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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역 삼가마 변천양상에 관한 연구
- 대구 사수동유적을 중심으로 -

1)김

정 율*

요 약
삼가마는 삼을 찌기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영남지역에서 삼가마가 조사된 유적은
모두 32개소로 분포권을 통해 볼 때, 영남 전역에 고루 분포하는데 특히 대구와 울
산을 중심으로 다수의 유적이 집중되고 있다. 삼가마는 입지조건에 따라 구릉사면
및 말단부, 곡간부로 구분되며 연료인 목재와 용수의 공급도 유리한 곳에 주로 입지
한다. 삼가마는 증숙실과 발열실의 배치에 따라서 일체형과 분리형으로 구분된다.
일체형 삼가마는 평면형태에 따라서 원형(Ⅰ), 타원형(Ⅱ), 방형(Ⅲ)으로 구분가능하
며 외부돌출구 설치 여부에 따라서 외부돌출구가 1개인 것(A-1)과 2개인 것(A-2), 설
치되지 않은 경우(B)로 구분하였다. 분리형 삼가마는 격벽의 형태와 발열실과 증숙
실의 형태에 따라 구분된다. 격벽은 증기구가 있는 격벽(Ⅰ), 격벽시설만 있는 경우
(Ⅱ), 격벽대신 대석을 놓은 경우(Ⅲ)로 나누어진다. 평면형태는 발열실과 증숙실이
같은 너비인 경우(ⅰ), 발열실에서 증숙실로 갈수록 좁아지는 경우(ⅱ), ‘呂’자형으로
발열실과 중숙실이 별도의 수혈로 분리되는 경우(ⅲ)로 나누어진다. 세부 속성으로
증숙실과 발열실의 상대높이에 따라 동일한 높이에 위치하는 경우(A), 경사면을 이
용하는 경우(B-1)와 이단 굴광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B-2)로 세분된다.
분리형 삼가마의 경우 ⅠㆍⅡ식의 격벽을 가진 것은 대구지역에서 주로 조사된
다. Ⅰ식이 Ⅱ식보다 선행하며 시기는 고려시대로 비정 가능하다. 그리고 분리형 삼
가마 Ⅰ식의 경우, 증숙실이 보이지 않아 이단굴광의 형태(B-2)로 생각되며 Ⅱ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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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실과 증숙실이 동일한 높이(A)로서 중복관계상, B-2식이 A식보다 선행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일체형 삼가마는 외부돌출구의 유무에 따라 A-1ㆍA-2식 → B식으로
변화한다.
주제어 : 삼가마, 삼굿, 분리형, 일체형, 외부돌출구, 격벽

Ⅰ. 머리말
‘삼가마1)’란 삼을 삶기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타)원형, 방형 등의 평면형태에 내
부에는 다량의 잡석과 목탄 등이 채워져 있으며 일부 벽은 고온에 의해 소결면이
형성되는 특징을 보인다. 2000년대 이전에는 성격미상의 소성유구로 추정하였으나
이후 발굴자료의 증가와 민속학적 연구를 통해서 삼을 찌기 위한 시설로 파악되었
다. 그러나 삼을 쪘다는 적극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유적 내에서는 1~2기 정도만 조
사되어 정확한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출토유물량이 매우 적은 편으로 시기
는 조선시대 혹은 시기미상으로 비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구의 중요도가 낮아
AMS 등의 자연과학분석 역시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점이 있었다.
삼가마에 대한 최초 연구는 ｢구미 봉산리유적 삼가마를 통해 본 ‘삼무지’｣2)로서
기존 성격미상으로 분류된 유구에 대해 안동지역 전통 삼굿행위를 참고하여 삼가마
를 파악하고 전통 삼굿 복원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발굴조사에서 확인되는 일체
형 삼가마의 증숙실 부재로 인해 명확한 구조 해석이 어려워 닥종이를 삶는 유구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후 삼가마의 조사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유구에 대한 조사방법을 중심으로
1) 삼가마 이외에도 노지, 석조유구, 소성유구, 가마, 수혈유구, 돌굿유구 등 보고자에 따라 상이
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유구의 명확한 성격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
한 명칭이 혼용되었으나 이후 삼가마의 조사사례가 증가한 2000년 이후부터 삼가마라는 용어
가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전미영, ｢돌굿유구의 구조｣, 야외고고학 제
10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1.)는 직접적으로 삼굿이 이루어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찌는 행위에 중점을 둔 ‘돌굿유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2) 유병록ㆍ정민, ｢구미 봉산리유적 삼가마를 통해 본 ‘삼무지’｣, 영남문화재연구 제17집, 영남
문화재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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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되었다.

｢삼가마(麻蒸窯) 유적의 연구와 조사방법론｣3)에서는 기존에 조시된 삼가마를 가
장 이른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서시대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정리
하고 그 구조에 대한 형식분류 및 조사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돌굿유구의 구조｣4)에서는 기존에 호칭되던 삼가마를 ‘돌굿’이라고 부를 것을 제
안하였다. 과학적 분석이 결여되어 찌는 대상물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삼가마
라고 단정하여 부르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돌’, ‘구덩이’, ‘찌기’라는 행위가 포함된
‘돌굿’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후 과학적 분석을 통해 찌는 대
상이 명확해지면 ‘삼굿’, ‘닥굿’으로 불러도 좋은 것으로 보았다.
한편 고고학적 접근은 아니지만,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임영진의 ｢‘삼가마’ 유구에
대한 민속학적 논증 : ‘삼가마’(삼굿)의 축조와 구조, 운용에 대한 현지조사 보고｣5)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삼가마의 발굴조사를 통한 평면구조 분석 및 현대 이루어지
고 있는 삼굿조업을 통한 복원도와 모식도를 작성하여 삼가마의 조업 원리를 설명
한바 있다. 이를 통해 강원도 정선 호촌리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삼굿행사를 참고로
삼굿행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주었으며, 복원도와 실제 삼굿행위가 어느 정도 유
사성이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강원도 정선 호촌리의 전통 삼굿의
평면구조를 살펴볼 때, 증숙실과 발열실이 분리된 구조로 증숙실과 발열실이 하나
인 일체형 삼가마의 복원 과정을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10년경 우리 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대구 사수동유적6)에서 다
양한 형태의 삼가마 19기가 조사되었다. 이는 단일유적에서 가장 많은 수의 삼가마
가 조사된 사례로서 잔존상태가 좋은 목탄시료에 대해서 AMS분석을 실시하여 절대
연대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구 사수동유적의 삼가마를 중심으로 영남지역에서 조사된 삼가마를 분석하고 이
를 통해 삼가마의 시간적 변천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3) 박광열ㆍ손호성, ｢삼가마(麻蒸窯)유적의 연구와 조사방법론｣, 야외고고학 제4호, 한국문화재
조사연구기관협회, 2008.
4) 전미영, ｢돌굿유구의 구조｣, 야외고고학 제10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1.
5) 임영진, ｢‘삼가마’유구에 대한 민속학적 논증 : ‘삼가마’(삼굿) 운용에 대한 현지조사 보고｣, 월
간 문화재 제42권 제4호, 2009.
6)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大邱 泗水洞遺蹟,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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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구 사수동유적 삼가마와 영남지역 조사현황
1. 대구 사수동유적 삼가마
대구 사수동유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ㆍ경북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대구 금
호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로서 남쪽으로는 금호강이 동→서로 흐르고 있으며 동ㆍ
서ㆍ북 삼면은 해발 약 170~200m 가량의 명봉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조사대
상지역은 5개 지구(A~E지구)로 나누어지며 우리 연구원에서 3개 지구(A~C지구), 세
종문화재연구원에서 2개 지구(D~E지구)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담하게 되었으며 삼
가마는 C지구에서 주로 조사
되었다.
조사된 삼가마는 모두 19
기로 평면형태에 따라서 (세)
장방형, 타원형, 원형으로 나
누어지며 등고선과 직교 또
는 평행하기 때문에 크게 지
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으로 생각된다. 1~5호 삼가마
와 같이 다중으로 중복되어
수차례에 걸쳐 사용된 것도
있으며, 17~19호 삼가마와 같
이 단독으로 위치하는 경우
도 있다. 또한 1~7호 삼가마
인근으로 우물이 위치하고 있
어 용수의 공급이 원활한 것
으로 추정된다. 내부에서는 유
물이 출토되지 않아 명확한
시기를 판정하기 어려운 편

