 대가야와 교류한 호쿠리쿠지
방의 유력 수장이다.

2. 이시가와현(石川縣)
1) 와다야마(和田山)고분군
다츠노쿠치정(辰口町), 테라이정(寺井町)에 걸친 62기 이상의 고분으로 구성된 노미(能美)고분군내에
위치한다.
이 가운데 중심고분군이 와다야마고분군이다. 1호분은 직경 16.5m의 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할죽형목
관(割竹形木棺)이다. 부장품은 검릉형행엽, f자형경판부비, 대장식구 등이 출토되었다.
5호분은 길이 63m의 전방후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2기의 점토곽이다. 남쪽의 A곽에서는 철모, U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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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날, 철부, 금령, 동령, 삼륜옥, 변형신수경, 차양주(遮陽冑), 견갑(肩甲), 판갑, 철도 등이 출토되었다. 북
쪽의 B곽에서는 철모, 철정, 철부, 주문경(珠文鏡), 유문경(乳文鏡), 판갑 등이 출토되었다.
1호분의 철지금동장 검릉형행엽, f자형경판부비는 대가야산이다. 5호분 A곽의 철모는 광봉의 장신인
점에서 신라산이며, B곽의 철모는 대부 단면 6각형인 점에서 대가야산이다.
이 고분군의 피장자는 인접한 석호(潟湖)를 항만으로 이용하며 동해를 통하여 대가야와 교류한 호쿠리
쿠(北陸)지방의 유력 호족세력으로 볼 수 있다.

3. 도야마현(富山県)
1) 아사히나가야마(朝日長山)고분
히미시(永見市) 아사히정(朝日町)에 위치한 길이 43m의 전방후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횡구식석실이다.
부장품은 금동제 관모1, 금동제 성시구(盛矢具)2, 철지금동장 검릉형행엽2, 철모1, 철도, 철검1, 철촉
100, 관옥(管玉)2, 환옥(丸玉) 6점 등이 출토되었다. 조영 시기는 검릉형행엽, 스에키로 볼 때 6세기 초로
본다.
이 고분군의 횡구식석실은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인 점에서 창녕의 석실과 관련이 상정된다. 금동제 관모
는 합천군 반계제가A호분 출토품과 유사하여 대가야산으로 본다. 금동제 성시구는 산자형장식을 가진 대륜
형으로 대가야산이다. 검릉형행엽, 철모도 그 형식으로 볼 때 대가야산으로 본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석실의 구조와 부장품으로 볼 때 도야마만(富山灣)을 통하여 대가야와 교류한 수장
으로 볼 수 있다.

4.니이가타현(新潟県)
1) 호나이산노야마(保內三王山)11호분
산죠시(三条市) 호나이산노야마(保內三王山)고분군내에 위치하는 가리비형 전방후원분으로 길이 24m
이며, 매장주체부는 상형목관(箱形木棺)이다.
부장품은 관내에서 방제사수경(倣製四獸鏡) 1점, 소형 관옥 67점, 대형 관옥 2점, 유리제 환옥 34점,
철검 1점, 판상철부 1점이 등이 출토되었다.
11호분 출토 판상철부는 소형이나 두께가 두꺼운 특징으로 볼 때 금관가야산으로 동해를 통해 이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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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후현(岐阜県)
1) 요로이즈카(鎧塚)고분
기후시(岐阜市) 이와사키비산(岩崎眉山)에 위치하는 전방후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미조사이나 후원부
정부에서 가야지역산 통형기대(筒形器臺) 편이 채집되었다.
조영 시기는 분구 형태, 통형기대, 하니와 등의 형태로부터 4세기 후반에 편년된다. 통형기대는 4세기
후엽의 김해시 대성동11호묘 출토품에서 유례가 확인되고, 이 고분군에서 토우가 부착된 기대가 보이는 점
으로 김해지역산으로 파악된다.

2) 아소비즈카(遊塚)고분군
오가키시(大垣市) 아오하카정(靑墓町)에 위치한 아소비즈카(遊塚)고분은 전방후원분으로 길이 80m이
며 매장주체부는 점토곽이다.
부장품은 가죽 방패 위에 북쪽으로부터 철촉 74점, 동촉 33점, 철도 13점, 철검 4점, 가야토기 파수부
단경호(把手附短頸壺)의 개(蓋) 1점, 차륜석(車輪石) 1점, 철부 1점, 철사(鐵鉇) 5점, 철겸(鐵鎌) 4점, 철착
(鐵鑿) 5점, 철병부수부(鐵柄部手斧) 1점과 도자 135점, 철부(鐵斧) 8점, 철겸(鐵鎌) 4점, 철사(鐵鉇) 1점,
철착(鐵鑿) 1점 등이 출토되었다.
아소비즈카고분 출토 파수부단경호의 개는 부산시 화명동7호묘 출토품과 유사한 것으로, 이 토기는 철
제 농공구와 함께 금관가야에서 이입된 것이다. 이 고분군은 조사종료 후 소멸되었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고분의 규모와 출토품으로 볼 때 철기의 이입과 유통을 장악한 토카이(東海)지방의
대 수장으로 추정된다.

6. 아이치현(愛知県)
1) 시다미오즈카고분(志段味大塚)고분
나고야시(名古屋市)에 위치하는 시다미(志段味)고분군내의 가리비형 전방후원분으로 길이 55m이며 매
장주체부는 점토곽이다.
부장품은 삼환령, 목심철판장 등자, 영부경판비, 영부행엽 등의 마구, 금동제 대장식구 등이 출토되었
다. 고분의 축조 시기는 등자로 볼 때 5세기 후엽으로 본다.
이 고분 출토 삼환령, 목심철판장 등자는 등자의 형식으로 볼 때 대가야산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영부
경판비, 영부행엽도 삼환령과 동일한 기법에 의해 제작된 점, 삼성미술관 소장품에 유례가 있는 점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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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대가야산일 가능성도 상정된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한반도산 마구 등을 부장한 것에서 태평양에 면한 이세만(伊勢灣)을 배경으로 활동
한 수장으로 볼 수 있다.

2) 교우가미네(経ヶ峰)1호분
오카자키시(岡崎市)에 위치하는 가리비형 전방후원분고분으로 길이 35m이며 매장주체부는 횡구식석실
이다.
부장품은 석실내에서 내만타원형경판비 등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이 고분 출토품으로 전하는 검릉형행
엽, 철모, 횡장판병유판갑, 철촉, 십금구, 철도 등이 있다.
조영시기는 출토된 스에키가 TK208형식과 병행하는 것에서 5세기 중엽으로 본다. 이 고분의 횡구식석
실은 창녕지역의 석실과 유사하며, 부장된 내만타원형경판비, 검릉형행엽, 철모는 그 형식으로 볼 때 대가
야산으로 본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소형의 가리비형 전방후원분임에도 불구하고 도카이(東海)지방에 처음으로 도입된
초기 횡구식석실내 대가야산 경판비, 검릉형행엽, 철모가 부장한 점에서 한반도 남부지역과 직접 교섭한 이
지역의 수장으로 볼 수 있다.

7. 시즈오카현(静岡縣)
1) 쇼린잔(松林山)고분
이와타시(磐田市)에 위치하는 전방후원분으로 길이 110m이며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이다.
부장품은 판상철부, 삼각연신수경(三角緣神獸鏡) 1점, 내행화문경(內行花文鏡) 2점, 변형사수경(変形
四獸鏡) 1점과 함께 곡옥, 관옥, 금주형석제품(琴柱形石製品), 석천(石釧), 패천(貝釧), 철도, 철검, 철모, 철
촉, 동촉, 파형동기(巴形銅器), 판갑(板甲), 철사(鐵鉇), 철거(鐵鋸), 도자 등이 있다.
조영 시기는 판상철부, 파형동기로 볼 때 4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출토된 판상철부는 형태로 볼 때
금관가야산이다. 또 인접한 신메이(神明)고분군에서 출토된 통형기대도 형태, 황갈색의 색조와 토우가 부착
된 점에서 역시 금관가야산으로 판단된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고분의 규모와 출토품으로 볼 때 철기의 이입과 유통을 장악한 도카이(東海)지방의
대수장(大首長)으로 추정된다.

2) 이시노카미(石ノ形)고분
후쿠로이시(袋井市)의 구니모토(國本)에 위치하는 직경 27m의 원분이며 매장주체부는 2기의 상형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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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서쪽 주체부의 관내에서는 철지금동장 f자형경판부비, 철제 내만타원형경판비 등이 출토되었다. 고분
의 조영 시기는 출토된 스에키가 TK23형식인 점과 f자형경판부비, 타원형경판비로 볼 때 5세기 후엽으로
본다.
f자형경판부비, 타원형경판비는 합천군 옥전M3호분과 같은 형식의 대가야산 마구로 판단된다.

3) 다다오즈카(多田大塚)4호분
다가타군(田方郡) 니라야마정(韮山町)에 위치하는 다다오즈카(多田大塚)고분군내에 있는 직경 22m의
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이다. f자형경판부비, 방제동향식수수경(倣製同向式袖獸鏡) 등이 출토되
었다. TK208형식과 병행하는 스에키가 출토되었다.
4호분 출토 f자형경판부비는 일본열도 출토품 가운데 최고식의 대가야산 마구로서 대가야와 왜의 교섭
이 5세기 중엽에 개시된 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8. 나가노현(長野県)
1) 사쿠라가오카(櫻ケ丘)고분
마츠모토시(松本市) 아사마(淺間)의 사쿠라가오카에 위치하는 직경 30m의 원분이으로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이다. 석곽은 중간을 석렬로 구획하여 서남쪽을 주곽, 동북쪽을 부곽으로 하였다. 부장품은 부곽
에서 금동제 관 1점 등이 출토되었다. 고분의 조영 시기는 금동관과 판갑으로 볼 때 5세기 중엽에서 후반에
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고분 출토 관은 파상점렬문(波狀点列文)을 시문한 점과 중앙 돌기에 앵무새 부리형의 장식을 가진
점에서, 고령군 지산동32호분 출토 관을 조형으로 제작된 것으로 본다. 사쿠라가오카고분은 단독으로 조영
된 원분으로 소형분임에도 금동관을 소유하고 이 시기 일본열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곽을 갖춘 점에서
그 피장자는 대가야로부터의 이주민으로 본다.

2) 아제치(畦地)1호분
이다시(飯田市) 에 위치하는 직경 19.8m의 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횡혈식석실이다. 석실은 후벽과 좌
벽의 연접부에 부장공간으로 보이는 측실을 두었다.
부장품은 은제 수식부이식, 동지금장제 소환이식, 유리제 상감옥, 수정제 곡옥, 옥, 금동제 성시구, 경
판부비, 행엽, 운주, 괘갑, 철도, 철검, 철촉, 도자 스에키(須惠器), 하지키(土師器) 등이 출토 되었다.
이 고분의 판석조석실은 창녕, 칠곡, 구미지역의 석실과 유사하고, 측실 구조는 성주군 성산동2호분의
배장석곽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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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제 수식부이식은 사슬과 중산식인 공구체의 형태와 함께 수식 외연을 각목문으로 장식한 점, 수식 중
앙에 유리제 옥을 감입한 점, 수식 단부에 은립으로 장식한 점에서 대가야산으로 본다.
금동제 성시구는 산자형장식을 가진 대륜형으로 대가야산이다. 상감유리옥도 한반도를 경유하여 이입
된 것이다.

3) 미야가이토(宮垣外)고분군
이다시(飯田市)에 위치하는 미조구치노즈카(溝口の塚)고분을 중심으로 하는 5세기 후반의 고분군으로
주구묘의 주구 내부 및 주구묘역 밖에 단독으로 조영된 수혈이 있다.
수혈에는 말을 매장한 것도 있으며 10호수혈에서는 말 한 마리 분의 뼈가 출토되었다. 64호수혈에서는
ｆ자형경판부비와 검릉형행엽, 환형운주, 등자 등이 출토되었다.
이 고분군은 출토된 마구로 볼 때 대가야에서 이주한 말 사육과 직접 관련된 이주민 집단의 묘역으로
추정된다.

4) 미조구치노즈카(溝口の塚)고분
이다시(飯田市)에 위치하는 전방후원분으로 길이 47.5m이며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이다.
부장품은 철모 1점, 녹각제도장구류(鹿角製刀裝具類) 등이 출토되었다.
피장자는 양호한 상태로 출토된 인골로 볼 때 추정신장 164cm, 40세를 전후한 나이의 남성이며 신장,
두형, 치아와 같은 형질적 특징으로 볼 때 이주민으로 추정되고 있다. 축조 시기는 5세기 후엽으로 본다.
이 고분에서는 이주민의 형질적 특성을 가진 인골과 함께 대가야의 특징적인 무기인 대부 단면다각형
철모가 출토되고 인접한 미야가이토(宮垣外)고분군에서 말을 순장한 수혈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인골의 형질적 특성과 부장품 등으로 볼 때 마사집단을 통솔한 대가야 이주민 수장
으로 추정된다.

5) 아라이하라(新井原)고분군
이다시(飯田市)의 10여기 원분으로 구성된 고분군이다. 12호분은 이 고분군의 중심고분으로 길이 25ｍ
가리비식 전방후원분이다. 이 고분의 북동부 주구 주변에서 확인된 4호 수혈에서 철지금동장 ｆ자형경판부
비와 검릉형행엽이 착장된 한 마리분의 말이 출토되었다.
2호분은 직경 40m의 원분으로 서쪽 주구에서 말이 순장된 수혈이 3기 확인되었다. 수혈내에서 목심철
판장 등자가 출토되었다. 이 고분군은 출토된 마구로 볼 때 5세기 후반에 조영된 것으로 본다.
이 고분군의 말 순장 수혈에서 출토된 ｆ자형경판부비, 검릉형행엽, 등자가 대가야산 마구인 점에서,
이 지역의 말은 마사집단과 함께 대가야에서 이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고분군의 피장자는 말을 다수 순장한 점에서 대가야로부터 이주한 마사집단의 수장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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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묘젠오즈카(妙前大塚)고분
이다시(飯田市) 묘젠(妙前)에 위치하는 직경 29.5m의 원분이며 매장주체부는 역곽(礫槨)과 목관 직장
(直葬)이다.
부장품은 역곽(礫槨)에서 사방백철지금동장차양주(四方白鐵地金銅張遮陽胃) 1점, 철모, 철검, 철촉, 농
공구 등이 출토되었다. 역곽의 조영 시기는 5세기 후엽으로 추정된다.
이 고분 출토 차양주는 지판이 방형으로 합천군 반계제 가A호분 출토품과 유사한 점이 주목된다.

9. 야마나시현(山梨県)
1) 오마루야마(大丸山)고분
나카미치정(中道町)에 위치하는 길이 120m의 전방후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과 조합식 석관
(組合式石棺)이 있다.
석곽에서 종장판혁결판갑(縱長板革結板甲), 철병부수부(鐵柄附手斧) 1점, 판상철부 3점, 철부 7점, 철
겸 6점, 철사(鐵鉇) 2점, 철착(鐵鑿) 2점, 철거(鐵鋸) 1점 등이 출토되었다.
조영 시기는 갑주, 판상 철부로 볼 때 4세기 후반에 편년된다. 이 고분에서 출토된 종장판혁결판갑은
금관가야계, 철병부수부, 판상철부는 철부 등의 철제품과 함께 금관가야산으로 파악된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풍부한 금관가야산 철제품으로 볼 때 내륙교통의 요충인 코후(甲府)분지를 통한 철
제품의 이입과 유통을 장악한 유력수장으로 판단된다.

10. 군마현(群馬県)
1) 겐자키나가토로니시(劍崎長瀞西)고분군
다카사키시(高崎市) 겐자키나가토로니시(劍崎長瀞西)고분군내에 있다.
5세기 후엽의 방분인 10호분은 적석총으로 분구 정상부에서는 금제 수식부이식이 출토되었다. 이 고분
군과 같은 시기의 취락에서는 한식계(韓式系)토기로 불리는 시루, 옹 등을 비롯한 연질토기가 출토되었다.
５세기 중엽의 1, 2호분에 인접한 13호 수혈(길이1.5m, 폭0.6m)에서는 철제 재갈이 마치(馬齒) 및 뼈
의 일부와 함께 출토되었다. 매장된 말의 크기는 수혈의 크기로 볼 때 몸높이는 1.3m, 몸길이는 1.5m 정도
로 추측된다.
이 고분 출토품 가운데 금제 수식부이식은 사슬과 중산식인 공구체의 형태와 함께 수식 외연을 각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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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장식한 점으로 볼 때 대가야산이 분명하다. 연질토기도 고령군 연조리 왕궁지 출토품과 유사한 시루
의 형태와 격자타날로 볼 때 대가야계 토기로 본다.
이 고분군의 피장자는 말 순장 수혈과 출토된 유물로 볼 대 대가야에서 이입된 마사집단으로 볼 수 있다.

2) 이데후타고야마(井出二子山)고분
다카사키시(高埼市)에 위치하는 전방후원분으로 길이 108m이며 매장주체부는 후원부의 역곽(礫槨)내
에 주형(舟形)석관이다.
부장품은 금제 장식, 금동제 화살통(矢筒), 철지금동장 검릉형행엽과 f자형경판부비, 은제 환두대도, 운
모제 심엽형수식 등이 있다. 금제 장식, 금동제 성시구, 금동제 검릉형행엽과 f자형경판부비, 은제 환두대도
는 대가야산이다. 운모제 심엽형수식은 그 형식과 경주지역에서 다수 출토되는 것에서 신라산이다. 이 고분
군에 인접하여 같은 시기의 이주민의 고분인 금동제 식리(飾履)가 출토된 야츠(谷ツ)고분이 있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고분의 규모가 대형인 점과 동일본에서 가장 화려한 대가야산 금공품을 소유한 점,
이주민을 보유한 점에서 한반도 남부 특히 대가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5세기 후엽 가미츠케노(上毛野) 지
방의 대 호족으로 본다.

3) 시모시바야츠(下芝谷ツ)고분
미사츠정(箕鄕町) 시모시바(下芝)에 위치하는 길이 20m의 방분으로 전면을 즙석하였으며 매장주체부
는 수혈식석곽이다. 부장품은 금동장 식리(飾履), 철지금동장(鐵地金銅張) f자형경판부비, 삼환령(三環鈴),
검릉형행엽 편 등이 출토되었다.
조영 시기는 식리와 마구로 볼 때 6세기 초로 편년된다. 식리는 후쿠이현(福井縣) 주젠노모리(十善の
森)고분 출토품과 같이 유리제 옥을 감입한 점이 특징이며, 고령 지산동44호분 출토 대가야의 식금구와 제
작기법이 동일하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석곽주위를 적석한 점, 소형분임에도 불구하고 금동제 식리와 같은 금공품을 보유
한 점에서 대가야에서 이주한 이주민으로 추정된다.

4) 가나이히가시우라(金井東裏)유적
시부카와시(渋川市) 가나이히가시우라(金井東裏)에 위치하는 취락유적이다. 6세기 초에 분화한 하루나
산의 화쇄류에 매몰된 4구의 인골이 발견되었으며, 주변에서는 수혈주거지, 굴립주건물, 평지건물과 밭으
로 구성된 택지, 도로 등이 출토되었다.
갑옷을 착장한 1호인골은 40대 남성으로 추정신장 164cm의 이주민의 형질을 갖추고 있으며, 갑옷을
착장하고 투구를 양손에 들고 녹각제 자루 도자, 숫돌을 휴대하고 있었다. 1호 인골은 인골의 스트론튬 분
석에 의해 나가노현(長野縣) 이서의 지역에서 유년기를 보낸 것으로 추정되며 말 사육과 관련된 집단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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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추정된다.
1호 인골은 형질적 특징과 녹각제 자루 도자, 휴대용 숫돌로 볼 때 5세기 후반부터 말 사육이 성행한 나
가노현(長野縣)지역에서 이주한 대가야계 이주민으로 생각된다.

5) 간논야마(観音山)고분
다카사키시(高崎市) 와타누키정(綿貫町)에 위치하는 전방후원분으로 길이 97.2m이며 매장주체부는 횡
혈식석실이다.
부장품은 돌기부주(突起附冑), 동제 수병(水瓶), 수대경(獣帯鏡), 금동제 영부대대(鈴附大帯), 금은장
(金銀装) 대도(大刀) 등이 있다. 수대경은 백제·무령왕릉 출토품과 동범경(同笵鏡)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석실 구조와 출토 유물로 볼 때 6세기 후반에 축조되었다.
돌기부주는 합천군 반계제 가A호분 관모주의 계통의 것으로 대가야에서 제작된 것이다.
동제 수병(水瓶)은 부조산이나 신라를 경유한 것이며, 금동제 보요부입주식운주, 심엽형행엽은 신라산
이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고분의 규모와 6세기의 삼국의 공예기술을 집약한 부장품을 소유한 것에서 한반도
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가미츠케노(上毛野) 지방의 호족으로 본다.

6) 마에후타고야마(前二子山)고분
마에바시시(前橋市) 오무로(大室)에 위치하는 전방후원분으로 길이 148m이며 매장주체부는 횡혈식석
실이다.
부장품은 금제 소환이식 2점, 은제공옥, 철지금동장 검릉형행엽 등이 출토되었다. 금제 소환이식은 세
환인 점과 공반된 검릉형행엽과 같이 대가야산으로 추정된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석실의 구조와 부장품으로 볼 때 북부 규슈(九州)지역의 호족세력과 연계하여 한반
도 남부지역과 교류한 이 지역의 유력 수장으로 볼 수 있다.

11. 사이타마현(埼玉縣)
1) 사키타마(埼玉)고분군
사이타마시(埼玉市)에 위치하는 ５세기 후반～７세기 전반에 조영된 8기의 전방후원분과 1기의 대형
원분을 중심으로 중소형의 방분과 원분이 조영된 대규모 고분군이다.
이나리야마(稲荷山)고분은 길이 120m의 전방후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후원부의 서쪽과 남쪽에 조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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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곽과 점토곽이며 근래 그 중앙부에서 또 1기가 확인되었다. 역곽에서는 금상감명철검 외에 금동제 대장식
구, 마구, 화문대환상유신수경(画文帯環状乳神獣鏡), 철검, 철촉, 철모, 곡옥, 은환 등이 출토되었다. 금상
감명철검의 신해년(辛亥年)과 와카타케루대왕(獲加多支鹵大王)은 서력 471년으로 왜왕 무(武)인 유라쿠(雄
略)으로 비정되고 있다.
이 고분의 철지금동장 ｆ자형경판부비, 환상운주, 대장식구, 삼환령, 철모는 고령, 합천지역 출토품과
형태와 조합관계가 일치하여 대가야에서 이입된 것으로 본다. 더욱이 금상감명철검은 당시 왜에서는 상감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물과 함께 일본열도에 이주한 대가야의 공인이 제작하였을 가능
성이 크다.
쇼군야마(将軍山)고분은 6세기 후반에 조영된 길이 90m 전방후원분인 신라로부터 이입된 마주(馬冑),
동령(銅鈴), 동완(銅琬)이 출토되었다. 금동제 삼엽형환두대도는 환두부와 병두금구에 용문를 시문하고 환
두내 장식을 별주하여 삽입한 점에서 6세기 중엽의 대가야산 환두대도로 본다.
이 고분군은 왜왕권과 함께 가야·신라와 관계를 가진 무사시노쿠니(武蔵國)의 호족에 의해 조영된 것
으로 본다.

12. 가나가와현(神奈川縣)
1) 신도오즈카야마(真土大塚山)고분
히라즈카시(平塚市)에 위치하는 고분으로 분구는 파괴되었으며 매장주체부는 점토곽(粘土槨)이다. 부장
품은 판상철부, 파형동기(巴形銅器), 삼각연신수경(三角緣神獸鏡) 1점, 철부, 철사(鐵鉇), 등이 출토되었다.
조영 시기는 판상철부와 파형동기로 볼 때 4세기 말로 추정된다. 판상철부는 그 형태로 금관가야산으로
추정된다.

13. 도쿄토(東京都)
1) 고마에가메즈카(狛江亀塚)고분
고마에시(狛江市)에 위치하는 가리비형 전방후원분으로 길이 48m이며 매장주체부는 2개의 목탄곽(木
炭槨)과 조합식석관이다.
상부의 목탄곽에서는 모조(毛彫)로 용, 기린(말), 인물을 시문한 3점의 금동제 판 등이 출토되었다.
하부의 목탄곽에서는 철지금동장 f자형경판부비, 철지금동장 검릉형행엽, 목심철판장 등자, 안금구, 운
주 등이 출토되었다. 조영 시기는 마구로 볼 때 6세기 초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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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품 가운데 f자형경판부비, 검릉형행엽, 등자, 운주, 안금구는 그 형식으로 볼 때 대가야산이다. 모
조 금동제판은 인물상 등에 서역적인 요소가 보여 주목되며, 주연부가 천공된 것에서 피혁 등에 부착한 관
부속구로 추정된다.

14. 치바현(千葉縣)
1) 오사쿠(大作)31호분
사쿠라시(佐倉市)에 위치하는 직경 15m의 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파괴되었으나 석실로 추정된다. 주
구의 서쪽에 접한 수혈에서 마치(馬齒)와 함께 내만타원형경판부비와 안금구가 출토되었다. 조영 시기는 마
구로 볼 때 5세기 후엽으로 추정된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출토된 마구로 볼 때 대가야에서 이주한 말 사육과 직접 관련된 이주민으로 추정된다.

2) 아네자키후타고즈카(姉崎二子塚)고분
이치하라시(市原市) 아네자키(姉崎)에 위치하는 전방후원분으로 길이 93m 매장주체부는 유물의 출토
상태로 볼 때 전방부와 후원부에 각각 1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방부의 매장주체부에서 충토된 은제 수식부이식 2점의 수식부이식은 사슬, 수식 등의 요소로 볼 때
대가야산으로 본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그 고분의 입지와 부장품으로 볼 때 토쿄만을 통하여 한반도 남부와 교류한 이 지
역의 유력호족으로 볼 수 있다.

3) 기온오즈카야마(祇園大塚山)고분
기사라즈시(木更津市) 기온아자오키(祇園字沖)에 있었던 전방후원분으로 매장주체부는 6매의 판석을
조합한 석관으로 추정된다.
부장품은 은제 수식부이식 2점, 금동제 차양주(遮陽冑), 금동제 괘갑(挂甲)소찰, 철정 등이 있다.
조영 시기는 수식부이식과 스에키로 볼 때 5세기 중엽으로 본다. 이 고분 출토 수식부이식은 사슬, 수
식 등의 요소로 볼 때 대가야산으로 본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그 고분의 입지와 부장품으로 볼 때 도쿄만을 통하여 한반도 남부와 교류한 이 지
역의 유력호족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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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바라키현(茨城県)
1) 산마이즈카(三味塚)고분
나메카타시(行方市) 오키스(沖洲)에 위치하는 전방후원분으로 길이 85m이며 매장주체부는 조합식석관
이다.
부장품은 금동제 이산식관 1점, 금동제 수식부이식 2점, f자형경판부비 등이 출토되었다.
조영 시기는 마구와 수식부이식으로 볼 때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동제
수식부이식은 f자형경판부비와 함께 대가야산으로 본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그 고분의 입지와 부장품으로 볼 때 카스미가우라호를 기반으로 한반도 남부와 교
류한 이 지역의 호족으로 볼 수 있다.

16. 도치기현(栃木縣)
1) 구와(桑)57호분
오야마시(小山市)에 위치하는 가리비형 전방후원분으로 길이 38.3m이며 매장주체부는 목관묘이다.
부장품은 금동제 관 1점외 녹각장도자(鹿角裝刀子) 4점, 녹각장추(鹿角裝錐) 1점, 녹각장사(鹿角裝鉇)
2점, 청동제 령(鈴) 8점 등이 출토되었다.
조영 시기는 출토된 금동관으로 볼 때 5세기 후엽으로 본다. 금동관은 반원형입식이 없으나 액대에서
직접 3개의 입식을 세우고 전방부만을 장식한 점에서 고령군 지산동30호분과 32호분 출토 관과 같은 계통
이다.

17. 후쿠시마현(福島県)
1) 아이즈오즈카야마(会津大塚山)고분
아이즈와카마츠시(会津若松市)에 위치하는 전방후원분으로 길이 114m이며 매장주체부는 후원부에서
분구 주축과 직교하게 남북으로 조영된 2기의 할죽형목관(割竹形木棺)이다.
북관에서 출토된 판상철부는 유견철부와 함께 형태적으로 금관가야산이라 볼 수 있다.
이 고분의 피장자는 고분의 규모와 도호쿠(東北)지방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금관가야산 철제품과 삼각연
신수경(三角緣神獸鏡)을 보유한 점에서 철제품의 이입과 유통을 장악한 유력 수장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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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일본열도속의 가야 문화

1. 규슈(九州)
나가사키현(長岐縣)에서는 함안 우거리가마에서 생산된 아라가야산 승석문호가 다수 확인된다. 3-4세
기의 다이쇼군야마(大將軍山)고분, 아사히야마(朝日山)고분, 미네(三根)유적, 세토바루(瀨戶原)유적, 고후노
사에(コフノサエ)유적, 하루노츠지(原の辻)유적 등이다. 또한 후쿠오카현(福岡縣) 미쿠모(三雲)유적, 히가시
시모타(東下田)유적, 니시신마치(西新町)유적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3-4세기 아라가야양식 승석문호가 낙
동강, 남강, 황강수계와 남해안 일대를 포함하는 광역분포권을 형성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그래서 아라
가야세력이 한반도 남부지역과 일본열도의 규슈지역을 연결하는 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후쿠오카현(福岡縣)에서는 이케노우에(池の上)고분군과 고데라(古寺)고분군에서는 소가야계 이주민의
존재가 현저하다. 즉 5세기 전엽 양고분군에서는 삼각투창고배와 함께 수평구연호, 발형기대, 유공광구소
호가 출토되었다. 고배의 삼각투창, 호의 수평구연에 가까운 구연부 처리와 동하부의 타날, 유공광구소호의
경부 돌대와 발형기대의 파상문 형태 등으로 보아 소가야양식 토기와 유사하다. 사가현(佐賀縣) 스즈쿠마
(鈴熊)유적의 ST001·002고분 출토 소가야양식의 유공광구소호도 태토분석 결과 아사쿠라(朝倉)산으로 파
악되었다. 이러한 초기 스에키(須惠器)는 당시 규슈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가야 지역의 공인이 제작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토기는 형식과 기종의 구성에서 소가야양식으로 파악되나, 세부형태가 다른 점
에서 후쿠오카현 고구마(小隈)유적 등에서 출토되는 것에서 아사쿠라(朝倉)가마산으로 본다. 그런데 오바데
라유적과 달리 소가야양식과 세부적인 차이가 보이는 이유는 이러한 토기가 1세대 공인에 의해 생산된 것이
아니라 오사카부 스에무라TK73형식과 같이 2세대 공인에 의해 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장차 아사쿠라의
가마유적을 포함한 규슈지역에서 오바데라유적과 같은 조업 개시기 가마의 발견이 기대된다.
규슈지역에서의 소가야의 활동은 나가사키현(長崎縣) 고후노사에(コフノサエ)유적, 도우토고야마(トウ
トゴ山)유적, 미시마(箕島)고분군, 오이타현(大分縣) 후나오카야마(船岡山)유적 등에서 다수 출토되는 것에
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5세기 전반 소가야는 아라가야를 대신하여 남강과 금강수계를 통하여 백제지역
과의 교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제와 일본열도와의 중계교역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마모토현(熊本縣) 에타후나야마(江田船山)고분에는 대가야산 금공품이 조합을 이루며 부장되어 주목
된다. 이 고분에 5세기 후엽 부장된 용문환두대도는 환두부 내연을 각목문으로 장식한 점, 대장식금구는 반
육조 용문을 시문하고 외연을 능삼문으로 구획한 점, 장쇄식(長鎖式)이식은 사슬과 중간식인 공구체의 형태
및 원추형의 수식과 그 하단의 금립을 붙인 점, f자형경판부비는 부착된 방울의 측면에 양이(兩耳)를 가진
점, 철모는 대부가 단면 다각형인 점에서 대가야산으로 본다.
더욱이 에타후나야마고분이 위치하는 기쿠치가와(菊池川)일대에는 특히 대가야산 금제 이식이 다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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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된다. 덴사야마(傳佐山)고분에서는 수식부이식, 군집분인 시로카츠지(城ヶ辻)6호분에서는 금제 소환이식
이 출토되었다.
에타후나야마(江田船山)고분의 피장자는 아리아케카이(有明海)를 통하여 한반도 교섭에 직접 종사한 호
족으로 파악된다.
대가야산 수식부 이식은 시모키타가타(下北方)5호 지하식횡혈묘, 구마모토현 모노미야구라(物見櫓)고
분, 사가현(佐賀県) 다마시마(玉島)고분, 시마다즈카(島田塚)고분, 후쿠오카현 히하이즈카(日拜塚)고분, 다
테야마야마(立山山)8호분 등 규슈 전역에 분포한다. 이는 대가야가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에 걸쳐 규슈지
역과의 교섭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방증하는 것이 미야자키현(宮崎縣) 시모노하루(下ノ原)고분
군, 고키바루(小木原) 지하식횡혈묘, 시마노우치(島內) 지하식횡혈묘군 등에서 대가야 마사집단에 의해 사
육된 말이 확인되는 것이다.

2. 서일본(西日本)
시코쿠(四國)지방의 에히메현(愛媛縣)에서는 가야지역의 이주민에 의한 초기 스에키가 제작되어 주목된
다. 아라가야양식의 통형 각부에 능형 혹은 원형의 투공을 가진 통형 고배는 가가와현(香川縣) 미야야마(宮
山)요, 미타니사부로이케(三谷三郞池)요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아라가야로부터의 토기제작 공인의 이주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朴天秀 1993). 그 후 에히메현(愛媛縣) 사루카타니(猿ヶ谷)2호분과 후나카타니(船ヶ谷)
유적에서 집중적으로 아라가야산 토기가 출토되는 것에서도 증명되었다.
5세기 전반 에히메현(愛媛県)에서 소가야의 활동이 확인된다. 이치바미나미구미(市場南組)유적에서는
후쿠오카현 고구마(小隈)유적 등의 아사쿠라(朝倉)가마와 같이 소가야계 공인이 이주하여 조업한 것이 틀림
없다. 이는 인접한 돈다바라(土壇原)고분군에서 후쿠오카현 이케노우에(池の上)고분군과 고데라(古寺)고분
군과 같이 5세기 일본열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매장주체부내에서 토기가 부장되기 때문이다. 즉 이치바미
나미구미(市場南組)유적에서 제작된 초기 스에키가 부장되어 토기가 부장되는 것은 망자에게 음식물을 공
헌하는 한반도 남부의 묘제를 따른 것으로, 이 고분군의 피장자는 소가야계 토기 공인 집단일 가능성이 크
기 때문이다. 이치바미나미구미(市場南組)유적에서 제작된 소가야양식 초기 스에키는 가고시마현(鹿児島
県) 진료10(神嶺)호분, 미야자키현(宮崎縣) 치쿠이케(築池)횡혈묘, 오카야마현(岡山県) 츠데라(津寺)유적,
효고현 니시오카모토(西岡本)유적 등 넓은 범위에서 출토되는 것이 특징이다.
돗토리현(鳥取縣) 나가세타카하마(長瀨高浜)유적 출토 유충문(幼蟲文) 개(蓋)는 기형, 흑색의 색조와 유
충문의 형태로 볼 때 창녕 지역산으로 파악된다. 시마네현(島根縣) 미타카타니(弥陀ヶ谷) 출토 대부장경호
또한 각부의 형태로 볼 때 창녕지역 양식일 가능성이 높다. 시마네현 이주모코쿠후(出雲国府)유적 출토 고
배도 기형과 소성으로 볼 때 같은 지역양식으로 보인다. 오카야마현(岡山縣) 사이토미(齋富)유적 출토 고배
개는 시문된 유충문과 흑색 색조로 볼 때 창녕지역산으로 파악된다.

유적 유물로 본 일본열도 속의 가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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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산 토기는 나가사키현(長崎縣) 미시마(箕島)고분군에서 확인되며, 동해안의 돗토리현, 시마네현,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의 오카야마야현에서도 확인되는 것에서 해로를 따라 이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창녕 비사벌세력의 5세기 전반대 낙동강과 남해안 걸친 활동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에히메현(愛媛縣)이 위치하는 시코쿠(四國)지방에 대가야산 토기가 집중하는 것도 흥미롭다. 즉 에히메
현(愛媛縣) 기노모토(樹之本)고분 출토 유개식장경호는 에히메현 가라코다이(唐子臺)80지점에서 출토 고배
와 함께 5세기 중엽에 이입된 것이다. 6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에히메현 하리마즈카(播磨塚)고분·도죠(東條)
고분·시로카타니(城ヶ谷)고분, 이세야마오츠카(伊勢山大塚)고분 등에 이입되기 때문이다.
이는 토기는 문물보다는 사람의 이동과 관련되고 특히 이 지역에 집중하는 것에서 대가야가 왜와의 교
통에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를 활용하면서 에히메현(愛媛縣)에 거점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시
코쿠(四國)지방의 대안(對岸)인 쥬코쿠(中國)지방의 오카야마현에서도 덴구야마(天狗山)고분의 f자형경판부
비, 검릉형행엽, 우시부미차우스야마(牛文茶臼山)고분의 금동제 귀면문대장식구 1식 등의 대가야산 문물이
확인되는 것에서 대가야가 세토나이카이(瀨戶內海)의 호족 세력과 관계망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긴키(近畿)
일본열도 고분시대 전기의 판상철부(板狀鐵斧)는 정형화된 철정이 성립되기 이전에 농공구로서의 용도
뿐만 아니라 철소재로서의 역할을 겸했다. 판상철부는 일본열도 전역에 걸쳐서 분포하며 특히 교토부(京都
府) 츠바이오즈카(椿井大塚山)고분, 오사카부(大阪府) 마나이(眞名井)고분, 니와토리즈카(庭鳥塚)고분, 교
토부 죠호지미나미바라(長法寺南原)고분, 나라현(奈良縣) 이케노우찌(池ノ內)６호분 등에서 출토되었다. 이
시기의 판상철부는 3세기 중엽에 조영된 김해시 대성동29호분에서 유사한 형식의 것이 다수 출토되고, 나
라현 이케노우치６호묘와 후쿠시마현 아이즈오즈카야마고분에서 금관가야산 유견대상철부有肩袋狀鐵斧가
함께 출토된 점에서 김해지역에서 이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후 판상철부는 비실용화되면서 판상철부형
철정으로 변하였다가 다시 철정으로 변화한다.
4세기 후엽 금관가야형 철정은 김해시 대성동1,2,3호묘, 부산시 복천동54호묘, 김해시 칠산동20호묘
출토품으로 볼 때 측면이 대칭이고 단부가 직선적인 것이 특징이다. 4세기 후엽 효고현(兵庫縣) 교자즈카
(行者塚)고분, 교토부(京都府) 야하타오즈카(八幡大塚)고분, 와카야마현(和歌山縣) 마루야마(丸山)고분 출토
철정은 전자의 금관가야산과 형태가 유사한 점에서 이 시기 다른 철제품과 같이 김해지역에서 이입된 것으
로 파악된다.
특히 필자는 효고현(兵庫縣) 교자즈카(行者塚)고분에서 원형, 장방판경판부비, 철정, 철복(鐵鍑), 철부,
철겸, 철상(鐵床) 등 금관가야산 마구와 철제품과 함께 용문투조 진(晋)식 대장식구가 출토된 것에 주목하였
다. 왜냐하면 종래 나라현(奈良縣) 신야마(新山)고분 출토 대장식구는 일본열도에 독자적으로 이입된 것으
로 파악되어왔기 때문이다. 필자는 효고현(兵庫縣) 교자즈카(行子塚) 출토 진(晋)식 대장식구가 금관가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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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품과 공반된 것에서 이는 금관가야를 경유하여 이입된 것으로 보았다(박천수 2007). 이후 김해시 대성
동88호묘에서 진(晋)식 대장식구가 출토되어 필자의 추론이 증명되었다.
오사카부 오바데라(大庭寺)유적의 가마유구인 TG231, TG232요 출토 토기는 일본열도에서 지금까지
최고 형식으로 설명되었던 스에무라(陶邑) TK73형식보다 확실히 1단계 선행하는 초기 스에키(須惠器)로 평
가된다(朴天秀 1993). 즉 일본열도에서 최초로 회청색 경질토기를 생산하는 가마가 오사카 남부에서 조업
을 개시한 것이다.
장방형의 다투창 고배와 소형투창을 가진 통형 고배는 함안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그 계통은 아
라가야 양식에서 찾아진다. 통형기대는 부산시 화명동7호분 출토품과 유사하다. 고배형 기대는 배신의 문
양으로 볼 때 부산시 복천동21·22호분과 복천동10·11호분 출토품과 유사하다.
오바데라유적은 폐기장의 규모가 크고 수백 개체의 대옹이 발견되는 점으로 볼 때 일정기간 동안 조
업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기대는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에 걸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朴天秀
1998). 오바데라유적 출토 초기 스에키는 수장묘에 사용되는 제기인 기대류는 김해·부산지역에서, 고배
등은 함안 등의 경남 서부 지역에 출자를 가진 공인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해·부산지역의
금관가야로부터 이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본다. 이 유적은 왜왕권의 근거지인 오사카 남부
에 조업을 개시한 점에서 왜왕권과 밀접한 관계하에 형성된 것으로 본다.
4세기 후반 효고현(兵庫縣) 교자즈카(行者塚)고분과 나라현(奈良縣) 신야마(新山)고분 출토 진식 대장식
구와 철제품, 오바데라(大庭寺)유적의 초기 스에키(須惠器)와 김해지역 왕묘역인 대성동고분군의 파형동기
를 비롯한 기나이(畿內)산 문물은 이시기 금관가야와 왜왕권의 밀접한 교섭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는 구야
국 시기 대왜 교섭의 상대가 선사시대 이래 일본열도측 창구의 역할을 담당해 왔던 규슈세력이었으나, 금관
가야 시기에는 기나이지역과의 교섭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것을 웅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관가야의 왕묘군인 김해시 대성동고분군 출토 일본열도의 왕묘를 포함한 유력 수장묘에 부장
되는 파형동기가 부착된 방패, 석제품과 통형동기는 이 시기 왕권을 장악한 나라(奈良) 북부의 사키(佐紀)세
력이 특별히 갖추어서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통형동기는 김해 대성동고분군을 중심으로 양동리고
분군, 부산 복천동고분군에 집중적으로 출토되며, 그 출토 수가 일본열도 전역의 개체 수에 육박하는 점에
서 철자원을 구하기 위한 왜왕권의 절실한 의도가 간취된다.
한편 교토부(京都府) 우지시가이(宇治市街)유적 출토 389년을 전후한 시기의 초기 스에키는, 발형기대
가 소형인 점과 시문된 삼각거치문이 함안군 오곡리3호묘, 마갑총 출토품과 유사한 점에서 기나이(畿內)지
역에서 아라가야계의 공인이 제작한 것으로 본다. 또한 나라현(奈良縣) 신토(新堂)유적에서는 유로에서 화
염형투창고배가 송풍관, 노재(爐滓), 철재(鐵滓), 시루 등의 한식계토기와 함께 출토된 것에서 이 시기 일본
열도에 아라가야로부터 철기제작 공인이 이주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점에서 5세기 전엽 아라가야의 제도,
철기제작 기술이 일본열도에 이입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금관가야 일변도의 교섭을 행해온 것으로 파악되어온 긴키(近畿)지역에서 아라가야
양식 토기가 이입되고, 이 유적에서 아라가야계 초기 스에키가 출토되어 이 지역에서도 아라가야계 공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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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목된다. 이는 금관가야와 함께 아라가야도 일본열도와의 교섭의 한축을 형성하
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5세기 전반 창녕산 토기가 동해안에 면한 교토부(京都府) 나구오카키타(奈具岡北)1호분에서도 다수 부
장되어 쓰시마-돗토리현-시마네현의 동해안을 거쳐 이입된다. 또한 미에현(三重縣) 다이니치야마(大日山)
１호분 출토 고배도 기형과 각부의 파상문으로 볼 때 확실한 5세기 후엽의 창녕지역산으로 판단된다. 나라
현(奈良縣) 오미야(大宮)신사의 제사유적의 개와 장경호도 5세기 중엽의 창녕산 토기이다. 이는 세토나이카
이(瀬戸内海)를 따라 이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창녕 비사벌세력의 5세기 전반대 낙동강과 남해안 걸친
활동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4. 동일본(東日本)
금관가야산 판상철부는 4세기 일본열도 전역에 걸쳐서 이입되는데 동일본에서도 아이치(愛知縣) 히가
시노미야(東之宮)고분,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신토오즈카(眞土大塚山)고분, 군마현(群馬縣) 마에바시텐진
야마(前橋天神山)고분 등, 특히 후쿠시마현(福島縣) 아이즈오즈카야마(會津大塚山)고분이 위치하는 호쿠(東
北)지방까지 분포하는 것이 주목된다.
5세기대에는 이제까지 서일본을 경유하고 그 이입빈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온 동일본에 대가야산
문물이 직접 이입되고 그 빈도가 높은 점이 주목된다. 특히 그 가운데 군마현 겐자키나가토로니시유적에서
는 적석총과 주거지에서 부뚜막, 13호수혈에서는 말의 순장이 확인되고, 주변 10호분에서는 수식부이식과
연질토기가 출토되었다. 수식부이식은 대가야산이며 시루와 옹형토기도 말각 환저의 기형과 격자타날문으
로 볼 때 대가야계로 추정된다.
나가노현 아라이하라12호분 순장마에 동반한 마구는 합천군 옥전M3호분 출토품과 유사한 대가야산이
고, 나가노현 미야가이토SM03호분에 부수하는 SK64호수혈의 말과 동반한 f자형경판부비와 검릉형행엽,
환형운주도 전형적인 대가야산마구의 조합이다. 나가노현 아제치1호분에서는 대가야계의 수식부이식이 출
토되었다. 치바현 오사쿠31호분 출토 말에 동반하는 재갈도 전자와 같은 대가야계 마구이다.
이와 같이 동일본에 이입된 한반도 문물의 특징은 대부분 그 계통이 대가야에서 찾을 수 있으며 호쿠리
쿠(北陸)에서 간토(關東)지역에 걸쳐서 분포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가야 문물이 동해에 면한 호쿠리쿠지방에 연한 교통로에 따라 분포하고 중부지역의 산간 회랑을
통하여 동일본에 유입된다. 또한 대가야계 관이 후쿠이현 니혼마츠야마고분→도야마현 아사히나가야마고
분→나가노현 사쿠라카오카고분→도치키현 구와57호분 등 호쿠리쿠~간토지역에 걸쳐서 분포한다. 더욱이
대가야산 수식부이식의 분포권과도 일치하는 것이 주목된다. 수식부이식은 후쿠이현 니시즈카고분, 무카이
야마１호분→덴진야마７호분→이시카와현 수이사카마루야마５호분→나가노현 아제치1호분→군마현 겐자
키나가토로10호분에서 분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금동제품은 기나이지역이 분포의 중심이 아니고, 또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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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서 동일본으로 가는 교통로상에 분포하지 않는 것에서 일본열도의 중심지인 이를 경유하지 않고 동
해를 통해 호쿠리쿠지방을 경유하여 이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와카사만(若狹灣)연안의 후쿠이
현 니혼마츠야마고분에서는 2점의 관과 덴진야마7호분，무카이야마1호분，니시즈카고분의 금제 수식부이
식, 주젠노모리고분의 마구와 같은 대가야산 금공품이 집중적으로 출토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마사집단과 관련된 군마현 겐자키나가토로니시유적, 군마현 가니이히가시우라유적, 나가노현
미조구치노즈카고분, 나가노현 사쿠라카오카고분에서는 대가야부터 이주한 수장이 존재한 것으로 파악
된다.

Ⅶ. 맺음말

3-4세기 금관가야의 철기는 일본열도 전역에 이입되며, 4세기 말 왜왕권과 밀접한 관계하에 금관가야
이주 공인에 의한 초기 스에키가마가 오사카 남부에 조업을 개시한다. 일본열도에 이입된 금관가야의 제도
(製陶), 철기제작 기술을 들 수 있다. 이는 금관가야가 이 시기 가야의 대왜 교섭을 주도한 것을 보여주며 그
위상을 알 수 있다.
한편 4세기 말 시코쿠(四國)지방과 긴키(近畿)지방에서 아라가야 이주 공인에 의한 초기 스에키가마가
조업을 개시한다. 이는 금관가야와 함께 아라가야도 일본열도와의 교섭의 한축을 형성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5세기 전반에는 규슈(九州)와 시코쿠(四國)지방에서 소가야 이주 공인에 의한 초기 스에키가마가 조업
을 개시한다. 이는 남해안의 소가야세력의 활발한 활동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소가야의 대두를 상징하는
것이다.
같은 시기 창녕산 토기가 쓰시마-돗토리현-시마네현-니이가타현의 동해안을 거쳐 이입된다. 또한 오
카야마현-미에현(三重縣)에 이르는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를 따라서도 이입된다. 이는 창녕 비사벌세력
의 낙동강과 남해안 걸친 활동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비사벌의 독립성과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5세기 후반 일본열도 전역에 이입된 대가야 문화는 4세기에 금관가야가 전해준 철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한 금제, 금동제 장신구, 금동제 마구를 포함하고 있어 양자간 국가 경쟁력의 질적 차이를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대가야는 당시 왜가 원했던 말과 그 사육방법을 전해 준 점, 더욱이 국가체제의 정비에 절
대적으로 필요했던 문자의 사용을 본격화 시킨 점에서 대가야 문화는 일본열도의 문명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대가야의 중심지인 고령에는 일본열도에 이입된 문물을 복원 제작하는 공방과 함께 일본속의 대
가야문화관과 같은 박물관을 설립한다. 고령에서 여수까지 릴레이로 운반해온 대가야산 문물을 복원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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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대 배에 싣고 여수에서 거제도-쓰시마-이키-후쿠오카-오사카로 가는 대가야 무역선의 향해 재현을
통하여 대가야 후예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고양한다(박천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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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현 다이쇼군야마고분 전경

사가현 다마시마고분 전경

나가사키현 다이쇼군야마고분
출토 타날문호

<그림 1> 나가사키현 다이쇼군야마고분

사가현 다마시마고분 출토 이식

<그림 2> 사가현 다마시마고분

후쿠오카현 요시타케고분군 전경
(후쿠오카시교육위원회제공)

후쿠오카현 요시타케S-9호분 석실전경
(후쿠오카시교육위원회제공)

후쿠오카켄 요시타케S9호분 출토 용문대도

후쿠오카현 요시타케고분군 출토 토기

<그림 3> 후쿠오카현 요시타케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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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타현
시모야마고분 석관
오이타현 시모야마고분
출토 철정

에히메현 기노모토고분 출토 토기
오이타현 시모야마
고분 석인

에히메현 기노모토고분 전경

<그림 5> 에히메현 기노모토고분

<그림 4> 오이타현 시모야마고분

구마모토현 에타후나야마고분 출토
이식(기쿠수이정사편찬위원회2007)
구마모토현 에타후나야마고분 출토
이식(기쿠수이정사편찬위원회2007)

구마모토현 에타후나야마고분
(기쿠수이정사편찬위원회2007)

구마모토현 에타후나야마고분
출토 철모

구마모토현 에타후나야마고분 출토
용문대도

구마모토현 에타후나야마고분 출토
경판비(기쿠수이정사편찬위원회2007)

구마모토현 에타후나야마고분 석관

구마모토현 에타후나야마고분 전경

<그림 6> 구마모토현 에타후나야마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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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야마현 덴구야마고분 출토
검릉형행엽

오카야마현 덴구야마고분 전경

<그림 7> 오카야마현 덴구야마고분

효고현 미야야아고분
제2주체부 출토 유물

효고현 미야야아고분 제3 효고현 미야야마고분
주체부 출토 환두대도
출토 이식

효고현 미야야마고분 전경

<그림 8> 효고현 미야야마고분

교토부 나구오카키타1호분 전경

교토부 나구오카키타1호분 출토 토기(교토부매장문화재센터1997)

<그림 9> 교토부 나구오카키타1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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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부 나가모치야먀고분 석관

오사카부 나가모치야먀고분 출토 안금구
(교토대학박물관1997)

오사카부 나가모치야마고분 행엽과 경판비

<그림 10> 오사카부 나가모치야먀고분

나라현 미나미야마 4호분 출토
기마인물형 토기

나라현 미나미야마 4호분 출토
통형고배

나라현 미나미야마 4호분 출토 철정

<그림 11> 나라현 미나미야마 4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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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현 미나미야마 4호분 출토
이형토기

와카야마현 오타니고분
출토 행엽
와카야마현 오타니고분 전방부

와카야마현 오타니고분
출토 f자형경판비

와카야마현 오타니고분 출토 마주

<그림 12> 와카야마현 오타니고분

미에현 구루마즈카고분 전경

미에현 구루마즈카고분 출토 이식

<그림 13> 미에현 구루마즈카고분

시가현 가모이나리야마
고분 출토 이식

시가현 가모이나리야마고분 전경

시가현 가모이나리야마고분 출토
환두대도

<그림 14> 시가현 가모이나리야마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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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이현 니혼마츠야마고분에서 본 동해

후쿠이현 니혼마츠야마고분 후원부

후쿠이현 니혼마츠야마고분
출토 관

후쿠이현 니혼마츠야마고분
출토 관

<그림 15> 후쿠이현 니혼마츠야마고분

군마현 간논야마고분 전경

군마현 간논야마고분 출토 투구

<그림 17> 군마현 간논야마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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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노현 사쿠라가오카고분 전경

나가노현 사쿠라가오카고분 출토 금동관

<그림 16> 나가노현 사쿠라가오카고분

군마현 간논야마고분 석실

군마현 간논야마고분 출토 대도

사이타마현 이나리야고분 전경

사이타마현 이나리야마고분 출토 대장식구

사이타마현 사키타마고분군 전경

사이타마현 쇼군야마고분 전경

사이타마현 쇼군야마고분 출토 환두대도

사이타마현 이나리야마고분 출토
명문철검

<그림 18> 사이타마현 주요고분과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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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동 벽화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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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계석실로 본
백제-가야-왜의 교류양상
Vol. 5

Ⅰ. 머리말

Ⅱ. 가야지역 왜계석실의 현황과 연구동향

Ⅲ. 백제 서남부지역 왜계석실의 현황과 연구동향

Ⅳ. 왜계석실로 본 가야의 대외교류관계

Ⅴ. 맺음말

왜계석실로 본
백제-가야-왜의 교류양상

Ⅰ. 머리말

6세기부터 가야지역에는 수장층 묘역을 중심으로 횡혈식석실(橫穴式石室)이 축조되기 시작한다. 횡혈
식석실이란 묘제는 추가장을 전제로 한 구조로, 다인장(多人葬)이나 복차장(複次葬)을 기본으로 한다(권오
영 2009). 가야 횡혈식석실 역시 횡혈식석실의 도입과 함께 이러한 매장 프로세스(Process)가 반영되었고,
실제로 추가장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축조기법만 도입된 것이 아니라 매장관념의 변화도 함께 수
반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칙적으로 추가장이 불가능한 영구밀폐 구조인 수혈식석곽과의 가장 큰 차이점
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수혈식에서 횡혈식으로 변화하는 것은 단순한 묘·장제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조
직과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적 변화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성정용 2009).
6세기 이전까지 수혈식석곽을 활발하게 축조하였던 가야지역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를 각 지역 최고
수장층이 주도한다는 것은 석실의 수용과 확산 과정이 단순 교류를 넘어 각 권역의 중심 세력과 주변 지역
수장층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가야지역에 횡혈식석실이 등장하게 된 배
경과 발전양상에 대한 문제는 6세기 가야 사회의 동향과 그 대외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
에 해당한다.
이러한 가야 횡혈식석실의 성립에 백제 횡혈식석실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되었다는 것은 이미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출현기 가야 횡혈식석실에서는 백제 횡혈식석실의 모습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었다 보기 어
렵고, 오히려 수혈식석곽 구조와 비슷한 양상이다. 구조적으로 백제 횡혈식석실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되었
다고 볼 수 있는 것은 6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는 고령 고아동벽화고분이나 고령 지산동절상천정총 등이 해당
된다. 이에 가야 횡혈식석실은 6세기 전엽 세장방형 평면형태의 중앙연도식 횡혈식석실과 6세기 중엽 장방
형 평면형태의 좌·우편재식 횡혈식석실의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위에서 구분한 두 가지 유형 외에도 출현기 가야 횡혈식석실과 함께 왜계요소가 다수 반영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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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석실(倭系石室)이 가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돌연 출현하게 되는데, 6세기 중엽까지 조영되
다 가야 멸망 무렵에 소멸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왜계석실은 가야 남부지역을 비롯하여 백제
서남부지역의 영산강유역에서도 다수 확인되
는데, 영산강유역에서는 전방후원분(前方後圓
墳)1), 방분(方墳) 등의 분형으로도 조성되기 때
문에 원분(圓墳)만 확인되는 가야지역 보다 훨씬
더 다양한 양태로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왜 계석실이 거
의 유사한 시기에 백제 서남부지역~가야 남부
지역에 걸쳐 확인되고, 그 출현과 소멸 시점도
비슷하기 때문에 당시 백제~가야~왜의 교류관
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지도 모른
다는 점이다. 따라서 6세기 이후 횡혈식석실이

<그림 1> 5~6세기 한반도 왜계자료 분포(홍보식 2017)

라는 특정 묘제를 주제로 한정할 때, 가야의 대
외교류를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왜계석실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전방후원분을 포함하여 왜 계석실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한반도 내에는 당시 국경과 상관없이
다수의 왜계자료가 분포한다. 이에 각 지역에서 확인되는 왜계문물은 신라, 가야, 백제를 대상으로 활동한
왜인의 교류 흔적이라 할 수 있다(그림 1). 물론, 왜인이 직접 교류한 지역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이나, 일부
는 왜계문물을 매개로 재지 세력 간의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와 왜
의 교류가 6세기 이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본격적으로 왜계석실이 등장하게 된 시점부터는 이러한 교
류가 물건의 이동을 넘어 무덤과 사람의 이동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 교류의 수준과 깊이가 더 해졌다는
사실이다. 한편, 왜계석실이 등장하기 이전의 왜계문물의 분포현황 역시 가야 남부지역과 백제 서남부지역
을 중심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왜계석실은 석실의 내부 구조를 포함하여 고분의 입지 역시 재지 고분과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왜계석실 중 일부는 재지 수장층 묘역에 함께 조성되거나, 재지 묘제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확인되
는 등 다소 복잡한 양상이다. 따라서 한반도 남부지역에 분포하는 왜계석실은 그 출현배경과 피장자 성격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대외교류에 관한 정보 역시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가야지역 왜계석실을 정리하여 그 현황과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왕의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백제 서남부지역 왜계석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도 최근의 관련 연구 성과를 더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한반도 남부지역
에 왜계석실이 등장한 이후 백제-가야-왜를 연결하는 대외교류에 관한 부분까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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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야지역 왜계석실의 현황과 연구동향

가야지역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왜계석실은 거제 장목고분, 고성 송학동1B-1호분, 사천 선진리고분,
사천 향촌동Ⅱ-1호분, 의령 경산리1호분, 의령 운곡리1호분 등 모두 6기가 확인되었다. 그 분포현황을 살
펴보면, 의령에 위치하는 2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남해안 일대의 해안가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의령에
위치한 것 역시 낙동강변과 남강변에 인접하여 위치하기 때문에 가야지역 왜계석실은 모두 수계와 관계된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2).
가야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남부지역 왜계석실에 대해서는 석실 구조와 분형, 그리고 석실 내부에서 확
인되는 다양한 왜계요소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왜계석실의 계보는 일반적으로 5세기
후엽의 일본 규슈(九州)지역 횡혈식석실에서 구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 대표적 연구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

1

의령 경산리1호분

2

의령 운곡리1호분

3

사천 선진리고분

4

사천 향촌동Ⅱ-1호분

5

고성 송학동1B-1호분

6

거제 장목고분

<그림 2> 가야지역 왜계석실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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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은 굵은 선으로 강조하였음

면, 먼저 柳澤一南(2006)는 한반도 남부지역 왜계석실과 일본 규슈지역 횡혈식석실의 구조적 유사성을 비
교하여 이식형과 복합형으로 구분하였고, 김낙중(2009) 역시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하되 재지 고분과의 관
계를 강조하여 도입형, 발전형, 창출형으로 한층 더 세분화하였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일본 규슈지역에서
직접 그 계보를 구할 수 있는 규슈계와 재지 고분에 왜계석실의 일부 요소가 반영되어 새로이 등장한 창출
계로 설정하여 한반도 남부지역의 왜계석실을 비교적 명료하게 정리하였다(홍보식 2011). 이에 기왕의 연
구를 정리하면 가야지역에서는 규슈계 석실과 창출계 석실이 모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야지역 왜계석실에서는 다양한 왜계요소가 확인되고 있다(표 1). 여러 요소 중에서 가장 대표
적인 것은 연도와 현실 경계를 구분하는 현문시설(門柱, 門楣, 門地枋, 門扉)로 볼 수 있고, 이 외 석실 하단
부에 배치된 요석(腰石, 대형석재), 석실 벽면에 돌기처럼 튀어나와 있는 석붕(石棚, 木棚), 석실 내부에 안
【표 1】 가야지역 왜계석실에서 확인되는 왜계요소
위치

석실
내부

왜계요소

내용

玄門施設

문주석, 문미석, 문지방석, 문비석으로 이루어진 문틀시설

胴張平面

석실 양단벽보다 중심부가 더 넓어 배가 부른 평면형태

梯形平面

석실 후벽이 전벽보다 넓은 사다리꼴 평면형태

八字羨道

연도 평면형태가 ‘八’자 상으로 벌어짐

腰石(大形石材)

장대석을 벽면 최하단석(또는 측벽석)으로 사용

朱漆

석실 내면에 주칠(붉은색 안료)

石棚(木棚)

석실 벽면에서 내부공간으로 돌출해 있는 납작한 석재(목재), 돌선반

石棺

석옥형(石屋形), 석장형(石障形)

⊓形 屍床配置

바닥의 시상이 후벽을 기준으로 평면상 ‘⊓’형으로 설치

葺石

봉토 표면에 얇게 펴서 깐 석재

圓筒形土器

하니와(埴輪)와 유사한 형태의 토기를 봉토 주변에 배치

석실
외부

【표 2】 가야지역 왜계석실 주요 속성표
고분

규모
(m)

거제
장목고분

3.21×1.82

고성
송학동1B-1호분

6.70×2.00

사천
선진리고분

5.70×2.27

사천
향촌동Ⅱ-1호분

2.60×1.95

의령
경산리1호분

5.20×2.58

의령
운곡리1호분

4.15×2.50

연도(m)
위치
1.30
중앙
3.30
중앙
3.34
중앙
0.90
중앙
3.04
중앙
1.60
중앙

평면 넓이
(㎡)

고분군
형성

왜계요소

5.84

단독

腰石, 玄門施設, 八字羨道, 梯形平面, 葺石,
圓筒形土器

13.40

고분군

玄門施設, 朱漆, 木棚, 圓筒形土器

12.94

단독

大形石材, 玄門施設

5.07

고분군

石障形石棺, 玄門施設

13.42

고분군

石屋形石棺, 板石閉鎖, 葺石

10.38

고분군

胴張形平面, 石棚,
‘⊓’形 屍床配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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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된 석관(石屋形, 石障形) 등도 5∼6세기 일본 규슈지역 석실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가야지역 왜계석실의 입지와 규모, 왜계요소 등을 정리하면 위의 <표 2>와 같다. <표 2>를 살펴보면,
석실의 기본 평면형태를 비롯하여, 연도 길이, 평면 넓이, 고분 입지, 왜계요소 등에서 각 고분별로 공통점
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이 확인된다. 이것은 가야지역 왜계석실의 경우 석실 내외부의 구조적인 공통점 보다
는 차이점이 더 많이 확인되기 때문에(그림 3), 하나의 계통 또는 유형으로 취급하기 어렵다는 기왕의 연구
흐름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석실 내부 규모(면적)의 차이가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된다. 즉, 의령 경산리1호분·고성 송학동1B-1호분·사천 선진리고분과 거제 장목고분·
사천 향촌동Ⅱ-1호분의 두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의령 운곡리1호분이 그 중간 정도 위치하는 양상이

<그림 3> 가야지역 왜계석실(①사천 선진리고분, ②사천 향촌동Ⅱ-1호분, ③의령 경산리1호분, ④의령 운곡리1호분, ⑤고성 송학동1B-1호분, ⑥거제 장목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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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평면상의 규모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으나, 여기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석실의 계보와 피장자의 출신 등 고분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있어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정도
만 언급하고자 한다.
예컨대, 아래 <표 3>은 지금까지 조사된 가야지역 횡혈식석실을 평면 넓이의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면 의령 경산리1호분, 고성 송학동1B-1호분, 사천 선진리고분의 경우 가야지역
횡혈식석실 전체를 비교 대상으로 하였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하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반대로
거제 장목고분, 사천 향촌동Ⅱ-1호분, 의령 운곡리1호분은 상대적으로 중소형 규모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피장자 문제를 살펴보면, 사실 가야지역 왜계석실의 출현배경은 결국 피장자의 출신 문제로
귀결되었고, 그와 관련된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수차례 다루어졌다(표 4). 여기서 고분의 입지를 포
함하여 석실 내외부에서 왜계요소가 가장 많이 반영된 거제 장목고분의 피장자를 왜인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외 5기에 대해서는 왜인, 재지인, 정주한
왜인(2세대)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자마다 세부적인 견해차가 있는 상황이다.
피장자의 성격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러한 견해차가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문제시 되는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석실 구조에 의해 비록 왜계석
실이라는 특수한 묘제로 평가받고 있으나 왜계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가야 횡혈식석실(재지적)의
요소 또한 강하게 확인되는 것이 다수 존재하고, 둘째, 석실 내부에 신라·가야토기가 다수 부장될 뿐 아니
라 일부는 재지 고분군과 마찬가지로 복수의 고분으로 구성된 고분군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왜계석실의 기본 골격을 구성하는 석실 구조를 비롯하여 그에 수반되는 매장행위(葬制)
등에 집중하지 않고, 외래적 요소인 왜계요소를 포함한 주변의 유동적인 상황 예컨대, 상황에 따라 얼마든
지 이동이 가능한 출토유물 등에 강한 의미를 부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왜계석실 문제는 실제로 석실의 계
보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복합적인 구조라면 과연 어느 지역의 요소가 더 많이 반영되었는지, 석실의

【표 3】 주요 가야지역 횡혈식석실 규모 비교
현실
규모(m)

넓이(㎡)

장단비

연도 길이(m)
/ 위치

고령 고아2동고분

4.80×3.70

17.76

1.30:1

6.80/중앙

2

진주 원당1호분

5.28×2.88

15.21

1.83:1

2.93/중앙

3

함안 남문외11호분

7.00×2.00

14.00

3.50:1

2.00/중앙

4

의령 경산리1호분

5.20×2.58

13.42

2.02:1

3.04/중앙

왜계석실

5

고성 송학동1B-1호분

6.70×2.00

13.40

3.35:1

3.30/중앙

왜계석실

6

고성 송학동1C호분

5.00×2.65

13.25

1.88:1

2.00/중앙

7

사천 선진리고분

5.70×2.27

12.94

2.51:1

3.34/중앙

8

고성 내산리34호분

5.20×2.45

12.74

2.12:1

1.70/중앙

연번

고분

1

비고

왜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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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축조 메커니즘(mechanism)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재지수장층 묘제 형식과 연속적인 선상에서 바라
볼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다
면 피장자의 출신과 성격에 관한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표 4】 가야지역 왜계석실 피장자의 출신과 성격에 관한 견해
연구자

피장자의 출신과 성격에 관한 견해

비고

조영현
(2004)

석실 내에서 왜인과 관계된 유물이 거의 출토되지 않았고, 묘제와 정치적 관계가 직결되지 않기 때
문에 고분에서 왜계요소가 확인된다고 해서 무조건 피장자를 왜인으로 보기 어렵고 재지수장층에
해당한다.

재지인

하승철
(2005)

고분축조의 연속성, 고분의 외형, 매장시설, 부장유물의 상관관계에 따라 거제 장목고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재지수장층에 해당한다.

재지인

박천수
(2003, 2006)

규슈(九州)지역 출신의 왜인들이 대가야의 통제 속에서 對倭, 對百濟, 對新羅와의 교섭과 견제 등
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활동한 인물 즉, 친대가야계 왜인의 가능성이 있다.

왜인

조영제
(2004)

일본열도 규슈 서부의 구마모토(熊本)를 중심으로 한 왜인들이 선진문물을 흡수하기 위하여 정착하
였다.

왜인

홍보식
(2011)

석실의 구조가 각기 다른 것은 피장자의 다양한 출신과 관계있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은 상
태에서 거의 동시기에 축조되었다. 이에 지역 간의 교류에 목적을 둔 규슈(九州)지역 출신의 왜인에
해당한다.

왜인

柳澤一男
(2006)

매장시설의 구조를 이식형과 복합형 석실로 구분하여 고성 송학동1B-1호분과 사천 선진리고분은
재지수장층, 의령 운곡리1호분과 경산리1호분은 한반도에 정주한 왜인, 거제 장목고분은 해상 교역
로상에 위치한 키타규슈(北部九州)지역 출신의 왜인에 해당한다.

왜인/재지인

김준식
(2015)

매장시설의 구조와 매장관념, 고분군 형성문제를 재지고분과 비교하여 총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
였다. 이에 A유형(고성 송학동1B-1호)과 B유형(의령 경산리1호)은 대외교류 목적의 재지수장층, C
유형(의령 운곡리1호, 사천 향촌동Ⅱ-1호)과 D유형(거제 장목고분, 사천 선진리고분)은 규슈(九州)
지역 출신의 왜인에 해당한다.

왜인/재지인

가야지역에서 왜계석실이 출현하게 된 배경으로는 당시 활발했던 가야와 왜의 교류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대가야의 정치적 동향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표 4). 여기서 왜계
석실을 매개로 당시 가야와 왜의 정치적 관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가야지역에서는 백제와 달리 전방후원분
이 축조된 사례가 없다는 점 등 향후 풀어야할 숙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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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백제 서남부지역 왜계석실의 현황과 연구동향

백제 서남부지역은 가야 남부지역 보다 다소 이른 5세기 후엽부터 왜계석실이 등장하게 되는데, 가야지
역 보다 많은 수의 왜계석실이 분포하는 것은 물론,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 방분(方墳), 원분(圓墳) 등 다
양한 형태의 분형이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고분의 입지는 가야지역과 마찬가지로 남해안 일대의 해안가
및 영산강유역 등 수계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다(그림 4). 백제 서남부지역 왜계석실의 계보 역시 가야지
역과 마찬가지로 일본 규슈지역의 횡혈식석실에서 구하고 있는 양상이다.
백제 서남부지역 왜계석실의 출현과 유행 시점은 대개 6세기 무렵에 해당하여 가야지역과 거의 유사한
시기에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남 조산고분과 나주 복암리3호분 96석실의 연대가 6세기 이전의
5세기 후엽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가장 최근에 조사된 나주 정촌고분 1호 석실의 연대는 그 보다 조금
더 빠른 5세기 3/4분기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서현주 2015: 149) 왜계석실이 최초 도입된 시점은 가야
지역 보다 백제 서남부지역이 약간 더 빠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최근 조사 성과와 아래 <표 5>의 편년을 더한 백제 서남부지역 왜계석실의 연대를 대략적으로 정
리하면, 5세기 후엽의 나주 정촌고분 1호 석실, 영암 자라봉고분(횡구식석실) - 5세기 말~6세기 초의 해남
조산고분, 나주 복암리3호분 96석실, 광주 쌍암동고분 - 6세기 초~전엽의 해남 용두리고분, 광주 월계동
1호분, 해남 장고봉고분 - 6세기 전엽 이후에 광주 월계동2호분, 장성 영천리고분, 광주 명화동고분, 함평
신덕고분, 함평 표산고분의 순서로 나열할 수 있다.

<그림 4> 한반도 남부지역 전방후원분 및 왜계석실 분포(김준식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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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백제 서남부지역 왜계석실 편년(김낙중 2009)
475
林永珍
(2000)

조산

500

복암리3호
월계동1호

525

550년
영천리, 송제리,
명화동

신덕, 월계동2호

조산

쌍암동 - 명화동

北部九州型系

신덕 - 복암리3호분

柳澤一男
(2002)

영천리
장고봉

洪潽植
(2005)

肥後型系
월계동 1·2호

조산
복암리

直接關
聯型

‘

發展型系

쌍암동 - 명화동

각화동

신덕
영천리
월계1호 - 월계 2호
조산 쌍암동

장고봉
장목

신덕

영천리

복암리
장고봉

柳澤一男
(2006)
자라봉
학정리

移植型
월계동

複合型
百濟系

송제리

월계동 1호분
徐賢珠
(2007)

복암리
월계동2호
영천리
학정리3호

金洛中
(2008)

조산
복암리3호
장고봉
월계동1호

자라봉
영동리1호
쌍암동
신덕1호
조산

장고봉

명화동

신덕
월계동2호
영천리

【표 6】 백제 서남부지역 전방후원분 규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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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명

전체 길이(m)

전방부 폭(m)

후원부 직경(m)

비고

고창 칠암리고분

56(1) / 52.8(2)

34.5m(1) / 24.5(2)

32.8(1) / 28.3(2)

2기

영광 월산리고분

41.2

19

22.5

담양 월성산고분

24

12

14

담양 월전고분

38

15

18

광주 월계동고분

45.3(1) / 28(2)

31.4(1) / 11.9(2)

25.8(1) / 12(2)

광주 명화동고분

33

24

18

함평 신덕고분

51

25

30

함평 장고산고분

68

36

36

함평 표산고분

46

26

25

영암 자라봉고분

37

20

24

해남 용두리고분

41.3

22.5

22.5

해남 장고봉고분

76

3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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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그림 5> 백제 서남부지역 전방후원분 분포 및 분형 비교(임지나 2017)

백제 서남부지역의 왜계석실은 가야지역 보다 훨씬 더 다양한 구조의 석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몇 개의
형식으로 세분되기도 한다. 석실 구조는 우선 가야지역과 마찬가지로 일본 규슈지역에서 직접 계보를 구할
수 있거나 또는 그 영향을 강하게 받아 조성된 고분(이식형, 도입형, 규슈계)이 있다. 이 경우에는 내부에
매장된 피장자 출신과 성격의 논란 정도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외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왜계석실로 보는데
큰 이견이 없다(그림 6·7). 그리고 일본 규슈지역 횡혈식석실의 일부 요소를 받아들여 한반도 내부에서 자
체적으로 발전한 복합형 또는 창출계 석실 역시 몇 개의 형식(월계동식, 장고봉식 등)으로 구분될 만큼 다양
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야지역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그림 6~8).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가야지역 왜계석실과 마찬가지로 현실의 평면 넓이가 대략 두 개의 그룹
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아래 <표 7>을 보면 약 10㎡ 를 기준으로 그 이상과 미만으로 나눌 수 있
고, 공교롭게도 10㎡ 보다 넓은 쪽이 창출계 석실, 좁은 쪽이 규슈계 석실로 확인되는 등 석실의 규모와 계
통이 서로 관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왜계석실로 본 백제-가야-왜의 교류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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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백제 서남부지역 왜계석실 분형 및 규모 비교
고분명

분형

매장시설

현실 규모(㎝)

현실 넓이(㎡)

비고

광주 쌍암동고분

원분

횡혈식석실

330×190~220

7.26

규슈계

장성 영천리고분

원분

횡혈식석실

290×220~240

6.96

규슈계

해남 조산고분

원분

횡혈식석실

363×204

7.40

규슈계

나주 복암리96석실

방분

횡혈식석실

380×240~260

9.88

창출계

나주 정촌고분

방분

횡혈식석실

483×356

17.19

창출계

광주 월계동1호분

전방후원분

횡혈식석실

455×300

13.65

창출계

광주 월계동2호분

전방후원분

횡혈식석실

420×240~245

10.29

창출계

광주 명화동고분

전방후원분

횡혈식석실

?×(180)

?

?

담양 월전고분

전방후원분

횡혈식석실

410×220~260

10.66

창출계

영암 자라봉고분

전방후원분

횡구식석실

326×236

7.69

?

함평 신덕고분

전방후원분

횡혈식석실

299×239~261

7.80

규슈계

함평 표산고분

전방후원분

횡혈식석실

523×244~266

13.91

창출계

해남 용두리고분

전방후원분

횡혈식석실

349×210~213

7.43

규슈계

해남 장고봉고분

전방후원분

횡혈식석실

460×210~240

11.04

창출계

<그림 6> 柳澤一男(2006)의 이식형(左)과 복합형(右) 왜계석실(홍보식 2011, 수정 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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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규슈계(九州系) 왜계석실(홍보식 2011, 수정 후 인용)

규슈계와 창출계 석실을 정리한 <그림 6~8>을 살펴보면, 백제 서남부지역과 가야역의 관계를 추정해
볼만한 석실 즉, 양 지역에서 모두 확인되는 왜계석실의 유형은 규슈계의 조산식과 창출계의 장고봉식2)이
대표적이다. 가야지역에서 조산식은 거제 장목고분, 장고봉식은 고성 송학동1B-1호분과 사천 선진리고분
이 해당되고, 그 외 나머지 석실은 창출계 내 개별 유형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백제 서남부지역과 가야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왜계석실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그림 9>와

<그림 8> 창출계(創出系) 왜계석실(홍보식 2011, 수정 후 인용)

왜계석실로 본 백제-가야-왜의 교류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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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백제 서남부지역-가야지역 주요 왜계석실(小林孝秀 2014, 수정 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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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슈계,

: 창출계

같고, 역시 규슈계의 조산식과 창출계의 장고봉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백제 서남부지역의 경우 규슈계와 창출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데 반해, 가야지역의
경우 규슈계와 창출계의 구분이 매우 뚜렷하다. 즉, 백제 서남부지역은 규슈계 왜계석실에 백제 횡혈식석실
의 요소가 일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는 반면3), 가야지역은 반대로 가야 횡혈식석실(또는 수혈식석곽)에
왜계석실의 요소가 일부 반영된 것처럼 보인다. 결국, 똑같은 창출계 왜계석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하
는 주체의 목적과 반영 정도에 따라 백제와 가야지역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제 서남부지역 왜계석실의 피장자 문제는 전방후원분이 다수 분포한다는 특수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가야지역에 비하면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이다(표 8). 따라서 가야지역의 사례처럼 왜계석실의 도입이 규슈지
역과의 교류에 의한 것이라고만 해석하기 어렵다. 결국, 백제 서남부지역 왜계석실의 피장자 문제는 당시
백제와 왜의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해야만 한다.

【표 8】 백제 서남부지역 전방후원분(왜계석실) 피장자의 성격(김규운·김준식 2010, 수정 후 인용)
재지수장
백제 복속

왜인
백제 비복속

귀향마한인

왜인독자

왜계백제관료

임영진(2005)

홍보식(2011)

박천수(2011)

박순발(2000)
신대곤(2001)
우재병(2004)

조근우(2007)
土生田純之(2008)
김낙중(2009)
박영훈(2009)

이러한 피장자의 성격을 다룬 <표 8>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김규운·김준식 2010). 먼저 영
산강유역 전방후원분의 피장자는 큰 틀에서 보면 재지수장 또는 왜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지수장은 다시
백제에 복속된 수장으로 보는 것과 복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백제에 복속되지 않은 영산
강유역 재지수장으로 보는 견해는 박순발(2000), 土生田純之(2008), 김낙중(2009), 박영훈(2009) 등이 있
다. 이러한 견해의 핵심은 전방후원분이 축조되던 당시 영산강유역의 독자성을 강조한 견해이다. 이 중 비
교적 최근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김낙중은 한성기 백제가 멸망하면서 지방에 대한 그 영향력이 약
화되었다는 것을 토대로 영산강유역 집단의 독자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즉, 정세의 변화에 따라 주변 세력
과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특히, 일본열도 내 특정 집단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전방후원분을 도입
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영산강유역 전방후원분에서 출토되는 부장품 역시 현지 집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피장자를 재지수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영훈은 영산강유역에 횡혈식석실이 도입된 이후에도
백제적인 요소와 더불어 옹관고분 문화를 계승 및 발전시키고 있으며, 백제의 관제가 정비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옹관고분과 석실분에서 금동관이 출토되는 점, 백제의 정치적인 불안정성을 등을 근거로 하여 영산강
유역의 전방후원분은 재지의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바탕으로 백제와 규슈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축조된 것으
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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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에 복속된 재지수장으로 보는 견해는 신대곤(2001), 우재병(2004) 등이 있다. 먼저 신대곤은 영산
강유역이 백제의 지배하에 있는 가운데 왜와 교역에 종사하였던 재지수장이 타집단과의 차별성과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 전방후원분의 분형과 왜계석실을 도입한 것으로 보았다. 우재병은 무령왕릉의 묘제를 대외
적으로 중국 남조와의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백제에 복속하고 있었던 영산강유역 일부
수장들에게 왜와의 동맹관계를 과시하기 위하여 전방후원분이라는 묘제를 채택하게 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피장자를 재지인이 아닌 왜인으로 보는 견해는 크게 일본열도에서 귀향한 마한인설, 왜인독자
설, 왜계백제관료설로 나뉜다. 일본열도에서 귀향한 마한인설로 보는 임영진(2005)은 백제의 영역 확장 과
정에서 일본 규슈지역으로 이주한 마한세력들이 다시 영산강유역으로 망명하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에 의
해 전방후원분이 조영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왜인독자설에 대한 견해는 홍보식(2011)이 있는데, 왜계석실이라는 매장시설의 구조와 입지, 전방후원
분이라는 특수한 분형, 분구제사, 유물부장 상태 등이 일본 규슈지역의 매장상태와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피장자는 이 지역에 정착한 왜인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정착 이후에는 비로소 백제 중앙의 지배를 받
았던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전방후원분의 출현을 집단 간의 교역과 새로운 문화의 수용이라는 측면을 강조
하였다.
왜계백제관료설에 대한 견해는 박천수(2011)가 대표적인데, 피장자의 출신을 일본 규슈지역 내에서도
기타규슈지역과 아리아케카이(有明海)지역에 걸친 복수의 유력호족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영산강유역 전
방후원분이 백제 웅진기 후반에 한정되어 축조되었고, 의도적으로 분산되어 배치된 점, 백제 위세품이 부장
된 점에서 영산강유역의 피장자는 독립적인 활동을 한 왜인으로 볼 수는 없고, 토착세력의 견제 및 왜와의
교섭에 의한 결과로 파악하였다. 아울러 당시 호남 동부지역에 대한 관심 즉, 대가야공략을 위해 백제 중앙
에서 일시적으로 파급한 왜계백제관료로 보았다.
백제 서남부지역 왜계석실을 포함한 전방후원분 피장자의 출신과 성격에 관한 문제는 위와 같이 매우
복잡하고, 그로 인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전방후원분이라는 실로 거대하고 독특
한 분형은 한반도가 아닌 일본열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매장시설과 부장유물, 봉토제사 등 고분 내외부에서
확인되는 여러 요소 역시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을 항상 고려한 상태에서 피장자의 출신과 성격을 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방후원분이 출현하기 이전의 백제 서남부지역에서는 대형 방분이 축조
되었기 때문에 당시 재지인들은 이미 전방후원분과 같은 대형 고분을 축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
고, 5세기 전엽부터 남해안 도서지역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왜인의 흔적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역
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076

가야고분군 Ⅳ

Ⅳ. 왜계석실로 본 가야의 대외교류관계

1. 규슈 북부지역과 가야의 교류
왜계석실을 규정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아마 현문시설의 존재일 것이다. 문주
석, 문미석, 문지방석, 문비석 등으로 구성된 현문시설은 일본 규슈 북부지역에서 주로 유행하였기 때문에
현문시설이 완벽히 구현되었다함은 곧 규슈 북부지역 석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
러한 현문시설이 갖추어진 왜계석실의 경우에는 요석(腰石), 제형(梯形) 평면형태, ‘八’자 연도 등의 요소가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흐름에서 봤을 때, 가야지역 왜계석실 중 규슈 북부지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 관계를 가장 적극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거제 장목고분이라 할 수 있다.
거제 장목고분은 당시 가야 고분 문화에서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일찍부터 일본 규슈지역에
서 그 계보를 구하였다. 즉, 5세기 이래 규슈 북부지역 석실의 특징인 현문시설, 요석, 제형 평면형태, ‘八’
자 연도 등이 모두 확인되었고, 심지어 고분의 입지도 해안가에 위치한 단독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장시설
을 포함하여 재지 고분 문화와 이질적인 부분이 상당수 확인되었다.
그리고 거제 장목고분은 고분 주변에서 행해진 의례 흔적에서도 재지 고분 문화와 이질적인 부분이 다

거제 장목고분 실측도

주요 출토유물

<그림 10> 거제 장목고분과 주요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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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확인되는데, 봉토 주변에서 확인된 원통형토
기를 비롯하여 연도 우측벽에 꽂힌 채 발견된 철
모 1점과 연도 밀봉토에 꽂힌 채 발견된 철모 1
점, 삼지창 1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5세기 말로 편년되는 후쿠오카현 반즈카고분(番
塚古墳)에서 철도자 3점이 후벽에 꽂힌 채 발견
된 것과 유사하다. 아울러 봉토 즙석 하부에 완전
히 구부러진 채로 확인된 철도 1점 역시 주변에
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례에 해당한다.
기왕의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거제 장목고

<그림 11> 6세기 중엽 이전(①)과 이후(②)의 대왜항로 변동
(하승철 2017)

분의 피장자는 석실의 계통과 출토유물 등에 의

해 일본 규슈 북부지역에서 건너 온 왜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고분의 입지로 볼 때 가야를 포함한 한
반도 남부지역과 규슈지역을 연결하는 해상교역로상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장목고분이 위치한 장목면 일대는 농소리에서부터 저도-대죽도-가덕도로 이어지는 최단거리의
연안 항로 설정이 가능하다. 이에 규슈 북부지역에서 출발했을 경우 이키(壹岐)섬과 쓰시마(對馬)섬을 거쳐

마산

진주
진해

고성

<그림 12> 거제 장목고분과 주변 해상교통로(김준식 2015) (지도 출처: http://m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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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르게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왕래할 수 있는 항로 중 하나에 해당될 것이다(그림 11). 따라서 장목고
분이 위치한 농소리 일대는 규슈지역에서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배가 건너올 경우 꼭 거쳐서 가야하는 관문
으로 볼 수 있고, 경남 남해안 일대를 그물망처럼 이어주는 꼭짓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해당한다(그림 12).
물론, 거제 장목고분 북쪽으로 당시 재지수장층 묘역으로 판단되는 구영리고분군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
에 거제 장목고분의 출현배경과 관련하여 재지 집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아무리 왜인과 관계된 고
분이라 할지라도 재지 세력과의 유대감 혹은 그렇지 못할 경우라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조력해주는 강력한
세력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4) 그러나 중소규모 고분군에 해당하는 구영리고
분군 축조 집단이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왜인을 주도적으로 이용하거나 특정 지역으로 배치하는 등의 위력
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거제 장목고분의 피장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독자성은 확보하였을 것
으로 추정된다.

<그림 13> 후쿠오카현 반즈카(番塚)고분(左)과 함평 신덕고분 석실 실측도 및 출토유물(右, 박천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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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분의 피장자는 단순 교류 활동에 종사한 인물이 아니라 중요한 목적에 의해 규슈 북부지역에서
직접 파견된 전문 인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전술한대로 남해안 일대와 규슈지역의 교두보이자 상호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장목고분의 입지는 이와 관계된 거의 모든 물자와 사람들이 최소 한 번 이상 머물게 되는
장소에 해당한다. 장목고분의 피장자는 이러한 제반적 상황을 관리했던 인물로 생각되고, 반즈카고분의 성
격을 한반도 남부지역 전방후원분 축조 세력과 관계된 스오나다(周防灘) 연안의 호족으로 상정한 견해(박천
수 2007: 176∼177)로 볼 때, 당시 규슈 북부지역에서 가야를 포함한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파견된 인물은
단순 교류 이상의 더 큰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영산강유역 전방후원분 내 매장시설의 절반 이상이 소위 기타규슈형 석실이라는 것에서
도 알 수 있다. 즉, 반즈카고분 내 출토유물 중 대가야 마구와 백제 서남부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족문 호가 함께 확인되고, 기타규슈형 석실과 유사한 함평 신덕고분 내 출토유물 중 백제 마구와 경식이
일본산 은제철모, 은제환두대도 등과 함께 확인되는 것은 규슈 북부지역 출신 피장자의 성격이 꽤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하였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당시 가야를 포함한 한반도 남부지역 왜
계석실의 피장자의 대다수는 규슈 북부지역 출신의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 백제와 가야를 넘나들
며 남해안 일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규슈 중·서부지역과 가야의 교류
규슈 중·서부지역은 현재 일본 행정구역상 구마모토현을 중심으로 사가현, 나가사키현, 후쿠오카현 남
부지역을 포함하는 범위를 말한다. 이 곳 규슈 중·서부지역 석실의 특징은 규슈 북부지역과 달리 석실의
평면형태가 방형에 가깝고, 내부에 석관, 관대 등 피장자 안치를 위한 시설이 다수 확인된다. 특히, 석옥형
석관, 석장형석관 등을 통해 이 일대 석실은 수혈계 매장시설의 개념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藏
冨士寛 2009: 6). 연도는 현실 길이의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일직선으로 뻗어 있다. 현
문시설은 설치된 것이 그렇지 못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그리고 후벽을 기준으로 ‘⊓’자형으로 시상이 배
치되는 것을 포함하여 석붕과 동장형 평면형태 등도 이 지역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현실 길이는
4m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석실(현실) 면적도 대부분 4~7㎡에 해당하여 비교적 소규모의 석실이 축조
되었음을 알 수 있다(古城史雄 2009: 38∼39).
가야지역 왜계석실 중 비슷한 시기의 규슈 중·서부지역 석실과 가장 유사한 것은 의령 운곡리1호분과
사천 향촌동Ⅱ-1호분이 해당된다. 기왕의 연구에서도 두 석실의 기본 구조는 아리아케카이(有明海) 주변에
해당하는 구마모토현의 서쪽해안 및 하천유역, 사가현과 후쿠오카현 남쪽 해안에 분포하는 석실과 유사한 것
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각각의 특징 중 규슈 중·서부 지역 석실과 가장 유사한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의령 운곡리1호분은 현
실 장축의 중앙 부분이 단축보다 넓은 이른바 동장형 평면형태와 후벽에 돌출된 석붕을 가장 큰 특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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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越古墳

田川內1號

千金甲1號

千崎5號

熊本縣

丸山2號

夏崎古墳
佐賀縣

日ノ岡古墳

立山山8號
福岡縣

<그림 14> 일본 규슈지역 초기 횡혈식석실(古城史雄 2009, 수정 후 인용)

의령 운곡리1호분

사천 향촌동Ⅱ-1호분

<그림 15> 의령 운곡리1호분과 사천 향촌동Ⅱ-1호분

왜계석실로 본 백제-가야-왜의 교류양상

081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천 향촌동Ⅱ-1호분은
석실 내부에 시상 대신 잘 다듬어진 판석을
바닥면에 세워 꽂은 후 공간을 구획하여 석
관의 형태로 마련한 소위 석장형석관 구조
와 현문시설이 설치된 것을 가장 큰 특징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역시 아리
아케카이 주변지역의 석실에서 주로 확인되
고 있기 때문에 이 일대 고분 축조 집단과의
관련성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의령 운곡리1호분과 사천 향촌
동Ⅱ-1호분은 다수의 고분으로 구성된 고
분군을 구성하고 있고, 특히, 의령 운곡리1
<그림 16> 일본 규슈지역 내 석붕이 설치된 고분의 분포(藏冨士寛 2002)

호분의 경우 시기를 달리하여 가야와 신라
토기가 복합적으로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석실 구조 및 매장관념과 관계된 부분은 일본 규슈 중·서부지역과 관계되었을지 모르나 고분군의 전
개과정은 재지 세력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의령 운곡리1호분의 피장자는 전술한 석실의 계통에 의해 규슈 중·서부지역의 아리아케카이 출신의
인물(왜인)이 직접 건너왔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혹시 재지인이라 할지라도 그와 매우 밀접한
관계 속의 인물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A·B시상에서 대가야양식 장경호와 고배, 주구에서 대가야
양식 장경호와 개, A시상 상면에서 관정과 관고리5)가 출토된 양상으로 볼 때, 가야 세력 중에서도 아라가야
또는 소가야보다 상대적으로 대가야와 관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규슈 중·서부지역에 해당하는 구마모토현 에다후나야마(江田船山)고분에서 금제이식과 f자형경
판비를 포함하여 다수의 대가야계통의 유물이 출토되었고(박천수 2007: 196∼199), 역시 구마모토현 노즈
(野津)고분군에 위치한 모노미야구라(物見櫓)고분에서도 금제이식과 파수부완이 대가야산으로 파악되기 때

【표 9】 의령 운곡리1호분 출토유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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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위치

대가야

A시상
B시상

소가야

아라가야

신라

비고

장경호, 개

컵형토기

고배

관정, 관고리

고배

대부호

개, 고배

관고리

C시상

개, 고배

D시상

개, 고배

주구

장경호

도굴갱

장경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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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 장경호

개, 고배, 장경호

관정, 관고리

<그림 17> 일본 에다후나야마고분(左)과 모노미야구라고분(右)출토 금제이식

문에 대가야와 이 지역의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박천수·마츠나가 요시에·김준식 2011: 612).
사실 의령 운곡리1호분과 같이 한 석실 내에서 가야→신라로의 변화가 뚜렷하면서 고분군의 전체적인
규모 또한 그대로 유지되는 사례는 보기 드문 현상인데, 이것은 곧 그 최초 피장자의 성격이 가야인이 아니
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즉, 가야-신라 사이에서 급변하는 당시의 시대 상황
에 따라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가야 내 어느 세력의 출신도 아닌 인물로 판단된다. 대개 각 권역별
중심고분군은 물론이고, 그 하위의 지역수장급 이상이 조영한 가야 고분군은 가야 멸망을 전후하여 고분군
의 조영이 그대로 중단되거나, 거의 중단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고분군의 전체적인 규모와 위상이 쇠락하는
경우가 많다.6) 물론, 몇몇 지역수장급 규모의 고분군에서 가야 멸망 이후에도 고분군의 규모와 위상을 거의
유지한 상태에서 신라 고분이 축조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가야 멸망 이전부터 신라 계통의 유물이 다
수 출토되는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신라와 관계된 현상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다7)(합천 삼가, 저포리 등).
따라서 의령 운곡리1호분의 피장자는 가야 멸망 이전에는 남강에서 낙동강 방면으로 진출하는 길목에
위치한 의령과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가야 멸망 전후한 시기에는 그 대상이 신라로 바
뀌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양상은 <삼국사기>와 <일본서기>에 기록된 결혼동맹(522년), 안라회의(529
년), 금관가야 멸망(532년), 사비회의(541·544년), 관산성 전투(554년), 대가야 멸망(562년) 등의 역사적
사건이 말해주듯 6세기 중엽에는 가야-신라의 역학적 관계 속에서 결국에는 그 무게 중심이 신라로 완전히
기울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에 의령 운곡리1호분 피장자는 일본 규슈 중·서부지역 아리아케카이 주변 출신의 왜인으로 보는 것
이 자연스럽고, 그 역할은 남강→낙동강 방면으로 이어지는 내륙수계의 길목에서 활동하였던 것으로 추정
된다. 그 주된 대상으로는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여러 정황에 따라 최초에는 대가야가 관계되었을 것으로 파
악되고, 그 이후에는 점차 신라로 변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8) 북쪽에 위치한 의령 경산리고분군이 가야
멸망 전후할 시점에는 거의 고분군 조영 중단 수준에 처했던 상황과 달리 운곡리고분군은 가야 멸망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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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속적으로 고분군의 규모와 위상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 역시 당초 교류의 목적으로 건너온 왜
인이었기 때문에 신라가 이를 그대로 용인한 상태에서 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의령 경산리1호분은 왜계석실로 평가되고 있으나 출토유물 등으로 판단한 경산리고분군의 전체
적인 성격은 초축 당시부터 대가야와 깊이 관계된 고분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똑같은 의령지
역이라 할지라도 운곡리고분군과 경산리고분군의 가야 멸망 이후의 고분군 조영과 관계된 상황은 서로 많
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령 운곡리1호분이 완전히 폐쇄된 이후의 운곡리고분군은 고분 내에서 신라 유물만 부장되는 것에 더
해 매장시설이 모두 가야 멸망 직후에 축조된 신라 횡혈식석실이라는 견해를 볼 때(김준식 2013: 20∼22),
가야 멸망 이전에 형성된 운곡리1호분 피장자와 신라의 관계에 의해 그 후속 세대가 이 지역에 완전히 정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음, 사천 향촌동Ⅱ-1호분은 비록 고분군을 형성하였으나 사천 남쪽의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이어지
는 남일대 해변 일원에 입지한 점과 석실의 평면형태, 석관으로 매장을 실시한 점, 현문시설 등으로 인해 같
은 의령 운곡리1호분 보다 규슈 중·서부지역 석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야지
역 내에서는 거제 장목고분 다음으로 왜계석실의 요소가 적극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피장자의 성격은 큰
무리 없이 아리아케카이 주변 출신의 왜인으로 상정할 수 있다. 다만, 향촌동Ⅱ-1호분은 3차 석관에서 암
녹색의 녹유(綠油)가 시유된 대부직구호를 비롯하여 다수의 신라토기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가야 멸망 이후

<그림 18> 사천 향촌동Ⅱ-1호분 출토유물(①1차 석관 ②3차 석관 ③주구, 우리문화재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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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축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신라토기는 대부분 3차 석관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초축 연대는 의
령 운곡리1호분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늦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실 내외부에서 출토된 유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초 피장자가 매장된 1차 석관 내 곡옥과 관옥, 다
면옥, 환옥으로 구성된 경식은 신라 횡혈식석실에서 출토된 사례가 드물고, 거제 장목고분에서 다량 확인되
었다. 또한, 석실 주구 내에서 확인된 유공광구소호는 주구부가 돌출되어 있는 형태로, 그 출토예가 드물지
만 가야 멸망 이전의 것으로 알려져 있어(이유진 2007) 최초 피장자는 가야 멸망 이전에 매장되었을 가능성
이 크다.9) 그리고 고분군 전체를 놓고 보아도 시기를 달리하여 대가야·소가야, 신라 유물이 연속해서 확인
되기 때문에 최초 고분군 형성 배경에 가야세력이 있었음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촌동Ⅱ-1호분의 피장자는 의령 운곡리 1호분과 마찬가지로 가야지역에서 교류 목적으로 활
동한 왜인으로 판단되고, 역시 같은 이유에 의해 가야 멸망 이후까지도 고분군 조영은 물론 그 규모와 위상
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쪽의 사천만, 동쪽의 통영·고성, 서쪽의 하동·순천으로 이어지는 해
상교통의 요지에 고분군이 위치하는 것으로 볼 때, 의령 운곡리1호분 피장자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무대를
배경으로 활동한 인물로 추정된다. 이에 의령 운곡리1호분과 사천 향촌동Ⅱ-1호분 피장자 모두 일본 규슈
중·서부지역 아리아케카이 주변 출신의 왜인인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활동 반경과 역할의 중요도는
달랐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접근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7세기 이후
의 연유도기는 경주 월성·나정유적과 같은 신라 왕실관련 유적 또는 경주 신라왕경·동천동 등의 생활유
적에서 소량 확인되고, 분묘유적은 5곳 정도만 확인되었는데, 이 역시 경주가 아닌 지방에서만 확인된 것으
로 나타났다(이지희 2012: 45∼46). 이에 연유도기는 그 존재 가치가 희소할 뿐 아니라 특히, 향촌동Ⅱ-1
호에서 출토된 녹유직구호는 분묘 출토품 중에서 가장 상태가 양호하고, 문양과 색깔이 화려하여 주목된다.
그렇다면 피장자의 성격이 왜인일 가능성이 큰 석실의 내부에서 신라 왕경에서도 보기 드문 연유도기가 부
장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앞서 지적한대로 사천 남일대 앞을 포함한 주변의 탁월한 입지 조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남해 남치리1호분에서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품과 유사한 형태의 백제 사비기 은
화관식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은화관식은 사비기 백제 제6품 관직에 해당하는 나솔(奈率) 이상의 품계가 착
장할 수 있는 것으로 사비도성인 부여와 그 주변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고, 남원 척문리, 나주 복암
리와 흥덕리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는 남치리1호분의 축조배경과 피장자의 성격 등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남해안 일대에서 백제 최고위
층만 착장할 수 있는 은화관식이 출현한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에 그 출현배경이 무엇이든
남치리1호분 피장자가 백제 중앙과 관계된 것은 분명하고, 백제 중앙이 현재 사천~남해 주변으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상의 거점지역에 큰 관심을 가진 것 또한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흐름에서 본다면 비록 은화관식에 버금가는 위세품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천 향촌동Ⅱ-1호분
의 피장자 역시 신라 왕경에서도 보기 드문 연유도기를 소유하였고, 해상교통로상의 최적의 입지에 위치하
였다는 점에서 남해안 일대를 배경으로 활동하면서 의령 운곡리1호분 피장자 보다 더 큰 규모의 교역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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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남해 남치리1호분 석실 입구 전경 및 은화관식(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6)

사한 왜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녹유직구호가 1차 석관이 아닌 3차 석관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가야 멸망 이후에 활동 영역이 더 넓어지고 강화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즉, 남해 남치리1호분의 존재
로 볼 때, 가야 멸망 이후의 사천~남해 일원 해상교통로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게 되면서 신라도 이 지역
에 적극적인 관계망을 형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규슈 중·서부지역에 계보를 둔 가야지

사천 선진리고분

하동

사천 향촌동Ⅱ-1호분

남해 남치리고분

여수

<그림 20> 사천~남해 주변 해상교통로(김준식 2015, 수정 후 인용) (지도 출처: http://m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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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역 왜계석실은 고분군을 형성하였고, 가야→신라로의 변화 이후에도 고분군의 규모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
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창출계 왜계석실로 본 남해안 일대의 교류양상
앞에서 가야지역과 백제 서남부지역 왜계석실을 서로 비교하면서 몇 가지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야지역과 백제 서남부지역에서 확인되는 규슈계와 창출계 석실은 석실 구조뿐만 아니
라 평면 면적에서도 차이가 난다. 둘째, 백제 서남부지역의 창출계 석실은 규슈계 석실과 전체적인 구조에
서는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지만 가야지역의 창출계 석실은 규슈계 석실과 전체적인 구조에서부터 차이가
확인된다. 셋째, 가야지역과 백제 서남부지역에서 모두 확인되는 창출계 석실은 장고봉식(長鼓峰式)이다.
여기서 첫째와 둘째는 규슈계와 창출계 석실의 근본적인 차이와 가야와 백제 서남부지역의 왜계석실 전
개에 관한 지역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석실 내부 면적의 차이는 일본
규슈지역 석실과 비교하여 어느 쪽이 그것을 더 잘
표현하려 하였는지에 관한 문제이고, 가야지역과
백제 서남부지역 창출계 석실의 구조적 차이는 가
야지역이 재지 묘제에 규슈지역 석실의 요소가 반
영된 것이라면 반대로 백제 서남부지역은 규슈지역
석실에 재지 묘제의 요소가 반영된 결과에 의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전방후원분이라는 분형의
존재 유무도 이러한 차이와 관계되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경우인데, 전술한
대로 백제 서남부지역의 창출계 석실은 대개 규슈
계 석실과 전체적인 구조에서 유사한 것으로 확인
되나 장고봉식에 속한 해남 방산리 장고봉고분 석
실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목된
다. 장고봉식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장고봉
식이라는 용어 자체는 해남 장고봉고분에서 비롯된
것인데, 세장방형 평면형태와 세장하고 긴 중앙연
도식 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현문시설을 포함한 규
슈지역 석실의 요소가 일부 반영된 석실을 말한다.

<그림 21> 장고봉식 석실 분포(小林孝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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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고봉식에는 해남 장고봉고분을 포함하여 고성 송학동1B-1호분, 사천 선진리고분, 고흥 동호덕고
분 등이 포함되나 동호덕고분의 경우 석실 내부 실측도면이나 사진자료 등 학계에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10)
이러한 장고봉식 석실은 왜계석실로 분류되면서도 그 구조가 규슈계 석실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창출계
석실의 대표적인 사례로 오랜 시간 자리매김 하였는데, 추가로 창출계 석실임에도 비슷한 시기 남해안 일대
의 가야와 백제 서남부지역에서 모두 확인된다는 사실도 학계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낸 이유가 될 것이다.
이에 비록 창출계 석실이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그 기원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우선, 한반도 남부
지역 왜계석실의 기원을 규슈지역에서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그와 달리
군마현 마에후타고(前二子)고분과 도치기현 곤겐야마(權現山)고분 등과 관계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
다(柳澤一男 2002·2006·2015). 그러나 일본 간토지방 내 초기 횡혈식석실의 확산 과정을 고려한 연구
(右島和夫 2004, 小林孝秀 2014)와 그 이전 시기 간토지방의 한반도계 유물 전파와 관계된 연구(高田貫太
2016)를 살펴보면 장고봉유형 석실의 성립에 일본 간토지방 횡혈식석실이 직접적으로 관계되었는지에 대
해서는 역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장고봉유형 석실은 재지 묘제를 바탕으로 왜계요소가 일부 접목되면서 나타난
석실이고, 그 배경은 남해안의 해상루트를 따라 가야 남부지역과 백제 서남해안지역, 그리고 일본 규슈지역
과의 교류 활동에 종사한 집단이 서로 왕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재지 묘제인 수혈식석곽과 규슈 북부지역 석실의 요소가 접목되어 새로운 석실이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이 소가야지역일 가능성이 크지만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알고 있는 지역에서 전혀 새롭게 먼저 창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고성 송학동1B-1호분 석실이 해남 장고봉고분 석실보다 반드시 이르
다고 할 수는 없다(김낙중 2013: 188~189).
오히려 가장 최근의 연구에서는 ‘장고봉유형’이라는 하나의 특정 유형으로 설정하는 것 보다는 창출계
라는 큰 틀 속에서 개별 고분의 성격을 자유롭게 바라보는 것은 어떠한지에 대한 견해도 있어 주목된다(김
준식 2017). 사실 장고봉식 석실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면 다수의 차이점이 확인된다. 우선, 현문시설을 살펴보면 고성 송학동1B-1호분, 사천 선진리고분,
해남 장고봉고분이 서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문시설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 문주
석-문미석의 상호 관계와 축조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위 석실들을 비교하면, [문주석-개석], [문주석-문미
석-개석], [문주석-벽석-문미석-벽석-개석]의 세 가지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22). 그리고 벽면 축
조에서도 <그림 23>과 같이 벽석의 크기, 쌓는 방법 등 각각의 차이가 작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현실의 평면 장단비를 비롯하여 고분의 입지 등에서도 일정 부분 차이가 확인된다(표 10). 사
실 엄밀한 의미에서 해남 장고봉고분은 세장방형 평면형태로 보기 어렵고, 장방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해남 장고봉고분의 경우 석실의 평면형태, 현문시설, 벽면 축조방법 등을 고려하면 인접한 해남 조산
고분, 해남 용두리고분, 그리고 나주 복암리3호분 96석실과 오히려 더 비슷하다는 최근의 연구 경향도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김준식 2017: 90~92). 만약 이렇게 될 경우, 백제 서남부지역
의 창출계 석실은 규슈계 석실과 전체적인 구조가 비슷하다는 앞 장의 검토 결과와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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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송학동1B-1호분>

<사천 선진리고분>

<해남 장고봉고분>

<그림 22> 장고봉식 석실 현문시설 비교(김준식 2017)

<그림 23> 장고봉식 석실 벽면 축조방법 비교(①고성 송학동1B-1호분 ②사천 선진리고분 ③해남 장고봉고분, 김준식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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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장고봉식 석실 주요 속성 비교

고분

현실

입지

규모(m)

넓이(㎡)

장단비

길이(m)

위치

고성 송학동1B-1호분

6.70×2.00

13.40

3.35:1

3.30

중앙

고분군 형성

사천 선진리고분

5.70×2.27

12.94

2.51:1

3.34

중앙

단독

해남 장고봉고분

4.60×2.40

11.04

1.92:1

(4.00)

중앙

고분군 주변

<그림 24> 진주 원당1호분 실측도와 내부 전경(김준식·권준현·김도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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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서남부지역과 가야지역에서 확인되는 창출계 석실은 기왕의 연구에서도 장고봉식 석실을 제외하
면 모두 특정 유형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석실 구조상의 세세한 차이는 개별
유형으로 설정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그 차이를 인정하여 개별 유형화를 벗어나 ‘創出
系’라는 개념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당시 가야지역과 백제 서남부지역의 교류양상을 밝히는데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백제 서남부지역의 창출계 석실은 규슈계 석실을 기본으로 하되 백제 또는 현
지의 요소가 일부 반영된 것이고, 가야지역의 창출계 석실은 가야 현지 묘제에 왜계요소가 일부 반영된 것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창출계 석실은 특정 유형으로 설정하여 해석의 틀을 미리 정해놓기 보다
는 당시 일본 규슈지역-가야 남부지역-백제 서남부지역으로 연결되는 해상교류의 결과로 인해 다양한 구
조, 계보를 찾을 수 없는 매우 새로운 형태의 석실이 출현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고고학적 배경이 성립되었을 때, 의령 경산리1호분과 같이 기왕의 장고봉유형에 포함되지 못한 가
야지역 창출계 왜계석실이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11) 또한, 가야지역에서 왜계석실로 평가받고 있지
않으나 왜계요소로 의심되는 부분이 확인되는 고분이 고성 내산리60호분의 문주석 등 고성지역을 중심으로
간혹 확인되는데, 비교적 대형분에 속하는 진주 원당1호분의 경우 그러한 정황이 석실 전체에 걸쳐 확인되
어 주목된다(그림 24). 진주 원당고분군은 대형분인 1호분과 2호분을 중심으로 구성된 고분군으로, 1호분
석실의 하단부에서 길이 2m 이상의 장대석이 다수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역시 재지적 요소
가 아님은 물론, 이러한 사례 역시 일본 규슈지역과 가야 남부지역의 당시 활발했던 교류의 결과로 보고 의
령 경산리고분군과 유사한 사례로 평가하기도 한다(김준식 2016). 아마 넓은 의미에서는 창출계의 한 부분
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Ⅴ. 맺음말

6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 백제-가야-왜의 대외교류관계는 유물뿐만 아니라 묘제 즉, 횡혈식석실인 왜
계석실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왜계석실이 출현하는 지역은 아직까지 가야지
역과 백제 서남부지역이 유이하고, 그 계보는 일본 규슈지역에서 구하고 있다. 이에 왜계석실은 크게 규슈
계와 창출계로 구분되고, 규슈계는 다시 규슈 북부지역과 중·서부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분시대 일본 규슈지역의 고국명(古國名)으로 살펴보면, 규슈 북부지역은 치쿠젠(筑前)과 부젠(豊前),
규슈 중·서부지역은 치쿠고(筑後), 히젠(肥前), 히고(肥後)에 해당하고, 당시 한반도 남부지역을 무대로 활
발한 교류활동을 벌인 고국들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야지역만 대상으로 할 경우 치쿠고, 히젠, 히고 계
통의 왜계석실을 축조한 집단은 가야 멸망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분군을 조영하였고, 그 규모와 위상도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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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
한 규슈지역 석실의 영향으로 성립된 다수
의 창출계 석실은 그 자체로서 큰 의미를 갖
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유형으로 설정하기
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가야지역과 백제 서남부지역에 분포하
는 다수의 왜계석실은 결국 일본 규슈지역
과의 활발한 대외교류활동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고, 가야와 달리 백제 서남부지역에서
확인되는 전방후원분의 경우는 단순 교류
이상의 정치적 목적이 내포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규슈 북부와 중·서부
지역 석실이 백제와 가야지역에서 모두 다
확인되는 것을 통해 5~6세기 남해안 일대
의 해상교통로가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었음
을 짐작할 수 있다. 향후 이와 관계된 더욱
<그림 25> 7세기 일본 규슈지역 고국(古國)과 그 경계(小田富士雄 2008)

더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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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내 역사학계에서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이라는 고분의 역사적 의미를 논할 때 야마토(大和)정권과 지방정권 간의 정치적 지배 및
복속관계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국내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 것인가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우려하여 전방후원형고분(前方後圓形古墳)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방후원분이란
용어는 일본 내에서도 학술적 용어로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고, 국내의 전방후원분을 일본 내 역사적 해석(중앙-지방, 지배-복속
등)에 따라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고분이 내포한 의미와 실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는 역시 전
방후원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전방후원분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장고봉유형(柳澤一男

2006), 장고봉식(홍보식 2011), 송학동-장고봉식(김낙중 2012) 등 다양한 용례가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홍보
식(2011)의 견해에 따라 장고봉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3) 백제

서남부지역의 창출계 왜계석실 중 가장 구조가 이질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해남 장고봉고분 역시 규슈계 왜계석실을 바탕으로 백제
횡혈식석실 또는 재지적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창출계 왜계석실의 기본 바탕이 대부분 재지 묘제를 사용하는 가야
지역과의 큰 차이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4) 지방

세력의 견제 목적이라는 점은 다르지만 백제 서남부지역 전방후원분의 등장에 백제 중앙의 의도성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견해와 유사
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거제 장목고분의 경우가 만약 그러하다면, 당시 가야 남해안일대 최대 세력인 고성 송학동고분군이 그 배후
의 조력자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단지 정황상의 가정일 뿐이다.
5) 앞서

살펴본 대로 당시 소가야 중심지에 해당하는 고성지역 고분에서는 관정과 관고리 대신 꺾쇠만 사용하여 목관을 마련하였다. 관정과
관고리는 백제와 대가야권역에서 주로 확인되는데, 일본 규슈지역 석실에서도 출토된다. 또한 6세기 전엽의 횡혈식석실인 의령 중동리4호
분에서도 관정, 관고리가 출토되기 시작한다.
6) 고성

송학동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 등은 가야 멸망 이후의 고분 축조 현상이 거의 확인되지 않고,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신라토기가 부
장되는 소형의 횡구·횡혈식석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멸망 이전에 비하면 그 규모와 위상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7) 대표적으로

합천 옥전고분군, 합천 삼가고분군 등이 해당된다.
8) 의령

경산리고분군 조영 집단을 6세기 전반 가야와 신라의 교역에 종사하면서 경제적 부를 축적하였으나 562년 신라의 가야 정복으로 쇠
락한 집단으로 보는 견해(홍보식 2013: 26) 또한 이를 뒷받침 한다.
9) 6세기

이후 고성을 포함한 소가야권역을 중심으로 남해안 일대에 분포하는 가야 고분군들은 재지에서 생산된 토기를 매장시설 내부가 아
닌 주구에 부장하는 경우가 많다.
10) 고흥

신호리 동호덕고분도 중앙연도식의 세장방형 횡혈식석실로 알려져 있다(林永珍·趙鎭先 2000). 이에 장고봉유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김낙중 2012: 53).
11) 의령

경산리1호분의 석실 구조는 평면형태, 연도길이 및 구조, 축조방법 등을 근거로 합천 옥전M11호분과 유사함을 지적하고 있다(김준
식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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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금공품이란 고도의 금공기술을 구사하여 金銀과 같은 귀금속으로 제작한 악세사리의 총칭을 일컫는다.
고대의 금공품은 단순히 신체를 치장, 장식하는 현대의 악세사리와 달리 특정 정치체의 정체성 혹은 고분
피장자의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냄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동시에 담당한 기물로 이해된다. 이러한 해
석은 재료의 입수, 고도의 금공기술을 터득한 공인, 이를 관리하는 조직 체계가 정비되어 있어야 비로소 금
공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실제로 삼국·고분시대의 금공품은 각 정치체의 중
앙, 지방의 수장층으로 추정되는 고분의 피장자가 착장한 상태로 출토되는 사례가 많아 그 성격을 어느 정
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처럼 금공품은 정치적 색채가 짙어 각 국 사이에서 활발히 교류되는 매개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당시의 금공품에는 대외교섭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의 금공품이라고 하면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황금의 나라, 신라가 쉽게 떠오르지만 인접한 철
의 왕국 가야에도 독창적인 금공품 문화가 존재했다. 특히 가야의 금공품은 바다를 건너 일본열도까지 넓게
유통된다. 이 글에서는 가야와 왜의 고분에서 출토된 금공품을 개관하고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가야고분에서 출토된 금공품을 종류 별로 나눈 후 그 특징을 개관하고 사례를 집성한다. 다음으로
일본열도에서 출토된 금공품 가운데 가야와 관련된 금공품을 집성하고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열도로
금공품이 이입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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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야의 금공품

토기의 양식이 고대의 정치체의 영역을 반영한다는 전제가 타당하다면 적어도 낙동강 이서지역의 가야
는 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금관가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만 모든 가야지역에서 금공품이 활발히 제
작, 유통, 사용, 폐기된 것은 아닌 듯하다. 앞으로 발굴 성과에 따라 가야의 영역과 금공품의 제작 및 사용
은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발굴 성과를 고려한다면 가야의 금공품은 전·후기의
맹주인 금관가야와 대가야에서 주로 제작,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가야의 고분에서 출토된 금공품을 기능별로 나누면 금(동)관, 이식, 장식대도, 대장식구, 성시구, 팔찌
등으로 다양하다. 가야에서 제작된 것도 있으나 인접한 백제와 신라, 멀리는 중국대륙과 일본열도에서 제작
된 후 가야지역으로 이입된 것도 포함된다. 아래에서는 가야고분에서 출토된 금공품을 기능별로 나누고 개
관하고 구체적인 출토 사례를 들어 본다. 특히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 출토된 금공품을 빠짐없이 집성하고
자세하게 분석을 시도한 최근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겠다.

1. 금(동)관
가야의 금(동)관은 형태와 기능에 따라 대관과 모관으로 나눌 수 있다. 모관 앞에 관식을 부착하기도 한다.

1) 대관
가야 대관의 특징은 신라의 금동관과 달리 입식의 끝을 보주형으로 만들거나 초화형의 입식을 부착하는
점이다. 고령과 합천 등 주로 대가야고분에서 확인된다.
고령 지산동32호분 금동관은 전면에 넓은 초화형의 입식을 세웠고 양 옆에 90°로 꺾인 보주형의 장식을
연결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전면에 넓은 입식을 세우고 90°로 꺾인 가지를 연결한 오구라(小倉)콜렉션 금동
관은 가야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령 지산동30호분 2곽 금동관은 소형이므로 소아가 착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주형의 입식 3개를 세
워 대륜과 연결하였다.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품과 오구라(小倉)콜렉션 금관은 금제라는 점에서 재질은 다르
나 보주형의 입식을 지닌 점에서 가야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합천 옥전M6호분에서는 은제 1점, 금동제 2점의 대관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출자형의 금동제 대관
에 대해서는 재지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咸舜燮 1997)과 신라산으로 보는 견해(李熙濬 2005)가 있다. 초
화형 입식을 부가한 점에서 신라와 가야의 속성이 혼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제작지의 特定은 쉽지 않다.
다만 출자형의 입식 사이에 세운 초화형 입식은 후술하는 나가노현(長野縣) 사쿠라카오카(櫻ケ丘)고분, 사
가현(佐賀縣) 시오미(潮見)고분 출토 금동관 등 대가야계 금동관과 상통하므로 대가야계의 요소가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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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 ]

1

2

9

4
3

6

10

5

7

8

[ 모관 ]

13

14

1. 고령 지산동32호분 2. 고령 지산동30호분 2곽 3·5. 합천 옥전M6호분① 4. 고령 지산동45호분 6. 함안 암각화고분
7. 성주 가암동파괴고분 8·10·11. 오구라(小倉)콜렉션 9. 삼성미술관 Leeum 12. 김해 대성동29호분 13. 합천 옥전23호분
14. 합천 반계제 가A호분 (11, 12는 축척부동)
<그림 1> 가야의 대관

100

가야고분군 Ⅳ

11

12

1. 고령 지산동518호분 2. 지산동75호분 봉토 내 1곽 순장곽 3. 지산동73호분 서순장곽
<그림 2> 가야의 관식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성주 가암동 파괴고분 금동관(金基雄 1979)은 대관에 보주형으로 장식한 입식을 3개 연결하였다. 신라
관으로 보는 견해(朴普鉉 1997)도 있으나 신라에서 유사한 형식의 관이 확인되지 않고 입식의 끝이 보주형
인 점을 감안하면 가야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함안 암각화고분에서는 금동제의 대륜이 출토되었다. 보고서에서는 대장식구의 가능성을 지적하나 후
술하듯이 대장식구의 부품을 참고로 하면 그 가능성은 희박하며 성시구 혹은 대관의 가능성이 있다.
한편 3세기대의 김해 대성동29호분에서 출토된 파편을 금동관의 파편으로 이해하고 동래 복천동11호
분 사례와 같이 수지형의 금동관으로 복원하기도 한다. 대성동29호분에서는 금동제의 보요도 확인되며 금
동제 파편에 입식을 연결하기 위한 천공의 흔적도 있어 대관의 가능성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 다만 현재
확인되는 금동제 파편만을 근거로 수지형의 입식을 지닌 대관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금관가야의 관 문화
에 대해서는 자료의 증가를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1)
이상과 같이 가야의 대관은 주로 대가야고분에서 출토된다. 유사한 형식의 대관은 후술하는 일본열도에
서도 출토된다.

2) 모관
합천 옥전23호분에서 삼엽문이 표현된 모관이 출토되었다. 유사한 문양은 화성 요리1지점 1호 목곽묘
관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관이 한성기 백제고분에서 많이 출토되는 것을 고려하면 가야의 모관은 백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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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작된 후 이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합천 반계제 가A호분에서는 투구 위에 금동제의 관모형복발을
얹었다. 남원 월산리M5호분에서 유사한 형태의 철제 복발이 출토되었다.

3) 관식
가야고분에서 출토된 관식은 현재까지 4점 보고되었는데 모두 고령 지산동고분군 출토품이다. 고령 지
산동73호분 서순장곽, 지산동518호분에서는 금동제의 조우형 관식이 1점씩 출토되었다. 형태상으로 고구
려 혹은 신라고분 출토품과 유사하여 신라의 지방 공방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대가야의 공방에
서 신라양식을 수용하여 제작하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이한상 2016).
지산동75호분 봉토 내 1곽 순장곽에서는 신라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철제 관식이 1점 출토되었다. 지산
동73호분 서순장곽에서 금동제 관식이 부장된 것을 고려하면 동시기 다양한 재질의 관식이 차별적으로 사
용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이식
가야에서 가장 많이 제작된 금공품 중 하나가 이식이다. 함안, 진주, 장수, 함양, 창녕, 고성 등 경남의
여러 지역에서 출토되나 고령 지산동고분군과 합천 옥전고분군에서 출토된 이식의 수량이 압도적이라서 대

백
[ 제계
]

신
[ 라계
]
1. 합천 옥전23호분 2. 합천 옥전35호분 3. 합천 옥전M11호분 4. 합천 옥전89호분 5. 순천 운평리M2호분
6·7합천 옥전M3호분
<그림 3> 대가야고분 출토 외래계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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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추형계통 ]

[ 산치자형 ]

[ 공구형계통 ]

[ 심엽형계통 ]

[ 삼익형계통 ]
1. 지산동45호분 2호 석실 2. 합천 옥전M2호분 3. 지산동
45호분 1호 석실 4. 지산동44호분 6호 석곽 5. 합천 옥전 28
호분 6. 합천 옥전M6호분 7·8. 합천 옥전M4호분 9. 창녕
교동31호분 10. 고령 지산동44호분 11호 석곽 11. 고령
지산동45호분 1호 석실 12. 합천 옥전35호분 13. 합천 옥전
75호분 14·15. 합천 옥전M3호분 16. 고령 지산동45호분
2호 석곽 17. 고령 지산동45호분 7호 석곽 18. 고령 지산동
518호분 19. 남원 월산리M5호분 20. 남원 월산리M6호분
21. 합천 옥전91호분 22. 순천 운평리M2호분 23. 고령
지산동Ⅰ-40호 석곽묘(16·17은 축척부동)

<그림 4> 가야의 수식부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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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에서 활발히 제작, 사용된 것으로 이해된다.
대가야 이식은 주환, 중간식, 수하식으로 구성된다. 주환은 모두 세환이며 신라고분에서 출토되는 태환
이식은 현재까지 출토된 적이 없다. 중간식은 반구체 2개를 납땜하여 붙인 공구체를 사슬로 연결한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공구체에 금립을 붙이는 등 장식도가 증가한다. 수하식은 원추형, 삼익형, 산치자형, 죽엽
형, 심엽형, 공구형 등 다양하다(金宇大 2017).
대가야의 이식은 5세기 중엽부터 제작된다. 초현기의 대가야 이식은 백제와 신라의 영향을 받았다. 합
천 옥전23호분 출토품은 짧은 원통형의 중간식이 특징적인데 천안 용원리9호묘, 서산 부장리4호분 5호묘,
청주 신봉동 출토품과 유사하다. 부산 복천동1호분 출토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백제지역에서 확인되므로 백
제에서 제작된 후 이입된 것으로 보인다(이한상 2010a). 합천 옥전35호분 출토품 또한 공주 수촌리Ⅱ-8호
분과 유사한 수하식을 지닌 점으로 보아 백제계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전)본관동, 합천 옥전89호분 출토
과 같이 신라 이식도 확인된다. 이처럼 대가야의 초현기 이식은 인접한 백제와 신라의 영향 속에서 제작된다.
이후 5세기 후엽~6세기 초가 되면 신라 이식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가야의 특징적인 이식이 제
작되기 시작한다. 누금기법을 사용하여 장식성이 뛰어난 이식과 함께 창녕, 합천지역에서 산치자형 이식은
대가야의 특징적인 이식이다.

3. 장식대도
대도는 일반적으로는 무기로 분류되나 손잡이와 환두, 병부에 금공기술을 구사하여 화려하게 꾸민 장식
대도는 실전용 무기라기보다는 피장자의 권력을 과시하는 일종의 위세품의 성격을 띤다. 가야고분에서 출
토된 장식대도는 환두부의 형태와 제작기술을 기준으로 용봉문환두대도, 은장환두대도, 상감대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용봉문환두대도
삼국시대에 제작된 용봉문환두대도는 주로 각 지역의 수장층 고분에서 출토되며 피장자가 착장한 상태
로 부장되는 경우가 많아 위신재의 성격을 띤다(穴澤咊光·馬目順一 1984). 가야고분에서 출토되는 특징적
인 용봉문환두대도는 무령왕릉 등 백제고분에서 확인되는 대도와 제작 기술 및 의장이 다르다. 높은 금공기
술을 필요로 하며 고령 혹은 합천으로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어 대가야왕권에 의해 일괄적으로 제작된 것으
로 이해된다.
가야 용봉문환두대도의 특징으로 첫째, 환두의 도상을 들 수 있다. 5세기 후반에는 용두봉수(龍頭鳳首)
가 교차하는 환내장식이, 6세기에 접어들면 쌍봉 또는 쌍룡이 서로 입을 맞추는 형상으로 변하거나 단용 혹
은 단봉으로 표현된 환내장식이 등장한다. 환내장식은 따로 만들어 기부(基部)에 끼워 넣어 고정하였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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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합천 옥전M3호분 5. 합천 옥전M6호분 6·7. 합천 옥전M4호분 8. 고령 지산동47호분 9. 산청 생초M13호분
10. 창녕 교동10호분 11. 경주 호우총 12. 나주 신촌리9호 을관 13. 함안 도항리54호분

<그림 5> 가야의 용봉문환두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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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쿄국립박물관 2~12. 오구라(小倉) 콜렉션 13. 국립진주박물관 소장품 1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15. 군마현립박물관 16. 동아대학교박물관 17. 쿠보소(久保惣)기념미술관 18~19. 삼성미술관 리움
20. 일본 아쯔다(熱田) 신궁 소장품 21. 프랑스키메박물관
<그림 6> 국내외 각 기관 소장 가야의 용봉문환두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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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 2010b, 박천수 2011).
둘째, 외환의 단면은‘∩’자형이며 하변에 단면 ‘一’자형의 금구를 결합하여 완성하였다(이한상 2010b).
외환은 철로 주조한 후 금판이나 은판을 씌웠으며 위에서 볼 때 두 마리의 용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
는 문양을 표현하였다(김우대 2011). 외환의 내연은 각목문으로 장식하였다(박천수 2010).
셋째, 병연금구의 제작기법과 도상으로 병연금구의 바탕을 이루는 지금(地金)에 목을 교차한 쌍룡문을
주출하고 그 위에 금판을 씌워 장식하였다(이한상 2010b).
넷째, 손잡이는 금속선을 감거나 금속판을 감쌌다.
현재까지 가야의 용봉문환두대도는 합천 옥전M3호분에서 4점, 옥전M4호분에서 2점, 옥전M6호분에서
1점이 출토되었으며 고령 지산동47호분 1점, 산청 생초M13호분 1점이 확인되어 대가야고분에 집중적으로
부장됨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아라가야 지역인 함안 도항리54호분에서 1점이 출토되었으며 신라 지역인
경주 식리총, 경주 호우총, 창녕 교동10호분, 영산강 유역인 나주 신촌리9호 을관에서 각각 1점의 용봉문환
두대도가 확인된다. 신라고분과 영산강유역에서 출토된 용봉문환두대도 또한 대가야권을 중심으로 출토되
는 용봉문환두대도와 유사한 의장과 기술로 제작되므로 대가야가 교섭을 진행하는 가운데 해당지역으로 반
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이한상 2010b, 김도영 2014, 禹炳喆 2015). 다만, 백제 왕권과 관련시
켜 이해하는 견해도 제기되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김낙중 2014).
이 외에 백제지역에서 확인되는 용봉문환두대도와 유사한 기술로 제작된 대도가 고령 지산동Ⅰ지구3호
석곽묘, 지산동73호분, 지산동32NE-1호분, 산청 중촌리3호 토광묘, 합천 옥전35호분에서 확인된다.
한편, 출토지를 알 수는 없으나 대가야지역에서 출토되는 용봉문환두대도와 유사한 제작기술로 완성된
대도들이 국내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오구라(小倉)콜렉션을 포함해 미국 보
스턴미술관 소장품, 프랑스 기메미술관 소장품, 일본 아쯔다(熱田)신궁 소장품, 군마현립박물관, 쿠보소기
념미술관, 영남대학교 소장품, 국립중앙박물관, 동아대학교 소장품,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품 등 국내외 각
기관에 소장된 용봉문환두대도는 대가야고분에서 출토된 출토품과 비교하면 제작기술과 의장이 매우 유사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국내외에 소장된 출토지 불명의 용봉문환두대도를 대부분 고령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박천수 2011). 대가야지역의 용봉문환두대도와 유사한 제작기술이 확인되는 일본
구마모토(熊本)현 에타후나야먀(江田船山)고분, 사이타마(埼玉)현 쇼군야마(將軍山)고분, 후쿠오카(福岡)현
요시타케(吉武)S-9호분, 시가(滋賀)현 카모이나리야마(鴨稻荷山)고분 출토품은 대가야왕권 아래에서 제작
된 용봉문환두대도가 일본열도로 이입된 것으로(박천수 2009) 대가야와 왜의 교섭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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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장환두대도
은장환두대도는 손잡이의 끝에 달린 철제의 외환과 병연금구를 은판으로 감싼 장식대도를 말한다. 환두
부의 평면 형태는 오각형과 상원하방형이 있으며 손잡이에는 금속판을 씌워 감았다. 손잡이에 감싼 금속판
은 무문이거나 어린문을 타출하였으며 못을 사용해 고정한 점이 특징이다(김우대 2011).
환두부의 평면형이 오각형 혹은 상원하방형의 은장환두대도는 합천 옥전M3호분, 옥전71호분, 반계제
가A호분, 함양 백천리I-3호분, 남원 두락리4호분 등 대가야고분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어 대가야왕권과
관련을 지닌 대도로 평가된다(박천수 2009). 다만 유사한 제작 기술을 지닌 은장대도가 논산 표정리와 나주
복암리 정촌1호분에서 확인되어 백제와 관련성도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李漢祥 2004).
환두부의 평면형이 원형인 은장환두대도는 합천 옥전28호분, 옥전75호분, 함안 도항리(동)6호분에서
출토되었다. 합천 옥전28호분, 함안 도항리(동)6호분 출토품은 환두부의 기부(基部)에 환내장식을 삽입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 ‘凹’상의 흔적이 관찰된다. 유사한 흔적은 청주 신봉동108호분, 합천 옥전M3호분, 함
양 백천리I-3호분, 서산 부장리4호분7호 토광묘, 일본 후쿠오카(福岡)현 요시타케(吉武)S-9호분에서 출토
된 환두대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 백제와 관련된 제작기술로 평가되고 있다(김우대 2011).
합천 옥전28호분에서 출토된 은장환두대도의 병연금구는 파상문을 타출한 독특한 형식이다. 유사한 형
태의 병연금구는 공주 수촌리1호 목곽묘, 논산 모촌리93-5호 석곽묘, 일본 구마모토(熊本)현 에타후나야마
(江田船山)고분 등 백제, 가야, 왜에 고루 분포한다(李漢祥 2004, 김우대 2011). 한편, 함안 도항리(문)8호
분에서는 환두부를 금판으로 감싸 장식한 금장환두대도가 1점 출토되기도 하였다.

<그림 7> 대가야고분 출토 은장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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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삼국시대 상감유물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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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감대도
상감은 소지금속에 홈을 파고 그 속에 금사 혹은 은사를 집어넣어 문자나 문양을 나타내는 기술을 말한
다. 삼국시대의 상감기술은 주로 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감대도는 백제·가야지역에서 성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일본열도까지 전해진다(김도영 2017a).
상감대도는 공주 수촌리고분군, (전)청주 신봉동출토품, 천안 용원리고분군, 화성리A지구 1호분, 오산
수청동고분군, 서산 부장리고분군, 고창 봉덕리고분군, 공주 송산리고분군에서 출토되므로 한성기 백제에
서 출현하여 웅진기까지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백제 지역에서 성행했던 상감기술은 5세기 전반 가야지역
으로 전파된다(崔種圭 1992, 李漢祥 2006b). 가야의 상감대도는 고령과 합천 등 함안, 창원, 김해, 부산 등
아라가야와 금관가야 고분에서도 출토된다.
백제와 가야지역에서 확인되는 상감선의 재질은 금·은·동으로 한정되며 대부분 외환이나 환내장식,
병연금구, 도신 등 대도의 일부에 상감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상감의 문양은 화문·당초문·와문·선문·
거치문·용문 등 다양하며 백제와 가야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가야의 상감대도는 이처럼 백제의
영향을 받아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4. 대장식구
현재까지 가야지역에서는 총 10기의 고분에서 11식의 대장식구가 출토되었다. 사례가 많지 않으며 특
정 고분군에서 집중되지도 않아 이미 지적된 것처럼 가야에서 대장식구의 제작은 성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이한상 2003).
가장 이른 시기의 대장식구는 김해 대성동88호분, 대성동75호분 주곽에서 출토된 진식대장식구이다.
대성동88호분에서는 금동제의 대선금구 1점과 과판 및 수하식 3점이 출토되었다. 연대의 기준인 대선금구
의 용문양은 喇麻洞ⅡM275號墓 출토품 외에 出光美術館, 京都大學, 國立歷史民俗博物館, 會津八一記念博
物館 등 일본의 각 기관 소장품과 유사하다. 용문의 퇴화가 진행되지 않아 제작시기는 가까운 것으로 생각
된다.
한편 廣州大刀山晋墓, 熊家嶺晋墓, 喇麻洞ⅡM101號墓 출토품은 대성동88호분 출토품보다 용문이 퇴
화되어 그 제작 시기가 늦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가운데 廣州大刀山晋墓에서 「太寧二(324)年」명이 새겨진
전(塼)이 출토되어 그 제작 시기가 324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성동88호분 출토품은 324년 이전인 서
진대에 제작되어 삼연지역을 거쳐 금관가야로 이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서울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화성 사창리10-1번지에서도 진식대금구가 출토되므로 백제를 경유하여 이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령 지산동47호분, 지산동75호분 주곽, 합천 옥전M1호분, 옥전M3호분, 함안 도항리54호분에서 출
토된 귀면문대장식구는 백제와 관련성이 인정된다. 주조 혹은 타출로 제작되었다. 가야고분에서 출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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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가야고분 출토 대장식구 및 관련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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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면문대장식구는 한성기부터 웅진기에 걸쳐 이루어진 백제와 교섭 속에서 이입된 것으로 보인다(김도영
2017b). 다만 착장된 사례가 없어 허리띠가 아닌 성시구로 보는 견해도 있다(이한상 2015).
한편 합천 옥전M1호분에서는 귀면문대장식구와 함께 초엽문이 투조된 금동제대장식구가 출토되어 주
목된다. 유사한 모티브가 적용된 대장식구는 일본 大阪府譽田丸山古墳, 福岡縣月岡古墳, 奈良縣新澤千塚
126호분에서 출토되었으며 동경박물관 소장 오구라(小倉)콜렉션에도 확인된다. 이 중 新澤千塚126호분 출
토품은 피장자의 허리 위치에서 출토되어 착장한 채 매납된 것을 알 수 있다. 공반된 금동제장신구로 보아
피장자는 신라에서 건너 간 인물로 보이므로(高田貫太 2014) 초엽문이 투조된 금동제대장식구도 신라에서
그 계보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옥전M1호분 초엽문대장식구도 신라에서 제작된 후 이 지역으로 이입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가야에서 대장식구는 그다지 활발히 성행한 것 같지는 않으며 신라와 백제로부터
이입된 것들이 많다.

<그림 10> 한일 출토 귀면문대장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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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시구
화살을 담는 성시구는 적수금구(吊手金具), 수납부금구(收納部金具), 대장식구(帶裝飾具), 곡옥상금구
(勾玉狀金具) 등 다양한 부품으로 이루어지며 부품의 형태와 조합에 따라 지역성이 확인된다. 가야지역에서
는 주로 대가야와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성시구가 출토된다.
삼국시대 한반도 중남부지역에서 출토된 성시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土屋隆史 2018)를 참
고로 하면 대가야에서는 5세기 중엽부터 성시구의 부장이 급증한다고 한다. 합천 옥전M1호분에서는 한반

<그림 11> 대가야고분 출토 성시구(6은 축척부동, 土屋隆史 2018을 인용 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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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남부지역에서 가장 많은 총 8세트의 성시구가 부장되었다. 구성 부품 및 조합관계로 보아 신라와 백제로
부터 이입된 성시구, 그리고 아라가야와 관련된 성시구가 동시에 부장된 점이 특징이다(土屋隆史 2018). 이
외에도 합천 옥전28호분·옥전8호분·옥전35호분·옥전31호분·옥전5호분·옥전70호분 등에서 신라계
공인의 관여 하에 대가야에서 제작된 성시구(土屋분류:쌍방중원형Ⅱ군)가 출토되었다.
이후 5세기 후엽의 합천 옥전M3호분에서도 신라계와 백제계의 성시구가 확인된다. 다른 지역에서 이
입품이 많은 옥전M1호분과 달리 재질과 문양 등 대가야 독자의 특징이 확인되므로 백제계 혹은 신라계 공
인에 의해 대가야지역 내에서 성시구를 직접 생산하는 시기로 평가된다. 고령 지산동36호분·합천 옥전20
호분·합천 반계제 가A호분·함양 백천리1-3호분·남원 월산리M5호분·월산리M6호분 등 이 시기에는
백제계의 성시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가야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큰 부품들이 제작되기 시작한다. 한
편 용문을 투조기법으로 표현한 고령 지산동47호분 출토품은 금구의 문양과 재질, 형태가 백제 고분 출토
품과 유사하기 때문에 백제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가야에서는 독자적인
형태와 제작기술을 구사한 성시구가 창출되지는 않았으나 백제와 신라의 영향을 받아 주체적으로 성시구를
생산한 것으로 이해된다.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1호 석실에서 출토된 성시구는 수납부금구의 단면 형태가 수평이며 양단의 단면
이 꺾여 다각형을 띤다. 유사한 사례는 합천 옥전5호분, 함안 말이산25호분, 합천 옥전Ｍ3호분, 후쿠오카현
반쯔카(番塚)고분에서 확인되므로 대가야에서 계보를 구할 수 있다. 대가야의 성시구는 영산강유역만이 아
니라 일본열도로도 이입된다.
한편 아라가야의 경우 함안 말이산고분군, 도항리고분군에서 성시구가 집중적으로 출토된다. 기본적으
로 대가야의 성시구와 유사하여 대가야에서 제작된 후 아라가야로 이입된 것이 많으며 일부 신라제도 있으
나 백제계의 성시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아라가야와 대가야의 교류가 성행한 것과 달리 백제와의 직접
적인 교류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土屋隆史 2018).

6. 팔찌
가야의 팔찌는 고성 내산리고분군, 율대리고분군, 송학동고분군, 창원 석동고분군 등 소가야지역과 합
천 옥전고분군, 산청 생초고분군 등 대가야지역을 중심으로 출토된다. 피장자의 팔에 착장된 상태로 발견되
는 사례가 많다. 재질은 금, 은, 동으로 다양하며 표면은 매끄럽게 다듬거나 각목문을 장식하였다. 백제, 신
라의 팔찌와 큰 차이가 없어 지역성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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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가야고분 출토 팔찌

Ⅲ. 왜의 금공품

고분시대 중기가 되면 전기까지 위신재의 역할을 하던 거울이 자취를 감추고 제도, 단야, 마사, 주거 등
한반도의 여러 지역으로부터 다양한 문화와 문물이 이입된다. '기술혁신의 시대'라고 불리는 고분시대 중기
에 대표적인 도래문화 중 하나가 금공품이다. 가야에서 생산된 금공품 또한 일본열도 전역으로 이입되었다.
여기서는 가야와 관련된 왜의 금공품에 대해 개관해 본다.

1. 관
고분시대의 관은 현재까지 약 40점 가량 보고되었다. 고분시대의 관은 형태에 따라 액식식(額飾式), 세
대식(細帶式), 투조세대식(透彫細帶式), 광대이산식(廣帶二山式)으로 나뉜다(坂靖 1991). 이 가운데 가야와
관련된 관은 액식식(額飾式), 세대식(細帶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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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일본열도의 대가야계 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가야의 관은 보주형의 입식을 세운 것이 특징이다. 후쿠이현(福井縣) 니혼
마츠야마(二本松山)고분 출토 금동관은 중앙에 대형의 보주형입식을 세워 액식식(額飾式)으로 분류된다. 이
미 지적된 것처럼 그 조형은 고령 지산동32호분 등 대가야고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에서 구할 수 있다(朴天秀
2006).
이 외에 나가노현(長野縣) 사쿠라카오카(櫻ケ丘)고분, 사가현(佐賀縣) 시오미(潮見)고분, 도치기현(栃木
縣) 쿠와(桑)57호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대형의 입식은 없으나 가운데 보주형의 입식을 세우고 양쪽에 곁
가지를 표현한 점에서 세대식(細帶式)으로 분류된다. 액식식(額飾式)과 마찬가지로 대가야 금동관과 동일한
계통으로 볼 수 있다.

2. 이식
고분시대의 이식은 현재까지 약 50점 가량 보고되었다. 계보는 백제계, 신라계, 대가야계로 나눌 수 있
는데 대가야계의 이식이 30점 이상을 차지하여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고분시대의 대가야계 이식은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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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엽부터 등장하여 후기 중엽까지 지속된다.
일본열도에서 출토된 대가야계 이식은 크게 장쇄식이식과 산치자형이식으로 나눌 수 있다. 장쇄식이식
이란 긴 사슬과 공구형 혹은 화룡형으로 구성된 중간식에 심엽형, 삼익형의 수하식을 연결한 세환의 이식을
말한다. 왜의 장쇄식이식은 대가야고분 출토품보다 중간식의 사슬이 긴 점이 특징이다. 일본열도의 전역에

<그림 14> 일본열도의 대가야계 이식(金宇大 2017을 인용 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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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넓게 분포하며 중기 중엽부터 등장한다. 제작지에 대해서는 대가야에서 제작된 후 일괄적으로 입수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朴天秀 2006) 심엽형수하식이 대형화하거나 유리옥이 상감된 점, 대가야에서
확인되지 않는 은제의 이식이 존재하는 점을 근거로 대가야계의 공인이 일본열도에서 제작하였다는 견해도
있다(高田貫太 2014; 金宇大 2017).
산치자형이식은 일본열도에서 현재까지 8점 확인되며 고분시대 후기에 등장한다. 대부분 대가야에서
제작되어 일본열도로 이입된 것으로 생각되나 나라현(奈良縣) 와리즈카(割塚)고분 출토품과 같이 주환과 중
간식이 은제이면서 수하식이 금제인 사례는 대가야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중 일부는 도래계공인에 의
해 일본열도 내에서 제작되었다는 견해도 있다(김우대 2017).

3. 장식대도
1) 용봉문환두대도
고분시대 후기에 들어 일본열도 각지에서 용봉문환두대도가 출현한다. 환내장식과 외환을 따로 만들고
도금이 아닌 금판을 입힌 점에서 고령과 합천 등 대가야의 용봉문환두대도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후
쿠오카현 요시타케(吉武)S-9호분, 효고현 히사고쯔카(瓢塚)고분, 시가현 카모이나리야마(鴨稲荷山)고분,
사이타마현 쇼군야마(将軍山)고분, (전)군마현 안나카시(安中市), (전)오사카부 인덕릉고분 출토품은 대가야
에서 제작된 후 일본열도로 이입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카야마현 이와타(岩田)14호분, 오사카부 이찌스카(一須賀)WA1호분 출토품은 형태로 보아 무
령왕릉 대도와 연결되지만 외환을 주조하는 기술은 대가야의 용봉문환두대도에서 이미 확인되므로(金跳咏
2011) 대가야계 공인의 참여를 상정할 수 있다.

2) 은장·삼엽문환두대도
상원하방형의 철지은장 환두는 오카야마현 킨케이즈카(金鶏塚)고분, 토치기현 오노스네(大野巣根)1호
분에서 출토되었다. 고분시대 후기로 비정되는데 유사한 의장과 제작기술은 고분시대에 확인되지 않고 앞
서 살펴본 것처럼 대가야의 고분에서 확인되므로 가야지역에서 이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삼엽문환두대도로 분류되는 미야자키현 모찌다(持田)26호분 출토품 또한 상원하방형의 철지은장
환두이다. 환내장식이 삼엽문이며 자도가 붙어 있어 신라 장식대도의 속성을 지닌다. 다만 손잡이에 감은
금속판에 어린문을 새겼으며 금속판을 고정하기 위해 원두정을 패리(佩裏)의 가운데에 연속하여 박은 점은
대가야고분에서 출토된 장식대도에서 많이 확인된다. 이미 지적된 것처럼 대가야계의 기술자가 신라 대도
를 모방하여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金宇大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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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일본열도의 대가야계 장식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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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이현 마루야마쯔카(丸山塚)고분 출토 환두대도는 원형의 외환과 삼엽문의 환내장식으로 이루어졌
다. 병연금구의 양단에 각목문을 새겼다. 환두와 병연금구를 보아 백제 혹은 대가야에서 이입되었을 가능성
이 크다(金宇大 2017).

3) 상감대도
일본열도에서는 고분시대 전기부터 상감대도가 등장한다. 나라(奈良)현 도다이지야마(東大事山)고분 중
평(中平, 184-189년)명철도, 이소노카미(石上)신궁 소장 칠지도(369년), 오사카(大阪)후 키시와다(岸和田)
시 카제후키야마(風吹山)고분 상감대도와 같이 고분시대 전기에서 중기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일본열도 출
토 상감 유물은 중국대륙 혹은 한반도에서 제작된 후 이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橋本英將 2013).
일본열도로 상감대도가 이입되거나 자체적으로 제작된 것은 중기 후엽 이후이며 고분시대 후기가 되면
관동지방을 중심으로 원두대도, 두추대도, 날밑(鍔) 등에 상감기술을 적용한 대도의 사례가 급증하게 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고분시대의 상감자료는 약 430여점으로 수량으로만 본다면 삼국시대 출토품에 비해 약 10
배에 달한다(김도영 2017a).

<그림 16> 고분시대 중기의 상감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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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시대 중기 일본열도에 등장하는 상감도검의 특징 중 하나로 명문대도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치바(千葉)현 이나리다이(稻荷台)1호분, 사이타마(埼玉)현 이나리야마(稻荷山)고분, 구마모토(熊本)현 에타
후나야마(江田舟山)고분에서는 도신 및 칼등에 금 혹은 은으로 문자를 상감한 명문도검이 출토되었다. 고분
시대에 보기 드문 문자 자료로 명문의 내용과 함께 고분시대 중기 사회를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자료
로 평가된다. 각 고분에서는 명문대도뿐 아니라 각종의 철제 무기와 스에키가 공반된다. 주목되는 점은 공
반된 가야계 혹은 백제계의 한반도 관련 유물이다. 이나리야마(稻荷山)고분에서는 가야계 마구, 에타후나야
마고분에서는 백제계 금공품이 공반되었다. 상감을 위해 사용된 공구의 친연성으로 보아 명문대도의 제작
에도 백제 및 대가야계 공인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4. 성시구
일본열도에서 성시구는 고분시대 중기부터 후기에 걸쳐 출토되는데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큰 영향을 받
은 것으로 이해된다(土屋隆史 2018). 5세기 전엽이 되면 신라로부터 이입된 성시구 혹은 도래한 공인에 의
해 일본열도 내에서 제작된 성시구가 출현한다.
5세기 중엽이 되면 대가야에서 계보를 구할 수 있는 성시구의 증가한다. 교토부 하타에다(幡枝)2호분,
와카야마현 하지카미하(椒浜)古墳, 효고현 미야야마(宮山) 제2주체부①②, 오카야마현 텐구야마(天狗山)고
분, 쇼부자코(勝負砂)고분, 잇코쿠야마(一國山)1호 석관, 나가우네야마키타(長畝山北)5호 제1주체, 후쿠오

<그림 17> 일본열도의 대가야계 성시구(土屋隆史 2018을 인용 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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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현 츠칸도우(塚堂)고분 제2주체부, 야마노카미(山の神)고분, 타케나미(竹並)H-26 횡혈묘, 미야자키현
이시후네즈카(石舟塚)고분, 야마나시현 미타마오오쯔카(三珠大塚)고분 출토품은 대가야에서 계보를 구할
수 있다. 이 성시구들은 키나이지역에 집중되지 않아 각 지역의 수장층이 대가야와 직접 교섭하는 가운데
완제품이 각 지역으로 이입된 것으로 보인다.

5. 대장식구
고분시대 전기에 등장하는 금공품으로 중국 진대에 제작된 대장식구를 들 수 있다. 현재까지 효고현(兵
庫縣) 교자쯔카(行者塚)고분, 나라현(奈良縣) 신야마(新山)고분, 나라현(奈良縣) 고조네코쯔카(五條猫塚)고
분에서 확인된다. 제작 연대의 기준인 용문의 퇴화와 제작기술로 보아 교자쯔카(行者塚)고분, 신야마(新山)
고분 출토품은 4세기 전엽에서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藤井康隆 2002).
이입 경로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직접 이입(町田章 1970), 중국과 왜 사이에 신라와 가야가 개입(宇野真
敏 1996), 중국에서 제작된 후 백제 경유 혹은 백제에서 모방(町田章2006; 千賀久1984), 금관가야 경유(朴
天秀 2007; 申敬澈2013) 등 다양한 견해가 개진되어 있다.
이입 배경에 대해서는 고급무관과 같이 생전의 신분을 상징하는 물품(町田章1970, 1997), 야마토정권
을 구성하는 호족이 대륙과 한반도의 독자적 교섭의 결과 입수한 것(早乙女雅博1990), 4세기대 직접 해외
와 교섭 가운데 유입된 물품(板靖 1991), 중국 진왕조와 동아시아각국의 책봉관계에 의한 정치적 산물의 가

<그림 18> 일본열도의 진식대장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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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김해 대성동88호분(上)과 효고현 교자쯔카고분(下) (창·철정·마구·모루는 1/8)

<그림 20> 일본열도 용문반육조대장식구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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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李漢祥 2011; 金智鉉 2012) 등 다양하다.
다만 4세기대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진식대장식구를 조공, 책봉관계의 산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재
고의 여지가 있다. 효고현 교자쯔카고분의 진식대장식구는 전방부의 부장품 상자에서 출토되었으며 파형동
기, 철정, 모루, 철복, 주조철부, 마구 등 금관가야와 깊은 관련이 있는 부장품과 공반되었다. 이러한 부장
품의 조성은 진식대장식구를 비롯하여 재지계토기, 일본열도산 철창과 동촉, 통형동기, 파형동기, 동모가
공반된 김해 대성동88호분와 유사하다. 부장품의 조성으로 판단하는 한 진식대장식구는 고분시대 전기 금
관가야와 왜의 교섭 실태를 반영하는 기물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진식대장식구를 착장
하지 않고 소유한 양 고분의 피장자의 성격에 대하여 중국의 고급무관과 같은 특정의 신분에 속한 인물로

<그림 21> 용문반육조대장식구와 금속 깎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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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삼국시대 백제와 대가야의 정밀주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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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하는 종래의 견해는 적어도 공반 유물로 보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백제와 가야, 왜에서 출토되는
진식대장식구를 근거로 중국왕조의 정치, 외교적 동향이 곧바로 삼국과 가야, 왜에 강한 영향을 끼친 것처
럼 과도한 정치적 성격을 부여하는 견해(藤井康隆 2013)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나라현 고조네코쯔카고분에서는 허리띠를 꾸미는 과판이 3점 출토되었다. 과판만으로 제작 연대
를 비정하기는 쉽지 않으나 진식대장식구가 4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제작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4
세기 중엽 이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열도로 이입된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晉代에 제작된
직후에 이입된 것이라고 한다면 일본열도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전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기 전반이 되면 용문투조대장식구, 초엽문대장식구와 같이 신라계 문물이 이입된다.
중기 후반에는 교토부(京都府) 코쿠쯔카(穀塚)고분, 오사카부(大阪府) 코우진쯔카(荒神塚)고분, 아이치
현(愛知懸) 아오쯔카(青塚)고분, 후쿠이현(福井懸) 니시쯔카(西塚)고분, 쿠마모토현(熊本懸) 에타후나야마
(江田船山)고분, 사이타마현(埼玉懸) 이나리야마(稻荷山)고분, 와카야마현(和歌山懸) 오오타니(大谷)고분에
서 용문반육조대장식구가 확인된다. 한반도에서 아직 사례가 없으나 제작 기술에 주목해 보면 한반도, 특히
백제 및 대가야와 관련성이 인정된다. '반육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대장식구의 과판에는 볼륨감이 있
는 용문이 표현되어 있다. 볼륨감이 있는 동판을 제작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째 금속판을 끌로 깎아내기, 둘째 주조이다. 이 가운데 금속판을 끌로 깎아내기 위해서는 절삭가공용의 끌
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자료에 근거하는 한 절삭가공용의 끌은 6세기 중엽 이후 백제에서 초현한다(鈴木勉
2013a). 따라서 용문반육조대장식구는 주조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두께 3mm 이내의 얇은 동판
의 주조는 정밀주조기술이라 불린다.
정밀주조기술은 백제와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금공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가야 용
봉문환두대도의 환두부와 병연금구(金跳咏 2011), 경주 식리총 출토 식리(鈴木勉 2013b), 무령왕릉 출토
환두대도의 병연금구, 고창 봉덕리 출토 금동제 식리(鈴木勉 2015)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제작기술에 주목
해 보면 고분시대 중기 후반에 용문반육조대장식구가 일본열도 내에 등장하는 배경으로 백제와 가야, 그리
고 왜의 교섭 속에서 한반도에 정착된 정밀주조기술이 왜로 도입된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키나이지역
을 중심으로 일본열도 전역에 분포하는 용문반육조대장식구는 이미 지적된 것처럼 웅략천황의 정치적 활동
을 반영하며(田中史子 1998) 그 배경에는 백제 및 대가야 공인의 도래와 금공품의 제작 참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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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금공품으로 본 가야와 왜의 교섭

가야와 왜의 교류는 다양한 문물과 고고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다만 금공품이라는 주제로 한정지으면
왜와 교섭 대상은 금관가야와 대가야로 좁혀진다. 이 가운데 4세기대 금관가야와 왜의 교섭을 나타내는 진
식대장식구를 제외하면 사실 금공품을 통해 본 가야와 왜의 교섭이란 주로 대가야와 왜 사이에 이루어진 교
섭이라고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가야에서는 금동관, 이식, 장식대도, 대장식구, 성시구 등 다양한 종류의 금
공품이 제작된다. 5세기 전엽에 등장하는 대가야의 금공품은 주로 백제, 신라 등 인접한 나라에서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관식, 이식, 상감대도가 대표적이다.
이후 5세기 후엽이 되면 대가야의 독자적인 금공품 문화가 등장한다. 고령과 합천을 중심으로 분포하
는 용봉문환두대도를 비롯하여 금동관, 이식, 성시구 등을 들 수 있다. 5세기 후엽 대가야의 금공품은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일본열도 전역에 걸쳐 확인된다. 이식, 용봉문환두대도, 은장·삼엽문환두대도, 상감대도와
같이 완제품이 이입된 사례도 있지만 명문도검, 성시구, 용문반육조대장식구와 같이 금공기술을 지닌 공인
이 직접 일본열도로 건너가 현지에서 제작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5세기 후엽에 대가야의 금공품이 등장
하고 이내 일본열도까지 단시간 내에 급속도로 확산된 배경에는 국내외의 다양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한반도 내 사정으로는 백제와 대가야의 교섭, 대가야의 발전을 들 수 있다. 5세기 전엽 가야고분에서는
관모, 이식, 상감대도 등 다수의 백제계 금공품이 확인된다. 4세기 후반 백제-가야-왜는 동맹관계를 형성
한다. 이후 5세기 초 고구려 남정을 계기로 나제동맹 등 한반도 남부지역 정치체가 결속력을 강화해나가는
가운데 백제로부터 대가야지역으로 금공품이 이입된 것으로 보인다.
5세기 후엽 대가야의 내적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섬진강로를 따라 확인되는 대가야양식 토기로 보아 남
해안의 제해권 장악이 그 배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성백제의 멸망 및 기술자의 이동은 대
가야의 금공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5세기 후엽 일본열도의 각지에
등장하는 대가야계의 금공품은 이미 지적된 것처럼 대가야가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함으로써 왜가 중국
및 한반도와 교섭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朴天秀 2006).
한편 일본열도에 대가야의 금공품이 대거로 이입되는 시기는 대략 웅략기와 계체기에 해당한다. 특히
사이타마현 이나리야마고분 출토 명문도검의 상감작업에는 대가야계의 공인이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명
문에 적힌 獲加多支鹵大王이 웅략천황이라는 설이 유력한 점에서 당시 왜 왕권이 대가야의 선진 기술을 적
극적으로 수용하고자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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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가야와 왜의 고분에서 출토된 금공품을 종류별로 개관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앞서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현재까지 자료로 보아 특히 대가야권역의 고분에서 다양한 종류의 금공품이 대량으로 출
토된다. 그러나 대가야의 성장 과정이나 발전 정도, 전성기의 영역에 관해서는 연구자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왜와 교섭을 나타내는 가야의 금공품을 일괄적으로 대가야왕권과 관련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도 엄존한다. 예를 들면 옥전고분군에서 발굴된 대량의 금공품을 모두 대가야왕권과 관련된 것
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표적이다. 다만 본고의 목표가 여러 고분
군의 정치체 성격을 밝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위 대가야양식의 토기가 출토된 고분은 대가야의 고분이
라는 가정 하에 여기서 출토된 금공품 또한 대가야의 왕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물로 이해하였다. 금공품을
통해 본 가야와 왜의 교섭을 주로 대가야와 왜 사이에 이루어진 교섭으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
제는 지방 고분군의 정치체적 성격을 밝히는 연구 함께 진행하여야 할 앞으로의 연구 과제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가야에서 제작, 사용된 다종의 금공품은 고분시대 중기후반 일본열도 전역
에서 확인된다. 일본열도에서 출토된 금공품과 그 제작 기술로 보아 대가야에서는 완제품만이 아니라 이를
만든 공인도 함께 도왜(渡倭)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5세기 후엽에 대가야의 금공품이 등장하고 이내 일본열
도까지 단시간 내에 급속도로 확산된 배경에는 백제와 대가야의 교섭, 대가야의 발전, 한성백제의 멸망 및
기술자의 이동, 왜 왕권이 대가야의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 등이 있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가야고분군의 경관, 특징만이 아니라 고분시대 일본열도에 미친 가
야의 영향력을 매력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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穴澤咊光·馬目順一,

1) 3세기

중엽에서 후엽으로 비정되는 김해 대성동29호분의 축조 연대를 고려하면 금관가야에서 자체적으로 금동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삼연지역에서 이입된 금동제품의 파편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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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古学からみた倭と加耶の
交渉様態

Ⅰ. はじめに
日本列島の古墳時代は、倭人社会（おおむね九州南部～東北中部にかけて広がる社会）が朝鮮半島から多様な文化を盛んに
受け入れ、みずからの文化として定着をはかった時代である。やきもの（須恵器）、鉄器（鍛冶）
、金工品などの手工業生産、
馬匹生産、農耕や土木、暖房や炊事の施設たるカマドなど、さまざまな情報や技術、道具、そして人が、活発な交流を通して
もたらされた。
倭は朝鮮半島に割拠する諸社会―主に百済、栄山江流域、新羅、諸加耶―と交渉を重ねたが、その中で諸加耶との交渉が重
要な部分を占めていたことは言を俟たない。このことは、これまでの考古学や文献史学の先行研究において十分に明らかにさ
れているといえよう。1990年代以降に日本語で執筆された研究成果は膨大であるが、代表的な成果としては、山尾1989、田中
1992、小田・申敬澈ほか1993、大橋・花田編2005、朴天秀2007a、井上2014などがある。筆者も先行研究に導かれながら、倭と加
耶の交渉の実態についてまとめたことがある（高田2014・2017）。
本稿の構成
本稿では、先行研究や筆者のこれまでの研究（高田2014・2016・2017a・bなど）に基づいて、倭と加耶の交渉の交渉様態を
整理する。そのため第1章において、おおむね3世紀後半~4世紀前半、4世紀後半、5世紀前半~6世紀前半という時期ごとに、倭
と加耶の政治経済的な交渉の概要を考古学的に整理する。これによって両社会の交渉関係の変遷を鳥瞰的に把握したい。ま
た、加耶の中でも金官加耶と大加耶の対倭交渉に焦点を絞る。
次に第2章において、倭と加耶を往来するために用いられた交渉ルートと寄港地（を推定できる遺跡や地域）を、西日本地
域の関連する考古資料を紹介しながら、できるだけ具体的に提示する。寄港地とは厳密には「目的地への航行の途中で立ち寄
る港」のことであるが、考古学的な検討から倭へ渡来した人びとの目的地がどこであったのかについて言及することは至極難
しい。
そのために、朝鮮半島南海岸地域から倭王権の本拠地たる畿内地域へ至る瀬戸内海ルートに焦点を定め、地勢的にその玄界
灘、響灘、瀬戸内海などの沿岸をつたうルートの要衝に位置し、朝鮮半島の諸社会との関連がうかがえる遺跡や地域を浮き彫
りにしてみたい。それによって、ある程度演繹的なものにはなるが、瀬戸内海ルートの複線性、すなわち地域ネットワークと
しての姿を描いてみたい。
本来ならば、第1章の時期区分に沿いつつ、加耶関連の資料に限定して提示すべきではある。ただ、資料状況の限界や筆者
の力量不足のため、かえってルートや寄港地の全体像が見えにくくなってしまう。その次善の策として、対象時期を3世紀後
半~6世紀前半と幅広くとらえ、関連資料についても、加耶関連資料以外に、朝鮮半島の他の社会（新羅、百済、栄山江流域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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ど）とのつながりがうかがえる資料も含めることとする。
環海地域としての認識
倭と加耶の政治経済的な交渉の概要を把握し、その交渉ルートや寄港地を具体的に復元していくためには、まずは日朝両地
域における日常的で基層的な地域間交渉の実態を把握する必要がある。なぜなら、当時の日朝関係とは、たとえ王権間の外交
であっても、何か特別な交渉ルートが用いられたとは考えにくいからである。おそらくは、両地域において活用された基層的
な海上、河川、陸上交通路が用いられ、それを王権や地域社会が整備する中で、政治経済的な交渉が積み重ねられていたと把
握する方が自然であろう。
このような意味合いをこめて、筆者はかつて、朝鮮半島と日本列島の一帯を、諸地域社会が広義の対馬（大韓）海峡、日本
（東）海、黄海、玄界灘、そして瀬戸内海を媒介として多角的に交渉を重ねてきた「環海地域」（濱下1997 35頁）と認識した
ことがある（高田2014）。環海地域では、基層的な交渉関係を政治経済的な基礎とする地域社会が形成され、それぞれの地域社
会には互いに異なる種族や文化が共存し、拠点性を有すると同時に、それぞれを結びつけるネットワークが形成されたことが
想定される。筆者はこのネットワークこそが日朝両地域の交渉を可能としたと推測している。このような視座に立って論を進
める。