도면 1. 대구 사수동 삼가마 배치양상

이나 주변유구나 AMS 분석결과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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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남지역 조사현황
영남지역에서 삼가마가 조사된 유적은 [도면 2]와 같이 모두 32개소로 영남 전역
에 고루 분포하는데 특히 대구와 울산을 중심으로 다수의 유적이 집중되고 있다.
대부분 유적 내에서 1~2기 정도만 조사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구 사수동유적의 경우
19기가 조사되어 단일유적으로서는 가장 많은 수를 점한다.

도면 2. 영남지역 삼가마 분포도
연번

유적명

연번

유적명

1

대구 사수동

17

울산 궁근정리

2

대구 월성동 498번지

18

울산 어음리

3

대구 상동552-8번지

19

울산 삼정리

4

대구 시지지구

20

양산 소토리

5

대구 신서혁신도시 B-1 3북지구

21

기장 고촌리

6

대구 봉무동

22

양산 가촌리

7

대구 학정동

23

김해 가야의 숲 조성부지

8

구미 봉산리2

24

김해 봉황동 220-3ㆍ5ㆍ9번지

9

상주 복룡동 256번지

25

밀양 제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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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포항 원동 제3지구

26

밀양 귀명리

11

경주 손곡동ㆍ물천리

27

밀양 금포리

12

경주 북문로 왕경

28

진해 자은

13

경주 월산리

28

통영 안정리

14

울산 천곡동 가재골

30

사천 덕곡리

15

울산 매곡동 508번지

31

진주 중천리

16

울산 매곡동 신기

32

산청 대하리

Ⅲ. 삼가마의 특징 및 형식분류
1. 삼가마의 입지
삼가마를 조성하는데 최적의 입지조건은 삼을 찌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쉽게 구
할 수 있고 작업 조건이 용이한 곳에 주로 설치된다. 삼굿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는 삶기 위한 대상인 ‘삼’, 수증기를 만들기 위한 ‘물’과 ‘석재’, 고열을 만들기 위
한 연료인 ‘나무’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조사된 삼가마의 입지조건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삼가마 입지유형에 따른 분류
유형

해당유적

합계

구릉사면 및
말단부

대구 신서혁신도시 B-1 3북지구ㆍ학정동, 구미 봉산리,
경주 손곡동ㆍ물천리ㆍ월산리, 울산 삼정리ㆍ천곡동 가재골ㆍ매곡동 신기,
양산 소토리ㆍ가촌리, 기장 고촌리,
김해 봉황동 220-3ㆍ5ㆍ9번지, 진해 자은동, 밀양 귀명리ㆍ금포리

15

곡간부
(선상지)

대구 사수동ㆍ월성동 498번지ㆍ시지지구, 사천 덕곡리

4

하천
충적대지

대구 상동552-8번지ㆍ봉무동, 상주 복룡동 256번지, 포항 원동 제3지구,
울산 매곡동 508번지ㆍ근정리ㆍ어음리, 김해 가야의 숲 조성부지,산청 대하리,
통영 안정리

10

이 중 구릉사면 및 말단부, 곡간부에 입지하는 경우, 배후에 산지를 등지고 있어
연료인 목재의 공급이 용이하며 전면에는 강이나 하천이 배치되어 용수의 공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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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편이다. 그러나 인근에 하천이 없는 경우에는 하천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
는 우물이 마련되는 경우도 있다. 구미 봉산리유적7), 김해 가야의 숲 조성부지유
적8), 대구 사수동유적9) 등에서는 삼가마와 인근한 곳에 우물을 조성하여 물을 공급
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에도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에서는 삼굿을 할 때 물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냇가에 삼가마를 조영할 정도로 물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
다.10) 하천충적대지의 경우, 용수의 공급뿐만 아니라 하천석을 그대로 발열실의 석
재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그리고 삼굿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나
무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충분히 돌을 달구어서 불을 꺼뜨리지 않고 물
을 증기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무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11)
삼과 석재에 비해 나무와 물은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므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
로 판단된다. 이점을 상기하면 삼굿을 행하는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나무와
물이며 현재 대부분의 유적이 이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산과 하천이 가까운 곳에
입지하거나 인위적으로 우물을 조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삼가마의 구조 및 특징
삼가마는 일반적인 가마와는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장)방형이나 (타)원형
의 수혈을 파고, 내부에는 할석, 천석과 함께 목탄과 소토가 혼입되어 있으며 수혈
벽면에는 고온에 의한 피열흔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수혈에 채워넣는 돌은 할석,
천석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는데, 일부 유적에서는 인근 하천
에서 구한 천석을 잘게 깨어서 사용하기도 한다.12) 이 때, 돌의 크기는 소형의 것들

7)
8)
9)
10)
11)
12)

嶺南文化財硏究院, 龜尾 鳳山里遺蹟, 2006.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金海 伽耶의 숲 造成敷地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2006.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大邱 泗水洞遺蹟, 2012.
고부자, ｢보성 삼베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12권 1호, 2004. 2.
임재해, ｢안동의 길쌈전통과 두레공동체｣, 민속학연구 제1집, 1989.
진주 중천리유적에서는 발열실에 사용되는 석재의 대부분이 할석인데, 할석이 천석에 비해
월등한 열소성도와 전도률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문화재연구원, ｢진주 중천리 공동주택 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및 현장설명회
자료집｣,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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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돌들 사이의 공극을 줄여 물
이 쉽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
을 막고 증기를 더 많이 발생
시키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
삼가마 내부의 집석 하부에는
목탄이 다량 검출되는데, 나무
를 쌓을 때도 단순하게 마구
잡이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최대한

사진 1. 산청 대하리 1호 삼가마 탄화목재

많이 적재될 수 있도록 쌓았다. 산청 대하리유적 1호 삼가마13)에서는 나무를 단축
방향으로 나란하게 쌓았으나 대구 사수동유적에서는 장축방향으로 쌓았다. 그리고
최초로 들어가는 나무는 불이 잘 꺼지지 않고 오래 동안 탈 수 있는 것을 사용하였
다.
삼을 찌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삼단이 쌓
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직접적으로 불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집석의 한 부분에 집
중적으로 불을 가하여 전도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삼가마 벽
면의 피열흔이 전체 벽면이 아닌 일부 벽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증명가능하다.
그리고 목탄만 수습되고 피열흔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삼단을 놓았던 자리로 추
정되는데, 포항 원동 제3지구 유적14)의 삼가마는 불을 가하는 집석은 부정형이고,
삼을 찌는 집석은 원형으로 분리되어 부정형 집석에서 달군 돌들을 원형 집석으로
옮겨 지속적으로 온도를 유지하였다.

3. 삼가마의 형식분류
삼가마를 구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삼을 찌는 공간인 증숙실과 열을
가해 증기를 생산하는 공간인 발열실의 배치형태이다. 삼가마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13)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浦項 院洞 2地區 遺蹟, 2008.
14)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山淸 坮下里遺蹟,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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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이 공통적인 형식분류 방법으로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본인도 이와 같은
분류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15)
[표 2] 영남지역 일체형ㆍ분리형
삼가마 비율

[표 2]를 참고하면 분리형 삼가마는 일체형 삼
가마보다 수가 적은 편이다. 일체형 삼가마는
가장 이른 시기인 삼국시대부터 나타나며 근ㆍ

60

현대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용되어 왔던 형태
로서, 분리형 삼가마보다 구조가 단순하고 조업

50

이 편리하다.
40

1) 일체형 삼가마
일체형 삼가마는 증숙실과 발열실이 하나의

30

구조를 띠는데, 하부에 수혈을 굴착하고 10～
20cm 크기의 할석 또는 천석을 채운 후, 그 위

20

에 바로 삼을 올려 발열실과 증숙실을 상하에
10

배치하는 형태이다.
일체형 삼가마의 구조를 복원하면 [도면 3]과

0
분리형

일체형

같다. 열을 가열한 후, 피열된 석재 위에 삼단을
직접 쌓아올리게 되는데, 일부 연구자들은 삼을

삶을 때, 직접적인 화기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 나무와 같은 격벽시설을 두는 것으
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는 발굴조사 시 가로로 놓여진 굵은 목탄이 보이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판단되나 목탄의 위치가 대부분 석재의 상부에 나타나는 경우보다
하부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삼의 직접적인 노출을 방지하지 위한 격벽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발굴조사에서 나타나는 탄화목재는 격벽시설보다는 연료의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화기를 직접적으로 피하는 방법으로는 삼단을 쌓을
15) 전미영은 분리형과 일체형의 기준을 구덩이의 숫자에 따라 하나의 수혈을 굴착했으면 일체
형, 두 개의 수혈을 굴착하면 분리형으로 구분하였다. (전미영, ｢돌굿유구의 구조｣, 야외고
고학 제10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1.) 그러나 실제 발굴조사에서 분리형 삼가마
라고 해도 동일 수혈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혈의 수에 따른 분류는 적합치 못한 것으
로 생각된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일체형과 분리형의 기준을 발열실과 증숙실의 위치가 상하에
위치하는 것을 일체형, 좌우에 위치하는 것을 분리형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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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눕혀서 쌓는 것이 아니라 원추형으로 세워 쌓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의 이
점으로는 우선 불에 달구어진 부분에 삼이 닿는 면적이 매우 작아진다는 점이다.
만약 눕혀서 찔
경우 맨 아래에
놓이는 삼단의 경
우 열에 의해 타
버리거나 변질되
어 사용하기 어려
우며 증기가 제대
로 닿지 않아 설

증숙실

익을 가능성이 높
다. 삼단을 세움
으로써 삼베의 원

발열실

료가 되는 중간
부분만이 증기에

도면 3. 일체형 삼가마 복원도

닿게 되고 그 외 뿌리 쪽이나 잎사귀 부분은 제외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추형으로 쌓은 삼단 주변은 볏짚 등으로 둘러싸고, 그 위에 물을 부
어 증기를 발생시켜 삼을 찌게 된다. 이렇게 삼을 찌는 방식을 ‘화집’이라고 하는데
근래까지 이러한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일체형 삼가마의 분류는 평면형태를 주속성으로 삼고, 세부 속성으로 외부돌출구
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였다.
일체형 삼가마는 평면형태에 따라서 원형(Ⅰ), 타원형(Ⅱ), 방형(Ⅲ)으로 구분가능
하다. 그리고 평면형태가 부정형인 경우16), 내부조사를 진행하면서 최초 수혈 굴착
시의 형태를 바탕으로 평면형태를 결정하였다. 이는 삼가마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발열실의 석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평면형태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16) 삼가마의 경우 1회만 사용하지 않고 수차례 사용하기 때문에 다수의 유구가 중복되거나 수혈
을 재굴착하여 평면형태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발굴조사 과정에서 노출하는
과정에서 삼가마 바닥면의 형태를 살펴보면 최초 수혈의 평면형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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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체형 삼가마 평면형태에 따른 분류
형식

Ⅰ

Ⅱ

Ⅲ

대수 상동 552-8번지
3호 삼가마17)

대구 신서혁신도시 B-1
3북구역 3호 삼가마18)

상주 복룡동 C2grid 8호
삼가마19)