Ⅱ. 倭と加耶の交渉の推移
1．国際的な交易拠点の形成と展開―3世紀後半～4世紀前半―
『三国志』にみる交渉
『魏志』弁辰伝には、3世紀頃の日朝間の関係を示す著名な記事がある。
国、鉄を出す。韓・濊・倭皆従って取る。諸の市買には皆鉄を用いる。中国の銭を用いるが如し。また以て二郡に供給す。
これをみると、弁韓の地域では鉄が生産され、それを入手するために韓・濊とともに倭から人びとがやってきたことがうか
がえる。また、弁韓ではそれを楽浪郡と帯方郡に供給していた。中国の貨幣のようにもちいられた「鉄」を媒介としつつ、二
郡―弁辰(弁韓)―倭をむすぶ経路を活用した交渉のあり方を想定できる。鉄の代価として倭から韓へもたらされたものについ
ては、考古学的に確認が難しいが、『魏志』倭人伝に倭が中国へ遣使した際に献上したと記録される、玉類、真珠、錦、「生
口」（奴隷）などが手がかりとなる。また、米などの穀物を想定する見方もある（東2012など）。
このような文献資料をみるだけでも、3世紀には弁韓と倭が交渉を重ねていたことは明らかであり、この時期の交渉史に関
する考古学的な研究成果も蓄積されている（近年の成果としては井上2014、藤尾2015など）。
九州北部の国際的な交易拠点―西新町遺跡
そして、古墳時代を迎えた3世紀後半になると、九州北部の玄界灘沿岸に大規模な交易拠点が整備される。沿岸の砂丘域に
形成された、著名な福岡市西新町遺跡である。
西新町遺跡における集落の形成は、実は弥生時代後半期には認められる。遺跡では穂積具の石包丁はあまり確認されず、石
錘や釣針などの漁撈具が出土する。また、朝鮮半島との交易によってもたらされた板状鉄斧や、より西域に系譜を求められる
ガラストンボ玉なども確認されている。集落を営んだ集団は、漁撈を生業のひとつとしながら、海を媒介とした交易にも従事
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武末純一はこのような集落を「海村」として定義している（武末2009）。
その後、西新町の「海村」は一時衰退はするが、3世紀後半に入ると大規模化する。久住猛雄はその特徴について、朝鮮
半島系の厨房施設たるカマドの導入と普及、大量の朝鮮半島系土器の搬入、日本列島各地（畿内、山陰、瀬戸内など）から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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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来系土器の集中を挙げた。そして、西新町遺跡が対外交易の一大拠点＝貿易港として変貌を遂げたと評価する（久住2007・
2014）。
当時の日本列島各地における厨房施設は炉であり、カマドが普及するのは基本的には5世紀以後である。これに対して、西
新町遺跡では約500棟もの竪穴建物の1割以上にカママドが付付設されている。また、搬入された朝鮮半島土器の系譜は、朝鮮
半島東南部（辰・弁韓、加耶系）、慶尚南道西部、朝鮮半島中西部～南西部（馬韓、百済系）と大別できる。炊事用の軟質土
器やその模倣土器もかなり出土している（図1）。ちなみに甑も日本列島では基本的に5世紀以降に普及する道具である（寺井
2016）。
カマドや炊事用の半島系土器や模倣土器の存在は、西新町遺跡に朝鮮半島の各地から多くの人びとが渡来し、たとえ短期間
であっても在地の人びととともに「雑居」していたことを示す。また、西新町遺跡から出土した大型の板状鉄斧、ミニチュア
の鉄器、鉛板、ガラス小玉の鋳型などからみて、渡来人たちは当時の先進的技術をたずさえていたと考えられる。そして、西
日本各地の土器が集中することからみて、先進文物や技術を求める列島各地の人々もまた多く集まっていたと考えられ、まさ
しく日朝両地域の人びとが交易を重ねる国際的な港津であったと評価できる。
倭王権の動き
このような港津が形成される背景のひとつには、おそらく倭王権の動きがある。倭王権の倭人社会の統合の動きを示す考古
資料に三角縁神獣鏡があるが、西新町遺跡の位置する福岡平野地域を統括した首長層の墓である那珂八幡古墳からは三角縁神
獣鏡が出土している。また西新町遺跡を本拠とした集団の有力層の墓と想定されている藤崎遺跡3次調査6号墓でも三角縁神獣
鏡と朝鮮半島系の素環頭大刀が出土している（図2）。この地域が急速に畿内地域の生活土器群（布留系土器）を受容していく
こと（久住2007など）もあわせて、倭王権との結びつきを背景のひとつとして国際的な交易港たる西新町遺跡が形成されたよ
うである。
日本海（東海）ルートと出雲地域
また、日本海（東海）沿岸ルートを用いた交渉が活発化したことも、西新町の港津の形成のひとつの背景であったようであ
る。その日本海沿岸ルートを介した交易の拠点となっていたのが、出雲地域である（図3）。特に西部の出雲平野一帯が3、4世
紀には交渉の中心であり、山持遺跡（弥生中期後半以来の集落）や古志本郷遺跡（3世紀後半頃には大規模化する集落）などが
拠点集落と考えられる。その立地は、かつて出雲平野に広がっていた潟湖に面しており、港津を備えていた可能性が高い。
出雲平野の諸遺跡からは北部九州や西部瀬戸内系の土器、そして朝鮮半島系土器が出土する。朝鮮半島系土器の系譜につ
いてみると、山持遺跡で出土した二孔を穿つ把手を有する壺（図3－5）は、2つの二孔把手と1つの円環把手を備えた三耳付壺
の可能性が高く、壱岐島原の辻遺跡や金海良洞里280号墓などに類例がある。また、古志本郷遺跡出土の瓦質短頸壺（図3－3）
も、釜山・金海地域に系譜を求められそうである。
その一方で、山持や古志本郷、そして出雲東部の南講竹草田遺跡やタテチョウ遺跡などでは、上下方向に円孔に穿つ平面方
形の把手を有する両耳付壺の破片が出土している（図3－2・4・6・7）。このような器種は、釜山・金海地域にも一部認められ
るが、分布の中心はむしろ朝鮮半島西南部であろう（福泉博物館2015）。また、古志本郷では、同部の上半と下半で異なるタタ
キを施す短頸壺の破片が確認されている（図3－1）。これも、朝鮮半島西南部に系譜を求めることが可能である。
このよう想定が妥当とすれば、出雲地域の朝鮮半島系土器は、洛東江下流域を中心とした朝鮮半島東南部のものとともに、
少数ながら西南部系の土器も含まれるようである。そして、朝鮮半島東南部において山陰地域系統の土器が出土する状況を勘
案すれば、3世紀後半以降に、山陰―北部九州―釜山・金海地域という基幹的な交渉ルートが整備され、出雲地域の人びとも北
部九州や釜山・金海地域との交渉を積み重ねていたと判断される。
以上のように、釜山・金海、北部九州、出雲、近畿などの諸地域間の交渉が活発化する中で、西新町遺跡が国際的な港津と
して発展したと想定する。
古金海湾とその周辺の港津
西新町遺跡が国際的な港津として機能した3世紀後半から4世紀初頭にかけて、狗邪（金官）国が位置した半島東南部、古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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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湾一帯やその周辺にも、大規模な港津が展開する。それを物語る代表的な遺跡として東萊貝塚や金海官洞里・新文里遺跡が
ある。そして、狗邪（金官）国の中枢とされる金海鳳凰台遺跡も、古金海湾沿岸の最奥の中央部という良好な立地にある。こ
れまで確認された掘立柱建物（倉庫）、木柵、準構造船の部材などから、港津の存在を想定し得る。
東萊貝塚は現在の釜山市東萊区に位置する。現在は海岸から六キロほど内陸の市街地の中にあるが、海岸部や海中に生息す
る貝の殻で貝塚が形成されていることなどから、当時はすぐ近くまで海が入り込んでいたと考えられる。
東萊貝塚では発掘調査が数回行われている。その結果、鉄生産に関わる鍛冶炉や竪穴が確認され、多量の土器や骨角器、鉄
器が出土した。その中には30点あまりの3世紀後半～4世紀前葉頃に製作された土師器系土器が含まれていた。洪潽植は、土師
器系土器の存在からその付近に倭人集団が居住し、彼（彼女）らが船着場の近くに居住しながら、日本列島との交易と交渉に
関与したとみている（洪潽植2004）。そして、東萊貝塚とその周辺について港津としての性格を想定し、鍛冶炉が確認されてい
ることとあわせて、鉄素材と鉄器を購入・保管して、それを倭人の船舶に引渡す役割を担った可能性を指摘している。
近年、古金海湾の具体的な港津や、その運営にかかわった集落の姿を描くことができる遺跡群が調査された。それが金海官
洞里・新文里遺跡である（図4）。まず、官洞里遺跡は古金海湾の西側沿岸に面していたと考えられており、三国時代から統一
新羅時代にかけての多様な遺構が確認された。特に古金海湾へつながる道路や倉庫群、桟橋施設が注目され、まさに当時の船
着場と倉庫群がセットをなす港津の様相が明らかとなった。また、新文里遺跡は官洞里遺跡を見下ろすことができる丘陵の平
坦面や斜面に広がる集落遺跡で、調査報告者は、官洞里の港津を管理、運営していた集団の集落と把握する。
官洞里遺跡が港津として機能し始めた時期については、おおむね4、5世紀以降と考えられている。ただ、新文里遺跡では3
世紀後半ごろにさかのぼる遺構（住居、竪穴、貝塚など）が確認されている。少なくとも、新文里遺跡からは土師器系土器が
多く出土しており、東萊貝塚と同じように倭人集団の存在が考えられる。
狗邪（金官）国の基盤
官洞里・新文里遺跡からやや内陸へ入ると、官洞里古墳群や良洞里古墳群、良洞山城、4、5世紀代の製錬炉や鍛冶炉など
が確認された余来里遺跡や荷渓里遺跡など鉄生産に関連した工房などが分布している。これらの遺跡は、古金海湾沿岸の西部
において有機的に結びつき、狗邪国の対外的な交渉拠点のひとつとして機能するようになった可能性が高い（裵徳煥・崔景圭
ほか2013など）。4世紀以降、古金海湾一帯では鉄生産と海上交易が一体として運営されており、それを管轄していたのは狗邪
国の中枢であった。このような経済的な基盤を背景として、狗邪国は金官加耶を主導する金官国として成長を遂げる （洪潽植
2014a）。
連動する港津の形成
これまで、博多湾沿岸と古金海湾沿岸における国際的な港津の形成についてみてきた。港津の機能が西新町遺跡に集約され
る博多湾沿岸と、いくつかの港津が連動し一つの関門地として機能した古金海湾沿岸とその周辺とは、その景観に違いがある
ことは確かではある。ただ、港津や工房がセットとなった交渉の拠点が整備されたという点においては共通しており、相互に
連動した動きであったと判断できる。
その背景としては、倭の側には各地における半島東南部の先進文物や技術を求めるさらなる動きや、中国外交を重視する倭
王権と対外活動に秀でた福岡平野地域との関係があった。一方で狗邪（金官）国の側には、鉄生産と海上交易を一体的に運営
し、鉄を求める倭との活発な交渉を通して金官加耶へと成長を遂げていく動きがあった。
また、博多湾沿岸と古金海湾周辺の両地域、そして出雲地域において、いわゆる馬韓系土器が少なからず出土している点
（久住2007、洪潽植2014b、趙晟元2017など）には注意すべきであり、馬韓の諸勢力も活発な対外交渉を行っていたことも確か
である。今後、馬韓におけるこの時期の大規模な港津が確認される可能性も考慮すべきである。
すなわち、金官加耶、馬韓、倭の交渉活動が連動するような形で展開されたために、博多湾沿岸や古金海湾沿岸とその周辺
に国際的な港津が形成されたと考えられる。したがって、このような朝鮮半島西南部地域から西日本地域にいたる広範で錯綜
した地域間交渉において、金官加耶が重要な結節点の役割、すなわち関門社会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ていたと考えられよ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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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交渉の多角化と半島情勢―4世紀中葉～後半―
金官加耶と倭王権
3世紀後半以降、国際的な港津としてにぎわいをみせていた西新町遺跡であるが、4世紀に入ると急速に衰退し、4世紀後半
には集落自体が消滅してしまう。この頃には、西日本各地で地域間の交渉の拠点となっていた集落も衰退に向かっていくこと
が指摘されている（久住2007・菱田2015・中久保2017など）。すなわち、倭の側においては、博多湾沿岸を起点とする対朝鮮半
島交渉の様態に大きな変動があったようである。
一方で、古金海湾沿岸とその周辺に目を向けると、西新町遺跡とは対照的に4世紀に入ると、さらなるにぎわいをみせる。
そして、金官加耶圏の最上位集団の墓域たる金海大成洞古墳群を中心に新たな倭系文物が副葬されるようになる。それは、盾
や矢を収納する靫に飾りとして取りつけたと考えられる巴形銅器や、鏃・紡錘車・筒などを模した碧玉（緑色凝灰岩）製品な
どである。その副葬は大成洞13号墳など遅くても4世紀前半から確認でき（図5）、４世紀後半頃に最も盛んになる（朴天秀2007a
・b、井上2014など）。
このような文物は、その授受や保有に政治的な意味あいが含まれた器物（威信財）としての性格が強く、日本列島において
は畿内地域を中心に分布していることから、倭王権が諸地域社会の統合を意図して分配した器物として評価されている。他に
も倭王権と金官加耶の関係を表象するものとして、筒形銅器や方形板革綴短甲などがあるが、その製作地や性格については現
在も議論が続く。
沖ノ島祭祀
また、玄界灘に浮かぶ孤島の沖ノ島が、4世紀後半までには本格的に海上交通に関わる祭祀場として機能するようになる
（図6）。その代表的な事例のひとつが沖ノ島17号祭祀遺跡であり、巨岩上において祭祀が行われ、祭祀具として玉類、石製腕
飾類、そして三角縁神獣鏡などをはじめとする各種の倣製鏡が用いられていた。同時期の有力古墳の副葬品と共通する品々で
ある。
このような動きは、金官加耶と倭王権（を構成する畿内の諸勢力）との直接的な交渉が本格化する中であらわれたものと
考えられている。沖ノ島は地勢的にみると、博多湾を経由せずに畿内地域と金官加耶圏をむすぶ経路上に位置していることか
ら、金官加耶との直接的な交渉をめざした倭王権によって海上交通の祭祀場として重視されたようである（菱田2013など）。
半島情勢の緊迫化
このような倭と金官加耶の活発な交渉には、どのような歴史的背景があったのか。文献史学の研究成果を参考に考えてみた
い。朝鮮半島北部では高句麗が興起しており、313年に楽浪郡、314年には帯方郡を滅ぼし、徐々に半島中南部への侵攻を志向
するとされている。半島西南部では馬韓の伯済国を中心とした百済が、東南部では辰韓の斯盧国を中心とした新羅が、それぞ
れ支配体制を固めつつあった。そして、4世紀後半になると、楽浪・帯方の故地をめぐる高句麗と百済の対立が深刻なものとな
り、369、371年には実際の戦闘に至る。新羅は逆に高句麗との従属的な関係を深めていき、半島情勢は非常に緊迫したものと
なっていく（田中2013など）。
このような情勢の中で金官加耶圏でも、金官国を中心とした社会統合が推し進められていったものと考えられる。その基盤
が、朝鮮半島南海岸をつたう航路と洛東江の結節点という地勢を活かし、鉄生産と海上交通を一体として運営し、さまざまな
勢力との鉄をめぐる対外交易を展開することであったと考えられている（李賢恵1988、洪潽植2014a、高田2017aなど）。倭はそ
の主要な相手先であったろう。
一方、倭については266年以降、中国へ遣使したという記録は見られなくなり、楽浪・帯方二郡が機能を停止してしまう
と、おそらく中国との直接的な関係はほぼ絶たれてしまう。このような状況の中で、鉄をはじめとする先進的な文化の受容を
目的として、倭王権は金官加耶との交渉を活発化させたと想定することもできそう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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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朝交渉の多角化
このように4世紀後半には、金官加耶と倭の緊密な関係はピークを迎える。それとともに、日朝関係の動向を大きく左右す
る動きがあった。それは、百済が卓淳国（現在の昌原か）の仲介のもとで倭との正式な関係樹立を求めてきたことである。そ
の経緯については、『日本書紀』神功46年3月条に描かれている。古代史においてその内容の信ぴょう性についてはおおよそ認
められており、高句麗との対立を深める百済が諸加耶や倭との連携を模索した動きとして評価されている（田中2009など）。
また、洛東江以東地域（≒新羅圏）についても、慶州月城路古墳群で出土した土師器系土器（カ―31号）や腕輪形石製品
（カ―29号）などを評価すれば、何らかの形で倭との交渉を模索していた可能性がある。近年では、慶州にほど近い蔚山下三
亭ナ―115石槨墓で倭系甲冑（長方板革綴短甲）が出土している。
「技術革新の世紀」へ
以上のように、4世紀後半には日朝交渉が多角化し、次の5世紀を迎えていく。古墳時代社会において5世紀代は「技術革新
の世紀」ともよばれ、さまざまな新しい情報や技術、道具が朝鮮半島からの渡来人によってもたらされ、倭に定着していく時
期である（亀田2010など）。本稿で詳しく紹介はできないが、その具体的な過程や「技術革新」がもたらした社会変容に関する
研究は、近年大きく進展している（菱田2007、坂2008、若狭2015など）。その「技術革新」の背景として、日本考古学において
重視されてきたのは、広開土王碑文に記された400年前後の時期における高句麗の南下と、それに対する倭―百済―加耶との軍
事衝突である。
けれども倭の「技術革新」は400年前後に突如としてはじまったというよりも、その萌芽は4世紀後半には認められそうであ
る。例えば、須恵器生産については兵庫県神戸市の出合遺跡窯跡の例がある。窯の構造や出土土器の特徴から、4世紀後半頃に
朝鮮半島西南部からの渡来人が主体となって操業したものと考えられている。その後の倭における須恵器生産の直接の母体と
はならなかったようであるが、土器生産の技術を有する朝鮮半島系の人びとが渡ってきて、たとえ短期間ではあっても実際に
窯を構築し、土器を生産したことは確かである（亀田2009、酒井2013など）。
また、鉄器生産と関連して、倭における甲冑の組織的な生産が4世紀後半には開始されたと考えられている点は重要であ
る。そこへ至る過程の中で、金官加耶圏を中心とする朝鮮半島東南部からの甲冑製作工人の関与も指摘されている（橋本1998
・金赫中2016など）。そして、馬具についても、4世紀後半には倭へ移入されている。例えば、兵庫県行者塚古墳出土の轡は、
金官加耶あるいは百済に系譜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また、熊本県八反原2号墳でも行者塚3号轡と同様の轡が出土している。
それには馬歯がともなっており、馬具とともに馬自体も朝鮮半島から移入された可能性が高い（諫早2012a）。
さらに、倭に定着するものとしないものがあるが、鍬のＵ字形刃先、曲刃鎌、又鍬、サルポなど多様な農工具が確認されて
いる。ただし、古墳の副葬品が中心である。
以上のような状況を総合すれば、5世紀代の「技術革新」の全てを広開土王碑文に記録された倭の軍事活動と結びつけるこ
とは難しそうである。それよりも、弥生時代後半期以来の長期的な交渉関係の中で、4世紀後半頃には倭人社会に生活文化を大
きく変容させていく基盤が備わっていたと考えるべきであろう（高田2017a）。それは、主に金官加耶圏との政治経済的な交渉
によって可能となった。

3．諸加耶の盛衰と倭―5世紀～６世紀前半―
１） 金官加耶の衰退と倭
金官国の動揺
これまで4世紀末～5世紀前葉にかけて金海大成洞古墳群は、大成洞1号墳の造営を最後に、大型墓の造営が途絶えると考え
られてきた。その背景としては、広開土王碑碑文に記された400年の高句麗の金官国（任那加羅）への侵攻が想定されている。
例えば、申敬澈は高句麗の侵攻を契機として金官加耶は急速に衰退し、ほどなく事実上の滅亡を迎えたと把握する（申敬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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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宰佑2000）。「事実上の滅亡」であったか否かについては議論が続くけれども、碑文の記載と大成洞古墳群における大型墓造
営の途絶が、金官国の急速な衰退を示すという把握は、韓国考古学界においても一定の支持を受けている。
「倭賊」の性格について
その際に日朝関係史の立場から今後も検討を深める必要があるのは、広開土王碑文に記された「倭賊」の実態である。これ
までの日本古代史の研究においては、百済―加耶―倭という連携のもとで、百済や加耶の要請のもとで高句麗の南下へ対抗す
る意味合いで新羅に侵入した倭の軍勢と考えられている。それが5世紀の「技術革新」の大きな契機となったと考える日本側の
研究者は多い。
しかしながら、考古学的には倭がどれくらいの兵力を送ったのかについては不明とせざるを得ない。碑文が記す通りに、
399～400年にかけて新羅（おそらくは慶州）に倭の大規模な軍勢が駐留していたとすれば、その期間は短くても数ヶ月におよ
んだはずである。とすれば、それを維持するための兵站が必要だったはずである。
しかし、慶州やその周辺では発掘調査の蓄積が著しいけれども、いまだ多くの倭人が滞在していたことを示すような遺跡は
確認されていない。現状の資料による限り、考古学的には新羅圏へ侵入し任那加羅へと敗退した倭の軍勢を、倭の総力を結集
したような大規模なものと考えることは難しそうである。そのような意味あいにおいて、筆者は、倭を主たる敵とするのが碑
文の政治的意図であり、それゆえに倭の役割が非常に誇張されているという、李成市の指摘に共感を覚える（李成市1994）。い
ずれにしろ、今後も検討を深めなければならない日朝関係史の課題のひとつである。
高句麗南下後の金官加耶
また、近年の発掘調査によって、大成洞古墳群では高句麗の南下の後にも、それまでの規模ではないとしても、墓の造営自
体は継続していたことが明らかとなり、1号墳→93号墳→73号墳という変遷をたどるという（심재용2014）。特に73号墳は大型の
竪穴式石室墓で石室長4.8mを測る（図7左 대성동고분박물관2013）。その副葬土器には慶南西部地域（小加耶）系、新羅系のも
のが含まれ、さらに時期が下る85号墳では、倭系と判断しえる直弧文を施した鹿角製刀装具が出土している（図7右）。
さらに、古金海湾周辺をみわたせば、各地の集団は中小の古墳群を造営し、活発な対外活動を展開している（洪潽植
2014a）。例えば、金海竹谷里古墳群では、在地の土器以外にも多様な系統の土器が副葬されている。その中の94号石槨墓で
は、慶南西部（小加耶）や新羅系の土器とともに、倭系の衝角付冑が副葬された。そして主要な港のひとつ、官洞里遺跡も依
然として機能しており、須恵器系土器も出土している。
以上のような状況をまとめると、高句麗の南下によって金官国が大きく動揺したことは確かであろうが、532年の滅亡ま
で、南海岸航路と洛東江をつなぐ関門社会としての一定の勢力は保持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
東萊地域の位相
そして、日朝関係史の立場からみると、5世紀代の東萊地域がどのような政治経済的な位相にあったのかが、極めて重要で
ある。なぜならば、早くに朴天秀によって整理されたように（朴天秀1995）、5世紀前半代に日本列島から出土する朝鮮半島系
の武器・武具、馬具、金工品の類例が、東萊福泉洞古墳群の副葬品を中心に認められるからである。それらは図8のように、西
日本地域にとどまらず、伊那谷や東京湾東岸地域など東日本地域においても出土している。
また、瀬戸内地域では5世紀代にかけて「渡来系竪穴式石室」や木槨が分布し、墓制の地域性をみせているが、その系譜は
福泉洞古墳群を中心とした洛東江以東地域の埋葬施設に求められる。例えば、香川県東かがわ市原間古墳群の6号墳では木槨を
埋葬施設として採用している。5世紀前葉（陶邑編年TK216型式期）頃の築造で、副葬品として、初期の青銅製三累環頭大刀、
刀子転用の戟、U字形鋤先など各種の武器や農工具が出土した。いずれも朝鮮半島とのかかわりを強く示唆する副葬品で、特に
青銅製三累環頭大刀は東萊福泉洞10・11号墳や8号墳に類例がある（図9 高田2014・金宇大2017）。木槨は日本列島に定着しない
埋葬施設であることからも、被葬者が東萊地域からの渡来人であった可能性は高い。
また6号墳の造営を契機として6世紀前半代まで営まれた原間古墳群では、中小墳でありながら、初期須恵器を墳丘や周溝に
配置する事例が多く、豊富な鉄器も副葬される。おそらく、現地に定着をはかる渡来系集団の墓域であった可能性は高い。こ
のような事例は瀬戸内各地に認められ、東萊地域（を中心とした洛東江以東地域）との密接なつながりが考え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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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のように、倭各地との密接なつながりを有した東萊地域の政治経済的な位相について、韓国考古学界では活発な議論が
行われている。例えば、多様な系譜の副葬品を有する福泉洞1号墳（図10）の政治的な位相をどのように評価するのかという議
論が、5世紀代の日朝関係史研究にも大きな影響を及ぼすことは確かである。

２）大加耶の盛衰と倭
大加耶の台頭と倭
韓国考古学では、5～6世紀前半における大加耶様式土器の分布圏の形成と拡大、冠や垂飾付耳飾など服飾品の分布、各地域
への高塚古墳の造営などから、洛東江西岸から蟾津江下流域に及ぶ大加耶の社会統合過程を想定している(이희준2017など)。そ
の成長は著しく、479年に南斉に朝貢し嘉悉王(荷知王)が「輔国将軍・本国王｣に冊封される。また481年には、高句麗の新羅侵
攻に対し百済と共に援軍を出している。
日本列島出土の朝鮮半島系資料や洛東江以西地域出土の倭系資料についての分析が進み、大加耶と倭の活発な交渉の様態が
明らかになっている(朴天秀2007a・b、高田2014など)。例えば、日本列島には大加耶系の垂飾付耳飾や帯金具、馬具、武器など
がもたらされている（図11）。
対倭交渉の目的
大加耶が倭との交渉を本格化させた目的を考えるうえでカギとなるのは、おそらく百済と大加耶の関係であろう。百済は高
句麗の南下に対抗するため、金官加耶や倭との同盟を結んでいたことはすでに指摘されているが（田中2009など）、くわえて大
加耶に対しても接近し、金工技術などを提供していたようである。それをしめすように、大加耶の初期の装身具や馬具（例え
ば陜川玉田23号・35号墳の垂飾付耳飾や柄部断面が五角形の長柄輪鐙）は、百済との共通性が高い。大加耶にとっても高句麗
南征への対応は必要なものであったから、百済と協調しながら倭に対しても友好的な関係の樹立に努めたのではなかろうか。
5世紀の状況
大加耶の対倭交渉ルートについては、少なくとも5世紀代と5世紀末～6世紀前半の2つの時期に分けて考えてみる必要があ
る。これまでの研究ではおおむね蟾津江を用いる経路と、南江を用いる経路の2つが考えられている（趙榮濟2004、朴天秀2007b
など）。
ただ、5世紀後半までに大加耶が蟾津江下流域を安定的に管轄していたという状況は、考古学的には考えにくい。ある程度
安定的に経路として活用できたのは、大加耶系の墓制を取り入れた順天雲坪里古墳群の時期から判断して、5世紀末から6世紀
前半頃と考えられる。よって、蟾津江経路のみが大加耶の対倭交渉経路であったとは考えにくい。
南江経路と小加耶
南江経路沿いとその周辺には須恵器を中心とした倭系文物が点在しており、対倭交渉のルートとして用いられたと考えら
れる。ただし、それらを大加耶と倭の交渉の産物と即断してしまうことはできない。なぜなら、南海岸の固城や泗川（慶南西
部）には小加耶が位置しているからである。倭系文物が副葬された古墳には、小加耶の土器も副葬される場合が多いので、小
加耶の活動によって須恵器がもたらされたとみることもできる（하승철 2011）。
ただ、小加耶と大加耶の関係、特に5世紀後半以降の関係は、固城松鶴洞1号墳に大加耶系の土器や装飾馬具などが副葬され
ており、基本的には協調的なものだったようである。小加耶は主体的な対外交渉の中で、大加耶王権の対外活動を仲介する役
割を担っていたのではなかろうか
洛東江経路と新羅、東萊
もうひとつ注目すべきは洛東江経路である。5世紀中後葉頃の倭系資料は高霊や陜川など洛東江や黄江沿いで確認されてお
り、また陜川地域の対岸に位置する昌寧においても倭系資料は確認されている。垂飾付耳飾の分布も、5世紀後半までは高霊や
陜川などに限定されており、地理的にみても、洛東江経路を用いた対倭交渉が行われていた可能性は高い。この場合、洛東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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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流域東岸（東萊地域）において社会統合を進める新羅との関係が注意される。
この点と関連して、大加耶が活発な対外活動を展開し得た背景に新羅との関係好転があるとする李成市の見解に注目でき
る。新羅は、5世紀中葉頃には高句麗からの脱却を図り、百済と結ぶ動きを顕在化させる。それによって高句麗を媒介とした新
羅と加耶との対立がある程度は解消し、大加耶が交易活動を十分に展開し得る国際的条件が整ったとみる解釈である(李成市
2002)。未だ新羅が完全に東萊地域を掌握する以前であり、大加耶が新羅との関係の中で洛東江を対倭交渉経路として利用した
可能性は考えられる。先に示した東萊福泉洞1号墳の百済・大加耶系副葬品が、このような状況を傍証するのではなかろうか。
倭の対大加耶交渉の様態
日本列島における大加耶系垂飾付耳飾や帯金具（龍文浮彫帯金具）の分布は、有明海沿岸地域、伊予地域、若狭湾沿岸地
域、福井平野地域、畿内地域、紀伊地域、信濃地域（伊那谷）、東京湾東岸地域、武蔵地域、上毛野地域などに広がっている。
その多くは諸地域の有力首長層の墳墓から出土している。また、このような古墳の特徴としては、① 豊富な朝鮮半島系副葬品
とともに、② 甲冑や新来の中国鏡（同型鏡群）のような倭王権との何らかの政治的関係を示す副葬品が確認できる点にある。
①について朴天秀は、5世紀後半代の日本列島諸地域の有力首長墳に、初期のf字形鏡板付轡や剣菱形杏葉、装身具（垂飾付
耳飾、帯金具、冠など）、多角形袋式鉄鉾などが共通的に副葬された状況に注目する。そして、この組み合わせを「大伽耶型の
威信財」と評価し、それらを副葬する古墳の被葬者や造営集団を「新しく台頭した大伽耶勢力と結びついた新興勢力」（朴天秀
1998 110、111頁）として評価した（図12）。筆者はすべての朝鮮半島系副葬品の系譜を大加耶に求めることには懐疑的で、百済
などとの関わりや大加耶系工人による日本列島における製作も考慮すべきとは考えるが、それでも、主に大加耶を相手にした
交渉を通して、先進文化の受容、定着に努めた首長層という点において、氏の評価の妥当性は高い。
そして②のように、倭王権との直接的な関係をしめす副葬品の存在からみれば、当時の倭と対大加耶交渉の様態のひとつ
として、多様な交渉経路を有するいくつかの地域社会と倭王権が、時には協調的に時には競合的に「野合」するような形で、
「倭」という交渉主体を形成する中で交渉を積み重ねていた状況を考えてみることができる（高田2014）。
大加耶系の渡来人の足跡
このような交渉関係の中で、大加耶からも倭へさまざまな人びとが渡来してきたと考えられる。ここで、その足跡がうかが
える東日本の遺跡、群馬県高崎市の剣崎長瀞西遺跡を紹介する（図13）。
この遺跡はでは発掘調査の結果、渡来系集団の墳墓たる方形積石塚群とともに、馬埋葬壙、集落域などが確認された。在地
系の人びとの墓域（中小円墳群）と、朝鮮半島からの渡来人の墓域（積石塚群）がある程度区別されており、積石塚群の中で規
模の大きい10号墳から、大加耶系の垂飾付耳飾が出土している。この耳飾は洛東江以西地域の玉田28号墳出土資料と類似する
典型的な大加耶系と判断できる。
剣崎長瀞遺跡ではその他にも、集落域から多数出土した朝鮮半島系の軟質土器、馬埋葬壙（13号土坑）なども確認されてい
る。軟質土器はおそらく洛東江以西地域（慶南西部地域？）に系譜を求められそうであるが、胎土は周辺から得た可能性が高
い。また、13号土坑（馬埋葬壙）から出土した環板轡は、朝鮮半島東南部に系譜を求め得る資料である。
剣崎長瀞西遺跡が営まれた群馬県の地域は、古墳時代は「上毛野」とよばれる有力な地域社会である。剣崎長瀞西遺跡の渡
来系集団は、上毛野の首長層が地域経営を進めるうえで、馬、鉄、治水などの技術をもたらす存在として招き入れた集団と想
定されている。すなわち、大加耶との交流を軸としつつ、新たな地域経営の技術をもたらす存在として、上毛野地域に招致、
編成された渡来人集団の存在を想起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若狭2011）。
したがって、垂飾付耳飾を装着した10号墳の被葬者は、大加耶と倭の交渉の中で上毛野の地へ渡り、地域社会の成長の一翼
を担った渡来系集団の有力層と評価できよう。
5世紀末～6世紀前半の状況
次の段階、5世紀末～6世紀前半になると、倭系資料や大加耶系の垂飾付耳飾が南江に沿って確認されるようになる。この時
期に大加耶系の垂飾付耳飾、特に山梔子式の耳飾が、北部九州地域や畿内地域を中心に分布する点から考えると、高霊―居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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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陽―山清―南江―晋州―固城―南海岸という南江経路が、大加耶の主要な対倭交渉のルートとして活用された可能性は高
い。また、前時期と同様に洛東江経路も利用されていたようである。洛東江以東地域の昌寧や慶山、対岸の玉田でも山梔子式
の耳飾が確認されている。また、洛東江下流域の昌原茶戸里古墳群でも、大加耶系の土器や耳飾が出土しており、大加耶が洛
東江も対外活動に利用していた状況をうかがうことができる。
510年代に起こった己汶や滞沙をめぐる百済との対立の末、大加耶は蟾津江河口への影響力を失うとされている。また、新
羅の洛東江以西地域への侵攻が本格化し、ついには532年に南加羅(金海)が、それと近い時期に啄己呑や卓淳などが統合され
る。
このような百済との対立、そして洛東江下流域への新羅の侵攻に対応するために、大加耶が倭との関係強化を模索した可能
性はあろう。そのために多様な交渉経路を駆使しようと試みたのではなかろうか。例えば、蟾津江を越えた麗水半島の鼓楽山
城では、6世紀前半頃の大加耶様式土器が榮山江系の土器や百済の土器とともに出土している。また、522～529年には新羅と結
婚同盟を結ぶが、そこに洛東江経路を利用しようとする大加耶の意図が垣間見えるという指摘もある（이희준2007）。
以上のように、大加耶は、5、6世紀の流動的な政治情勢に対応しつつ洛東江経路や南江経路、そして蟾津江経路などを臨機
応変に利用しつつ、対外交渉を行ったのであり、その主要相手として倭が存在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
滅亡直前の対倭交渉
そして大加耶は、おそらく滅亡直前まで倭との交渉を積み重ねていた可能性が高い。近年日本列島では、6世紀中葉～後半
にかけて朝鮮半島系副葬品を豊富に副葬する有力首長墳が造営された状況が明らかとなっている。特に、朝鮮半島からの移入
品、あるいは製作工人が倭に渡来し製作が開始された後でも量産普及や定型化を認めにくい一群の副葬品の存在が注目できる
（内山2012）。
東日本地域の典型的な事例としては、群馬県綿貫観音山古墳や埼玉県埼玉将軍山古墳などがある。その副葬品の系譜を検討
すると、引手を鏡板の外側で連接する心葉形鏡板付轡、棘葉形杏葉、杓子形壺鐙、大型八角形鈴、三累環頭大刀などは新羅と
の関わりの中で、製品が移入したか、製作工人が渡来した可能性が高い（図14 内山2011、高田2014）。
その一方で百済との関わりを考慮する必要はあるが、大加耶との交渉の中で移入された、もしくは製作工人が渡来したと
想定できる副葬品が存在する。それは蛇行状鉄製品、「朝鮮半島系冑」（内山2003・2012、方形板革綴冑でその頂辺に金属製の冠
帽や有機質装飾を載せて用いる冑）、そして馬冑である（図15・16）。洛東江以東地域や下流域、朝鮮半島中西部においても馬
冑や蛇行状鉄器の出土例は確認できるが、三者がまとまって確認できるのは現状では洛東江以西地域（≒大加耶圏）のみであ
る。また、埼玉将軍山古墳から出土した袋部下端に銀製装飾を施す多角形袋式鉄鉾も、百済・大加耶系の可能性が高い。
さらに諫早直人は、これまで概して新羅系馬具と評価されてきた針葉形鏡板付轡や針葉形杏葉（宮崎県持田56号墳、大阪
府海北塚古墳）と湖巌美術館所蔵の伝池山洞出土品を比較し、鏡板外側の半楕円体金具や扁平な花形鋲の使用などの共通性か
ら、大加耶で製作された可能性を提起している（諫早2012b）。また、金宇大は宮崎県持田28号から出土し、やはり新羅系と評
価された三葉文環頭大刀の製作技術の特徴から、やはり大加耶系工人による製作を指摘している（金宇大2017）。
このように、6世紀中葉～後半の日本列島における朝鮮半島系副葬品の系譜をみる限り、新羅や百済のみならず大加耶も活
発に対倭交渉を積み重ねていた可能性が高い。内山敏行は、当時の倭における対朝鮮半島交渉の主体は、畿内の王権・有力豪
族と地方の有力首長とで構成される「倭政権」であったと想定しており、傾聴すべきである。その目的は大加耶との協調関係
の維持、先進的文化の摂取にあったと考えられよう。一方で大加耶側の交渉目的としては、当時の大加耶をめぐる朝鮮半島情
勢の打開と考えられる。
ただし、6世紀前半～中葉にかけての大加耶と倭の交渉様態や目的を、より具体的に考察するためには、529年の結婚同盟決
裂から562年の大加耶滅亡を前後する時期の、新羅と大加耶の政治経済的な関係について考古学的な理解を深める必要がある。
すなわち、大加耶がいつ頃まで主体的な外交が可能であったのか、などの追究が必要となってこよ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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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倭と加耶の交渉ルートと寄港地 -瀬戸内海ルートを中心に1．瀬戸内海ルートに関するいくつかの研究
瀬戸内地域は、瀬戸内海を挟んで東西にのび、西の九州地域と東の畿内地域を結ぶ位置にある（図17）。瀬戸内海は古くか
ら海上交通の場となり、基幹的な交通路としての役割を果していた。倭と加耶の交渉においても、主要な交渉ルートであった
と推察される。ここでは、瀬戸内海ルートの大枠をイメージするために、文献記録に基づく成果と考古資料の分布による成果
のいくつかをとりあげる。まず、前者について概観する。
736年の遣新羅使と661年の「百済の役」
古墳時代よりも後の奈良時代における瀬戸内海ルートの実態については、736（天平8）年に派遣された遣新羅使一行の航行
により知ることができる。この一行が航海の途中で詠んだ歌が『万葉集』巻15に144首残されており、その詠まれた場所や停泊
地などを具体的に明らかにできる。
この船旅を詳細に検討した松原弘宜によれば、停泊地は図18のように考えられる（松原2004）。すなわち、736（天平8）年
6月に難波津を出発し、明石浦（兵庫県明石川の河口）→多麻浦（岡山県高梁川の河口）→長井浦（広島県沼田川の河口）→風
速浦（広島県三津湾）→長門浦（広島県倉橋島）→麻里布浦（山口県今津川の河口）→熊毛浦（山口県平生町）へ至る。そし
て、次の停泊地の佐婆浦（山口県防府市）を目指したが、航行途中で一晩中漂流してしまう。結局、分間浦（大分県中津市）
にたどり着き、関門海峡を渡って那津（博多津）へ至る。那津には7月7日には到着していたと考えられている。
そして、韓亭（福岡市）―引津亭（糸島郡志摩町）―玄界灘―壱岐・対馬と航行する。対馬の到着は秋ごろである。そして
新羅へと渡り、再び同様のコースで帰路につき、737（天平9）年正月27日に平城京へ到着した。
また、『日本書紀』には661（斉明7）年の「百済の役」の際に、斉明大王とその一行は難波津を出て、大伯海（岡山県邑久
郡牛窓）を経て伊予の熟田津(愛媛県松山市)に至り、那津（博多津）へ到着したことが記録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な文献の記載は、あくまでも7、8世紀の実態を示すものであり、停泊地の位置については必ずしもすべてが考古学
的に確認されたわけでもない。しかしながら、古墳時代の瀬戸内海ルートを考えるうえで示唆するところは大きい。例えば、
736年の遣新羅使は100人程度が乗り込むことができる大型船によって航行したと考えられているが、基本的には陸岸の目標物
を頼りに沿岸を航行する「地乗り方式」の航法であったとされる（松原2004）。よって、ある意味では当然のことではある
が、古墳時代においても「地乗り方式」の航法が基本であった可能性は高い。
「吉備型甕」の分布からの推定
一方で、考古資料の分布から瀬戸内海ルートを復元した近年の代表的な研究としては、次山淳の研究成果をあげることが
できる。次山は、弥生時代終末期から古墳時代初頭の瀬戸内海ルートを「吉備型甕」の分布から復元した（次山2007 図19）。
「吉備型甕」とは吉備地域（備前、備中南部の平野、現在の岡山県）に製作の中心を置く特徴的な甕であり、岡山県地域以外の
地域で出土した「吉備型甕」の多くは、搬入品と考えられている。次山は、その出土数が多い遺跡をつなぎ合わせることによ
って、博多湾沿岸―周防灘（山口県）―松山平野・今治平野（愛媛県）―備後東南部（広島県）―吉備（岡山県）―播磨―摂
津沿岸（兵庫県）―大阪湾という基幹ルートを推定している。
「地域間のネットワーク」という視点 また、橋本達也は古墳の分布や広域に移動する様ざまな副葬品の分布に基づいて、
古墳時代前・中期の地域間交流のルートを推定している（橋本2010 図20）。橋本の研究は九州・四国の地域間交流をきめ細
やかに分析している点、また西日本における「瀬戸内を中心軸としてそれに連なるネットワーク」 （橋本2010 104頁）、すなわ
ち地域間のネットワークの拡散と集約を論じている点に特徴がある。
5つの区域
以上のような研究成果を参考にすると、古墳時代における畿内地域―瀬戸内海―朝鮮半島へ至るルートは、次のように大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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く5つの区域に分けることができそうである。
（1）玄界灘・響灘 ⇔ （2）瀬戸内海西部（関門海峡―周防灘―伊予灘―安芸灘―燧灘）⇔ （3）備讃瀬戸 ⇔ （4）播磨灘 ⇔
（5）大阪湾

2. 瀬戸内海ルートと朝鮮半島系資料
次に、考古学的な検討を通して、当時の日朝交渉において用いられた港津の存在が想定できる遺跡や地域を紹介する。（5）
の大阪湾沿岸地域については、特に朝鮮半島系土器の集成や渡来人の居住域などについて多くの論考があるので（近年の成果
としては中野2007、中久保2017など）、本発表では（1）～（4）の沿岸地域を検討する。特に、臨海性が高く（もしくは地勢的に
容易に海に出ることができ）、朝鮮半島系の考古資料が出土する集落や古墳の分布に注目する。
「はじめに」でのべたように、加耶系資料を中心としつつも朝鮮半島系資料を幅広く取り上げる。そして、長胴甕、平底
鉢、多孔甑、鍋など、朝鮮半島系の軟質土器が出土する集落遺跡を中心に取り上げる。朝鮮半島系の軟質土器の外面には平行
文、格子文といったタタキ目がみられ、外面をハケ調整で仕上げる土師器と区分が可能である。そこに渡来系集団の存在を想
定することは可能である。ただし、5、6世紀の資料については渡来人の在地への定着の可能性も考え、ハケ調整を施したもの
も取り上げる。

1）玄界灘・響灘沿岸地域
この区域の朝鮮半島系資料の様相については、長年にわたって、精力的に検討されている。以下の記述は、基本的にそれら
の成果によるものである（九州前方後円墳研究会2005、久住2007、重藤2011、亀田2013など）。

(1）博多湾沿岸―糸島半島
4世紀後半以後の状況
第1章で取り上げた福岡市西新町遺跡が代表的な港津関連遺跡である。西新町遺跡の衰退後、4世紀後半から5世紀前半の北
部九州地域における交易拠点のひとつとして、重藤輝行は鳥足文土器やそれが在地化した土器などを出土する糸島市三雲・井
原遺跡群を候補として挙げている（重藤2010・2011）。三雲・井原遺跡群では、朝鮮半島中西～南西部系統の土器のほかにも、
三雲堺遺跡Ⅰ―4区6号住居址出土の台付把手付短頸壺などのように、洛東江下流域を中心に系譜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土器も
少なからず出土している。重藤の指摘のように、朝鮮半島中南部の各地との交渉の拠点として機能した可能性は高いであろ
う。その他にも、福岡市有田遺跡においても、台付把手付短頸壺や阿羅加耶系と推定される高坏（脚部に菱形透孔）が出土し
ている。
そして5世紀中頃以降には、早良平野の南西部の吉武遺跡群（図）に朝鮮半島系資料が集中し、集落域からは平底鉢、多孔
甑、鍋などの朝鮮半島系土器が多数出土する。その系譜をみると、朝鮮半島南西部や慶南西部地域、東南部などに求めること
ができそうである（図22）。重藤は「5世紀中頃～6世紀後半にかけて韓半島の複数の地域からの渡来人が居住するとともに、交
易の拠点として機能していた」（重藤2010 139頁）と推測している。特に、吉武古墳群で出土する大加耶系の陶質土器や金銅
装龍文素環頭大刀などは、大加耶とのつながりを強く示唆する。
ここで紹介した各遺跡は、容易に玄界灘へ出ることができる地勢にあり、糸島半島や西新町遺跡より東方の玄界灘沿岸にも
港津が複数存在した可能性は高い。
堤蓮町1号墳
ここで、博多湾沿岸から内陸へさかのぼった朝倉地域に位置する堤蓮町1号墳（図21－3）に触れておく。この古墳は直径18
～20mほどの円墳で、埋葬施設は竪穴系横口式石室の可能性が高い。注目すべきは、日本列島では数少ない漢城百済系の垂飾付
耳飾と東萊福泉洞10・11号墳に類例がある三累環頭が共伴している点である（図23）。三累環頭は、先に紹介した香川県原間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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号墳出土資料とともに、東萊地域とのつながりを示唆する。
橋本達也が提示した交流ルート（図20）を参考とすれば、有明海から筑後川を遡上し、浮羽―日田―豊前（周防灘）・豊後
（別府湾）というような九州東西を結ぶ交通路と博多湾―朝倉―浮羽へ至る交通路の結節点の近くに位置している点に注目で
きる。

(2）宗像地域
津屋崎海岸
博多湾沿岸の東方に宗像地域がある。宗像地域の中でも、現在の福津市の在自～勝浦にかけて形成されていた潟湖の周辺
に5、6世紀の津屋崎古墳群やいくつかの集落遺跡（在自遺跡群、生家釘ヶ浦遺跡、奴山伏原遺跡）が展開する。津屋崎古墳群
では最初期の前方後円墳である勝浦峯ノ畑古墳（図21－4）から出土した装身具類が注目される。いずれも細片ではあるが、金
銅製の龍文透彫帽冠は、漢城百済に系譜を求められる可能性が高い。また、長柄の木心鉄板張輪鐙（初葬）や木心鉄板張壺鐙
（追葬）も、大きくは百済・大加耶系の範疇で把握できる資料である。
また、宮司井手ノ上古墳の墳丘から出土した肩部に乳頭状突起を有する大型甕、そして奴山正園古墳で出土した鉢形器台な
どは、金官加耶圏とのつながりをうかがわせる。
津屋崎古墳群の狭間に位置する集落遺跡においても、多様な朝鮮半島系土器が出土する。例えば、有自小田遺跡出土では大
加耶系と想定される陶質土器壺が出土している。また、オンドル施設を備えた住居（在自下ノ原遺跡SC55住居や奴山伏原遺跡
SC112住居など）も確認されている。生家釘ヶ浦遺跡では、6世紀前半頃の外面にタタキを施した移動式カマドや軟質土器（平
底鉢、平底多孔甑）が出土している（図25）。これらの集落の構成員の中に、朝鮮半島からの渡来人が含まれていた可能性は高
い。すでに指摘されているように、潟湖周辺に港津が存在した可能性は高い。
釣川流域
津屋崎古墳群の東には釣川が玄界灘へ流れているが、その流域にも朝鮮半島中西部から西南部に系譜を追える土器を出土す
る集落遺跡がいくつか確認されている。例えば、冨地原川原田遺跡（図21－5）のSB27竪穴住居（5世紀前半～中頃）には初期
のカマドが付設されており、陶質土器壺や朝鮮半島系の軟質土器（平底鉢、平底多孔甑、車輪文風の特異なタタキを施した甕
など）が出土した。また他の住居では鳥足文土器も出土している。この地域の集落からは、釣川の水系をたどって玄界灘へ出
ることができる。河口付近に港津の存在を考えてみてもよい。

(3）遠賀川流域
宗像地域から沿岸を東へ伝うと、遠賀川の河口に至る。遠賀川流域、特に上流域の嘉穂地域や田川盆地において、5世紀後
半頃に豊富な朝鮮半島系の埋葬施設や副葬品が確認できる古墳が集中する。相対的に洛東江以東地域との関わりが濃厚である
（図24）。
嘉穂地域
例えば、嘉穂地域の小正西古墳1号石室（図21－6）では、新羅系の長柄輪鐙と共伴して、百済・大加耶系の刀身式鉄鉾や鉄
製f字形鏡板付轡、木心鉄板張壺鐙が出土した（図24－1）。また、2号石室では朝鮮半島系の工具である鋸も出土している。そ
の類例として「達城古墳」出土例がある（国立大邱博物館2001）。山の神古墳でも木心鉄板張壺鐙が出土している（図24－7）。
この地域で出土した木心鉄板張壺鐙は、いずれも木製壺部を有するもので、公州水村里Ⅱ－3号石槨墓や慶山林堂洞6Ａ号墳に
類例がある（高田2014）。
田川盆地
田川盆地のセスドノ古墳（図21－7、図24－3）では、金銅製の偏円魚尾形杏葉や有蓋把手付小壺など新羅系の副葬品と、宝
珠式垂飾付耳飾などの大加耶系の副葬品が出土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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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24に図示した各古墳は、遠賀川水系に立地しており、水系をつたって遠賀川河口へ至り、響灘へと出ることができる。遠
賀川河口の状況が今一つ判然とはしないが、先にみた宗像地域の釣川流域と同様に、河口付近に港津があった可能性を考えて
みたい。また、田川盆地からは陸路で、（2）―2）で紹介する豊前北部の周防灘沿岸の各地へと抜けることができる。

2）瀬戸内海西部沿岸地域
(1）関門海峡
玄界灘沿岸を経て瀬戸内西部沿岸へ向かう際に、関門海峡を通過する。その沿岸部にもさまざまな朝鮮半島系資料が出土し
ている。ここでは、遺跡の立地と朝鮮半島系の軟質土器の分布から、海上交通との関わりを想定できるいくつかの遺跡を紹介
する。
周防側
まず、周防地域側（現在の山口県側）については、響灘に面した入り江の海浜砂丘上に位置する下関市ㆍ母浜遺跡（図21－
8）がある。5、6世紀代の各種の軟質土器（甑、有溝把手片、格子目タタキを施した長胴甕）や、金海鳳凰洞遺跡を中心に金官
加耶圏でもよく出土する移動式カマドが出土する（図26左）。玄界灘、響灘をこえてきた船が寄港するのに最適の立地である。
次に、下関市秋根遺跡（図21－10）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この遺跡では古墳時代前期の住居址（LS005）から縄蓆文を施
した軟質土器壺片が出土している。また、この住居が廃絶した後、さほど時間をおかずに重複して築かれた住居址（LS004）
は、初期のカマドを備えている（図27右）。綾羅木川の流域に位置するが、当時はその近隣まで海が入り込んでいたとされ、入
り江の沿岸に位置していた可能性が高く、船の停泊に適した立地である。
筑前側
一方、筑前側（現在の福岡県側）では、紫川河口の海浜砂丘上に立地する北九州市小倉城下屋敷跡（平底深鉢 図21－10）
や、関門海峡へ突き出た企救半島東端の入り江の沿岸に立地する大積前田遺跡（有溝把手片、多孔式甑の底部片 図21－11）
などで、軟質土器が出土している。
以上の関門海峡沿岸に位置する遺跡は、いずれも入り江や河口に立地し、船の停泊に適した地勢的な環境にある。半島系の
軟質土器や秋根遺跡の初期カマド付住居などから、おぼろげながらも渡来人の姿も垣間見える。

(2）周防灘沿岸（豊前北部側）
豊前北部の京都平野
関門海峡を経て九州の沿岸を南東方向へつたうと、京都平野に至る。この地域は多様な朝鮮半島系資料が確認されている。
特に洛東江下流域との関わりにおいて注目できるのは、稲童古墳群（図21－13）に属する21号墳（TK208段階、竪穴系横口式石
室）である。21号墳は豊富な副葬品を有し、その中に樹状立飾（福泉洞10・11号墳出土冠の立飾に類似）が取りつけられた金
銅装眉庇付冑、鑣轡などが含まれている（図27）。
この地域では現在の長峡川、今川、祓川が流れ込む入り江が形成されていたと考えられ、後の豊前国の国津たる「草野津」
に比定されている。稲童古墳群はその南側の海浜砂丘上に位置する。

(3）周防灘沿岸（周防川）
周防灘をはさんで京都平野の対岸にあたる周防側でも、さまざまな朝鮮半島系資料が出土している（亀田2008）。ここで
は、百済系の装身具が出土した防府市桑山塔ノ尾古墳（図21－16）と、5世紀代の軟質土器を出土した光市御手洗遺跡（図21－
17）を取り上げ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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桑山塔ノ尾古墳の飾履
1782年に発見されたために墳丘の規模や形態は不明であり、掘り出された副葬品も桑山山頂に再埋納されたが、詳細な絵図
が残された（桑原1988）。古墳の造営は6世紀前葉と考えられる。副葬品の中で注目できるのは、飾履の存在である。
この飾履は側板には、おそらく点打ち彫金によって亀甲繋文が表現されており、底板にはスパイクを備え、円形や魚形歩揺
が取りつけられた。熊本県江田船山古墳出土資料と同系統、すなわち百済系である可能性が高い。他に蛇行状鉄製品や、小型
の鈴など半島系の資料が含まれており、その被葬者は百済や大加耶との密接な関係を有していた可能性が高い。
この古墳の位置する桑山は、佐波川下流域東岸に位置する独立丘陵であり、臨海性の高い立地である。古墳の位置からは佐
波川下流域を広く眺望でき、周辺の海岸部に港津があった可能性は考えられる。ちなみに、その東方には周防国府の港が設け
ら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船所」が確認され、先に紹介した遣新羅使が向かう途中に難破した「佐婆浦」に比定されている。
御手洗遺跡
御手洗遺跡では5世紀にさかのぼる、外面にタタキを施した移動式カマドと軟質土器甕が出土している（山口大学埋蔵文化
財資料館2001）。その立地は、周防灘に小さく突出した室積半島に形成された内湾（室積湾）に面している。臨海性が高く、
港津の存在を想定してもよいであろう。

(4）松山平野
松山平野出土の半島系土器については詳細な整理が行われている（三ㆍ2003、梅木2012など 図28）。古墳出土の陶質土器に
は、主に慶南西部、咸安、高霊系などの資料が確認されている。また集落遺跡でも、朝鮮半島からの渡来人の存在をうかがわ
せる資料がいくつか確認できる。ここでは代表的な古墳と2つの集落遺跡を紹介する。
猿ヶ谷2号墳
松山平野南部の尾根の突端に位置する6世紀後半代の横穴式石室墳であるが、墳丘中から陶質土器が大量に出土しており、
横穴式石室に先行する遺構の存在が想定されている。その系譜は慶南西部、咸安、釜山・金海地域などに求められる（三ㆍ
2003、図28－1～6）。
樽味遺跡群
松山平野を横断し瀬戸内海へ流れる河川の一つとして重信川がある。樽味遺跡群（図21－18）は、その支流、石手川の中
流域の微高地に位置する。5、6世紀の集落域の一部を検出しており、竪穴住居からかなりまとまって朝鮮半島系土器が確認さ
れている。特に軟質土器をみると、平底鉢、多孔式甑、長胴甕などで構成されている。甑には丸底と平底の両者があることか
ら、朝鮮半島南部の複数の地域からの渡来人の存在がうかがえる。
そして住居の構造も重要である。例えば、樽味四反地9次調査地の竪穴住居SB102（5世紀前葉頃 図29）は、初期のカマ
ド、「周壁溝」、小溝による間仕切りなどが確認できる。梅木謙一は、松山平野において朝鮮半島系土器を出土する竪穴住居に
は、住居床面に溝を配する住居が多いことを指摘している（梅木2012）。このような構造は、近年、注目を浴びている「大壁
竪穴建物」の範疇に収まる可能性がある。「大壁竪穴建物」は、北部九州、吉備、畿内地域などで確認されている。田中清美
は「原三国時代～三国時代に朝鮮半島の南部地域から渡来人によって伝えられた朝鮮半島系の建築様式」（田中2012、590頁）と
判断している。
舟ヶ谷遺跡
第4次調査地の自然流路の埋土から多量の軟質土器片が出土している。その器種は、長胴甕、平底鉢、把手付鍋、多孔の甑
片などで構成されている（図30）。また、阿羅加耶系と判断される火焔文透かしを有する小型器台（図28－7・8）や、加耶系の
連続櫛目文を施す蓋などの陶質土器も出土している。松山平野の北西部の沖積低地に位置している（図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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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今治平野・新居浜平野
定森秀夫などが早くに指摘したように、今治平野には朝鮮半島系、特に大加耶系土器が多く出土している（定森1995、三ㆍ
2003）。副葬古墳の代表例が、愛媛県今治市唐子台No.80古墳（図21－20、図28－9～12）である。この古墳では、朝鮮半島西南
部系の二重口縁壺も出土している（図28－12）。今治平野は瀬戸内海に突き出た高縄半島の北東部に広がる平野であり、瀬戸
内西部沿岸地域と備讃瀬戸地域の結節点にあたり、寄港地の存在を想定することは可能である。
また、今治平野から海岸に沿って西へ向かうと、新居浜平野に出るが、この平野を望む丘陵上に金子山古墳が位置している
（図21－39）。この古墳の埋葬施設も渡来系竪穴式石室であり、大加耶系の金銅製垂飾付耳飾や同型鏡（画文帯対置式神獣鏡）
が出土している。

(6）広島平野
安芸・備後の安芸灘沿岸地域でも、多様な朝鮮半島系資料は確認される（三ㆍ2008、伊藤2012など）。5世紀頃の朝鮮半島系
資料の分布は広島平野に中心がある。例えば、砂走遺跡（図28－13）や池の内3号墳（図28－14）や出土の台付把手付短頸壺は
加耶圏に系譜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他にも池の内2号墳の三叉鍬先、空長1号墳の竪穴系横口式石室（鎹が出土）などは、朝
鮮半島東南部との関連性がうかがえる。さらに、三王原古墳（図21－21）では百済・大加耶系と判断できる多角形袋式鉄鉾や
鍛冶具の鉄鎚が出土している。
近年、広島平野で出土した初期須恵器の中に、上述の松山平野に位置する市場南組窯で生産されたものが含まれていること
が明らかとなり（三ㆍ2008）、瀬戸内海を介した交流ルートが想定されている。

3）備讃瀬戸地域
この地域は瀬戸内海沿岸地域の中でも、朝鮮半島系資料が豊富である（亀田1997、岡山県立博物館2006）。また、その地勢
から港津の存在をうかがわせる地点が数多く存在する。そのような中で朝鮮半島との交流が活発に行われており、例えば吉備
中枢部では渡来人が居住したと考えられる岡山市高塚遺跡などが知られている。ここでは港津との関係が具体的にうかがえる
瀬戸内海沿岸地域の古墳資料を中心にいくつか紹介する。

(1）足守川下流域
足守川下流域は吉備地域の中枢域のひとつである。上東遺跡は弥生時代中期後半に形成される拠点集落であり、当該期の波
止場状遺構が確認されている（図21－38）。敷葉工法を用いて盛土し、盛土の縁辺や内部に大量の杭を打ち込む構造である。上
東遺跡では古墳時代前期前半まで存続するが、この頃の移入品と推定されるタタキを施した瓦質土器壺片が出土している。い
わゆる阿羅加耶系とされる縄蓆文短頸壺の破片と想定される。

(2）高梁川河口付近
高梁川河口は、瀬戸内海ルートと高梁川や小田川など内陸へのルートの結節点に位置しており、港津が存在した可能性は高
い。朝鮮半島系資料も比較的豊富である。
菅生小学校裏山遺跡
（図21－23）5世紀代には入り江（阿智潟）が遺跡付近まで入っていたと考えられ、海上交通や港湾管理に関わる遺跡として
評価されている（亀田1998）。港湾施設自体は発掘調査されていないが、5世紀前半頃の多様な朝鮮半島系土器が出土している
（図35－右）。特に丸底で細筋孔を有する甑は洛東江以東地域に系譜を求められる。
天狗山古墳 天狗山古墳
（図21－24）は小田川と高梁川の合流点を見下ろすことができる標高約80mの丘陵頂部に位置する。その埋葬施設は洛東江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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流域を中心に系譜を求め得る渡来系竪穴式石室であり、副葬品にも東萊福泉洞21・22号墳に類例がある金銅製胡簶、鹿角装刀
子などが含まれる。造り出し状遺構では、栄山江流域系と推定される陶質土器の蓋杯が出土した（図35－左）。

(3）児島
児島の北側には本来小規模な内海（穴海）が形成されており、海上交通の要衝であった。八幡大塚2号墳の装身具
八幡大塚2号墳
（図21－25）は児島の北岸丘陵に位置し、その地勢的位置をみるだけでも臨海性の高い古墳と判断できる。石棺内部から、
百済系の垂飾付耳飾（図36－2）と鍍金された空玉を繋ぎ合わせた頸飾が出土した。これらの装身具は、被葬者に着装された状
態で出土しており、被葬者が百済との密接な関わりを有していたことをうかがわせる。
吉備地域では、『日本書紀』欽明16、17年条(555、556)に「白猪屯倉」、「児島屯倉」が設置されたと記録されている。八幡
大塚2号墳は、児島屯倉の設置との関連で注目できる。

(4）吉井川下流域・牛窓湾沿岸
この地域の動向と瀬戸内海ルートとの関わりについては、亀田修一が詳細に検討している（亀田2007・2008など）。また、
5、6世紀に臨海性の高い前方後円墳が多く築かれ、海との密接な関わりも指摘されている（宇垣2015）。
牛文茶臼山古墳の帯金具
特に注目できるのは、牛文茶臼山古墳（図21－26）から出土した金銅製の獣面（獅嚙）文帯金具である（図36－1）。類例
に公州水村里4号石室墳出土資料（図36－3）などがあり、百済・大加耶系と判断できる。この古墳は、吉井川下流域の東岸に
位置しており、吉井川をつたうなどして比較的容易に瀬戸内海へ出ることができる。また、近隣にはほぼ同じ頃かやや先行し
て、熊本県宇土市付近から搬入された阿蘇溶結凝灰岩製の石棺を竪穴式石室に収めた築山古墳が位置する（石棺文化研究会
2007）。

(5）笠岡湾
先に紹介した天狗山古墳から小田川に沿って西へ向かうと長福寺裏山古墳群に至る（図21－40）。この古墳群に属する仙人
塚古墳の埋葬施設も渡来系竪穴式石室である。七つ塚古墳では初期須恵器を埋葬施設（箱式石棺）に副葬しており、土器の埋
葬施設副葬の初期の事例である。また、東塚古墳でも複環式環板轡やU字形鋤先、捩りを有する短頸鏃など、朝鮮半島系の鉄製
品を副葬し、新来の道具である鎹も出土している。この長福寺裏山古墳群からは陸路で容易に笠岡湾に出ることができる。

(6）讃岐地域
瀬戸内海をはさんで吉備地域の対岸にあたる讃岐地域でも、朝鮮半島系資料は比較的豊富である。特に、高松平野東部に尾
崎西遺跡（図21－27）が注目される。居住域で確認された流路跡などから多くの朝鮮半島系土器が出土した（図31）。特に軟質
土器の器種には平底浅鉢や鉢、甑、壺、長胴甕などが含まれ、その特徴から半島中西部から西南部との関わりを考えられる。
この遺跡は、瀬戸内海から内陸へ向かう際の河川や陸路の結節点に位置する。
また、高松平野南部に位置する高松市萩前・一本木遺跡では5世紀中葉頃のカマド付竪穴建物群が確認され、軟質の丸底多
孔式甑や鍋なども出土している。
朝鮮半島系古墳の存在
古墳資料としては、近年調査された相作馬塚古墳が注目される（図21－37）。5世紀後半の築造で、短壁側に副室を備えた渡
来系竪穴式石室を埋葬施設としており、洛東江以東地域に系譜を求め得る（図33左）。「古高松湾」に注ぐ本津川の河口付近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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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台に立地する。
さらに、木槨という日本列島には定着しなかった埋葬施設を採用する原間6号墳も重要である。この古墳は讃岐地域の東
部、湊川上流域の丘陵尾根上に位置する。5世紀前葉の築造で、東萊福泉洞10・11号墳に類例のある初期の三累環頭大刀が副葬
されたことは、先述した。また、近隣の原間遺跡では5世紀後半頃の竪穴住居（Ⅱ区SH207）から、甑（外面ハケ目調整の折衷
型土器）が出土しており、当地への定着をはかる洛東江下流域から渡ってきた渡来人集団の存在がうかがえる。
瀬戸内地域では、このような渡来系竪穴式石室や木槨を埋葬施設とする古墳が多く点在している（図32）。
島嶼部の古墳
備讃瀬戸は多島海であり、島嶼部に古墳が築かれる。女木島もそのひとつであり、丘陵の尾根筋に丸山古墳（図21－22）
が位置している。短径14.5ｍ、長径16ｍ程の円墳と考えられ、埋葬施設は箱式石棺である。5世紀前半～中頃の造営と考えられ
る。副葬品としては曲刃鎌、大刀が確認され、垂飾付耳飾が被葬者に着装された状態で出土した（図33右）。この垂飾付耳飾
は、典型的な漢城百済の垂飾付耳飾であり、それを着装した被葬者については、百済からの渡来人、もしくは彼らと密接な関
わりを有した在地の有力層と想定できる。
荒神島（図21－41）は祭祀遺跡として著名であるが、洛東江以東地域系で5世紀中葉頃と考えられる台付長頸壺や初期須恵
器大甕などが出土している（図34－1）。
女木島や荒神島からは瀬戸内海は無論のこと、当時の有力な地域社会であった讃岐地域や吉備地域の沿岸部を広く眺望でき
るので、航海途中に寄港地として利用されていた可能性が高い。

4）播磨灘沿岸地域
播磨灘沿岸地域における古代の港津については『播磨国風土記』や『万葉集』などの史料に詳細な記載があり、それに基づ
いて海上交通の実態について研究が行われている（松原2004など）。また、朝鮮半島系資料も豊富で、それに関する多くの研究
成果がある（第5回播磨考古学研究集会実行委員会2003、亀田2004、中久保2010など）。播磨地域では西から東に見て、千種川、
揖保川、市川、加古川、明石川の河川などが瀬戸内海へ流れており、それぞれの河口に古代の港津の存在が想定されている。
そして、それぞれの流域に朝鮮半島系資料が分布する。
千種川流域
有年原・田中遺跡（図21－28）で5世紀前半頃の平底多孔甑が出土している。また、竹万宮の前遺跡（図21－29）では竪穴
住居SH01（6世紀）で煙突の可能性が高い円筒形土器と平底鉢が出土した（図37－1）。円筒形土器については半島中西部から西
南部との関わりがすでに指摘されている（坂2007）。
揖保川流域
古代の揖保郡に比定される地域に、朝鮮半島系資料がまとまって確認されている。その中で、尾崎、竹万、長尾・小畑遺跡
群（小畑十郎殿谷、長尾谷）などの集落遺跡ではいずれも平底多孔甑が出土し、その時期もおおむね5世紀前半頃である。平底
多孔甑に加えて、尾崎遺跡では平底浅鉢、平底鉢、甕などの軟質土器が出土し、竹万遺跡（図21－30）でも長胴甕、平底鉢な
どが出土している。竹万遺跡では鞴羽口、鉄滓、砥石、鋳造鉄斧など鍛冶関係の遺物も出土し、渡来人と鉄器生産の関わりが
考えられる（図37－5～9）。
市川流域
下流域の集落遺跡として注目できるのは、市之郷遺跡（図21－31）である。5世紀前半に営まれた複数の竪穴住居から軟質
土器が出土している。特に住居出土の軟質土器が複数の器種（長胴甕、平底浅鉢、平底鉢、甑、鍋など）によって構成されて
いる点や、いずれもカマドを備えつけている点などが特徴的である。例えば、竪穴住居SH18（兵庫県第1次調査区）では、東辺
のほぼ中央にカマドが備え付けられ、その内部や周辺から平底多孔甑、鍋、平底鉢などが出土している（図39）。また、兵庫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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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次調査区では、5世紀前葉から後葉にかけての竪穴住居が11棟確認されたが、その中に半島系軟質土器を出土した住居が4棟
含まれていた。
古墳関係資料としては、宮山古墳（図21－32）が注目できる。その埋葬施設は洛東江下流域に系譜を求められる竪穴式石室
であり、垂飾付耳飾や馬具（鑣轡、鐙）など、朝鮮半島系の副葬品も豊富に納めている。
加古川流域
まず、加古川とその支流を含めた水系の中流域に、点数は少ないながらも、軟質系の土器が出土する集落遺跡が多い状況に
注目できる。列挙すると、加西市朝垣遺跡（把手付平底鉢）、古谷遺跡（平底二孔甑）、土井ノ内遺跡（平底甑）、小野市窪木遺
跡（平底多孔甑）、加東郡家原堂ノ元遺跡（平底甑）、三木市大二遺跡（壺）などがある。また、加古川支流の淡河川流域の淡
河中村遺跡では、初期のカマド付竪穴住居が確認され、住居内から平底鉢と丸底多孔甑が出土している。
また、下流域において軟質系の土器が出土する集落遺跡としては加古川市砂部遺跡や溝之口遺跡がある。溝之口遺跡の竪穴
住居SH301Bでは土師器とともに平底鉢や長胴甕が出土した。また小型の椀形滓が出土し、渡来人と鉄器生産との関わりが考え
られる。古墳出土の副葬品としては、東岸域の行者塚古墳（図21－33）から出土した晋式帯金具が特筆される。金海大成洞70
・88号墳の事例、共伴した馬具（鑣轡、鏡板轡 図18－1～3）や鋳造鉄斧の系譜が洛東江下流域に求められることを考慮すれ
ば、金官加耶と倭の交渉の中でもたらされた可能性が高い。
また、西岸域の池尻2号墳（図21－34）出土の馬具（鑣轡、鐙）は市川下流域の宮山古墳第2主体部出土資料と同型式であ
り、洛東江下流域や半島中西部に類例がある（諫早2012a 図18－4）。
明石川流域 下流域には、玉津田中遺跡などのように半島系の軟質土器やカマド付住居が確認される集落遺跡が展開してい
る。また、4世紀代から朝鮮半島との関わりを有していた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亀田2004）。ここでは、出合遺跡（図21－35）
と上脇遺跡（図21－36）について紹介したい。特に注目できるのは、出合遺跡の須恵器窯跡である（図40左）。窯の構造や出土
した土器の特徴から、4世紀後半頃に錦江流域～栄山江流域からの渡来人が主体となって操業したものと考えられている。その
後の倭における須恵器生産の直接の母体とはならなかったようであるが、土器生産の技術を有する半島西南部の人びとが渡っ
てきて、たとえ短期間ではあっても実際に窯を構築し、土器を生産したことは確かである。
また、この遺跡では5世紀頃の軟質土器や陶質土器も出土している。さらに近隣に立地する出合古墳群の12号墳では、成形
時にタタキ技法が用いられた埴輪が出土しており（図20－右）、「韓式系軟質土器の技術的影響の産物」（廣瀬2017 73頁）と
評価されている。
そして、上脇遺跡（図21－36）では、5世紀前半頃の竪穴住居から平底二孔甑が出土した。他にも溝から煙突の可能性があ
る円筒形土器（図37－2～4）や平底鉢、瓦質焼成の壺、有溝把手、陶質土器片など多様な資料が出土している。

5）瀬戸内海ルートの特質と寄港地の推定
古墳時代の瀬戸内海ルート沿いに展開する、朝鮮半島との関わりがうかがえる遺跡や古墳の様相（おおむね5世紀）は、次
のように整理できる。
① 北部九州や吉備、播磨に集中する一方で、瀬戸内海沿岸の各地に分散する。特に伊予や讃岐など、四国側にも事例がま
とまる。
② 朝鮮半島諸地域との交流がうかがえる遺跡や古墳は、河川の流域や河口、入り江沿岸などに分布する。
③ 渡来人との関わりがうかがえる集落遺跡と朝鮮半島系の副葬品を有する古墳が、近接している地域が多い。
④ 詳細が明らかな遣新羅使（736年）の航路や、次山淳が提示した弥生時代終末期から古墳時代初頭の瀬戸内海ルートと比
較すると、高い相関性がうかがえる。
以上の諸点を考え合わせれば、今回提示した地域には、港津が存在した可能性は高く、それをたどる「地乗り方式」の航法
によって、倭と加耶の交渉が積み重ねら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そして特に、③のような状況が確認でき、様々な朝鮮半島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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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が確認できる地域、すなわち北部九州、伊予、吉備、讃岐、播磨などは、朝鮮半島からの先進的な物資、技術、情報、人
材を積極的に受容していた地域社会と評価できる。
最後に④を根拠として、これまでの基礎的整理に基づいて倭と加耶の交渉に用いられた瀬戸内海ルートを想定すると図41の
ようになる。すなわち、瀬戸内海北岸をつたう北岸ルートと四国沿岸をつたう南岸ルートが通っており、そのルート沿いに寄
港地が存在した可能性が高い。そして、この2つのルートが、芸予諸島―高縄半島の地域や備讃瀬戸の島嶼部などを介して連結
するようなネットワークの構造になっていたと考えられる。また、朝鮮半島系資料が濃密に分布する豊前の京都平野が、松山
平野―関門海峡を往来する際の主要な寄港地であった可能性は高い。
以上のように、3世紀後半から6世紀前半の瀬戸内地域には網の目状の交渉ルートが広がっていた。筆者はこれを「地域ネッ
トワーク」と定義し、その形成や展開の主体は、瀬戸内海沿岸の地域社会やそこに属する臨海性の高い集団であったと考えて
いる（高田2014）。倭と加耶（そして百済、新羅、栄山江流域）の相互交渉は、この地域ネットワークを基盤として積み重ねら
れたのである。

Ⅳ. おわりに
本稿の前半では倭と加耶の交渉の時間的推移を鳥瞰的に整理し（第1章）、後半では瀬戸内海ルートに焦点をしぼって、具体
的なルートや寄港地のあり方について考古学的に検討した（第2章）。前半では立論の関係上、結論部分のみを提示した部分が
少なくなく、また筆者の力量不足から加耶の中でも金官加耶や大伽耶と倭の交渉に限定した論となってしまった。後半部は、
逆に基礎的資料の提示に紙幅を費やしたため、漠然とした検討結果となってしまっている。
それでも、倭と加耶、そして朝鮮半島に割拠する諸社会との交渉が、単に王権間の政治的な外交・軍事的活動という限定的
もしくは局所的なものにとどまるもので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は提示できそうである。王権間の外交の動向に左右されつつ
も、両社会をつなぐルート沿いに割拠する地域社会や集団、そして個人間の多角的でより日常的な相互交渉が積み重ねられ、
それが瀬戸内の地域ネットワークの形成の主要因となったのであろう。
むしろ見方を変えれば、そのような地域間交渉が当時の日朝関係の根幹にあって、その動向に大きく影響を受けながら王権
間の外交が進展したとも把握できそうである。だからこそ、古墳時代の倭人社会は、さまざまな文化を朝鮮半島から受容し、
それを短期間のうちに広範に展開することができたのではなかろうか。このような想定が、本稿を通して少しでも明らかとな
っていれば、望外の喜びである。

高田貫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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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面 2> 福岡市藤崎3次調査6号墓

<図面 1> 西新町遺跡のカマド付竪穴建物と朝鮮半島系土器

<図面 3> 出雲地域出土の朝鮮半島系土器（朝鮮半島南西部系の資料が中心）

<図面 5> 金海大成洞13号墳の倭系副葬品

<図面 4> 金海官洞里·新文里遺蹟と出土した土師器系土器

<図面 6> 沖ノ島とその地勢的位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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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面 7> 金海大成洞70号墳の埋葬施設(左)と85号墳出土鹿角製刀裝具

<図面 9> 東萊福泉洞古墳群(中心域)と靑銅製三累環頭大刀
1:福泉洞10·11号墳(主槨) 2:福泉洞8号墳 3:大邱汶山里M1号墳 4:蔚山下三亭2号墳 5:香
川県原間6号墳 6:福岡県堤蓮町1号墳

<図面 8> 東日本地域出土の朝鮮半島系金工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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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面 10> 東萊福泉洞1号墳の副葬品

<図面 11> 大加耶系の垂飾付耳飾と輪燈の分布(5世紀前中葉)

<図面 13> 群馬県高崎市剣崎長瀞遺跡

<図面 12> 朴天秀氏が提示した「大加耶型威信財」

<図面 14> 綿貫観音山古墳と埼玉將軍山古墳の朝鮮半島系副葬品

<図面 15> 「朝鮮半島系冑」と類例 (內山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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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面 16> 埼玉將軍山古墳から出土した洛東江以西地域に系譜を求め得

る副葬品

<図面 17> 瀬戸內地域の地形

<図面 18> 古代瀬戸內海の港と航路(松原2004)

<図面 19> 瀬戸內海ル―トと吉備形甕の分布(次山2007)

158

가야고분군 Ⅳ

<図面 20> 九州·四国の前·中期 地域間交流ル―ト (橋本2010)

<図面 21> 瀬戸內海ル―トと朝鮮半島系資料が確認された遺跡

<図面 22> 福岡県吉武遺跡群Ⅸ区出土多孔式甑

<図面 23> 福岡県堤蓮町1号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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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面 24> 遠賀川上流域の埋葬施設と副葬品

<図面 25> 福岡県生家釘ヶ裏遺跡の朝鮮半島系資料

<図面 26> 関門海峽周辺(山口県側)の朝鮮半島系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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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面 27> 福岡県稻21号墳の埋葬施設と甲冑

<図面 28> 瀬戸內海地域(松山平野·今治平野·広島平野) 出土の朝鮮半島系土器

<図面 29> 愛媛県樽味四反地遺跡(9次)の竪穴住居SB102

<図面 30> 愛媛県舟ヶ谷遺跡出土朝鮮半島系土器

<図面 31> 香川県尾崎西遺跡出土朝鮮半島系土器

<図面 32> 瀬戸內海地域における渡來竪穴式石室と木槨の分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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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面 33> 讃崎地域の朝鮮半島系古墳

<図面 35> 備讃瀬戸地域(高粱河口付近)の朝鮮半島系資料

<図面 36> 備讃瀬戸地域(児島·吉井川下流域) 出土の裝身具と類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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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面 34> 香川県荒神島遺跡出土土器

<図面 37> 播磨灘沿岸地域(円筒型土製品 鉄器生産関連)

<図面 38> 播磨灘沿岸地域(初期馬具)

<図面 40> 播磨灘沿岸地域(出合遺跡の窯跡と出合12号墳)

<図面 39> 播磨灘沿岸地域(市之鄕遺跡 竪穴住居SH18)

<図面 41> 瀬戸内地域におけるルートと寄港地の想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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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으로 본
왜와 가야의 교섭 양태

Ⅰ. 머리말

일본열도의 고분시대는 왜인사회(대략 큐슈남부~토호쿠 중부에 걸친 사회)가 한반도로부터 다양한 문
화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문화로 정착시킨 시대이다. 토기(스에키), 철기(단야), 금공품 등의 수공업생산, 말
생산, 농경과 토목, 난방과 취사를 갖춘 부뚜막 등 다양한 정보와 기술, 도구, 그리고 사람이 활발한 교류를
통해 이입되었다.
왜는 한반도에 할거한 여러 사회 –주로 백제, 영산강유역, 신라, 제가야- 와 교섭을 거듭하지만, 그
가운데 가야와 교섭이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는 지금까지 고고학과 문
헌사학의 선행연구를 보아도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어로 집필된 연구 성과는 방대하
지만 대표적인 성과로 山尾1989, 田中1992, 小田·申敬澈ほか1993, 大橋·花田編2005, 朴天秀2007a,
井上2014 등이 있다. 필자도 선행연구를 참고로 왜와 가야의 교섭 실태에 대해 정리한 적이 있다(高田
2014·2017).
본고의 구성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와 지금까지 필자의 연구(高田2014·2016·2017a·b 등)를 기초로 왜와 가야의
교섭 양태를 정리한다. 이를 위해 제1장에서는 대략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4세기 후반, 5세기 전반~6세
기 전반이라는 시기마다 왜와 가야의 정치경제적인 교섭의 개요를 고고학적으로 정리한다. 이로써 양 사회
의 교섭 관계의 변천을 조감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 가야 가운데서도 금관가야와 대가야의 대왜교섭에
초점을 맞춘다.
다음으로 제2장에서는 왜와 가야를 왕래하기 위해 사용된 교섭루트와 기항지(를 추정할 수 있는 유적과
지역)를 서일본지역과 관련된 고고자료를 소개하면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기항지란 엄밀하게
는 '목적지로 항해하는 도중에 들리는 항구'이나 고고학적으로는 왜로 도래한 사람들의 목적지가 어디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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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한반도 남해안지역에서 왜 왕권의 본거지인 키나이(畿内)지역에 이르는 세토나이카이(瀬戸
内海)루트에 초점을 맞추어, 지세적으로 현해탄, 히비키나다(響灘), 세토나이카이 등 연안을 따라 이동하는
루트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한반도 사회와 관련있는 유적 및 지역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어느 정도 연역적이기는 하나 세토나이카이 루트의 복선성(複線性), 즉 지역네트워크로서의 모습을 그려
보고자 한다.
원래라면 제1장의 시기 구분에 따라 가야 관련 자료에 한정하여 제시해야 한다. 다만 자료 상황의 한계
와 필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반대로 루트와 기항지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차선책으로 대상
시기를 3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까지 넓게 파악하고,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가야 관련 자료 이외에 한반
도의 지역 사회(신라, 백제, 영산강유역 등)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환해(環海)지역이라는 인식

왜와 가야의 정치경제적 교섭의 개요를 파악하고 그 교섭 루트와 기항지를 구체적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는 우선 한일 양 지역의 일상적이고 기층적(基層的)인 지역간 교섭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당시의 한일관계가 설령 왕권간 외교라 하더라도, 뭔가 특별한 경로가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
다. 아마도 양 지역에서 일상적(기층적)으로 활용된 해상, 하천, 육상교통로를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그것을
왕권이나 지역사회가 정비하는 가운데 정치경제적 교섭이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는 편이 자연스
러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필자는 이전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일대를 여러 지역사회가 광의의 대한해협, 동해,
황해, 현해탄, 그리고 세토나이카이를 매개로 다각적으로 교섭한 「환해(環海)지역」(濱下 1997:35)으로 인식
한 적이 있다(高田 2014). 환해지역에서는 기층적인 교섭관계를 정치경제적인 기초로 하는 지역사회가 형
성되었다. 그리고 여러 지역사회에는 서로 다른 종족과 문화가 공존하며 거점성을 갖는 동시에 서로를 연결
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으로 상정된다. 필자는 이 네트워크야말로 한일 양 지역의 교섭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견해를 개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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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왜와 가야의 교섭 추이

1. 국제적인 교역거점의 형성과 전개 –3세기 후반~4세기 전반『삼국지』로 보는 교섭

『위지』동이전에는 3세기경 한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저명한 기사가 있다.

나라에서 철이 생산되는데, 한, 예, 왜인들이 모두 와서 사간다. 시장에서 모든 매매는 철로 이루어져
마치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다. 또 (낙랑, 대방)두 군에도 공급하였다.

이를 보면 변한지역에서 철이 생산되는데 이것을 입수하기 위해 한, 예와 함께 왜에서 사람들이 온 것
을 엿볼 수 있다. 또 변한에서는 그것을 낙랑군과 대방군에 공급하였다. 중국의 화폐처럼 사용된 철을 매개
로 해서 二郡―변진(변한)―왜를 잇는 경로를 활용한 교섭의 양상을 상정할 수 있다. 철의 대가로 왜에서 한
으로 이입된 것에 대해서는 고고학적으로 확인이 어려우나 「위지」왜인전에 왜가 중국으로 견사했을 때 헌상
한 것으로 기록된 옥류, 진주, 비단, 노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쌀 등 곡물을 상정하는 견해도 있다
(東 2012 등).
이러한 문헌자료만 보더라도 3세기에는 변한과 왜가 교섭을 거듭한 것은 분명하고, 이 시기의 교섭사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성과도 축적되고 있다(최근의 성과로 井上 2014, 藤尾 2015 등).
큐슈북부의 국제적인 교역거점 - 니시신마찌(西新町)유적

그리고 고분시대인 3세기 후반이 되면 큐슈북부의 현해탄연안에 대규모의 교역거점이 정비된다. 연안
의 사구지역에 형성된 유명한 후쿠오카시 니시신마찌유적이다.
니시신마찌유적에서 취락의 형성은 실은 야요이시대 후반기부터 확인된다. 유적에서 수확구인 반원형
석도는 그다지 확인되지 않고 돌낫과 낚싯바늘 등 어로구가 출토된다. 또 한반도와 교섭에 의해 이입된 판
상철부와 보다 서쪽에서 계보를 구할 수 있는 유리옥 등도 확인된다. 취락을 만든 집단은 어로를 생산의 하
나로 하면서 바다를 매개로 한 교역에도 종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武末純一은 이러한 취락을 「해촌」이라고
정의한다(武末純一 2009).
그 후 니시신마찌의 「해촌」은 일시 쇠퇴하나 3세기 후반이 되면 대규모화한다. 久住猛雄는 그 특징으로
한반도계 주방시설인 부뚜막의 도입과 보급, 대량의 한반도계 토기의 반입, 일본열도 각지(畿內, 山陰, 瀨戶
內 등)로부터 외래계토기가 집중하는 현상을 들었다. 그리고 니시신마찌유적이 대외 교역의 일대거점=무역
항으로써 변모를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久住 2007, 2014).
당시 일본열도 각지의 주방시설은 노(爐)로 부뚜막이 고급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5세기 이후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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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 니시신마찌유적에서는 수혈건물지 약 500동의 1할 이상에 부뚜막이 설치되어 있다. 또 반입된 한반도
토기의 계보는 한반도 동남부(진, 변한, 가야계), 경상남도 서부, 한반노 중서부~남서부(변한, 백제계)로 대
별할 수 있다. 자비용의 연질토기와 그 모방 토기도 많이 출토된다(도 1). 시루도 일본열도에서는 기본적으
로 5세기 이후에 보급된 도구이다(寺井 2016).
부뚜막과 자비용의 한반도계 토기와 모방 토기의 존재는 니시신마찌유적에 한반도의 각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도래하였고, 설령 단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재지의 사람들과 함께 잡거(雑居)한 것을 나타낸다. 또
니시신마찌유적에서 출토된 대형의 판상철부, 축소모형철기, 연판(鉛板), 유리소옥의 거푸집으로 보아 도래
인들은 당시 선진적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서일본 각지의 토기가 집중된 것으로 보아 선
진문물과 기술을 찾아서 열도 각지의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므로 한일 양지역의 사람들
이 교역을 거듭한 국제적인 항구로 평가할 수 있다.
왜 왕권의 움직임

이러한 항구가 형성된 배경의 하나로 왜 왕권의 움직임이 있다. 왜 왕권에 의한 왜인사회의 통합 움직
임을 나타내는 고고자료로 삼각연신수경이 있는데 니시신마찌유적이 위치하는 후쿠오카 평야지역을 통괄한
수장층의 묘인 나카하찌만(那珂八幡)고분에서 삼각연신수경이 출토되었다. 또 니시신마찌유적을 본거지로
하는 집단의 유력층의 무덤으로 상정되는 후지사키(藤崎)유적3차 조사 6호묘에서도 삼각연신수경과 한반도
계 소환두대도가 출토되었다(도 2). 이 지역이 급속하게 키나이지역의 생활토기군(布留系土器)를 수용하여
나간 것(久住 2007 등)을 포함해서, 왜 왕권과 결합된 것이 국제적인 교역항인 니시신마찌유적을 형성하게
된 배경의 하나인 것으로 생각된다.
동해루트와 이즈모(出雲)지역

또 동해연안루트를 이용하여 교섭이 활발화된 것도 니시신마찌에서 항구가 형성된 하나의 배경이었던
것 같다. 일본해연안 루트를 통한 교역의 거점이 이즈모지역이다(도 3). 특히 서부 이즈모평야 일대가 3,4
세기에는 교섭의 중심이며, 잔모찌(山持遺跡)유적(야요이 중기후반 이후의 취락)과 코시혼고우(古志本郷)유
적(3세기 후반경에는 대규모화하는 취락) 등이 거점취락으로 생각된다. 그 입지는 예전 이즈모평야에 펼쳐
진 석호(潟湖)에 면하고 있어 항구를 갖추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즈모평야의 모든 유적에서는 북부큐슈와 서부세토나이카이계의 토기, 그리고 한반도계 토기가 출토
된다. 한반도계 토기의 계보에 대해서 보면, 잔모찌유적에서 출토된 이공의 파수를 지닌 호(도 3-5)는 2개
의 이공파수와 1개의 원환파수를 갖춘 삼이부호의 가능성이 크며 이끼섬의 하루노쯔치(島原の辻)유적과 김
해 양동리280호묘에 유례가 있다. 또 코시혼고우유적 출토 와질단경호(도 3-3)도 부산, 김해지역에서 계보
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잔모찌와 코시혼고우, 그리고 이즈모동부의 미나미코우부쿠사타(南講竹草田)유적과 타테쵸우(タ
テチョウ)유적 등에서는 상하방향으로 둥근 구멍을 뚫은 평면방형의 파수를 지닌 양이부호의 파편이 출토
되었다(도 3-2·4·6·7). 이러한 기종은 부산·김해에도 일부 확인되나 분포의 중심은 오히려 한반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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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일 것이다(복천박물관 2015). 또 코시혼고우유적에서는 동부의 상부와 하부에 다른 타날문을 시문한
단경호의 파편이 확인된다(도 3-1). 이것도 한반도 서남부에서 계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정이 타당하다면, 이즈모지역의 한반도계 토기는 낙동강 하류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동남부의
것과 함께 소수이나 서남부계의 토기도 포함된 것 같다. 그리고 한반도 동남부에서 산인지역계통의 토기가
출토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3세기 후반 이후에 산인-북부큐슈-부산·김해지역라고 하는 기간(基幹)적인
교섭 루트가 정비되어 이즈모지역의 사람들도 북부큐슈와 부산·김해지역과 교섭을 거듭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부산·김해, 북부큐슈, 이즈모, 긴키 등 여러 지역 사이의 교섭이 활발화하는 가운데 니시
신마찌유적이 국제적인 항구로 전개한 것이라 상정한다.
고김해만과 그 주변의 항구

니시신마찌유적이 국제적인 항구로 기능한 3세기 후반부터 4세기 초두에 걸쳐 구야(금관)국이 위치한
한반도 동남부, 고김해만 일대와 그 주변에도 대규모의 항구가 전개한다. 이를 말하는 대표적인 유적으로
동래 패총과 김해 관동리·신문리유적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구야(금관)국의 중추로 여겨지는 김해 봉황대
유적도 고김해만연안의 가장 안쪽의 중앙부라는 양호한 입지에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굴립주건물(창고?),
목책, 준구조선의 부재 등으로 보아 항구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동래패총은 현재 부산시 동래구에 위치한다. 현재는 해안에서 6km 정도 떨어진 내륙의 시가지에 위치
하나 해안부와 바다에 생식하는 조개껍질로 패총이 형성되어 있어 당시 유적의 근처까지 바다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동래패총에서는 발굴조사가 수차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철 생산과 관련된 단야로와 수혈이 확인되어
다량의 토기와 골각기, 철기가 출토되었다. 그 가운데에 3세기 후반~4세기 전엽경에 제작된 하지키계토기
가 30점 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홍보식은 하지키계토기가 존재하므로 그 부근에 왜인집단이 거주하고, 그
(녀)들이 선착장의 가까이에 거주하면서 일본열도와 교역, 교섭에 관여한 것으로 보았다(홍보식 2004). 그
리고 동래패총과 그 주변에 대해서 항구의 성격을 상정하고, 단야로가 확인된 것과 함께 철소재와 철기를
구입·보관하고 그것을 왜인의 선박에 건네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최근 고김해만의 구체적인 항구와 그 운영에 관련된 취락의 모습을 그릴 수 있게 된 유적군이 조사되었
다. 김해 관동리·신문리유적이다(도 4). 우선 관동리유적은 고김해만의 서측연안에 면접한 것으로 생각되
는데,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에 걸쳐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특히 고김해만으로 연결된 도로와 창
고군, 부두시설이 주목되는데 당시 선착장과 창구군이 세트를 이룬 항구의 양상이 밝혀졌다. 또 신문리유적
은 관동리유적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구릉의 평탄면과 사면에 펼쳐진 취락유적으로 조사 보고자는 관동리의
항구를 관리, 경영하던 집단의 취락으로 파악한다.
관동리유적이 항구로 기능하기 시작한 시기에 대해서는 대략 4, 5세기 이후로 생각된다. 다만, 신문리
유적에서는 3세기 후반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구(주거지, 수혈, 패총 등)이 확인된다. 적어도 신문리유
적에서는 하지키계토기가 많이 출토되어 동래패총과 같은 왜인집단의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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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야(금관)국의 기반

관동리·신문리유적에서 약간 내륙으로 들어가면 관동리고분군과 양동리고분군, 낙동산성, 4~5세기대
의 제철로와 단야로 등이 확인된 여래리유적과 하계리유적 등 철 생산과 관련된 공방이 분포한다. 이 유적
들은 고김해만연안의 서부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구야국의 대외적인 교섭 거점의 하나로 기능하였을 가
능성이 크다(배덕환·최경규 외 2013 등). 4세기 이후 고김해만 일대에서는 철 생산과 해상교역이 일체로
운영되고 이를 관리한 것은 구야국의 중추였다. 이같은 경제적인 기반을 배경으로 구야국은 금관가야를 주
도하는 금관국의 중심으로 성장하였다(홍보식 2014a).
연동하는 항구의 형성

지금까지 하카타만연안과 고김해만연안의 국제적인 항구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항구의 기능이 니
시신마찌유적에 집약된 하카타만연안과 몇 군데의 항구가 연동하여 하나의 관문지로 기능한 고김해만연안
및 그 주변과는 그 경관에 차이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다만 항구와 공방이 세트가 된 교역의 거점이 정비된
점에서는 유사하기 때문에 상호 연동된 움직임이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배경으로 왜 측에는 각지에서 한반도 동남부의 선진문물과 기술을 구하고자 하는 움직임, 그리고 중
국외교를 중시하는 왜 왕권과 대외활동에 뛰어난 후쿠오카 평야지역과의 관계가 있었다. 한편 구야(금관)국
측에는 철 생산과 해상교역을 일체적으로 운영하고 철을 구하는 왜와의 활발한 교섭을 통해 금관가야로 성
장을 이루어 나가는 움직임이 있었다.
또 하카타연안과 고김해만주변의 양지역, 그리고 이즈모에서 소위 마한계토기가 적지 않게 출토되는 점
(久住2007, 홍보식 2014b, 조성원 2017 등)은 주의해야 하는데 마한의 제 세력도 활발하게 대외교섭을 한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이 시기 마한에서 대규모의 항구가 확인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즉 금관가야, 마한, 왜의 교섭활동이 연동하는 형태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하카타만연안 및 고김해만 연
안과 그 주변에 국제적인 항구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반도 서남부지역에서 서
일본지역에 이르는 광범위하게 착종된 지역간 교섭으로 보아 금관가야가 중요한 결절점의 역할, 즉 관문사
회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섭의 다각화와 한반도 정세 –4세기 중엽~후엽금관가야와 왜 왕권

3세기 후반 이후 국제적인 항구로 번성했던 니시신마찌유적이나 4세기가 되면 급속하게 쇠퇴하고 4세
기 후반에는 취락 자체가 소멸해 버린다. 이 시기에는 서일본각지에서 지역간 교섭의 거점이었던 취락도 쇠
퇴한 것으로 지적된다(久住 2007, 菱田 2015, 中久保 2017 등). 즉 왜측에서는 하카타만연안을 기점으로
하는 대한반도교섭의 양태에 큰 변동이 있었던 것 같다.