도면

유적

다음 [표 4]는 평면형
태별 규모를 비교한 것

[표 4] 일체형 삼가마 평면형태에 따른 규모 비교

이다. 이를 참고하면 원
형이 전반적으로 작고,
타원형 및 장방형 등
세장한 형태의 삼가마
가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외부돌출구는 발열실
에서 외부로 구상의 돌
출부가 있는 경우로 유
구에 따라 1~2개 정도 설치가 되며 내부에 할석을 채워 넣거나 덮개돌을 두어, 발열
실의 하부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대구 신서동유적 4호 삼가마와 같이 분리형
삼가마에서 일부 관찰되지만 대부분 일체형 삼가마에서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
체형 삼가마의 유효한 속성으로 판단하였다.
외부돌출구의 설치유무에 따라 설치된 경우(A)와 설치되지 않은 경우(B)로 구분
17) 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대구 상동 552-8번지 유적, 2009.
18) 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대구 신서혁신도시 B-1 3북구역 유적, 2011.
19) 嶺南文化財硏究院, 尙州 伏龍洞 256番地遺蹟,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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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설치된 경우에는 외부돌출구가 1개인 것(A-1)과 2개인 것(A-2)으로 세분하였
다.
[표 5] 외부돌출구에 따른 분류
형식

A-1

A-2

B

대구 사수동 16호 삼가마

구미 봉산리 3호 삼가마

대구 시지지구 생활유적
4G-2호 삼가마20)

도면

유구

외부돌출구의 기능은 배수구, 아궁이 등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배수구의 경우 증
기화되지 못하고 발열실의 바닥까지 흘러 내려간 물을 외부로 배수하기 위한 시설
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외부돌출구의 위치가 수혈보다 낮게 위치해야하나 대부분
수혈의 바닥보다 높은 편이거나 경사면 반대편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것을 배수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아궁이의 역할을 하였을 경우, 외부돌출구
주변에 피열흔이 남아 있어야하는데 그러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아궁이로 보기에
도 무리가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외부돌출구의 역할은 배수구ㆍ아궁이 시설보다는
증기를 만들기 위해 물을 넣는 주입구로 추정가능하다. 분리형 삼가마에 비해 일체
형 삼가마는 증숙실 아래에 발열실이 위치하기 때문에 증기를 만들기 위한 물을 넣
는 별도의 주입구 시설을 배치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구조이다. 따라서 발열실에 물
을 넣기 위한 통로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대구 사수동유적 16호 삼가마
는 외부돌출구가 수혈 중앙까지 연결되어 있어 외부에서 물을 쉽게 공급 가능하다.
대구 사수동유적에서 일체형 삼가마는 3기로 그 수가 적고, 평면형태는 원형, 타
원형이며 방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외부돌출구는 16호 삼가마 1기에서 조사되었는
20) 嶺南文化財硏究院, 大邱 時至地區 生活遺蹟Ⅰ,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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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외부돌추구는 수혈의 내부까지 연결되어 있고 상부는 덮개돌과 막이돌이 설치되
었다.
2) 분리형 삼가마
분리형 삼가마는 증숙실과 발열실이 별도로 존재하고 격벽을 중심으로 좌우에 배
치되는 구조이다. 일체형 삼가마보다 숫자가 적고, 구조적으로 복잡하나 대구 사수
동유적에서는 오히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분리형 삼가마의 복원도
는 [도면 4]와 같다.
격벽을 사이에 두고 발열실과 증숙실을 두는 구조로서 격벽은 공간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증기가 지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체형 삼가마에 비해
외부돌출구가 없기 때문에 물을 넣는 주입구 시설은 발열실 상부에 마련하였을 것
으로 추정된다.

발열실

격벽

증숙실

도면 4. 분리형 삼가마 복원도

분리형 삼가마는 주속성으로서 격벽의 형태, 증숙실의 평면형태에 따라 분류하고
세부 속성으로서 증숙실과 발열실 바닥면의 위치에 따라 분류하였다.
격벽은 축조수법에 따라 [표 6]과 같이 3개의 형태로 세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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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분리형 삼가마의 격벽 형태에 따른 분류
형식

Ⅰ

Ⅱ

Ⅲ

대구 신서혁신도시 4호 삼가마

대구 사수동 5호 삼가마

산청 대하리 1호 삼가마

도면

유구

격벽의 설치는 화기가 직접적으로 삼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21) ⅠㆍⅡ식의
경우 증숙실과 경계를 나타내는 시설물로 충분히 인식 가능하나 산청 대하리 1호
삼가마는 단순히 2매의 대석만으로 화기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는 시설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Ⅰ식의 경우 고래와 연계되어 격벽에 증기구를 마련하여 증기가
삼에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취하였으며, Ⅲ식의 대석도 증기의 전
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가능하다.
증숙실과 발열실이 좌우에 배치되어 세장한 경우가 많아 기존의 연구에서 평면형
태에 따라서 장방형, 방형 등으로 구분하였지만, 본 글에서는 평면형태보다 증숙실
과 발열실의 규모와 구조적인 차이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상기한 격벽
형태와 어느 정도 연동된다.

ⅰ식은 발열실과 증숙실이 같은 너비인 경우, ⅱ식은 발열실에서 증숙실로 갈수
록 좁아지는 경우, ⅲ식은 ‘呂’자형으로 발열실과 중숙실이 별도의 수혈로 분리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이 중 ⅲ식은 현재 대구 신서동유적 4호 삼가마와 군산 내흥동
유적 1호 삼가마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로 보기는 어렵다. ⅰ식은

ⅠㆍⅡ식과 공반되는 경향이 많고, ⅱ식은 Ⅲ식과 같이 나타나는 경향이 강한데, 이
는 증기를 보내는 격벽의 형태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ⅠㆍⅡ식은 격

21) 전미영, ｢돌굿유구의 구조｣, 야외고고학 제10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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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이 넓고 증기를 보내는 너비가 넓어 증숙실이 동일하게 조성되지만, Ⅲ식은 증기
를 보내는 너비가 좁기 때문에 증숙실의 너비도 좁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표 7] 분리형 삼가마의 평면형태에 따른 분류
형식

ⅰ

ⅱ

ⅲ

대구 상동 552-8번지
수혈유구 1호

울산 매곡동 508번지 삼가마22)

대구 신서혁신도시 B-1
3북구지구 4호 돌굿

도면

유구

세부 속성인 증숙실과 발열실의 상대높이에 따른 분류는 동일한 높이에 위치하는
경우(A)와 동일하지 않는 경우(B)로 나누어지는데, B식의 경우 경사면을 이용하는
경우(B-1)와 이단 굴광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B-2)로 세분된다. 분리형 삼가마의
경우 등고선과 직교되게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발열실을 경사면 아래쪽에 두고
증숙실을 경사면 위쪽에 배치하여 증기가 위쪽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표 8] 분리형 삼가마의 증숙실과 발열실 상대 높이에 따른 분류
형식

A

B-1

B-2

대구 사수동 11, 12호 삼가마

진해 자은 1호 삼가마23)

산청 대하리 1호 삼가마

도면

유구

22)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울산 매곡동 508번지 유적, 2007.
23)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鎭海 自隱 棌石遺蹟,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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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수동유적의 분리형 삼가마는 모두 14기로 다른 유적에 비해 그 수가 월등
이 많은 편이다. 또한 격벽의 형태는 ⅠㆍⅡ식이 같이 나타나며 평면형태는 ⅱ식이
주를 이루는 반면 Ⅲⅰ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증숙실과 발열실의 배치관계는 Ⅰ식
의 경우 증숙실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단굴광의 형태(B-1), Ⅱ식은 증숙실과 발
열실이 수평인 형태(A)로 추정된다.

Ⅳ. 삼가마의 변천양상
유구의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출토유물로 시간성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그러나 삼가마의 경우 내부에서 유물이 출토되는 예가 드문 편이어서 대부분
주변 유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시기를 결정하거나 시기미상으로 두기도 한다.
또한, 유구의 중요도가 낮아 AMS 연대분석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정확한 시기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대구 사수동유적에서는 이러한 문
제를 보완하기 위해 AMS분석을 실시하여 절대연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 [표 9]는 대구 사수동유적의 AMS 산출치를 oXcal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서
모두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11~14세기가 산출되었다.
[표 9] 대구 사수동유적 삼가마 절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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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삼가마 중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유구로는 경주 손곡동ㆍ물천리 삼
가마24)가 있는데,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외부돌출구가 부가된 ⅠA-1식에 해당한다.
삼국시대의 삼가마가 조사된 수는 1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지만, 상기
유적의 예로 볼 때, 원형이 가장 이른 시기부터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삼가마는 대구 신서혁신도시유적 등이 있는데, 평면형태는 원형(Ⅰ식)과 타원형(Ⅱ
식), 방형(Ⅲ식) 등 다양해지기 시작하며 유구의 수도 증가한다. 또한 구미 봉산리
유적과 대구 사수동유적에서는 외부돌출구(A-1,A-2식)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조
선시대에는 고려시대와 동일한 평면형태를 유지하지만 외부돌출구는 더 이상 나타
나지 않으나(B식) 삼가마의 수는 급격히 증가한다. [표 10]은 시기별 일체형 삼가마
의 평면형태 수를 파악한 것으로서 조선시대가 되면 원형 삼가마의 수가 급증한다.
이는 다른 평면형태보다 규모가 작고 구조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된 것
으로 보인다.
[표 10] 일체형 삼가마의 시기별 평면형태
12
10
8
원형
6

방형
타원형

4
2
0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24) 박광열ㆍ손호성은 경주 손곡동ㆍ물천리 석조유구를 분리형 삼가마로 판단하였으나 본 글에
서는 일체형 삼가마로 분류하였다.
박광열ㆍ손호성 ｢삼가마(麻蒸窯)유적의 연구와 조사방법론｣, 야외고고학 제4호, 한국문화
재 조사연구기관협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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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통해 볼 때, 일체형 삼가마는 최초 원형에서 타원형, 장방형 등 다양한 평
면형태로 변화하나 원형은 삼국～조선시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외부돌출구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보이나 이후 조선시대에는 나
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일체형 삼가마는 ⅠA-1 →ⅡㆍⅠBㆍⅡA-1ㆍ1ⅡA-2ㆍⅢ→Ⅱ
BㆍⅢB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리형 삼가마는 고려시대부터 등장한다. 대구, 상주지역의 유적에서 주로 확인
되는데, 대구 사수동유적의 AMS분석결과, 분리형 삼가마 중 ⅠiㆍⅡi식은 고려시대
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1호 삼가마의 중복상태를 통해 볼 때, Ⅰ→Ⅱ식으
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Ⅲ식의 분리형 삼가마가 경남지역
에서는 나타나지만, 대구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평면형태는 ⅰ식에서

ⅱ식으로 변화하여 증숙실의 너비가 좁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분리형 삼가마는 Ⅰi→Ⅱi→Ⅱⅲ→Ⅲⅱ로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조사
된 지역이 서로 달라 직접적인 관련여부는 알 수 없다. 분리형 삼가마의 수는 시간
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고려시대에는 분리형 삼가마와 같이 복
잡한 구조의 삼가마가 사용된 것은 장인과 같은 전문 집단에 의해 조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삼가마의 형태가 단순해지는 것은 전문집단이 아닌 단순
한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조업으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영남지역의 삼가마를 비교해 보았다. 이 중 대구 사수동유적은 분리형
과 일체형 삼가마가 모두 나타나나 다른 유적에 비해 분리형 삼가마의 수가 우세하
다. 분리형 삼가마의 경우 ⅠㆍⅡ식의 격벽을 가지는데, 이러한 특징은 대구지역에
서 조사된 삼가마의 지역적 특징으로 판단된다. 유구의 중복관계와 AMS분석을 통
한 결과, Ⅰ식이 Ⅱ식보다 선행하며 시기는 고려시대로 비정 가능하다. 그리고 분리
형 삼가마 Ⅰ식의 경우, 증숙실이 보이지 않아 이단굴광의 형태(B-2)로 생각되며 Ⅱ
식은 발열실과 증숙실이 동일한 높이(A)로서 중복관계상, B-2식이 A식보다 선행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사지게 조성(B-1)된 17호 삼가마의 AMS분석 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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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굴광(B-2)이 선행하나 A식과의 선후관계는 알 수 없다.
일체형 삼가마는 모두 3기로 수가 많지 않아 명확한 변화양상은 파악되지 않는
다. 다만 다른 유적에서 외부돌출구의 유무에 따라 A-1ㆍA-2식 → B식으로 변화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변화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
11]은 이에 따른 삼가마의 변화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표 11] 대구 사수동유적 삼가마 변화양상(축적 부동)
분리형 삼가마

일체형 삼가마

13호 삼가마

16호 삼가마

5호 삼가마

10호 삼가마
17호 삼가마

최근 매장문화재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되면서 발굴조사에 있어 삼가마에 대한 선
별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유구의 특징상 유물의 출토량이 적고 명확한
시기 파악이 어려워 유구의 중요도가 다소 낮게 인식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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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그러나 대구 사수동유적 삼가마에서는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지만, AMS분
석이 이루어져 고려시대 삼가마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추후 관련유구 조사시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삼가마 조사시 보다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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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3일
2014년 11월 10일
2014년 11월 13일

1. 경주 속곡동ㆍ물천리
석고유구(ⅠA식)

2. 사천 덕골리
109호 삼가마(ⅠB식).