고고학으로 본 왜와 가야의 교섭 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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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김해만 연안과 그 주변으로 눈을 돌리면 니시신마찌유적과는 대조적으로 4세기가 되면 더욱 번
성한다. 그리고 금관가야권의 최상위집단 묘역인 김해 대성동고분군을 중심으로 새로운 왜계문물이 부장된
다. 방패와 화살을 수납하는 화살통에 붙인 장식으로 생각되는 파형동기와 촉, 방추차, 대롱(筒) 등을 모방
한 벽옥(녹색응회암)제품 등이다. 이 부장은 대성동 13호묘 등 늦어도 4세기 전반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도
5) 4세기 후엽경에 가장 번성한다(朴天秀 2007a·b, 井上 2014 등).
이러한 문물은 그 수수와 보유에 정치적인 의미가 포함된 기물(위신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일본열도
에서는 키나이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므로 왜 왕권이 제지역사회의 통합을 의도하여 분배한 기물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왜 왕권과 금관가야의 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통형동기와 방형판혁철단갑 등이 있으
나 그 제작지와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오키노시마 제사

또 현해탄의 외딴섬인 오키노시마가 4세기 후반까지 본격적으로 해상교통과 관련된 제사장으로 기능하
게 된다(도 6).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오키노시마 17호 제사유구로 암석 위에서 제사가 이루어졌는데 제
사구로 옥류, 석제팔찌류, 그리고 삼각연신수경 등을 포함한 각종의 모방거울이 사용되었다. 같은 시기 유
력고분의 부장품과 공통된 물건들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금관가야와 왜 왕권(을 구성하는 키나이의 제세력)과의 직접적인 교섭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오키노시마는 지세적으로 보면 하카타만을 경유하지 않고 키나이지역과
금관가야권을 잇는 경로 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금관가야와 직접적인 교섭을 노린 왜 왕권에 의한 해상
교통의 제사장으로 중시되었던 것 같다(菱田 2013 등).
한반도 정세의 긴박화

이러한 왜와 금관가야의 활발한 교섭에는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을까. 문헌사학의 연구 성과를 참고
로 생각해보고자 한다. 한반도 북부에서는 고구려가 흥기하여 313년에 낙랑군, 314년에는 대방을 멸망시키
고, 차츰 한반도 중남부로 침공을 지향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반도 서남부에서는 마한의 백제국(伯済国)을
중심으로 한 백제가, 동남부에서는 진한의 사로국을 중심으로 한 신라가, 각각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
었다. 그리고 4세기 후반이 되면 낙랑·대방의 고지를 둘러싼 고구려와 백제의 대립이 심해지게 되고, 369
년, 371년에 실제로 전투까지 이른다. 신라는 역으로 고구려와 종속적인 관계를 깊게 해 가게 되면서, 한반
도의 정세는 굉징히 긴박하게 돌아간다(田中 2013 등).
이와 같은 정세 속에서 금관가야권에서도 금관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통합이 추진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기반이 한반도 남해안을 따른 항로와 낙동강의 결절점이라는 지세를 살려서 철 생산과 해상교통을 일
체로 운영하고 다양한 세력과 철을 둘러싼 대외교역을 전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이현혜 1988, 홍보식
2014a, 高田 2017a 등). 왜는 그 중요한 상대였을 것이다.
한편, 266년 이후 중국으로 견사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고, 낙랑과 대방 두 군이 기능을 정지해 버려
아마 중국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거의 끊어져 버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철을 비롯한 선진적인 문화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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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목적으로 왜 왕권은 금관가야와의 교섭을 활발화시킨 것으로 상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한일교섭의 다각화

이처럼 4세기 후반에는 금관가야와 왜의 긴박한 교섭은 정점에 달한다. 이와 함께 한일관계의 동향을
크게 좌우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것은 백제가 탁순국(현재의 창원?)의 중개 속에서 왜와 정식적인 관계
수립을 시도한 것이었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일본서기』신공46년 3월조에 기술되어 있다. 그 신빙성에 대
해서는 고대사에서 대부분 인정되는데 고구려와 대립이 심화되는 백제가 제가야와 왜의 연계를 모색한 움
직임으로 평가된다(田中 2009).
또 낙동강이동지역(≒신라권)에 대해서도 경주 월성로고분군에서 출토된 하지키계토기(가-31호분)와
팔찌형석제품(가-29호분)등을 평가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왜와 교섭을 모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경주와 가까운 울산 하삼정 가-115호 석곽묘에서 왜계갑주(장방판혁철단갑)이 출토되었다.
「기술혁신의 세기」로

이상과 같이 4세기 후반에는 일한교섭이 다각화하고 5세기를 맞이한다. 고분시대 사회에서 5세기대는
기술혁신의 세기로도 불리는데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와 기술, 도구가 한반도로부터 도래인에 의해 도입되
어 왜에 정착한 시기이다(亀田 2012 등). 본고에서 상세히 소개는 할 수 없지만 그 구체적인 과정과 기술혁
신이 가져온 사회변용에 관한 연구는 최근 크게 진전되고 있다(菱田 2007, 坂 2008, 若狭 2015). 그 기술
혁신의 배경으로 일본고고학에서 중시된 것은 광개토왕비문에 기록된 400년 전후의 고구려의 남정과 이에
대한 백제-가야-왜의 군사충돌이다.
그래도 왜의 기술혁신은 400년 전후에 갑자기 시작되었다기보다는 그 맹아는 4세기 후반에는 확인되
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스에키생산에 대해서는 효고현 코우베시의 데아이유적 요적이 있다. 요의 구조와 출
토 토기의 특징으로 보아 4세기 후엽경에 한반도 서남부에서 도래인이 주체가 되어 조업한 것으로 생각된
다. 그 후 왜의 스에키 생산의 직접적인 모체는 되지 않았던 것 같으나 토기생산의 기술을 지닌 한반도계
의 사람들이 건너 와서 단기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요를 구축하고 토기를 생산한 것은 분명하다(亀田
2009, 酒井 2013).
또 철기생산과 관련하여 왜 갑주의 조직적 생산이 4세기 후반에는 개시되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거기까
지 이르는 과정 가운데 금관가야권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동남부에서 갑주제작공인의 관여도 지적된다(橋
本 1998, 金赫中 2016 등). 그리고 마구도 4세기 후반에는 왜로 이입된다. 예를 들어 효고현 교자쯔카(行
者塚)고분에서 출토된 재갈은 금관가야 혹은 백제에서 계보를 구할 수 있다. 또 쿠마모토현 하탄바루(八反
原)2호분에서도 교자쯔카3호분 재갈과 동일한 재갈이 출토되었다. 거기에는 말의 치아가 공반되어 마구와
함께 말 자체도 한반도에서 이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諫早 2012a).
그리고 왜에 정착된 것과 정착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U자형삽날, 곡인겸, 쇠스랑, 살포 등 다양한 농공
구가 확인되고 있다. 다만 고분 부장품이 중심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5세기대 기술혁신의 대부분을 광개토왕비문에 기록된 왜의 군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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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결부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그보다 야요이시대 후반기 이래 장기적인 교섭관계 가운데 4세기 후
반경에는 왜인사회에 생활문화를 크게 변용시켜 나가는 기반이 갖추어진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高田
2017a). 이는 주로 금관가야권과 정치경제적인 교섭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3. 제가야의 성쇠와 왜 –5세기~6세기 전반1) 금관가야의 쇠퇴와 왜
금관국의 동요

지금까지 4세기 말~5세기 전반에 걸쳐 김해 대성동고분군은 대성동 1호분의 조영을 마지막으로 대형
분의 조영이 끊어진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 배경으로 광개토왕비문에 기록된 400년 고구려의 금관국(임나
가라)으로 침공이 상정된다. 예를 들어 신경철은 고구려의 침공을 계기로 금관가야는 쇠퇴하고 머지않아 사
실상 멸망한 것으로 파악한다(申敬澈·金宰佑 2000). 사실상의 멸망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계속되나
비문의 기재와 대성동고분군의 대형분 조영의 단절이 금관국의 급속한 쇠퇴를 나타낸다는 견해는 한국고고
학계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고 있다.
「倭賊(왜적)」의 성격에 대하여

이 때 한일관계사의 입장에서 앞으로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은 광개토왕비문에 기록된 왜적의 실태이
다. 지금까지 일본고대사 연구에서는 백제-가야-왜라는 연계 속에서 고구려의 남하에 대항하는 의미로 신
라에 침입한 왜의 군세로 이해된다. 이것이 5세기 기술혁신의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일본 측의 연구
자는 많다.
그러나 고고학적으로는 왜가 어느 정도의 병력을 보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문이 기록한대로 399~400년에 걸쳐 신라(아마 경주)에 왜의 대규모 군세가 주둔하고 있었다고 한
다면 그 기간은 짧아도 몇 개월 동안 지속되었을 터이다. 그렇다면 이를 지속하기 위한 병참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경주와 그 주변의 많은 발굴조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왜인이 체류한 것을 나타내는 유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자료에 의하는 한 고고학적으로는 신라권으로 칩입하여 임나가라로 패퇴한 왜
의 군세를, 왜의 총력을 결집한 것과 같은 대규모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왜
를 주된 적으로 하는 것이 비문의 정치적 의도이며 그러므로 왜의 역할이 매우 과장되었다는 이성시의 지적
에 공감한다(李成市 1994). 어찌되었든 앞으로도 검토를 해야 할 한일관계사의 과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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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남하 후의 금관가야

또 최근 발굴조사에 의해 대성동고분군에서는 고구려의 남하 후에도 지금까지 규모는 아니지만 묘
의 조영 자체는 지속된 것이 분명해져서 1호분→93호분→73호분이라는 변천을 알 수 있다고 한다(심재용
2014). 특히 73호분은 대형의 수혈식석실묘로 석실의 길이는 4.8m이다(도 7좌, 대성동고분박물관 2013).
부장토기로는 경남서부지역(소가야)계, 신라계가 있으며 시기가 내려오는 85호분에서는 직호문이 있어 왜
계로 판단할 수 있는 녹각제도장구가 출토되었다(도 7우).
고김해만 주변을 둘러보면 각지의 집단은 중소의 고분군을 조영하고 활발한 대외활동을 전개한다(홍보
식 2014a). 예를 들어, 김해 죽곡리고분군에서는 재지의 토기 이외에 다양한 계통의 토기가 부장된다. 그
가운데 94호 석곽묘에서는 경남서부(소가야)와 신라계의 토기와 함께 왜계의 충각부주가 부장되었다. 그리
고 주요한 항구의 하나, 관동리유적도 여전히 기능하며 스에키계토기도 출토된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정리하면, 고구려 남하에 의해 금관국이 크게 동요한 것은 분명하나 532년 멸망까
지 남해안 항로와 낙동강을 잇는 관문사회로서 일정의 세력은 지속된 것으로 생각된다.
동래지역의 위상

그리고 한일관계사의 입장에서 보면, 5세기대 동래지역이 어떠한 정치경제적인 위상이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찍이 박천수가 지적한 것처럼(박천수 1995) 5세기 전반대에 일본열도에서 출토된
한반도계의 무기, 무기, 마구, 금공품의 유례가 동래 복천동고분군의 부장품을 중심으로 확인되기 때문이
다. 이는 도 8과 같이 서일본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이나다니(伊那谷)와 도쿄만 동안지역 등 동일본지역에서
도 출토된다.
또 세토나이지역에서는 5세기대에 걸쳐 「도래계수혈식석실」과 목곽이 분포하고 묘제의 지역성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그 계보는 복천동고분군을 중심으로 하는 낙동강이동지역의 매장시설에서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가와현(香川縣) 히가시카가와(東かがわ)시 하라마(原間)고분군 6호분에서는 목곽을 매장시설로 채
용한다. 5세기 전엽(스에무라 편년 TK216형식기)경에 축조된 것으로 부장품으로는 초기의 청동제삼루환두
대도, 도자 전용의 창, U자형삽날 등 각종의 무기와 농공구가 출토되었다. 모두 한반도와 관련을 강하게 시
사하는 부장품으로 특히 청동제삼루환두대도는 동래 복천동10·11호분과 8호분에 유례가 있다(도 9, 高田
2014, 金宇大 2017). 목곽은 일본열도에 정착하지 않는 매장시설이므로 피장자가 동래지역에서 건너 온 도
래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6호분의 조영을 계기로 6세기 전반대까지 이어진 하라마(原間)고분군에서는 중소분이기는 하나 초
기 스에키를 분구와 주구에 배치하는 사례가 많으며 철기도 풍부하게 부장된다. 아마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한 도래계집단의 묘역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례는 세토나이 각지에서 확인되어 동래지역(을 중심
으로 한 낙동강이동지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왜 각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동래지역의 정치경제적인 위상에 대하여 한국 고고학계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계보의 부장품이 있는 복천동1호분(도 10)의 정치적인
위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논의가 5세기대의 한일관계사연구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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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가야의 성쇠와 왜
대가야의 대두와 왜

한국고고학에서는 5~6세기 전반, 대가야양식토기의 분포권의 형성과 확대, 관과 수식부이식 등 복식
품의 분포, 각 지역의 고총고분의 조영 등을 근거로 낙동강 서안에서 섬진강 하류역에 걸친 대가야의 사회
통합과정을 상정한다(이희준 2017 등). 그 성장은 매우 현저한데 479년에 남제에 조공한 하지왕(荷知王)이
'보국장군본국왕'에 책봉된다. 또 481년에는 고구려의 신라침공에 대하여 백제와 함께 원군을 보낸다.
일본열도 출토 한반도계 자료와 낙동강이서지역 출토 왜계 자료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져 대가야와 왜
의 활발한 교섭의 양태가 명확해졌다(朴天秀 2007a·b, 高田 2014 등). 예를 들어 일본열도에는 대가야계
의 수식부이식과 대장식구, 마구, 무기 등이 반입된다(도 11).
대왜교섭의 목적

대가야가 왜와 교섭을 본격화한 목적을 생각하는 데 열쇠가 아마 백제와 대가야의 관계일 것이다. 백제
는 고구려의 남하에 대항하기 위해 금관가야, 왜와 동맹을 맺었다고 이미 지적되었는데(田中 2009 등) 이에
더하여 대가야에도 접근하여 금공기술 등을 제공한 것 같다. 이를 나타내듯이 대가야의 초기 장신구와 마구
(예를 들어 합천 옥전23호분, 35호분의 수식부이식과 병부단면이 오각형의 장병등자)는 백제와 공통성이
높다. 대가야도 고구려 남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백제와 협조하면서 왜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5세기의 상황

대가야의 대왜교섭 루트에 대해서는 늦어도 5세기대와 5세기 말~6세기 전반이라는 두 시기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대략 섬진강을 이용한 경로와 남강을 이용한 경로로 생각되었
다(조영제 2004, 박천수 2007b 등).
다만 5세기 후반까지 대가야가 섬진강 하류역을 안정적으로 관할한 상황을 고고학적으로 생각하기 어
렵다. 어느 정도 안정적이게 경로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대가야계의 묘제를 받아들인 순천 순평리고분군
의 조성 시기로 보아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경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섬진강경로만이 대가야의 대왜교섭
경로였다고는 생각하기는 어렵다.
남강경로와 소가야

남강경로와 그 주변에는 스에키를 중심으로 한 왜계문물이 점재하므로 대왜교섭 루트로 이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를 대가야가 왜와 교섭한 산물로 즉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남해안의 고성과 사천(경남
서부)에는 소가야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계문물이 부장된 고분에는 소가야 토기도 부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가야 활동에 의해 스에키가 반입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하승철 2011).
다만 소가야와 대가야의 관계, 특히 5세기 후반 이후 관계는 고성 송학동1호분에 대가야계 토기와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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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가 부장되므로 기본적으로는 협조적이었던 것 같다. 소가야는 주체적으로 대외교섭을 하면서 대가야왕
권의 대외활동을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 아닐까.
낙동강경로와 신라, 동래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낙동강경로이다. 5세기 중후엽경 왜계자료는 고령과 합천 등 낙동강과 황
강을 따라 확인되며 합천지역의 대안에 위치하는 창녕에도 왜계자료는 확인된다. 수식부이식의 분포도 5세
기 후엽까지는 고령과 합천에 한정되므로 지리적으로 보아도 낙동강경로를 이용한 대왜교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낙동강 하류역 동안(동래지역)에서 사회통합을 진행한 신라와의 관계가 주의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가야가 활발한 대외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신라와의 관계가 호전되었기 때
문이라는 이성시의 견해를 주목할 수 있다. 신라는 5세기 중엽에는 고구려로부터 탈각을 꾀하며 백제와 관
계를 맺고자 하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고구려를 매개로 한 신라와 가야의 대립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대가야가 교역활동을 충분히 전개할 수 있는 국제적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보는 해석이다(이
성시 2002). 아직 신라가 동래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 이전으로 대가야가 신라와의 관계 속에서 낙동강을
대왜교섭 경로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앞서 나타낸 동래 복천동1호분의 백제, 대가야계 부
장품이 이와 같은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왜의 對 대가야교섭의 양태

일본열도에서 대가야계 수식부이식과 대장식구(용문부조대장식구)의 분포는 아리아케(有明)해 연안지
역, 이요(伊予)지역, 와카사(若狭)만 연안지역, 후쿠이(福井)평야지역, 키나이(機内)지역, 키이(紀伊)지역,
시나노(信濃)지역(이나다니, 伊那谷), 도쿄만 동안지역, 무사시(武蔵)지역, 카미츠케노(上毛野)지역 등 넓게
퍼져 있다. 그 대부분은 제 지역 유력수장층의 분묘에서 출토된다. 또 이러한 고분의 특징으로 ①풍부한 한
반도계 부장품과 함께 ②갑주와 신래의 중국경(동형경군)과 같은 왜 왕권과 어떠한 정치적 관계를 나타내는
부장품이 확인할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①에 대하여 박천수는 5세기 후반대 일본열도의 제지역의 유력수장분에 초기의 f자형경판비와 검릉형
행엽, 장신구(수식부이식, 대장식구, 관 등), 공부단면다각형철모 등이 공통적으로 부장되는 상황에 주목한
다. 그리고 이 조합을 ‘대가야형 위신재’로 평가하고 이것이 부장된 고분의 피장자와 조영집단을 ‘새롭게 대
두한 대가야세력과 관련된 신흥세력’(박천수 1998: 110~111)로 평가하였다(그림 12). 필자는 한반도계 부
장품의 계보를 모두 대가야계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백제와의 관계, 그리고 대가야계 공인에 의
한 일본열도 내에서의 제작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로 대가야를 상대로 한 교섭
을 통하여 선진문물의 수용, 정착에 힘쓴 수장층이라는 점에서는 박천수의 평가는 타당성이 높다.
그리고 ②와 같이 왜 왕권과 직접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부장품의 존재로 보아 당시 왜와 대가야 교섭의
양태의 하나로 다양한 교섭경로를 보유한 몇 개의 지역사회와 왜 왕권이 때로는 협조적으로, 때로는 경합적
으로 ‘야합’하는 형태로, ‘왜’라고 하는 교섭 주체를 형성하는 가운데 반복적인 교섭이 이루어졌을 상황을 생
각해 볼 수도 있다(高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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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섭 관계 속에서 대가야에서 왜로 다양한 사람들이 도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그 족적을
엿볼 수 있는 동일본의 유적, 군마현 타카사키(高崎)시의 켄자키나가도로니시(剣崎長瀞西)유적을 소개한다
(도 13).
이 유적에서는 발굴조사 결과 도래계집단의 분묘인 방형적석총군과 함께 말 매장광, 취락 등이 확인되
었다. 재지계 사람들의 묘역(중소원분군)과 한반도에서 온 도래계의 묘역(적석총군)이 어느 정도 구별되며
적석총 군 가운데 규모가 큰 10호분에서 대가야계의 수식부이식이 출토되었다. 이 이식은 낙동강 이서지역
인 합천 옥전28호분 출토 자료와 유사한 전형적인 대가야계로 파악된다.
켄자키나가도로니시유적에서는 이 외에도 취락에서 다수 출토된 한반도계 연질토기, 말 매장광(13호
토갱) 등도 확인된다. 연질토기는 물론 낙동강 이서지역(경남서부지역?)에서 계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으
나 태토는 주변에서 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 13호 토갱(말 매장광)에서 출토된 환판비는 한반도 동남부
에서 계보를 구할 수 있는 자료이다.
켄자키나가도로니시유적이 조영된 군마현의 지역은 고분시대에 카미츠케노(上毛野)라고 불린 유력한
지역사회이다. 켄자키나가도로니시유적의 도래계집단은 카미츠케노의 수장층이 지역 경영을 추진하는 데
말, 철, 치수 등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불러들인 집단으로 상정된다. 즉 대가야와 교류를 축으로 하면서
새로운 지역 경영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존재로 카미츠케노지역으로 초대, 편성된 도래인집단의 존재를
상기하는 것이 가능하다(若狭 2011). 따라서 수식부이식을 착장한 10호분 피장자는 대가야와 왜의 교섭 속
에서 카미츠케노 지역으로 건너 와 지역사회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한 도래계집단의 유력층으로 평가할 수 있
을 것이다.
5세기 말~6세기 전반의 상황

5세기 말~6세기 전반이 되면 왜계자료와 대가야계 수식부이식이 남강을 따라 확인된다. 이 시기에 대
가야계의 수식부이식, 특히 산치자식 이식이 북부큐슈지역과 키나이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것을 생각하
면 고령-거창-함양-산청-남강-진주-고성-남해안이라는 남강 경로가 대가야의 주요한 대왜교섭의 루트
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낙동강 경로도 이용되었던 것 같다. 낙동강 이동
지역의 창녕과 경산, 대안의 옥전에서도 산치자식의 이식이 확인된다. 또 낙동강하류역의 창원 다호리고분
군에서도 대가야계 토기와 이식이 출토되어 대가야가 낙동강도 대외활동에 이용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510년대 일어난 기문과 대사를 둘러싼 백제와 대립의 결과, 대가야는 섬진강 하구의 영향력을 상실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 신라의 낙동강 이서지역으로 침공이 본격화하여 결국 532년에 남가라(김해)가, 이와
가까운 시기에 탁기탄과 탁순이 통합된다.
이와 같은 백제와 대립, 그리고 신라의 낙동강하류역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대가야가 왜와관계를 강화
하고자 모색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섭 경로를 구사하고자 시도하였던 것은 아닐
까. 예를 들어 섬진강을 넘은 여수반도의 고락산성에서는 6세기 전반경의 대가야양식 토기가 영산강계의 토
기, 백제 토기와 함께 출토되었다. 또 522~529년에는 신라와 결혼동맹을 맺는데 이를 통해 낙동강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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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고자 하는 대가야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이희준 2007).
이상과 같은 대가야는 5~6세기 유동적인 정치정세에 대응하면서 낙동강 경로와 남강경로, 그리고 섬
진강 경로 등을 임기응변으로 이용하면서 대외교섭을 행하였으며 그 주요상대로 왜가 존재한 것으로 생각
된다.
멸망직전의 대왜교섭

그리고 대가야는 아마 멸망 직전까지 왜와 교섭을 지속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일본열도에서는 6세
기 중엽~후엽에 걸쳐 한반도계 부장품을 풍부하게 부장한 유력수장층이 조영된 상황이 분명해지고 있다.
특히 한반도로부터 이입품, 혹은 제작공인이 왜로 도래하여 제작이 개시된 후에도 양산보급과 정형화를 인
정하기 어려운 일군의 부장품을 주목할 수 있다(内山 2012).
동일본지역의 전형적인 사례로 군마현 와타누키칸논야마(綿貫観音山)고분과 사이타마현 쇼군야마(将軍
山)고분 등이 있다. 부장품의 계보를 검토하면 인수를 경판의 외측에서 연결하는 심엽형경판부비, 자엽형행
엽, 주걱형호등, 대형팔각형 방울, 삼루환두대도 등은 신라와 관계 속에서 제품이 이입되었든지 제작공인이
도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그림 14,内山 2011, 高田 2014).
한편 백제와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대가야와 교섭 속에서 이입된, 혹은 제작공인이 도래한 것으
로 상정할 수 있는 부장품이 존재한다. 이는 사행상철제품, ‘한반도계투구’(内山 2003·2012, 방형판혁철
투구로 정부에 금속제의 관모와 유기질장식을 얹어 사용하는 투구), 그리고 마주이다(그림 15, 16). 낙동강
이동지역과 하류역, 한반도 중서부에도 마주와 사행상철기가 출토되나 삼자가 함께 출토된 사례는 현재로
서는 낙동강이서지역(≒대가야권)뿐이다. 또 사이타마현 쇼군야마고분에서 출토된 공부하단을 은제로 장식
한 다각형철모도 백제·대가야계의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사하야(諫早直人)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신라계마구로 평가된 심엽형경판부비와 심엽형행엽
(미야자키현 모찌다(持田)56호분, 오사카부 카이호우쯔카(海北塚)고분)과 호암미술관 소장 (전)지산동 출토
품을 비교하고 경판외측에 반타원체금구와 편평한 화형의 못을 사용하는 공통점을 근거로 대가야에서 제작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諫早 2012b). 또 김우대는 신라계로 평각된 미야자키현 모찌다28호분 출토된 삼
엽문환두대도를 제작기술로 보아 대가야계의 공인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지적한다(金宇大 2017).
이처럼 6세기 중엽~후반 일본열도에서 한반도계 부장품의 계보를 보는 한 신라와 백제만이 아니라 대
가야도 활발하게 대왜교섭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우찌야마는 당시 왜에서 對 한반도 교섭의 주체는 키나
이 왕권·유력호족과 지방의 유력수장으로 구성된 ‘왜 왕권’이었다고 상정하는 데 경청해야 할 것이다. 그
목적은 대가야와의 협조관계의 유지, 선진적 문화의 섭취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대가야계
의 교섭 목적으로는 당시 대가야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의 타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6세기 전반~중엽에 걸쳐 대가야와 왜의 교섭 양태와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529년 결혼동맹 결렬부터 562년 대가야 멸망을 전후한 시기의 신라와 대가야의 정치경제적인 관계에 대하
여 고고학적인 이해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즉 대가야가 언제까지 주체적인 외교가 가능하였는가에 대한 추
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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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왜와

가야의 교섭 루트와 기항지 						
–세토나이카이 루트를 중심으로-

1. 세토나이카이루트에 관한 몇 가지 연구
세토나이지역은 세토나이카이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뻗어있으며, 서쪽의 큐슈(九州)지역과 동쪽의 키
나이(畿内)지역을 연결하는 지역에 해당한다(그림 17). 세토나이카이는 일찍부터 해상교통의 장이었으며,
기간(基幹)적 교통로의 역할을 담당했다. 왜와 가야의 교섭에도 주요한 교섭 루트였다고 추찰된다. 여기에
서는 세토나이카이루트의 틀을 이미지화시키기 위해 문헌기록을 근거로 한 성과와 고고자료의 분포에 의한
성과를 몇 가지 다룬다. 우선 전자에 대해 개관한다.
736년 견신라사와 661년 「百濟의 役」

고분시대 이후, 나라시대 세토나이카이 루트의 실태에 대해서는 736(天平8)년에 파견된 견신라사 일행
의 항행(航行)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일행이 항해의 도중에 읊은 노래가 『万葉集』권15에 144수 남아있어 읊
어진 장소와 정박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 船旅를 상세하게 검토한 松原弘宜에 의하면, 정박지는 <그림 18>과 같이 생각된다(松原2004). 736
년(天平8년) 6월에 나니와즈(難波津)를 출발해 아카시우라(明石浦, 효고현 아카시강의 하구)→多麻浦(오카
야마현 高梁川의 하구)→나가이우라(長井浦, 히로시마현 沼田川 하구)→風速浦(히로시마현 三津湾)→長門
浦(히로시마현 倉橋島)→麻里布浦(야마구치현 今津川 하구)→熊毛浦(야마구치현 平生町)에 이른다. 그리고
다음 정박지인 佐婆浦(야마구치현 防府市)로 가려했으나 항해 도중 표류하게 된다. 결국 分間浦(오이타현
나카츠시)에 이르고 간몬(関門)해협을 건너 那津(하카타항구)로 이르게 된다. 那津에는 7월 7일에 도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韓亭(후쿠오카시)―引津亭(糸島(이토시마)郡志摩町)―현해탄―이키·대마도로 항행한다. 대마
도의 도착은 가을 무렵이다. 신라에 건너가 다시 동일한 코스로 귀로하였는데, 737(天平9)년 정월27일에
헤이죠큐(平城京)으로 도착했다.
또 『일본서기』에는 661(斉明7)년 「百濟의 役」때 斉明대왕과 그 일행이 나니와즈(難波津)를 출발해 大伯
海(오카야마현 邑久郡牛窓)를 거쳐 伊予의 熟田津(에히메현 마쯔야마시(松山市))에 이른 뒤, 那津(하카타항
구)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문헌은 어디까지나 7, 8세기의 실태를 나타내는 것이며, 모든 정박지의 위치가 고고학적으로 확
인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고분시대 세토나이카이 루트를 생각하는데 있어 시사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한
다. 예를 들어 736년 견신라사는 10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대형배로 운행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본적으
로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만에 근접함으로써 육지의 목표물(산이나 만)을 보면서 운행하는 항법
(地乗り方式)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松原 2004). 따라서 고분시대에도 기본적으로 이와 유사한 항법이었

178

가야고분군 Ⅳ

을 가능성이 높다.
「키비형옹(吉備型甕)」분포로부터의 추정

한편, 고고자료의 분포로부터 세토나이카이 루트를 복원한 최근의 대표적 연구로 쯔기야마 준(次山淳)
의 연구 성과를 들 수 있다. 쯔기야마는 야요이시대 종말기부터 고분시대 초두의 세토나이카이 루트를 「키
비형옹」의 분포를 통해 복원했다(次山 2007, 그림 19). 「키비형옹」이란 키비지역(備前, 備中南部의 평야, 현
재의 오카야마현)을 중심으로 제작된 특징적인 옹으로, 오카야마현 지역 이 외의 지역에서 출토된 「키비형
옹」의 대부분은 이 지역에서의 반입품으로 생각된다. 쯔기야마는 키비형옹이 많이 출토된 곳을 서로 연결함
으로써 博多湾沿岸―周防灘(山口縣)―松山平野·今治平野(愛媛縣)―備後東南部(広島縣)―吉備(岡山縣)―
播磨―摂津沿岸(兵庫縣)―大阪湾 이라는 기간(基幹)루트를 상정하였다.
「지역간 네트워크」라는 관점

하시모토 타츠야(橋本達也)는 고분의 분포와 넓게 퍼진 다양한 부장품의 분포에 근거하여 고분시대
전·중기의 지역간 교섭 루트를 상정했다(橋本2010, 그림 20). 하시모토의 연구는 큐슈·시코쿠의 지역간
교섭을 매우 세밀하고 분석하고 있는 점, 또 서일본에 대해 「세토우치를 중심으로 그것과 연결된 네트워크」
(橋本 2010 :104), 즉 지역간 네트워크의 확산과 집약을 논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5개의 구역

이상과 같은 연구성과를 참고로 하면, 고분시대의 키나이지역에서 세토나이카이를 지나 한반도에 이르
는 루트는 다음과 같이 크게 5개 구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1)겐카이나다(현해탄, 玄界灘) ⇔ (2)세토나이카이서부(瀬戸内海西部)(関門海峡―周防灘―伊予灘―安
芸灘―燧灘)⇔ (3)備讃瀬戸 ⇔ (4)하리마나다(播磨灘) ⇔(5)오사카만(大阪湾)

2. 세토나이카이 루트와 한반도계 자료
다음으로 고고학적 검토를 통해 당시 한일교섭에 사용된 항구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는 유적과 지역을
소개한다. (5)오사카만연안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한반도계 토기의 집성과 도래인의 주거지역 등에 대해 많
은 논고가 있기 때문에 (최근 성과로 中野 2007, 中久保 2017 등) 이번 발표에서는 (1)~(4)의 연안지역을
검토하도록 한다. 특히 임해성이 높고(혹은 지세적으로 쉽게 바다에 나갈 수 있거나), 한반도계 고고자료가
출토된 취락과 고분의 분포에 주목하고자 한다.
'머리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가야계 자료를 중심으로 하면서 한반도계자료를 폭 넓게 다루도록 하겠
다. 그리고 장동옹, 평저발, 多孔甑(시루), 鍋 등 한반도계 연질토기가 출토된 취락유적을 중심으로 다룬다.
한반도계 연질토기의 외면에는 평행문, 격자문과 같은 타날문이 확인되므로 외면을 목리조정하여 완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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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키와 구분이 가능하다. 이로 보아 도래계집단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다만, 5, 6세기대 자료에 대해
서는 도래인이 재지에 정착하여 제작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목리조정이 베풀어진 자료에 대해서도 함
께 검토하고자 한다.

1) 겐카이나다(현해탄)·히비키나다(響灘)연안 지역
이 구역의 한반도계 자료 양상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정력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아래의 기술은
기본적으로 그 연구 성과에 의한 것이다(九州前方後円墳研究会 2005, 久住 2006, 重藤 2011, 亀田 2013 등).
(1) 하카타(博多)만 연안 –이토시마(糸島)반도
4세기 후반 이후의 상황

제1장에서 언급한 니시신마찌유적이 대표적인 항구 관련유적이다. 니시신마찌유적 쇠퇴 후, 4세기 후
반부터 5세기 전반 북부큐슈지역에서 교역교점의 하나로 시게후지 테루유키(重藤輝行)는 조족문토기와 그
것이 재지화된 토기가 출토되는 이토시마시(糸島市) 미쿠모(三雲)·이와라(井原)유적군을 후보로 들고 있다
(重藤 2010, 2011). 미쿠로 이와라유적군에서는 한반도계 중서부~남서부계통의 토기 외에도 三雲堺유적
Ⅰ―4구 6호 주거지 출토 대부파수부단경호 등과 같이 낙동강 하류역을 중심으로 계보를 구할 수 있는 토기
도 적지 않게 출토된다. 시게후지의 지적대로 한반도 중남부의 각지와 교섭의 거점으로 기능하였을 가능성
이 높을 것이다. 이 외에도 후쿠오카시 아리타(有田)유적에서도 대부파수부단경호와 아라가야계로 추정되
는 고배(각부에 능형투공)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5세기 중경 이후에는 사와라(早良)평야의 남서부의 요시타케(吉武)유적군에 한반도계 자료가 집
중되고 취락에서는 평저발, 다공시루, 鍋 등 한반도계 토기가 다수 출토되었다. 그 계보를 보면 한반도 남서
부와 경남서부지역, 동남부 등에서 구할 수 있을 듯하다(그림 22). 시게후지는 '5세기 중경~6세기 후반에
걸쳐 한반도의 복수 지역에서 도래인이 이주와 함께 교역의 거점으로 기능하였다'(重藤 2010: 139)고 추측
한다. 특히 요시타케고분군에서 출토된 대가야계의 도질토기와 금동장 용문소환두대도 등은 대가야와 관련
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위에서 소개한 각 유적은 쉽게 현해탄으로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시마(糸島)
반도와 니시신마찌유적보다 동쪽의 현해탄연안에도 「기항지」가 다수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쯔츠미하스마치(堤蓮町)1호분

하카타연안에서 내륙으로 들어간 아사쿠라(朝倉)지역에 위치하는 쯔츠미하스마치(堤蓮町)1호분(그림
21-3)에 대해 언급한다. 이 고분은 직경 18~20m정도의 원분으로 매장시설은 횡혈계횡구식석실의 가능성
이 크다. 주목되는 것은 일본에서 보기 드문 한성백제계의 수식부이식과 동래 복천동10·11호분에 유례가
있는 삼루환두가 공반된 점이다(그림 23). 삼루환두는 앞서 소개한 카가와현 하라마(原間)6호분 출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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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동래지역과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하시모토 타츠야가 제시한 교섭루트(그림 20)를 고려하면 아리아케(有明)해에서 筑後川을 역상해 浮羽
―日田―豊前(周防灘)·豊後(別府湾)라는 큐슈의 동서를 잇는 교통로와 博多湾―朝倉―浮羽에 이르는 교통
로의 결절점에 가깝게 위치한 점에 주목할 수 있다.
(2) 무나카타(宗像)지역
츠야자키(津屋崎)해안

하카타만연안의 동쪽에 무나카타지역이 있다. 무나카타 중에서도 현재 후쿠쓰(福津)시 아라지(在自)에
서 가쓰우라(勝浦)에 걸쳐 형성된 석호(潟湖) 주변의 5,6세기 츠야자키(津屋崎)고분군은 주위에 있는 몇 개
의 취락유적(在自遺跡群, 生家釘ヶ浦遺跡, 奴山伏原遺跡)과 관련되어 있다. 츠야자키고분군에서는 최초기
의 전방후원분인 카츠우라미네노하타(勝浦峯ノ畑)고분(그림 21-4)에서 출토된 장신구가 주목된다. 대부분
파편이지만 금동제 용문투조관은 그 계보를 한성백제에 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장병의 목심철판피
윤등(初葬)과 목심철판피호등(추가장)도 크게는 백제·대가야계의 범위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宮司井手ノ上고분의 분구에서 출토된 견부에 유두상(乳頭状)돌기가 있는 대형옹, 그리고 奴山正園고분
에서 출토된 발형기대 등은 금관가야권과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또 츠야자키고분군의 협간에 위치하는 취
락유적에서는 다양한 한반도계 토기가 출토된다. 예를 들어 有自小田유적에서는 대가야계로 상정되는 도질
토기호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온돌시설을 갖춘 주거지(在自下ノ原遺跡SC55住居, 奴山伏原遺跡SC112주거
등)도 확인되고 있다. 生家釘ヶ浦유적에서는 6세기 전반경 외면에 타날을 베푼 이동식 부뚜막과 연질토기
(평저발, 平底多孔甑)가 출토되었다(그림 25). 이 취락의 구성원 중에는 백제와 영산강유역에서 온 도래인
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적된 것처럼 潟湖 주변에 「기항지」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츠리가와(釣川)유역

츠야자키고분군의 동쪽에는 츠리가와(釣川)가 현해탄으로 흐르는데, 이 유역에도 한반도 중서부 혹은
서남부에서 계보를 구할 수 있는 토기가 출토된 취락 유적이 몇 군데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冨地原川原田
유적(그림 21-5)에서는 SB27수혈주거지(5세기 전반~중경)에는 초기 부뚜막이 확인되었으며, 도질토기호
와 한반도계의 연질토기(平底鉢, 平底多孔甑, 車輪文風이 특징인 타날을 베푼 甕 등)가 출토되었다. 또 다른
주거지에서는 조족문토기도 출토되었다. 이 지역의 취락에서는 츠리가와의 수계를 거슬러 현해탄으로 나갈
수 있다. 하구 부근에 「기항지」의 존재를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3) 온가가와(遠賀川)유역

무나카타지역에서 해안을 동쪽으로 이동하면, 온가가와(遠賀川) 하구에 이른다. 온가가와 유역, 특히
상류역의 가호(嘉穂)지역과 다가와(田川)분지에는 5세기 후반경에는 풍부한 한반도계의 매장시설과 부장품
을 확인할 수 있는 고분이 집중한다. 상대적으로 낙동강 이동지역과 관련성이 농후하다(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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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호(嘉穂)지역

예를 들어 가호지역 오바사니시(小正西)고분 1호 석실(그림 21-6)에서는 신라계 장병윤등과 백제·대
가야의 刀身式철모와 철제f자형경판비, 목심철판피윤등이 공반되었다(그림 24-1). 또 2호 석실에서는 한반
도계 공구인 톱(鋸)이 출토되었다. 유사한 사례로 달성고분 출토 예가 있다(국립대구박물관 2001). 야마노
카미(山の神)고분에서도 목심철판피호등이 출토되었다(그림 24-7). 이 지역에서 출토된 목심철판피호등은
모두 목제의 호부가 있는데, 공주 수촌리Ⅱ－3호 석곽묘와 경산 임당6A호분에 유례가 있다(高田 2014).
타가와(田川)분지

타가와분지의 세스도노(セスドノ)고분(그림21-7, 그림 24-3)에서는 금동제 편원어미형행엽과 유개파
수부소호 등 신라계 부장품과 보주형 수식부이식 등 대가야계 부장품이 출토되었다.
그림 24에 도시한 각 고분은 온가가와 수계에 입지하여 수계를 따라 온가가와 하구까지 이르며 히비키
나다로 나갈 수 있다. 온가가와 하구의 상황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앞서 살펴 본 무나카타지역의 츠리가
와(釣川)유역과 마찬가지로 하구 부근에 항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타가와분지에서 육로로 (2)-2)에
서 소개하는 부젠(豊前)북부 스오우나다(周防灘)연안으로 빠질 수 있다.

2)세토나이카이 서부연안지역
(1) 간몬(関門)해협

현해탄연안을 거쳐 세토나이 서부연안으로 향하면 간몬해협을 통과한다. 그 연안부에도 다양한 한반도
계 자료가 출토하고 있다. 여기서는 유적의 입지와 한반도계의 연질토기의 분포를 통해 해상교통과의 관계
를 상정할 수 있는 몇 군데의 유적을 소개한다.
스오우(周防)측

우선 현재 스오우지역측(현재의 야마구치현)에 대해서는 히비키나다(響灘)에 면한 포구(入り江)의 해변
사구 위에 위치하는 시모노세키(下関)시 吉母浜유적(그림 21-8)이 있다. 5, 6세기대 각종의 연질계토기(시
루, 유개파수편(有溝把手片), 격자문타날을 베푼 장동옹)과 김해 봉황대유적을 중심으로 금관가야 권에서
자주 출토되는 이동식부뚜막이 출토되었다(그림 26좌). 현해탄과 히비키나다를 넘어 오는 배가 기항하기에
최적의 입지이다.
다음으로 시모노세키시 아키네(秋根)유적(그림 21-10)을 들 수 있다. 이 유적에서는 고분시대 전기 주
거지(LS005)에서 승석문을 베푼 연질토기호 편이 출토되었다. 또 이 주거지가 폐기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위에 중복해 지어진 주거지(LS004)에서는 초기의 부뚜막이 발견되었다(그림 27우). 아야라기가와(綾羅
木川) 유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 근처까지 바다물이 들어왔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유적은 연
안의 포구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배의 선박에 적합한 입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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筑前(치쿠젠)측

한편 치쿠젠 측(현재 후쿠오카현 측)에서는 무라사키가와(紫川) 하구의 해안사구 위에 입지하는 키타큐
슈(北九州)시 코쿠라죠(小倉城) 下屋敷跡(평저심발, 그림 21-10)과 간몬해협으로 튀어나온 키쿠(企救)반도
동단의 포구에 입지하는 오오츠미마에다(大積前田)유적 (유구파수편, 다공식시루의 저부편, 그림 21-11)에
서 한반도계 연질토기가 출토되었다.
이상 간몬해협 연안에 위치하는 유적은 대부분 포구와 강의 하구에 입지하고 있어 배를 정박하기에 적
합한 지세적 환경이다. 한반도계 연질토기와 아키네(秋根)유적에서 확인된 초기부뚜막이 설치된 주거지로
보아 희미하게나마 도래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2) 스오나다(周防灘)연안 (부젠(豊前)북부)
부젠 북부의 교토평야

간몬해협을 거쳐 큐슈 연안을 동남쪽으로 이동하면 교토평야에 이른다. 이 지역에서 다양한 한반도 자
료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낙동강 하류역과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나도우(稲童)고분군(그림 2113)에 속하는 21호분(TK208단계, 횡혈계횡구식석실)이다. 21호분은 부장품이 풍부한데 그 가운데 나뭇잎
모양의 입식(복천동 10·11호분 출토 관의 입식과 유사)을 붙인 금동장 미비부주, 재갈이 포함되어 있다(그
림 27).
이 지역에서는 현재 나가오가와(長峡川), 이마가와(今川), 하라이가와(祓川)가 흘러 들어가는 항구가 형
성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나중의 부젠국의 국진(國津)인 草野津로 비정되고 있다. 이노도우고분군은 그 남측
의 해빈사구 위에 위치한다.
(3) 스오우나다(周防灘)연안 (스오우가와, 周防川)

스오우나다(周防灘)를 사이에 둔 교토평야 대안의 스오우(周防)지역에서도 다양한 한반도계 자료가 출
토되었다(亀田 2008). 여기서는 백제계 장신구가 출토한 호후(防府)시 쿠마노야마토노오(桑山塔ノ尾)고분
(그림 21-16)과 5세기대 연질계 토기가 출토된 光市 미타라이(御手洗)유적(그림 21-17)에 대해 언급한다.
쿠마노야마토노오(桑山塔ノ尾古墳)고분의 식리

1782년 발굴되었기 때문에 분구의 규모와 형태는 정확하지 않다. 부장품은 쿠마노야마(桑山) 산정부에
재매납되었는데 상세한 그림이 남아 있다(桑原 1988). 그림을 참고하면 6세기 전반에 축조된 것으로 생각
된다. 부장품 중 주목되는 것은 식리이다.
식리의 측판에는 연속한 귀갑문을 점을 새겨 표현하였고 바닥판에는 스파이크가 있으며 원형과 물고기
모양의 보요가 달려 있다. 에타후나야마(江田船山)고분 출토 자료와 같은 계보, 즉 백제계일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사행상철제품과 소형 방울 등 한반도계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피장자가 백제나 대가야와 깊은 관
련을 맺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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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분이 위치하는 쿠마노야마(桑山)는 사바가와(佐波川) 하류역 동안에 위치하는 독립구릉으로 임해
성이 좋은 입지이다. 고분의 위치를 볼 때, 사바가와(佐波川) 하류역을 멀리 조망할 수 있어, 주변의 해안부
에 항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동쪽에는 스오우국부(周防國府)의 항구가 설치된 것으로 생각되는 「船所」
가 확인되어 앞서 소개한 견신라사가 향하는 도중에 난파했던「佐婆浦」로 비정된다.
미타라이(御手洗)유적

미타라이유적에서는 5세기대로 소급되는, 외면에 타날문을 베푼 이동식 부뚜막과 연질계토기옹이 출토
되었다(山口大学埋蔵文化財資料館 2001). 그 입지는 스오우나다(周防灘)에 작게 도출한 무로즈미(室積)반
도에 형성된 내만(무로즈미(室積)만)에 면하여 입지하고 있다. 임해성이 좋아 항구의 존재를 상정해도 좋을
것이다.
(4) 마쯔야마(松山)평야

마쯔야마평야 출토 한반도계 토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정리가 이루어졌다(三

2003, 梅木 2012 등).

고분에서 출토된 도질토기는 주로 경남서부, 함안, 고령 등의 자료가 확인된다. 또 취락유적에서도 한반도
에서 도래인의 존재를 연상시키는 자료가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고분과 2개의 취락을
소개한다.
사루가카니(猿ケ谷)2호분

마쯔야마평야 남부의 돌출부에 위치하고 6세기 후반대에 조성된 횡혈식석실분이다. 분구중에서 도질토
기가 대량으로 출토되었고, 횡혈식석실에 선행하는 유구의 존재가 상정된다. 그 계통은 경남서부, 함안, 부
산·김해 지역 등에서 구해진다(三口 2003, 그림 28-1~6).
타루미(樽味)유적군

마쯔야마평야를 횡단해 세토나이카이로 흐르는 하천의 하나로 시게노부가와(重信川)가 있다. 타루미유
적군(그림 21-18)은 그 지류, 이시테가와(石手川)의 중류역 미고지에 위치한다. 5, 6세기 취락 일부가 발견
되었는데, 수혈주거지에서는 한반도계 연질토기 편이 한데 모인채로 확인되었다. 특히 연질토기를 보면, 평
저발, 다공식시루(多孔式甑), 장동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루는 환저와 평저가 있어 한반도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도래인의 존재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주거지 구조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타루미 西反地9차 조사지 수혈주거지SB102(5세기 전엽경,
그림 29)는 초기 부뚜막, 「주벽구(周壁溝)」, 小溝에 의한 칸막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梅木謙一는 마쯔야마
평야에서 한반도계 토기가 출토된 수혈주거지에는 주거지 바닥에 구를 배치하는 주거지가 많은 것을 지적
한다(梅木 2012). 이런 구조는 최근 주목받는 「대벽수혈건물」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 「대벽수혈건물」
은 키타큐슈, 키비(吉備), 키나이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田中清美는 '원삼국시대~삼국시대 한반도 남부
지역의 도래인에 의해 전해진 한반도계의 건축양식'으로 판단하고 있다(田中 2012: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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舟ヶ谷유적

제4차 조사지의 자연유로의 매몰토에서 다량의 연질토기 편이 출토되었다. 기종은 장동옹, 평저발, 把
手付鍋, 다공의 시루편이다(그림 30). 또 아라가야계로 판단되는 화염문 투창을 지닌 소형기대(그림 28-7,
8)와 가야계의 연속즐목문을 베푼 개 등 도질토기도 출토된다. 마쓰야마평야 북서부의 충적저지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21-19).
(5) 이마바리(今治)평야·니이하마(新居浜)평야

사마모리 히데오(定森秀夫)가 일찍 지적한 것처럼 이마바리평야에는 한반도계, 특히 대가야계토기가 많
이 출토된다(定森 1995, 三·2003). 부장 고분의 대표적인 사례가 에히메현(愛媛縣) 今治市唐子台No.80
고분(그림 21-20, 그림28-9~12)이다. 이 고분에서는 한반도 서남부계의 이중구연호가 출토되었다(그림
28-12). 이마바리평야는 세토나이카이에서 돌출된 타카나와(高縄)반도의 북동부에 펼쳐진 평야이며, 세토
나이 서부연안지역과 비산세토(備讃瀬戸)지역의 결점점에 해당하여 기항지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또 이마바리(今治)평야에서 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가면 니이하마(新居浜)평야가 나오는데 이 평야를 조
망하는 구릉 위에 카네코야마(金子山)고분이 위치한다(그림 21-39). 이 고분의 매장시설도 도래계 수혈식
석실이며 대가야계의 금동제 수식부이식과 동형경(画文帯対置式神獣鏡)이 출토되었다.
(6) 히로시마(広島)평야

아키(安芸)·빈고(備後)지역의 아키나다(安芸灘)연안지역에서도 한반도계 자료가 다양하게 확인된다
(三·2008, 伊藤 2012 등). 5세기 경 한반도계 자료의 분포는 히로시먀평야에 중심이 있다. 예를 들어 砂
走유적(그림 28-13)과 이케노우찌(池の内)3호분 (그림 28-14) 출토 대부파수부 단경호는 가야권에서 계
보를 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케노우찌2호분의 쇠스랑, 소라나가(空長)1호분의 수혈계횡구식석실(꺾쇠
출토) 등은 한반도 동남부와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또 산오우바라(三王原)고분군(그림 21-21)에서는 백
제·대가야계로 판단할 수 있는 공부단면다각형의 철모와 단야구인 망치가 출토되었다.
최근 히로시마평야에서 출토된 초기스에키 가운데 위에서 언급한 마쓰야마평야에 위치하는 이찌바미나
미쿠미(市場南組窯)에서 생산된 것이 포함되어 있어(三·2008), 세토나이카이를 매개로 한 교류루트가 상
정된다.

3) 비산세토(備讃瀬戸)지역
이 지역은 세토나이카이 연안지대 중에서도 한반도계 자료가 비교적 풍부하다(亀田 1997, 岡山縣立博
物館 2006). 또 그 지세로 보아 항구의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이 여럿 존재한다. 이러한 가운데 한
반도와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키비(吉備) 중심지역에서는 도래인이 거주했던 것으로 생각
되는 오카야마(岡山) 타카츠카(高塚)유적이 알려져 있다. 여기서는 항구와 관계를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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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토나이카이 연안지역의 고분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소개한다.
(1) 아시모리가와(足守川) 하류역

아시모리가와(足守川) 하류역은 키비지역의 중추 지역 중 하나이다. 죠우토우(上東)유적은 야요이시대
중기후반에 형성된 거점취락으로 당시의 방파제(波止場状) 형태의 유구가 확인된다(그림 21-38). 부엽(敷
葉)공법을 이용하여 성토하고 성토 주변과 내부에 대량의 말뚝을 박는 구조이다. 죠우토우(上東)유적은 고
분시대 전기전반까지 성행한다. 당시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는 와질토기 호편이 출토되었다. 소위 아라가
야계로 여겨지는 승석문단경호의 파편으로 상정된다.
(2) 타카하시가와(高梁川) 하구 부근

타카하시가와(高梁川) 하구는 세토나이카이루트와 타카하시가와, 아다가와(小田川) 등 내륙으로의 루트
의 결절점에 위치하고 있어 항구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고 한반도계 자료도 비교적 풍부하다.
菅生小学校裏山유적(그림 21-23)

5세기대에는 포구가 유적 부근까지 들어온 것으로 보여 해상교통과 항만관리에 관련된 유적으로 평가
된다(亀田 1998). 항만시설 자체의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5세기 전반경의 다양한 한반도계 토기가
출토되었다(그림 35-우). 특히 둥글고 細筋孔이 있는 시루는 낙동강 이동지역에서 계보를 구할 수 있다.
텐구야마(天狗山)고분의 도질토기

텐구야마고분(도4-24)은 아다가와(小田川)와 타카하시가와(高梁川)의 합류점을 내려다 볼 수 있는 표
고 약80m 부근의 정상부에 위치한다. 매장시설은 부산·김해지역에서 계보를 구할 수 있는 수혈식석실이
며, 부장품 가운데 동래 복천동21,22호분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 금동제 호록, 녹각장식 도자 등도 포함된
다. 造り出し형태의 유구에서는 영산강유역계로 추정되는 도질토기인 개배가 출토되었다(그림 35-좌).
(3) 고지마(児島)

고지마의 북측에는 원래 소규모의 내해(穴海)가 형성되어 있어 해상교통의 요충지였다.
야하타오오츠카(八幡大塚) 2호분의 장신구

야하타오오츠카(八幡大塚) 2호분(그림 21-25)은 고지마 북안구릉에 위치하는데 지세적 위치만 보아도
임해성이 좋은 지역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석관 내부에서 백제계 수식부이식(그림 36-2)과 도
금된 공옥을 이어 만든 경식이 출토되었다. 장신구는 피장자에게 착장된 상태로 출토되어 피장자가 백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키비(吉備)지역에서는 『일본서기』 긴메이(欽明) 16, 17년조(555, 556)에 「시라이(白猪)屯倉」, 「児島屯
倉」이 설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야하타오오츠카2호분은 児島屯倉 설치와 관련해 주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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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시이가와(吉井川)하류역, 우시마도(牛窓)만 연안

이 지역의 동향과 세토나이카이루트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亀田修一가 상세히 검토하였다(亀田修一
2007, 2008 등). 또 5, 6세기 임해성이 좋은 전방후원분이 많이 축조되어 바다와 밀접한 관계도 지적된다
(宇垣 2015).
우시부미챠우스야마(牛文茶臼山)고분의 대장식구

특히,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우시부미챠우스야마 고분(도4-26)에서 출토된 금동제귀면문대장식구이다
(그림 36-1). 유사한 대장식구 가운데 공주 수촌리4호 석실 출토 자료(그림 36-3)가 있다. 백제계, 대가야
계로 판다된다. 이 고분은 요시이가와(吉井川) 하류역의 동안에 위치하는데 요시이가와를 이동해서 비교적
쉽게 세토나이카이로 나갈 수 있다. 또 근처에 거의 동일한 시기이거나 혹은 약간 선행하여 아소용결응회암
제의 석관을 수혈식석실에 매납한 츠키야마(築山)고분이 위치한다(石棺文化研究会 2007).
(5) 카사오카(笠岡)만

앞서 소개한 텐구야마고분에서 오다가와(小田川)를 따라 서쪽으로 향하면 長福寺裏山고분군에 달한다
(그림 21-40). 이 고분군에 속하는 仙人塚고분의 매장시설도 도래계 수혈식석실이다. 七つ塚古墳에서는 초
기스에키를 매장시설(상자식석관)에 부장하여 매장시설에 토기를 부장한 초기의 사례이다. 또 東塚고분에
서도 복환식환판비와 U자형삽날, 단경호 등 한반도계 철제품을 부장하고 新來의 도구인 꺾쇠도 출토되었
다. 이 長福寺裏山고분군에서는 육로에서 쉽게 카사오카만으로 나갈 수 있다.
(6)사누키(讃岐)지역

세토나이카이를 사이에 두고 키비(吉備)지역의 대안에 해당하는 사누키(讃岐)지역에서도 한반도계 자
료가 비교적 풍부하다. 특히 타카마쓰평야 동부의 오자키니시(尾崎西)유적(그림 21-27)이 주목된다. 거주
지로 확인된 유로에서 많은 한반도계 토기가 출토되었다(그림 31). 특히 연질토기 기종에는 평저심발과 발,
시루, 호, 장동옹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특징으로 보아 한반도 중서부 및 서남부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이 유적은 세토나이카이에서 내륙으로 향할 때, 하천과 육로의 결절점에 위치한다.
또 高松평야 남부에 위치하는 高松市 萩前, 一本木유적에는 5세기 중엽경의 부뚜막이 설치된 수혈건물
군이 확인되고, 연질환저다공식 시루나 鍋 등이 출토된다.
한반도계 고분의 존재

고분 자료로 최근 조사된 아이사코우마츠카(相作馬塚)고분이 주목된다(그림 21-37). 5세기 후반에 축
조되었으며 단벽측에 부실을 갖춘 수혈식설실을 매장시설로 보아 낙동강이동지역에서 계보를 구할 수 있다
(그림 33-좌). 「古高松湾」로 흘러 들어가는 혼즈가와(本津川) 하구 부근의 고지대에 입지한다.
또 일본열도에 정착하지 않은 매장시설(목곽)을 채용하는 와라마(原間)6호분도 중요하다. 이 고분은 사
누키지역 동부, 미나토가와(湊川) 상류역의 구릉 능선 위에 위치한다. 5세기 전엽에 축조되었으며 동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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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동 10,11호분 출토 삼루환두대도와 유사한 대도가 부장된 것은 앞서 언급하였다. 또 근처의 와라마(原間)
유적에서는 5세기 후반경의 수혈주거지(Ⅱ구 SH207)에서 시루(외면 하케메조정의 절충형토)가 출토되어
이 지역에 정착을 시도한 낙동강 하류역에서 건너 온 도래인 집단의 존재를 엿볼 수 있다.
세토나이지역에서는 이처럼 도래계 수혈식석실과 목곽을 매장시설로 하는 고분이 많이 점재한다(그림
32).
도서부(島嶼部)의 고분

비산세토는 다해도이며 도서부에 고분이 축조된다. 메기시마(女木島)도 그 중 하나로 구릉의 능선에 마
루야마(丸山)고분(그림 21-22)가 위치한다. 단경14.5ｍ, 장경16ｍ정도의 원분으로 생각되며 매장시설은
상자형석관이다. 5세기 전반~중경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부장품으로는 곡인겸, 대도가 확인되고 수식부
이식이 피장자에게 착장된 상태로 출토되었다(그림 33-우). 이 수식부이식은 전형적인 한성 백제의 수식부
이식이므로 이를 착장한 피장자는 백제의 도래인, 혹은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재지유력층으로 상정할
수 있다.
코우진시마(荒神島, 그림 21－41)는 제사유구로 저명한데 낙동강 이동지역계인 5세기 중엽경으로 생각
되는 대부장경호와 초기스에키 대옹이 출토되었다(그림 34－1).
메기시마와 코우진시마는 세토나이카이는 물론, 당시 유력 지역사회였던 사누키(讃岐)지역과 키비(吉
備)지역 연안을 넓게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항해 도중 기항지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 하리마나다(播磨灘) 연안지역
하리마나다(播磨灘) 연안지역의 고대 항구에 대해서는 『播磨国風土記』와 『万葉集』 등 사료에 상세한 기
록이 남아 있어 이를 근거로 해상 교통의 실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松原 2004 등). 한반도계
자료가 풍부하고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 성과도 있다(第5回播磨考古学研究集会実行委員会 2003, 亀田
2004, 中久保 2010 등). 하리마(播磨)지역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치쿠사가와(千種川), 이보가와
(揖保川), 이치가와(市川), 카코가와(加古川), 아사키가와(明石川) 등이 세토나이내카이로 흘러 들어가는데
각 강의 하구에 고대 항구의 존재가 상정된다. 그리고 각 유역마다 한반도계 자료가 분포한다.
치쿠사가와(千種川)유역

우네하라·타나카(有年原·田中)유적(그림 21-28)에서 5세기 전반경의 平底多孔甑가 출토되었다. 또
치쿠마미야노마에(竹万宮の前)유적(그림 21-29) 수혈주거지 SH01(6세기)에서 굴뚝의 가능성이 큰 원통형
토기와 평저발이 출토되었다(그림 37-1). 원통형토기에 대해서는 한반도 중서부 및 서남부와의 관계가 이
미 지적되었다(坂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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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가와(揖保川)유역

고대 이보가와(揖保川)군으로 비정되는 지역에 한반도계 자료가 확인된다. 그 중에서 오사키(尾崎), 치
쿠마(竹万), 長尾·小畑유적군(小畑十郎殿谷, 長尾谷)등 취락유적에서 모두 평저다공의 시루가 출토되는데
그 시기는 대략 5세기 전반경이다. 평저다공 시루 외 에도 오사키(尾崎)유적에서는 평저심발, 평저발, 옹 등
연질토기가 확인되고 치쿠마(竹万)유적(그림 21-30)에서도 장동옹, 평저발(?)이 출토되었다. 치쿠마유적에
서는 송풍관, 철재, 지석, 주조철부 등 단야관련 유물도 확인되므로 도래인과 철기 생산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그림 37-5~19).
이치카와(市川)유역

하류역의 취락으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치노고(市之郷)유적(그림 21-31)이다. 5세기 전반에 조영된
복수의 수혈주거지에서 연질토기가 출토되었다. 특히 주거지에서 출토된 연질토기가 여러 기종(장동옹, 평
저천발, 평저발, 시루, 鍋 등)으로 구성된 점과 모두 부뚜막을 설치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 수혈
주거지SH18에서는 동변의 거의 중앙에 부뚜막이 설치되었고 그 내부와 주변에서 平底多孔甑, 鍋, 평저발
등이 출토되었다(그림 39). 또 효고현교육위원회 제5차 조사구에서는 5세기 전엽부터 후엽으로 비정되는
수혈주거지 11동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한반도계 연질토기가 출토된 주거지가 4동 포함되어 있다.
고분관계 자료로는 미야야마(宮山)고분(그림 21-32)을 주목할 수 있다. 매장시설은 부산·김해지역에
서 계보를 구할 수 있는 수혈식석실이며 수식부이식과 마구(표비, 등자) 등 한반도계 부장품도 풍부하게 매
장되었다.
카코가와(加古川)유역

카코가와와 그 지류를 포함한 수계의 중류역에서는 출토 수는 적지만 연질계토기가 출토된 취락유적이
많은 상황에 주목할 수 있다. 열거해 보면 加西市朝垣遺跡(파수부평저발), 古谷遺跡(平底二孔甑), 土井ノ内
遺跡(평저시루), 小野市窪木유적(平底多孔甑), 加東郡家原堂ノ元유적(평저시루), 三木市大二유적(호) 등이
있다. 또 카코가와 지류 오우고가와(淡河川)유역의 오우고나카무라(淡河中村)유적에서는 초기 부뚜막이 있
는 수혈주거지가 확인되었는데 여기서는 평저발과 환저의 다공시루가 출토되었다.
또 하류역에서 연질계토기가 출토된 취락유적으로 카코가와시 砂部유적과 溝之口유적이 있다. 溝之口
유적의 수혈주거지SH301B에서는 하지키와 함께 평저발과 장동옹이 출토되어 도래인과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또 소형의 완형재가 출토되어 도래인과 철기 생산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분 출토 부장
품으로는 東岸의 교자츠카(行者塚)고분(그림 21-33)에서 출토된 진식대금구를 특기할만하다. 김해 대성동
70, 88호분의 사례, 공반된 마구(표비, 경판비, 그림 18-1~3)와 주조철부의 계보를 낙동강 하류역에서 구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금관가야와 왜가 교섭을 하는 가운데 이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서안의 이케지리(池尻)2호분(그림 21-34) 출토 마구(표비, 등자)는 이치카와(市川)하류역의 미야
아마(宮山)고분 2주체부 출토 자료와 같은 형식으로 낙동강하류역과 한반도 중서부에 유례가 있다(諫早
2012, 그림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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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시가와(明石川)유역

하류역에는 타마츠타나카(玉津田中)유적과 같은 한반도계 연질토기와 부뚜막을 갖춘 주거지가 확인되
는 취락유적이 전개된다. 또 4세기부터 한반도와 관계를 맺었다는 지적이 있다(亀田 2004). 여기서는 데아
이(出合)유적(그림 21-35)과 카미와키(上脇)유적(그림 21-36)에 대해 소개한다. 특히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데아이(出合)유적의 스에키 가마이다(그림 40-좌). 가마의 구조와 출토된 토기의 특징으로 보아 4세기 후
반경 금강유역에서 영산강유역에서 온 도래인이 주체가 되어 조업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 왜의 스에키
생산의 직접적인 모체가 된 것 같지는 않지만 단기간이기는 해도 토기 생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건너 와
서 실제로 가마를 구축하고 생산했던 것은 분명하다.
또 이 유적에서는 5세기 경의 연질토기와 도질토기도 출토되었다. 더욱이 근처에 위치한 데아이(出合)
고분군 12호분에서 성형시 타날기법이 이용된 하니와가 출토되어(그림 20-우) 「한식계 연질토기가 기술적
으로 영향을 끼친 산물」(廣瀬 2017:73)로 평가된다.
그리고 카미와키(上脇)유적(그림 21-36)에서는 5세기 전반경 수혈주거지에서 平底二孔甑가 출토되었
다. 이 외에도 구에서 굴뚝의 가능성이 있는 원통형토기(그림 37-2~4)와 평저발, 연질소성의 호, 유구파
수, 도질토기편 등 다양한 자료가 출토되었다.

5)세토나이카이루트의 특질
고분시대 세토나이카이루트를 따라가며 전개된, 한반도 관련 유적과 고분의 양상(대체로 5세기)은 아래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북부큐슈지역과 키비, 하리마지역에 집중하는 한편 세토나이카이 연안의 각지에도 분산되어 있다. 특
히 이요(伊予)와 사누키평야 등 시코쿠(四國)에도 사례가 있다.
②한반도의 여러 지역과 교류를 엿볼 수 있는 유적과 고분은 하천의 유역과 하구, 포구 연안에 분포한다.
③도래인과 관련이 있는 취락유적과 한반도계 부장품이 부장된 고분이 근접해 있는 지역이 많다.
④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견신라사(736년)의 항로와 쯔기야마가 제시한 야요이시대 종말기부터
고분시대 초기 세토나이카이루트를 비교하면 상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이번에 제시한 지역에는 항구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며 육지에서 멀리 떨
어지지 않고 만에 근접함으로써, 육지의 목표물(산이나 만)을 보면서 운행하는 항법(地乗り方式)으로 한일
교섭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③과 같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다양한 한반도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 특히 북부큐슈, 이요, 키비, 사누키, 하리마 등은 한반도로부터 선진적인 물자, 기술, 정보,
인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한 지역사회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④를 근거로 지금까지 기초적인 정리에 근거하여 왜와 가야의 교섭에 사용된 세토나이카이
루트를 상정하면 그림 41과 같이 된다. 즉 세토나이카이 북안을 따라가는 북안 루트와 서국연안을 따라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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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안루트가 있고 그 루트를 따라 기항지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2개의 루트가 이요(伊予)諸島
-타카나와(高縄)반도 지역과 備讃세토나이 도서부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구조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반도계 자료가 농밀하게 분포하는 부젠의 교토평야가 마쯔야마평야-간몬해협을 왕래할 때 주요한 기
항지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과 같이 3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 세토나이지역에는 그물망과 같은 교섭 루트가 펼쳐져 있었다.
필자는 이를 ‘지역네트워크’라고 정의하고 그 형성과 전개의 주체는 세토나이카이 연안의 지역사회와 이에
속한 임해성이 높은 집단이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高田 2014). 왜와 가야(그리고 백제, 신라, 영산강유
역)의 상호교섭은 이 지역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Ⅳ. 맺음말

본고의 전반에서는 왜와 가야 교섭의 시간적 추이를 조감적으로 정리하고(제1장) 후반에서는 세토나이
카이루트로 초점을 좁혀 구체적인 루트와 기항지의 양상에 대해 고고학적으로 검토했다(제2장). 전반에서
는 입론의 관계상 결론만을 제시한 부분이 적지 않고 또 필자의 역량 부족으로 가야 중에서도 금관가야 및
대가야와 왜의 교섭에 한정된 논의가 되고 말았다. 후반부는 역으로 기초적 자료의 제시에 지면을 할애하면
서 막연한 결론이 되고 말았다.
그렇기는 하나 왜와 가야, 그리고 한반도에 할거한 제 사회의 교섭이 단순히 왕권 간의 정치적인 외
교·군사적 활동이라고 하는 한정적 혹은 국소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제시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왕권 간의 외교 활동에 좌우되면서도 양 사회를 연결하는 루트 주위에 할거한 지역사회와 집단, 그리
고 개인 간의 다각적이며 보다 일상적인 상호 교섭이 거듭되며, 그것이 세토나이카이의 지역네트워크를 형
성하는 주된 요인이었을 것이다.
오히려 관점을 바꾸면 그러한 지역 간 교섭이 당시 한일 관계의 근간에 있었고 그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왕권 간의 외교가 진전된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고분시대 왜인사회는
다양한 문화를 한반도에서 수용하고 이를 단기간 내에 광범위하게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와 같
은 상정이 본고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선명해졌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타카다 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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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에서
말 문화의 동전(東傳)과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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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중국에서 말 문화의 시작

Ⅲ. 한반도에서 말 문화의 시작

Ⅳ. 일본열도에서 말 문화의 시작

Ⅴ. 맺음말

東アジアにおける馬文化の東伝と加耶

Ⅰ. 序 論
日常生活の中でウマと接する機会がほとんど失われてしまった現代ではなかなか実感しにくいかもしれないが、洋の東西
を問わず、ウマほどヒトの歴史に深く関わってきた動物はいない。ヒトの歴史においてウマが果たしてきた役割は多岐にわた
るが、その中でも抜きん出ているのが移動手段としての役割である。ウマはつい百年ほど前まで、世界中の多くの地域でヒト
・モノ・情報を運ぶ陸上最速の移動手段だった。
「馬文化」というやや漠とした概念を、過去地球上の様々な地域や時期におけるヒトのウマに対する関わり方から具体的に
議論していくならば、そのはじまりはほかの多くの動物同様、狩猟の対象であった旧石器時代にまで遡る。今からおよそ２万
年前の旧石器時代後期、フランスのラスコー洞窟に描かれたウマの絵は、その代表例といえよう（図面１）。しかしながら、こ
こではそのはじまりをヒトがウマを飼育しはじめた時期、すなわち家畜化の開始に求めたい。なぜならその瞬間こそが、ウマ
がヒトの歴史を左右するほどに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く起点であり、ほかの動物とは決定的に異なる道程を歩んでいくこと
になる大きな分水嶺であったからである。
ウマが、いつどこで家畜化されたのかについてはまだ議論が続いているものの、いくつかの状況証拠からその時期について
は少なくとも前４千年紀にまで遡り、その場所については当時、野生馬の棲んでいたユーラシア草原地帯西部とみられている
（川又1994・2006など）。これに対し、東アジアの家畜馬は、最も古い中国でも前２千年紀を遡ることはない。すなわち東アジ
アは、最初にウマを家畜にした地域ではなく、西方ですでに飼われていた家畜馬やそれを飼育する技術を二次的に受容した地
域といえる。中国で定着した馬文化も、すぐに東アジア全域に広がっていったわけではなかった。中国と隣接する韓半島でさ
え南部は前１千年紀末、日本列島中央部は後１千年紀中頃にまで遅れる。仮に中国が馬文化を二次的に受容した地域とするな
らば、韓半島は三次的に受容した地域、日本列島は四次的に受容した地域と言えよう。もちろん両地域の馬文化は中国との一
元的な関係の中で伝わっていったわけではない。とりわけ韓半島における馬文化の伝播については、中国北方に広がるユーラ
シア草原地帯東部の騎馬遊牧民との接触を含めた多元的な関係の中で理解する必要があるが、東アジアにおける馬文化の東伝
にいくつかの階梯が存在したこと自体に変わりはないだろう。
この東アジアにおける馬文化東伝の諸階梯を考える上で、日本列島への伝播は極めて重要である。なぜなら、四周を海に
囲まれた日本列島に馬文化を根付かせるためには、まず馬という比較的大型の哺乳動物をそれなりの数（持続的に繁殖するだ
けの数）船に乗せて運ぶ必要があるからである。馬を運ぶための船は丸木を刳り抜いた船底に舷側板や竪板を継ぎ足した準構
造船であり、一艘に載せられる馬の数には限りがある。日本列島へ馬文化が伝播するためには、地続きの地域への伝播とは比
較にならないほどの手間と暇、すなわちコストがかかることは、疑いの余地がない。また、当時の船の構造や航海術を考えれ
ば、その輸送が命がけのリスクを伴ったことも想像に難くない。絶えることなく続いた韓日交渉の中で、原三国時代（弥生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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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の朝鮮半島南部における家畜馬の存在を少なくとも北部九州の倭人の一部は確実に認識していたであろう。恒常的な機会
は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が、楽浪郡や漢本土で馬車を見た倭人もいたに違いない。それにもかかわらず日本列島における馬文
化の受容時期が中国はもちろん、韓半島よりも大きく遅れた主たる要因には、この海上輸送のコストとリスクがあった（諫早
2012a）。
その困難を乗り越えて、後１千年紀中頃、正確に言えば後５世紀を前後する時期に、馬文化が日本列島に伝播した要因につ
いては後述するとして、そのコストとリスクを最も軽減する理想的な航路が、加耶の位置する韓半島南東部の南海岸一帯から
対馬、壱岐を経て九州北部沿岸を結ぶルートであることについては大方の理解が得られるであろう。そして、馬具からうかが
える加耶との持続的な関係は、その航路が確かに日本列島に馬文化を伝えた現実的な航路であったことを証明している。
それでは東アジアの諸地域に馬文化が東伝していく道程をたどりながら、それに果たした加耶の役割について探ってみるこ
ととしよう。

Ⅱ. 中国における馬文化のはじまり
1. 家畜馬と馬車の出現
中国は、東アジアの中でもいち早く馬文化が展開した地域の一つである。そのはじまりは今のところ前14世紀頃、殷代後
期に求められる。河南省安陽殷墟などの墓地から大量の犠牲馬がみつかっており、それらの犠牲馬の中には、馬車に繋がれた
まま車馬坑に埋葬されるものが含まれることから、かねてより馬車とそれを牽く家畜馬がセットで「外部」から伝わったと考
えられてきた（図面２）。「外部」のもっとも有力な候補地は、ユーラシア草原地帯西部と接する西アジアである（林1959な
ど）。中国と西アジアには一本轅式という同じ形式の二輪馬車が分布するが、西アジアにおける出現時期は前３千年紀と中国よ
りも確実に古い。ただ古いだけではない。中国の馬車の車輪は、出現当初から現代も用いられている輻（スポーク）式が採用
されているのに対し、西アジアの馬車はより原始的な円板式車輪から始まる（輻式車輪の方が大きく、かつ軽くて丈夫な車輪
をつく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地理的懸絶にくわえて、多輻で大型といった中国馬車の形態的特徴から、西アジアから直接
伝わったのではなく、ユーラシア草原地帯を経由して伝わった可能性が考えられている（川又1994・2006など）。
当初、殷墟など限定された地域にしかみられなかった馬坑や車馬坑は、その後、中国各地に爆発的なスピードで広がって
いく（岡村2005、趙海洲2014など）。また、殷代後期の馬車は二頭立てであるが、西周代以降になると、四頭立てや六頭立ての
馬車が出現する。これと合わせて、当初は一つの車馬坑に二頭立て馬車一輌を基本としていたのが、被葬者の身分に応じて埋
葬するウマや馬車の数に格差が現れるようになる。もちろん馬車は、犠牲馬とともに車馬坑に埋められるためだけにつくられ
たわけでは決してない。現実世界においても王侯貴族のステータスシンボルであり、戦車としても大きな威力を発揮した。祭
祀儀礼に占めるウマと馬車の位置は、それらが現実世界で果たした役割を反映するものとみるべきだろう。生の世界と死の世
界、双方に及ぶウマの大量消費は、中国各地における安定した馬匹生産を前提とする。

2. 牧の経営
たくさんのウマを飼うには、広大な放牧地が必要である。もちえろん、いくら放牧してもきちんと調教しなければ、馬車
を牽くウマは育たない。『周礼』や『礼記』などの文献史料や出土文字資料にくわえて、馬歯や馬骨といった出土ウマ遺存体
に対する考古科学的分析から古代中国における馬匹生産体制を復原している菊地大樹によれば、西周中期には王都からさほど
遠くない郊外に置かれた牧で、馬飼養の専門官職が組織され、徹底した管理がおこなわれていたという（菊地2012、菊地ほ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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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また、殷代後期から東周代にかけて馬車を牽引するウマが徐々に大型化していくことを明らかにした上で、その背景
に徹底した管理のもとに遺伝的改良がおこなわれていた可能性を指摘する（菊地2009）。ウマの生態を熟知し、農耕の季節性を
も含み込んだ高度な飼養管理の実態が、徐々に明らかとなりつつある（図面３）。
今のところ西周代にまで遡るこのような高度な飼養管理技術が、中国におけるウマ以前からの家畜飼育の延長線上で捉えら
れるのか、家畜馬や馬車と同じく、外部から新たにもたらされた技術であるのかについては、二者択一の問題ではないとはい
え、十分な議論が及んでいないところである。前者の立場においては、同じ群居性で草食の有蹄類の家畜化、とりわけウマ同
様に大型で、ウマに先んじて殷代前期に本格的な畜産の始まったウシの飼養管理技術と比較することで、解決の糸口が得られ
るかもしれない。
その一方で殷周代における犠牲の飼養から供犠に至る一連の祭式と、前３千年紀のメソポタミアのそれとの間に類似性が認
められるという岡村秀典の指摘は、馬車受容の問題とも触れあって興味深い（岡村2005：388）。古代中国における家畜馬導入
の目的の一つが、当初から馬車利用にあったとみられる以上、この問題は飼養管理技術だけでなく、調教技術やそれと密接に
かかわる車馬具の製作技術や系譜とセットで考える必要があるだろう。

3. 馬車から騎馬へ
ここまでみたように中国においては家畜馬と馬車の出現に有機的な関係が認められる。ではもう一つのウマの重要な利用方
法である騎馬はどうだろうか。騎馬という行為自体は、ウマ家畜化の試行錯誤の中で始まったと考えられている（川又1994）。
自分たちよりはるかに速いウマを家畜にするにあたって、ヒト自らウマに乗り、ウマと同じスピードを手に入れる必要があっ
たと考えれば理解しやすい。中国における騎馬の開始も、当然のことながら家畜馬の登場する殷代後期にまで遡るに違いな
い。もちろん、生の世界においても死の世界においても、馬車が古代中国におけるウマ利用の頂点にありつづけた事実に何ら
変わりはないけれども。
中国における騎兵の出現時期については、まだ明確な答えが出ていないが、『史記』の「胡服騎射」が昔から注目されてき
た。戦国時代（前306年）に趙の武霊王が北方の騎馬遊牧民の服装と騎馬射術を導入した際のやりとりを記す記事である。陝西
省塔児坡遺跡の戦国後期28057号墓から、中国最古の騎馬俑が出土していることも重要である（図面４）（菊地2013）。この頃を
境に騎兵が徐々に普及していったことは確かだが、戦車がただちに戦場の第一線から姿を消したわけではない。出行などの儀
式の場においても、祭祀儀礼の場においても、馬車は依然として権威の象徴だった。約８千体に及ぶ秦始皇帝陵兵馬俑の頂点
に立つ銅車馬（始皇帝の馬車を1/2大で模したとみられている）は、そのことを雄弁に物語っている（図面５）。
漢代に入ると、そのような状況に変化がみえはじめる。車馬坑は徐々に衰退していき、かわって明器（ミニチュア）の木馬
や木車が墓室内に副葬されるようになる（趙海洲2014）。そして晋代に入る頃には、高位の身分の乗り物が馬車から牛車へと変
化する。有名な高句麗壁画古墳である黄海北道安岳３号墳（後357年）の出行図も、歩騎120人の中心に描かれたのは、馬車で
はなく牛車である（図面６）。馬車の象徴性が名実ともに失われていったこの頃、鐙という騎馬の普及を一層促進させる馬具が
発明される。中国正統王朝が崩壊し、五胡十六国が乱立する混乱の時代に突入する最中、中国の馬文化は馬車文化から騎馬文
化へと大きく旋回していく。