3. 대구 상동 552-8번지
3호 수혈유구(ⅠB식)
4. 대구 사수동 16호 삼가마(ⅡA-1식)

도면 5. 일체형 삼가마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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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미 봉산리 3호 삼사마(ⅡA-2식)

7. 경주 북문로 왕경유적 1호 삼가마
(ⅡB식)

6. 대구 신서혁신도시 B-1 3북구역
3호 삼굿유구(ⅡB식)

8. 대구 사수동 10호 삼가마(ⅢB식)

도면 6. 일체형 삼가마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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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 사수동 13호 삼가마(ⅠⅰB-2식)

2. 대구 사수동 11호 삼사마
(ⅡⅰB-2식)

4. 울산 매곡동 508번지 삼가마
(ⅢⅱB-1식)

3. 산청 대하리 1호 삼가마(ⅢⅰB-2식)

도면 7. 분리형 삼가마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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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영 안정리 1호요
(ⅢⅱB-2식)
6. 대구 상동 1호 수혈유구
(ⅡⅰA식)

7. 대구 사수동 17호 삼가마
(ⅰB-1식)

8. 대구 신서 1호 돌굿유구
(ⅲB-2식)

도면 8. 분리형 삼가마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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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ransition Aspects of Hemp Kilns in
Youngnam Province
Kim jung-yul
Hemp kiln is the installation for steaming hemp. Considering 32 hemp kiln sites
excavated in Youngnam province, these sites are spread throughout Youngnam
province, especially concentrate in Daegu and Ulsan. 19 hemp kilns are excavated in
Sasudong, Daegu, on the basis of these materials, I try to study the characteristic and
transition aspects of hemp kilns.
The hemp kilns are usually constructed in edge and slope of hill and valley, its
location is easy to obtain the raw materials of wood and water. The hemp kilns are
classified into the single-structure kiln and the separated structure kiln in accordance
with steaming room and heating room. The single-structure kiln is classified into
circle(Ⅰ), oval(Ⅱ) and square(Ⅲ) by plane shape and one exterior vent(A-1), two
exterior vent(A-2) and No exterior vent(B). The separated structure kiln is classified
into bulkhead with heating vent(Ⅰ), bulkhead without heating vent(Ⅱ), stone
structure instead of bulkhead(Ⅲ) and same width of steaming room and heating
room(ⅰ), different width of steaming room and heating room(ⅱ), shape of ‘呂’
separation of steaming room and heating room(ⅲ) by plane shape. The hemp kilns
are classified into same height of steaming room and heating room(A), slope of
steaming room and heating room(B-1), level gap of steaming room and heating
room(B-2).
The single-structure kiln of formationⅠ, Ⅱ in bulkhead is usually excavated in
Daegu. FormationⅠ of Gorye dynasty antecedes formation Ⅱ. The single-structure
kiln of formationⅠ has level gap of steaming room and heating room(B-2) and
FormationⅡ has same height of them. I suggest that Formation B-2 antecedes
Formation A. Formation A-1·A-2 are changed into forma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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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Hemp kiln, steaming hemp, single-structure kiln, separated structure kiln,
Youngnam province, exterior vent, bulk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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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嶺南地域麻釜变迁样相的硏究
金廷律
麻釜是指蒸麻的设施物。在嶺南地区调查出的麻釜遗迹共有32个所，通过此分布圈
可以看到嶺南全地域里均分布着，特别是以大邱和蔚山为中心集中着多数的遗迹。
调査大邱泗水洞遗蹟的过程中共查出了19个多样形态的麻釜，要以此为基础了解麻
釜的特徵及变迁样相。
麻窖立地条件区分为丘陵斜面、末端部及谷间部，主要立地在燃料木材和用水供给
有利的地方。
一体形麻釜以平面形态可以区分为圆形(Ⅰ)、椭圆形(Ⅱ)、方形(Ⅲ)，以外部突出沟
设置与否区分为1个突出沟(A-1)、2个突出沟(A-2)、无突出沟(B)。
分离形麻釜以隔璧形态、蒸熟室及发热室的形态来区分。隔璧区分为有蒸气口的隔
璧(Ⅰ)、只有隔璧施设的(Ⅱ)、代替隔璧放大石的(Ⅲ)。
平面形态区分为发热室及蒸熟室的宽度一样是(ⅰ)、发热室到发热室渐窄是(ⅱ)、发
热室及蒸熟室各自分离成竪穴式‘呂’字形的是(ⅲ)。
细部属性细分为蒸熟室及发热室的相对高度排在一样高度的是(A)、用倾斜面的是
(B-1)、二段掘壙后留高度差的是(B-2)。

分离形麻釜带有ⅠㆍⅡ式的隔璧主要调查在大邱地区。Ⅰ式比Ⅱ式先行，时期可比
定为高丽时代。还有Ⅰ式分离形麻釜因不见蒸熟室可想为二段掘壙(B-2)形态，Ⅱ式的
蒸熟室与蒸熟室在同一高度上，在重复关係上可了解到B-2式先行于A式。一体形麻釜
按外部突出沟的有否变化为A-1ㆍA-2式 → B式。
主题语 : 麻釜, 麻窖, 分离形, 一体形, 嶺南, 变迁样相, 外部突出沟, 隔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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嶺南地域の麻窯の變遷樣相に関する硏究
金廷律
麻窯は麻を蒸す施設物をいう。嶺南地域で麻窯が調査された遺蹟は合計32個所で
あり、分布圈をみると、嶺南の全域に均等に分布している。特に、大邱と蔚山を中

心として多數の遺蹟が集中している。大邱の泗水洞遺蹟の調査過程で多様な形態の
麻窯19基が調査されており、これに基づいて麻窯の特徵および變遷樣相を把握して
みる。麻窯は立地條件により、丘陵斜面․末端部、谷間部に区別でき、燃料である

木材と水の供給が有利なところに主に立地する。麻窯は蒸熟室と發熱室の配置に
よって、一體形と分離形に區分できる。

一體形の麻窯は平面形態によって、圓形(Ⅰ)、楕圓形(Ⅱ)、方形(Ⅲ)に區分可能で
あり、外部突出溝の設置の有無によって、外部突出溝が1個であるもの(A-1)と2個で
あるもの(A-2)、設置されないもの(B)に區分した。分離形の麻窯は、隔壁の形態と、

蒸熟室․發熱室の形態によって區分できる。隔壁は蒸氣口がある隔壁(Ⅰ)、隔壁施設
だけあるもの(Ⅱ)、隔壁の代わりに大石を置いたもの(Ⅲ)に分けられる。平面形態は

發熱室と蒸熟室が同じ幅のもの(ⅰ)、發熱室から蒸熟室に至るにつれ幅が狭くなるも
の(ⅱ)、‘呂’字形に發熱室と蒸熟室が別途の竪穴に分離したもの(ⅲ)に分けられる。細

部屬性として、蒸熟室と發熱室の相對的な高さによって、同じ高さに位置する場合
(A)、傾斜面を利用する場合(B-1)と二段に掘壙して高さに違いをもたせる場合(B-2)に

細分できる。
分離形の麻窯の場合、Ⅰ․Ⅱ式の隔壁を持ったものは大邱地域で主に調査されて
いる。Ⅰ式がⅡ式より先行し、時期は高麗時代に比定できる。そして、分離形の麻