4. 三燕（鮮卑慕容部）の騎馬文化
鐙の出現は騎馬を大きく変えた。それ以前は馬に乗ろうと思えば、馬の背に飛び乗る必要があったが、鐙に足をかけること
によって誰でも比較的容易に乗ることが可能になった。その出現は、中国における騎馬の一層の普及をもたらすと同時に、日
本列島のような騎馬に慣れ親しんでこなかった地域に騎馬の風習が広まっていく契機ともなった。もちろん騎馬に慣れてい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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ば鐙は必ずしも必要ないが、鐙出現後は騎馬遊牧民さえも基本的に鐙を用いるようになる。鐙が単なる足かけでなく、馬上で
の安定をもたらす便利な道具だからだ。
鐙は、戦場における馬の役割にも革命をもたらした（White1962）。それまでの騎兵といえば、もっぱら馬の機動力を活かし
て弓矢を用いた軽装騎兵であったが、鐙出現後は長柄の武器や鉄製の甲冑を身にまとった重装騎兵が本格的に登場する。この
鉄製の馬甲や馬冑の出現も鐙の出現と連動する可能性が高い。鐙は戦場における騎兵の役割に多様性をもたらし、その重要性
を飛躍的に高めたのである。
鐙の出現時期については諸説あるが、実際に騎乗に使用したとみられる実物資料（一次資料）やそれを象った陶俑などの二
次資料が出土しはじめるのは西晋代、後４世紀前半のことであり、「永寧二年（302）」銘磚を出土した湖南省長沙金盆嶺21号
墓から出土した騎人俑にみられる輪鐙表現を根拠に、騎馬遊牧民ではなく、騎馬に不慣れな漢人によって発明されたとする説
が最も有力である（樋口1972）。西晋からはまだ実物資料が出土したことがなく、もう少し資料の推移を見守る必要はあるが、
後４世紀前半における鐙関連資料が出土している地域は、ユーラシア全体を見渡しても中国にしかなく、後４世紀後半の韓半
島、後５世紀前半の日本列島と続く。現在、世界中で用いられている鐙の発明地が、馬家畜化に関しては後進地であった東ア
ジアであることはまず動かない。
馬車文化から騎馬文化への転換点にある鐙出現前後、あるいはそれ以後の中原で、どのような馬具が用いられていたのか、
手がかりは実に少ない。墳墓から実物の馬具が出土することはまずなく、陶俑などの二次資料から推測するほかない、という
のが現実である。初期の実物資料の出土事例は今のところ、中原周辺の中国東北部で勃興し、ほどなくして中原に進出した鮮
卑慕容部（三燕）の墳墓に集中している1)
（図面７）。
鮮卑は後１千年紀前半に入ってから中国史書にその名を現す騎馬遊牧民である。後２世紀中頃に檀石槐のもとで大きく勢
力を広げ、後３世紀中頃にいくつかの部にわかれた後、五胡十六国時代の混乱の中で、遼西地方の慕容部は前燕・西燕・後燕
・南燕・北燕を、オルドス地方の拓跋部は代国、さらには北魏を建国し、後442年、ついには北魏によって華北統一が果たされ
る。彼らの故地である中国内モンゴル自治区東部を中心とするシラムレン川の北方から大興安嶺周辺にかけての後漢代の鮮卑
墓からは、鉄製轡を中心とする馬具がわずかに出土しているが、匈奴でみられた車馬具はもちろん鐙も出土していない。ある
意味当然のことではあるが、騎馬遊牧を生業とするからといって必ずしも馬具を副葬するわけではない。定住以前の鮮卑がど
のような馬具を用いていたのかについては、よくわからないというのが偽らざる実情であろう。
鮮卑慕容部が馬具を副葬し始める時期は、今のところ彼らが遼西地方へ南下し、定住生活を始めたとされる後３世紀中頃
にまでは遡らず、後４世紀に入ってからとみられる。まさに鐙が発明された頃のことである。後４世紀から後５世紀前半にか
けて鮮卑慕容部が建国した三燕（前燕・後燕・北燕）の都である龍城（中国遼寧省朝陽市）周辺の墳墓からは、鏡板轡や硬式
鞍、鐙など様々な馬具が出土する。これらの中には、金や銀を用い、透かし彫りや彫金、象嵌などで文様をあしらった装飾馬
具が含まれており、歩揺など鮮卑独特の装飾の存在から、基本的には三燕で製作されたと考えられる。一方で、文様やそれを
表現する透かし彫り、彫金、象嵌や鍍金の技術は、どれも中原に由来するものである。前燕の建国を前後する時期に出現する
これらの装飾馬具は、騎馬遊牧を生業とした鮮卑に固有のものではなく、遼西地方で定住生活を始めた鮮卑慕容部が漢人流移
民を積極的に取り込みながら急成長を遂げる過程で創出された、胡漢融合の産物とみるべきだろう（諫早2012a）。
先に鐙関連資料の分布が、後４世紀前半の中国、後４世紀後半の韓半島、後５世紀前半の日本列島と東方へ瞬く間に広がっ
ていくことを指摘した。その起点は、鐙に象徴される中原最先端の騎乗用馬具を導入した三燕（鮮卑慕容部）に求められる可
能性が極めて高い（諫早2017b）。

Ⅲ. 韓半島における馬文化のはじまり
韓半島における馬文化のはじまりについてはよくわからないことが多いが、ここからは漢による郡県支配が長きに及んだ
北部と、直接及ぶことのなかったとみられる南部にわけて、その様子を概観してみよ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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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韓半島北部における馬文化のはじまり
韓半島北部における家畜馬の出現時期は、今のところ青銅器時代にまで遡らせる積極的な根拠に乏しく、隣の中国よりも
著しく遅れたことは確かである。『漢書』朝鮮伝の「元封二年（前109） 漢使涉何譙諭右渠 終不肯奉詔 （中略） 遣太子入謝 獻馬
五千匹 及餽軍糧」という記述から、遅くとも衛氏朝鮮（前195？～108年）が滅亡する前２世紀末、初期鉄器時代の終わり頃に
は、韓半島北部でも相当数のウマが飼育されていたらしい。
この記録と対応するかのように楽浪郡設置前後の平壌周辺の墳墓からは、同時期の中国の漢墓に副葬された「漢式車馬具」
とは形態を異にする「非漢式車馬具」と呼ばれる韓半島北部独特の車馬具が出土する。非漢式車馬具については衛氏朝鮮の車
馬具とみる意見もあるが（岡内1979など）、現状ではそれらの製作年代が前108年に始まる楽浪四郡の設置を大きく遡る積極的
な根拠はない。また漢式車馬具と非漢式車馬具の間には、前者を上位とする階層性が存在することも指摘されている（高久
1995）。とはいえ非漢式車馬具は、韓半島北部の馬文化のはじまりがあくまで馬車を基本とする中国の馬文化の延長線上で理解
できることを示すと同時に、中国のまったくのコピーではない独自の馬文化が花開いたことを示す考古学的証拠であることに
違いはない（図面８）。
韓半島北部の馬文化の独自性は、楽浪四郡が設置され、「漢式車馬具」が普及した後も継続する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呉永
贊2001）。また、この時期の韓半島北部の馬具には漢だけでなく、匈奴との関わりが考えられるものがある。一例を挙げると、
前１世紀後半の平壌石巌里219号墓や後１世紀の石巌里９号墓から出土した銀装杏葉の類例は、今のところ匈奴の大型木槨墓に
のみみられるのである。『漢書』韋賢伝には、衛氏朝鮮が漢から匈奴の左臂にあたると認識され、武帝による遠征の対象とな
ったことが記されているが、漢に類例のないこれらの杏葉は、楽浪郡設置後も匈奴と朝鮮半島北部の上位階層の間に、文献史
料からは読み取ることのできない何らかの関係が持続していたことを強く示唆する（図面９）。
このように朝鮮半島北部の非漢式馬具の中には、戦国燕からの系譜をひくものだけでなく、匈奴など同時期の漢以外の地域と
の関りで理解すべきものが存在する。複数系統の馬文化が混じりあうことで、韓半島北部独自の馬文化が展開したのであろう。

2．韓半島南部における馬文化のはじまり
以前は原三国時代からとみられていた韓半島南部における家畜馬についても、最近は初期鉄器時代にまでさかのぼる事例が
散見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李俊貞2013）。散発的に出土しはじめるウマ遺存体については引き続き注意する必要があるが、
いまだ初期鉄器時代にまで遡る馬具は出土していない。それが前１世紀、原三国時代に入ると南東部各地の弁・辰韓の墳墓か
ら、轡をはじめとする馬具が出土するようになる（図面10）。それらの製作技術は、同時期の韓半島北部の馬具と共通し、後述
するようにかなりの要素が欠落するものの、韓半島北部の馬文化の延長線上で理解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
2)
これに対し南西部の馬韓は、原三国時代にまで遡る確かな馬具がまだ知られていない。
後２・３世紀になると馬形帯鉤が

盛行し、遅くともその頃には馬韓にも一定数の家畜馬がいたとみられる（図面11）。『三国志』魏書東夷伝をみると、弁辰条に
は「乗駕牛馬」とあり、馬韓条には「不知乗牛馬 牛馬盡於送死」とある。馬韓の人々がウマに乗ることなく、ウマを家畜にで
きたかどうかはさておき、そのような一風変わった馬文化ゆえに考古資料としてはなかなか捉えにくいのかもしれない。
このように馬韓の状況についてはまだよくわからないものの、少なくとも弁・辰韓には、原三国時代の開始と軌を一にし
て、楽浪郡を中心とする韓半島北部の馬文化が波及したようである。ただし弁・辰韓に関しても車馬具を副葬することはほと
んどなく、馬車を受容しなかったとみられる点は、韓半島北部の馬文化との決定的な差異として指摘しておきたい。

3．騎馬文化の到来と金官加耶
韓半島における騎馬の開始も、中国と同じように家畜馬の出現する頃にまで遡るだろう。少なくとも車馬具を伴わない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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辰韓の馬具の用途については、騎乗用とみるのが最も合理的である。ただ、三国時代、後４世紀代に登場する鐙や鞍といった
騎乗専用の馬具が、韓半島の馬文化を一変させたこともまた、中国と同じである。その出現が様々な社会的変化と連動するこ
とから、騎馬民族征服王朝説が提唱された点は、後述する日本列島の状況とよく似ている（金泰植ほか2003）。
三国時代に入る頃、馬文化が大きく変化したことを資料にもとづいて議論することのできる数少ない地域が、洛東江の下流
域、金海・釜山地域である。外折口縁高坏をはじめとする土器様式を共有し、少なくとも後４世紀代においては金官加耶（金
官国）の中核を担った両地域は、加耶ではいち早く騎乗用馬具を導入していることでかねてより注意されてきた（申1994）。最
近発掘された金海大成洞91号墳からは、韓半島南部では最古となる金銅装の装飾馬具を含む騎乗用馬具が複数セット出土し、
改めて注目を浴びているところである。興味深いのは大成洞91号墳出土馬具の中に、金銅製鉢状辻金具など中国東北部の三燕
墓出土品と見分けがつかないような馬具がある一方で（図面12）、琉球列島産のイモガイなどを用いた貝装鉄製鉢状雲珠・辻金
具や貝製飾金具など、三燕での製作が考えにくい馬具が含まれる点である（図面13）。４点出土している鑣轡についても銜や鑣
だけをみると三燕墓出土品と区別がつきにくいが、２條捩り引手や１條線引手をもつものは三燕ではまだ確認されておらず、
やはり在地で製作された可能性が高い。大成洞91号墳は笠形装飾付鈴金具など、三燕からもたらされたとみられる馬具との併
行関係から、後４世紀第２四半期に比定されている（沈載龍2013）。三燕における装飾馬具の出現とほぼ同時期に韓半島の最南
端の金海地域にまで馬具がもたらされ、すみやかに模倣製作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る。
大成洞91号墳出土馬具の重要性は、単に最新の文物を入手し、模倣したということに留まらない。従来、後５世紀中頃の新
羅で出現したとみられてきたイモガイ装馬具を含むなど、新羅や百済に先駆けて独自の装飾馬具生産をおこなっていた事実に
ついては、加耶が最終的に辿った結末からは一度切り離して、あくまで同時代資料の中で評価する必要がある。ただし、金海
・釜山地域ではその後、後４世紀末～５世紀初の大成洞１号墳まで金銅装の装飾馬具はみられず、イモガイ装馬具についても
現状では孤立的な存在である。大成洞91号墳を契機とした持続的な装飾馬具生産の形跡が見いだせない点も含めて、その評価
については引き続き慎重な議論が必要であろう。
ここで改めて注目したいのが騎馬文化の伝播にかかったスピードである。鐙を例にとってみると、今のところ最も古い実物
資料は後４世紀中頃の三燕墓から出土しているが、韓半島南部の墳墓からも後４世紀後半にまで遡る実物資料が散見され、つく
りからみて在地で製作された可能性が高い。中国で殷代後期に出現した馬車の文化は、韓半島に伝わるまでに千年以上かかった
のに対し、鐙登場後の騎馬の文化は、ほとんど時間差なく韓半島にまで伝わっているのである。肝心の中央（中原）の様相はま
ったくといっていいほどわかっていないものの、中国東北部から韓半島に（そして少し遅れて日本列島まで）、比較的等質の騎
馬文化が広がっていった点も、馬文化の内実に地域的偏差の激しかったそれ以前とは明らかに異なる点と言える。後のモンゴル
（元）を挙げるまでもなく、騎馬の文化には、それまでバラバラだった世界を一瞬で一つに繋げるだけの馬力がある。

４．装飾馬具生産の展開―大加耶の場合
鐙出現後の騎馬文化が韓半島にもたらしたのは、乗馬の風習だけでない。加耶においても出現当初から華麗な装飾を施した
装飾馬具が存在することは先にみた通りである。ただし大成洞91号墓の場合、金銅装馬具は基本的に三燕からの輸入品とみら
れる。金銅装馬具を製作するために必要となる金などの材料を確保し、それを銅に鍍金するアマルガム鍍金や透彫や彫金など
の金工技術が韓半島南部に定着し、独自の装飾馬具生産が始まるのは後５世紀に入ってからである。この装飾馬具生産が韓半
島南部で最も盛行したのは言うまでもなく新羅であるが、加耶諸国の中にも持続的に装飾馬具生産をおこなっていた形跡が認
められる国がある。大加耶だ。
洛東江中流域西岸、高霊地域を中心に成長した大加耶における馬具の出現は、金官加耶よりもかなり遅れ、後４世紀末～５
世紀初のことである。一定量の装飾馬具が出土するようになるのは、後５世紀前葉～中葉にかけての時期からで、この時期の
大加耶の王陵級古墳である高霊池山洞73号墳主槨や75号墳主石室からは金銀を用いた各種装飾馬具が出土している。ただ、杏
葉のかたち一つとっても前者は扁円魚尾形、後者は内彎楕円形や圭形と多様であることからもわかるように、装飾馬具導入期
とも言えるこの時期の大加耶馬具は、①新羅に系譜を求められる馬具、②百済との共通性の高い馬具、③新羅や百済には類例
のない、あるいは百済と新羅の要素が融合した馬具が存在し、しばしば同じ馬装を構成するなど混沌としている。百済と新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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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要素が融合した陜川玉田M1号墳出土輪鐙（図面14）のような③の馬具の存在から、大加耶独自の定型性はまだ認められない
ものの、新羅や百済など複数系統の馬具工人が大加耶において再構成され、独自の装飾馬具生産を開始したものとみられる。
続く５世紀後葉～末になると、ｆ字形鏡板轡や剣菱形杏葉など百済や倭との共通性の高い装飾馬具が出現する。また、この
時期の大加耶王陵の一つとみられる池山洞44号墳からは、金銅冠装飾の一部である歩搖を取り付けた鞍や、ガラス玉を頂部に
嵌めこんだ辻金具など、それまで馬具には用いられなかった部品で装飾した馬具がみられるようになる。鏡板轡や辻金具にみ
られる斜線文や綾杉文（交互斜線文）は、同時期の装飾大刀や胡籙金具にも認められるものである。これは、池山洞44号墳出
土馬具の製作に、馬具工人に加えて、馬具製作よりも複雑かつ高度な装飾を施す各種金工品工人や、ガラス玉工人といった本
来、馬具製作に従事していない工人も参与した結果と推定される（図面15）。新羅の装飾馬具セットの成立に刺激を受け、また
強い技術的影響を受けつつも、新羅とは異なる形態をベースとして採用することによって、独自色の強い装飾馬具セットが成
立したのであろう（諫早2012a）。
このような華美な装飾を施した装飾馬具は、池山洞古墳群や玉田古墳群などの最上位階層の古墳に限定して副葬されて
いることからみて、この時期に各種製品の工房が統合され、一元的な装飾品生産体制が成立したとは考えにくい。あくま
で池山洞44号墳の馬具を製作するために、馬具工人の指導者のもとに多様な技術をもつ工人が臨時に参画したとみるべき
であろう。この時期は大加耶型馬具が成立し、拡散した時期と評価されてきたが（柳昌煥2000）、それに加えて華麗な飾馬
の所有者が王やそれに準ずるごく一部の階層に限定されることからみて、大加耶王権は明確な意図のもとに中央と地方の
馬装に格差づけをおこなっていた可能性が高い。この時期は加羅王荷知（＝嘉悉王）によって中国南斉へ遣使（479年）が
なされるなど、大加耶の国家形成における画期にあたる。そのような時期に大加耶における装飾馬具生産は一つのピーク
を迎えたのである。

Ⅳ. 日本列島における馬文化のはじまり
１．馬文化の導入とその背景
中国や韓半島と違って、ウマを船で運ぶ必要のあった日本列島における家畜馬の出現をめぐっては、二つの論点がある。一
つは出土ウマ遺存体にもとづいた「散発的渡来」であり、河内平野など一部地域における家畜馬の出現時期は弥生時代終末期
に遡るという意見がある（積山2010）。ただし、馬具を伴わず、何のためにわざわざウマを運んだのか、その理由はいま一つ判
然としない。もう一つは「本格的渡来」で、長らく古墳副葬馬具や文献史料をもとに議論されてきたが、最近では牧とみられ
る遺跡が発掘され、受容から定着にいたる一連の過程が明らかとなりつつある。古墳時代中期、およそ後５世紀代のことであ
る。日本列島における馬文化のはじまりについては、前者に関する資料状況を注視しつつも、ひとまず後者の実態に即して議
論していくのが現状では妥当であろう。少なくとも後者に関しては、まぎれもなく騎馬の文化だった。
その騎馬の文化をだれが、なぜ日本列島に持ち込んだのかについては、江上波夫以来、半世紀以上に及ぶ分厚い研究史が
ある。今ここでそれを紐解く余裕はないが、考古学の立場から一つ言えるのは、かつて世間を賑わした「騎馬民族征服王朝説」
（江上1967など）が成立する余地はもはや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多くの初期馬具の直接的な系譜が韓半島南部各地に求め
られつつも、特定の地域に収斂しないという資料の実態は、騎馬文化が特定地域からの征服活動（またはその逆）によっても
たらされたという説明に対して否定的である。あくまで倭人社会における需要の高まりを前提とし、倭が様々な地域と主体的
に交渉した結果とみるべきだろう。倭がこの時期にウマを必要とした背景に、高句麗との軍事的衝突があったことは想像に難
くない。韓半島南部の国々にとっても高句麗の南下は、倭以上にまさに目の前にある危機だった。そのような国際的課題を共
有することで、倭と韓半島南部諸国との間に‘互恵的な関係’が形成された結果、軍事と直結するウマとその技術がスムーズ
に海を渡ったのである（諫早2012a）。
かつては初期馬具をすべて輸入品とみなし、騎馬の風習の出現から普及までにやや長い受容期間が見積もられることもあ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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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が（小林1951）、これまでの発掘成果を素直にみれば、倭は単に韓半島南部から家畜馬や騎馬の文化を導入するに留まらず、
当初から安定した馬匹生産を企図し、一気に導入へと舵を切った可能性が高い。北河内の生駒山西麓、現在の大阪府四条畷市
を中心とする一帯では、後５世紀前半から後６世紀代にかけて馬匹生産と関わる大小の遺跡が確認されており、『日本書紀』に
みえる「河内馬飼」の本拠地と目されている。その中でも最も規模の大きい蔀屋北遺跡（図面16）からは、初期馬具や韓半島
南部の様々な地域に系譜をもつ渡来系考古資料とともに、大量のウマ遺存体が出土し、様々な知識・技術をもつ渡来人と倭人
が、集住・雑居し、協業しながら馬匹生産に従事した景観を復原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諫早2016）。周辺では牧の成立と相
前後してウマの飼料ともなるコムギの栽培が始まっており、限られた土地を有効に利用すべく、牧と耕地の間に季節的な使い
分けがなされていた可能性も指摘されている（図面17）（大庭2010）。大型前方後円墳の空白地帯に突如として出現したこの牧
の経営主体は、倭王権を除いてほかに考えにくい。

2. 馬文化の東方展開
後５世紀前半、日本列島にその根を下ろした馬文化は、わずか百年足らずで東北北部・北海道と琉球列島を除く、日本列島
の広範な地域に広まっていく。後５世紀代にまで遡るとされる古東山道ルートの出現（開発）背景に、ウマの出現（普及）を
みる見解があるように（右島2008）、韓半島から遠く離れた東日本、さらには東北南部への馬文化の伝播経路は、いち早く馬匹
生産が展開した畿内を起点とする陸路が基本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ウマは、従来の海上・河川交通を補完する新たな遠距離
交通の担い手として、まさに自らの脚で拡散していったのである。
この古東山道ルート沿いに、古墳時代を代表する牧が相次いで成立したことが、発掘調査によって明らかとなりつつある。
一つは長野県の伊那谷であり、もう一つは群馬県の榛名山東方である。前者は、北河内とほぼ同じ後５世紀前半、後者はそれ
らに続く後５世紀後半から大規模に馬匹生産をおこなっていた形跡が確認されている。信濃も上野も平安時代に御牧が置か
れ、畿内に大量のウマを貢上した一大馬匹生産地として知られるが、その起点はどちらも古墳時代中期にまで遡る。
両地域に展開した馬匹生産は、北河内の場合とは違って、直接的には在地首長による地域経営の一環として捉えられるの
かもしれない（若狭2007）。ただその一方で、前者については、馬匹生産の開始と軌を一にして前方後円墳をはじめとする古墳
群が形成され、後者については、その開始が保渡田古墳群の築造開始とほぼ対応することからもわかるように、韓半島から遠
く離れた両地域の首長がウマという大型動物やそれを飼うための専門的な技術をもった馬飼集団を安定的に確保できた背景に
は、倭王権との密接な関係を想定せざるをえない。
この問題を考えるヒントが、ストロンチウム同位体比や酸素同位体比といった最新の分析手法によって、ウマ（馬歯）自体
から得られている。まだ研究の途上ではあるようだが、それらによれば東日本から畿内へのウマの移動は文献史料で考えられ
てきたよりもはるかに古く、飛鳥時代（藤原宮期）はもちろん、古墳時代にまで遡る可能性が濃厚である（青柳・丸山2017）。
広大な土地を必要とする馬匹生産は、その規模を拡大しようとすればするほど畿内だけでは限界があった。日本列島内におけ
るウマの東方展開は、単に交通手段としての利便性だけでなく、ウマの安定的供給源を求めた倭王権と、馬匹生産という新産
業に活路を見いだした地域首長という双方の思惑を考慮するとより理解しやすい。古墳時代中期は、倭国内における馬匹生産
を軌道に乗せ、ウマを有効に活用するシステムの構築を図った「中央」と、馬匹生産を通じて地域生産力の増大を目指した
「地方」との間に、もう一つの‘互恵的な関係’が形成された時代だったのである（図面18）（諫早2012b・2017a）。

３．装飾馬具からみた倭と加耶
後５世紀前半を中心とする初期馬具の系譜を詳しくみると、個々の系譜は多様であり、特定地域に収斂されない。これは倭
が馬を輸入した経路が多様であったことを物語っている。それに対し、後５世紀後半から後６世紀中頃までの倭の装飾馬具生
産には加耶、とりわけ大加耶との密接な関連が認められる(諫早2013)。その根拠となるのは馬具のかたちである。日本列島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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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具は形態的特徴から「新羅系」と「非新羅系」に大別されるが（千賀2003）、この約100年間に倭でつくられた装飾馬具の多
くは、後者に該当する（図面19・20）。
具体的にみてみよう。後５世紀後半に現れるｆ字形鏡板轡、内彎楕円形鏡板轡や剣菱形杏葉の中には舶載品も含まれていた
であろうが、それらとほぼ同時に韓半島南部には基本的にみられない鋳銅製鈴付馬具が出現する。いずれも「非新羅系」の特
徴をもっている。在来の鏡作り工人を動員して、前三者を模倣したとみられる鋳銅製鈴付馬具の存在は、倭独自の装飾馬具生
産がすみやかに軌道に乗り始めたことを雄弁に物語っている。馬の普及は、馬上の人の序列を可視的に識別する必要性をもた
らし、倭王権はかたちや材質の異なる装飾馬具を生産あるいは入手し、それらを配り分けることで、馬を所有していた首長層
の掌握を試みたとみられる。
そのような流れは、後６世紀に入ると一層加速していく。鏡板轡に限っても５世紀後半以来のｆ字形、内彎楕円形に
加えて、十字文楕円形、鐘形、心葉形、花形、斜格子文楕円形など多種多様な鏡板が相次いで現れ、消長を繰り返す。こ
のように鏡板のかたちは多様であるが、多くの鏡板轡が上述の「非新羅系」の特徴をもっていることは、韓半島において
「非新羅系馬具」をつくっている地域との関係が、倭の馬具の変化に大きな影響を与え続けていたことを意味する。その
地域とは現在までの考古学的状況による限り、大加耶を中心とする加耶とみるのが妥当であろう。後６世紀中頃、次々と
新たなかたちが生まれる中でも製作され続けたｆ字形鏡板轡の生産が終了し、「新羅系馬具」が急増する。日本列島から
出土する「非新羅系馬具」の大部分は倭製であり、日本列島から出土する「新羅系馬具」をすべて新羅製とすることはで
きないが、加耶滅亡（562年）を前後する時期に、倭の馬具に大きな変化が訪れたことは確かである。

Ⅴ. 結 論
ここまで中国、韓半島、日本列島における馬文化のはじまりを概観してきた。それぞれの地域を論ずるには十分な紙幅では
なかったが、それでも各地における馬文化導入の時期や背景、内実が、実に多様であったことは示せたのではないかと思う。
今回は論ず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が、匈奴や鮮卑など中国北方、ユーラシア草原地帯東部に展開した馬文化も、当然のことな
がら今回扱った地域の馬文化と同じく多様であり、また相互に密接な関連をもって展開したことは改めて言うまでもない。
殷代後期に始まる馬車の文化が「中国」の外へは容易に拡散しなかったのに対し、五胡十六国時代を前後して広まる騎馬の
文化は瞬く間に家畜馬自体の分布圏を東へ大きく拡大させた（図面21）。そこから垣間見える両者の文化の本質的な差異につい
ては、今後も様々な資料をもとに議論を積み重ねていく必要があるだろう。そこには古代中国、そして東夷諸国の国家形成を
紐解くカギがあるに違いない。いずれにせよウマは、つい百年ほど前までの実に長い間、ヒト・モノ・情報を運ぶ陸上最速の移
動手段だった。
冒頭に述べたように東アジアにおける馬文化の東伝において最も象徴的な出来事は、海を越えた日本列島への伝播である。
後５世紀前半の初期馬具の系譜は加耶に収斂されず、百済や新羅など様々な地域との交渉の下に倭は馬文化を受容したものと
みられるが、準構造船で馬という比較的大型の哺乳動物を運ぶ安定した航路を無制限に想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大量の馬を
運ぶ際のコストとリスクを最も軽減する理想的かつ現実的な航路が、加耶の位置する韓半島南東部の南海岸一帯から対馬、壱
岐を経て九州北部沿岸を結ぶルートであることを再度強調しておきたい。また、後５世紀後半以降の倭における装飾馬具生産
の展開にも、大加耶を中心とする加耶との密接な関りが想定された。輸入品だけでなく倭製品にも持続的に認められるこの現
象は、王権間の長期にわたる密接な関係を前提とする。騎馬文化が海を渡る上で加耶の果たした役割の大きさは、考古資料が
雄弁に物語っている。

諫早直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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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河南省安陽孝民屯154号墓や最近報告された山東省青州体育場墓葬からは後４世紀代の金属製輪鐙が出土している。これらの墳墓からは圭形
杏葉をはじめ中国東北部の三燕墓と共通する装飾馬具が出土しており、鮮卑慕容部の建てた前燕の中原進出後につくられた前燕墓とみる意
見が有力である。
2) 全羅南道光州新昌洞遺跡から韓半島北部の非漢式車馬具と形態が類似する漆塗木製馬車部材が出土しているが、現状では孤立した存在であ
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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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面 1> ラスコ―洞窟に描かれたウマ(末崎1996)

<図面 2> 殷代後期の車馬坑（殷墟西_M1613）

<図面 4> 塔児坡遺跡出土騎馬俑（NHKほか2015）

<図面 3> 古典籍にみる馬飼養管理の年間行事（菊地2012）

<図面 5> 秦始皇帝陵兵馬俑2号銅車馬

（秦始皇兵馬俑博物館ほか1998）

204

가야고분군 Ⅳ

<図面 6> 黄海北道 安岳3号墳 出行図

<図面 7> 三燕（鮮卑慕容部）の騎乗用馬具

<図面 8> 朝鮮半島北部の非漢式馬車（岡内1979）

<図面 9> 楽浪と匈奴の杏葉

<図面 10> 朝鮮半島南部における原三國時代轡の分布


<図面 11> 朝鮮半島南部における馬形帶鉤の分布


（許美蓮2014をもとに作成）

（朴章鎬2012をもとに作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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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と3は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2002）
<図面 12> 金海大成洞91号墳出土金銅製辻金具とその類例


<図面 13> 金海大成洞91号墳出土貝裝鉄製雲珠と辻金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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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面 14> 陜川玉田M1号墳出土木心鉄板裝輪鐙の系譜

<図面 15> 高靈池山洞44号墳出土の馬具にみられる異製品間の裝飾技術の共有

<図面 16> 大阪府蔀屋北遺跡平面図（後5世紀中頃）

<図面 17> 牧と耕作地の利用サイクル（大庭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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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面 18> 後5世紀代における騎馬文化の東伝

<図面 19> 新羅系馬具と非新羅系馬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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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面 20> 古墳時代における鏡板轡の変遷模式図

<図面 21> 東アジアのにおける馬文化の流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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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에서
말 문화의 동전(東傳)과 가야

Ⅰ. 머리말

일상생활 속에서 말과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현대에는 좀처럼 실감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동서양을 막
론하고 말처럼 사람의 역사에 깊이 관여한 동물은 없다. 사람의 역사에서 말의 역할은 여러 방면에 걸쳐 있
는데 그 중에서도 출중한 것이 이동수단으로서의 역할이다. 말은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람과 물건, 정보를 운반하는 지상 최고의 이동수단이었다.
말 문화라고 하는 약간은 막연한 개념을, 과거 지구상의 다양한 지역과 시간에서 사람과 말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본다면 그 시작은 다른 대부분의 동물과 마찬가지로 수렵의 대상이었던 구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으로부터 약 2만년전 구석기시대 후기, 프랑스의 라스코동굴에 그려진 말 그림이 그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다(도면 1). 그러나 여기서는 그 시작을 사람이 말을 사육하기 시작한 시기, 즉 가축
화의 개시에서 찾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야말로 말이 사람의 역사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점이며, 다른 동물과 결정적으로 다른 도정을 걷게 된 큰 분수령이었기 때문이다.
말이 언제 어디서 가축화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나 몇 가지의 상황 증거로 보아 그
시기에 대해서는 늦어도 서기전 4천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 장소에 대해서는 당시 야생말이 살고 있었
던 유라시아 초원지대 서부로 보인다(川又 1994ㆍ2006 등). 이에 반해 동아시아의 가축 말은 가장 이른 중
국에서도 서기전 2천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즉 동아시아는 처음 말을 가축화한 지역이 아니며,
서방에서 이미 기르던 말과 이를 사육하는 기술을 2차적으로 수용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정착한
말 문화도 곧바로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된 것은 아니었다. 중국과 인접한 한반도조차 남부는 서기전 1천
년기말, 일본열도 중앙부는 기원후 1천년기 중경으로 늦다. 가령 중국이 말 문화를 2차적로 수용한 지역이
라고 한다면, 한반도는 3차로 수용한 지역, 일본열도는 4차로 수용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양 지역의
말 문화는 중국과 일원적인 관계 속에서 전해진 것이 아니다. 특히 한반도의 말 문화 전파에 대해서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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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으로 확산되는 유라시아 초원지대 동부의 기마유목민과의 접촉을 포함한 다원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나 동아시아 말 문화의 동전(東傳)에 몇 가지의 계제가 존재한 것 자체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동아시아 말 문화의 동전(東傳)의 모든 계제를 생각하는 데 일본열도로 전파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
면 네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열도에 말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말이라고 하는 비교적
대형의 포유동물을 여러 척의 배(지속적으로 번식할 만큼의 수)에 실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말을 운반하
기 위한 배는 둥근 나무의 속을 도려낸 배 바닥에 측판과 수직 판을 이은 준구조선이며 1척의 배에 실리는
말의 수는 한계가 있다. 일본열도로 말 문화가 전파되기 위해서는 육지로 이어진 지역의 전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수고와 시간, 즉 비용이 걸리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 당시 배의 구조와 항해술을
생각하면 수송이 목숨을 건 위험을 동반한 것이라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끊임없이 지속된 한일교섭
속에서 원삼국시대(야요이시대)의 한반도 남부에서 가축용 말의 존재를 늦어도 북부 큐슈의 왜인 일부는 확
실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항상적인 기회는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낙랑군과 한나라 본토에서 마차를
본 왜인도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열도에 말 문화의 수용시기가 중국은 물론 한반도
보다 크게 늦은 주된 요인은 이 해상수송의 비용과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諫早 2012a).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여 기원후 1천년기 중경, 정확히 말하면 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말 문화가 일
본열도로 전파된 요인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것으로 하고 그 비용과 위험을 가장 경감하는 이상적인 항로가,
가야가 존재하는 한반도 동남부의 남해안 일대에서 쓰시마, 이끼를 거쳐 큐슈 북부 연안을 잇는 루트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가야와의 지속적인 관계는 그
항로가 정확히 일본열도에 말 문화를 전파한 현실적인 항로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럼 동아시아의 모든 지역에 말 문화가 동전해가는 과정을 추적해 보면서 가야의 역할에 대해 찾아보
기로 하자.

Ⅱ. 중국에서 말 문화의 시작

1. 가축 말과 마차의 출현
중국은 동아시아 가운데 가장 일찍 말 문화가 전개된 지역 중 하나이다. 그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서기
전 14세기경, 은대후기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남성 안양은허(安陽殷墟) 등 묘지에서 대량의 희생 말이 발견
되는데 그 가운데 마차에 연결된 채로 구덩이 매장된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찍부터 마차와 이를 인솔하
는 가축 말이 세트로 ‘외부’에서 전해진 것으로 생각되었다(도면 2). ‘외부’의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유라시
아 초원지대 서부와 접한 서아시아이다(林 1959 등). 중국과 서아시아에는 ‘一本轅式’이라는 동일한 형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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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마차가 분포하는데, 서아시아에서 출현 시기는 서기전 3천년기로 중국보다 확실히 이르다. 다만 이른
것만이 아니다. 중국 마차의 바퀴는 출현 초기부터 현재도 이용되는 바퀴살(스포크)식이 채용된 것에 반해
서아시아의 마차는 원시적인 원판식 바퀴에서 시작한다(바퀴살식이 바퀴가 크고 가벼워 튼튼한 바퀴를 만
들 수 있다). 다만 지리적으로 현격하게 떨어진 것만 아니라 여러 개의 바퀴살과 대형이라는 중국 마차의 형
태적인 특징으로 보아 서아시아에서 직접 전해진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 초원지대를 경유하여 전해졌을 가
능성이 있다(川又 1994ㆍ2006 등).
당초 은허 등 한정된 지역에서 밖에 보이지 않는 말 구덩이와 차마 구덩이는 그 후 중국 각지에서 폭발
적인 스피드로 확산되어 간다(岡村 2005, 趙海洲 2014 등). 또 은대 후기의 마차는 두 마리의 말이 끌지만
서주대 이후가 되면 4마리, 6마리가 끄는 마차가 출현한다. 이와 함께 당초는 하나의 차마 구덩이에 두 마
리의 말이 끄는 마차 한 량을 기본으로 부장하였으나 피장자의 신분에 따라 매장하는 말과 마차 수에 격차
가 나타나게 된다. 물론 마차는 희생 말과 함께 차마 구덩이 매납되기 위해 제작된 것이 결코 아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왕후귀족 신분의 상징이며 전차로서도 큰 위력을 발휘했다. 제사의례에서 말과 마차가 점하는
위치는 그것이 현실세계에서 담당한 역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생의 세계와 사의 세계, 쌍
방에 걸친 말의 대량 소비는 중국 각지에서 안정된 마필생산을 전제로 한다.

2. 목장의 경영
말을 많이 기르려면 광대한 방목지가 필요하다. 물론 아무리 방목을 해도 제대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마차를 인솔하는 말은 자라지 않는다. 『주례』와 『예기』 등 문헌사료와 출토 문자 자료에 더하여 말의 이빨과
뼈라고 하는 말의 유존체에 대한 고고과학적 분석으로 고대 중국의 마필생산체제를 복원하고 있는 菊地大樹
에 의하면 서주 중기에는 왕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교외의 목장에서 말사육의 전문 관직이 조직되어 철
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菊地 2012, 菊地 외 2014). 또 은대 후기부터 동주대에 걸쳐 마차를 인
솔하는 말이 점점 대형화가는 것을 밝히고 그 배경에 철저한 관리 속에서 유전적 개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
을 지적한다(菊地 2009). 말의 생태를 숙지하고 농경의 계절성을 포함한 고도의 사육관리 실태가 점점 분명
해지고 있는 중이다(도면 3).
현재로서는 서주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러한 고도의 사육관리기술이 중국의 말 이전부터 가축사육
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가축 말과 마차와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새롭게 도입된 기술인가에 대해
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군
거성(群居性)으로 초식의 유제류(有蹄類)의 가축화, 특히 말과 같이 대형이며 말에 앞서 은대 전기에 본격적
인 축산이 시작된 소의 사육관리기술과 비교함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한편 은주대에 희생의 사육에서 공희(供犧)에 이르는 일련의 祭式과 서기전 3천년기의 메소포타미아의
그것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岡村秀典의 지적은 마차 수용의 문제와도 서로 관련되어 흥미롭다(岡村
2005:388). 고대 중국의 가축 말 도입의 목적 중 하나가 처음부터 마차 이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212

가야고분군 Ⅳ

이 문제는 사육관리기술만이 아니라 훈련기술과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차마구의 제작기술 및 계보와 세트
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마차에서 기마로
지금까지 본 것처럼 중국에서는 가축 말과 마차의 출현에 유기적인 관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말을 이
용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인 기마는 어떠할까. 기마라는 행위 자체는 말을 가축화하면서 시행착오를 거
듭하는 가운데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川又 1994). 자신들보다 훨씬 빠른 말을 가축하기 위해 스스로 말
에 타서 말과 동일한 스피드로 달릴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중국의 기마 개시도 당연히
가축 말이 등장하는 은대 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틀림없다. 물론 생의 세계에서도 사의 세계에서도
마차가 고대 중국에서 말을 이용하는 정점에 있었다는 사실에 어떠한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기마의 출현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대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사기』의 「胡服騎射」가 일
찍부터 주목되었다. 전국시대(서기전 306년) 초나라의 武霊王이 북방의 기마유민목의 복장과 騎馬射術을
도입하였을 때의 교환을 기록한 기사이다. 陝西省塔児坡유적 전국후기 28057호묘에서 중국최고의 기마용
이 출토된 것도 중요하다(도면 4)(菊地2013). 이 시기를 경계로 기마가 서서히 보급되어 나간 것은 분명하
나 전차가 바로 전장의 제일선에서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다. 출행 등 의식의 장소에서도, 제사의례의 장소
에서도 마차는 여전히 권위의 상징이었다. 약 8천개에 달하는 진시황제릉 병마용의 정점에 선 (시황제의 마
차를 1/2 크기로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동마차는 이를 웅변한다(도면 5).
漢代가 되면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차마갱은 점점 쇠퇴해가고 이를 대신하여 明器(미
니어처)의 목마(木馬)와 목차(木車)가 묘실 내에서 부장된다(趙海洲 2014). 그리고 진대에는 고위 신분의 탈
것이 마차에서 우차(牛車)로 변화한다. 유명한 고구려 벽화고분인 황해북도 안악3호분(357년)의 출행도도
보병 120명 중심에 그려진 것은 마차가 아니라 우차이다(도면 6). 마차의 상징성이 명실상부하게 없어져갈
때 즈음, 등자라는 기마의 보급을 한층 촉신시킨 마구가 발명되었다. 중국 정통왕조가 붕괴되고 5호16국이
난립하는 혼란의 시대에 돌입하면서 중국의 말 문화는 마차문화에서 기마문화로 크게 선회해간다.

4. 삼연(선비모용부)의 기마문화
등자의 출현은 기마를 크게 변화시켰다. 그 이전에는 말에 타려고 하면 말 등에 뛰어 오를 필요가 있었
으나 등자에 발을 걸게 되면서 누구라도 비교적 쉽게 말 위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그 출현은 중국의 기마
를 더욱 보급시킨 것과 동시에 일본열도와 같이 기마에 익숙하지 않았던 지역에 기마의 풍습이 확산되어 가
는 계기이기도 했다. 물론 기마에 적응하면 등자는 반드시 필요없지만 등자가 출현한 이후는 기마유목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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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기본적으로 등자를 사용하게 된다. 등자가 단순히 발걸이가 아니라 말 위에서 안정을 도모하는 편리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등자는 전장에서 말의 역할에도 혁명을 가져 왔다(White 1962). 당시까지 기마라고 하면 오로지 말의
기동력을 살려 궁시를 사용한 경장기병이었으나 등자가 출현한 이후는 장병의 무기와 철제 갑주를 지닌 중
장기병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이 철제의 마주와 마갑의 출현도 등자의 출현과 연동할 가능성이 크다. 등
자는 전장에서 기병의 역할에 다양성을 가져오고 그 중요성을 비약적으로 높인 것이다.
등자의 출현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실제로 기승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실물자료(1차 자
료)와 이를 모방한 도용 등 2차 자료가 출토되기 시작하는 서진대, 4세기 전반의 일이며, 「永寧二年(302)」명
塼이 출토된 湖南省長沙金盆嶺21호묘에서 출토된 기마용에 보이는 윤등의 표현을 근거로 기마유목민이 아
니라 기마가 서툰 한인에 의해 발명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樋口 1972). 서진에서는 아직 실물 자료가
출토된 적이 없어 좀 더 자료의 추이를 지켜 볼 필요는 있으나 4세기 전반에 등자 관련 자료가 출토된 지역
은 유라시아 전체를 보아도 중국뿐이며 4세기 후반 한반도, 5세기 전반 일본열도까지 이어진다. 현재 전 세
계에서 사용되는 등자의 발상지가 말 가축화에 관해서는 후진지였던 동아시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마차문화에서 기마문화로 전환점에 있는 등자의 출현 전후, 혹은 그 이후의 중원에서 어떠한 마구가 사
용되었는가, 실마리는 적다. 분묘에서 실물 마구가 출토된 적이 우선 없고 마용 등 이차 자료로 추측할 수밖
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초기 실물 자료 는 현재로서 중원 주변의 중국동북부에서 발흥하여 머지않아 중원
에 진출한 모용선비부(삼연)의 분묘에 집중한다1)(도면 7).
선비는 기원후 1천년기 전반이 되면 중국 사서에 그 이름이 나타나는 기마유목민이다. 기원후 2세기 중
엽에 檀石槐의 아래에서 크게 세력을 확장하고, 기원후 3세기 중엽에 몇 개의 부로 갈라진 후 5호16국시대
의 혼란 속에서 요서지방의 모용부는 전연, 서연, 후연, 남연, 북연을, 오르도스지방의 탁발부는 代国, 더
욱이 북위를 건국하고 442년 마침내 북위에 의해 화북을 통일한다. 그들의 고지인 중국내몽고자치구 동부
를 중심으로 하는 시라무런강의 북방에서 大興安嶺 주변에 걸쳐 후한대의 선비묘에서는 철제 재갈을 중심으
로 마구가 약간 출토되나 흉노에서 보이는 차마구는 물론 등자도 출토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
지만 기마유목을 생업으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마구를 부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주하기 이전의 선비가 어떤
마구를 사용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많은 실정이다.
선비모용부가 마구를 부장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현재 그들이 요서지방으로 남하하여 정주생활을 시작
한 것으로 여겨지는 3세기 중엽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4세기에 들어선 이후 등자가 발명되었을 때의
일이다. 4세기부터 5세기에 걸쳐 모용선비부가 건국한 삼연(전연, 후연, 북연)의 수도인 용성(중국 용녕성
조양시) 주변의 분묘에서는 경판비와 경식안장, 등자 등 다양한 마구가 출토된다. 이 가운데에는 금과 은을
사용하여 투조와 조금, 상감 등으로 문양을 표현한 장식마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요 등 선비 독자의 장식
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삼연에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문양과 이를 표현한 투조, 조금,
상감과 도금 기술은 모두 중원에서 유래된 것이다. 전연의 건국을 전후하는 시기에 출현한 이 장식마구들은
기마유목을 생업으로 한 선비 고유의 것이 아니라 요서지방에서 정주 생활을 시작한 선비모용부가 한인 유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급성장을 이룬 과정에서 창출된 호한(胡漢)융합의 상징물로 보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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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諫早 2012a).
앞서 등자와 관련된 자료의 분포가 4세기 전반 중국, 4세기 후반 한반도, 5세기 일본열도와 같이 동방
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확산되었다고 지적했다. 그 기점은 등자로 상징되는 중원 최첨단의 기승용마구를 도
입한 삼연(선비묘용부)에서 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諫早2017b).

Ⅲ. 한반도에서 말 문화의 시작

한반도에서 말 문화의 시작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많으나 여기서부터는 한에 의해 군현지배가 장
기간에 걸친 북부와 직접 지배가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남부로 나누어 그 양상을 개관해 보고자 한다.

1. 한반도 북부에서 말 문화의 시작
한반도 북부에서 가축 말의 출현 시기를 청동기시대까지 올려볼 수 있는 적극적인 근거는 현재 부족하
므로 중국보다 훨씬 늦은 것이 분명하다. 『한서』 동이전의 「元封二年(前109) 漢使涉何譙諭右渠 終不肯奉詔
(中略) 遣太子入謝 獻馬五千匹 及餽軍糧」이라는 기술로 보아 늦어도 위만조선(기원전195?~108년)이 멸망
하는 기원전 2세기 말, 초기철기시대의 말경에는 한반도 북부에서도 상당한 수의 말이 사육되었던 것 같다.
이 기록과 대응하듯이 낙랑군 설치 전후의 평양 주변 분묘에서는 동시기 중국의 한묘에 부장된 ‘한식차
마구’와 형태를 달리하는 ‘비한식차마구’라고 불리는 한반도 북부의 독특한 차마구가 출토된다. 비한식차마
구에 대해서는 위만조선의 차마구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岡内 1979 등) 현상에서는 제작연대가 낙랑사군이
설치된 기원전 108년보다 소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적극적인 근거는 없다. 또 한식차마구와 비한식차마구
사이에는 전자를 상위로 하는 계층성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高久 1995). 그렇다고 하여도 비한식차마
구는 한반도 북부에서 말 문화의 시작이 어디까지나 마차를 기본으로 하는 중국의 말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중국의 것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 아니라 독자의 말 문화가 개
화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고고학적 증거임에 틀림없다(도면 8).
한반도 북부 말 문화의 독자성은 낙랑사군이 설치되고 ‘한식차마구’가 보급된 후에도 지속된 것으로 지
적된다(오영찬 2001). 또 이 시기 한반도 북부의 마구에는 漢만이 아니라 흉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것
이 있다. 일례를 들면 기원전 1세기 후반 평양 석암리 219호묘와 1세기 석암리 9호묘에서 출토된 은장행엽
의 유례는 현재 흉노의 대형목곽묘에만 보이는 것이다. 『漢書』위현전에는 위만조선이 한에서 흉노의 왼팔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무제에 의한 원정의 대상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한에 유례가 없는 이 행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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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낙랑설치 후에도 흉노와 한반도 북부의 상위 계층 사이에 문헌사료로 읽어낼 수 없는 어떠한 관계가 지
속된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도면 9).
이처럼 한반도 북부의 비한식마구 가운데에는 전국 연에서 계보를 구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흉노 등
동시기 한 이외의 지역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들이 존재한다. 여러 계통의 말 문화가 서로 섞이면
서 한반도 북부 독자의 말 문화가 전개되었을 것이다.

2. 한반도 남부에서 말 문화의 시작
이전은 원삼국시대였던 것으로 보인 한반도 남부의 가축 말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초기철기시대까지 소
급되는 사례가 산견된다(李俊貞 2013). 산발적으로 출토되기 시작하는 말 유존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
의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 초기철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마구는 출토되지 않는다. 기원전 1세기, 원삼
국시대에 들어서면 동남부 각지의 변·진한의 분묘에서 재갈을 비롯한 마구가 출토된다(도면 10). 그 제작
기술은 동시기 한반도 북부의 마구와 공통되므로 후술하는 것처럼 많은 요소가 결락되었으나 한반도 북부
말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서남부의 마한은 원삼국시대까지 소급되는 확실한 마구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2) 2·3세
기가 되면 마형대구가 성행하고 늦어도 그 즈음에는 마한에도 일정 수의 가축 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면 11). 『삼국지』위지 동이전을 보면 변진조에 「乗駕牛馬」라는 기록이 있고 마한조에 「不知乗牛馬 牛馬盡
於送死」 라는 기록이 있다. 마한 사람들이 말을 타지 않고 가축으로 사용하였는가에 대한 여부는 차지하고
그러한 색다른 말 문화였기 때문에 고고자료로는 매우 파악하기 힘들지 모른다.
이처럼 마한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나 적어도 변·진한에는 원삼국시대의 개시와 궤를 함께
하여 낙랑군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북부의 말 문화가 보급된 것 같다. 다만 변·진한에 관해서도 차마구
를 부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마차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한반도 북부의 말 문화와 결정적
인 차이로 지적해두고 싶다.

3. 기마문화의 도래와 금관가야
한반도에서 기마의 개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가축 말이 출현할 즈음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적어
도 차마구가 출토되지 않는 변·진한의 마구 용도에 대해서는 기마용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다만
삼국시대, 4세기대 등장하는 등자와 안장이라는 기마전용의 마구가 한반도 말 문화를 일변시킨 것 또한 중
국과 같다. 그 출현이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연동하므로 기마민족정복왕조설이 제창된 점은 후술하는 일본
열도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김태식 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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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에 들어 말 문화가 크게 변화하는 점을 자료에 근거하여 논의해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이
낙동강 하류역, 김해·부산지역이다. 외절구연고배를 비롯한 토기양식을 공유하고 늦어도 4세기대에 금관
가야(금관국) 중핵을 담당한 양 지역은 가야에서 가장 이르게 기마용마구를 도입한 것으로 일찍부터 주목되
었다(신경철 1994). 최근 발굴된 김해 대성동 91호분에서는 한반도 남부에서 가장 이른 금동장의 장식마구
를 포함한 기마용마구가 여러 세트 출토되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중이다. 흥미로운 것은 대성동91호분 출
토 마구 가운데 금동제발상십금구 등 중국 동북부의 삼연묘 출토품과 구분이 되지 않는 듯한 마구가 있는
반면(도면 12) 류큐열도산의 이모가이 등을 이용한 패장철제발상운주·십금구와 패제식금구 등 삼연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마구가 포함된 점이다(도면 13). 4점 출토된 표비에 대해서도 재갈과 鑣만 보면
삼연묘 출토품과 구별되기 어려우나 2조를 꼬아 만든 인수와 1조의 인수는 삼연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아 역
시 재지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대성동 91호분은 笠形装飾付鈴金具 등 삼연에서 이입된 마구와 병
행관계로 보아 4세기 2/4분기로 비정된다(심재용 2013). 삼연에서 장식마구의 출현과 거의 동시기에 한반
도 최남단의 김해지역에서 마구가 이입되어 신속하게 모방 제작되었다는 것이다.
대성동 91호분 출토 마구의 중요성은 단순히 최신 문물을 입수하고 모방하였다는 것만이 아니다. 종래
5세기 중엽 신라에서 출현한 것으로 본 이모가이를 사용한 마구가 포함된 점 등 신라와 백제에 앞서 독자의
장식마구 생산을 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동시대의 자료 속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김해·
김해지역에서는 그 후 4세기 말~5세기 초의 대성동1호분까지 금동장의 장식마구가 보이지 않고 이모가이
를 사용한 마구도 현재로서는 고립적인 존재이다. 대성동 91호분을 계기로 지속적인 장식마구 생산의 흔적
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포함하여 그 평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주목하고 싶은 것이 기마문화의 전파에 걸린 속도이다. 등자를 예로 들어 보면 현재
까지 가장 시기가 이른 실물자료는 4세기 중경의 삼연묘에서 출토되었으나 한반도 남부 분묘에서도 4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실물자료가 산견되며 제작기술로 보아 재지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중
국 은대후기에 출현한 마차 문화가 한반도에 전파되기까지 천년 이상 걸린 것에 비하여 등자의 등장 이후
기마 문화는 거의 시간차 없이 한반도까지 전해진 것이다. 중요한 중앙(중원)의 양상은 명확하지 않으나 중
국동북부에서 한반도로(조금 나중에 일본열도까지), 비교적 등질의 기마문화가 확산된 점도 말 문화의 내실
에 지역적 편차가 심했던 그 이전 시기와 분명히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몽골(원)의 예를 들 필요도
없이 기마문화에는 당시까지 제 각각이었던 세계를 일순간에 하나로 연결할 만큼의 마력이 있다.

4. 장식마구 생산의 전개 – 대가야의 경우
등자 출현 후 기마문화가 한반도로 이입된 것은 승마의 풍습만이 아니다. 가야에도 출현 당초부터 화려
한 장식을 베푼 장식마구가 존재한다는 것은 앞서 살펴 본 대로이다. 다만 대성동91호분의 경우 금동장마
구는 기본적으로 삼연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금동장마구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금 등의 재료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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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고 이를 동으로 도금하는 아말감도금과 투조와 조금 등 금공기술이 한반도 남부에 정착하고 독자의 장
식마구 생산이 시작되는 것은 5세기에 들어서부터이다. 이 장식마구생산이 한반도 남부에서 가장 성행한
곳은 물론 신라이나 가야제국 중에도 지속적으로 장식마구생산이 이루어진 흔적이 확인되는 가야가 있다.
대가야이다.
낙동강 중류역 서안, 고령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대가야에서 마구의 출현은 금관가야보다 꽤 늦어 4세
기 말~5세기 초이다. 일정 양의 장식마구가 출토되는 것은 5세기 전엽~중엽에 걸친 시기부터이며 이 시기
대가야의 왕릉급고분인 고령 지산동 73호분 주곽과 75호분 주석실에서는 금은을 사용한 각종 장식마구가
출토되었다. 다만 행엽의 형태가 전자는 편원어미형, 후자는 내원타원형과 규형 등 다양한 것에서 알 수 있
듯이 장식마구 도입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의 대가야 마구는 ①신라에서 계보를 구할 수 있는 마구, ②백
제와 공통성이 높은 마구, ③신라와 백제에 유례가 없거나, 백제와 신라 요소가 융합된 마구가 존재하며, 종
종 동일한 마장을 구성하는 등 혼돈된 양상이다. 백제와 신라의 요소가 융합된 합천 옥전 M1호분 출토 윤등
(도면 14)과 같은 ③의 존재로부터 대가야 독자의 정형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으나 신라와 백제 등 복수 계
통의 마구 공인이 대가야에서 재편성되어 독자의 장식마구생산을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5세기 후엽~말이 되면, f자형 경판비와 검릉형행엽 등 백제, 왜와 공통성이 높은 장식마구가
출현한다. 또 이 시기 대가야왕릉의 하나로 보이는 지산동 44호분에서는 금동관 장식의 일부인 보요를 붙인
안장, 유리옥을 정부에 감입한 십금구 등 당시까지 마구에는 이용되지 않은 부품으로 장식한 마구가 보이게
된다. 경판비와 십금구에 보이는 능선문과 능형문(교호사선문)은 동시기 장식대도와 호록금구에도 확인되
는 것이다. 이는 지산동44호분 출토 마구의 제작에 마구 공인에 더하여 마구제작보다도 복잡하고 고도의 장
식을 베푼 각종 금공품 공인과 유리옥 공인이라고 하는 종래 마구 제작에 종사하지 않은 공인도 참여한 결
과로 추정된다(도면 15). 신라 장식마구 세트의 성립에 자극을 받아, 또 강한 기술적 영향을 받으면서도 신
라와는 다른 형태를 기본으로 채용함으로 독자색이 강한 장식마구세트가 성립하였을 것이다(諫早 2012a).
이처럼 화려하게 장식을 베푼 장식마구는 지산동고분군과 옥전고분군 등 최상위계층의 고분에 한정되
어 부장되므로 이 시기 각종 제품의 공방이 통합되어 일원적인 장식품 생산체제가 성립되었다고는 생각하
기 어렵다. 어디까지나 지산동 44호분 마구를 제작하기 위해 마구 공인의 지도자 아래에서 다양한 기술을
가진 공인이 임시적으로 참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시기는 대가야형 마구가 성립하고 확산된 시
기로 평가되었으나(류창환 2000) 이에 더하여 화려한 식마의 소유자가 왕과 이에 준하는 극히 일부의 계층
에 한정된 것으로 보아 대가야왕권과 명확한 의도 아래 중앙과 지방의 마장에 격차를 두었을 가능성이 크
다. 이 시기는 가라왕하지(＝嘉悉王)에 의해 중국 남조로 견사(479년)가 이루어지는 등 대가야 국가 형성의
획기에 해당한다. 그런 시기에 대가야의 장식마구 생산은 하나의 피크를 맞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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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본열도에서 말 문화의 시작

1. 말 문화의 도입과 그 배경
중국과 한반도와 달리 말을 배로 옮길 필요가 있었던 일본열도의 가축 말 출현을 들러 싸고는 2가지의
논점이 있다. 하나는 출토된 말 유존체에 근거한 「산발적도래」로 카와치평야 등 일부지역에서 가축 말의 출
현시기가 야요이시대 종말기까지 올라간다는 의견이다(積山 2010). 다만 마구가 동반되지 않아 무엇을 위
해 굳이 말을 옮겼는가에 대한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또 하나는 「본격적도래」로 오랫동안 고분에 부
장된 마구와 문헌사료를 근거로 논의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목장으로 보이는 유적이 발굴되어 수용부터 정
착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명확해지고 있는 중이다. 고분시대 중기 대략 5세기의 일이다. 일본열도에서 말
문화의 시작에 대해서는 전자에 관한 자료상황을 주목하면서도 우선은 후자의 실태에 관해 논의해 가는 것
이 현재로서는 타당할 것이다. 적어도 후자에 관해서는 틀림없이 기마의 문화였다.
그 기마의 문화를 누가 왜 일본열도까지 가지고 왔는가에 대해서는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 이래 반세
기 이상에 달하는 방대한 연구사가 있다. 여기서 이를 정리할 여유는 없으나 고고학의 입장에서 하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기마민족정복왕족설」(江上 1967 등)이 성립할 여지는 이제 없다
는 것이다. 많은 초기마구의 직접적인 계보를 한반도 남부의 각지에서 구할 수 있으면서도 특정 지역에 한
정되지 않는 자료의 실태는 기마문화가 특정 지역에서의 정복활동(혹은 그 반대로)에 의해 도입되었다는 설
명에 대해 부정적이다. 어디까지 왜인사회에서 수요의 증가를 전제로 하여 왜가 다양한 지역과 주체적으로
교섭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가 이 시기 말을 필요로 한 배경에 고구려와 군사적 충돌이 있었던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한반도 남부의 여러 나라에게도 고구려의 남하는 왜 이상으로 눈앞에 있는 위험이었
다. 그러한 국제적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왜와 한반도 남부 제국 사이에 ‘호혜적인 관계’가 형성된 결과, 군사
와 직결된 말과 그 기술이 순조롭게 바다를 건넌 것이다(諫早 2012a).
예전에는 초기마구를 모두 수입품으로 간주하고 기마 풍습의 출현부터 보급까지 약간 긴 수용 기간을
상정하는 경우도 있었으나(小林 1951) 지금까지 발굴 성과를 순순히 보면 왜가 단순히 한반도 남부에서 가
축 말과 기마 문화를 도입한 것만이 아니라 당초부터 안정된 마필생산을 기획하고 한 번의 도입으로 방향키
를 바꾸었을 가능성이 크다. 카와치평야의 이코마산(生駒山) 서록, 현재 오사카부 시조나와테(四条畷市)를
중심으로 하는 일대에서는 5세기 후반부터 6세기에 걸친 마필생산과 관련된 크고 작은 유적이 확인되고 있
어 『일본서기』에 보이는 「河内馬飼」로 지목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시노미야키타(蔀屋北)
유적(도면 16)에서는 초기 마구와 한반도 남부의 다양한 지역에 계보를 지닌 도래계 고고자료와 함께 대량
의 말 유존체가 출토되어 다양한 지식, 기술을 가진 도래인과 왜인이 집주(集注), 잡거하고 협업하면서 마필
생산에 종사한 경관을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諫早 2016). 주변에서는 목장의 성립과 거의 동시에 말의 사
료인 밀의 재배가 시작되어 제한된 토지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장과 경지를 계절에 따라 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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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도면 17)(大庭 2010). 대형전방후원분의 공백지대에 갑자기
출현한 이 목장의 경영주체는 왜왕권 이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

2. 말 문화의 동방전개
5세기 전반 일본열도에 뿌리는 내린 말 문화는 불과 백년이 채 되지 않아 토호쿠 북부, 호카이도, 류큐
열도를 제외한 일본열도의 광범위한 지역까지 확산되어 간다. 5세기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여겨지
는 古東山道 루트의 출현(개발)배경에 말의 출현(보급)을 보는 견해가 있듯이(右島 2008)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동일본, 더욱이 동북 남부로 말 문화가 전파된 경로는 일찍이 마필생산이 전개된 키나이를 기점으로
하는 육로가 기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말은 종래 해상, 하천교통을 보완하는 새로운 거리교통망을 담당
자로, 스스로의 다리로 확산해 나간 것이다.
이 古東山道 루트를 따라 고분시대를 대표하는 목장이 잇달아 성립되는 것이 발굴조사에 의해 분명해지
고 있는 중이다. 하나는 나가노현 이나다니(伊那谷)이며 또 하나는 군마현의 하루나산(榛名山) 동쪽이다. 전
자는 키타카와치(北河内)와 거의 같은 5세기 전반, 후자는 이에 이어지는 5세기 후반부터 대규모로 마필생
산을 행하였던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시나노(信濃)도 코우즈케(上野)도 헤이안시대에 목장이 설치되어 키
나이에 대량의 말을 헌상한 일대 마필생산지로 알려져 있는데 그 기점도 모두 고분시대 중기까지 거슬러 올
라간다.
양 지역에 전개된 마필생산은 키타카와치(北河内)와 달리 직접적으로 재지수장에 의한 지역경영의 일환
으로 파악될지도 모른다(若狭 2007). 다만 한편으로 전자에 대해서는 마필생산의 개시와 궤를 함께 하여 전
방후원분을 비롯한 고분군이 형성되고 후자에 대해서는 그 개시가 호도타(保渡田)고분군의 축조개시와 거
의 대응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양 지역의 수장이 말이라는 대형동물과 이를
기르기 위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마사집단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왜 왕권과의 밀접
한 관계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를 생각하는 힌트는 스트론튬동위체비와 산소동위체비라고 하는 최신의 분석수법에 의해 말(말
이빨) 자체에서 얻고 있다. 아직 연구 도중이나 이에 따르면 동일본에서 키나이로 말의 이동은 문헌사료로
생각되어 온 것보다 훨씬 일러 아스카시대(藤原宮期)는 물론 고분시대까지 소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青
柳·丸山 2017). 광대한 토지를 필요로 하는 마필생산은 그 규모를 확대하려면 할수록 키나이만으로는 한
계가 있었다. 일본열도 내에서 말의 동방 개발은 단순히 교통수단으로서 이용만이 아니라 말의 안정적인 공
급원을 구하고자 한 왜 왕권과 마필생산이라는 새로운 산업에 활로를 발견한 지역수장이라는 쌍방의 의도
를 고려하면 보다 이해하기 쉽다. 고분시대 중기는 왜국 내에서 마필생산을 궤도에 올리고 말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도모한 ‘중앙’과 마필생산을 통해 지역생산력의 증대를 목표로 한 ‘지방’ 사이에
또 하나의 ‘호혜적인 관계’가 형성된 시대였던 것이다(도면 18)(諫早2012b・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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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식마구로 본 왜와 가야
5세기 전반을 중심으로 초기마구의 계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 계보가 다양하여 특정지역으로 수렴
되지 않는다. 이는 왜가 말을 수입한 경로가 다양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5세기 후엽부터 6
세기 중엽까지 왜와 장식마구 생산에는 가야, 특히 대가야와 밀접한 관련이 인정된다(諫早 2013). 그 근거
가 마구의 형태이다. 일본열도의 마구는 형태적인 특정으로 보아 「신라계」와 「비신라계」로 대별되나(千賀
2003), 이 약 100년간 왜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장식마구는 후자에 해당한다(도면 19·20).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5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f자형경판비, 내만타원형경판비와 검릉형행엽 가운데는
박재품도 포함되어 있었을 테지만 이와 거의 동시에 한반도 남부에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주동제영부
마구가 출현한다. 모두 「비신라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래의 거울 제작 공인이 동원되어 제3자를 모방
한 것으로 보이는 주동제영부마구의 존재는 왜 독자의 장식마구 생산이 신속하게 궤도에 올라가기 시작한
것을 웅변한다. 말의 보급은 말 위에 있는 사람의 서열을 가시적으로 식별할 필요성을 초래하였으며 왜 왕
권은 형태와 재질이 다른 장식마구를 생산 혹은 입수하여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말을 소유하고 있었던 수
장층의 장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6세기에 들어서면 한층 가속화된다. 경판비에 한해서도 5세기 후반 이래 f자형, 내만타
원형에 더하여 십자문타원형, 종형, 심엽형, 화형, 격자문타원형 등 다종다양한 경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소장(消長)을 반복한다. 이처럼 경판의 형태는 다양하나 대부분의 경판비가 위에서 언급한 「비신라계」의 특
징을 지니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 「비신라계마구」를 만들고 있는 지역과의 관계가 왜 마구의 변화에 큰 영
향을 계속 미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그 지역이란 현재까지 고고학적 상황에 의하는 한 대가야를 중심
으로 한 가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6세기 중경,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는 중에도 제작이 계
속되었던 f자형경판비의 생산이 종료되고 「신라계마구」가 급증한다. 일본열도에서 출토된 「비산라계마구」의
대부분은 왜제이며 일본열도에서 출토된 「신라계마구」를 모두 신라제로 볼 수 없으나 가야 멸망(562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왜의 마구에 큰 변화가 찾아 온 것은 분명하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중국, 한반도, 일본열도에서 말 문화의 시작을 개관하였다. 각 지역을 논하기에는 충분한 지
면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지의 말 문화 도입의 시기와 배경, 내실이 실로 다양하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논할 수 없었으나 흉노와 선비 등 중국동북, 유라
시아 초원지대동부에 전개된 말 문화도 당연하겠으나 본고에서 다룬 말 문화와 마찬가지로 다양하며 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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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전개된 것은 재차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은대후기에 시작된 마차 문화가 「중국」 밖으로 쉽게 확산되지 않은 것에 비하여 5호16국시대를 전후하
여 확산된 기마 문화는 눈 깜짝할 사이에 가축 말 자체의 분포권을 동쪽으로 크게 확산시켰다(도면 21). 이
로부터 엿볼 수 있는 양자의 문화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논의를
거듭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고대 중국, 그리고 동이제국의 국가형성을 푸는 열쇠가 있는 것
이 틀림없다. 어쨌든 말은 최근 100년 전까지 실로 오랫동안 사람, 물건, 정보를 운반하는, 지상에서 가장
빠른 이동수단이었다.
모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아시아에서 말 문화의 동전(東傳)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바다를 건너 일
본으로 전파된 것이다. 5세기 전반 초기 마구의 계보는 가야로 수렴되지 않고 백제와 신라 등 다양한 지역
과 교섭하는 가운데 왜는 말 문화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준구조선으로 말이라는 비교적 대형의 포유동물
을 옮기는 안정된 항로를 무제한으로 상정할 수는 없다. 대량의 말을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가장
경감하는 이상적, 그리고 현실적인 항로가 가야가 위치하는 한반도 동남부의 남해안 일대부터 쓰시마, 이끼
를 거쳐 큐슈 북부 연안을 잇는 루트인 것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또 5세기 후반 이후 왜에서 장식마구 생
산의 전개에도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가야와 밀접한 관계가 상정된다. 수입품만이 아니라 왜제품에도 지속
적으로 확인되는 이 현상은 왕권간의 장기간에 걸친 밀접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기마문화가 바다를 건너는
데 가야가 담당한 역할의 크기를 고고자료가 웅변하고 있다.

이사하야 나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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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남성

안양효민둔154호묘와 최근 보고된 산동성 青州体育場墓葬에서는 기원후 4세기대 금속제 윤등이 출토되었다. 이 분묘에서는 규형
행엽을 비롯하여 중국동북부의 삼연묘와 공통된 장식마구가 출토되어 모용선비부가 세운 전연이 중원으로 진출한 후에 만들어진 전연묘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2) 전라남도

광주 신창동유적에서 한반도 북부의 비한식마구와 형태가 유사한 칠을 칠한 목제의 마차 부재가 출토되었으나 현재로서는 고립
된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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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日本列島の初期須恵器生産

Ⅰ. はじめに
古墳時代中期、日本列島には朝鮮半島から様々な技術が伝播した。その中の重要なものの1つとして須恵器生産の技術を挙
げる事が出来る。この硬質で保水性に富んだ土器生産技術は、日本の窯業史上のみならず文化史面に於いても大きな画期とな
るものであった。須恵器はその生産が開始されると、瞬く間に列島各地へと急速に拡散、浸透していく事になる。その生産に
当たっては、大規模かつ本格的に構築された窖窯の構築や、製作時の回転台の使用など、従来の土器製作技術とは大きくかけ
離れたものであった。特に窯内で高温焼成され、堅緻で保水性に富んだ製品の仕上がりは、弥生土器、土師器と続く土器焼成
技術とは隔絶した全く新しい技術体系であった。特に窖窯を使用した事で、その焼成温度を1000~1200度にまで高めることが
可能となった。又、焼成最終段階で窯内部の酸素を遮断する事で生じる還元焔に拠って、最終的には青灰色と言う独特な色合
いを持つ焼き物が作り上げられた。この硬質で緻密、かつ耐久性に優れた陶器の出現によって、今まで充分に成しえなかった
液体の貯蔵に、画期的な役割を果たす事が出来るようになった。初期の須恵器窯に於いて、最も大量に生産されたのは、この
液体貯蔵と言う面で大きな機能を発揮した大甕であった。容量300ℓに及ぶ大甕が数多く見られるのは、この点を証左すると言
える。この結果、液体を始めとする様々な貯蔵に関しては須恵器が、日常生活に係る煮炊きには土師器が用いられるようにな
り、それぞれの器が持つ特性に合わせた機能分化が進むこととなった。土器による用途の使い分けが明確になってきたと言え
る。
さて、「初期須恵器」と言う用語に関しては、かつて田辺昭三氏は「日本で須恵器生産が開始されたときから，地方窯が成
立するまでの最初の数十年間，須恵器は陶邑とその周辺から，一元的に供給されていったということができよう。そこで，こ
の限られた時期の須恵器を一括して，初期須恵器とよぶことにする。」と初めて定義された。1)
植野浩三氏はこれに対して「初期という限られた期間を設定する場合、初期須恵器とは、定型化前の須恵器、つまり日本で
須恵器生産が開始し、規格化されるまでの須恵器（TK73・TK216型式）としたほうが妥当であると考えられる。」とし、TK73・
216型式を定型化以前の須恵器とした。2)
以降、田辺氏も「須恵器の定型化をもって初期須恵器の終焉とするなら、厳密にいえばTK-208型式の前半段階までを初期須
恵器の範囲とするのが適当である。」3) とした。
初期須恵器に関しては、既にTK73段階で定式化、日本化するとの見解 4) 新たに示されているが、此処では、生産開始期か
ら確実に定型化したとみられるTK208 以前の須恵器であるTK216 型式迄の窯を含め触れる事としたい。
陶邑大庭寺遺跡のTG232・231号窯の調査以降、初期須恵器窯の新たな発見は、大阪市上町谷窯等が僅かに知られるものの、
その調査事例は極めて限られている。既存の初期須恵器窯出土資料に関しては限界があるため、今回は特に近年、窯跡以外の
初期須恵器出土品を通じて生産の場である窯の存在が強く認識さ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地域をその対象に含め、更に物流の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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点と目される遺跡も視野に入れ、日本列島の初期須恵器窯の在り方について見ていくこととしたい。
今のところ、須恵器生産を行った窯本体の検出には至っていないものの、集落や古墳から出土する初期須恵器に中に、明ら
かに陶邑産とは形態や文様、胎土等から、その趣を異にした製品群が高い密度で出土する地域の存在が知られるようになって
きている。この様な窯跡以外出土の初期須恵器資料の検討を通じて、それぞれの地域に於ける現地での独自生産が、ほぼ確実
視される地域が多くなってきていると言える。初期須恵器生産の可能性が考えられる地域は、陶邑窯乃至は既発見初期須恵器
窯の製品群との比較から、その類似性に欠ける面を一部に有し、言わば地域色の発露とも考えられる特色を有する初期須恵器
が多く出土する地域が、その共通の候補として挙げられている。
須恵器の持つ大きな特徴の１つとして、地域を越えてその形態や技法に強い類似性を持つ点が挙げられよう。然しながら、
その特徴を考慮したとしても、地域色をともいえる個性を発揮したものが数多く存在するのも事実である。
そこで、そう言った地域色とも言える特徴を持った初期須恵器が高密度で出土する地域を、併せて紹介することで、各地域
に於ける初期須恵器窯の生産可能性の在り方についても触れておく事としたい。これによって、現時点で明らかになっている
初期須恵器窯の分布のみに捕らわれる事なく、地域の実態に即した当該期の初期須恵器生産の実態に就いてより鮮明にできる
であろう。
既に明らかとなっている様に、福岡県の山隈窯址・小隈窯跡等は、朝鮮半島から直接的な強い影響で成立したものかと考え
られるが、その生産物には地域色と言っても良い豊かな個性が見られ、特有の初期須恵器を生産している実態が明らかとなっ
てきている。今後、他地域に於いても、同様の生産遺跡が発見される可能性が高いものと考えている。この点を集落や古墳等
からの出土須恵器を通じてその可能性を探る事としたい。

Ⅱ. 初期須恵器窯の実例
此処では、今までに日本列島の各地域で発掘調査が行われた初期須恵窯の中から代表的な窯跡に就いて、その概要を紹介
し、生産される代表的な初期須恵器に就いて、その器種などに関して触れておく事としたい。
先ず、古墳時代の日本列島に於いて、須恵器生産の面でその規模と共に操業期間の長さからもその中核を担ったのは大阪府
陶邑窯跡群である。そこで初めに陶邑窯跡群に含まれる初期須恵器窯を取り上げ、順に各地域で操業された窯に関して記す事
とする。
陶邑窯跡群に含まれる窯以外で初期須恵器を生産した窯としては、現時点で以下のものが知られている。
（１）大蓮寺窯（宮城県仙台市）5)
（２）東山111号窯（愛知県名古屋市）6)
（３）城山窯（愛知県尾張旭市）7)
（４）吹田窯跡群ST32号窯（大阪府吹田市）8)
（５）上町谷1・2号窯（大阪府大阪市）9)
（６）一須賀2号窯（大阪府河南町）10)
（７）奥ｹ谷窯（岡山県総社市）11)
（８）三谷三郎池西岸窯（香川県高松市）12)
（９）宮山窯（香川県三豊市）13)
（10）市場南組窯（愛媛県伊予市）14)
（11）小隈窯跡群（福岡県朝倉郡筑前町）15)
（12）八並窯跡群（福岡県朝倉郡三輪町）16)
（13）山隈窯跡群（福岡県朝倉郡三輪町）17)
（14）隈・西小田窯（福岡県筑紫野市）18)
（15）居屋敷窯（福岡県京都郡みやこ町）19)
等の窯跡（群）が現在までに知ら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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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陶邑窯跡群
陶邑窯跡群は、大阪府の南部、堺市・和泉市・大阪狭山市・岸和田市の4市に跨って広がる泉北丘陵一帯に分布する日本最
大の須恵器窯跡群である。泉北丘陵は東西約15㎞、南北約9㎞の広大な面積を占め、開析された主に丘陵斜面を利用して窯が構
築されている。窯の築造時期は、古墳時代中期から平安時代初期に至る約500年に及ぶもので、その総数は1000基に及ぶとされ
る、極めて大規模な須恵器窯跡群である。1950年代以降、開発に伴い数多くの窯跡が調査され大量の須恵器が出土している。
これらの窯跡群から出土した膨大な須恵器資料を基に、須恵器編年が組み立てられ、年代決定の基準として重要な資料となっ
ている。文献資料に乏しい古墳時代はもとより、平安時代に至るまで様々な遺跡に関して年代決定の指標として大きな役割を
果たしていると言える。
陶邑窯跡群の分布は、泉北丘陵を分けて流れる石津川や、その支流である前田川、妙見川、和田川、甲斐田川、槇尾川と言
った小河川によって細かく開析された丘陵地形により分布域が区割りされている。陶器山（MT）地区、高蔵寺（TK）地区、栂
（TG）地区、光明池（KM）地区、大野池（ON）地区、谷山池（TN）地区に分けられていたが、現在はこれに加え、富蔵（TM）地
区、狭山池（SY）地区を加え合計8地区に分けられている。
これらの須恵器窯の中に初期須恵器を生産した窯も多く含まれている。以下、代表的な窯跡に就いて、その概要を整理して
おく事とする。

（１） 栂231号窯（TG231）20)
TG232号窯に隣接して営まれた窯であるが、窯本体が立地する丘陵部分が既に大きく削平されていたため、本体部分は確
認されていない。然し、下方の谷部斜面に広がる灰原に関しては、良好な状態で遺存していた。灰原は最大長5.0m、下端幅
10.0m、最大厚0.5mを計測するもので扇状の広がりを持っていた。出土した遺物の総量は、TG232 に比べ少ないものの把手付
椀、蓋、高杯、有蓋脚付鉢、小型壺、𤭯、器台、壺、大型甕等が知られている。又、TG232で確認されている杯類は一点も出土
していない。

（２）栂232号窯（TG232）（図１～6）21)
南北に延びる舌状丘陵の西側斜面に築かれた窯で、窯体部は後世の削平で大半が削られており、焚口と焼成部の一部を残す
に過ぎなかった。然し、焚口以下に広がる灰原は、良く残されており、膨大な遺物が出土している。灰原は焚口部から下方に
幅約5.6m、厚さ0.7m程の規模で堆積しており、炭や灰の堆積より遺物が圧倒的に多い状況が見ら、部分的には遺物が盛り上が
りを見せ堆積している状況が見られた。遺物の総量は、コンテナ1400箱にも及ぶが、その中で最も多く検出されたのが大甕で
ある。大甕は焼き損じ品の個体数が約600個体あり、製品として搬出されたものを加えれば、その実態は700個体以上に上るも
のとの試算がある。また、窯の規模から一回に10個体程度、仮に年間の焼成回数を4回程度と設定した場合には18年余りの操業
期間が想定されると見積もられている。大甕以外の器種としては、鉢形器台、筒形器台、無蓋高杯、有蓋高杯、壺、把手付椀
ともに僅かながら杯と𤭯等が確認されている。

（３）大野池231号窯（ON231）（図７～14）22)
大阪府堺市菱木に所在する窯で、1992年に斜面に広がる灰原部分の発掘調査が行われ、大量の須恵器が出土している。灰原
は、南北6m、東西15m程の広がりを持ち、その厚さは40㎝～70㎝であった。
出土した須恵器は、蓋杯、有蓋高杯、無蓋高杯、把手付椀、鉢、甑、𤭯、樽形𤭯、筒形器台、器台、脚台付有蓋壺、直行
壺、壺、大甕等があり、竈枠の出土が知られる。

（４）高蔵寺73号窯（TK73）（図15～16）23)
大阪府堺市南区に所在する窯で、1965年に発掘調査が行われ、窯体、灰原等の状況が明らかとなっている。窯体の残存状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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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非常に良く、焚口部から煙道部まで完存している。全長11.4m、最大幅2.4ｍの規模を有している。焼成部は床面傾斜角19°を
計測し、中央部分では床面5枚が確認されている。焚口から丘陵斜面に沿って灰原が確認されているが、一部は隣接して操業さ
れているTK74号窯と重複している。出土した遺物は、杯身、蓋、高杯、鉢、器台、椀、𤭯、樽形𤭯、壺、大甕等が確認できる
が、圧倒的多数を占めているのは大甕である。

（５）高蔵寺85号窯（TK85）（図17～18）23)
大阪府堺市に所在する窯跡で、1966年に発掘調査が行われた。初期須恵器を焼成した窯本体は、後に同場所に築かれた窯
によって完全に除去されている。灰原からは最初に築かれた窯に伴う初期須恵器が検出されている。出土した須恵器には、杯
身、蓋、有蓋高杯、無蓋高杯、𤭯、二重𤭯、樽形𤭯、甑、壺、器台、大甕等が確認できる。

（6）高蔵寺第13号窯（TK13）（図21～23）24)
大阪府堺市茶山台に位置する窯跡で、1994年から翌年にかけて調査が実施された。この結果、西側に下がる斜面尾根線上に
1基の窯が築かれていた。窯は煙道から前庭部迄、全長14mを計測するもので、その遺存状態は良好であった。
出土した須恵器には、蓋杯、無蓋高杯、𤭯、樽形𤭯、甑、提瓶、鉢形器台、筒形器台、壺、甕等が知られている。これらの
遺物からTK216 型式併行と考えられるが、中でも出土した提瓶は現在知られているものの中では最古の資料で、提瓶がこの時
期に出現する器種の可能性が高いと考えられる。

（７）濁り池窯（図24～30）25)
大阪府和泉市鶴山台に所在した須恵器窯跡で1966年に発掘調査が実施され、その全貌が明らかとなっている。窯は燃焼部か
ら煙道まで良く遺存しており、地山を掘り込んだ半地下式構造であることが判明した。全長8.53m、最大幅1.9mを計測する。床
面の傾斜角は、燃焼部付近では15°と緩やかであるが、徐々に角度を増し煙道付近に至ると34°程になる。窯体の外側には、
窯本体左右を取り巻くように排水溝が掘削されている。窯の下方には、長さ13.5m、幅13mの範囲に灰原が広がっていた。出土
した須恵器には、蓋杯、高杯、𤭯、樽形𤭯、椀、甑、器台、壺、甕等、各種の器形が確認できる。杯身は所謂土釜方形に近い
タイプで底面の調整に手持ち箆削りを施している。受け部直下に櫛描波状文を施すものも見られる。蓋を伴うものの他に、平
底で蓋を伴わないものが含まれている。高杯には有蓋のものと無蓋のものが在り、蓋には天井部に櫛描列点文を施文する。𤭯
には、二重𤭯や樽形𤭯が含まれている。器台鉢部の装飾は、櫛描波状文が主体で、鋸歯文等は含まれていない。甕は大型、中
型、小型それぞれ確認できるが、何れも口縁端部を丸く収め、直下に断面三角形の突帯を巡らすものが大半である。大型甕の
一部には口頸部7外面に櫛描波状文を施す事例が見られる。又、底部に絞り込み技法を持つものが含まれている。特徴的な遺物
に甑が挙げられる。甑は胴部中央に沈線を巡らし、その位置に把手を取り付け、蒸気孔は底部中央に１つ、その周囲に6個の孔
を穿つ多孔のものなどが見られる。

（8）上代窯跡（図31）26)
大阪府和泉市上代町に所在する窯跡である。信太山丘陵北端部に位置し東に向かって開口する谷部斜面に築かれている。窯
本体は残像状況が悪く、焚口と考えられる部分以下は流失していた。残存長役5m、最大幅1.7m程度を測るもので、主軸をS-29°
-E、床面傾斜角は約15°であった。灰原が調査されていないため、出土した遺物は窯体内に残されていたものにほぼ限られ量
的には少ない。器種としては蓋杯、高杯、𤭯、壺、甕等が知られている。杯蓋は天井部を不整方向の手持ち箆削りで調整する
ものや、沈線を巡らしそれを挟み櫛描列点文を施すもの等が知られている。杯身は所謂土釜形を呈するもので、底部を何れも
不整方向の手持ち箆削りによって調整するもので、底部は平坦をなしている。立ち上がりは短く内傾し端部は丸く収めてい
る。𤭯は扁平な胴部を持ち、胴部最大径部分に櫛描波状文が施文される。高杯は杯接続部から外反気味に広がり、裾部で大き
く屈曲して広がるものである。透かしは刺突によるものである。甕は口縁端部を丸く収めその直下に断面三角形の突帯を巡ら
すものである。壺は所謂二重口縁になるも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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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陶邑窯以外の初期須恵器窯
次に陶邑窯跡群に含まれない地域で操業された初期須恵器窯に就いて触れる。大阪府下では陶邑窯からは、離れた地域に於
いても初期の須恵器窯の発見が報告されてきている。今後もこの様な事例は増加していく可能性があると考えられるが、此処
では既に明らかとなっている初期窯に就いて、その概要を記す事とする。
これら陶邑から離れて立地する窯と大きな特徴の１つとして、陶邑窯の様に複数の窯が群をなして操業されるのとは異な
り、数基乃至は単独で営まれるものが大半である点にある。後に、窯跡群を形成する地域であっても、後続の窯との間に時間
的継続性が見られず、一旦は断絶したかの様相を示している。初期須恵器の地域での導入背景に大きな差異を感じさせるもの
である。