窯Ⅰ式の場合、蒸熟室がないので二段掘壙の形態(B-2)と考えられ、Ⅱ式は發熱室と
蒸熟室が同じ高さ(A)で、重複關係からみて、B-2式がA式より先行することが分か
る。一體形の麻窯は外部突出溝の有無により、A-1ㆍA-2式→B式に變化する。
キーワード : 麻窯、麻祭、分離形、一體形、嶺南、變遷樣相、外部突出溝、隔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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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권역 조선시대 분묘의 전개
김판석

- 목 차 Ⅰ. 머리말
Ⅱ. 조선시대 분묘의 속성분석
Ⅲ. 출토 자기류와의 비교 검토
Ⅳ. 분기설정
Ⅴ. 조선시대 분묘의 변천
Ⅵ. 맺음말

진관동 Ⅲ-1구역 78호(중) 요갱 및 출토유물

서울 ․ 경기권역 조선시대 분묘의 전개

1)김

판 석*

요 약
서울ㆍ경기권역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분묘의 매장 방식과 유물의 부장 위치를 기
준으로 하여 형식 분류를 시도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편년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분기에 따른 변화상을 검토하고, 그 전개양상을 분석하였다. 이전 시기부터 축조되
어 오던 토광묘라는 묘제가 조선시대에 어떻게 계승되어 발전해 나갔는지에 대한
검토로 분기에 따라 서울ㆍ경기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형
식분류에 따른 규모와 장속의 적용 등에서 지리적으로 연접된 지역임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분기별로 살펴보면, 제1기(15~15세기 후반)에는 ⅠㆍⅡ형식의
분묘가 축조되는데, 고려시대의 전통으로 요갱 등이 분묘에 잔존하며 문헌에 따른
유물의 부장위치인 편방이 조성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수도였
던 한양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분묘의 규모가 경기 중심권역, 나아가 경기 외곽권역
에 분포하는 분묘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축조되고 있어 사회ㆍ경제의 중심지와의 이
격거리가 분묘의 규모 등을 규제하는 데에 있어 조선 전기의 중앙집권적 왕권사회
의 확립으로 인한 억제력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추후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할 과제가 제시되었다. 장속으
로는 하관제가 주로 이뤄지며 경기권역에서 시토제가 수적으로 우세하게 이뤄지고
있다. 제2기(15세기 후반~16세기)에 들어서면 역시 ⅠㆍⅡ형식이 주로 축조되는데,
규모에 있어서는 전시기와 대동소이하나 서울권역 분묘의 깊이가 좀 더 深廣화 되
는 양상이 간취된다. 부장되는 자기류의 기종이 다양해지고 새로이 明器라는 소형

*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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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의 부장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구조의 다양화가 진행되며 경기권역
에서부터 고려시대부터 이어져온 전통요소인 요갱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유물을 부
장하는 위치로서 편방이 보편화된다. 장속은 시토제가 급증하고 경기권역에서는 일
부 평토제가 나타난다. 제3기(17~18세기 중반)에 들어서면 ⅡㆍⅢ형식의 분묘가 주
형식으로 축조되는데, 분묘의 규모가 서울ㆍ경기권역에 상관없이 대동소이해진다.
부장되는 유물의 수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백자명기의 부장이 이를 대신하
게 된다. 장속은 전시기와 마찬가지로 시토제가 다수 이뤄지고 있다. 제4기(18세기
중반 이후)에 들어서면 ⅠㆍⅡ형식의 축조가 급격히 감소하고, Ⅲ형식의 축조가 보
편화된다. 일부 자기류와 동전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물의 부장이 少略化, 薄葬
이 이루어진다. 자기류의 수량도 1점 내외로 그 수량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유물의
부장 자체가 격감되며 부장 위치 또한 목관 내부에만 국한되는 시기이다. 장속은
하관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조선 전 지역에서 미치는 영향, 또는 차이점에 대한 비교ㆍ검토는
또 다른 연구과제이다.
주제어 : 서울ㆍ경기권역, 형식, 분기, 규모, 유물부장, 장속, 중심지

Ⅰ. 머리말
조선은 고려말 새로운 신분계층인 신진사대부가 형성되어 불교중심 가치관을 버
리고 성리학에 의한 儒敎思想이라는 새롭고 엄격한 가치관을 수용하면서 건국되었
다.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은 조선의 사회ㆍ경제ㆍ정치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
치는데, 특히 조선시대의 喪葬儀禮 역시 이러한 변화에 편승하게 된다. 최근 들어
조선시대 분묘와 관련된 유적의 조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자들의
논문1)이 다량 발표되고 있다. 발굴조사예가 증가하면서 조선시대 분묘의 다양한 구
1) 김우림, ｢서울ㆍ경기지역의 조선시대 사대부 묘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김재홍, ｢조선시대 영남지역 묘제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종진, ｢조선시대 목관묘의 유물부장형태에 관한 고찰｣,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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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보고되고 있으며 부장유물에 따른 차이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와 규모, 부장유물의 차이는 피장자의 사회ㆍ경제적 신분을 반영하는
주요한 속성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각 계층별 분묘의 규모, 부장유물 등은 문헌에
기재되어 제한적으로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발굴조사된 내용을 살펴보
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발굴조사된 사례와 문헌기록을 비교
하면 계층에 따라 실제 분묘 조성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조성하였는지에 대한 규
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우선적으로 조선시대 분묘의 매장 방식,
유물 부장 위치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형식분류를 통하여 당시 정치사회
의 중심지였던 서울ㆍ경기권역내의 지역 현상을 우선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문헌자
료와 비교 검토를 통하여 조선시대 전역에서 축조된 당시의 매장습속을 이해함에
있어 필요한 기초적인 기준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조선시대 분묘의 속성분석
조선시대 분묘는 크게 매장 방식, 유물의 부장 위치와 수량, 장축방향, 규모 등의
속성에 따라 구분된다.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발굴조사되어 그 속성이 비교적 명확
한 매장 방식과 유물의 부장 위치에 대해 우선적으로 속성을 분석하여 형식 분류
하였다.