（１）一須賀2号窯（図32）
大阪府南河内郡河南町東山に所在する窯で、複数の窯が確認されている。この内、発掘調査が実施されたのは2号窯であ
る。2号窯は地山を掘り込んで構築された長さ9.0m、幅2.0ｍ程の規模を有している。奥壁と煙道部分は地山刳り貫きで、煙道
とそれに繋がる天井部の1部が残存していた。側壁には複数回の張り増しが確認でき1m程の高さで残存していた。焚口以下に
は黒色の灰層が見られ灰原へと続いている。灰原の規模は厚さ30㎝程度で10m余りの範囲に広がっていた。灰原の灰は完全燃焼
した状況を示しており、廃棄された土器の量は総じて少なく、又、不良品も少なかった。検出された須恵器は、甕胴部破片が
多く、これ以外に高杯、器台、壺等が確認されている。又、近接して築造された一須賀14・15号墳は、墳丘盛土にこの2号窯灰
原土を利用しており、盛土内からも当該窯にて生産された須恵器片が採集されている。器台は鉢基部から大きく外反するもの
で、外面には櫛描波状文と箆描コンパス文が施文されている。脚部片には櫛描の組紐文等も確認できる。甕は口縁端部をその
まま収めるものと、直下に断面三角形の突帯を有するものとが見られる。

（２）上町谷１・２号窯
2010年、大阪市中央区上町1丁目で新たに発見された初期須恵器の窯跡で、難波宮や大坂本願寺、大坂城等が築かれた上町
台地を開析する上町谷の谷頭に立地していた。窯は上町谷へと下がる斜面肩部に東西2基が並列する様に築かれていた。両窯の
間は4.6m程あり、窯主軸を等高線に直行するよう築造されている。
開窯当初、1号窯は地下掘り込み式の窖窯であったが、後に半地下天井架構式に改修されている。窯本体は床面や窯壁の重
複や切合関係から、最低2階の改修、3回以上の操業が成されたと考えられている。
2号窯も1号窯同様に地価掘り抜き式から半地下天井架構式へと改修されたものと考えられている。床面や壁面の状況から見
て、最低4回の改修が行われ、5回以上の焼成が成されたと考えられている。
出土遺物は須恵器、軟質土器、土師器が見られた。この内、須恵器は無蓋高杯、器台、壺、甕、甑等が確認されている。
甕は内外面共に丁寧に磨り消し調整が施されており、製作技法として底部を絞り技法によって閉塞した可能性を持つものが含
まれている。甑は底部に蒸気孔を6個以上穿ったものがある。軟質土器には、平底鉢等が見られる。出土遺物の総量が少ない
ため、時期比定が難しいが、甕に見られる諸特徴等からTK73型式の範疇に納まるものと考えられている。製品の供給先として
は、大阪城下町跡や難波宮下層遺跡等、比較的近傍から出土した資料が該当するものとされる。

（３）吹田ST32号窯（図33）
大阪府下には陶邑窯跡群以外にもう1つ大規模な須恵器窯跡群が存在する。大阪府の北部、豊中市、吹田市、茨木市、箕面
市に広がる千里丘陵に営まれた千里古窯跡群である。千里古窯跡群はその分布が大きく2つに分かれており、豊中市側に分布す
る窯跡を桜井谷古窯跡群、吹田市側に分布する窯跡を吹田古窯跡群と呼称している。現在知られている資料からは、桜井谷古
窯跡群は5世紀後半代から6世紀代、吹田古窯跡群はおもに6世紀代を中心としている。この中で、吹田ST32号窯は1基だけ、時
期的にかけ離れて古い様相を示し、後続する窯跡群とは、スムーズにその操業が接続していくものでは無い。このように古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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段階の窯が、突如この地で操業を開始する理由に関しては、なお検討を要するであろう。
さて、このST32号窯は、尾根に直行して窯体を構築したもので、地山の洪積層を掘り抜いて築かれている。煙道部分まで
残存しており、その構造を良く知る事が出来る。窯は全長4.05m、最大幅1.48mを計測する比較的小振りのもので、丁寧に仕上
げられた平面長方形の床面を持ち、煙道部は地下式の特異な構造を示すものであった。また、床面の傾斜角は平均20°を計測
した。発掘調査で出土した遺物は、15箱程と多くは無い。出土地点は窯本体床面、窯体上方の埋土、前庭部等からであるが、
初期須恵器が出土したのは窯体床面に限られている。窯体内から出土した須恵器は、総数229点を数え、2個体分の器台を除く
と、残りは全て甕の破片と考えられた。器台は鉢部復元口径が39.6㎝を計測するもので、脚基部から大きく湾曲、外反して口
縁部に至る。口縁部端で短く外報に屈曲し端部は丸く収められている。鉢部外面は4条の突線で区画し文様帯を構成している。
文様は上部から斜格子文、連続鋸歯文、上向鋸歯文、斜格子文を施文している。施された文様は繊細で鋭利な仕上がりとなっ
ており、施文工具として針状のものが使われたものと考えられている。甕には大型、中型、小型の3種が確認出来る。何れも大
部の成形には叩きや刷毛目が見られるが、小型品では外面平行叩き、内面同心円当て具痕を残すものが多く見られ、大型品で
はこれらを丁寧に磨り消す調整が施されていた。甕の口縁部は大きく外弯し口端端部は丸みを持って収めるもので、端部外面
には断面三角形を呈する鈍い突帯を巡らすものである。

（４）山隈窯跡（図34）
福岡県朝倉郡筑前町に所在する窯跡で、周辺には小隈窯跡や八並窯跡等、ほぼ同時期とされる窯跡が確認されている。1989
年、部分的に発掘調査が行われ、少なくとも4基ほどの窯が確認されると共に、生産された須恵器の様相に就いても明らかにな
ってきている。出土した遺物は、須恵器としては蓋杯、無蓋高杯、把手付椀、𤭯、樽形𤭯、器台、壺、大甕があり、これ以外
に土師器、埴輪類、手づくね土器等が知られている。出土した𤭯は、一般的なものとは異なり底部が平底と言う大きな特徴を
持っている。器台には池ノ上墳墳墓群出土のものに類品があり、供給先を示唆する資料と言える。

（５）居屋敷窯跡（図35）
福岡県京都豊津町に所在する窯跡で、1989年に発掘調査が行われ、その全貌が明らかとなっている。焚口を西に向けた全長
6.0m、幅1.2mを計測する半地下式の窯であった。𤭯や甕等が出土しているが、その総量は非常に少ない。

（6）隈・西小田地区遺跡
福岡県紫野市大字隈一帯の丘陵地帯に分布する遺跡群で、1982年以降継続的な発掘調査が行われた結果、須恵器窯4基が調
査されている。丘陵の南斜面を利用して営まれた窯跡であるが、総じて遺存状態は良くない。
1号窯は煙道部が僅かに残存するのみで遺物も確認されていない。
2号窯は現存長3.7m、最大幅1.9m、煙道部幅0.75m、傾斜角21°の規模であった。焚口部分が削平を受けているため、本来の
全長はさらに長かったと考えられる。窯体内には、焼き台として石や甕胴部破片が利用されていた。甕胴部は外面に平行叩
き、内面は青海波文を丁寧に磨り消したものと、半磨り消ししたものの2種が確認されている。又、床面から天井部にカキ目調
整を施す蓋杯が出土している。
3号窯は現存長4.7m、最大幅２ｍ、床面傾斜角19°を測るもので、2号窯同様、焼台として石や甕体部片が利用されている。
甕に見られる特徴は、2号窯と同様であった。
4号窯は遺存状況が極めて悪く焚口部の一部が残っていたにすぎない。出土した甕の破片は、内外面共に磨り消し調整が施
されるもの、内面には青海波文を僅かに残すもの、内面は丁寧に磨り消すもの等が知られている。又、器台と考えられる破片
も検出されている。

（７）奥ｹ谷窯跡
岡山県総社市に所在する窯跡である。窯体は床面の一部が残る程度とその残存状況が悪いが、状況から比較的規模の小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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窯が想定されている。窯内部から少量ではあるものの遺物が検出されている。周辺部の調査結果からも単独で操業されたもの
と考えられている。出土した須恵器は、甕、壺類が大半を占め、高杯や器台が僅かに含まれている。中でも器台は小さな破片
であるが、組紐文が施されたものが見られる。

（8）城山2号窯（図36～37）
愛知県尾張旭市に所在する窯跡で、1976年に発掘調査が行われている。窯は全長7.5m、最大幅1.3m程の登り窯であること
が判明している。焼成部中央部での床面傾斜角は30°余りであった。灰原は焚口以下に扇状に広がりを見せ、多くの遺物が包
含されていた。
出土した須恵器には、無蓋高杯、蓋、蓋杯、壺、甕等が見られる。

（9）大蓮寺窯（図38）
宮城県仙台市原町に所在する窯跡で、1975年に発掘調査が実施されておりその内容が明らかとなっている。東日本に於いて
唯一の初期須恵器窯である。比較的硬い凝灰岩質の地山を掘り込んで構築された登り窯で、焼成部から煙道部分が残存してい
た。残存長は3.6ｍ～4.0m程度、幅は1.45m～1.65ｍ程であった。全体的に幅に大きな変化がなく、寸胴形を呈している。床面の
傾斜角は8°～12°で煙道に近づくにつれ傾斜角を増す。後世の削平が大きくため、その構造は明確でないが、地下式の登り窯
の可能性が高いものと判断されている。
出土した須恵器は300点余りである。主な器種は高杯、椀、𤭯、器台、壺、甕等が確認されている。器台は脚基部から大き
く広がる鉢部で、外面に2条1対の稜線を二段にわたって巡らして文様帯を画している。中には櫛描波状文を施文するものであ
る。鉢部は深く端部には凹線を巡らせている。壺には所謂二重口縁の形態を取るものが含まれている。体部内面は丁寧な磨り
消し調整が施され、当て具痕跡を磨り消している。また、甕の一部には、胴部外面に平行叩きを磨り消す凹線が見られるもの
がある。この凹線が螺旋上に巡るものかどうかは解らない。
何れにしても、今のところ初期須恵器窯としては、東北地方に1基だけ、飛び離れて存在している点は、その成立背景を含
め極めて重要である。
以上、初期須恵器窯として調査が行われた主要なものについて、その内容について概観してきた。
これらの成果から判る諸点に就いて、簡単にまとめておきたい。
先ず、初期須恵器窯の生産品目として、各窯に於いて最も重点的に生産が行われたものは、大甕だと言えるであろう。土師
器では対応不可能であった大容量、特に液体の貯蔵を可能にした点で、重要視されたものと考えられる。特に大甕の製作技術
の面からは、その初期に限り底部に絞り込みの閉塞技法が見られる点が注意出来よう。この技法を主に用いて大甕を生産する
窯は、三谷三郎池西岸窯跡、陶邑TG232窯跡が挙げられ、上町谷窯跡でもその可能性が指摘されている。この技法は、伽耶地域
では一般的に見られるものであるが、この技法を用いた大甕を生産した窯跡の分布からみて、北部九州から瀬戸内沿岸を経由
し陶邑地域まで伝播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この底部に絞り込み技法を持つ大甕の分布は、窯跡以外では和歌山県紀ノ川下流
域での発見事例が多い事が知られている。何れにしてもこの技法を持つ甕は、極めて限られた地域で生産されている可能性が
高く、窯跡以外で出土した場合に、生産地をある程度特定できる要素の１つと考えられる。
次に、同じ陶邑窯跡群内のTG232窯とTK73窯ではその生産器種組成に大きな差異が認められる。
TG232窯では杯類は数えるほどしか出土しておらず、その形態も各個体間の差異が大きい。それに対し、TK73窯では基本的
に土釜形の杯身が基本となり、その数も一定量が知られている。それと共に、TK73窯を始めTK87窯等、杯類を生産している窯
跡では甑の生産が行われているがTG232窯では未検出である。また、TG232窯では杯類は少ないものの、それに代わって高杯類が
多く生産されると言う器種組成の特徴を示す。この様に、陶邑窯跡群と包括される須恵器生産地の中でもその出自・系譜が異
なっている点は初期窯の大きな特徴と言えるだろう。
また、仙台市大蓮寺窯の様に、極めて離れた地域に1基のみ単独で出現する背景は、その地域の古墳の動向と密接に関係し
成立するものと考えられる。この時期に築造される前方後円墳の裏町古墳は、須恵器窯成立の要件として極めて重要な位置を
持つものと言えるだろう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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さて、近年、古墳や集落と言った窯以外の調査で発見される須恵器の中に、形状、焼成、胎土等の面から従来発見されて
いる窯跡の製品とは趣を異にする初期須恵器が、数多く知ら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
此処では、その様な地域色と考えられる特色を持つ須恵器が出土した遺跡の中で、その近辺に於いての初期須恵器生産が確
実視されている地域の資料を抽出し紹介しておく事としたい。何れも、窯本体に関しては未発見、未調査であるものの、ほぼ
当該地域内での生産が行われている蓋然性が極めて高いと考えられる資料群である。

Ⅲ. 初期須恵器の持つ地域色からみた初期須恵器窯
ここでは、生産遺跡以外から出土した初期須恵器を通じ、その地域での初期須恵器生産の可能性を探る事とする。前述の様
に、近年の発掘調査の深化に伴い、地域色とも言える特色を持った初期須恵器の検出が相次いでいる。
此処では、この様な特色を持つ初期須恵器の出土が一定量認められる地域の幾つか取り上げ初期須恵器生産の可能性に就い
て考えてみたい。

大阪府 茄子作窯（図39～40）28)
茄子作遺跡は大阪府枚方市茄子作南町に所在する縄文時代から中世に至る複合遺跡である。2004年～2006年にかけて発掘
調査が行われ、検出された開析谷内から多量の初期須恵器が検出されている。窯本体は確認できなかったが、廃棄ないしは灰
原から転落したと考えられる須恵器類が窯体破片と共に出土している。出土した須恵器には、杯、高杯、把手付椀、甑、𤭯、
壺、器台、大甕等が確認できるが、その出土量は圧倒的に壺、甕類が占めている。特に窯でしか見られない窯体破片が出土し
ている点と共に、融着した須恵器片や焼台として使用された須恵器片や石材等が含まれていると言う状況から、明らかにこの
近傍に窯が存在したものと考えて良いであろう。窯の位置は、地形的に見て近接する段丘崖部に築窯されていた可能性が考え
られる。
大甕口縁部は端部直下に断面三角形の凸帯を巡らすもので、端部は丸みを持って納めるものと、面をなすものの二種類が見
られる。体部外面に見られる叩き目は、正格子、斜格子、平行があり、縄蓆文は確認されていない。内面は僅かに当具痕跡を
残る部分も見られるが、板状工具などによりナデが施され、丁寧にスリ消されている。
器台は後円部端部で屈曲、外反するものや直線的に後円部に至るものなどが含まれている。鉢部外面には櫛描波状文、綾杉
状の櫛描列点文、竹管文等が施文されている。
茄子作遺跡の所在する当該地域では、交北城の山遺跡（枚方市）、楠遺跡・長保寺遺跡・讃良郡条里遺跡（寝屋川市）、蔀
屋北遺跡・中野遺蹟・奈良井遺跡（四条畷市）、堂山1号墳（大東市）等、少なからず初期須恵器の出土が知られてきている。
これらの須恵器に関して、形態・胎土・色調等から見て明らかに陶邑窯産と判断する事を躊躇する資料が多く含まれている。
この状況からすれば、上町谷窯の様に、群構成をなさず単独乃至は2、3基といった少数基で営まれた須恵器窯が、淀川東岸の
北大阪地域に於いて存在していた可能性は極めて高いと判断して良いであろう。

奈良県
ウワナベ古墳 29) は奈良県奈良市法華寺町に所在する全長205.4ｍ、後円部径128ｍ、高19.8m、前方部幅129.5ｍを計測する大
規模な前方後円墳である。この古墳の西側造出しから初期須恵器や籠目土器、ミニチュア土器、魚型土製品等が採集されてい
る。恐らく造り出しに於いて葬送儀礼に伴い供献された土器群と考えられるが、問題は須恵器にある。発見されている須恵器
には杯、器台、壺等各種器形が確認できるが、何れも還元焼成され灰色を呈する部分も見られるものの、全体的にその焼成は
甘く、色調からは土師器に近いものが含まれる。更に、埴輪に施されるのと同様にベンガラが塗布されたものが含まれる事が
知られている。この古墳に樹立された埴輪類は須恵質で器表面にベンガラを塗布したものが確認されている。この様に、埴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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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須恵器に同一の手法が確認出来、須恵器は埴輪工人がその生産に関与した状況を具体的に示す好資料だと言えるだろう。
さて、ウワナベ古墳造り出しに見られる須恵器類は型式的に見るとTK216型式の範疇でとらえられるものであるが、これら
は何処で生産されたものであろうか。この点を考える上で興味深い調査結果がある。ウワナベ古墳が立地する台地部北側に
は、数多くの古墳が築かれ、数次にわたる発掘調査も実施されてきている。これら一連の発掘調査の中で、台地部分から東へ
と下がる谷地形が調査されている。その谷内埋没土の中から初期須恵器片と共に、焼成不良の埴輪片等が多数発見されてい
る。正に失敗品を投棄したような状況から、ウワナベ古墳北側一帯に広がる丘陵地域一帯には、当時は須恵器を焼成していた
窯が築かれていた可能性を考慮しておく必要がある30) 。
現在に至るまで奈良県内で初期須恵器の窯は検出されていない。然しながら、その可能性を持つ地域は、このウワナベ古墳
近辺以外にも散見される。近年、急速に調査が進行し、数多くの初期須恵器が出土している御所市から五条市にかけての葛城
地域は、その候補の一つと言える。

和歌山県（図43～46）
和歌山県の紀ノ川流域は、古墳時代に於いて朝鮮半島系の文物が特に際立って発見される地域である。特に馬冑を出土した
事で良く知られる大谷古墳や陶質土器がまとまって発見された六十谷遺跡、更には岩橋千塚古墳群等が紀ノ川を挟んで両岸に
分布している。
楠見遺跡 31) は紀ノ川北岸の和歌山市大谷に所在する遺跡で、小規模な発掘調査ながら多量の初期須恵器を出土した事で著
名である。また、出土した須恵器は、その形態や文様構成に於いて、従来知られている須恵器とは大きく異なった特徴を持っ
ており、韓半島の陶質土器との強い関係が指摘されてきている。
1996年、学校建設に伴う調査で発見されたもので、発掘面積が狭いものの遺跡の一端が明らかとなっている。顕著な遺構は
検出されていないが、黒色の遺物包含層から多量の須恵器が発見されている。出土した須恵器類には器種として大型甕、壺、
大型器台、筒型器台、無蓋高杯、蓋杯、𤭯、間仕切りを持つ台付鉢等、各種の器形が知られている。
この遺跡で大きな特色を有する遺物は、大型の鉢形器台にある。中でも大型器台には、鉢部内面の端部直下に、断面三角形
を呈する突帯を一条巡らすと言う大きな特徴を持っている。外面は櫛描波状文、鋸歯文、組紐文等で装飾され、帯状の貼り付
け文を持っている。更に大甕には横位の平行叩きが認められ、肩部に突起を張り付けたものが見られる。この様な諸特徴は、
陶邑窯を始め他地域の初期須恵器の中には確認されていない。

兵庫県
兵庫県地域では瀬戸内海に流れ込む河川毎に極めて地域色豊かな数多くの初期須恵器の出土が知られている。兵庫県下では
今のところ確実な初期須恵器窯は未発見である。神戸市で発見された出合窯跡は窯構造を有し、発見された土器は器面に叩き
目を有するものであったが、出土した土器自体が瓦質であるという点からも、須恵器の陶質の焼き上がりとは大きな差異を持
っている。須恵質焼成の技術が伝播する以前のものと考えるのが自然である。
この様な窯は、現在では稀で、今後、同様のものが検出される可能性は否定できないものの、直接的に須恵器生産の契機に
なるものでは無いであろう。
さて、ここに紹介する資料は、何れも古墳を中心とした資料で窯関連の資料ではないが、極めて大きな特色を持つものとし
て紹介しておく。以下の4基の古墳から出土、採集された資料を通じて、当該地域における初期須恵器生産の可能性を検討して
おきたい。

（１）赤穂市蟻無山1号墳（図41）32)
兵庫県赤穂市の千種川左岸、矢野川との合流点北側に平野部に延びる小丘陵があり、その丘陵上に営まれた古墳群の内の
1基である。この丘陵頂部には、直径約50mの帆立貝式古墳である1号墳と隣接して2・3号墳が確認されている。この内、1号墳
からとされる須恵器を挙げておく。1号墳のものとされる須恵器には、器台3点とはそう等がある。器台は鉢部外面に鋸歯文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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持つものや、磨り消しを行ったような波状文が見られる。器台脚部にのみ見られる文様は、流水文の様なU字形を繰り返す波
状文で類例の乏しいものである。

（２）相生市宿禰塚古墳（図41）33)
兵庫県相生市那波野に所在する直径40m余りの造出付円墳で、周囲には周濠が巡り、埴輪を伴っている。造出しから数多く
の須恵器が採集されている。採集された須恵器は、壺、台付有蓋壺、器台等が確認でき、その出土位置からしても恐らく供献
土器と考えられる資料である。発掘調査が行われていないため、埋葬施設等に関する情報は無い。
中でもほぼ完形に復元された台付有蓋壺は、壺部肩に櫛描組紐文、体部下半には極めて不整な斜格子文を施文している。
余りにも企画性に乏しいラフな描き方を示しており、極めて特徴的な土器である。これ以外にも、鋸歯文内を斜線で埋めた可
能性のある破片なども見られるが、鋸歯文に成り切れていない曖昧な施文が行われており、正に文様を正確に理解することな
く模倣した感が拭えないものである。また、埴輪にも叩き技法が見られるものがあり、埴輪工人と須恵器工人との関係が窺え
る。
また、甕の中には、近隣に所在する黍田古墳群 34) 出土品と極めて類似するものがある事が指摘されている。

（３）姫路市宮山古墳（図42） 35)
兵庫県姫路市四郷町坂元に所在する直径約30m、高さ4m余りの円墳で、測量調査の結果、造出が取り付くものと考えられて
いる。墳丘からは埋葬施設として3基の竪穴式石室が発見されている。北にある第1主体は、凝灰岩割石小口積のもので、既に
盗掘されていた。南にある第2主体は凝灰岩割石を乱雑に積み上げたもので、長さ3.2m、幅1.2mを測るものであった。石室内部
には箱形木棺を埋置したものと考えられ、様々な副葬品が検出されている。垂飾付耳飾1対、爬竜鏡・玉類や多量の鉄製品等と
共に有蓋短脚高杯1点が出土している。
更に、その下層から第3主体が発見されている。石室は凝灰岩割石と川原石を積み上げたもので、長さ3.4m、幅1.1mを測る
ものであった。木棺内からは画文帯神獣鏡、垂飾付耳飾1対、各種玉類などが、棺外からも武器、武具類、馬具等と共に須恵器
杯、無蓋高杯、把手付無蓋高杯、𤭯、壺、器台や土師器壺が出土した。特に大きな特徴を持つものとして平底の杯身が挙げら
れる。受け部を持たず蓋を伴うものでない点、陶邑窯TG232やTK73に類例を求める事が出来ない。また、把手付無蓋高杯、壺、
器台、𤭯に関しては胎土、焼成を始めとして製作技術の面からも同一窯の製品と考えられる。

（４）印南野２号墳（図42）36)
兵庫県加古川市に所在した前方後円墳の可能性が考えられている古墳で、1964年に発掘調査が行われ竪穴式石室が検出され
た。石室内から武器・武具・馬具・工具等と共に初期須恵器が発見されている。器種としては無蓋高杯２点、𤭯２点、双𤭯の
合計5点が出土している。この中で注目すべき遺物は、口縁部と胴部上半に豆粒状と棒状の貼り付け装飾が施された𤭯と、２つ
の𤭯を連結部分の両側に脚を付した脚付二連𤭯とも呼ばれるものである。
前者の様に、器面装飾法として浮文を添付する事例は、極めて限られており、陶邑窯でも基本的には見る事が出来ない。双
𤭯に関しても古墳副葬品である事を考慮したとしても極めて特殊な器形であろう。
此処で取り上げたのは、極めて限られた資料ではあるが、今迄に明らかとなっている初期須恵器窯出土品とは、異質な部分
を持った土器群であると言えよう。
これらの初期須恵器が出土した各古墳をみると何れも5世紀前半に築造されたもので、兵庫県下を瀬戸内海に向かって流れ
る市川、揖保川、千種川流域に於いて各地域最大の円墳と考えられている。この様な大型円墳の築造を契機として初期須恵器
生産が、それぞれの地域に導入された可能性が高いものと考えられる。
以上、代表的な古墳出土の初期須恵器を取り上げたが、これ以外にも加古川市に所在する東沢1号墳の資料等を挙げる事が
出来る37)。本墳の造出付方墳で、その造出部分から形象埴輪類と共に初期須恵器等が数多く出土している。出土した須恵器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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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で、最も注目出来るものに筒形器台がある。脚部の各段には鍵形の透かし窓が開けられている。この透かしの形状は咸安地
域に見られる火焔型の透かしを彷彿とさせるもので、恐らくそれを模倣したものと考えて良いであろう。然しながら、充分に
その形状を模倣しきれておらず、その形態は明らかに異なったものとなっている。
この様な各地域出土の資料を通じ、現在までに窯が未発見の地域に於いても、初期須恵器生産が開始されていた蓋然性が
極めて高いとの判断をし得る環境になりつつある。此処で陶邑窯との生産様相が大きく異なる点は、いずれも岡山県奥ｹ谷窯や
ST32窯に見られるように、1基或いは数基程度が圧倒的に多く、４基が確認されている山隈窯は大規模なものであろう。然しな
がら、何れもその操業は短期的かつ小規模な経営である可能性が極めて高い点にある。少なくとも陶邑窯に於いては、初期須
恵器生産開始後、古墳時代を通じて生産は拡大・発展を遂げていくが、各地域に見られる初期須恵器生産は、恐らく一過性の
生産に終始し後に後続、発展していく気配は感じられない。此処に中枢窯としての陶邑の須恵器生産の在り方と地方のそれに
は、大きな差異があるものと思われる。その成立を含めその背景の差が反映されたものであろう。
それぞれの地域で、成立したと考えられる初期須恵器には、朝鮮半島との直接交渉の結果成立した可能性が極めて高い地域
と、陶邑窯での生産を踏まえた上で成立した可能性の高いものと言う大きくは2つの系統が考えられる。
前者の代表事例としては、和歌山市楠見遺跡出土の須恵器類が挙げられよう。楠見遺跡出土の鉢形器台に見られる口縁部内
面に見られる突帯の存在は、金海地域の鉢形器台の影響を受けて成立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更に、筒形器台に見られるその
形状や帯状の貼付文等の諸要素は、大伽耶地域の筒形器台に普遍的に認められるものである。この様に伽耶の諸地域の要素を
部分的に取り込む形で生産されたものと考えられる。
他地域に於けるこの様な事例は、福岡県の小隈・山隈の窯跡群等にも見られ、周辺の池ノ上、小寺墳墓群の須恵器副葬状況
等と併せて直接的な受容の結果とみる事が出来よう。
また、大甕の製作技法として底部に絞り込み技法は、その生産初期の窯に限られており、濁り池窯までは残存する技法であ
ろう。初期にこの技法を採用している窯は、直接的に伽耶からの影響のもとに成立している可能性が高いであろう。
この様な直接的交渉の結果と考えられる事例は、現時点ではその分布は限定的であり大多数の初期須恵器窯は、陶邑窯の製
品の中にその系統を求める事が出来るものである。言わば中枢窯である陶邑を経由する事で、各地域は日本的に熟された製作
技術や器種を踏襲する事ができ、生産当初よりある程度スムーズな操業を行う事が可能となったと考えられる。各地域に突然
に陶邑に系譜を引く初期段階の窯が成立する背景には、それぞれの地域勢力との関係の中で、技術移転が行われたと考えるの
が自然であろう。

Ⅳ. 初期須恵器生産と物流拠点
須恵器生産地である窯から需要先へどの様に製品が運ばれたのかは、消費地での在り方と併せ、その供給範囲を知る上でも
重要な課題である。この点を考える上で参考になるのが須恵器流通に関する物流拠点と捉えられる遺跡の発見である。
生産品の物流に係る可能性を指摘された遺跡としては、陶邑窯跡群内で調査が行われた陶邑・深田遺跡 38) が調査事例の早
いものとして良く知られている。陶邑の領域内では、この様な遺跡が時期を越えて多く知られるようになって来ており、倉庫
と考えられる建物と共に焼成不良品等が多数検出されている事から、製品の峻別といった事も行われていたものと考えられて
いる。
同様の性格を持った遺跡は、陶邑窯以外の地域でもその存在が知られつつある。
大阪府豊中市に所在する利倉西遺跡 39) は、大阪府と兵庫県の境界を流れる猪名川が、大きく蛇行する内側に形成された微
高地上に営まれた遺跡で、弥生時代後期から奈良時代に至る各種の遺構が重複した大規模な集落遺跡である。この中で、最も
重要な時期は古墳時代中期に形成された遺構群である。この遺跡からは、旧河川の周囲に広がる低湿地部に極めて大量の初期
須恵器が集積された状況で出土している。中には須恵器を厚く積み上げた出土状況を呈する部分もあり、正に集積地として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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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格を帯びるものであった。検出された須恵器は、大半がTK73型式からTK208型式に至る複数型式を含むもので、器種としては
蓋杯、高杯、𤭯、把手付椀、器台、筒形器台、壺、大甕等が含まれており、各種器形が揃っていると言える。この遺跡の立地
を見た場合、猪名川と言う大阪湾に流入する河川を運搬手段として利用する事で、様々な物資を一旦集積し、そして周辺各地
へと再配分した機能を持っていたものと考えられる。つまり、利倉西遺跡は、様々な物資供給上の拠点集落として重要な位置
を占めていたもの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
先にも触れた和歌山市楠見遺跡も同様の状況を示すと言える。楠見遺跡は紀ノ川北岸の下流域に立地している。1969年に
発掘調査が行われ、その内容が明らかとなっている。調査面積が狭く顕著な遺構を検出するには至っていないが、発掘区に広
がる黒色の遺物包含層から多量の初期須恵器が検出されている。出土した須恵器は、器種として蓋杯、𤭯、間仕切りを持つ台
付鉢、大甕、壺、鉢形器台等が知られており、それと共に土師器類も出土している。楠見遺跡は紀ノ川旧河川の流路復元から
すると、遺跡から指呼の距離にその河岸が想定されており、物資運搬上からも交通至便の地が選択されている状況が伺える。
楠見遺跡の周辺に立地する鳴滝遺跡からは同時期の掘立柱建物の倉庫群が整然とした配列で検出されたおり、紀ノ川下流域で
の物流システムを相互補完する一連の遺跡として評価できよう40) 。
奈良県葛城市に所在する竹内遺跡 41) は、大阪府から竹内街道を抜け大和盆地が眼前に広がる山裾部に立地している。数次
に及ぶ調査では、調査面積が狭いこともあり大溝等が検出されているにすぎないが、今後、周辺部の調査が進めば、集積地に
付随する倉庫群等の関連遺構の検出も期待される。検出した溝の内部からは、初期須恵器、土師器、製塩土器等が大量に出土
している。検出した須恵器には、蓋杯、有蓋高杯、無蓋高杯、把手付椀、𤭯、樽形𤭯、壺、器台、筒形器台、大甕等の各器種
が確認できる。型式から見るとTK73型式～TK208型式に至る複数型式が混在しており、それらに先行する可能性を持つ資料も散
見される。出土した須恵器は全て陶邑窯にその類例が確認でき陶邑窯の生産品が、陸路で大阪側から奈良県側に持ちは運ばれ
る上で、物資集積場としての機能を有していたものと考えられる。
同じく奈良県下では、盆地内部に物資を受け入れた拠点と考えられる遺跡が複数確認できる。県北部に位置する生駒市壱部
宮ノ前遺跡 42) や盆地南部の御所市巨勢寺下層遺跡 43) 等である。特に巨勢寺下層遺跡からは、大甕の底部に絞り込み技法かと
見られる資料があり、紀ノ川を運搬ルートとして紀ノ川下流域で生産された須恵器が搬入されている可能性が高い。
以上の様に、近年、この様に古墳時代の物流拠点と考えられる遺跡が、数か所で発見されてきている。何れも河川に近接す
る立地、或いは峠越えと言った交通の要衝部に当たっていると言う共通点が見られる。この様な物資集積に係る遺跡は、物流
の面からも生産遺跡周辺域には立地している可能性が高いものと思われる。その地域の生産物を集約する物流関係遺跡から出
土する須恵器の分析を通じて、今後は生産遺跡である窯の供給範囲やそのルートが解明されるものと期待される。

Ⅴ. おわりに
古墳時代中期、日本列島に伝わった陶質の土器生産技術は、それ以降急速に列島各地に広がって行くこととなる。古墳時代
中期に於いて須恵器生産の中核が陶邑窯にある点は、その規模と継続性から見ても否めない。初期の須恵器生産の様相は、複
雑で中枢をなす陶邑窯内においてでさえ一律ではない。
陶邑窯跡群内での初期須恵器窯の状況は、TG232・231窯の主な製品は、伽耶地域の中でも洛東江下流域と咸安地域にその類
品を多く確認出来るのに対し、TK73窯では杯類が多くその系譜が明らかに異なっている。寧ろ、全羅道地域との繋がりを意識
させるものである。
然し、TG232窯に杯類が全く欠如する事は無く、又、𤭯といった伽耶地域ではなく全羅道地域に主体がある器種併せても生
産されている。この様な状況からは、同一地域内の窯であっても或いは同一の窯であっても、その生産初現期は異なる様々な
地域から器形を始め器種等の情報が導入されたものと考えられる。その後、TK73窯の組成が後続生産されて行く器種組成候補
として選択され、後の須恵器の母体として日本化が進行し、須恵器としての形態が確立されて行く事となる。その日本化が最
も整った形で完成するのがTK208型式段階に当たるのであ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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須恵器生産導入期に限り、この様に多様な系譜を持つ土器が生産されている点は、正に揺籃期の様相を示すものと言える。
こうした多様な器種、器形の中から、徐々に選択的に受容され須恵器として定型化していくものと考えられる。陶邑窯に於い
て初期須恵器の器種として一般的に生産されている樽形𤭯、甑、鍋、把手付椀、筒形器台といった器種は、それぞれその生産
期間の消長に差はあるものの、ほぼ5世紀代の中で消滅、生産を終了する。これも、より日本的な器種へと順次その選択が進み
淘汰されていった結果と考えられ、最終的には捨て去られる器種であった。定型化が確立したTK208型式段階に至り、これ以降
継続していく器種組成に関しては、ほぼ完成したと言えようよう。これに続くTK23型式段階以降は、各地で陶邑窯をモデルと
した須恵器が盛んに生産され地方窯の盛行期を迎えることとなる。勿論、この時期の地方窯の製品には、多少の地域色は見ら
れるものの、全体として陶邑窯と器種組成、器形に大きな変化は見られないと言って良いであろう。
近年の調査では、奈良県橿原市新堂遺跡 44) から多量の初期須恵器乃至は陶質土器と考えられる資料が出土している。従来
から、この地域一帯は、脚部に火焔形透かしを持つ無蓋高杯等が出土し、咸安地域由来の土器が数多く出土している地域でも
あった。また、周辺部に目を向けると同じく橿原市南山4号墳45) からは、脚付騎馬人物像が出土しており、咸安地域に起源を
持つ遺物が色濃く分布している事が判る。
今後、この様な地域に於いても、陶邑窯を経由せず朝鮮半島から直接的に受容され成立した生産遺跡が存在する可能性は否
定できないであろう。
初期須恵器の生産遺跡は、更に発見される可能性は極めて大きいと言える。そして、その成立に当たっては朝鮮半島からの
直接的な影響のもと操業が開始されるものと、陶邑窯あるいは先に成立している地方窯の波及・伝播として捉えられるものと
する少なく見ても二系統が考えられる。何れにしても、前者の事例は限られており、福岡県の朝倉地域と言った地理的に半島
に近い窯や、畿内への重要ルートである瀬戸内海に接する地域、紀ノ川下流域の様に他の文物を通じてもその関係が深い地域
などがその好例であろう。それに対して、大半の初期須恵器生産地は後者に当たるものと思わ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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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竹内遺跡第13次発掘調査概報』「奈良県遺跡調査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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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冊」
橿原市教育委員会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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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面 1> 陶邑窯跡群TG232号窯（1）

<図面 2> 陶邑窯跡群TG232号窯（2）

<図面 3> 陶邑窯跡群TG232号窯（3）

<図面 4> 陶邑窯跡群TG232号窯（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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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面 5> 陶邑窯跡群TG232号窯（5）

<図面 6> 陶邑窯跡群TG232号窯（6）

<図面 7> 陶邑窯跡群ON231号窯（1）

<図面 8> 陶邑窯跡群ON231号窯（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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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面 9> 陶邑窯跡群ON231号窯（3）

<図面 10> 陶邑窯跡群ON231号窯（4）

<図面 11> 陶邑窯跡群ON231号窯（5）

<図面 12> 陶邑窯跡群ON231号窯（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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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面 13> 陶邑窯跡群ON231号窯（7）

<図面 14> 陶邑窯跡群ON231号窯（8）

<図面 15> 陶邑窯跡群TK73号窯（1）

<図面 16> 陶邑窯跡群TK73号窯（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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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面 17> 陶邑窯跡群TK85号窯（1）

<図面 18> 陶邑窯跡群TK85号窯（2）

<図面 19> 陶邑窯跡群TK87号窯（1）

<図面 20> 陶邑窯跡群TK87号窯（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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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面 21> 陶邑窯跡群TK13号窯（1）

<図面 22> 陶邑窯跡群TK13号窯（2）

<図面 23> 陶邑窯跡群TK13号窯（3）

<図面 24> 陶邑窯跡群濁り池窯（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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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面 25> 陶邑窯跡群濁り池窯（2）

<図面 26> 陶邑窯跡群濁り池窯（3）

<図面 27> 陶邑窯跡群濁り池窯（4）

<図面 28> 陶邑窯跡群濁り池窯（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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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面 29> 陶邑窯跡群濁り池窯（6）

<図面 30> 陶邑窯跡群濁り池窯（7）

<図面 31> 陶邑窯跡群上代窯

<図面 32> 一須賀2号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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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面 33> 吹田窯跡群ST32号窯

<図面 34> 山隈窯跡群

<図面 35> 居屋敷窯

<図面 36> 城山窯（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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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面 37> 城山窯（2）

<図面 38> 大蓮寺窯

<図面 39> 茄子作窯（1）

<図面 40> 茄子作窯（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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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面 41> 宿禰塚古墳

<図面 42> 上：姫路宮山古墳、下：印南野２号墳

<図面 43> 楠見遺跡（1）

<図面 44> 楠見遺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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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面 45> 楠見遺跡（3）

<図面 46> 楠見遺跡（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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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열도의
초기 스에키 생산

Ⅰ. 머리말

고분시대 중기, 일본열도는 한반도로부터 다양한 기술을 전파받았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의 하나로서
스에키 생산 기술을 들 수 있다. 이 경질로 보수성(保水性)이 뛰어난 토기 생산 기술은 일본의 요업사 뿐만
아니라 문화사면에 있어서도 매우 획기적이었다. 스에키는 생산이 시작되면서 순식간에 열도 각지로 급속
히 확산, 침투해 나가게 되었다. 생산에서는 대규모이면서 본격적으로 구축된 아나가마(窖窯:등요의 일종)
의 구축 및 제작 시의 회전대 사용 등 기존의 토기 제작 기술과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었다. 특히 가마 내에
서 고온 소성되어 견고하고 치밀하여 보수성이 뛰어난 제품의 완성도는 야요이 토기, 하지키로 이어지는 토
기 소성 기술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기술 체계였다. 특히 등요[窖窯]을 사용한 것으로, 그 소성 온도를 1000
∼1200도까지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 소성 마지막 단계에서 가마 내부의 산소를 차단함으로써 생기는 환
원염에 의해 최종적으로 청회색이라는 독특한 색상을 가진 토기가 만들어진다. 이 경질이고 치밀하며 내구
성이 뛰어난 도기의 출현으로 인해 지금까지 충분히 이룰 수 없었던 액체 저장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
게 되었다. 초기 스에키 가마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것은 액체 저장 측면에서 큰 기능을 발휘한 대옹이었다.
용량 300ℓ에 이르는 대옹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이 점을 증명한다. 따라서 액체를 비롯한 다양한 저장에
관해서는 스에키가, 일상생활에 관한 취사는 하지키가 사용되게 되어 각각의 그릇이 가지는 특성에 맞는 기
능 분화가 진행되었다. 토기에 의해 용도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초기 스에키」란 용어에 대해 다나베 쇼조(田辺昭三) 씨는 「일본에서 스에키 생산이 시작된 때
부터 지방 가마가 성립하기까지의 최초 수십 년간 스에키는 스에무라(陶邑)와 그 주변에서 일원적으로 공급
되어 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제한된 시기의 스에키를 일괄하여 초기 스에키라고 부른다.」고
처음으로 정의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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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노 코소(植野浩三) 씨는 이에 대해 「초기라는 한정된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초기 스에키는 정형화
이전 스에키, 즉 일본에서 스에키 생산이 시작하고 규격화 될 때까지의 스에키(TK73·TK 216형식)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며 TK73·216 형식을 정형화 이전의 스 에키로 보았다.2)
이후 다나베씨도 「스에키의 정형화를 가지고 초기 스에키의 종언이라 한다면 엄격하게 말하면 TK208
형식의 전반 단계까지를 초기 스에키의 범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3)고 했다.
초기 스에키에 관해서는 이미 TK73 단계에서 정식화, 일본화되는 견해4)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곳에서는 생산 시작 시점에서 확실하게 정형화한 것으로 보인 TK208 이전 스에키인 TK216 형식까지의 가
마를 포함하고 싶다.
스에무라 오바데라(大庭寺)유적 TG232·231호 가마의 조사 이후, 초기 스에키 가마의 새로운 발견은
오사카시 우에마치다니(上町谷) 가마 등이 약간 알려진 있는데 그 조사 사례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기존
의 초기 스에키 가마 출토 자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히 최근 가마터 이외의 초기 스에키 출토
품을 통해 생산의 장소인 가마의 존재가 강하게 인식되어온 지역을 그 대상에 포함하고, 또한 물류의 거점
이라고 주목받는 유적도 시야에 넣어 일본 열도의 초기 스에키 가마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정리해 나가고자
한다.
지금은 스에키 생산을 행한 가마 본체의 검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취락이나 고분에서 출토된 초기 스
에키 중에 분명한 스에무라산은 형태와 문양, 태토 등으로 그 분위기를 달리한 제품군이 높은 밀도에서 출
토된 지역의 존재가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마터 이외 출토의 초기 스에키 자료 검토를 통해 각 지역에서 현
지에 자체 생산이 거의 확실시 되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초기 스에키 생산의 가능성을 생각
할 수 있는 지역은 스에무라 가마 내지는 이미 발견된 초기 스에키 가마 제품군과의 비교에서 그 유사성이
부족한 면을 부분적 으로 가지며, 말하자면 지역색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 특색을 가진 초기 스에키가
많이 출토되는 지역이 그 공통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스에키가 가지는 큰 특징의 하나는 지역을 넘어 그 형태와 기법에 강한 유사성을 가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특징을 고려하더라도 지역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개성을 발휘한 것이 많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지역색이 있는 특징을 가진 초기 스에키가 고밀도로 출토되는 지역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각 지
역에서 초기 스에키 가마 생산 가능성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다. 이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명
확하게 알고 있는 초기 스에키 가마의 분포에만 얽매이지 않고, 지역의 실태에 입각한 해당 기간의 초기 스
에키 생산의 실태에 대해서 보다 선명하게 하고자 한다.
이미 밝혀져 있는 것처럼, 후쿠오카현의 야마구마(山隈) 가마터·코구마(小隈) 가마터 등은 한반도에서
직접적인 강한 영향으로 성립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 생산물은 지역색이라고 해도 좋은 풍부한 개성
을 보이며, 특유의 초기 스에키를 생산하고 있는 실태가 밝혀지고 있다.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생산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 점을 취락이나 고분 등에서 출토된 스에키를 통해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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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초기 스에키 가마의 실례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일본열도의 각 지역에서 발굴조사가 실시된 초기 스에키 가마 중에서 대표적인 가
마터에 대해서 그 개요를 소개하고, 생산된 대표적인 초기 스에키에 대해서 그 기종 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고분시대 일본열도에서 스에키 생산 측면에서 그 규모와 함께 조업 기간의 길이에서도 그 핵심을
담당한 것은 오사카 스에무라 가마터군이다. 그래서 처음에 스에무라 가마터군에 포함된 초기 스에키 가마
를 열거하고 순서대로 각 지역에서 조업된 가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스에무라 가마터군에 포함된 가마 이외에는 초기 스에키를 생산한 가마로는 현시점에서 다음의 것이 알
려져 있다.
(1) 다이렌지(大蓮寺)가마(미야기현 센다이시)5)
(2) 히가시야마(東山) 111호 가마(아이치현 나고야시)6)
(3) 시로야마(城山)가마(아이치현 오와리아사히시)7)
(4) 스이타(吹田)가마터군 ST32호 가마(오사카부 스이타시)8)
(5) 우에마치다니(上町谷) 1·2호 가마(오사카부 오사카시)9)
(6) 이치스카(一須賀) 2호 가마(오사카부 가난쵸)10)
(7) 오쿠가타니(奥ｹ谷)가마(오카야마현 소자시)11)
(8) 미타니사부로이케니시간(三谷三郎池西岸)가마(카가와현 타카마츠시)12)
(9) 미야야마(宮山)가마(카가와현 미토요시)13)
(10) 이치바미나미구미(市場南組)가마窯(에히메현 이요시)14)
(11) 코구마(小隈)가마터군(후쿠오카현 아사쿠라군 지쿠젠쵸)15)
(12) 야츠나미(八並)가마터군(후쿠오카현 아사쿠라군 미와마치)16)
(13) 야마구마(山隈)가마터군(후쿠오카현 아사쿠라군 미와마치)17)
(14) 쿠마·니시오다(隈・西小田)가마(후쿠오카현 지쿠시노시)18)
(15) 이야시키(居屋敷)가마窯(후쿠오카현 미야코군 미야코마치)19)
등의 가마터(군)이 현재까지 알려져 있다.

1. 스에무라 가마터군
스에무라 가마터군은 오사카부 남부 사카이시(堺市)·이즈미시(和泉市)·오사카 사야마시(大阪狭山
市)·키시와다시(岸和田市)에 걸쳐서 펼쳐진 센보쿠 구릉 일대에 분포하는 일본 최대의 스 에키 가마터군이
다. 센보쿠 구릉은 동서 약 15㎞, 남북 약 9㎞의 광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개석(開析)된 주로 구릉 경사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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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가마가 구축되어 있다. 가마의 축조 시기는 고분시대 중기부터 헤이안시대 초기에 이르는 약 500
년에 이르는 것으로 그 수는 1000기에 육박하는 초대형 스에키 가마터 군이다. 1950년대 이후 개발에 따라
많은 가마터가 조사된 대량의 스에키가 출토되고 있다. 이 가마터군에서 출토된 방대한 스에키 자료를 바탕
으로, 스에키 편년이 수립되어 연대 결정의 기준으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문헌자료에 부족한 고분시
대는 물론, 헤이안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적에 대해 연대 결정의 지표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스에무라 가마터군의 분포는 센보쿠 구릉을 나누어 흐르는 이시즈가와(石津川), 그 지류인 마에다가와
(前田川), 묘켄가와(妙見川), 와다가와(和田川), 카이다가와(甲斐田川), 마키오가와(槇尾川)이라는 소하천에
의해 세분되어 개석된 구릉 지형에 따라 분포지역이 구분되어 있다. 도키야마(陶器山)(MT)지구, 다카쿠라
데라(高蔵寺)지구, 도가(栂)(TG)지구, 코묘이케(光明池)(KM)지구, 오노이케(大野池)(ON)지구, 다니야마이
케(谷山池)(TN)지구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현재는 도미쿠라(富蔵)(TM)지구, 사야마이케(狭山池)(SY)지구
를 추가하여 총 8지구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스에키 가마 중에서 초기 스에키를 생산한 가마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에 대표적인 가마터
에 있어서 그 개요를 정리해 두고자 한다.
(1) 도가(栂) 231호 가마(TG231)20)

TG232호 가마에 인접하여 운영된 가마인데 가마 본체가 위치한 구릉 부분이 이미 크게 삭평되어 있었
기 때문에 본체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래쪽의 골짜기 경사면에 퍼지는 회원(灰原)에 관해서는
양호한 상태로 잔존하고 있다. 회원에는 최대 길이 5.0m, 하단 폭 10.0m, 최대 두께 0.5m로 측정되는 것
으로 부채꼴로 펼쳐져 있었다. 출토된 유물의 총량은 TG232에 비해 적지만 파수부완, 개, 고배, 유개각부
발, 소형호, 유공광구소호, 기대, 호, 대형옹 등이 알려져 있다. 또한 TG232에서 확인되는 배류는 한 점도
출토되지 않는다.
(2) 도가(栂) 232호 가마(TG232)(그림 1∼6)21)

남북으로 긴 설상 구릉의 서쪽 경사면에 세워진 가마로, 가마 본체부는 후세의 삭평으로 대부분 깎여
있어 아궁이와 소성부의 일부가 남아있는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아궁이 다음에 퍼지는 회원은 잘 남아 있
으며, 방대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회원은 아궁이부에서 아래쪽으로 폭 약 5.6m, 두께 0.7m 정도의 규모
로 퇴적되었고, 숯과 재의 퇴적보다 유물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들이 보이고, 부분적으로는 유물이 고조를
보여주며 퇴적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었다. 유물의 총량은 컨테이너 1400박스에 달하고 그 중 가장 많이
검출된 것이 대옹이다. 대옹은 파손품의 개체수가 약 600개체가 있으며, 제품으로 반출된 것을 더하면 그
실태는 700개체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가마의 규모에서 한 번에 10개체 정도, 가령 연간 소성
횟수를 4회 정도로 설정한 경우에는 18여년의 조업 기간이 예상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옹 이외의 기
종으로는 발형기대, 통형기대, 무개고배, 유개고배, 호, 파수부발 모두 약간이지만 배와 유공광구소호 등이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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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노이케(大野池) 231호 가마(ON231)(그림 7∼14)22)

오사카부 사카이시 히시키(菱木)에 위치한 가마로, 1992년에 사면에 펼쳐진 회원부분의 발굴조사가 이
루어져 대량의 스에키가 출토되고 있다. 회원에는 남북 6m, 동서 15m 정도로 펼쳐져 있었고, 그 두께는
40㎝∼70㎝였다.
출토된 스에키는 개배, 유개고배, 무개고배, 파수부완, 발, 시루, 유공광구소호, 유공장군, 통형기대,
기대, 각대부유개호, 직구호(直行壺), 호, 대옹 등이 있으며, 아궁이틀의 출토가 알려져 있다.
(4) 다카쿠라데라(高蔵寺) 73호 가마(TK73)(그림 15∼16)23)

오사카부 사카이시 미나미구에 위치한 가마로, 1965년에 발굴조사가 행해져 가마 본체, 회원 등
의 상황이 밝혀졌다. 가마 본체의 잔존 상태는 아주 좋고, 아궁이부에서 연도부까지 완존하고 있다. 길이
11.4m, 최대 폭 2.4m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소성부는 바닥 경사각 19°로 측정되고 중앙 부분에는 바닥 5
매가 확인되고 있다. 아궁이에서 구릉 경사면을 따라 회원이 확인되고 있는데 일부는 인접해 운영된 TK74
호 가마와 중복되고 있다. 출토된 유물은 배신, 개, 고배, 발, 기대, 완, 유공광구소호, 유공장군, 호, 대옹
등이 확인되며,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옹이다.
(5) 다카쿠라데라(高蔵寺) 85호 가마(TK85)(그림 17∼18)23)

오사카부 사카이시에 위치한 가마터로, 1966년에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다. 초기 스에키를 소성한 가마
본체는 후에 같은 장소에 세워진 가마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었다. 회원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진 가마에 공반
된 초기 스에키가 검출되고 있다. 출토된 스에키는 배신, 개, 유개고배, 무개고배, 유공광구소호, 이중유공
광구소호, 유공장군, 시루, 호, 기대, 대옹 등이 확인된다.
(6) 다카쿠라데라(高蔵寺) 13호 가마(TK13)(그림 21∼23)24)

오사카부 사카이시 챠야마다이(茶山台)에 있는 가마터로, 1994년부터 이듬해에 걸쳐 조사가 실시되었
다. 그 결과 서쪽으로 내려가는 사면 능선 선상에 1기의 가마가 구축되어 있었다. 가마는 연도에서 전정부
(前庭部)까지 길이 14m로 측정된 것으로, 그 잔존 상태는 양호했다.
출토된 스에키는 개배, 무개고배, 유공광구소호, 유공장군, 시루, 편병(提瓶), 발형기대, 통형기대, 호,
옹 등이 알려져 있다. 이 유적에서 TK216형식과 병행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중에서도 출토된 편병은 현
재 알려진 것 중 가장 오래된 자료로서 편병이 이 시기에 출현하는 기종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7) 니고리이케(濁り池窯) 가마(그림 24∼30)25)

오사카부 이즈미시 츠루야마다이(鶴山台)에 소재한 스에키 가마터로, 1966년에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그 전모가 밝혀져 있다. 가마는 연소부에서 연도까지 잘 남아 있으며, 지반을 파고 만든 반지하식 구조인 것
이 밝혀졌다. 길이 8.53m, 최대 폭 1.9m로 측정된다. 바닥면의 경사각은 연소부 부근에서 15°로 완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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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점차 각도가 증가하여 연도 부근에 이르면 34°정도 된다. 가마 본체의 외측에는 가마 본체 좌우를 둘러싸
도록 배수구가 굴삭되어 있다. 가마의 아래쪽으로는 길이 13.5m, 폭 13m의 범위에 회원이 펼쳐져 있었다.
출토된 스에키는 개배, 고배, 유공광구소호, 유공장군, 완, 시루, 기대, 호, 옹 등 각종의 기형이 확인된다.
배신은 소위 도가마(土釜) 방형에 가까운 타입으로 바닥의 조정에 깎기를 하고 있다. 받침 아래에 즐묘파상
문(櫛描波状文)을 시문하는 것도 보인다. 개(蓋)를 수반하는 것 외에 평저로 개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 포함
되어 있다. 고배에는 유개의 것과 무개의 것이 있으며, 개에는 천정부에 즐묘점열문(列点文)을 시문했다. 유
공광구소호에는 이중 유공광구소호와 유공장군이 포함되어 있다. 기대 발부의 장식은 즐묘파상문이 주체
로, 거치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옹은 대형, 중형, 소형 각각 확인되지만, 모두 구연 단부를 둥글게 하
고, 바로 아래에 단면 삼각형의 돌대를 두루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형 옹의 일부에는 구경부 외면에 즐묘파
상문을 시문하는 사례가 보인다. 또한 저부에 쥐어짜는 기법을 가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특징적인 유물
로 시루를 들 수 있다. 시루는 동체 중앙에 침선이 돌아가고 그 위치에 파수를 붙이고 증기공은 저부 중앙에
하나, 그 주위에 6개의 구멍을 뚫는 다공의 것 등이 보인다.
(8) 우에다이(上代) 가마터(그림 31)26)

오사카부 이즈미시 우에다이죠(上代町)에 소재하는 가마터이다. 시노다야마(信太山) 구릉 북단에 위치
하여 동쪽을 향해 열린 곡부 경사면에 세워져 있다. 가마 본체는 잔존 상태가 나쁘고, 아궁이로 생각되는 부
분 이하는 유실되었다. 잔존 길이 약 5m, 최대 폭 1.7m 정도로 측정되는 것으로, 주축을 S-29°-E, 바닥 경
사각은 약 15°이다. 회원이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토된 유물은 가마 본체 내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거의
제한되어 양적으로는 적다. 기종으로는 개배, 고배, 유공광구소호, 호, 옹 등이 알려져 있다. 개배는 천장부
를 고르지 못한 방향의 깎기로 조정한 것이나 침선을 돌리고 그것을 좁은 즐묘점열문을 시문하는 것 등이 알
려져 있다. 배신은 소위 도가마형(土釜形)을 나타내는 것으로, 저부를 모두 고르지 못한 방향으로 깎기에 의
해 조정한 것으로, 저부는 편평하다. 구연부는 짧고 내경하며 단부는 둥굴게 마무리되었다. 유공광구소호는
편평한 동체부를 가지고 동체부 최대경 부분에 즐묘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다. 고배는 배 접속부에서 외반기
미로 넓어지고 끝단부에서 크게 굴곡되어 넓어지고 있다. 투창은 주걱칼[刺突]에 의한 것이다. 옹은 구연 단
부를 둥글게 하고 바로 아래에 단면 삼각형의 돌대를 돌리고 있다. 호는 소위 이중구연으로 된 것이다.

2. 스에무라 가마 이외의 초기 스에키 가마
다음으로 스에무라 가마터군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서 조업된 초기 스에키 가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오사카부 내에서는 스에무라 가마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어서도 초기 스에키 가마의 발견이 보
고되어 왔다. 앞으로도 이 같은 사례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여기에서는 이미 밝혀져 있는 초
기 가마에 대해서 그 개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스에무라에서 멀리 위치한 가마의 큰 특징의 하나로서 스에무라 가마처럼 복수의 가마가 무리를

일본열도의 초기 스에키 생산

257

지어 조업하는 것과 달리 몇 개 내지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인 점에 있다. 후에 가마터군을 형성
하는 지역에도 후속 가마 사이에 시간적 연속성이 보이지 않고 일단은 단절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초기 스
에키의 지역에서의 도입 배경에 큰 차이를 느끼게 된다.
(1) 이치스카(一須賀) 2호 가마(그림 32)

오사카부 미나미카와치군(南河内郡) 가난죠(河南町) 히가시야마(東山)에 위치한 가마로, 복수의 가마가
확인되고 있다. 이 중 발굴조사가 실시된 것은 2호 가마이다. 2호 가마는 지반을 파고 구축한 길이 9.0m,
폭 2.0m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뒷벽과 연도 부분은 지반을 도려내어 연도와 그것에 이어지는 천장부
의 일부가 잔존하고 있었다. 측벽에는 여러 차례의 덧댄 흔적이 확인되어 1m 정도의 높이로 남아 있었다.
아궁이 이하로는 검은색 재층이 보이는 회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회원의 규모는 두께 30㎝ 정도로 10m 남
짓의 범위에 퍼져 있었다.회원의 재는 완전 연소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폐기된 토기의 양은 대체로 적
고, 또한 불량품도 적었다. 검출된 스에키는 옹 동체부 파편이 많고, 이 밖에 고배, 기대, 호 등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인접해 축조된 이치스카 14·15호분은 분구 성토에 2호 가마 회원 흙을 이용하고 있으며, 성토
내에서도 해당 가마에서 생산된 스에키편이 채집되고 있다. 기대는 발 기부에서 크게 외반한 것으로 외면에
는 즐묘파상문과 콤파스문이 시문되어 있다. 대각부편에는 조뉴문(組紐文)이 확인된다. 옹은 구연 단부를
그대로 마무리하는 것과 아래에 단면 삼각형의 돌대를 갖는 것이 보인다.
(2)우에마치다니(上町谷) 1·2호 가마

2010년 오사카시 츄오구 우에마치 1죠메에서 새로 발견된 초기 스에키 가마터로, 나니와노미야(難波
宮)와 오사카혼간지(大坂本願寺), 오사카성 등이 축조된 우에마치대지를 개석한 우에마치다니의 곡부 입구
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가마는 우에마치다니로 내려가는 경사면에 동서 2기가 병렬하여 만들어져 있었다.
두 가마 사이는 4.6m 정도이고, 가마 주축을 등고선으로 직행하도록 축조되어 있다.
가마 개시 무렵 1호 가마는 지하 굴착식의 등요였지만, 나중에 반지하 천장가구식으로 개수되어 있다.
가마 본체는 바닥과 벽의 중복이나 절합(切合)관계에서 최소한 2번의 수리, 3회 이상 조업이 이루어진 것으
로 생각된다.
2호 가마도 1호 가마처럼 지하를 굴착한 형식에서 반지하 천장가구식으로 개조된 것으로 생각된다. 바
닥과 벽면의 상황으로 볼 때 최소 4번의 수리가 행해졌으며 5회 이상의 소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출토 유물은 스에키, 연질토기, 하지키가 보인다. 이 중 스에키는 무개고배, 기대, 호, 옹, 시루 등이 확
인되고 있다. 옹은 내외면 모두 정성스럽게 지우는 조정이 되어 있어 제작기법으로 저부를 쥐어짜는 기법에
의해 막았을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시루는 저부에 증기공을 6개 이상 뚫은 것이 있다. 연질
토기는 평저발 등이 보인다. 출토 유물의 총량이 적기 때문에 시기 비정이 어렵지만 옹에서 보이는 여러 특
징 등에서 TK73형식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품의 공급처로는 오사카성 시모죠유적이나 나
니와노미야 하층유적 등, 비교적 부근에서 출토된 자료가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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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이타(吹田) ST32호 가마(그림 33)

오사카부 내에는 스에무라 가마터군 이외에 또 다른 대규모 스에키 가마터군이 존재한다. 오사카부의
북부, 도요나카시(豊中市), 스이타시(吹田市), 이바라키시(茨木市), 미노오시(箕面市)에 펼쳐진 센리 구릉에
운영된 센리코(千里古) 가마터군이다. 센리코 가마터군은 그 분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도요
나카시 측에 분포하는 가마터를 사쿠라이다니코(桜井谷古) 가마터군, 스이타시 측에 분포하는 가마터를 스
이타코 가마터군이라 부르고 있다. 현재 알려진 자료에서 사쿠라이다니코(桜井谷古) 가마터군은 5세기 후
반 대에서 6세기 대, 스이타코(吹田古) 가마터군은 주로 6세기 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스이타
ST32호 가마 1기만 시기적으로 동떨어져 이른 양상을 보이며, 후속하는 가마터군은 자연스럽게 그 조업이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이른 단계의 가마가 갑자기 이 지역에서 조업을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 ST32호 가마는 능선에 직교해서 가마 본체를 구축한 것으로, 지반의 홍적층을 파내어 구축하고 있
다. 연도부분까지 잔존하고 있으며 그 구조를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가마는 길이 4.05m, 최대 폭 1.48m
로 측정되는 비교적 작은 크기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평면 장방형의 바닥이 있으며, 연도부는 지하식의
특이한 구조를 보이는 것이었다. 또한 바닥면의 경사각은 평균 20°로 측정된다.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
은 15상자 정도로 많지 않다. 출토 지점은 가마 본체 바닥면, 가마 본체 위쪽의 매립토, 전정부 등에서 확인
되지만 초기 스에키가 출토된 것은 가마 본체 바닥에 한정되어 있다. 가마 본체 내에서 출토된 스에키는 총
229 점 정도로, 2개체분의 기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옹의 파편으로 여겨진다. 기대는 발부 복원 구경
39.6㎝로 측정되는 것으로, 대각 기부에서 크게 만곡되어 외반한 구연부에 이른다. 구연부 끝에서 짧게 밖
으로 굴곡된 단부는 둥글게 마무리되어 있다. 발부 외면은 4조의 돌선으로 구획하여 문양대를 구성하고 있
다. 문양은 상부에서 사격자문, 연속거치문, 상향거치문, 사격자문을 시문하고 있다. 새겨진 문양은 섬세하
고 날카롭게 마무리가 되고 있으며, 시문 공구로 바늘 모양의 것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옹은 대
형, 중형, 소형 3종이 확인된다. 모두 대부분의 성형에는 박자와 목판긁기가 보이는데, 소형품은 외면에 평
행타날, 내면에 동심원 박자흔이 남아 있는 것이 많이 보이며, 대형품에서는 이들을 정성스럽게 지운 조정
이 되어 있었다. 옹의 구연부는 크게 외만되고 구연 단부는 둥글게 마무리 된 것으로 단부 외면에는 단면 삼
각형을 보이는 둔한 돌대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4) 야마구마(山隈) 가마터(그림 34)

후쿠오카현 아사쿠라군 지쿠젠죠에 소재하는 가마터로, 주변에는 코구마(小隈) 가마터와 야츠나미(八
並) 가마터 등 거의 같은 시기로 보이는 가마터가 확인되고 있다. 1989년 부분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적어도 4기 정도의 가마가 확인됨과 동시에 생산된 스에키의 양상에 대해서도 명확해 졌다. 출토된 유물은
스에키로는 개배, 무개고배, 파수부완, 유공광구소호, 유공장군, 기대, 호, 대옹이 있으며, 이 밖에 하지키,
하니와류, 미니어쳐 토기 등이 알려져 있다. 출토된 유공광구소호는 일반적인 것과는 달리 저부가 평저로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대에는 이케노가미(池ノ上)고분 분묘군에서 출토된 것에 유사한 제품이 있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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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처를 시사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5) 이야시키(居屋敷) 가마터(그림 35)

후쿠오카현 미야코군 토요츠죠에 소재하는 가마터로 1989년에 발굴조사가 행해져 그 전모가 밝혀져 있
다. 아궁이를 서쪽을 향한 길이 6.0m, 폭 1.2m로 측정되는 반지하식 가마였다. 유공광구소호나 옹 등이 출
토되고 있는데 그 총량은 매우 적다.
(6) 쿠마·니시오다(隈・西小田)지구 유적

후쿠오카현 지쿠시노시 다이지구마 일대의 구릉지대에 분포하는 유적군으로, 1982년 이후 지속적인 발
굴조사를 한 결과, 스에키 가마 4기가 조사되어 있다. 구릉의 남쪽 경사면을 이용하여 운영된 가마터인데
대체로 잔존 상태는 좋지 않다.
1호 가마는 연도 부분이 약간 남아있는 정도로 유물도 확인되지 않았다.
2호 가마는 현존 길이 3.7m, 최대 너비 1.9m, 연도부 폭 0.75m, 경사각 21°의 규모였다. 아궁이 부분
이 삭평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의 길이는 더 길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가마 본체 내에 소성대로서 돌과 옹 동
체부 파편이 이용되고 있었다. 옹 동체부는 외면에 평행타날, 내면에 청해파문을 정성스럽게 지운 것과 절
반 정도로 지운 것의 2종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바닥에서 천장 부분에 깎기 조정을 실시한 개배가 출토되
고 있다.
3호 가마는 현존 길이 4.7m, 최대 폭 2m 바닥 경사각 19°로 측정되는 것으로, 2호 가마와 같은 양상이
며 소성대로서 돌이나 옹 동체부 파편이 이용되고 있다. 옹에 보이는 특징은 2호 가마와 같은 양상이다.
4호 가마는 잔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아궁이부의 일부가 남아 있었을 뿐이다. 출토된 옹의 파편은 내
외면 모두 연마하여 지운 조정이 실시되는 것, 내면에는 청해파문을 약간 남겨진 것, 내면은 정성스럽게 지
운 것 등이 알려져 있다. 또 기대로 생각되는 파편도 발견되고 있다.
(7) 오쿠가타니(奥ｹ谷) 가마터

오카야마현 소자시에 소재하는 가마터이다. 가마 본체는 바닥의 일부가 남아있을 정도로 그 잔존 상태
가 좋지 않아 비교적 규모가 작은 가마가 예상된다. 가마 내부에서 소량의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 주변부의
조사 결과에서도 독자적으로 조업된 것으로 생각된다. 출토된 스에키는 옹, 호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고배
나 기대가 약간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기대는 작은 파편으로 조뉴문이 새겨진 것을 볼 수 있다.
(8) 시로야마(城山) 2호 가마(그림 36∼37)

아이치현 오와리아사히시(尾張旭市)에 소재하는 가마터로, 1976년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가마는
길이 7.5m, 최대 폭 1.3m 정도의 가마인 것이 판명되어 있다. 소성부 중앙부의 바닥 경사각은 30° 남짓이
었다. 회원에는 아궁이 이하의 부채꼴로 퍼져 있으며 많은 유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출토된 스에키는 무개고배, 개, 개배, 호, 옹 등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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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이렌지(大蓮寺) 가마(그림 38)

미야기현 센다이시 하라마치에 위치한 가마터로, 1975년에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그 내용이 밝혀
졌다. 동일본에 있는 유일한 초기 스에키 가마이다. 비교적 단단한 응회암질 지반을 파내어 구축된 가마로,
소성부에서 연도부분이 잔존하고 있었다. 잔존 길이는 3.6m∼4.0m 정도, 폭은 1.45m∼1.65m 정도였다.
전체적으로 폭에 큰 변화가 없는 원통형을 나타내고 있다. 바닥면의 경사각은 8°∼12°로 연도에 가까워짐에
따라 경사각이 높아진다. 후대의 삭평이 크기 때문에 그 구조는 명확하지 않지만, 지하식 등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출토된 스에키는 300여점이다. 주요 기종은 고배, 완, 유공광구소호, 기대, 호, 옹 등이 확인되고 있다.
기대는 대각 기부에서 크게 벌어진 발부로, 외면에 2조 1대 능선을 이단에 걸쳐서 돌린 문양대를 하고 있
다. 그 중에는 즐묘파상문을 시문하는 것이 있다. 발부는 깊고 단부에는 凹선을 돌리고 있다. 호에는 소위
이중구연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동체부 내면은 정성스럽게 지운 정면이 시행되어 박자의 흔
적을 지우고 있다. 또한 옹의 일부에는 동체부 외면에 평행타날을 지운 凹선이 보이는 것이 있다. 이 凹선이
나선상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
어쨌든 현재 초기 스에키 가마로는 동북지방에 1기만, 멀리 떨어져 존재하고 있는 점은 그 성립 배경을
포함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상으로 초기 스에키 가마로 조사가 실시된 주요한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개관해 보았다.
이러한 성과로부터 알 수 있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초기 스에키 가마 생산 품목으로 각 가마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산이 이뤄졌던 것은 대옹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키에서는 대응 불가능했던 대용량, 특히 액체의 저장을 가능하게 한 점에서 중요시 된 것
으로 생각된다. 특히 대옹의 제작 기술면에서 그 초기에만 저부에 쥐어짜서 막는 기법을 보이는 점이 유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법을 주로 사용하여 대옹을 생산하는 가마는 미타니사부로니시간(三谷三郎池西岸)
가마터, 스에무라 TG232 가마터를 들 수 있고, 우에마치다니(上町谷) 가마터에서도 그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 기법은 가야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기술을 이용한 대옹을 생산한 가마터의 분
포로 보아 북부큐슈에서 세토우치 연안을 통해 스에무라 지역까지 전파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저부에 쥐어
짜는 기법을 가진 대옹의 분포는 가마터 이외에서는 와카야마현 기노카와(紀ノ川紀) 하류에서 발견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쨌든 이 기술을 가진 옹은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가
마터 이외에서 출토된 경우에 생산지를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같은 스에무라 가마터군 내의 TG232 가마와 TK73 가마에서는 그 생산 기종 조성에 큰 차이
가 인정된다.
TG232 가마에서 배류는 손에 꼽을 정도 출토되지 않고, 그 형태도 각 개체 간의 차이가 크다. 반면
TK73 가마에서는 기본적으로 도가마(土釜) 형태의 배신이 기본이고, 그 수도 일정량이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TK73 가마를 시작 TK87 가마 등, 배류를 생산하고 있는 가마터에서는 시루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
지만, TG232 가마에서 찾을 수 없다. 또한 TG232 가마에서 배류는 적지만 그 대신 고배류가 많이 생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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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기종 조성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스에무라 가마터군과 포괄적인 스에키 생산지 중에서도 그 출
자·계보가 다른 점은 초기 가마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센다이시 다이렌지(大蓮寺) 가마처럼 매우 떨어진 지역에 1기만을 단독으로 출현하는 배경은 그
지역의 고분 동향과 밀접하게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에 축조된 전방후원분의 우라마치
(裏町)고분은 스에키 가마 성립의 요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는 것으로 할 수 있다.27)
그런데, 최근 고분이나 취락 등 가마 이외의 조사에서 발견된 스에키 중에 형태, 소성, 태토 등의 측면
에서 기존에 발견된 가마터의 제품과는 정취(분위기)를 달리하는 초기 스에키가 많이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와 같이 지역색으로 생각되는 특색을 가진 스에키가 출토된 유적 중에서 그 주변에서 초
기 스에키 생산이 확실시 되는 지역의 자료를 추출해서 소개해 두고자 한다. 모두 가마 본체에 관해서는 아
직 발견되지 않은 미조사된 것이지만, 거의 해당 지역 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고 생각되는 자료군이다.

Ⅲ. 초기 스에키의 지역색으로 본 초기 스에키 가마

여기에서는 생산유적 이외에서 출토된 초기 스에키를 통해 그 지역의 초기 스에키 생산의 가능성을 탐
구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의 발굴조사의 심화에 따라 지역색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특색을
가진 초기 스에키의 검출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는 초기 스에키의 출토가 일정량이 인정되는 지역의 몇 개를 거론하
여 초기 스에키 생산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다.
오사카부 나스즈쿠리(茄子作) 가마（그림 39~40）28)

나스즈쿠리(茄子作)유적은 오사카부 히라카타시 나스즈쿠리미나미쵸에 소재하는 죠몽시대에서 중세에
이르는 복합 유적이다. 2004년∼2006년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검출된 골짜기 내에서 다량의 초기 스
에키가 검출되고 있다. 가마 본체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폐기 내지는 회원에서 떨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스
에키류가 가마 본체 파편과 함께 출토되고 있다. 출토된 스에키는 배, 고배, 파수부완, 시루, 유공광구소호,
호, 기대, 대옹 등이 확인되지만, 그 출토량은 압도적으로 호, 옹류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가마에서 밖에 볼
수 없는 가마 본체 파편이 출토되고 있는 점과 함께 융착한 스에키편과 소성대로서 사용된 스에키편이나 석
재 등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명이 근방에 가마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편이 좋다고 할 것이다.
가마의 위치는 지형으로 보아 근접하는 단구 단애부에 구축한 가마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대옹 구연부는 단부 바로 아래에 단면 삼각형의 凸대를 돌리는 것으로 단부는 둥글게 마무리한 것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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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는 두 종류가 보인다. 동체부 외면에서 보이는 타날은 정격자, 사격자, 평행이 있으며, 승석문은 확
인되지 않았다. 내면은 약간 박자 흔적이 남는 부분도 볼 수 있지만, 판상 공구 등으로 인해 물손질이 되어
있어 정성스럽게 지워져 있다.
기대는 후원부 단부에서 굴곡되고 외반하는 것과 직선적으로 후원부에 이르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발부 외면에는 즐묘파상문, 삼나무 널빤지 형태[綾杉状]의 즐묘점열문, 죽관문 등이 시문되어 있다.
나스즈쿠리유적이 소재하는 해당 지역에서는 코호쿠죠노야마(交北城の山)유적(히라카타시), 구스노키
(楠)유적·죠보지(長保寺)유적·사라군조리(讃良郡条里)유적(네야가와시), 시토미야기타(蔀屋北)유적·나
카노(中野)유적·나라이(奈良井)유적(시죠나와테시), 도야마(堂山) 1호분(다이토시) 등 적지 않은 초기 스에
키의 출토가 알려져 왔다. 이러한 스에키에 대해서 형태·태토·색조 등으로 보아 분명하게 스에무라 가마
산으로 판단하는 것을 주저하는 자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상황에서 보면 우에마치다니가마처럼 무리
구성을 이루어 않고 단독 내지 2기, 3기 등 소수 개체로 운영된 스에키 가마가 요도가와 동안의 북오사카지
역에서 존재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해도 좋을 것이다.
나라현

우와나베고분29)은 나라현 나라시 홋케지죠(法華寺町)에 소재하는 길이 205.4m, 후원부 직경 128m,
높이 19.8m, 전방부 폭 129.5m로 측정되는 대규모 전방후원분이다. 이 고분의 서쪽 조출(造出:돌출부)에
서 초기 스에키와 가고메(籠目)토기, 미니어쳐 토기, 물고기형 토제품 등이 채집되어 있다. 아마도 조출에서
장송의례에 수반하여 공헌된 토기군이라고 생각되지만, 문제는 스에키에 있다. 발견된 스에키는 배, 기대,
호 등 각종 기형이 확인되며 모두 환원소성된 회색을 띤 부분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그 소성은 무르고, 색
조에서는 하지키에 가까운 것이 포함된다. 또한 하니와에 시문된 것과 마찬가지로 벤가라가 도포된 것이 포
함되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 고분에 수립된 하니와류는 스에키 질로 토기 표면에 벤가라를 도포한 것이 확
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니와와 스에키에 동일한 방법이 확인되며, 스에키는 하니와 공인이 그 생산에 관
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와나베고분의 조출에 보이는 스에키류는 형식적으로 보면, TK216 형식의 범주로 파악되는
것으로 이들은 어디에서 생산된 것일까. 이 점을 고려할 때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다. 우와나베고분이 위
치한 대지부 북쪽에는 많은 고분이 만들어져 누차에 걸친 발굴조사도 실시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발굴조사 중에서 대지 부분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는 계곡 지형이 조사되고 있다. 그 계곡 내 매몰토 중에서
초기 스에키편과 함께, 소성 불량의 하니와편 등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실패한 제품을 투기한 상황으로, 우
와나베고분 북쪽 일대에 펼쳐지는 구릉 일대에는 당시 스에키를 소성하고 있었던 가마가 구축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30)
현재에 이르기까지 나라현 내에서 초기 스에키 가마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가진 지역
이 우와나베고분 근처 이외에도 산견된다. 최근 급속하게 조사가 진행되고 수많은 초기 스에키가 출토되고
있는 고세시(御所市)에서 고조시(五条市)까지의 가츠라기지역은 그 후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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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카야마현(그림 43∼46)

와카야마현 기이노가와(紀ノ川)유역은 고분시대에 한반도계의 문물이 특히 눈에 뜨게 발견되는 지역이
다. 특히 말의 갑주가 출토된 것으로 잘 알려진 오타니(大谷)고분이나 도질토기가 완벽하게 발견된 무소타
(六十谷)유적, 나아가서는 이와세센즈카(岩橋千塚)고분군 등이 기이노가와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분포하고
있다.
구스미(楠見)유적31)은 기이노가와 북쪽의 와카야마시 오타니에 소재하는 유적으로, 소규모로 발굴조사
하면서 다량의 초기 스에키가 출토된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출토된 스에키는 그 형태와 문양 구성에서 종래
에 알려진 스에키와는 크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한반도의 도질토기와 강한 관계가 지적되어 왔다.
1996년 학교 건설에 따른 조사에서 발견된 것으로, 발굴 면적이 좁은 유적의 일단이 명확해 졌다. 현저
한 유구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흑색의 유물포함층에서 다량의 스에키가 발견되고 있다. 출토된 스에키류에
는 기종으로 대형 옹, 호, 대형기대, 통형기대, 무개고배, 개배, 유공광구소호, 칸막이가 있는 대부발 등, 각
종의 기형이 알려져 있다.
이 유적에 큰 특색이 있는 유물은 대형의 발형기대이다. 그 중에서도 대형 기대에는 발부 내면의 단부
아래에 단면 삼각형을 나타낸 돌대가 1조 돌아가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외면은 즐묘파상문, 거치문, 조
뉴문 등으로 장식된 돌대상의 붙여진 문양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옹에는 횡으로 한 평행타날이 확인되며,
견부에는 돌기를 붙인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특징은 스에무라 가마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초기
스에키에 확인되지 않는다.
효고현

효고현지역에서는 세토내해로 흐르는 하천마다 매우 지역색이 풍부한 수많은 초기 스에키의 출토가 알
려져 있다. 효고현 내에서 지금까지 확실한 초기 스에키 가마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고베시에서 발견된
데아이(出合) 가마터는 가마 구조를 가지며, 발견된 토기는 기면에 타날이 보이는 것이었지만, 출토된 토기
자체가 와질이라는 점에서도 스에키의 도질의 소결과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스에키질 소성 기술이 전파
되기 이전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가마는 현재는 희귀하고 향후 유사한 것이 발견될 가
능성은 부정되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스에키 생산의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소개하는 자료는 모두 고분을 중심으로 한 자료로서 가마 관련 자료는 아니지만 매우 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소개해 둔다. 다음 4기의 고분에서 출토, 채집된 자료를 통해 해당지역의 초기 스에키
생산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아코시 개미 無山 1 호분(그림 41)32)

효고현 아코시(赤穂市)의 치쿠사가와 좌안, 야노가와와의 합류점 북쪽 평원으로 연결된 작은 구릉이 있
고 그 구릉 상에 운영된 고분군 중 1기이다. 이 구릉 정상부에는 직경 약 50m의 가리비식[帆立貝式] 고분
인 1호분과 인접해 2·3호분이 확인되고 있다. 이 중 1호분의 스에키를 거론하고자 한다. 1호분 것으로 알
려진 스에키는 기대 3점 등이 확인된다. 기대는 발부 외면에 거치문이 있는 것과 지운 것 같은 파상문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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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기대 각부에만 보이는 문양은 물이 흐르는 형태 문양[流水文]이 U자형으로 반복된 파상문으로 유례가
적은 편이다.
(2) 아이오이시(相生市) 수쿠네(宿禰塚)고분(그림 41)33)

효고현 아이오이시(相生市) 나바노(那波野)에 위치한 직경 40m 남짓의 조출이 있는 원분으로, 주위에
는 주호가 둘러지고 하니와를 공반하고 있다. 조출에서 다수의 스에키가 채집되어 있다. 채집된 스에키는
호, 대부유개호, 기대 등이 확인되며 그 출토 위치로 보아 아마도 공헌토기라고 생각되는 자료이다. 발굴조
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장시설 등에 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그 중에서도 거의 완형으로 복원된 대부유개호는 호 견부에 즐묘조뉴문, 동체부 하부에는 매우 고르지
못한 사격자문을 시문하고 있다. 너무 기획성이 결여되고 거치게 그리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 매우 특징적
인 토기이다. 이외에도 거치문 내에 사선으로 메웠을 가능성이 있는 파편 등도 보이는데, 거치문이 완성되지
않는 애매한 시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문양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모방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하니와도 타날기법이 보이는 것도 있어 하니와 공인과 스에키 공인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호 내에는 인근에 위치한 키비타(黍田)고분군34) 출토품과 매우 유사한 것이 확인되는 것이 지적되
고 있다.
(3) 히메지시 미야야마(宮山)고분(그림 42)35)

효고현 히메지시 시고우죠사카모토(四郷町坂元)에 위치한 지름 30m, 높이 4m 남짓의 원분으로, 측량
조사 결과 조출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분구에서는 매장시설로 3기의 수혈식석실이 발견되고 있다. 북
쪽에 있는 제 1주체는 응회암 할석으로 쌓은 것으로 이미 도굴되어 있었다. 남쪽에 있는 제 2주체는 응회암
할석을 난잡하게 쌓아 올린 것으로, 길이 3.2m, 폭 1.2m로 측정되는 것이었다. 석실 내부에는 상자형 목관
을 안치한 것으로 생각되며, 다양한 부장품이 발견되고 있다. 수하식이식 1쌍, 동경[爬竜鏡], 옥류와 다량의
철제품 등과 함께 유개단각고배 1점이 출토되고 있다.
또한 그 하층에서 제 3주체가 발견되고 있다. 석실은 응회암 할석과 강돌을 쌓아 올린 것으로, 길이
3.4m, 폭 1.1m로 측정되는 것이었다. 목관 내에서 화문대신수경(画文帯神獣鏡), 수하부이식 1쌍, 각종 옥
류 등이, 관 밖에서도 무기, 무구류, 마구 등과 함께 스에키 배, 무개고배, 유공광구소호, 호, 기대와 하지키
호가 출토되었다. 특히 큰 특징을 가진 것으로 평저의 배신을 들 수 있다. 받침을 가지지 않고 뚜껑을 수반
하지 않는 점은 스에무라가마 TG232과 TK73에 사례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파수부무개고배, 호, 기대, 유
공광구소호에 관해서는 태토, 소성을 비롯한 제작 기술면에서도 동일한 가마의 제품으로 생각된다.
(4) 이나미노(印南野) 2호분(그림 42)36)

효고현 가코가와시(加古川市)에 소재한 전방후원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고분으로, 1964년에 발굴조사
가 이루어져 수혈식석실이 발견되었다. 석실 내에서 무기·무구·마구·공구 등과 함께 초기 스에키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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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되고 있다. 기종으로는 무개고배 2점, 유공광구소호 2점, 쌍 유공광구소호 등 총 5점이 출토되고 있다.
이 중 주목할만한 유물은 구연부와 동체 상부에 콩알 모양[豆粒状]과 막대 형태[棒状]의 붙여져 장식된 유공
광구소호와 2개의 유공광구소호를 연결 부분의 양쪽에 다리를 붙인 대각이연 유공광구소호라고 부르는 것
이 있다.
전자와 같이 기면 장식법으로 지나친 문양(浮文)을 첨부하는 사례는 극히 한정되어있어 스에무라가마에
서도 기본적으로는 볼 수가 없다. 쌍 유공광구소호에 관해서도 고분 부장품임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특수한
기형이다.
여기에서 다룬 것은 극히 한정된 자료이지만, 전례가 분명해지고 있는 초기 스에키 가마 출토품과는 이
질적인 부분을 가진 토기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초기 스에키가 출토된 각 고분을 보면 모두 5세기 전반에 축조된 것으로, 효고현 내에 세토내해
를 향해서 이치카와(市川), 이보가와(揖保川), 치쿠사가와(千種川)유역에서 각 지역 최대의 원분이라고 생각
되고 있다. 이 같은 대형 원분의 축조를 계기로 초기 스에키 생산이 각각의 지역에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대표적인 고분 출토의 초기 스에키를 다루었는데, 이외에도 가코가와시에 위치한 히가시사와
(東沢) 1호분의 자료 등을 들 수 있다.37) 이 고분은 조출이 있는 방분으로, 그조출 부분에서 형상하니와류와
함께 초기 스에키 등이 많이 출토되고 있다. 출토된 스에키 중에 가장 주목 할 것이 통형기대이다. 대각부의
각 단에는 열쇠 모양의 창이 뚫어져 있다. 이 투창의 형태는 함안지역에서 보이는 화염형의 투창을 방불케
하는 것으로, 아마도 그것을 모방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충분히 그 형상을 모방하지
않았고, 그 형태는 분명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각 지역에서 출토된 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가마가 발견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초기 스에키 생
산이 시작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스에무라가마와의
생산 양상이 크게 다른 점은 모두 오카야마현 오쿠가타니(奥ｹ谷)가마 및 스이타 ST32가마에 보이는 것과
같이 1기 또는 몇 기 정도가 압도적으로 많고, 4기가 확인되어 있는 야마구마(山隈)가마는 대규모이다. 그
러나 모두 그 조업은 단기적이고 소규모적인 경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에 있다. 적어도 스에무라가마에
서는 초기 스에키 생산 시작 후 고분시대를 통해 생산은 확대·발전되는데 각 지역에서 보이는 초기 스에키
생산은 아마도 일시적인 생산으로 종료 후에 후속, 발전해 나가는 기척은 느껴지지 않는다. 여기에 중추적
인 가마로 스에무라 스에키 생산의 본연의 모습과 지방의 그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성립
을 포함한 그 배경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다.
각각의 지역에서 성립된 것으로 생각되는 초기 스에키는 한반도와의 직접적인 교섭의 결과로 성립되었
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과 스에무라가마에서의 생산을 바탕으로 성립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크게
두 계통이 생각된다.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와카야마시 구스미(楠見)유적 출토 스에키를 들 수 있다. 구스미유적 출토의
발형기대에 보이는 구연부 내면에 보여지는 돌대의 존재는 김해지역의 발형기대의 영향을 받아 성립한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통형기대에 보이는 그 형상과 돌대상의 부착문 등의 여러 요소는 대가야지역의 통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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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야의 여러 지역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취하는 형태로 생산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지역에서 이와 같은 사례는 후쿠오카현의 코구마(小隈)·야마구마(山隈)가마터군 등에서도 보이
며, 주변의 이케노우에(池ノ上), 코데라(小寺)분묘군의 스에키 부장 상황 등과 함께 직접적인 수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옹의 제작 기법으로 저부에 쥐어짜는 기법은 생산 초기의 가마에 한정되어 있어 니고리이케(濁
り池)가마까지는 잔존하는 기법이다. 초기에 이 기술을 채용하고 있는 가마는 직접적으로 가야의 영향 하에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직접적인 교섭의 결과로 생각되는 사례는 현시점에서는 그 분포는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초기 스에
키 가마는 스에무라가마의 제품 중에 그 계통을 구할 수 있다. 말하자면 중추 가마인 스에무라를 경유하는
것으로, 각 지역은 일본적으로 숙련된 제작 기술과 기종을 답습할 수 있으며, 생산 초기보다 어느 정도 원활
한 조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각 지역에 갑자기 스에무라에 계보에 연결된 초기 단계의 가마가
성립되는 배경에는 각 지역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이다.

Ⅳ. 초기 스에키 생산과 물류 거점

스에키 생산지인 가마에서 수요처에 어떤 형태로 제품을 운반했는지는 소비지에서의 모습과 함께 그 공
급 범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참조가 되는 것이 스에키 유통에 대한
물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적의 발견이다.
생산품의 물류에 관한 가능성이 지적된 유적으로는 스에무라 가마터군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던 스에
무라·후카다(深田)유적38)이 조사 사례로 이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스에무라의 영역 내에서는 이와 같
은 유적이 시기를 넘어 많이 알려져 왔으며, 창고로 생각되는 건물과 함께 소성 불량품이 많이 발견되고 있
는 것에서 제품의 준별 등도 행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비슷한 성격을 지닌 유적은 스에무라가마 이외의 지역에서도 그 존재가 알려져 있다.
오사카부 도요나카시에 소재하는 도쿠라니시(利倉西)유적39)은 오사카부와 효고현의 경계를 흐르는 이나
가와(猪名川)가 크게 휘어져 내측에 형성된 낮은 고지에 운영된 유적으로, 야요이시대 후기에서 나라시대에
이르는 각종 유구가 중복된 대규모 취락유적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시기는 고분시대 중기에 형성된 유적
군이다. 이 유적은 옛 하천 주변에 펼쳐진 습지 지역에 매우 많은 양의 초기 스에키가 집적된 상황으로 출토
되고 있다. 그 중에는 스에키가 두껍게 쌓여 출토된 상황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으며, 집적지로서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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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는 것이었다. 검출된 스에키는 대부분이 TK73 형식에서 TK208 형식에 이르는 여러 형식을 포함하며, 기
종으로는 개배, 고배, 유공광구소호, 파수부완, 기대, 통형기대, 호, 대옹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 기형
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적의 입지를 보면, 이나가와라는 오사카만에 유입되는 하천을 운반 수
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다양한 물품을 일단 통합하고 주변 각지로 재분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
각된다. 즉 도쿠라니시유적은 다양한 물자 공급의 거점 취락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와카야마시 구스미유적도 비슷한 상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구스미유적은 기이노
가와 북쪽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다. 1969년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명확해졌다. 조사 면적이
좁고 현저한 유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발굴 지역에 넓은 흑색의 유물포함층에서 다량의 초기 스에키가 검
출되고 있다. 출토된 스에키는 기종으로 개배, 유공광구소호, 칸막이 대부발, 대옹, 호, 발형기대 등이 알려
져 있으며, 그것과 함께 하지키류도 출토되고 있다. 구스미유적은 기이노가와 옛 하천의 유로 복원하면, 유
적에서 가까운 곳에 강안이 예상되고 있으며, 물자운반 상에서도 교통이 편리한 땅이 선택되는 상황을 엿볼
수 있다. 구스미유적의 주변에 위치한 나루타키(鳴滝)유적에서는 동 시기의 굴립주건물의 창고군이 정연하
게 배열되어 검출되었으며, 기이노가와 하류에서의 물류 시스템을 상호 보완하는 일련의 유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40)
나라현 가츠라기시에 소재하는 타케우치(竹内)유적41)은 오사카에서 다케우치 가도를 빠져 야마토분지
가 눈앞에 펼쳐지는 산자락부에 위치하고 있다. 수차에 걸친 조사에서는 조사 면적이 좁아 큰 구(溝) 등이
검출되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향후 주변부의 조사가 진행되면 집적지에 관련된 창고군 등 관련 유적의 발견
도 기대된다. 검출된 구의 내부에서 초기 스에키, 하지키, 제염토기 등이 많이 출토되고 있다. 발견된 스에
키는 개배, 유개고배, 무개고배, 파수부완, 유공광구소호, 유공장군, 호, 기대, 통형기대, 대옹 등의 각 기종
이 확인된다. 형식으로 보면 TK73 형식∼TK208 형식에 이르는 여러 형식이 혼재하고 그것에 선행할 가능
성이 있는 자료도 산견된다. 출토된 스에키는 모든 스에무라가마에 그 유례를 확인할 수 있는 스에무라가마
의 생산품이 육로로 오사카 측에서 나라현 측으로 운반되는 쪽으로 물자 집적장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었
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나라현 내에서는 분지 내부에 물품을 받았던 거점으로 생각되는 유적이 여러 확인된다. 현 북부에
위치한 이코마시 이치부미야노마에(壱部宮ノ前)유적42)과 분지 남부 고세시 고세데라(巨勢寺)하층유적43) 등
이다. 특히 고세데라하층유적은 대옹의 저부에 쥐어짜는 기법으로 보이는 자료가 있으며 기이노가와를 운
반 루트로 기이노가와 하류에서 생산된 스에키가 반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과 같이 최근에 이처럼 고분시대의 물류 거점으로 생각되는 유적이 몇 곳에서 발견되어 왔다. 모두
하천에 인접한 입지, 혹은 길목으로 교통의 요충지에 해당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보인다. 이 같은 물자 집적
에 따른 유적은 물류면에서도 생산유적 주변 영역에 위치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지
역의 생산물을 집약하는 물류관계 유적에서 출토된 스에키의 분석을 통해 향후 생산유적인 가마의 공급 범
위 및 그 루트가 해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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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고분시대 중기, 일본열도에 전해졌던 도질의 토기 생산기술은 이후 급속히 열도 각지에 퍼져 나가게 된
다. 고분시대 중기에서 스에키 생산의 중핵이 스에무라가마에 있는 점은 그 규모와 연속성으로 봐도 부인할
수 없다. 초기 스에키 생산의 양상은 복잡해서 중추를 이루는 스에무라가마 내에서 조차 일률적이지 않다.
스에무라 가마터군 내에서 초기 스에키 가마의 상황은 TG232·231 가마의 주요 제품은 가야지역 중에
서도 낙동강 하류와 함안지역에 그 유례 제품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반면, TK73 가마에서 배류가 많고 그
계보가 분명히 다르다. 오히려 전라도 지역과의 연결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TG232 가마에 배류가 완전히 부재한 적은 없고, 또 유공광구소호 등 가야지역에서는 없으며
전라도지역에 주체가 있는 기종도 아울러 생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일 지역에 있는 가마도 혹
은 동일한 가마도 그 생산 초현기에는 다른 여러 지역에서 기형을 비롯한 기종 등의 정보가 도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 TK73 가마의 조성이 후속 생산되어가는 기종 조성 후보로 선택된 이후 스에키의 모체로
서 일본화가 진행되어 스에키로의 형태가 확립되어 간다. 그 일본화가 가장 완비된 형태로 완성하는 것이
TK208 형식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다.
스에키 생산 도입기에 한하여 이와 같이 다양한 계보를 가진 토기가 생산되는 점은 바로 초기 단계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종, 기형 중에서 서서히 선택적으로 수용되는 스에키
로서 정형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스에무라가마에서 초기 스에키의 기종으로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유공장
군, 시루, 솥, 파수부완, 통형기대 등 기종은 각각 그 생산 기간의 성쇠에 차이는 있지만, 거의 5세기 대에
서 소멸, 생산을 종료한다. 이것도 더 일본적인 기종으로 순차적인 선택이 진행, 도태되어 간 결과라고 생각
되며, 결국 버려지는 기종이었다. 정형화가 확립된 TK208 형식 단계에 이르러 이후 계속해서 기종 조성에
관해서는 거의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어서 TK23 형식 단계 이후에는 각지에서 스에무라가마를
모델로 한 스에키가 활발히 생산되어 지방 가마의 성행기를 맞이하게 된다. 물론 이 시기의 지방 가마의 제
품은 약간의 지역색은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스에무라가마와 기종 조성, 기형에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좋다.
최근의 조사에서는 나라현 가시하라시 신도(新堂)유적44)에서 다량의 초기 스에키 내지는 도질토기로 생
각되는 자료가 출토되고 있다. 이전부터 이 지역 일대는 대각에 화염형 투창이 있는 무개고배 등이 출토되
어 함안지역 유래의 토기가 많이 출토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했다. 또한 주변부에 눈을 돌리면 가시하라시
미나미야마(南山) 4호분45)에서는 각부기마인물상이 출토되고 있어 함안지역에 기원을 가진 유물이 현저하
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알 수 있다.
앞으로 이 같은 지역에서 스에무라가마를 거치지 않고 한반도에서 직접적으로 수용되어 성립된 생산 유
적이 존재할 가능성은 부정 할 수 없다.
초기 스에키 생산 유적은 더욱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성립에 있어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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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에서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조업이 시작되는 것과 스에무라가마 또는 먼저 성립하고 있는 지방 가마의
파급·전파로 파악되는 것으로 적게 보아도 두 계통이 생각된다. 어쨌든 전자의 사례는 한정되어 있어 후쿠
오카현 아사쿠라(朝倉)지역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에 가까운 가마와 기나이으로의 중요한 루트인 세토내해에
접하는 지역, 기이노가와 하류처럼 다른 문물을 통해서 그 관계가 깊은 지역 등이 그 좋은 예일 것이다. 그
것에 반해 대부분의 초기 스에키 생산지는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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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耶の鐵生産と交易

Ⅰ. 弁辰の鐵の交易
『三国志』魏書韓伝によると、弁韓・辰韓各十二国、あわせて二四国が存在する。弁辰は、狗邪国（金海）、安邪国（咸
安）、古資弥凍国（固城）、不斯国（昌寧）など洛東江流域にある国々である。弁辰・弁韓諸国に、4～5万戸の人口が居住して
いた。
紀元前１世紀ごろ、金海の狗邪韓国一帯で製鐵がおこなわれていた。製鐵関連の遺蹟は確認されていないが、慶尚南道昌原
茶戸里１号墓の鋳造鍬は弁韓地域で鍛造とともに鋳造生産がはじまっていたことをしめす。
国出鐵、韓、濊、倭皆従取之。諸市買皆用鐵、如中国用銭、又以供給二郡（『三国志』東夷伝弁

辰条）。

国出鐵、濊、倭、馬韓竝従市之。凡諸貿易、皆以鐵為貨（『後漢書』巻85東夷列伝）。
「取」は、『後漢書』によると「市」である。市は「とる。…市、取也」（『大漢和辞典』）である。
弁韓地域では「鐵」、つまり鐵鉱石が産出し、製錬されていた。韓・濊・倭人は「鐵」を市（か）っていたが、その鐵は
鐵鉱石ではなくて、製錬され、鍛冶生産された鐵材にほかならない。その市場で取引・交易に用いられたという鐵は素材であ
る。同時期の板状鐵斧（斧状鐵板）が該当する。斧状鐵板は規格性があり、貨幣的価値、交換価値をもっていた。それらは楽
浪・帯方郡に供給されていた。
『三国志』東夷伝では、弁辰条に倭人条がつづくが、そこに「對馬國…有千餘戸無良田食海物自活乗船南北市糴」、「一大
國…有三千許家差有田地耕田猶不足食亦南北市糴」とある。その「糴」について、『三国志』には倭人条のほか、つぎのよう
な用例がある。
時穀糴県乏、玄罷謝諸生（ 『三国志』崔琰伝）
勛糧食少、無以相振、乃遣従弟偕告糴于豫章太守華歆」（『三国志』孫策伝）
定侫邪僭媚、自表先帝旧人、求還内侍、皓以為楼下都尉、典知酤糴事、専為威福（『三国志』三

嗣主伝孫皓伝）

「市糴」は市で穀物を売買する意がある。韓伝の州胡（済州島）人の「市買」とは意味がちがっている。『後漢書』の「貨
市」は交易の意味である(吉川忠夫2005）。
乗船往来、市買中韓（『三国志』東夷伝韓条）
乗船往来、貨市韓中（（『後漢書』巻75東夷列伝））
対馬や壱岐の集団は朝鮮海峡・対馬海峡・玄界灘をわたって、穀物などの交易をおこなっていた。そのため貨幣なり、交換
物が不可欠である。「市糴」の意味から、倭人はコメと鐵（鐵素材）を交換していたと推定される。
「市」は「かふ。市、買也」で、「糴」は「米を買ひいれること。糴、市穀也、从入糴（『説文』）」、「糶」は、「米を
賣りだすこと。糶、出穀也、从出从亦聲（『説文』）」、「糴糶」は、「穀物を買ふことと賣ること」の意である。「市糴」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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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市でコメを売買する意がある。対馬には良田がなく、海産物を食べて自活し、船に乗って南北に市糴したと伝える。済州
島人、対馬人はまさに交易民であるが、「市糴」と「市買」と使いわけられている。二つの島の地理的位置関係もことなる。
とすれば「中韓」も、「中国」と韓で交易したと解釈しえる。「南北」は、文字どおり韓と倭との関係であった。
南北に海を渡って穀物を買い入れるのであるが、そのために貨幣なり、交換物が必要である。朝鮮海峡・対馬海峡・玄界灘
をわたって、穀物などの交易をおこなっていた。
そこで「南北市糴」の記事に着目すると、倭人は３世紀以来、コメと鐵（鐵器・鐵素材）を交換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あ
る。魏書東夷伝では、「弁辰」条につづいて、「倭人」の条が記述されている。二つの記事は密接に関連している。
弁辰の鐵は、鐵素材として市買され、対馬・壱岐の集団は「南北市糴」していた。この「糴」は、コメの売買をふくむ用語
で、「糶」でなく「糴」であることから、対馬・壱岐の集団は、南からコメを買い入れ、北と交易し、鐵素材を入手していた。
その素材には壱岐カラカミ遺蹟の鐵板のようなものであった。
なお『魏書』東夷伝、高句麗条で「下戸遠擔米糧鹽供給之」とある。「米糧」を「五穀」と訳されているように、当時高句
麗では、稲（陸稲・水稲）は栽培していなかった可能性がつよい。国産の青銅器も儀器として、交換財と用いられていた。弥
生時代後期には、水稲農耕が定着し、農業生産力が増大するにつれて、「余剰米」を捻出され、鐵素材との交換財として利用さ
れたのであろう。
漢魏と周辺諸国との朝貢関係において、唯一前漢から匈奴に対して「米」が贈られている。「米」がどのような穀物である
かであるが、「米」が国家間において移動している。
狗邪韓国の金海地域をはじめ、南海岸一帯には弥生土器・甕棺、土師器などが分布する。交易・経済活動をおこなう倭人が
居住していた。
鐵を市（か）っていた倭人は対馬人や壱岐人であった。倭の地には「大倭」が管理する市があり、さまざまな物資が交易さ
れていた。とくに伊都国に一大率が置かれた。この伊都国（今の福岡県前原）の市は対外的な国々の間の交換の場としての公
的な市であった。その市で売買、取引された鐵は壱岐カラカミ遺蹟・福岡西神・佐賀城ノ上遺蹟のような鐵板・斧状鐵板であ
った。
長崎壱岐島の原の辻遺蹟では、海岸から河川に通ずる船着き場（港）が設けられ、物資が輸送されていた。伊都国が所在す
る糸島平野では三雲遺蹟などの大集落跡があり、韓・漢の遺物とともに、大量の鐵器（斧状鐵板・素材）が出土している。斧
状鐵板の流入と流通とともに、武器・農工具の生産が増大し、鍛冶技術がより高度に発達する。
『三国志』魏書東夷伝弁辰条の「供給二郡」は楽浪・帯方郡の鐵の一部は弁辰に依存していたことをしめす。楽浪・帯方の
二郡に鐵材（鋼板）が供給されていた。楽浪郡には鐵官が置かれていない。遼東郡の鐵官は「平郭有鐵官鹽官」（『漢書』地理
志）とあり、平郭県（蓋州）に置かれた。遼陽で「遼東」銘の斧（钁）が発掘されている。
楽浪郡と弁辰との関係において、問題となるのは「供給」という関係である。その時期は楽浪・帯方の二郡に供給されたと
あることから、204年の公孫氏による帯方郡設置以後のことである。
『三国志』のなかの「供給」記事をみると、「其国中大家不佃作，坐食者万余口、下戸遠担米糧魚鹽供給之」（東夷伝・高
句麗伝）、「二郡有軍征賦調、供給役使、遇之如民」（東夷伝・濊伝）などとみえる。前者は運搬するような意味で、後者は
「使役」を負担、だすという意である。
楽浪・帯方郡と弁辰との「供給」関係に強制力や供献的、朝貢的意味はないと解釈される。
弁辰と韓・濊・倭との関係は取る、市う、つまり売買であり、楽浪・帯方郡との関係は「供給」であった。楽浪・帯方郡
は、鐵素材の供給にたいする見返り品として、銅鏡・貨銭・漆器・鐵鼎・銅鍑・鐵鍑などの漢式遺物が流入している。漢との
交渉のなかで製鐵技術も移転された。京畿道旗安里製鐵遺蹟の送風管は楽浪土城のものと同形態・同質で技術移転があ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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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斧状鐵板（板状鐵斧）の生産と流通
斧状鐵板は茶戸里１号墓例のように紀元前１世紀に出現している。下限は４世紀中ごろで、薄板の鐵鋌にかわる。宋桂鉉
（1995）は「板状鉄斧形鉄鋌」とよんだ。
『三国志』魏書東夷伝にみえる楽浪・帯方郡に供給されたという鐵、倭・韓・濊人が市っていた鐵とは、斧状鐵板（板状鐵
斧）であった。それらは、３世紀を中心として、三韓地域に分布する。三韓社会のなかで流通していた。
「板状鐵斧」は刃（両刃）部がつくりだされ、基本的機能は縦斧である。着柄法、あるいは刃部の作り方しだいで多目的に
使用される。実用の万能具（鋤・鍬・工具）として使用された。同時期に鋳造鍬（耒）やタビ（袋穂形）があり、主として手
斧や斧として用いられた。
そのなかで、刃をつくりだしていない段階の斧状鐵板がある。それらが鐵材（厚板）である。約１㎝の厚手の素材で、当時
の農工具、鐵矛・有棘利器などの武器などの製作に有用な形態のものである。
楽浪・臨屯郡（咸鏡南道永興郡所羅里、黄海北道銀波郡葛峴里）
辰韓（慶州入室里・九政洞・朝陽洞・隍城洞、慶州舎羅里、浦項玉城里、慶山林堂洞・陽池里、
永同龍田里、大邱八達洞・月城洞・鶴亭洞）
弁韓（蔚山下岱・中山里、密陽月山里、金海大成洞、良洞里、昌原三東洞、昌原茶戸里、義昌大坪里、三千浦
勒島）
馬韓（天安清堂洞、清州松節洞）
倭（長崎壱岐カラカミ、福岡西新、德島矢野、兵庫五斗長垣内、兵庫西求女塚古墳、京都椿井大塚山古墳）
基部幅を基準に分類すると、細型（～20）、小型Ａ（20～35、120～190）、小型Ｂ（20～35、280～310）、大型Ａ（190～350、
35～55）、大型Ｂ（55～80）にわかれる。鐵材の原形は基部幅を一辺とする長方形鐵板であろう。
板状鐵斧（斧形鐵板）から鐵鋌（薄板）に形態的に変化する。板状鐵斧の基部幅と刃部幅、鐵鋌の両端の最大幅・最小幅と
の関係は形状の変化をあらわす。
いずれも基部の１～３倍の範囲で刃部をつくる。小型鐵板は基部の弁韓の昌原茶戸里１号墓で４種の鐵斧がある。柄付斧
（縦斧）①長27.6×刃幅8.4×基部幅4.9㎝（171）、刃部幅・基部幅指数171）、②26.8×6.8×4.6㎝（148）、柄付銎斧（縦斧）１、
柄付方柱斧（縦斧）37.2×3.3×2.7㎝（122）、柄付手斧（横斧）１と柄付タビ（鍤）、鋳造鍬、銎斧（横斧）が伴出した。長さ
27～37㎝、幅3～５㎝ほどの平鐵（鐵板）
・角棒から各種の工具が製作され、機能的に分化している。農具も鋳造鍬とタビ（鍤）
が普及された。
茶戸里64号墓で墓壙床面の木棺の隅で鐵鉱石が置かれていた。分析によると、磁鐵鉱で、慶金海大東面酒中里金海鐵鉱山な
ど慶尚南道産出の鐵鉱石と推定されている（浦項製鐵産業技術研究所分析）。
慶州舎羅里30号墓で木棺の底部に敷いた状態で65枚、木棺の四隅に５枚の斧状鐵板が出土した。鐵板の長さは24.0～28.5
㎝、刃幅6.0～7.5㎝、基部幅3.5～5.0㎝、平均値は長さ26.3㎝、刃幅6.7㎝、基部幅4.3㎝（156）、厚さ1.1㎝である。刃幅は長さ
の４分の１、基部は長さの約６分の１である。鐵材は長さ26.3㎝、幅4.3㎝ほどの細長い長方形鐵板を約1.5倍に刃部をつくりだ
す。刃部・基部とも丸く仕上げている。
斧状鐵板の主要な用途は茶戸里１号墓のような柄付き斧、ヨキ（縦斧）である。長さ・刃部幅・基部幅から鐵板（薄板・厚
板）と棒鐵（角棒）に大別される。最大が舎羅里30号墓の28.5㎝、茶戸里６号墓の37.2㎝、があり、勒島の12.3㎝の小形のもの
がある。刃部幅は11.8㎝（玉城里４号墓）～3.3㎝（茶戸里１号墓）、基部幅は2.4㎝（下岱44号墓）から78㎝（玉城里４号墓）で
ある。刃幅6.0㎝以下のものは棒鐵の範疇にはいる。
浦項玉城里108号墓、慶山林堂洞137号墓、蔚山下岱２・10号墓のように、10枚１組で出土している。舎羅里30号墓では10枚
１組で７組である。貨幣価値をもつ鐵材として流通していた。薄板の鐵鋌とも共通する。
弾琴台土城の細型厚手の鐵板（40枚）は斧状鐵板（板状鐵斧）と薄手鐵鋌の中間形態である。長さ26.6～34.2㎝（平均30.0
㎝）、幅3.6～5.0㎝（平均4.1㎝）、厚さ1.1～2.2㎝（平均1.4㎝）である。板状鐵斧の法量を比較すると、ほぼ重なりあ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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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金官加耶の鐵
1. 金官加耶の鐵鋌
大成洞鐵鋌は45号墓の細型斧状鐵板から29号墓のような厚板に変遷する。95号や88号墓のような広形鐵鋌（大成洞型鐵鋌）
が製造される。縦長板冑や縦長板甲、有棘利器の地金に用いられる。
大成洞45号墓の細型斧状鐵板は①長さ28.3、基部幅2.8、刃幅4.7㎝（168）、②27.3×2.8×4.0㎝（143）③28.0×2.7
×4.1㎝（152）、平均27.9×2.8×4.3㎝（154）である。基部と刃部幅との指数は143～168㎝である。
金海大成洞29号墓の板状鐵斧（斧形鐵板）薄形の鐵鋌への過度的なもので、３世紀末葉の時期である。４世紀になると、薄
手の鐵素材（鐵鋌）が出現する。
鐵鋌（厚板・薄板）は1号墓（1～）、2号墓（100～）、3号墓（4～）、29号墓（91）、45号墓（3）、73号墓（7～）、74号墓
（10）、77号墓（7）、85.87号墓、88号墓（3）など４世紀中葉から６世紀の墓に副葬されている。２号墓は4世紀末葉の金官加耶
の王墓であり、鐵鋌の出土量は多い。財としての性格をもつ。大成洞74号墓では10枚1束が副葬されていた。
大成洞70号墓ではＵ字形鍬・鋳造鍬・サルポ（鍤）
・鉈鎌（外反刃）・斧・鑿の農工具一括と鐵鋌が伴出した。４世紀段階に
鐵製農工具が飛躍的に発達する。このころ紫金山古墳の農工具は加耶から伝播した。同時紫金山古墳の被葬者集団は加耶との
交易に従事していた。
大成洞型鐵鋌の生地は古金海湾南の金海智士洞製鐵遺蹟の可能性がある。同形の鐵鋌と鐵製農工具が智士洞で出土している
からだ。加耶時代の製鐵遺構は未確認であるが、高麗時代の製鐵炉が発掘されている。付近に鉱山も存在する。
福泉洞墓群で鐵鋌は４世紀後半から５世紀末葉まで継続して副葬されている（安在晧1990）。５世紀末葉に52号墓例のよう
に小型化し、副葬用として明器化する。
４世紀末葉の54号墓で薄板と棒鐵が伴出する。副槨内の大壺のなかに大形鐵鋌10枚（平均長さ21.4㎝、幅5.1㎝、厚さ0.3
㎝）、小形鐵鋌は9枚１束が２、10枚１束、11枚１束が各１で合計39枚がある。各束１枚の平均値18.0㎝、幅3.3㎝である。棒鐵
は13枚で平均値は長さ23.1㎝、幅2.9㎝、厚さ1.5㎝である。斧状鐵板は薄形鉄鋌（鉄材）に変化する。54号墓の各種の鐵器（鏃
・刀子・釘・斧、轡・冑）は薄板と棒鐵を素材として鍛造されたものである。冑は長さ16～19㎝、幅3～7㎝、厚さ0.3㎝の鐵板
を革綴したものであるが、伴出した鐵鋌とほぼ同形である。
54号墓の棒鐵は玉田３号墳の鐵材と同種である。長さ5.4、幅3.0、厚さ2.0㎝から長さ17.2、幅3.1、厚さ2.0㎝の棒鐵（角
棒）は刀剣・斧などの鐵材である。
皇南大塚南墳で小形鐵鋌1246枚、大型鐵鋌86枚、合計1332枚、角棒（方柱形鐵棒）は１束10本ないし20本の束が出土してい
る。小形鐵鋌（３枚分）の平均値が長さ27.7㎝(３枚)、最小幅3.6㎝、最大幅5.7㎝、厚さ5.7㎝（３枚）、大形鐵鋌（１枚）は長
さ53.9㎝・最小幅9.5㎝である。角棒は長さ55㎝前後、幅2.5㎝、厚さ1.5㎝である。薄板・厚板・棒鐵の３種の鐵材で、武器・
農工具が鍛冶生産されていた。
福泉洞墓群の鐵鋌は金海・密陽・梁山に近接しているが、達川鉱山一帯の鐵場から供給された可能性がつよい。倭の大和６
号墳の鐵鋌は福泉洞の集団から供給されたのであろう。
福泉洞１号墓の新羅冠（山字形冠）のように、東萊地域は５世紀第３四半期ごろには新羅の国家的身分制にくみこまれる。
倭の対加耶関係、交渉の軸足は金官加耶から大加耶地域に移る。
金海の西の鎮海地域に熊川貝塚（１枚～）・龍院洞（２枚）・鎮海石洞墓群、昌原・馬山地域に県洞墳墓群・牛山洞遺蹟で出
土している。これらの地域には倭の土師器が分布し、倭の移住集団、交易集団が活動していた。兵庫加古川の行者塚古墳の鐵
鋌、鋳造鍬、馬具は昌原地域から将来された。行者塚古墳の晋式帯金具も流入も大成洞88号墓と無関係でない。同じころに洛
陽から帯方郡をへて、狗邪国・倭にもたらされた。『日本書紀』にみえる南加羅（金海）、喙己呑（熊川）、卓（昌原）もこれ
らの地域に比定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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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蟾津江流域と高興半島から栄山江流域の鐵鋌
全羅南道順天雲坪里２号墳の主室から高霊型（大加耶系）、固城型（小加耶系）、金製耳飾、ガラス玉、鐵矛・鐵鏃が出土し
た。墳丘内で出土した鳥紋飾有棘利器は阿羅加耶（咸安）や多羅国（陝川）を中心に分布する。蟾津江流域への大加耶政治圏
の拡大は阿羅加耶の勢力がかかわった。
全羅南道東部地域の30数ヶ所の墳墓群や集落・山城跡で金官加耶（金海型）、阿羅加耶（咸安型）、小加耶（固城型）、大加
耶（高霊型）系の土器がみつかっている。蟾津江流域は小加耶・阿羅加耶国に接し、加耶文化圏が形成されていたが、５世紀
末葉ごろから大加耶政治圏に組みこまれたようだ。
全羅南道高興掌徳里獐洞墓群８基の木槨墓で鐵鋌が副葬されている。それらの鉄鋌（鉄材）の供給地が蟾津江流域の加耶
か、栄山江流域の慕韓か、高興半島の地政的条件について注目される。
蟾津江流域の西方、高興郡で野幕古墳と雁洞古墳の２基の古墳が発掘された。蟾津江と栄山江流域、阿羅加耶・小加耶・大
加耶と慕韓・百済とのあいだに位置する。
野幕古墳は円墳で、竪穴式石室を埋葬施設とする。倭系の鐵鏃・衝角付冑・三角板革綴短甲・頚甲、櫛や鑷状鐵製品（銜留
金具）が出土。
野幕古墳の年代は５世紀第２四半期ごろである。三角板革綴短甲は倭にとって重要交易物資で、その分布圏は倭人の交流圏
をしめす。洛東江下流域の釜山・金海・陝川、その支流の南江流域の咸安から蟾津江を越えて高興半島、栄山江流域にひろが
る。慶尚南道から全羅南道の地域に分布する。
雁洞古墳で百済漢城期の金銅冠帽、飾履、倭系の眉庇付冑、長方形革綴短甲、在地の環頭大刀、サルポ（儀器）、鐵鋌など
が共伴する。甲冑は眉庇付冑と長方板革綴短甲が組み合わさる。長方板革綴短甲は蔚山下三亭115号墓、釜山蓮山洞８号墳、杜
谷72号墓、咸安道項里428-1番地１号墓にある。長方板革綴短甲は三角板革綴短甲に先行して出現するが、５世紀前半代には共
存する。そのころ２種の短甲が流入した。
雁洞古墳の被葬者は５世紀初葉ごろ倭系の甲冑を入手し、５世紀半ばに百済の漢城政権から冠帽・飾履、農業用儀器（サル
ポ）が賜与されたようだ。倭との交易にかかわった在地の首長であろう。造墓は在地の集団によって築造された。
５世紀前半から中葉にかけて、高興野幕・高興雁洞・新安ペノルリ・海南外島、霊岩沃野里古墳など金官加耶から阿羅加
耶、小加耶地域から栄山江流域の慕韓地域に倭系の三角板革綴短甲・横矧板革綴短甲などが分布する。 甲冑類も鐵鋌との交換
材であった。

3. 栄山江流域の馬韓（慕韓）、錦江流域の百済の鐵鋌
鉄鋌は全羅南北道から忠清南道の百済・慕韓地域に分布する。小形と大形の楔形の二種がある。加耶諸国の鐵鋌が鐶頭大刀
などの武器などとともに流通していた。全羅南道霊光郡禾坪里下花、羅州市潘南石泉里龍山、月松里松山、海南郡院津里・籠
岩、鳳叡里新琴、富吉里、霊岩郡臥牛里など甕棺墓、海南新月里・万樹里の木棺墓、咸平、潘南や中良などの集落遺蹟で出土
している。集落内で鉄鋌（鉄材）を使用した鍛冶がなされていた。
百済の忠清南道の泰安半島、錦江流域、漢江上流の忠州地域に分布する。石帳里製鐵遺蹟で鐵鋌が出土している。鋳造鍬・
鉄鋌などが生産されたのであろう。鉄鋌は全羅北道扶安竹幕洞祭祀遺蹟、忠清南道瑞山明智里、瑞山餘美里、舒川烏石里、公
州南山里、大田九城洞、扶餘論峙里祭祀遺蹟で出土している
（성정용・성수일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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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고분군 Ⅳ

Ⅳ. 金官加耶の鐵生産
1. 加耶の製鉄遺蹟
慶尚南道一帯の鐵鉱山は土田定次郎1944の『朝鮮鉱床論』や『朝鮮鉱床論』、朝鮮時代の鐵場・鐵所は次表のとおりであ
る。
近現代に知られる鐵鉱資源は朝鮮時代に開発されていた。文献には「沙鐵」「水鐵」「生鐵」とみえ、区別されていた。現
代の鐵鉱山では磁鐵鉱・赤鐵鉱が主体である。慶尚北道蔚珍や江原道三陟の東海岸では砂鐵産地がある。昌原茶戸里遺蹟では
磁鐵鉱が副葬されていた。
『世宗実録地理志』（1454年）、新増東国與誌勝覧（1530）によると、府洞甘勿也村（沙鐵）に鐵産地がある。
達川鉱山の鐵であろう蔚山縣の貢鐵は479斤（１斤597ｇとして285㎏）という記録がある。『世宗実録地理志』による
と、蔚山縣は生鐵12500斤（7.5ｔ）を貢鐵している。鐵は鉱石ではなく、鉧や鐵材のかたちで貢納されていた。
金海鳳凰台土城.大成洞墓群にもっとも近い鐵鉱山は金海酒同里や上東面梅里の鐵鉱山に近接して、大成洞遺蹟（磁鐵鉱）
がある。これらの鐵鉱山の分布地域に金海.昌原.梁山.密陽.昌寧地域に加耶.新羅時代の製鐵.鍛冶遺蹟が発掘されている。
梁山勿禁製鐵遺蹟に製錬炉5基、焙焼炉1基がある。凡魚里遺蹟で製錬炉31基、焙焼遺構、祭祀遺構がみつかっている。遺
蹟の年代は5～8世紀で、佳村里地区では5～6世紀代の住居址がある。梁山地域は梁山古墳群の出土遺物からみると、5世紀末葉
には新羅の政治圏にはいる、洛東江をはさみ、勿禁の対岸に金海が位置する。政治勢力はかわるが、製鐵所として存続してい
た。
密陽沙村製鐵遺蹟は独立した低丘陵に立地する。西約500ｍに密陽川が南流する。7基の製錬炉が見つかった。円形炉で西南
側に排滓部がある。1号炉の周囲で亀裂のある鉱石から、焙焼炉と推定された。鐵鉱石を搬入して製錬する。流出滓、送風管、
鍛冶具（鐵鉗）.鐵器（Ｕ字形鋤先）が検出された。遺跡の時期は6世紀前半から7世紀前半で、6世紀半ばの加耶の滅亡時期を
ふくむ。
密陽三浪津林川里金谷製鐵遺蹟は密陽川左岸、万魚山（670ｍ）の西麓に位置する。Ｃ.Ｄ地区で精錬炉15基、精錬炉15基、
廃棄場、粘土貯蔵所、井戸があり、鐵滓.送風管.鐵鉱石がみつかった。鉱石が原料として搬入されている。製鐵炉は円形で排
滓部がともなう。内径70～100㎝、外径100～160㎝の規模である。隣接するＡ.Ｂ地区でも製鐵炉65基、焙焼炉（推定）1基、廃
棄場12個所、粘土貯蔵施設、粘土採取所、炭窯1基が検出された。原料は鐵鋼石で、産地同定のための化学成分分析がなされ
た。東南25㎞の金海餘来里製鐵跡などの鉱石と異なるところから、未確認であるが、林川里周辺の鐵鉱山のものを原料とした
と推定された。これまで20㎞の範囲に金.鉛.亜鉛.銅の廃鉱が分布する。約25㎞の地点に梁山勿禁鉱山が山麓の南斜面500ｍにわ
たって製鐵所が営まれている。操業時期は6世紀前半から7世紀の200年間である。
密陽地域の沙浦里カ5号墓(3）、新安Ⅰ9・29・32号墓、新安墓群Ⅱ53号墓の鐵鋌も在地の産であろう。
金海進永荷渓里製鐵遺蹟では製錬炉と鉱石粉砕のための焙焼炉がある。放射性炭素年代測定によると400±30年で。加耶の
製鐵炉として年代的にさかのぼる。
金海餘来里製鐵遺蹟は加耶時代の製鐵・鍛冶集落で、墓地も造営されている。竪穴群などから製鐵炉、鐵滓.鐵塊.鍛造薄
片.鐵器.鐵鉱石、送風管、炉壁などの製鐵・鍛冶関連の遺物が出土した。原材料は磁鐵鉱である。化学分析で、カルシュウム
と珪酸の含有量のたかい鐵滓が確認され、炒鋼製錬がおこなわれていた可能性がある。竪穴などから鋳造鍬（15・46号竪穴）、
有棘利器（145号）などの鐵器が出土している。集落に近接する餘来里墓群の11・17号墓で鐵鋌が10枚単位で出土している。
墓群では鍛冶具（Ⅱ29号墓）、鋳造鍬（Ⅱ11）副葬され、製鐵に関連する集団が存在した。昌原鳳林洞製鐵遺蹟は精兵山（567
ｍ）の西南の丘陵治に位置する。製鐵炉は内径85、外径116㎝の規模で、排滓部がある。鐵鉱石、鐵滓、還元塊、半還元塊があ
る。ＡＭＳ年代は370年で、4世紀後半から5世紀前半の時期と推定されている。
咸安では製鐵跡は未確認であるが、郡艅船面主東里に鉱山（赤鐵鉱）がある。安羅加耶中心の道項里末伊山古墳群で鐵鋌が
出土。10号墳で46～49㎝、幅13～16㎝の大型鐵鋌が１０枚単位で出土している。東莱福泉洞22号墳、皇南大塚南墳に匹敵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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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達川の鐵―達川鉱山
達川一帯で、三韓時代の採鉱遺構、三国時代の炭窯、中山洞二化、中山洞798-1番地などの製鐵遺蹟が分布する。蔚山中山
洞798-1番地遺蹟の５号竪穴内で鎔范片２、鐵鉱石、動物骨があり、堆積層に焼土・木炭をふくむ。６号竪穴では送風管片があ
る。
そして達川一帯に中山洞古墳群や薬泗洞古墳群など鐵鋌出土古墳が集中している。西方の早日里古墳群は彦陽から慶州への
交通路の近辺に位置する。達川鉱山は古代から近現代まで続いた鐵産地であった。
慶州隍城洞製鐵跡第1工程の製錬（カ16号廃棄場）、溶解炉（3.5.7.8.9.10.12.15.16号炉）、炭素含有量の高い銑鐵（Ｃ1.2%以
上）を鋳造用に溶解する。第2工程の精練鍛冶（ナ116号炉）で原料となる低炭素系の小鐵塊、鐵素材および半製品の截頭四角
錐鋼片、第3工程の鍛錬鍛冶（ナ115）。製鐵一貫工程があるが、鋳造を中心として、原料銑鐵は大部分、外部に依存した。隍城
洞524-9番地地点の金属学的分析によると、鐵鋼石は砒素1.06%の磁鐵鉱。脱炭剤の原料。鐵滓は過共析鋼（Ｃ0.77%以上）から
白鋳鐵なりかけの炭素含有量（1.8～2.0%）にちかい。鍛冶原料鐵として、溶解炉で発生した脱炭錬鐵もある（大澤正己1999）。
隍城洞江辺地区の3号作業所の鐵鉱石は高純度磁鐵鉱の焙焼品。鋳造関連遺蹟から5.7㎏（粉末をふくむ以上の鐵鉱石は注目
される。1号廃棄場と5号炉の鐵滓は溶解炉排出滓。非製錬滓。1号廃棄場と2号炉の鐵塊系遺物は極軟鋼の低炭素系のもの。溶
解銑鐵に脱炭剤としての磁鐵鉱粉末を添加して精練し、錬鐵となったもの。1号廃棄場の黒鉛化木炭は銹化鐵。銑鐵の精錬脱炭
過程をへた錬鐵造りで派生した可能性があること。3号作業所で再結合滓を確認。鍛造工房跡。2号炉周辺、3号炉床面などで鍛
造剥片。大口径羽口装着の溶解炉は溶銑に磁鐵鉱粉末が添加された炒鋼法が存在した可能性がつよい。銑鐵から錬鐵をえる製
鋼法である。
鋳造鍬の炭素量は、金海礼安里49号墓（3.4%）、慶尚南道下岱遺蹟（2.46、2.58、3.2、4.26%）で白鋳鐵を製造する技術段階
にあった。

Ⅴ. 倭の鐵鋌
1. 大和6号墳鐵鋌の供給地
大和６号墳は奈良盆地北辺の佐紀盾列古墳群のウワナベ古墳の陪塚である。径25ｍの円墳で墳丘上に円筒埴輪が囲繞する。
主体部は副葬品槨で鐵鋌872枚、鎌134、鍬先179、斧102、鏃9、刀子284などの鐵製の工具、鎌6、斧1の石製模造品が出土した。
主墳のウワナベ古墳は1969年に外堤の調査が実施され、鰭付円筒埴輸など須恵質埴輸および5世紀初葉の初期須恵器が見つ
かっている。
鐵鋌は大形鐵鋌282枚、小形鐵鋌590枚で約700枚である。小形鐵鋌の長さはほぼ11.1～17.6㎝で13.5～14.5㎝前後を頂点とす
る曲線内にある。完形の33枚の平均は14.2㎝である。最小幅の平均は1.4㎝、最大幅の平均は2.9㎝である。長さは最小幅の10倍
である。最小幅の2倍が最大幅、長さは最大幅の5倍である。日本古代の「あた」（指を広げたときの拇指の先端から中指の先端
までの長さ）は19.7㎝、「つか」はこぶし、四指をそろえた幅で7.7㎝である。7.1㎝前後の「つか」（こぶし.4指の幅）を基準と
して、大形鐵鋌は5倍、小形が2倍となる。この大形品が鐵鋌の典型といえる。
大形鐵鋌の98枚の長さの平均は36.3㎝、最大幅平均が12.0㎝、最小幅平均は6.8㎝である。最小幅の5.3倍が長さとなり、最
小幅の1.8倍（約2倍）が最大幅となる。長さのみ約5倍となる。厚さの平均値は、小形鐵鋌で1.5㎜、大形鐵鋌で2.3㎜である。
なお今日の鐵鋼でいう厚板は6㎜以上、中板6㎜未満.3㎜以上、薄板は3㎜未満である。各種の鐵器のなかでも甲冑や有棘利器、
鎌の素材として有用である。
小形鐵鋌の重量の平均値は20.8（＝21.0）ｇ、20.0～24.9ｇが多い。この平均値21.1～21.2ｇは漢以来の基準重量である22.2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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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近似する（村上英之助1981）。鐵鋌は一定の大きさ.重量を単位に流通していた。
小形鐵鋌の重さ（ｘ）と長さ（Y）の相関関係Y=0.14X+11.3（相関係数0.34）の式によると、22.2ｇのばあい14.4㎝で、小形
鐵鋌の14.1㎝とほぼと一致する。大形鐵鋌は小形の20倍、つまり20枚分である。
大和6号墳鐵鋌の総重量は小形鐵鋌の平均重量が20.8ｇ、590枚で約12㎏、大形鐵鋌の平均重量428.3ｇ、282枚で約120㎏、あ
わせて132㎏におよぶ鐵が副葬されていたことになる。今日、島根県 横田町の日刀保タタラで、一度の操業で生産される鋼は2
～3ｔである。その5%にちかい鐵の総量である。
大形鐵鋌（長さ37.1）炭素量0.2%以下の低炭素鋼、0.366%の中炭素鋼、0.62%の高炭素鋼がある。金属材料としての品質は現
在の鋼にちかい品質をもつ素材であり、原料は不純物の少ない鐵鉱石である。
大和6号墳鐵鋌金属学的分析によると、高ヒ素（As）. 低アンチモン（Sb）のグループにはいる。蔚山達川鉱山の鉱石も高ヒ
素である。達川洞の近辺に中山洞遺蹟群があるが、その798ー2番地製鐵遺蹟で3～4世紀代の17基の竪穴、鐵鉱石、送風管、鋳
造鍬の鎔范が出土している。鋳型から鋳造生産がなされている。ヒ素をふくむ高品位の鐵鉱石である。
大和6号墳の鐵鋌のなかに高ヒ素のものもふくまれ、達川鉱山の鐵を用いた鐵所（製鐵.鍛冶場）から供給されたのであろ
う。その流通をになっていたのが、金官加耶の金海大成洞と東萊福泉洞集団であった。

2. 倭国内の鐵鋌の流通
日本列島での鐵鋌（薄板）の流入時期は兵庫行者塚古墳など５世紀初めである。その以前の古墳時代前期には椿井大塚山古
墳、兵庫花聳古墳などの板状鐵斧（斧状鐵板）が輸入された。鐵鋌は、列島内では４世紀中葉ごろ流入していた。
鐵鋌の古墳への副葬という風習は６世紀中葉ごろになくなる。６世紀段階では、形態的にも福岡沖ノ島や大和二塚などのよ
うに長大化・長方形化する。その段階には、すでに素材としての鐵鋌も国産化されていた。列島においても、斧状鐵板から鐵
鋌に形状変化する。これらの斧状鐵板や鐵鋌の生産地は朝鮮半島南部地域で、列島内に流入したものである。
日本列島内では、九州北部から関東地方に分布し、近畿地方に集中する。
鐵鋌の大半は、墳墓や祭祀遺蹟で出土している。干葉南二重堀、東京氷川神社北方、愛知伊勢中学校、岡山窪木薬師、愛媛
出作、大分萩鶴遺蹟など住居跡・工房跡で出土例がある。炉（鍛冶炉など）に伴出し、鍛冶の素材であることは明瞭である。
鐵鋌は、工房・住居跡の廃絶、埋没過程で廃棄されたものであろう。鐵鋌出土の工房は集落内に存在する。一集落内における
鍛冶工房、つまり集落内分業としての鍛冶か、近隣の集落をふくめた複数の集落群単位、つまり集落間分業としての鍛冶かで
あるが、大規模な集落であり、前者の可能性がつよい。鐵材が広範に流通する。
鐵鋌の形態の比較から物流関係を推定する。兵庫行者塚古墳（５世紀初め）の大形鐵鋌は、上下端部のひらく特徴があり、
大和６号墳や宮山古墳へ型式学的に変遷する。同形態の鐵鋌は、洛東江下流・南江流域の東莱福泉洞墳墓群や咸安道項里古墳
群、栄山江流域にひろく分布する。行者塚古墳の晋代帯金具、馬具、鋳造鍬、鍛冶具の流入経路は、帯金具をのぞき、洛東江
下流域の加耶地域である。行者塚・丸山古墳など５世紀前半代の鐵鋌は、金海を中心とした加耶諸国から流入したのであろ
う。奈良南山古墳や大阪野中古墳では鐵鋌とともに加耶土器が伴出している。
５世紀中葉～後半、南山古墳・大和６号墳・野中古墳・滋賀新開２号墳の鐵鋌は、その形態や伴出する加耶土器からみて、
洛東江流域の東莱・金海・昌原・咸安・高霊地域から流入している。
北部九州の鐵鋌の形態は、栄山江流域のものに類似する。５世紀初葉、慕韓から窯業（須恵器）が導入し、大阪南部古窯跡
群が形成された。
愛媛県出作・魚島大木遺蹟の小形鐵鋌は、大和６号墳・鞍塚古墳・野中古墳・宮山古墳、釜山福泉洞１号墓、金海礼安里52
号墓例と同一範疇に属する。鐵鋌の長さ・厚さ・鐵鎚による成形痕跡など、大和６号墳のものに類似する。５世紀中葉ごろに
なると、倭政権が中心となり、鐵素材（鐵鋌）を輸入し、各地に供給された。
古墳への鍛冶具の副葬は５世紀前半にはじまり、５世紀後半以後普遍化する。鐵器に対する需要が飛躍的に高まり、鐵の供
給体制が確立しはじめたのであるが、その背景に鐵生産の開始がある。製鐵技術は、百済系の「韓鍛冶」によって伝えら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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が、窯業（須恵器）と同様、栄山江流域の慕韓から技術移転された可能性がつよい。
大県遺蹟群では、鍛冶炉、炭窯、鐵滓、砥石など鍛冶関連の遺構・遺物が発掘されている（花田勝広2002）。鍛冶炉は５～
８世紀の時期にわたる。大県南遺蹟では、Ａ地区で鐵滓（８㎏）・送風管羽口・砥石など６世紀末～７世紀前葉、Ｂ地区で、５
世紀後半（３号炉）、６世紀後半（４・５号炉）の鍛冶炉、５世紀前葉の炭窯が確認された。鐵滓（14㎏）・送風管羽口が大量
に出土している。Ｃ地区では７～８世紀の鍛冶炉２基があった。鐵滓は金属学的分析や形態からみて、製錬滓でなく、「精錬
鍛冶滓」がふくまれる。出土した鍛冶滓全体の検討が不可欠であるが、大形の椀形滓や大形の送風管などから、「精錬」がお
こなわれた可能性があるという。大県周辺では製鐵（製錬）遺蹟は未確認である。鐵鉱石を搬入しての製鐵は想定しがたい。
精錬の原材料の鐵塊（鉧・銑）が搬入されていた。大県遺蹟鐵滓の鉱石の原産地などについては確認されていない。
大県遺蹟の送風管羽口の形態や大きさが問題となる。４世紀代の石帳里、隍城洞、６世紀代の密陽製鐵遺蹟では、大形の
L字形の送風管羽口（口径20㎝以上）が用いられている。とくに溶解炉にともなう送風管である。百済・新羅・加耶をつうじ
て、共通の形態の送風管が発達していた。送風管の形状によって倭への製鐵技術の移転の状況がわかる。大県遺蹟の送風管は
比較的大きいが、通常の鍛冶用の形態である。つまり大県遺蹟でいかなる技術段階の「精錬」がおこなわれていたかである。
大県遺蹟の鍛冶遺構の時期は６世紀が大半で、こんご５世紀代の鍛冶滓や送風管の形状が問題となるであろう。
奈良県脇田遺蹟の鐵滓は鍛冶滓で、送風管は通常の大きさである。時期は５世紀後半から７世紀で、地光寺が建立された７
世紀後半には、寺域等との関係からみて、鍛冶場の存在についてはみとめがたい。
大県遺蹟における精錬鍛冶の操業時期について 鐵滓は出土遺構の伴出土器から、その上限時期は５世紀末で、下限は６～
７世紀にくだる。６世紀代のものが多い。６世紀代に列島内で製鐵は開始し、製錬・精錬・鍛冶生産は発達する。大県におい
ても、５世紀以前の小鍛冶の段階では鐵鋌を原材としていたにちがいない。大阪府森遺蹟の鍛冶跡では鐵鋌が伴出している。
鐵材としての鐵鋌であろう。大県遺蹟で、鐵滓が大量に出土するといわれるが、時期幅や操業期間を考慮すると、炉跡ごとに
多量に鐵滓が生成されるとはいえない。製鐵遺蹟における鐵滓の出土量とはことなるのである。
近畿地方では、鍛冶工房の20カ所が５世紀後葉に集中的に出現し、６世紀初めに消滅するという。布留・脇田・大県など
の大規模な鍛冶集落は存続する。このころ製鐵・鍛冶の技術移転があり、倭国内で鐵素材の供給が可能になった。６世紀初め
の消滅という現象は、鐵器生産体制が再編成された証左であろう。
６世紀中葉～７世紀には、岡山県千引カナクロ谷製鐵遺蹟など列島各地で、製鐵（鉱石製錬）が本格化し、鍛冶・金工技術
も発展した。飛鳥時代になると砂鐵製錬の技術移転。犂耕の普及にともない、鋳鐵生産がはじまる。

Ⅵ. 鋳造鍬の生産と流通
1. 鋳造鍬の鋳型出土遺蹟
鋳造鍬は「鋳造斧形品」「鋳造鐵斧」「梯形斧」などとよばれたもので、用途は鍬・耒である。鍛造の鍬先と区別するため、
「鋳造鍬」とよぶ。その鋳型が各地の製鐵遺蹟（鐵所）で確認される。各地の中核的な製鐵遺蹟である。蔚山中山洞遺蹟のよう
に達川鉱山の近辺に立地する。石帳里製鐵遺蹟は製錬炉・溶解炉、鍛冶炉が設けられた大規模な製

鐵所（銑鋼一貫工場）で

ある。
京畿道（南揚州長峴里、漣川三串里、揚州玉井洞、春川中島、ソウル風納洞土城）
忠清北道鎮川石帳里遺蹟
慶尚北道（慶州隍城洞、慶州龍江洞、慶州徳川里、大邱鳳舞洞Ⅳ）
慶尚南道（蔚山中山洞798-2番地、密陽林川里）
全羅南道（光陽道月里遺蹟）
鋳造鍬は、形態的特徴から、茶戸里型・下岱型・老圃洞型・隍城洞型・月城路型・石帳里型・玉田型・新鳳洞型・礼安里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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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区分され、基本的に茶戸里型から礼安里型へと、時間的な流れのなかでとらえられる（東1999）。
下岱型は銎部と刃部幅が等しい長方形で、銎部上面幅と刃部の比率が44～54の50前後、２分の１である。型式として認識
しやすく、釜山の老圃洞や金海大成洞27号墓に類例がある。大成洞27号墓例にはヒ素が含有され、達川鉱山の鐵を原材とした
可能性が高い（박장식2003）。隍城洞製鐵遺蹟に供給された達川鐵鉱石で鋳造されたものが浦項や蔚山、金海に流通した（신동
조，2013）。
そのなかで多羅国の陝川玉田３号墳の鋳造鍬は楔形を呈する特異な形状である。玉田３号墳の121個の鋳造鍬のクラスター
分析によると、多数の鋳型があったことがわかる。鋳型は原形からつくるばあいと製品を型どりしてつくられたようである。
３号墳のすべてが近似し、同一工房で同時期に鋳造された。鋳ばりものこり、製作後に未使用のまま副葬されたようだ。棺台
に用いられていることから、埋葬にともない大量に製作されたようだ。近似度の高いクラスターは鋳型の形状の差であろう。
玉田型の前段階は咸安梧谷洞古墳群（５世紀前半）や昌原道渓洞（５世紀前葉）墳墓群でみられる。直接的な祖形は皇南大
塚南墳のような形態と推定されるが、楔形に変化している。玉田型の鋳造所は大加耶圏内に存在したのであろう。玉田古墳群
では、５世紀４四半期のＭ３号墳から６世紀第１四半期の４・７号墳までの期間、同一形態のものが出土している。形態的に
みると、Ｍ３→７→４号墳の順序が想定される。
陝川地域は多羅国で、大加耶を構成する有力な国であった。古墳群では、鐵鋌は未確認であるが、棒状の鐵素材が出土して
いる。鐶頭大刀などの製作など金工技術は高い水準にあった。鋳造鍬の生産も同時におこなわれていたのであろう。冶爐鉱山
も近在する。
玉田古墳群の鋳造鍬の出土状況からみて、近辺に一大鐵場（鐵所）が存在したことはうたがいない。

2. 鋳造鍬の生産と流通
三韓時代、下岱型が２世紀中葉から３世紀前葉に流通するが、３世紀後半以後の隍城洞鋳型と形態的に類似する。老圃洞型
は３世紀中葉から後葉にかけて流通するが、隍城洞型と形態的に若干異なっている。老圃洞型は、広範に分布するが、弁韓地
域で発達したものといえる。老圃洞墳墓群と下岱墳墓群は距離的に近いが、形態差がある。
４世紀後葉段階になると、月城洞29号墳のような２条突帯をもつものが量産されている。４世紀後半は、新羅における農業
生産力、開墾・水田開発に不可欠なのが、鍬（土木具）であった。
５世紀後葉では、東莱堂甘洞墳墓群例などのような無突帯の細形（Ⅲ型）がある。月城路型も慶州を中心に生産され、桂南
里型も昌寧地域を中心に生産されたようである。５世紀後半段階では、各地域間において形態差があり、地域内のそれぞれの
鋳造所で製造されたのであろう。
６世紀になると、形態的に楔形（Ⅳ型）に統一される。楔形の鋳造鍬は、玉田型から変化したもので、礼安里49号墓のよう
に定型化される。扶餘松菊里、益山弥勒寺、金海礼安里（６世紀後葉）、慶州皇南洞151号墳（６世紀中葉）、大邱時至洞など新
羅・加耶・百済の地域に広範に分布する。
福岡クエゾノ古墳・岡山金蔵山古墳・三重わき塚１号墳の鋳造鍬は白鋳鐵で、チタンをふくむ磁鐵鉱を原料とする。古墳時
代の４世紀後葉の金蔵山古墳・里仁古墳、５世紀初めの行者塚古墳が古い例である。金蔵山古墳タイプは、４世紀中葉の礼安
里139号墓例などから発達し、咸安梧谷里や昌原道渓洞のような形態に変化し、その供給地は洛東江・南江流域と推定される。
行者塚古墳・クエゾノ古墳群・山ノ神古墳例などは、洛東江・南江流域の金海・昌原・咸安地域から流入したのであろう。
鋳造鍬は４世紀後半から６世紀前半にかけて流入するが、朝鮮半島における変遷過程と対応する。４世紀末～５世紀前半に
は、洛東江下流域の釜山・金海・咸安・昌原などの地域から供給され、５世紀末～６世紀代には百済・大加耶地域から流入す
る。新羅の慶州地域との直接的な供給関係はなかったようで、鐵鋌の流通関係と関連する。５世紀末に鐵鋌の流入はとだえる
が、鋳造鍬の流入は続く。
鋳造鍬は、沖ノ島遺蹟をさいごに、６世紀中葉ごろから倭への供給はとだえる。それは主要な用途である農法にか
かわる。朝鮮半島南部地域では鍬ないし踏鋤として、近現代にいたるまで使用されているが、５～６世紀の日本列島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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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Ｕ字形鋤・鍬が主流であった。列島内で鋳造鍬は、耕作具というより、開墾土木具として、主として用いられたので
あろう。三韓時代に出現した鋳造鍬は、もともと畑作で使用された農具で、５世紀末ごろから、踏鋤として多用された
とみられる。列島内での鐵の鋳造は７世紀後半にはじまり、犂が生産されている。

Ⅶ. 加耶の国際関係
1. 加羅国王荷知の南斉朝貢
479年（建元元）、大加耶の荷知王は南斉に朝貢する。蕭道成は国内的には宋の順帝など劉氏一族をほろぼし、政権を掌握し
たが、対外的に天下観念にもとづく朝貢体制をとった。
高帝蕭道成は「広大な境域をわがものとすること初めて定まり、遠方の夷人にもわが徳化を普及する。加羅王の荷知は海
外より使者を遣わし、東方のかなたから貢納してきた。荷知に輔国将軍・本国王を授ける」（『南斉書』巻58東南夷、山尾幸久
訳）。
夷狄の地の「海外」から、初めて遣使してきた加耶国にたいし、第三品の輔国将軍で厚遇している。同じ年、倭武は鎮東大
将軍（第二品）に徐正されている。翌480年、百済の牟都に倭武とおなじ鎮東大将軍とした。
南斉は倭・百済と大加耶に序列をつけているが、それぞれ独立国として、倭と大加耶や百済の間に支配関係はない。梁武帝
蕭衍天藍元年（502）百済（征東大将軍）―倭（征東将軍）という関係にある。
大加耶が独自の南朝外交を進めた。蟾津江流域の己汶（南原）・滞沙（河東）の領有をめぐって、百済と大加耶は攻防す
る。加羅国はすでに蟾津江河口の河東をおさめ、外港としていた。
大加耶の荷知王墓は池山洞44号墳に比定されている（朴天秀2007）。
大加耶王は己本干支、嘉悉王（嘉実王・荷知王）、異脳王（已能末多旱岐）で『三国史記』にみえる嘉悉王は南斉に遣使
し「輔国将軍」に徐正される。470年代以降、滅亡まで大加耶には嘉悉王―異脳王―道設智王の王系が存在する（田中俊明
1992）。

2. 「梁職貢図」にみえる加耶諸国 ―６世紀初葉の倭と加耶
職貢図は梁の武帝の子の蕭繹（のちの元帝）によってつくられた（『梁書』巻５）。百済は普通２年（521）に朝貢し、武
寧王に「使持節都督百済諸軍事寧東大将軍」、524年聖王に「使持節都督百済諸軍事綏東将軍百済王」に册封、さらに534年に
も朝貢している（『三国史記』巻26百済本紀）。職貢図に百済の王都が固麻（熊津城）とあり、その製作は泗沘城遷都の538年
以前のことである。そして百済の「旁小国」として伴跛・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己文・下枕羅等の国々が記
されている（李鎔賢1999）。
斯羅は新羅で、521年に百済、新羅がそれぞれ遣使し方物を献じる（『梁書』巻３）。新羅の境域について情報がもたらさ
れ、「斯羅」として職貢図に記録された。
伴跛は大加耶（高霊）、卓は卓淳（昌原）か喙、多羅は陝川、前羅は安羅（咸安）、斯羅は新羅である。止迷・麻連（牟
婁）は全羅南道の栄山江流域、上己文は己汶（南原）や全羅北道任実、下枕羅は忱弥多礼や耽羅（康津か済州島）などの説が
ある（김태식2014）。
麻連の全羅南道光陽、止迷の全羅南道海南説があるが、止迷は麻連とともに蟾津江流域にあったのであろう。栄山江流域の
慕韓はこの時期、百済にすでに領有化されているので、百済の傍国は全羅南道東半部から蟾津江流域の地域で推定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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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卓」は卓淳であろうが、『日本書紀』の卓淳国で、卓という小国（地域）が実在したことが他の史料で証明されたことに
なる。卓淳をめぐる倭と百済・新羅との国際関係がより真実味をおびてくる。
また卓は欽明紀二年条の任那の三国の南加羅・㖨己呑・卓淳のそれであり、梁職貢図は532年の金官加耶滅亡以前につくら
れたものといえる。
524年、新羅の法興王は南境を巡って拓地したが、そのとき加耶国王が来会したという。この加耶国は金官加耶であろう。
このころから金官加耶は政治的に新羅へ服属化したのだろう。梁職貢図に金官加耶が記されていないのはそのためである。
伴跛（高霊）・多羅（陝川）・前羅（咸安）・卓（昌原）地域はそれぞれの国として記述されている。欽明紀５年条に新羅、
春に喙淳を取る。久礼山の戌をおいだす。安羅に近ところを安羅が耕種し、久礼山に近き処を斯羅が耕種する」とある。新羅
の勢力は西方におよび、卓淳を服属化し、さらに阿羅へ政治的に進出する。
『日本書紀』の「卓」が中国の史書によってうらづけられる。神功紀46年条にみえる甲子年（364）に、卓淳（昌原・馬山）
は百済・加耶・倭の交流拠点、港市国であった。
「梁職貢図」は６世紀初葉の蟾津江から洛東江流域に百済・加耶・新羅の国々があったことを伝える。『日本書紀』継体紀
６年（512）の「任那四県」や７年（513）の「己汶・滞沙」の二地の百済への割譲という事件の背景は百済武寧王の栄山江流
域、さらに東方の蟾津江流域への進出という歴史環境をよみとることができる。

3. 高句麗の対新羅・加耶戦争と倭
４世紀末葉から５世紀初葉にかけての金官加耶をとりまく歴史環境のなかで、高句麗と倭の「戦争」問題がある。
永楽十年、庚子のとし（西暦400）。〔大王が〕教をくだし、歩・騎五萬を遣わして、進んで新羅を救援させた。男居城
から新羅城（いまの慶州）に至るまで、倭はあたり一帯に満ちみちていた。官軍がまさに到着しようとしたとき、倭
賊は敗□した。さらに□背して急迫し、任那加羅の従抜城（いまの金海）に至るや、従抜城はたちまち帰服した。安羅
（いまの咸安）人の戍兵（守備兵）は、新羅城・□城を□した。倭は□□潰城六十九盡拒□□。（中略）安羅人の戍兵
を□した。昔から、新羅の寐錦（君主）はまだ自分自身が〔高句麗に〕来て、〔政治の〕事について奏上し、論定した
ことはなかった。〔しかし、今年の新羅救援戦をきっかけにして、はじめて〕□国岡上廣開土境好太王□□□□寐錦□
□僕句□□□□朝貢した（武田2007）。
高句麗軍と倭賊の戦いはどのようであったか。倭賊が戦わずに敗走したと読むと、はたして倭賊なるものは存在したのか、
倭賊の実態が曖昧になる。戦況がよみとれない。
新羅城は今の慶州の月城にあたる。同時期の遺蹟として慶州盆地の北川と西川が合流する附近で隍城洞に邑落・製鐵址が営
まれている。
任那加羅の従伐城は金海付近の「城」であれば、金官加耶の宮城の鳳凰台土城にほかならない。また同時期に金海西方の咸
安地域の阿羅加耶の安羅人戍兵が参戦して新羅城まで攻めたという。碑文の「満」以下の未判読の空白部分に戦闘に関する記
事が刻まれているのであろうが、安羅戍兵は倭賊と同じように潰敗したようである。戦場は新羅城で、高句麗軍の侵攻は阿羅
加耶まで及んでいない。
高句麗の「歩騎五万」の兵の規模、慶州の新羅城から金海の従抜城までの進撃ルートなど検討すべ きであろう。慶州月
城路古墳群の29号墳で倭の石釧（腕輪）、13号墳で翡翠勾玉、31号墓で土師器が副葬されていた。月城路は邑南古墳群の東辺
で、月城に至る道路建設のさいに発掘された。皇南洞109号墳など４世紀後半から５世紀前半代の古墳群が立地するところだ。
石釧は前期古墳の副葬品の組みあわせの一つである。有力な古墳で副葬されている。倭人がたずさえたものか、贈与されたも
のか。男居城から新羅城まで満ちたという。倭人集団とどのような関係にあるのか。ともかく碑文の永楽10年前後の時期に倭
製品の痕跡をとどめる。被葬者が倭人ならば、新羅社会のなかに住み着いていてはじめて埋葬されうるのだ。
碑文にみえる「城」の実態であるが、当時、高句麗の都の集安には城墻で囲繞された丸都城（国内城）が存在し、山城子山
城（丸都山城）が築造されていた。遼寧省桓仁の下古城子土城のような平城と山城があった。碑文にあるとおり、高句麗が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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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したのは64城、村1400であった。高句麗は支配した領域内に山城を築造している。
高句麗が「侵攻」後に任那加羅を支配、占領することはなかった。倭人の存在については不明だ。400年に高句麗によって
「敗□」した倭は４年後の404年に帯方界まで大軍で「侵入」したという。
高句麗と倭の戦闘の末、広開土王に帰服し、朝貢したということである。高句麗の戦略は新羅の支配にあり、朝貢関係を結
ぶとともに王都の金城に駐屯し、軍事的な政治支配関係を構築した。
高句麗の金城支配は５世紀中葉の訥祗麻立干代までつづく。身分制を表象する山字形冠の定型化は新羅国家の発展段階をし
めす。
５世紀初葉の高句麗から新羅への文物流入は冠帽から武器・武具・馬具におよぶ。

4. 倭系甲冑分布圏―運ばれた甲冑
加耶の鐵鋌（鐵材）を加工して輸出された倭系甲冑が洛東江流域から栄山江流域、錦江流域に分布する（福泉博物館2010、
국립김해박물관2015）。
金官加耶の地域で三角板革綴短甲は福泉洞４号墓・釜山蓮山洞３・10号墓、長方形革綴短甲は東萊蓮山洞８号墓で出土して
いる。
さらに金官加耶の地域から阿羅加耶の咸安道項里13号墳、多羅国の陝川玉田68号墳、高興野幕古墳、慕韓の海南外島１号
墓、霊岩沃野里１号墳、新安ペノルリ３号墓と全羅南道の南海岸から西海岸、栄山江流域と分布範囲がひろがるようになる。
全羅南道海南郡の外島１号石棺墓は莞島を対岸とする岬上に立地するが、三角板革綴短甲片と武器を副葬されていた。倭系
の武人で、その被葬者の海南の邑落に定住していたのであろう。
蟾津江の西岸の全羅南道東部の高興半島で５世紀代の野幕古墳で衝角付冑と三角板革綴短甲、雁洞古墳で小札眉庇付冑・長
方形板革綴短甲がある。
昌寧校洞３号墳の三角・横矧板併用鋲留短甲は５世紀中葉ごろで、三角板から横矧板鋲留短甲へ製作技術が変化する過度期
のものだ。洛東江流域の東岸地域、江東政治圏とよんだ地域は新羅の政治圏である。新羅の山字形金銅冠が分布し、新羅の政
治圏に属する。新羅（慶州）系地の陶質土器とともに、竪穴式石室から横穴式石室の過度形態の竪穴系横口式石室がつくられ
る。昌寧は新羅との境界に位置し、倭はその昌寧や東萊地域をつうじて新羅と交渉していた。鐵鋌の倭への供給地であった。
その見返りとして甲冑も供給されたのであろう。ともかく新羅政治圏外縁の昌寧・東萊地域における倭系の甲冑である。倭の
新羅金城政権との通交関係があった。そのころ金官加耶から大加耶へと加耶諸国内の勢力図がかわる。
横矧板鋲留短甲は５世紀中葉～５世紀末葉にかけて、大加耶諸国から慕韓（栄山江流域）、百済地域に分布する。このころ
から倭は金官加耶とともに加耶諸国と交流する。
東萊福泉洞112号墓、玉田28号墓、高霊池山洞32号墓、全羅南道麗水竹林里、全羅南道高興雁洞古墳、忠清北道隠城望夷山
城、頚甲は池山洞32号墳、蓮山洞８号墳、加達４号墓、衝角付冑は五倫台、衆生院１号墳、池山洞32号墳、野幕古墳、眉庇付
冑は杜谷43号墓、伝蓮山洞古墳、池山洞Ⅰー３号墳、雁洞古墳で確認されている。
忠清北道清州東北の百済時代の陰城望夷山城で短甲１領が出土した。軍事施設で発見されるのはまれである。その約40㎞の
清州新鳳洞１号墳では三角板革綴短甲と須恵器が確認されている。また西南約30㎞に京畿道安城と忠清北道鎮川との道境の忠
清南道天安道林里２号石槨墓で受鉢（眉庇付冑）が見つかっている。その北に高句麗の安城道基洞山城（堡塁）が位置し、高
句麗土器が出土している。望夷山城の東方20㎞に忠州中原高句麗碑が位置する。
忠州中原高句麗碑から燕岐羅城堡塁、清原南城谷、大田月坪里山城の高句麗山城・堡塁の線は百済と高句麗の境界域であ
る。まさに百済と高句麗の政争地帯での出土である。甲冑の製作時期は475年
の漢城陥落の前後の５世紀の中葉～末葉である。そのころ長寿王の勢力は忠州の薔薇山城を拠点としていた。甲冑は兵器、
交易品、贈与品などのかたちで流通する。百済・高句麗の戦争情勢のなかで倭がどのように関与していたか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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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有棘利器からみた新羅と加耶諸国の政治的関係
1. 新羅慶州系有棘利器と加耶系鳥文装飾有棘利器
有棘利器は３世紀後半ごろ、渦文装飾利器として出現する。辰韓・弁韓地域一帯に分布する。済州島でもみつかっている。
長野根塚の渦文装飾利器もこのころ、弁韓の地域から伝わった。４世紀代には、蔚山下岱墳墓群、東莱福泉洞墳墓群、昌原道
渓洞墳墓群など、新羅・加耶の諸地域でほぼ同一形態の有棘利器が分布する。
４世紀後半では、慶州の皇南洞109号墳と金海礼安里150号墓例のように、新羅と加耶の地域で形態差がみられる。この時期
は土器などもふくめ、地域性が形成される。５世紀前半から中葉、洛東江以東の慶州・東莱・金海・昌寧の諸地域で形態差が
ある。慶州皇南大塚南墳（５世紀中葉）と東莱福泉洞22号墓のものが酷似し、慶州地域を中心としてひろがる。洛東江以東地
域の江東文化圏において、一様に分布するようになる。
５世紀後半になると、慶州、慶山、大邱、漆谷、東莱、昌寧、洛東江以西の金海、昌原、咸安、固城、陝川、高霊地域にひ
ろく分布する新羅慶州系の有棘利器は、東莱地域から金海地域、さらに昌原地域に伝播する。
東莱地域では５世紀前半（第２四半期）ごろ、福泉洞22号墳の三葉文装飾金銅冠は高句麗由来の冠で、新羅の山字形冠（皇
南大塚南墳）の前段階のものである。そして東莱福泉洞10号墳の山字形金銅冠は典型的な新羅冠である。外位制の原初形態を
表象するもので、身分制を表現する。金海地域は５世紀中葉ごろに新羅的要素がつよくあらわれる。
５世紀後半から６世紀初葉、東莱・金海・昌原の三地域に慶州型有棘利器が分布し、隣接する咸安・陝川地域の鳥文装飾有
棘利器と分布圏が異にしている。そうした分布上のちがいは、同時期の土器の分布状況と一致する。
４世紀から５世紀前半、東莱・金海・鎮海・昌原地域には倭系の土師器も分布する。これらの地域は『日本書紀』欽明２年
と５年の記事にみえる「南加羅」（金海）、「卓淳」（昌原）、「喙己呑」（昌原北部ないし鎮海・熊川）は、金海から昌原の間に
比定される。
昌原・馬山の西に、南北方向に、武陵山（568ｍ）、爵隊山（648ｍ）、天柱山（639ｍ）、舞鶴山（761ｍ）と連なる山塊があ
る。その西に匡蘆川が北流し、南江に合流する。有棘利器や新羅系土器の分布状況からみて、匡蘆川流域とそれに沿う山塊
は、ある時期、新羅と加耶をわける境界となった。
咸安（阿羅）・宜寧（稔礼）・陝川（多羅）の地域に鳥文装飾有棘利器が分布する。宜寧郡礼屯里は南江の北岸にあり、咸安
道項里古墳群に地理的に近い。陝川玉田古墳群と咸安道項里古墳群の有棘利器は、鳥文装飾という共通性があるが、身部に小
孔（玉田型）と長方形透孔（道項里型）という形態差がある。
順天雲坪里２号墳の主室から高霊型（大加耶系）、固城型（小加耶系）、金製耳飾、ガラス玉、鐵矛・鐵鏃が出土した。墳丘
内で出土した鳥紋飾有棘利器は阿羅加耶（咸安）や多羅国（陝川）を中心に分布する。蟾津江流域への大加耶政治圏の拡大は
阿羅加耶の勢力がかかわった。
全羅南道東部地域の30数ヶ所の墳墓群や集落・山城跡で金官加耶（金海型）、阿羅加耶（咸安型）、小加耶（固城型）、大加
耶（高霊型）系の土器がみつかっている。蟾津江流域は小加耶・阿羅加耶国に接し、加耶文化圏が形成されていたが、５世紀
末葉ごろから大加耶政治圏に組みこまれた。

2. 大加耶圏内の有棘利器
洛東江以西の高霊地域の有棘利器は江東地域の影響をうけ、製作された。新羅と大加耶の高霊地域に、類似した形態の有棘
利器が存在する。大加耶国の中心勢力である高霊地域の有棘利器が、洛東江をはさんで、至近の距離にあるとはいえ、大邱や
昌寧の洛東文化圏のものに類似する。その意味は看過できない。高霊の有棘利器は、洛東江をこえた大邱地域など新羅系のも
ので、大加耶の中心勢力でありながら、新羅的要素をもつ江東政治圏の有棘利器が存在する。政治的関係を表象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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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年、大加耶王の異脳王（已能末多旱岐）は新羅と通婚関係をもつ。
大加耶国のなかで、道項里型と玉田型鳥文装飾有棘利器、高霊の新羅系、慶州型有棘利器が分布する。南江の北岸の宜寧礼
屯里１号墓は玉田型で、固城蓮塘洞14号墳のばあい玉田型にはいる。
大加耶、いわば于勒十二曲政治圏（田中俊明1992）のなかで、大加耶の高霊型と玉田型、道項里型有棘利器が分布し、大加
耶政権の中心の高霊、多羅国（玉田型）、阿羅加耶（道項里型）という構造的な勢力関係を類推することができる。大加耶の高
霊勢力は、洛東江以東の新羅勢力と政治的関係を結びながら、大加耶内の政権の覇者として存在したのだった。多羅国勢力と
阿羅加耶勢力は地縁的な政治的関係をむすびながら、高霊勢力とも対峙し、存在していた。有棘利器は、そうした政治的関係
を表象している。

Ⅸ. 加羅諸国と百済・倭との政治的関係
1. 『日本書紀』神功紀「加羅七国平定」の虚実
『日本書紀』49年条のいわゆる「新羅征伐」と「加羅七国平定」と『継体紀』の「任那四県賜与」の記事は一連のものであ
る。いずれも史実でなく、『日本書紀』のなかの話である。
神功紀49年の春３月荒田別・鹿我別を将軍とした。久氐らとともに海を渡って卓淳国に至り新羅を襲撃しようとした。兵
衆が少なくては新羅を破ることができない。軍士を増やべしという言にしたがう。そして百済将軍の木羅斤資、沙沙奴跪に命
じて、精兵を率いて、沙白・蓋盧とともに遣わした。ともに卓淳に集って新羅を撃破した。そして比自炑（今の昌寧）・南加
羅（金海）・㖨国・安羅（咸安）・多羅（陝川）・卓淳（昌原）・加羅（高霊）の七国を平定した。古奚津（蟾津江流域）に至っ
て、南蠻の忱弥多礼（全羅南道康津）を屠り、百済に賜わった。
百済王の肖古及び王子貴須が軍を領いて来会した。時に比利（全羅南道羅州）・辟中（全羅北道金堤）・布弥支（忠清南道公
州郡維鳩里）・半古（全羅南道羅州郡潘南）の四の邑が「自然降服」した。
百済の王父子及び荒田別・木羅斤資らがともに意流村で会い、たがいに喜びあい、礼を厚くして送り遣わした。ただ千熊長
彦と百済の王とのみ百済国に至り、辟支山に登って盟う。また古沙山に登り、ともに盤石の上で、百済の王が盟って「常に西
蕃と称して春秋に朝貢する」という。さらに「皇太后」は久氐に「海の西の諸の韓」に多沙城を増し賜わった。多沙城は継体
紀６年の百済に賜わったという「己汶滞沙」の滞沙である。
津田左右吉（1947）は『日本書紀』の史料批判のうえで、「神功紀の46年から52年までにわたって記されている百済服属物
語というべき一篇の説話」であり、任那の七国平定記事は神功紀なる百済来貢の伝説としている。「神功紀の此の説話は日本
の修史家によって構想せられたものに過ぎない」と考証していた（「百済に関する日本書紀の記載」）。
池内宏もまた七国平定記事は百済の来服したのち、外征がおこなわれ、卓淳国を根拠として兵を動かしながらその国を征す
るというのは、はなはだしく不合理で、いわゆる七国平定の所伝は、事実として承認すべからざるものである。千熊長彦と肖
古王の盟約も造作で、四邑が自然に降伏したというのも虚構の物語とみる。
末松保和1949は神功紀49年条の地名を比定し、「新羅の本地を破り、洛東江両の七国を平定したことは、慶尚南北道大半の
平定にほかならず、西方に於いては済州島（忱弥多礼）を討ち、四邑の自然降服したことは、全羅南北道から忠清南道の一部
帰服を意味し、辟支・古沙の両山両度の百済王の誓いの言葉は、百済関係の決定をあらはしている」と「七国」の「平定」を
史実とみる。末松保和の想定する「任那」彊域は慶尚北道南部から慶尚南道、忠清南道南部から全羅南北道一帯にひろがる。
倭の支配地域である。
三品彰英説（1962）によると、「神功紀の加羅七国平定の話は百済聖明王代の現実に立って叙述せられた古き代の伝説史で
ある。百済側の史伝による」。北方の卓淳国（大邱）最初の拠点を「天皇が合して百済の将軍を派遣していることは、欽明紀の
百済による加羅復興策のその戦略によるもの」であ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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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書紀』の加羅「七国」とは４世紀ではなく、５世紀中葉のころの加耶諸国の境域関係にあらわす。412年の広開土王碑
の「任那加羅」は金海（金官加耶）のことである。『宋書』倭国伝の438年の倭珍の遣使には「任那」とあるが、451年の倭済
の遣使には「任那加羅」とある。任那は金官加耶、加羅は大加耶で、加耶諸国に二大勢力があった。書紀の「七国」の南加羅
（金官加耶）と加羅（大加耶にあたる。
平野邦雄（1985）は神功紀49年条の加羅七国平定記事は干支もなく、王暦との関係もなく、信憑性のうすい外交関係記事
とみる。末松保和の地名比定は慶尚南道東部、慶尚北道南部の洛東江の中・下流域で、「六加耶」（ 『駕洛国記』 ）「任那十国」
（「欽明紀」）のほぼ全域にわたり、加耶の主要国をすべてふくむ。「四邑」はほぼ全羅北道・全羅南道の百済の領域にわたる。
三品彰英のいう任那諸国を復興するための起源説話である。「四邑」も継体紀の「任那四県」を百済に割譲したという説話の投
影と考える）。
山尾幸久（1989）は神功紀の一連の記事の史料批判のうえで、歴史的展開過程を復元する。
『神功紀』49年条は元来、46年条と52年条との間に位置しない。49年条の木羅斤資・沙沙奴跪・沙白蓋盧らが卓淳に集結し
て新羅を攻撃した話は429年のことである。「七国」平定の記事は「七枝刀」「七子鏡」献上の縁起として、『神功紀』編者が添
えたものである。百済王は日本天皇に交渉を開いた最初（372年）から、西蕃の朝貢国としてであった。そのような律令国家の
支配理念の根拠となる歴史を述作した。その際、『百済記』が毗有王の己巳年（429）に記していた沙沙奴跪を将とするヤマト
王権の加耶地方への最初の出兵の記事を、他の記事よりも干支一めぐり余計に繰り上げて利用したのであった。
364年 百済、伽耶の諸国（卓淳など）と交渉ひらく（神功紀46年条甲子年）。
369年 百済の王子が将軍となって高句麗とたたかう（ 『三国史記』 ）。
371年 百済の王・王子らは平壌城で高句麗王を殺し、漢城を王都と定める。東晋に遣使（『三国史記』）。
372年 東晋の冊封使漢城へ（『晋書』百済伝、神功52年条）。
427年 高句麗、平壌に遷都（『三国史記』）。
428年 倭王の使者、従者50人と共に百済王都に至る（ 『三国史記』 ）。百済晪支王、女性（「新斉都媛」）を倭王
に送る（『応神紀』39年条本文）。
429年 倭王の使者（ 「阿礼奴跪」、百済に行く。百済毗有王、女性（適稽女郎）を倭王に送る（ 『雄略紀』の注
に引く『百済新撰』）。
429年

沙白蓋盧・百済の木羅斤資ら、沙沙奴跪が将の倭の軍をもひきいて新羅（駐屯の高句麗軍）と戦い、
大加羅(高霊)に支配権を樹立した（『神功紀』49年条、369＋60→429年のこと）。

442年 大加羅を攻撃する（『神功紀』62年条の注に引く『百済記』）。
神功紀62年条の百済記に「壬午年」（442）に、沙至比跪（葛城襲津彦）が加羅国を討伐し、加羅の国王己本旱岐とその子
の百久至・阿首至・国沙利・伊羅麻酒・爾汶至らが人民をつれて百済に逃げてきた。加羅国王の妹既殿至が大倭に来て沙至比
跪が加羅を滅ぼしたことを訴えたところ、天皇は木羅斤資木羅斤資を遣わして、兵衆をひきいて加羅に来集して社稷を復し
た。「百済記」の記録で、史実の一端が知られる。
このころ百済漢城期の草花紋透彫金銅冠が加耶の陝川玉田23号墳、全羅南道高興の雁洞古墳で出土している（李漢祥2011）
「百済の金属製冠文化」『百済の冠』）。漢城期の冠帽が領域の内外に分布する。
奈良室宮山古墳の船形土器など金官加耶・阿羅加耶・小加耶の土器がひろく分布する。

2. 「任那四県」割譲問題
『日本書紀』継体紀６年（512）条に、百済に任那の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の四県を賜わる話がある。その「任那四
県」の地は末松保和1949によると全羅南道西半部一帯である。
全栄來（1985）は武寧王による512・513年の蟾津江流域経略のなかで位置づけ、上哆唎・下哆唎を麗水（猿村）半島と突山
島、娑陀は順天（沙平）、牟婁は馬老県（光陽）にあてる。己汶・滞沙は南原・求礼・河東である。蟾津江の西岸地域が加耶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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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ふくまれる。「任那四県」割譲問題は倭の領土を百済に賜与するという話であり、それらの地域を倭が領有したことはなか
った。
任那四県は神功紀の「加羅七国」の平定、忱弥多礼・四邑の百済（近肖古王）への賜与、多沙城の賜与と表裏一体の関係に
ある。加羅七国は洛東江流域の諸国、忱弥多礼は全羅南道南部地域、高興半島から康津の地域、四邑は忠清南道南部から全羅
南北道地域に比定される。全羅南道一帯である。
「倭の四県・二地の賜与の歴史的背景は百済の政治的進出にほかならない。武寧王は、508年の耽羅に続き、百済の栄山江・
蟾津江流域へ領域を拡大してゆく。百済は上哆唎以下のいわゆる‘四県‘、さらに滞沙・己汶といわれる蟾津江の中・下流の
地域に進出し、新羅は卓淳（大邱）・㖨己呑（慶山）から南加羅（金官）を制し、洛東江の西岸に進出し、ついにその勢力は
安羅（咸安）におよぶ。伴跛（星州）・加羅（高霊）・多羅（陝川）は、この両者の谷間に存在したが、新羅はついに、加羅と
多羅国をも併合するにいたる」（平野邦雄1985）。
「任那四県」は歴史上に存在しない。倭が「任那四県」を百済に賜与するという話は架空のことである。『日本書紀』欽明紀
の任那の「日本府」の実体は「安羅にいる諸々の倭臣ら（在阿羅諸倭臣等）」である（李永植1993）。
「加羅七国平定」の歴史的背景は、加耶諸国と百済・倭との国際関係にあった。

東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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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面 2> 斧形_板（板__斧）の長さと基部
<図面 1> 鐵の交易の諸形態

<図面 3> 金海大成洞古墳群鉄鋌

292

가야고분군 Ⅳ

<図面 4> 東萊福泉洞古墳群鉄鋌

<図面 5> 鐵鋌と製鉄遺蹟の分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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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面 7> 鐵鉱山の分布
<図面 6> 慶尚南道の鐵鉱山と朝鮮時代の鐵産地

沙村製鉄跡(3a)

沙村製鉄跡(10)-a1

<図面 8> 密陽沙村製鉄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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沙村製鉄跡(4a)

沙村製鉄跡(11)-1

沙村製鉄跡(7)-1-1a

<図面 9> 鉄鋌の変遷

가야의 철 생산과 교역

295

<図面 10> 鋳造鍬の変遷と玉田古墳群鋳造鍬のクラスター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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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面 12> 南齊景帝蕭道生修安陵（493 年）

<図面 11> 加耶・新羅・百済の鉄製農具

<図面 13> 三燕・高句麗馬具の伝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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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面 14> 倭製甲冑の分布羽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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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面 15> 有棘利器の分布と政治圏

가야의 철 생산과 교역

299

가야의 철 생산과 교역

Ⅰ. 머리말

1. 변진의 철 교역
『삼국지』 위서 한전에 따르면 변·진한이 각 12국이고 합쳐서 24국이 존재한다. 변진은 구야국, (김해),
안야국(함안), 고자미동국(고성), 부사국(창녕)등 낙동강 유역에 있는 국들이다. 변진·변한제국에 4~5만호
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기원전 1세기 무렵 김해의 구야한국 일대에서 제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철 관련의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상남도 창원 다호리 1호묘의 주조 괭이는 변한 지역에서 단조와 함께 주조 생산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낸다.
取는 『後漢書』에 의하면 ‘市’이다. 市는 ‘···市, 取也’(『大漢和辞典』)이다.
변한 지역에서는 ‘鐵’, 즉 철광석이 산출되고 제련되고 있었다. 韓, 濊·倭人은 ‘철’을 市하였지만 그 철
은 철광석이 아니라 제련되어 단야 생산된 철재임에 틀림없다. 그 시장에서 거래·교역에 이용됐다는 철은
소재이다. 같은 시기의 판상 철부(斧形 철판)이 해당한다. 부형철판은 규격성이 있고 화폐적 가치, 교환가치
를 지닌다. 그것들은 낙랑·대방군에 공급되고 있었다.
『삼국지』 동이전에서는 변진조에 왜인조가 계속되는데 거기에 ‘대마도,..有千餘戶無良田食海物自活乘船
南北市糴’,‘一大國...有三千許家 差有田地耕田猶不足食赤南北市糴’이라 쓰였다. 그‘糴’에 대해서, 『삼국지』에
는 왜인조 외에, 다음과 같은 용례가 있다.
時穀糴縣乏, 玄罷謝諸生(『삼국지』 崔琰傳)
勛糧食少, 無以相振, 乃遣從弟偕告糴于 濊章太守華歆(『삼국지』 손책전)
定侫邪僭媚, 自表先帝舊人, 求還內侍, 皓以爲樓下都尉, 典知酤糴事 專爲威福(『삼국지』 三嗣主傳 손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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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糴’은 시장에서 곡물을 매매하는 의미가 있다. 韓傳의 주호(제주도)인의 ‘市賣’와는 의미가 다르다.
『후한서』의 ‘貨市’는 교역의 의미이다(吉川忠夫 2005).
乘船往來 市買中韓(『삼국지』 동이전 한조)
乘船往來, 貨市韓中(『후한서』 권 75 동이열전)
對馬, 이키 집단은 조선해협·쓰시마 해협·현해탄을 건너, 곡물 등의 교역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화
폐든 교환물이 불가결이었다. ‘시적’의 의미에서 왜인은 쌀과 철(철소재)를 교환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市’는 ‘사다, 市, 買也’인데 ‘糴’은 ‘쌀을 사는 것. 糴, 시곡야, 종입적(『說文』)’,
‘糶’은 ‘쌀을 파는 것. 糶, 出穀也, 從出從亦聲 (『說文』)’,
‘糴糶’는 ‘곡물을 사는 것과 파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市糴’에는 시장에서 쌀을 매매하는 의미가 있다.
쓰시마에는 良田이 없고 해산물을 먹고 살며 배를 타고 남북으로 ‘市糴’한다고 전한다. 제주도인, 쓰시
마인은 곧 교역민이지만 ‘市糴’과 ‘市買’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두 섬은 지리적 위치관계도 다르다, 그
렇다고 한다면 ‘中韓’도 ‘中國’도 韓에서 교역에서 교역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南北’은 글자 그대로 한과 왜
의 관계였다.
남북으로 바다를 건너 곡물을 사들이는 것이지만 그 때문에 화폐든 교환물이 필요하다. 조선 해협·쓰
시마해협·현해탄을 넘어 곡물 등을 교역하고 있었다.
거기서 ‘남북시적’ 기사에 주목하면 왜인은 3세기 이후 쌀과 철(철기·철소재)를 교환하고 있었다는 것이
다. 위서 동이전에서는 ‘변진’조에 이어서 ‘왜인’조가 기술되어 있다. 2개의 기사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변진의 철은 철소재로서 市買되어 쓰시마·이키 집단은 ‘남북시적’ 하고 있었다. 이 ‘적’은 쌀의 매매를
포함하는 용어로 ‘糶’가 아니라 ‘糴’이라는 점에서 쓰시마·이키 집단은 남에서 쌀을 사들여서 북과 교역하
고 철소재를 입수했음을 안다. 그 소재는 이키 카라카미 유적의 철판 같은 것이었다.
또한 『위서』 동이전 고구려 조에서 ‘下戶遠擔 米糧鹽供給之’라는 기사가 있다. ‘미량’이 ‘오곡’이라 번역
되어 있듯이 당시 고구려에서는 벼(육도·수도)는 재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국산의 청동기도 의기로
서 교환재로 이용되고 있었다. 야요이 시대 후기에는 벼농사가 정착하여 농업생산력이 커지면서 ‘남는 쌀’을
염출하여 철소재와 교환재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漢魏와 주변국과의 조공관계에서도 유일하게 전한에서 흉노에 대해서 ‘쌀’이 국가 간에 이동하고 있었다.
구야한국의 김해지역을 시작으로 남해안 일대에는 야요이 토기, 옹관, 하지키 등이 분포한다. 교역·
경제 활동을 하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철을 市(인가?) 하던 왜인은 쓰시마인과 이키인이었다. 왜의 땅에는 ‘오야마토’가 관리하는 市가 있어
다양한 물자가 교역되고 있었다. 특히 이토국에 一大率이 있었다. 이 이토국(지금의 후쿠오카현 마에바루)
의 市는 대외적인 국가간의 교환의 장으로서 공적인 市였다. 그 시에서 매매, 거래된 철은 이키 카라카미 유
적·후쿠오카 세이진·사가 죠노카미 유적과 같은 철판, 도끼형 철판이었다.
나가사키 이키의 하루노쓰지 유적에서는 해안에서 하천에 통하는 선착장(항구)이 설치되어 물자가 수송
되고 있었다. 이토국이 소재하던 이토시마 평야에서는 미쿠모 유적 등 주요 취락 이 있어 韓·漢의 유물과
함께 대량의 철기(도끼형 철판·소재)가 출토되었다. 도끼형 철판의 유입과 유통과 함께 무기, 농공구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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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증대되어 단야기술이 보다 고도로 발달하였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변진조의 ‘供給二郡’은 낙랑·대방군의 철 일부는 변진에 의존했음을 나타낸다.
낙랑·대방 두 군으로 철재(강판)가 공급되고 있었다. 낙랑군에는 철관(鐵官)이 설치되지 않았다. 요동군의
철관은 ‘平郭有鐵官, 鹽官’(『한서』 지리지)이란 기사가 있고 평곽현(가이저우)에 설치되었다. 랴오양에서 ‘요
동’명의 도끼(곽)이 발굴되었다.
낙랑군과 변진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급’이라는 관계이다. 그 시기는 낙랑·대방의 두 군으
로 공급되었다는 것에서 204년 공손씨에 의한 대방군 설치 이후의 것이다.
『삼국지』 속의 ‘공급’기사를 보면 ‘其國中大家不佃作, 坐食子 만여구, 하오원담미량어염공급지’(동이전
고구려전), ‘이군유군정부조, 공급역사, 우지여민’(동이전·濊전) 등으로 보인다.
전자는 운반한다는 의미이고 후자는 ‘사역’을 부담, 내겠다는 의미이다.
낙랑·대방군과 변진과의 ‘공급’ 관계에 강제력이나 공헌적, 조공적 의미는 없다고 해석된다.
변진과 한·고구려, 예·왜의 관계는 취(取)하고 사는(市), 즉 매매이며, 낙랑·대방군과의 관계는 ‘공
급’이었다. 낙랑·대방군은 철소재의 공급에 대한 답례품으로서 동경·화폐·칠기·철정·동鍑, 철鍑 등의
한식 유물이 유입되고 있다. 漢과의 교섭에서 제철 기술도 이전하였다. 경기도 기안리 제철 유적의 송풍관
은 낙랑 토성의 것과 같은 형태·같은 수준의 기술 이전이었다.

Ⅱ. 도끼형 철판(판상철부)의 생산과 유통

도끼형 철판은 다호리 1호묘의 사례처럼 기원전 1세기에 출현하고 있다. 하한은 4세기 중반인데 얇은
판이 철정(쇠판)으로 변한다. 송계현(1995)는 ‘판상 철부형 鐵鋌’이라고 불렀다.
『三國志』 위서 東夷傳에 보이는 낙랑·대방군에 공급되었다는 철, 왜·漢·濊인이 샀던 철은 도끼형 철
판(판상철부)였다. 그것들은 3세기를 중심으로 삼한지역에 분포한다. 삼한 사회 속에 유통되고 있었다.
‘판상철부‘는 날(양날)이 만들어졌는데 기본 기능은 도끼(縱斧)이다. 착병법, 혹은 날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다목적으로 사용된다. 실용의 만능구(가래·괭이·공구)로 사용되었다. 이 시기에 주조괭이(뢰)나 따
비(소켓모양)이 있고 주로 손도끼, 도끼로 사용되었다.
그 중에는 날을 만들지 않은 단계의 도끼형 철판이 있다. 그것들이 철 소재(두꺼운 판)이다. 약 1㎝의
두꺼운 소재로 당시의 농공구, 철모·유자이기 등 무기의 제작에 유용한 형태의 것이다.
낙랑·임둔군(함경남도 영흥군 소라리, 황해북도 은파군 갈현리)
진한(경주 입실리, 구정동, 조양동·황성동, 경주 사라리, 포항 옥성리, 경산 임당동·양지리
영천 용전리, 대구 팔달동·월성동 학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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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울산 하대· 중산리, 밀양 월산리, 김해 대성동, 양동리, 창원 삼동동, 창원 다호리, ?창 대평리,
삼천포 늑도)
마한(천안 청당동, 청주 송절동)
왜(나가사키 이키, 카라카미, 후쿠오카 니시진, 도쿠시마 야노, 효고 五斗長, 효고 西오나즈카 고분, 교
토 츠바이오츠카 고분)
밑변 폭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세형(~20), 소형 A(20~35,120~190), 소형 B(20~35,280~310)대형
A(190~350,35~55), 대형 B(55~80)로 나누어진다. 철자재의 원형은 밑변 폭을 한 변으로 하는 장방형 철
판이다.
판상 철부(도끼형 철판)에서 철정(박판)으로 형태 변화한다. 판상 철부의 밑변 폭과 날 폭, 철정의 양 끝
의 최대폭· 최소폭과의 관계는 형상의 변화를 나타낸다.
모두 기부의 1~3배 범위까지 날을 만든다. 소형 철판은 기부의 변한 창원 다호리 1호묘에서 4종의 철
부가 출토되었다. 자루도끼(종부) ① 길이 27.6×날폭 8.4×기부 폭 4.9㎝(171) 날 폭·기부 폭 지수 171)
② 26.8×6.8×4.6㎝(148) 자루 銎斧(종부)1, 자루달린 네모기둥도끼(종부) 37.2×3.3×2.7㎝ (122) 자루
손도끼(횡부) 1과 자루 따비(鍤) 주조괭이, 銎부(횡부)가 반출되었다. 길이 27~37㎝, 폭 3~5㎝정도의 평
철(철판)·각봉에서 각종의 공구가 제작되어 기능적으로 분화되었다. 농구도 주조 괭이와 따비(鍤)가 보급
되었다.
다호리 64호묘에서 묘 바닥면의 목관 모서리에 철광석이 놓여 있었다. 분석에 따르면 자철광으로 경남
김해 대동면 주중리 김해 철광산 등 경남 산출의 철광석으로 추정된다(포항 제철 산업기술 연구소 분석).
경주 사라리 30호묘에서 목관 바닥에 깐 상태로 65장, 목관 네 귀퉁이에 5장의 도끼형 철판이 출토되
었다. 철판의 길이는 24.0~28.5㎝, 날 폭 6.0~7.5㎝, 기부 폭 3.5~5.0㎝, 평균치는 길이 26.3㎝, 날 폭
6.7㎝, 기부 폭 4.3㎝(156), 두께 1.1㎝이다. 칼날 폭은 길이의 4분의 1, 기부는 길이의 약 6분의 1이다.
철 자재는 길이 26.3㎝, 폭 4.3㎝ 정도의 길쭉한 장방형 철판을 약 1.5배로 날을 만들어 냈다. 칼날·기부
모두 둥글게 마무리 하였다.
도끼형 철판의 주요 용도는 다호리 1호묘와 같은 자루달린 도끼, 요키(종부)이다. 길이·날 폭·기부
폭에서 철판(박판, 후판)과 봉상 철(각봉)으로 대별된다. 최대가 사라리 30호 무덤의 28.5㎝, 다호리 6호 묘
의 37.2㎝이다, 늑도에는 12.3㎝로 작은 것이 있다. 날 폭은 11.8㎝(옥성리 4호묘)~3.3㎝(다호리 1호묘)
맨 기부 폭은 2.4㎝(하대 44호묘)에서 78㎝(옥성리 4호묘)이다. 칼날 폭 6.0㎝ 이하의 것은 봉상 철의 범주
에 들어간다.
포항 옥성리 108호묘, 경산 임당동 137호묘, 울산 하대 2. 10호 묘처럼 10묘 1묶음으로 출토되었다.
사라리 30호 묘에서는 10장 1묶음으로 7조이다. 화폐 가치를 지닌 철재로서 유통되고 있었다. 얇은 판이
철정과 공통된다.
탄금대토성의 세형 두꺼운 철판(40장)은 도끼형 철판(판상철부)과 얇은 철정의 중간 형태이다. 길이
26.6 ~34.2㎝ (평균 30.0㎝), 폭 3.6~5.0㎝(평균 4.1㎝), 두께 1.1~2.2㎝(평균 1.4㎝)이다. 판상 철부의
규격을 비교하면 거의 겹쳐진다.

가야의 철 생산과 교역

303

Ⅲ. 금관가야의 철

1. 금관가야의 철정
대성동 철정은 45호묘 세형 도끼형철판부터 29호묘와 같은 후판으로 변천한다. 95호와 88호 무덤처럼
광형철정(대성동형 철정)이 제조된다. 종장판주와 종장판갑, 유자이기의 지금(소재)으로 이용되었다.
대성동 45호묘 세형 도끼형철판은 ① 길이 28.3, 기부 폭 2.8, 칼날 폭 4.7㎝(168), ② 27.3×2.8
×4.0㎝(143) ③ 28.0×2.7×4.1㎝(152)평균 27.9×2.8×4.3㎝(154)이다. 기부와 날 폭과 의 지수는
143~168㎝이다.
김해 대성동 29호 무덤의 판상 철부(도끼형 철판) 얇은 철정으로의 과도적인 것으로 3세기 말엽의 시기
이다. 4세기가 되면 얇은 철제 소재(철정(쇠판))가 출현한다.
철정(후판·박판)은 1호묘(1~), 2호묘(100~), 3호묘(4~), 29호묘(91), 45호묘(3), 73호묘(7~), 74호
묘(10), 77호묘(7), 85,87호묘, 88호 묘(3)등 4세기 중엽부터 6세기의 무덤에 부장되어 있다. 2호묘는 4세
기 말엽 금관가야의 왕묘인데 철정의 출토량이 많다. 재(財)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대성동 74호 묘에는 10
매 1묶움이 부장되었다.
대성동 70호묘에는 U자형 삽날· 주조괭이·살포(鍤)·사겸(외반 칼날)·도끼·착과 같은 농공구 일괄
과 철정이 반출되었다. 4세기 단계에 철제 농공구가 비약적으로 발달한다. 요즘 시킨잔(紫金山) 고분의 농
공구는 가야에서 전파되었다. 동시에 시킨잔 고분의 피장자 집단은 가야와의 교역에 종사하고 있었다.
대성동형 철정의 생산지는 구 김해만 남쪽 김해 지사동 제철 유적일 가능성이 있다. 동형(同形)의 철정
과 철제 농공구가 지사동에서 출토되었는데 가야시대의 제철 유구는 미확인이지만, 고려시대의 제철로가
발굴되었다. 근처에는 광산도 존재한다.
복천동 묘군에서 철정은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말엽까지 계속 부장된다(안재호 1990). 5세기 말엽에
52호묘의 사례와 같이 소형화되어 부장용으로 명기화 된다.
4세기 말엽의 54호 묘에서 박판과 봉철(捧鐵)이 반출된다. 부곽 내 대호 속에 대형 철정 10장(평균 길
이 21.4㎝, 폭 5.1㎝, 두께 0.3㎝), 소형 철정은 9장 1묶음이 2, 10장 1묶음, 11장 1묶음이 각 하나로 합계
39장이다. 각 묶음 1장의 평균치는 18.0㎝, 폭 3.3㎝이다. 봉상 철소재는 13장에서 평균치는 길이 23.1㎝,
폭 2.9㎝, 두께 1.5㎝이다. 대형 철정 10장, 도끼형 철판과 봉상 철제가 발달한다. 54호 묘 각종 철기(화살
촉, 칼(도자)·못·도끼, 재갈, 투구)는 금속판과 봉상 철제를 소재로 단조된 것이다. 투구는 길이 16~19
㎝, 폭 3~7㎝, 두께 0.3㎝의 철판을 혁철(가죽끈으로 엮은)한 것이지만 반출된 철정과 거의 같은 모양이다.
54호묘 봉상 철제는 옥전 3호 분의 철재(鐵材)와 동종(同種)이다. 길이 5.4, 폭 3.0, 두께 2.0㎝에서 길
이 17.2, 폭 3.1, 두께 2.0㎝의 봉철(角棒)은 도검과 도끼 등의 철재(鐵材)이다.
황남대총 남분에서 소형 철정 1246장, 대형 철정 86장, 합계 1332장, 각봉(방주형 철봉)은 1묶음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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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20개의 묶음이 출토되었다. 대형 철정(3장 분량)의 평균치가 길이 27.7㎝(3장), 최소 폭 3.6㎝, 최대
폭 5.7㎝, 두께 5.7㎝(3장), 대형 철정(1장)은 길이 53.9㎝·최소 폭 9.5㎝이다. 각재는 길이 55㎝ 안팎,
폭 2.5㎝, 두께 1.5㎝이다. 박판 후판, 봉철의 3종류 철재인데 무기 및 농공구가 단야 생산되고 있었다.
복천동 무덤 군 철정은 김해, 밀양, 양산에 근접해 있지만 달천 광산 일대의 철장에서 공급되었을 가능
성이 높다. 왜의 야마토 6호분 철정은 복천동의 집단에서 공급된 것으로 추측된다.
복천동 1호묘 신라관(산자형 관)의 사례처럼 동래지역은 5세기 3/4분기 즈음에는 신라의 국가적 신분
제에 편입된다. 왜의 對 가야 관계, 교섭의 중심축은 금관가야에서 대가야 지역으로 바뀐다.
김해 서쪽의 진해에 웅천 패총(1장~)·용원동(2장)·진해 석동 무덤군, 창원·마산 지역에 현동 분묘
군·우산동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왜의 하지키가 분포하며 왜의 이주집단, 교역 단체가
활동했다. 효고 카코가와의 교자츠카 고분 철정, 주조괭이, 마구는 창원 지역에서 들여온 것이다. 교자츠카
고분 진식대금구의 유입도 대성동 88호묘와 무관하지 않다. 같은 시기에 낙양에서 대방군을 거쳐서 구야국,
왜에도 전해졌다. 『일본서기』에 보이는 남가라(김해), 타키탄(웅천), 탁(창원)도 이들 지역에 비정된다.

2. 섬진강 유역과 고흥반도에서 영산강 유역의 철정
전남 순천 운평리 2호분의 주실에서 고령형(대가야계), 고성형(소가야계), 금제 귀걸이, 유리 옥, 철
모·철촉이 출토되었다. 분구 내에서 출토된 조문(鳥文) 장식 유자이기는 아라가야(함안)와 다라국(합천)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섬진강 유역으로 대가야 정치권의 확대는 아라가야 세력이 관여하였다.
전남 동부지역 30여 곳 분묘군이나 취락·산성 유적에서 금관가야(김해형), 아라가야(함안형), 소가야
(고성형), 대가야(고령형)계의 토기가 발견되었다. 섬진강 유역은 소가야·아라 가야국에 접하고 가야 문화
권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5세기 말엽 무렵부터 대가야 정치권에 속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남 고흥 장덕리 장동 무덤군 8기의 목곽묘에서 철정이 부장되어 있다. M1-2(목곽묘) 소형 철정 (길
이 15.0㎝, 폭 1.5~3.5㎝). 남쪽의 고흥반도에 응동 고분이 위치한다.
섬진강 유역의 서쪽, 고흥군에서 야막 고분과 응동 고분 2기의 고분이 발굴되었다. 섬진강과 영산강 유
역, 아라가야, 소가야, 대가야와 모한·백제와의 사이에 위치한다.
야막 고분은 연대는 수혈식 석실을 매장 시설로 한다. 왜계 철족, 충각부주, 삼각판 혁철단갑·정강이
갑, 빗이나 섭상(鍱狀) 철제품(銜留金具)이 출토되었다.
야막 고분의 연대는 5세기 2/4분기 쯤이다. 삼각판 혁철단갑은 왜로서는 중요 교역물자에서 그 분포권
은 왜인의 교류권을 나타낸다. 낙동강 하류역 부산의 김해, 섬진강 지류인 남강 유역의 함안에서 섬진강을
넘어 고흥 반도, 영산강 유역으로 펼쳐진다. 경남에서 전남 지역에 에 걸쳐서 분포한다.
응동 고분에서 백제 한성기의 금동 관모, 신발, 왜계 미비부(眉庇付) 투구, 장방형 혁철단갑, 재지의 환
두대도, 살포(의기), 철정 등이 동반된다. 갑옷은 미비부 투구와 장방판 혁철단갑이 합쳐져서 장방판 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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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갑은 울산 하삼정 115호묘, 부산 연산동 8호분, 두곡 72호 묘, 함안 도항리 428-1번지 1호묘에서 출토
되었다. 장방판 혁철단갑은 삼각판 혁철단갑보다 먼저 출현하지만 5세기 전반대에는 공존한다. 그 때 2종의
판갑옷이 유입되었다.
응동 고분 피장자는 5세기 초엽경 왜계의 갑옷을 입수하여 5세기 중반에 백제의 한성 정권에서 관모와
신발, 농업용 의기(살포)가 사여된 것 같다. 왜와의 교역에 연루된 지방의 수장이다. 조묘는 재지 집단에 의
한 축조이다.
5세기 전반에서 중엽에 걸쳐서 고흥 야막, 고흥 응동, 신안 배놀리, 해남 외도, 영암 옥야리 고분 등 금
관가야에서 아라가야, 소가야 지역에서 영산강 유역의 모한(慕韓)지역에 왜계의 삼각판 혁철단갑, 횡인판
혁철단갑 등이 분포한다. 갑주류도 철정과의 교환재였다.

2. 영산강 유역의 마한(모한), 금강 유역의 백제 철정
전라남북도에서 충남의 백제·모한 지역에 분포한다. 영산강 유역의 반남지역, 서해안의 함평 지역에
분포한다. 소형과 대형인 쐐기형 2 종이 있다. 가야제국의 철정이 환두대도 등 무기 등과 함께 유통되고 있
었다. 전남 영광군 화평리 하화, 나주시 반남 석천리 용산, 월송리 송산, 해남군 원진리, 용암, 봉준리 신금,
부길리, 영암군 와우리 등 옹관묘, 해남 신월리 만수리의 목관묘, 함평 반암과 중랑 등의 취락 유적에서 출
토되고 있다.
백제의 충남 태안반도, 금강 유역, 한강 상류의 충주지역에 분포한다. 석장리 제철 유적에서 철정이 출
토되었다. 주조괭이·철정(鐵鋌) 등이 생산된 것이다. 전북 부안 죽막동 제사 유적, 충남 서산 명지리, 서
산 여미리, 서천 오석리, 공주 남산리, 대전 구성동, 부여 논치리 제사유적이 분포한다 (성정용·성수일
2012).

Ⅳ. 금관가야의 철 생산

1. 가야의 철광산
경남 일대의 철광산은 土田定次郞(1944)의 『朝鮮鑛床論』이 참고되는데, 조선시대의 철장, 철소는 다음
표와 같다.
근·현대에 알려진 철광 자원은 대개 조선 시대에 개발되었다. 문헌에는 ‘사철’, ‘수철’, ‘생철’이라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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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서 구별되고 있다. 현대의 철광산에는 철광석, 자철광·적철광이 주체이다.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동
해안에는 사철산지가 있다. 창원 다호리 유적에는 자철광이 부장되었다.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 의하면, 부동감물야촌(사철)에 철산지가 있다.
달천 광산의 철로 보이는 울산현의 공철(貢鐵)은 479근(1근 597g으로 잡으면 285kg)이라는 기록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울산현은 생철 12,500근(7.5t)을 공철하고 있다. 철은 광석이 아니라 무(鉧와
철재의 형태로 공납되고 있었다.
김해 봉황대 토성. 대성동 묘군에 가장 가까운 철광산은 김해 주동리, 상동면 매리의 철광산에 근접하
여 대성동 유적(자철광)이 있다. 이들 철광산의 분포지역인 김해, 창원. 양산. 밀양. 창녕 지역에 가야. 신라
시대의 제철과 단야 유적이 발굴되고 있다.
양산 물금 제철 유적은 제련로 5기, 배소로 1기가 있다. 범어리 유적에서 제련로 31기, 배소 유구, 제사
유구가 발견되었다. 유적의 연대는 5~8세기인데 가촌리 지구에서는 5~6세기대의 주거지가 있다. 양산지
역은 양산 고분군의 출토 유물로 보면 5세기 말엽에는 신라 정치권에 들어가, 낙동강을 끼고, 물금의 대안
으로 김해가 위치한다. 정치 세력은 바뀌지만 제철소로 존속했다.
밀양 사촌 제철 유적은 독립된 낮은 구릉에 입지한다. 서쪽 약 500m에 밀양강이 남으로 흐른다. 7기의
제련로가 발견되었다. 원형로에서 서남쪽에 배재부(排滓部)가 있다. 1호로 주위에 있는 균열있는 광석을 통
해 배소로로 추정됐다. 철광석을 반입하여 제련한다. 유출재, 송풍관, 단야구(철집게). 철기(U자형 삽자루
끝)가 검출되었다. 유적의 시기는 6세기 전반부터 7세기 전반인데 6세기 중반의 가야 멸망 시기를 포함한다.
밀양 삼랑진 임천리 금곡제철 유적은 밀양천 좌안, 만어산(670m)의 서록에 위치한다. C. D지구에서 정
련로 15기, 정련로 15기, 폐기장, 점토 저장소, 우물이 있어 철재. 송풍관. 철광석이 발견되었다. 광석이 원
료로서 반입되었다. 제철로는 원형인데 배재부가 부속된다. 내경 70~100㎝, 외경 100~160㎝의 규모이
다. 인접한 A.B지구에서도 제철로 65기, 배소로(추정)1기, 폐기장 12곳, 점토 저장시설, 점토 채취소, 숯가
마 1기가 검출되었다. 원료는 철광석에서 산지 동정을 위한 화학 성분분석이 이루어졌다. 동남 25㎞의 김해
여래리 제철소 광석과 다른 점에서 미확인이지만 임천리 주변 철광산의 것을 원료로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금까지 20㎞의 범위에서 금, 납. 아연, 구리 폐광 분포가 확인되었다. 약 25㎞ 지점에 양산 물금 광산이
산록의 남사면 500m에 걸쳐서 제철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조업시기는 6세기 초반부터 7세기의 200년 간
이다.
밀양 지역의 사촌리 가 - 5호묘(3), 신안 Ⅰ9·29·32호 묘, 신안묘군 Ⅱ-53호묘 철정도 재지산이다.
김해 진영 영하계리 제철유적에는 제련로와 광석 분쇄를 위한 배소로가 있다. 방사성 탄소 연대측정에
의하면 400 ± 30년인데 가야의 제철로로 연대적으로 소급된다.
김해 여래리 제철유적은 가야시대의 제철·단야 취락인데 묘지도 조성되었다. 수혈군 등으로 보아 제철
로, 철재, 철괴. 단조 박편. 철기, 철광석, 송풍관, 노벽 등 제철과 단야 관련 유물이 출토되었다. 원재료는
자철광이다.
화학 분석에서 칼슘과 규산의 함유량이 높은 철재가 확인된 것을 보면 초강 제련이 이루어지고 있었
을 가능성이 있다. 수혈 등에서 주조괭이(15.46호 수혈), 유자이기(145호) 등의 철기가 출토되었다. 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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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접한 여래리 분묘군의 11. 17호 묘에서 철정이 10장 단위로 출토되었다. 분묘군에서는 단야구(Ⅱ29호
묘), 주조괭이(Ⅱ11)가 부장되어 제철과 관련된 집단의 존재가 드러난다. 창원 봉림동 제철 유적은 정병산
(567m) 서남의 구릉 오지에 위치한다. 제철로는 내측 85, 외경 116㎝의 규모인데 배재부가 있다. 철광석,
철재, 환원괴, 반 환원괴가 있다. AMS연대는 370년인데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전반의 시점으로 추정된다.
함안에서는 제철 흔적은 미확인이지만, 군의 여(艅)선면 주동리 광산(적철광)이 있다. 안라가야 중심의
도항리, 말이산 고분군에서 철정이 출토되었다. 10호 분에서 46~49㎝, 폭 13~16㎝의 대형 철정이 10장
단위로 출토되었다. 동래 복천동 22호, 황남대총 남분에 필적한다.

2. 달천의 철 - 달천광산
달천 일대에는 삼한시대의 채광 유구, 삼국시대의 숯가마, 중산동 이화, 중동 798-1번지 등 제철 유적
이 분포한다. 울산 중산동 798-1번지 유적의 5호 수혈 안에서 용범 편 2, 철광석, 동물 뼈가 있었는데, 퇴
적층에는 소토· 목탄이 포함되었다. 6호 수혈에는 송풍관 편이 있다.
그리고 달천 일대에는 중산동 고분군, 약사동 고분군 등, 철정 출토 고분이 집중한다. 서쪽 의 조일리 고
분군은 언양에서 경주로의 교통로 부근에 위치한다. 달천 광산은 고대에서 근현대까지 계속된 철산지였다.
경주 황성동 제철 유적에서 제 1공정의 제련(가 16호 폐기장), 용해로 (3.5.7.8.9.10.12.15.16호로)는
탄소 함유량이 높은 선철(C1.2%이상)을 주조용으로 용해한다. 제 2공정의 정련단야(나 116호로)에서 원료가
되는 저탄소계 소철괴, 철소재 및 반제품, 절두 사각형 강편이, 그리고 제 3공정의 단련단야(나 115)가 있다.
제철 일관 공정이 있지만 주조를 중심으로 원료 선철은 대부분 외부에 의존했다. 황성동 524-9번
지 지점의 금속학적 분석에 따르면 철강석은 비소 1.06%의 자철광이다. 탈탄제의 원료. 철재는 과공석강
(C0.77%이상)인 점에서 백주철이 되어가는 탄소 함유량(1.8~2.0%)에 가깝다. 단야 원료철로서 용해로에
서 발생한 탈탄연철도 있다(오오사와 마사미 1999).
황성동 강변 지구의 3호 작업장의 철광석은 순도가 높은 자철광 배소품이다. 주조 관련 유적에서
5.7kg(분말을 포함) 이상의 철광석은 주목된다. 1호 폐기장과 5호로 철재는 용해로 배출 재이다. 비제련재
이다. 1호 폐기장과 2호로의 철괴계 유물은 극연강의 저탄소계의 것이다. 용해 선철에 탈탄제로서 자철광
분말을 첨가하여 정련하여 연철이 된 것이다.
1호 폐기장의 흑연화 목탄은 수화 철제. 선철의 정제 탈탄 과정을 거친 연철 제작에서 파생했을 가능성
이 있다. 3호 작업장에서 재결합재를 확인. 단조 공방적이다. 2호로 주변, 3호로 바닥 등에서 단조 박편이
발견된다. 대구경 송풍관 장착의 용해로는 쇳물에 자철광 분말이 첨가된 초강법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선철에서 연철을 얻는 제강법이다.
주조 괭이의 탄소량은 김해 예안리 49호묘(3.4%), 경남 하대 유적(2.46,2.58,3.2,4.26%)인데 백주철
을 제조하는 기술 단계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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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왜의 철정

1. 야마토 6호 분 철정의 공급지
야마토 6호 분은 나라 분지 북변의 사키다테레츠 고분군의 우와나베 고분 배총이다. 지름 25m의 원
분인데 분구상에는 하니와가 돌려졌다. 주체부는 부장품 곽에서 철정 872장, 낫 134, 괭이 끝 179, 도끼
102, 화살촉 9, 칼(도자) 284 등의 철제 공구와 낫 6, 도끼 1과 석제 모조품이 출토되었다.
주분의 우와나베 고분은 1969년에 흙둑 바깥의 조사가 실시되어 지느러미가 붙은 원통 하니와 스에키
질의 하니와 및 5세기 초엽의 초기 스에키가 출토되었다.
철정은 대형 철정 282장, 소형 철정 590장인데 약 700매이다. 소형 철정의 길이는 거의 11.1~17.6㎝
인데 13.5~14.5㎝ 안팎을 정점으로 하는 곡선 내에 있다. 완형 33장의 평균은 14.2㎝이다. 최소 폭의 평
균은 1.4㎝이고 최대 폭 평균은 2.9㎝이다. 길이는 최소 폭의 10배이다. 최소 폭의 2배가 최대 폭인데 길이
는 최대 폭의 5배다.
일본 고대의 ‘아타’(손가락을 벌렸을 때 엄지의 끝에서 중지 끝까지의 길이)는 19.7㎝, ‘츠카’는 주먹, 네
손가락을 모은 폭으로 7.7㎝이다. 7.1㎝ 안팎의 ‘츠카’(주먹. 4 손가락의 폭)를 기준으로 대형 철정은 5배,
소형은 2배이다. 이 대형품이 철정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형 철정 98장의 길이 평균은 36.3㎝, 최대폭의 평균은 12.0㎝, 최소폭의 평균은 6.8㎝이다. 최소 폭
의 5.3배가 길이이다. 최소 폭의 1.8배(약 2배)가 최대폭이다. 길이만이 약 5배가 된다. 두께의 평균치는 소
형 철정에서 1.5㎜, 대형 철정에서 2.3㎜ 이다. 또한 오늘의 철강에서 말하는 후판은 6㎜ 이상, 중판은 6㎜
미만 3㎜이상, 박판은 3㎜미만이다. 각종 철기 중에서도 갑옷과 유자이기, 낫의 소재로 유용하다.
소형 철정의 중량 평균치는 20.8(=21.0)g이다. 20.0~24.9g이 많다. 이 평균치 21.1~21.2g은 한(漢)
이래로 기준 중량인 22.2g에 근사한다(무라카미 에이노스케 1981). 철정은 일정 크기. 중량을 단위로 유통
되고 있었다.
소형 철정의 무게(x) 와 길이(Y)의 상관관계 Y=0.14X+11.3(상관 계수 0.34)식에 따르면 22.2g의 경
우, 14.4㎝로 소형 철정의 14.1과 일치한다. 대형 철정은 소형의 20배 즉, 20장 분량이다.
야마토 6호 분 철정의 총 무게는 소형 철정의 평균 무게가 20.8g, 590장에서 약 12kg, 대형 철정의 평
균 무게 428.3g, 282장에서 약 120kg 모두 132㎏에 달하는 철이 부장되었던 셈이다. 오늘날 시마네현 요
코타쵸우 日刀保 타타라(제철소)에서 한 번의 조업으로 생산되는 강은 2~3t이다. 그 5%에 가까운 철의 총
량이다.
대형 철정(길이 37.1)탄소량 0.2% 이하의 저탄소강, 0.366%의 중탄소강, 0.62%의 고탄소강이 있다.
금속 재료로서의 품질은 현재의 강에 가까운 품질을 지닌 소재인데, 원료는 불순물이 적은 철광석이다.
야마토 6호분 철정의 금속학적 분석에 따르면 고 비소(As). 저 안티모니(Sb) 그룹에 들어간다. 울산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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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산의 광석도 고 비소이다. 달천동 부근에는 중산동 유적군이 있는데 그 798-2번지 제철 유적에서 3~4
세기대의 수혈 17기, 철광석, 송풍관, 주조 괭이 용범이 출토되었다. 즉 용범으로 주조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비소를 포함하는 고품위의 철광석이다.
야마토 6호분 철정 속에 고 비소의 것도 포함되어 달천 광산의 철을 이용한 철소(제철. 단야장)에서 공
급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 유통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 금관가야의 김해 대성동과 동래 복천동 집단이었다.

2. 왜국 내의 철정 유통
일본열도에서의 철정 유입시기는 효고현 교자츠카(行者塚) 고분 등 5세기 초이다. 그 이전의 고분시대
전기에 츠바이오오츠카야마(椿井大塚山) 고분 효고현 화용(花聳) 고분 등의 판상철부이다. 철정은 열도 내
에서는 4세기 중엽 즈음 유입되고 있었다.
철정의 고분 부장 풍습은 6세기 중엽 무렵에 없어진다. 6세기 단계에서는 형태적으로 후쿠오카 오키노
시마나 야마토 흐타즈카(二塚) 등처럼 장대화·직사각형화가 진행된다. 그 단계에는 이미 소재로서의 철정
도 국산화되어 있었다. 열도에서도 도끼형 철판에서 철정으로 모양이 바뀌었다. 이들 도끼형 철판이나 철정
의 생산지는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열도 내에 유입된 것이다.
일본열도 내에서는 규슈 북부에서 관동지방에 분포하며 긴키 지방에 집중한다.
철정의 대부분은 분묘나 제사 유적에서 출토된다. 치바현 미나미(南) 이중 해자, 도쿄 히카와 (氷川)신
사 북쪽, 아이치현 이세 중학교, 오카야마현 쿠보키(窪木) 야크지(藥師), 에히메현 대쟈쿠(出作), 오이타현
萩鶴 유적 등 주거적· 공방적에서 출토례가 있다. 로(爐)(鍛冶爐 등)에 반출하는 나머지 단야 소재인 것은
분명하다. 철정은 공방, 주거지의 폐지, 매몰 과정에서 폐기된 것이다. 철정이 출토된 공방은 취락 내부에
존재한다. 하나의 취락 내부에서의 단야 공방, 즉 취락 내부에서 분업인 단야이거나, 인근 취락을 포함하는
복수의 취락군 단위, 즉 취락 간 분업으로서의 단야인지가 문제인데 대규모 취락이기 때문에 전자의 가능성
이 높다. 철재 가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다.
철정 형태의 비교를 통해 물류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효고현 교자츠카 고분(5세기 초)의 대형 철정은
위아래 끝이 넓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야마토 6호분에서 미야야마(宮山)고분으로 형식학적으로 변천한다.
이 형태의 철정은 낙동강 하류·남강 유역의 동래 복천동 고분군이나 함안 도항리 고분군, 영산강 유역에
넓게 분포한다. 교자츠카(行者塚)고분의 진식 대금구, 마구, 주조괭이, 단야구의 유입 경로는 대금구를 제외
하면 낙동강 하류역의 가야지역이다.
교자츠카, 마루야마 고분 등 5세기 전반대 철정은 김해를 중심으로 한 가야 제국에서 유입된 것이다.
나라현의 남산 고분과 오사카의 노나카(野中) 고분에서는 철정과 함께 가야토기가 반출된다.
5세기 중엽~후반, 남산고분․ 야마토 6호분·노나카 고분·시가현 신카이(新開) 2호분 철정은 그 형태
나 반출되는 가야토기로 보았을 때 낙동강유역의 동래·김해·창원·함안·고령지역에서 유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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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규슈의 철정 형태는 영산강 유역의 것과 유사하다. 5세기 초엽. 모한(慕韓)에서 요업(스에키)가 도
입되었고 오사카 남부에 고요적(古窯蹟) 군이 형성되었다.
에히메현 데자쿠(出作)·사카나지마(魚島)오오키(大木) 유적의 소형 철정은 야마토 6호분·쿠차츠카(鞍
塚) 고분· 노나카(野中) 고분·미야야마(宮山) 고분, 부산 복천동 1호묘, 김해 예안리 52호묘의 사례와 동
일한 범주에 속한다. 철정의 길이·두께·철추의 성형 흔적 등 야마토 6호 분의 것과 유사하다. 5세기 중엽
무렵이면 왜 정권이 중심이 되어 철소재(철정)을 수입하여 각지에 공급하였다.
고분에 단야구를 부장하는 것은 5세기 전반에 시작되어 5세기 후반 이후에는 보편화된다. 철기에 대한
수요가 비약적으로 높아지면서 철의 공급체제가 확립되기 시작했지만 그 배경에 철 생산의 개시가 있다. 제
철 기술은 백제계의 ‘韓鍛冶‘로 알려졌지만, 요업(스에키)과 마찬가지로 영산강유역의 모한에서 기술이 이전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大縣 유적군에서는 단야로, 숯가마, 철재, 숫돌 등 단야 관련 유구와 유물이 발굴되었다.(花田勝廣
2002). 단야로는 5~8세기의 시기에 걸친다. 大縣 미나미(南) 유적에서는 A지구에서 철재(8kg)·송풍관,
숫돌 등 6세기 말~7세기 전엽, B지구에서는 5세기 후반(3호로), 6세기 후반(4.5호로)의 단야로, 5세기 전
엽의 숯가마가 확인되었다. 철재(14kg)·송풍관이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C지구에서는 7~8세기 단야로 2
기가 있었다. 철재는 금속학적 분석이나 형태로 보았을 때 제련재가 아니고 [정련 단야재]가 포함된다. 출토
된 단야재 전체의 검토가 불가결하지만, 대형의 완형재나 대형 송풍관 등으로 보아 [정련]이 이루어졌을 가
능성이 있다. 大縣 주변에서는 제철(제련)유적은 미확인이다. 철광석을 반입하고서의 제철은 상정하기 어렵
다. 정련 원재료의 철덩어리(鉧, 銑鐵)가 반입되어 있었다. 大縣 유적 철재 광석의 원산지 등은 아직 확인
되지 않았다.
大縣 유적의 송풍관 형태나 크기가 문제가 된다. 4세기대의 석장리, 황성동, 6세기대의 밀양 제철 유적
에서는 대형의 ‘L’자형 송풍관(구경 20㎝ 이상)이 이용되고 있었다. 특히 용해로에 부속되는 송풍관이다. 백
제·신라·가야를 통해서 비슷한 모양의 송풍관이 발달되어 있었다. 송풍관의 형상을 통해서 왜로 제철기
술 이전(移傳)의 상황을 알 수 있다. 大縣 유적의 송풍관은 비교적 크지만 통상의 단야용 형태이다. 즉 大縣
유적에서 어떠한 기술단계의 [정련]이 이루어졌는냐이다. 大縣 유적의 단야유구 시기는 대부분 6세기인데,
앞으로 5세기대의 단야재나 송풍관의 형상이 문제가 될 것이다.가
나라현 와키타(脇田)유적의 철재는 단야재로 송풍관은 일반적인 크기이다. 시기는 5세기 후반에서 7세
기인데 지광사(地光寺)가 건립된 7세기 후반에는 사역 등의 관계로 보아 단야장의 존재는 인정하기 어렵다.
大縣 유적의 정련단야 조업 시기와 관련하여 철재는 유구에서 반출된 토기로 보아 그 상한연대는 5세기
말이고 하한은 6~7세기로 내려온다. 6세기대의 것이 많다. 6세기 대에는 열도 내에서 제철이 개시되어 제
련·정련·단야 생산이 발달한다. 大縣에서도 5세기 이전의 소규모 단야에서는 철정을 원재료로 삼았음이
틀림없다. 오사카부 모리(森)유적의 단야유구에서는 철정이 반출되었다. 철재로 사용된 철정일 것이다. 大
縣유적에서 철재가 대량으로 출토된다고 하지만 시기 폭과 조업 기간을 감안하면 노적별로 다량의 철재가
생성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제철 유적에서의 철재 출토량과는 다른 것이다.
킨키(近畿)지방에서는 단야 공방의 20곳이 5세기 후엽에 집중적으로 출현하고 6세기 초에 소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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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후루· 와키타· 오가타 등의 대규모 단야 취락은 존속한다. 이 무렵 제철과 단야의 기술이전이 이루
어져 왜국 내에서 철소재의 공급이 가능해 졌다. 6세기 초의 소멸이라는 현상은 철기 생산 체제가 재편되었
다는 증거일 것이다.
6세기 중엽~7세기에는 오카야마현(岡山현) 센비키(千引) 카나쿠로 타니(谷) 제철유적 등 열도 각지에
서 제철(광석 제련)이 본격화되었고 단야·금공기술도 발전했다. 아스카시대가 되면 사철제련의 기술이전
이 이루어졌다. 사철 제련 기술의 이전과 이경(犂耕) 보급에 발맞춘 주철 생산이 시작된다.

Ⅵ. 주조 괭이의 생산과 유통

1. 주조 괭이의 거푸집 출토 유적
주조 괭이는 ‘주조 부형품’, ‘주조 철부’ ‘제형도끼’ 등으로 불리던 것으로 용도는 괭이·가래(耒)이다. 단
조 괭이날과 구별하기 위해 ‘주조 괭이’라고 부른다. 그 거푸집이 각지의 제철 유적(철소)에서 확인된다. 각
지의 중핵 제철유적이다. 울산 중산동 유적은 달천 광산의 인근에 입지한다. 석장리 제철 유적은 제련로, 용
해로, 단야로가 마련된 대규모 제철소(銑鋼 일관 공장)이다.
경기도 남양주 장현리, 연천 삼곶리, 양주 옥정동, 춘천 중도 서울 풍납토성)
충청북도 진천 석장리 유적
경상북도(경주 황성동, 경주 용강동, 경주 덕천리, 대구 봉무동 Ⅳ)
경상남도 (울산 중구동 798-2번지 밀양림리)
전라남도 광양 도월리 유적)
주조 괭이는 형태적 특징으로 보아 다호리형, 하대형, 노포동형, 황성동형, 월성로형, 석장리형, 옥전
형, 신봉동형, 예안리형 으로 구분되는데 기본적으로 다호리형에서 예안리형으로 시간적 흐름 속에서 파악
된다(東 1999).
하대형은 공부(銎部)과 날 폭이 동일한 직사각형인데 공부(銎部) 상면 폭과 날의 비율이 44~54의 50
전후, 즉 2분의 1이다. 형식의 인지가 용이하고 부산 노포동과 김해 대성동 27호묘에 그 유례가 있다. 대성
동 27호묘에는 비소가 포함되어 달천 광산의 철을 원제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박장식 2003). 황성동
제철 유적에 공급된 달천 철광석으로 주조한 것이 포항, 울산, 김해로 유통되었다(신동조, 2013).
그 가운데 다라국의 합천 옥전 3호분의 주조괭이는 설형(楔形)을 띠는 특이한 형상이다. 옥전 3호분 출
토 121개 주조 괭이의 클러스터 분석에 따르면 다수의 거푸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거푸집은 원형으로
만든 경우와 제품을 형뜨기하여 만든 것이 있다. 3호 분의 모든 것이 근사(近似)한데 동일 공방에서 같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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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주조되었다. 주조 지느러미도 남은 것을 보면 제작 후에 사용하지 않은 채 부장된 것 같다. 관대로 이
용되었다는 점에서 매장에 즈음하여 대량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근사도가 높은 클러스터는 거푸집 형
태의 차일 것이다.
옥전형 전 단계는 함안 오곡동 고분군(5세기 전반), 창원 도계동(5세기 전엽)분묘 군에서 보인다. 직접
조형은 황남대총 남분과 같은 형태로 추정되지만 쐐기형으로 변화된다. 옥전형의 주조소는 대가야권 내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옥전 고분군에서는 5세기 4/4분기의 M3호 무덤에서 6세기 제 1/4분기 4. 7호
분까지의 기간, 동일 형태의 것이 출토되었다. 형태적으로 살피면 M3→ 7→ 4호 분의 순서가 상정된다.
합천군 지역은 다라국인데 대가야를 구성하는 유력한 나라였다. 고분군에서는 철정은 확인되지 않았지
만 봉상의 철소재가 출토되고 있다. 환두대도 등의 제작에서 금공 기술은 높은 수준이었다. 주조괭이의 생
산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이다. 야로 광산도 근처이다.
옥전 고분군 주조괭이의 출토 상황으로 보아 근처에 일대 철장(철소)이 존재했음이 틀림없다.

2. 주조괭이의 생산과 유통
삼한시대, 하대형이 2세기 중엽부터 3세기 전엽에 유통되지만 3세기 후반 이후 황성동 거푸집과 형태
적으로 유사하다. 노포동형은 3세기 중엽부터 후엽에 걸쳐서 유통되는데 황성동형과 형태적으로 약간 다르
다. 노포동형은 광범위하게 분포하지만 변한 지역에서 발달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노포동 분묘군과 하대
분묘군은 거리가 가깝지만 형태차가 있다.
4세기 후엽 단계가 되면 월성동 29호분 같은 2조 돌대가 있는 것이 양산되었다. 4세기 후반은 신라에
서 농업 생산력, 개간, 논 개발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괭이(토목 도구)였다.
5세기 후엽에는 동래 당감동 분묘 군의 사례와 같이 무돌대(無突帶)의 세형(Ⅲ형)이 있다. 월성로 형도
경주를 중심으로 생산되어 계남리 형도 창녕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되었던 것 같다. 5세기 후반 단계에서는
각 지역 간에 형태 차가 있는 것을 보면 지역 내 각각의 주조소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6세기가 되면 형태적으로 쐐기형(Ⅳ형)으로 통일된다. 쐐기형의 주조 괭이는 옥전형에서 변화된 것인데
예안리 49호묘처럼 정형화된다. 부여 송국리, 익산 미륵사, 김해 예안리(6세기 후엽) 경주 황남동 151호 분
(6세기 중엽), 대구 시지동 등 신라, 가야, 백제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후쿠오카(福岡) 쿠에조노 고분·오카야마(岡山) 금장산 고분, 미에(三重) 와키츠카 1호 분의 주조 괭이
는 백주철인데 티탄을 포함하는 자철광을 소재로 한다. 고분시대 4세기 후엽의 금 장산 고분, 사토니 고분,
5세기 초의 교자츠카(五行塚) 고분이 오래된 사례이다. 금장산 고분타입은 4세기 중엽의 예안리 139호묘의
사례 등에서 발달하여 함안 오곡리나 창원 도계동과 같은 형태로 변화하는데 그 공급지는 낙동강, 남강 유
역으로 추정된다.
교자 츠카 고분, 쿠에조노 고분군, 야마노 카미 고분 사례 등은 낙동강, 남강 유역의 김해, 창원, 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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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측된다.
주조 괭이는 4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까지 유입되지만 한반도의 변천 과정과 대응한다. 4세기 말에
서 5세기 전반에는 낙동강 하류역의 부산, 김해, 함안, 창원 등 지역에서 공급되고 5세기 말 6세기 대에는
백제·대가야 지역에서 유입되었다. 신라 경주 지역과의 직접 공급 관계는 없었던 듯한데 철정의 유통 관계
와 관련된다. 5세기 말 철정의 유입은 끊어지지만 주조 괭이의 유입은 계속된다.
주조 괭이는 오키노시마 유적을 마지막으로 6세기 중엽 무렵부터 왜로의 공급이 끊어지다. 그것은 주요
용도인 농법과 관계가 있다. 한반도 남부에서는 괭이 내지는 밟는 괭이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용되고 있
지만, 5~6세기 일본 열도에서는 U자형 삽날, 괭이가 주류였다. 열도 내에서 주조 괭이는 경작구라기 보다
는 개간 토목구로 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삼한시대에 출현한 주조 괭이는 원래 밭농사에 사용된
농구인데 5세기 말 무렵부터 밟는 괭이(踏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열도 내 철의 주조는 7세기 후반에
시작되는데 삽날이 생산된다.

Ⅶ. 가야의 국제 관계

1. 가야 국왕 하지(荷知)의 남제(南齊) 조공
479년(建元元), 대가야의 하지왕은 남제에 조공한다. 소도성(蕭道成)은 국내적으로는 송의 순제(順帝)
등 유씨 일족을 멸망시키고 정권을 장악했지만 대외적으로는 천하 관념에 따라 조공체제를 취했다.
고제(高帝) 소도성은 ‘광대한 경계를 우리 것으로 처음 정하여 먼 오랑캐에도 우리의 덕화를 보급한다.
가라왕 하지는 해외에서 사자를 보내어 동방의 멀리에서 공납해 왔다. 하지에 보국 장군 본국왕을 제수했
다’(『남제서』권 58 동남이, 야마오 유키히사(山尾辛久) 번역).
이적(夷狄)의 땅 「해외」 처음으로 견사했던 가야국에 대해 제 3품 보국장군으로 후대하고 있다. 같은 해
왜무(倭武)는 진동대장군(2품)에 서정되었다. 이듬해 480년 백제의 모도(牟都)에게 왜무와 마찬가지로 진동
대장군으로 삼았다.
남제는 왜·백제와 대가야에 서열을 정하였으나 각자 독립국으로서 왜와 대가야와 백제 사이에 지배 관
계는 없다. 양 무제 소연(蕭衍) 천람(天藍) 원년(502) 백제(정동대장군) ― 왜(정동 장군)라는 관계에 있다.
대가야가 독자의 남조 외교를 추진했다. 섬진강 유역의 己汶(남원)·滯沙(하동)의 영유를 둘러싸고 백
제와 대가야는 공방한다. 가락국은 이미 섬진강 하구의 하동을 제압하고 외항으로 삼았다.
대가야의 하지왕묘는 지산동 44호분에 비정되었다 (박 천수 2007).
대가야왕은 己本干支, 嘉悉王(가실왕, 하지왕), 이뇌왕(已能末多旱岐)에서 『삼국사기』에 보이는 가실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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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제에 견사하여 「보국장군」에 서정되었다. 470년대 이후 멸망에 이르기까지 대가야에는 가실왕 ― 이뇌
왕 ― 도설지왕의 왕계가 존재한다(타나카 토시아키(田中俊明) 1992).

2. 「양직공도(梁職貢圖)」에 보이는 가야 제국 - 6세기 초엽의 왜와 가야
직공도는 양(梁)무제의 아들 소역(蕭繹)(나중의 원제)에 의해 만들어졌다 (『梁書』 권 5). 백제는 普通 2
년(521)에 조공하고 무령왕에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寧東大將軍」, 524년 성왕은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綏
東將軍百濟王」에 책봉, 또한 534년에도 조공하였다 (『三國史記』 권 26 백제본기). 직공도에 백제의 왕도가
고마(웅진성)라고 기록되었는데 그 제작은 사비성 천도 538년 이전일 것이다. 그리고 백제의 「旁小國」으로
伴跛, 卓, 多羅, 前羅, 止迷, 麻連, 上己文, 下枕羅 등의 나라들이 기록되어 있다(이용현 1999).
斯羅는 신라인데 521년에 백제, 신라가 각각 견사하여 방물을 바쳤다(『양서』권 3). 신라의 강역에 대한
정보가 얻어지는데 「斯羅」라고 직공도에 기록되었다.
伴跛는 대가야(고령), 卓은 탁순(창원)이나 훼(喙), 多羅는 합천, 前羅는 安羅(함안), 斯羅는 신라이다.
止迷·麻連(牟婁)은 전라남도의 영산강 유역, 上己文은 己汶(남원)이나 전라북도 임실, 下枕羅는 忱彌多禮
나 耽羅(강진이거나 제주도)등의 설이 있다(김태식 2014).
麻連은 전라남도 광양, 止迷는 전남 해남설이 있는데 지미는 마련과 함께 섬진강 유역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산강유역의 모한(慕韓)은 이 시기 이미 백제에 영역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제의 방국(傍國)은
전남 동반부에서 섬진강 유역으로 추정된다.
「卓」은 탁순을 말하는데 『일본서기』의 탁순국으로 탁(卓)이라는 소국(지역)이 실재한 것이 다른 사료를
통해서 증명된 것이다. 탁순을 둘러싼 왜와 백제·신라 등의 국제관계가 더욱 진실성을 띠게 된다.
또 탁(卓)은 흠명기(欽明紀) 2년조의 임나 3국인 남가라, 㖨己呑, 卓淳의 그것인데 양직공도는 532년의
금관가야 멸망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524년 신라의 법흥왕은 남쪽 경계를 순행하며 척지(拓地)했지만 그 때 가야 국왕이 와서 만났다고 한
다. 이 가야국은 금관가야일 것인데, 이 때부터 금관가야는 정치적으로 신라에 복속화되었을 것이다. 양직
공도에 금관가야가 기록되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반파(伴跛)(고령)·多羅(합천)·前羅(함안)·卓(창원) 지역은 각각 국으로 기술되어 있다. 흠명기 5년조
에 신라 봄에 喙淳을 취했다. 久禮山의 戌을 쫓아내다. 「안라에 가까운 곳을 안라가 경종(耕種)하고 구례산
에서 가까운 곳을 사라가 경종한다」 라고 기록되었다. 신라 세력은 서쪽 및 탁순을 복속시키고 나아가 아라
에도 정치적으로 진출하였다.
『일본서기』의 「卓」이 중국 사서를 통해 뒷받침된다. 神功紀 46년조에 보이는 갑자년(364)에 탁순(창
원·마산)은 백제·가야·왜의 교류 거점 항시국(港市國)이었다.
「양직공도」는 6세기 초엽의 섬진강에서 낙동강 유역에 백제·가야·신라의 나라들이 있었음을 전한다.

가야의 철 생산과 교역

315

『일본서기』 계체기 6년(512년) 「임나 4현」과 7년(513년)의 「己汶·滯沙」 두 땅의 백제 할양이라는 사건 배경
을 통해서 백제 무령왕의 영산강 유역, 더 동쪽의 섬진강 유역 진출이라는 역사 환경을 읽어낼 수가 있다.

3. 고구려의 對 신라·가야전쟁과 왜
4세기 말엽부터 5세기 초엽에 걸쳐서 금관가야를 둘러싼 역사환경 속에서 고구려와 왜의 「전쟁」문제가
있다.
영락(永樂) 10년, 경자(庚子)의 해(서기 400년). [대왕]이 敎를 내리고 보기(步騎) 5만을 내려서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남거성에서 신라성(지금의 경주)에 이르기까지 왜가 주위 일대에 가득 차 있었다. 관군이
그야말로 도착하려고 했을 때 왜적은 패배했다. 게다가 배하여 급박하고 임나가야의 종발성(지금의 김해)
에 이르자 종발성은 금세 복종했다. 안라(지금의 함안)사람 戍兵(수비병)은 신라성·城을 하였다. 왜는
遺城 六十九盡拒 . (중략) 안라인 戍兵을  하였다. 옛날부터 신라의 매금(군주)은 아직 자기 자신
이[고구려에)와서 (정치의) 사정에 대해서 진상하고 논증한 일은 없다.(그러나 올해의 신라 구원전을 계기로
처음으로] 국강상광 개토호태왕 매금  복구  조공했다(武田 2007).
고구려군과 왜적의 싸움은 어떠했을까. 왜적이 싸우지 않고 패주 했다고 읽으며 과연 왜적이라는 것이
존재했는지, 왜적의 실체가 애매하게 된다. 전황이 읽혀지지 않는다.
신라성은 지금의 경주 월성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유적으로 경주 분지의 북천과 서천이 합류하는 부근
에 황성동에 읍락과 제철지가 운영되고 있다.
임나가야 종발성이 김해 부근의 「성」이라면 금관가야 궁성인 봉황대 토성에 다름 아니다. 또 같은 시기
에 김해 서쪽 함안지역 아라가야의 안라인 수병(戍兵)이 참전하여 신라성까지 공격했다고 한다. 비문의 「滿」
이하 미판독 공백부분에 참전에 관한 기사가 새겨져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안라 수병은 왜적과 마찬가지
로 패배한 것으로 보인다. 전장은 신라성인데 고구려군의 침공은 아라가야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고구려 「步騎 5만」 의 병사 규모, 경주 신라성에서 김해 종발성까지의 진격 루트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
다. 경주 월성로 고분군 29호분에 왜에서 제작된 돌팔찌, 13호분에 비취 곡옥, 31호묘에 하지키가 부장되
어 있었다. 월성로는 읍남 고분군의 동변인데 월성에 이르는 도로 건설 중에 발굴되었다. 황남동 109호 등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대의 고분군이 입지하는 곳이다. 돌팔찌는 전기 고분 부장품을 구성하는 물품 중
의 하나이다. 유력한 고분에 부장된다. 왜인과 관련된 것일까? 증여된 것일까? 남거성에서 신라성까지 가득
찼다고 한다. 왜인 집단과 어떠한 관계였을까? 어쨌든 비문의 영락 10년 전후시기에 왜와 관련된 물건이 그
흔적을 남긴다. 피장자가 왜인이라면 신라 사회 속에 정착해 있다가 처음 매장된 것이다.
비문을 보면 「성」의 실체이지만 당시 고구려 도읍인 집안에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환도성(국내성)이 존재
하고, 산성자 산성(환도산성)이 축조되었다. 랴오닝성(遼寧城) 환인의 하고성자(下古城子)토성 같은 평성과
산성이 있었다. 비문에 있는 대로 고구려가 공파(攻破)한 것은 64개성, 마을 1400이었다. 고구려는 지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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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내에 산성을 축조하였다.
전쟁 후에 고구려는 임나가야를 지배, 점령하지는 않았다. 왜인의 존재는 불명이다. 400년 고구려에 의
해 「敗」 한 왜는 4년 후 404년에 대방 경계까지 대군으로 「침입」했다고 한다.
고구려와 왜는 전투 끝에 광개토왕에게 복종하고 조공했다는 것이다. 고구려의 전략은 신라의 지배에
있었고 조공 관계를 맺는 것과 함께 왕도(王都) 금성에 주둔하며 군사적인 정치 지배 관계를 구축했다.
고구려의 금성 지배는 5세기 중엽의 눌지 마립간까지 계속된다. 신분제를 표상하는 산자형관의 정형화
는 신라 국가의 발전 단계를 나타낸다.
5세기 초엽의 고구려에서 신라로의 문물 유입은 관모에서 무기 및 무구, 마구에 이른다.

4. 왜계 갑주 분포권 - 운반된 갑주
가야의 철정(철재)을 가공하고 수출된 왜계 갑주가 낙동강 유역에서 영산강 유역, 금강 유역에 분포한
다(福泉博物館 2010, 국립김해박물관 2015).
금관가야 각 지역에서 삼각판 혁철단갑은 복천동 4호묘·부산 연산동 3, 10호묘, 장방형 혁철단갑은
東萊 연산동 8호묘에서 출토되었다.
또 금관가야 지역에서 아라가야의 함안 도항리 13호분, 다라국의 합천 옥전 68호분, 고흥 야막 고분 모
한(慕韓)의 해남 외도 1호묘, 영암 옥야리 1호분, 신안 배놀리 3호묘와 전남 남해안에서 서해안, 영산강 유
역으로 분포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전남 해남군의 외도 1호 석관묘는 완도를 대안에 두는 곶 위에 입지하지만 삼각판 혁철단갑편과 무기를
부장하고 있었다. 왜계 무인으로 그 피장자는 해남의 읍락에 정착해 있었을 것이다.
섬진강 서안의 전남 동부 고흥반도 5세기대 야막 고분에서 충각부투구와 삼각판 혁철판갑옷, 안동 고분
에서 소찰미비부주, 장방형 판혁철단갑이 있다.
창녕 교동 3호분의 삼각·횡인판 병용 병류단갑은 5세기 중엽 즈음인데 삼각판에서 횡인판 병류단갑으
로 제작기술이 변화한 과도기의 것이다. 낙동강 유역의 동안지역, 강동(江東)으로 읽히는 지역은 신라 정치
권이다. 신라의 산자형(山字形) 금동관이 분포하며 신라 정치권에 속한다. 신라(경주)계의 도질토기와 수혈
식 석실에서 횡혈식 석실의 과도 형태 수혈계 횡구식 석실이 만들어졌다. 창녕은 신라와의 경계에 위치하고
왜는 그 창녕과 東萊 지역을 통하여 신라와 교섭했다. 철정을 왜로 공급하는 거점이었다. 그 대가로 갑주도
공급된 것으로 추측된다. 어쨌든 신라 정치권 바깥의 창녕 東萊 지역에서의 왜계 갑옷이다. 왜 신라 금성 정
권과의 교류 관계가 있었다. 그 때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가야 제국 내의 판도가 바뀌다.
횡인판 병류판갑은 5세기 중엽~5세기 말엽까지 대가야 제국(諸國)에서 慕韓(영산강유역), 백제지역에
분포한다. 이 때부터 왜는 금관가야와 함께 가야국들과 교류한다.
동래 복천동 112호묘, 옥전 28호묘, 고령 지산동 32호묘, 전남 여수 죽림리, 전남 고흥 안동 고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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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은성 망이산성 경갑은 지산동 32호분, 연산동 8호분, 가달 4호묘, 충각부주는 오륜대, 중생원 1호분, 지
산동 32호분, 야막고분 미비부주는 두곡 43호묘, 전 연산동 고분, 지산동 Ⅰ-3호분, 안동 고분에서 확인되
었다.
충청북도 청주 동북의 백제 시대의 음성 망이산성에서 판갑 1령이 출토되었다. 군사시설에서 발견된 것
은 드물다. 그 약 40㎞의 청주 신봉동 1호분에서는 삼각판 혁철단갑과 스에키가 확인되고 있다. 또 서남 약
30㎞에 경기도 안성과 충북 진천과 도(道) 경계의 충청남도 천안 도림리 2호 석곽묘에서 수발(미비부주?)이
발견되었다. 그 북쪽에 고구려의 안성 길동 산성(보루)이 위치하고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었다. 망이산성의
동쪽 20㎞에 충주 고구려비가 위치한다.
충주 중원 고구려비에서 연기 나성리 보루, 청원 남성곡, 대전 월평동의 고구려 산성·보루의 선은 백
제와 고구려가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다. 그야말로 백제와 고구려의 공쟁 지대 출토인 것이다. 갑옷의 제작
시기는 475년의 한성 함락 전후인 5세기 중엽~말엽이다. 그 무렵 장수 왕 세력은 충주의 장미 산성을 거점
으로 두고 있었다. 갑옷은 병기, 교역품, 증여품 등의 형태로 유통된다. 백제·고구려의 전쟁 판도에서 왜가
어떻게 관여했는 지이다.

Ⅷ. 유자이기(有棘利器)로 본 신라와 가야제국의 정치적 관계

1. 신라 경주계 유자이기와 가야계 새 문양 유자이기
유자이기들은 3세기 후반 무렵, 소용돌이문 장식이기로 출현한다. 진한과 변한 지역 일대에 분포한다.
제주도에서도 발견되었다. 나가노의 근총(根塚) 소용돌이문 장식이기(裝飾利器)도 이 무렵 변한 지역에서
전해졌다. 4세기 대에는 울산 하대 분묘군, 동래 복천동 분묘군, 창원 도계동 분묘군 등 신라·가야의 여러
지역에서 거의 동일 형태의 유자이기가 분포한다.
4세기 후반에 경주 황남동 109호 분과 김해 예안리 150호 묘의 사례처럼 신라와 가야 지역에서 형태
차이를 보인다. 이 시기는 토기 등을 포함하여 지역성이 형성된다. 5세기 전반부터 중엽에는 낙동강 이동의
경주·동래·김해·창녕의 여러 지역에서 형태차가 생겨난다. 경주 황남대총 남분(5세기 중엽)과 동래 복
천동 22호 묘의 것이 흡사하고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된다. 낙동강 이동지역의 강동(江東) 문화권에서
동일한 양태(樣態)로 분포한다.
5세기 후반에 들어서면 경주, 경산, 대구, 칠곡, 동래, 창녕, 낙동강 이서(以西)의 김해 창원, 함안, 고
성, 합천, 고령 지역에 넓게 분포하는 신라 경주계 유자이기들은 동래 지역부터 김해 지역, 게다가 창원 지
역으로 전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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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지역에서는 5세기 전반(제2/4분기)경 복천동 22호분의 삼엽문 장식 금동관은 고구려에서 유래된
관인데, 신라 산자형 관(황남대총 남분)의 전 단계인 것이다. 동래 복천동 10호분의 산 자형 금동관은 전형
적인 신라관이다. 외위제의 원초 형태를 표상하는 것인데 신분제를 표현한다. 김해 지역은 5세기 중엽 쯤에
신라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초엽. 동래·김해·창원의 3지역에 경주형 유자이기가 분포하며 인접한 함안·
합천 지역의 삼엽문 장식 유자이기와 분포권이 다르다. 그러한 분포상의 차이는 이 시기의 토기 분포상황과
도 일치한다.
4세기부터 5세기 전반, 동래·김해·진해·창원 지역에는 왜계의 하지키도 분포한다. 이들 지역은 『일
본서기』 긴메이(欽明) 2년과 5년 기사에 보이는 「남가라」 (김해), 「탁순」 (창원), 「喙己呑」 (창원 북부 또는 진
해·웅천)은 김해에서 창원 사이로 비정된다.
창원·마산의 서쪽에 남북방향으로, 무릉산(568m), 爵隊山(648m), 천주산(639m), 무학산(761m)으
로 이어지는 산괴가 있다. 그 서쪽에 광로천(匡蘆川)이 북류하여 남강으로 합류한다. 유자이기, 신라계 토기
의 분포상황으로 보아 광로천 유역과 그에 이어지는 산괴는 어느 시기 신라와 가야를 나누는 경계가 된다 .
함안(아라)·의령(捻禮)·합천 (多羅) 지역에 새 무늬 장식 유자이기가 분포한다. 의령군 예둔리는 남
강의 북안에 위치하는데 함안 도항리 고분군에 지리적으로 가깝다. 합천 옥전 고분군과 함안 도항리 고분
군, 유자이기들은, 새 무늬 장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몸체에 소찰(옥전형)과 직사각형 투공(도항리형)이
라는 형태차가 있다.
순천 운평리 2호분의 주실에서 고령형(대가야계), 고성형(소가야계), 금제 귀걸이, 유리구슬, 철모·철
촉이 출토되었다. 분구 내에서 출토된 조문장식 유자이기들은 아라가야(함안)과 다라국(합천)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섬진강 유역에로의 대가야 정치권의 확대는 아라가야 세력이 관여하였다.
전남 동부지역 30여 곳의 분묘군이나 취락·산성 유적에서 금관가야(김해형), 아라가야(함안형), 소가
야(고성형), 대가야(고령형)계 토기가 발견되었다. 섬진강 유역은 소가야· 아라가야에 접하여 가야 문화권
이 형성됐지만 5세기 말엽 무렵부터 대가야 정치권에 포함되었다.

2. 대가야권 내의 유자이기
낙동강 이서의 고령 지역 유자이기들은 강동(江東)지역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 신라와 대가야 고령
지역에 유사한 형태의 유자이기가 존재한다. 대가야국의 중심 세력인 고령 지역의 유자이기가 낙동강을 끼
고 지근거리에 있다고는 하나 대구와 창녕의 낙동강 문화권의 것에 유사하다. 그 의미는 간과할 수 없다. 고
령의 유자이기들은 낙동강을 넘어서 대구지역 등 신라계의 것으로 대가야의 중심 세력이면서도 신라적 요
소를 가진 강동(江東) 정치권의 유자이기가 존재한다. 이는 정치적 관계를 표상한다.
522년 대가야왕의 이뇌왕(已能末多旱岐)은 신라와 통혼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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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국에서 도항리형과 옥전형 새무늬 장식 유자이기, 고령의 신라계, 경주형 유자이기가 분포한다.
남강의 북안의 의령 예둔리 1호는 옥전형으로, 고성 연당동 14호분의 경우는 옥전형에 들어간다.
대가야, 이른바 우륵 십이곡 정치권(田中俊明 1992) 중에서 대가야 고령형과 옥전형, 도항리형 유자이
기가 분포하는데, 가야 정권의 중심 고령, 다라국(옥전형), 아라가야(도항리형)라는 구조적인 세력관계를 유
추할 수 있다. 대가야의 고령세력은 낙동강 이동의 신라세력과 정치적 관계를 맺으면서 대가야 내 정권의
패자로서 존재했다. 다라국 세력과 아라가야 세력은 지연적인 정치적 관계를 맺으면서도 고령세력과도 대
치하며 존재하였다. 유자이기들은 그러한 정치적 관계를 표상하고 있다.

Ⅸ. 가야제국과 백제·왜와의 정치적 관계

1. 『日本書紀』 신공기 「가야 7국 평정」의 허실
『일본서기』 49년 조의 이른바 「신라정벌」과 「가야7국 평정」, 그리고 『繼體紀 』의 「任那 4縣 賜與」 기사
는 일련의 것이다. 모두 사실이 아니며 『일본서기』 속의 이야기이다.
神功紀 49년 봄 3월 荒田別· 鹿我別을 장군으로 삼았다. 久氐 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 탁순국에 이르
러 신라를 습격하려 하였다. 병의 무리가 적어서 신라를 깰 수 없었다. 군사를 증강해야 한다는 말을 따른
다. 그리하여 백제 장군 木羅斤資, 沙沙奴跪에 명하여 정병을 이끌고 바로 沙白· 蓋盧와 함께 가게 하였다.
함께 탁순에 모여서 신라를 격파했다. 그리고 比自炑(지금의 창녕)·남가라(김해)·㖨國·안라(함안)·다라
(합천)·탁순(창원)·가야(고령)의 七國을 평정했다. 古奚津(섬진강 유역)에 도달하여 남만의 忱彌多禮(전남
강진)을 쳐서 백제에 주었다.
백제왕 초고 및 왕자 귀수가 군을 이끌고 항복하였다. 이윽고 比利(전남 나주)·辟中(전라북도 김제),
布彌支(충청남도 공주군 유구리)· 半古(전남 나주군 반남) 四邑이 「자연항복」 하였다.
백제왕 父子 및 荒田別 목리근자 등이 意流村에서 함께 만나 서로 기뻐하고, 예의를 두텁게 하여 보내
었다. 다만 千熊長彦과 백제왕 만이 백제국에 이르러 辟支山에 올라 맹세하였다. 또한 古沙山에 올라 함께
반석의 위에서 백제왕이 맹세하여 「항시 西蕃이라고 칭하여 춘추에 조공한다」라고 하였다. 게다가 「황태후」
는 久氐에 「바다 서쪽의 여러 韓」에 다사성을 늘려서 사여. 다사성은 계체기 6년 백제에 하사했다고 하는
「己汶滯沙」의 대사이다.
쓰다 소우키치(1947)는 『일본서기』 의 사료 비판을 바탕으로 「신공기 46년부터 52년에 걸쳐서 기록된
백제 복속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한편의 설화」인 임나의 7국 평정기사는 신공기의 백제 來貢 전설이라고
하였다. 「신공기의 이 설화는 일본 修史家에 의해 구상된 것에 불과하다」고 고증하였다(「백제에 관한 일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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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기재」).
이케우치 히로시 역시 7국 평정기사는 백제가 항복한 다음 外征이 이루어져 탁순국을 거점으로 군사를
움직여 그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불합리하고, 이른바 7국 평정의 전래는 사실로 승인할 수 없다
고 하였다. 千熊長彦과 肖古王의 맹약도 조작인데 4읍이 저절로 항복했다는 것도 허구의 이야기라고 본다.
스에마쓰 야스카즈(1949)는 신공기 49년조의 지명을 비정하고 「신라 本地를 꺾고 낙동강 양안의 7국을
평정한 것은 경상 남북도 대부분을 평정한 것에 다름없고, 서쪽에서도 제주도(침미다례)를 쳐서 4읍이 자연
항복한 것은 전라남북도에서 충청남도 일부지역의 복종을 의미하고 辟支·古沙 兩山의 두번에 걸친 백제왕
의 다짐의 말은 백제관계의 결정을 나타낸다.」 라고 말하여 「7국 평정」을 사실로 보았다. 스에마쓰가 상정하
는 「임나」 강역은 경상북도 남부에서 경상남도, 그리고 충청남도 남부에서 호남 일대로 펼쳐진다. 왜의 지배
지역이다.
미시나 아키히데(1962)의 설에 따르면 「신공기의 가야 7국 평정설은 백제 성명왕대의 현실에 바탕하여
서술된 오랜 시대의 전설사이다. 백제 측의 史傳에 기인한다. 북방의 탁순국 (대구) 최초의 거점을 「천황이
합하여 백제 장군을 파견했다는 것은 흠명기의 백제에 의한 가야 부흥 책과 그 전략에 따른 것」 이었다.
『일본서기』의 가야 「7국」은 4세기가 아니라 5세기 중엽 무렵의 가야제국의 영역관계를 나타낸다. 412년
광개토대왕비의 「任那가야」는 김해(금관가야)이다. 『송서』 왜인전의 438년 倭珍의 遣使에는 「임나」라고 하였
지만, 451년의 倭濟의 견사에는 「임나가야」라고 하였다. 임나는 금관가야, 가야는 대가야인데 가야 제국에
양대 세력이 있었다. 書紀 「7국」의 남가라(금관가야)와 가야(대가야)에 해당한다.
平野邦雄(1985)은 신공기 49년 조의 가야 7국 평정기사는 干支도 없고 왕력과의 관계도 없는 신빙성이
약한 외교관계 기사라고 본다. 스에마쓰 야스카즈의 지명 비정은 경상남도 동부, 경북남부의 낙동강 중·하
류역에서 「6가야」(『駕洛國記』) 「임나십국」(흠명기)의 거의 전역에 걸치는데, 가야의 주요국 전부를 포함한다.
「四邑」은 거의 전북·전남 백제의 영역에 걸친다. 미시나 아키히데가 말하는 임나제국을 부흥하기 위한 기
원설화이다. 「四邑」도 계체기의 「임나 4현」을 백제에 할양했다는 설화의 투영이라고 생각한다.
야마오 유키히사(1989)는 신공기의 일련의 기사를 사료 비판한 위에 역사적 전개과정을 복원한다. 『神
功紀』 49년조는 원래 46년조와 52년조 사이에 있지 않다. 49년조의 木羅斤資·沙沙 奴跪·沙白蓋盧들이
탁순에 집결하여 신라를 공격한 이야기는 429년의 일이다. 「7국」 평정의 기사는 「칠지도」, 「칠자경」 진상의
유래인데 『신공기』의 편자가 곁들인 것이다. 백제왕은 일본 천황에 교섭을 시작한 처음(372년)부터 西蕃의
조공국이었다. 그런 율령 국가의 지배 이념 근거가 되는 역사를 述作하였다. 그 때 『百濟記』가 毗有王의 己
已年(429)에 기록된 沙沙奴跪를 장수로 하는 야마토 왕권의 가야 지방으로 최초 출병기사를 다른 기사보다
간지 한 순배를 올려서 이용한 것이었다.
364년 백제, 가야 제국(탁순 등)과 교섭 강화(신공기 46년 조 갑자년).
369년 백제 왕자가 장군이 되어 고구려와 싸우다 (『삼국사기』).
371년 백제의 왕·왕자들은 평양성에서 고구려 왕을 죽이고 한성을 왕도로 정한다.
동진에 견사(『삼국사기』).
372년 동진의 책봉사 한성으로(『晉書』 백제전, 신공 52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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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년 고구려, 평양에 천도(『삼국사기』).
428년 왜왕의 사자, 종자 50명과 함께 백제 도읍에 도착(『삼국사기』). 백제 晪支王, 여성(「新齊都媛」)
을 왜왕에 보내다 (『응신기』 39년 조 본문).
429년 왜왕의 사자 (「阿禮奴跪」, 백제로 감. 백제 毗有王, 여성(適稽女郞)을 왜왕에 보냄(『웅략기』의 注
를 인용 『百濟新撰』).
429년 沙白蓋盧· 백제의 木羅斤資 등이 沙沙奴跪를 장(將)으로 삼아 왜의 군대를 이끌고 신라(주둔
고구려군)와 싸우고 대가야(고령) 지배권을 수립했다 (『신공기』 49년 조, 369 +60→ 429년).
442년 대가야를 공격하는(『신공기』 62년 조의 주를 인용 『백제기』).
神功紀 62년 조의 백제기에 「임오년」(442)에 沙至比跪(葛城襲津彦)이 가락국을 토벌하고, 가야의 국왕
己本旱岐와 그의 자식 百久至·阿首至·國沙利, 伊羅麻酒, 爾汶至들이 인민을 거느리고 백제로 도망을 왔
다. 가라국왕의 妹旣殿至가 오야마토(大倭)로 와서 沙至比跪가 가야를 멸망시킨 것을 고발하였는데, (이에)
천황은 木羅斤資를 파견하여 병사 무리를 이끌고 가야에 모여 사직을 회복했다. 「백제기」의 기록에서 사실
의 일단이 알려진다.
이 무렵 백제 한성기의 초화문 금동관이 가야의 합천 옥전 23호분, 전남 고흥의 안동 고분에서 출토되
었다(이 한상 2011). 「백제의 금속제 관문화」 『백제의 관』). 한성기의 관모가 영역의 안팎에 분포한다.
나라 室宮山 고분의 배모양 토기 등 금관가야, 아라가야·소가야 토기가 넓게 분포한다.

2. 「任那四縣」 할양문제
『일본서기』 繼體紀 6년(512) 조에 백제에 임나의 上哆唎, 下哆唎·娑陀·牟婁 4현을 할양받았다는 이
야기가 있다. 그 「任那」 4현의 땅은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 1949에 의하면 전남 서반부 일대이다.
전영래(1985)는 무령왕의 512. 513년 섬진강 유역 경략 중에서 자리매김시켜 상다리, 하다리를 여수
(원촌)반도와 돌산도, 사타(娑陀)는 순천(사평), 牟婁는 마로현(광양)에 비정했다. 己汶·대사는 남원, 구례,
하동이다. 섬진강 서안 지역이 가야권에 포함된다. 「임나사현」 할양문제는 왜의 영토를 백제에 사여한다는
이야기이지 그 지역을 왜가 영유한 적은 없었다.
任那四縣은 신공기의 「가라 7국」 평정, 침미다례·四邑의 백제(근초고왕)로의 사여, 다사성의 사여와
표리가 일체하는 관계에 있다. 가라 칠국은 낙동강 유역의 국가, 침미다례는 전라남도 남부 고흥반도에서
강진 지역, 四邑은 충청남도 남부에서 전라남북도 지역에 비정된다. 전라남도 일대이다.
「왜의 四縣, 두 곳 사여의 역사적 배경은 백제의 정치적 진출임에 틀림없다. 무령왕은 508년 탐라에 이
어, 백제의 영산강, 섬진강 유역으로 영역을 확대해 갔다. 백제는 상다리(上哆唎) 이하의 이른바 「四縣」 나
아가 대사·기문으로 이야기되는 섬진강 중·하류 지역으로 진출하여 신라는 탁순(대구)·탁기탄(경산)에
서 남가라(금관)를 제압하고 낙동강 서안으로 진출했고 마침내 세력은 안라(함안)에 이르렀다. 伴跛(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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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고령)·다라(합천)는 이 양자 사이의 곡간에 존재했지만 마침내 가야와 다라국도 병합하기에 이른다」
(平野邦雄 1985).
「임나사현」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다. 왜가 「임나사현」을 백제에 하사했다는 이야기는 가공된 것이다.
『일본서기』 흠명기 임나의 「일본부」 실체는 「안라에 있던 여러 왜신들(在阿羅諸 왜신등)」이다(이영식 1993).
「가야 七國平定」의 역사적 배경은 가야제국과 백제·왜와의 국제 관계에 있었다.

아즈마 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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