2007.
김판석, ｢영남지역 조선시대 분묘소고-김해ㆍ사천지역을 중심으로｣, 동아문화 2ㆍ3호, 동아
문화연구원, 2007.
, ｢경남지역 조선시대 분묘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경남지역 조선분묘 규모에 대한 일고찰｣, 동아문화 6호,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8.
, ｢조선시대 장속연구｣, 동아문화 13호,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3.
박형순, ｢조선시대 무덤양식｣, 금강고고 2집, 2000.
신용민ㆍ김판석ㆍ조명래, ｢조선시대 회곽ㆍ탄곽묘 소고｣, 石堂論叢 第三十七輯, 石堂學術
院, 2006.
조명래, ｢영남지역 조선시대 회탄묘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최호림, ｢조선시대 묘제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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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양주 별내 유적 2.서울 진관동 유적(한), 은평 진관동 구분군(중) 3.수원 이목동 유적
4.군포 도마교동 유적 5.용인 영덕동 유적 6.화성 삼존리 유적 7.화성 하가등리 유적
8.오산 궐동 유적 9.화성 신리 유적 10.용인 근삼리 유적 11.평택 당현리 유적
12.평택 토진리 유적 13.안성 신소현동 유적

※대동여지도 사용, (한)한강문화재연구원, (중)중앙문화재연구원

도면 1. 조선시대 중심지와 유적 위치도

속성의 분석대상은 서울ㆍ경기권역에서 조사된 조선시대 분묘로 13개 유적에서
조사된 분묘수는 약 5,500여기 이다. 이 중 금번의 속성분석에 적합한 대상은 잔존
상태가 양호하며 자기류 및 동전이 출토되어 그 시기를 편년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서울지역 134기, 경기지역 132기 총 266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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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장 방식의 속성
현재까지 서울ㆍ경기권역에서 발굴조사된 조선시대 분묘의 매장 방식을 살펴보
면 목관 없이 시신을 안치하는 직장묘와 목관을 사용하여 시신을 안치하는 목관묘,

灰를 이용하여 매장공간을 조성하고 시신을 안치하는 회격묘2)로 구분된다. 현재까
지 발굴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목관묘의 조사예가 가장 많고, 직장묘, 회격묘 순으
로 조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장 방식은 조선시대 전시기에 걸쳐 축조되는 분묘에
서 파악이 가능하다. 지역별, 시기별로 주류를 이루는 정도의 차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역과 시기, 사회적인 관점에서 나타나는 변화상을 파악한다면 당시 피장자
의 사회적, 지역적인 위치에 따라 사용된 형태가 간취되어 매장 방식에 따른 피장자
의 신분ㆍ경제적인 우열의 유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분류 속성의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매장 방식의 속성
매장주체부 재료

내용

목관 없음

지면을 굴착한 후 목관을 사용하지 않고 시신만을 안치하는 것이다.

목관

지면을 굴착한 후 목관을 사용하여 시신을 안치하는 것으로서 목관의 위치에 따라
보강토가 2~3방향에서만 조성되기도 한다.

목관 + 회

지면을 굴착한 후 시신이 안치될 공간을 灰를 이용하여 조성하고, 시신을 바로
안치하거나 목관을 사용하여 안치한다.

2. 유물 부장 위치별 속성
유물의 부장은 무덤을 조성하여 피장자를 안치하고, 밀봉하는 전체과정에서 매장
의례의 일환으로 제의적인 성격을 내포하는 행위의 결과물로서, 무덤을 조성하는
과정 중의 시간적인 순서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시점에 유물을 부장하였

2) 시신을 안치할 때, 일부는 목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게 조사되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나 대부분 목관을 이용하여 시신을 안치하므로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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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에 따라 문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의례적인 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하겠
다. 또한 출토 위치에 따라 행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묘광의 바닥에 동전을 부장하거나 요갱을 이용하여 판상철기 등을
부장하는 경우 그 제의행위의 주체는 피장자가 아니라 토지신에게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3) 이렇듯 유물의 부장 위치를 파악해 본다면 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제의와
비교 연구가 가능하고, 당시의 지역적인 매장풍습의 차이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분류 속성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속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매장주체부 내부에서 유물의 부장 위치를
수직적인 분포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즉, 시간적인 개념은 매장주체
부를 조성하고 피장자를 안치하는 하관 시점 이전부터 하관이 이루어지고 밀봉과정
을 거치면서 외형의 봉분을 성토하기까지의 과정 중에 유물을 부장하는 상황을 분
석 가능한 단계를 말한다.

[표 2] 유물 부장 위치별 속성
속성

묘광
하단

묘광
중상단

내용

비고

목관내부

목관 내부에 피장자가 착장하거나 피장자 주변의 목관 내 빈 공간에
부장하는 경우이다.(小殮과 大斂을 거쳐 시신을 입관하는 단계에 이뤄
지는 장속이다.)

하관제

요갱

묘광바닥의 중앙부에 주로 위치하나 일부 두부, 족부에 설치되기도
한다. 요갱 내부에 부장되는 유물은 호류나 판상철기 등이다.

하관제

묘광바닥

목관 또는 피장자를 안치하기 이전에 묘광 바닥에 부장하는 경우이
다. 묘광바닥에 부장되는 유물은 판상철기, 동전 등이다.

하관제

보강토내
외부

목관을 안치한 후 묘광과 목관사이의 빈 공간에 보강토를 채우는 과
정에서 유물을 부장하는 경우이다.

시토제

목관상부

편방

목관을 안치한 이후 그 상부에 유물을 부장하는 경우이다.
광중 벽면의 좌ㆍ우 장벽을 굴착하여 하관 후 유물을 부장하는 경우
이다.

3) 김판석, ｢조선시대의 장속｣, 東亞文化 제15호, 2013, pp27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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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토제

시토제

광중
(충전토)

내부를 충전하는 도중에 유물을 부장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직장묘에
서 많이 나타난다.

시토제

묘광상부
(봉분토)

내부를 대부분 충전한 이후 봉분을 성토하는 과정에 유물을 부장하
는 것으로서 완형의 유물보다는 편 위주로 부장된다. 조사가 이뤄진
대부분의 조선시대 분묘가 봉분이 잔존하고 있지 않아 이 위치에서 유
물이 조사된 경우는 극소수이다.
다만, 묘광 내부 충전토와 봉분함몰토의 구분을 위한 면밀한 토층관
찰이 필요하다. 즉, 유물이 현존상태에서는 묘광 중단에 위치하지만
토층상으로는 봉분 조성시 제위행위의 결과물로서 봉분함몰토 내에
잔존하기 때문이다.

평토제

이상과 같이 매장 방식과 유물의 부장 위치에 따라 각각의 속성분류의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속성들은 지역, 시기에 따라 존속여부와 종류에 차이가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분묘의 각 속성별 분포상태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매장 방식과 유물 부장 위치에 따른 분포상황
유물 부장 위치
묘광하단

묘광중상단

목관 없음

24

11

목관

44

168

목관 + 회

13

6

매장 방식

상기 내용을 정리하면 서울ㆍ경기권역 조선시대 분묘는 3개 형식으로 구분된다.

Ⅰ형식은 시신을 안치할 때, 목관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매장하는 직장묘로 유물
의 부장은 묘광하단을 주로 이용한다.

Ⅱ형식은 시신을 안치할 때, 목관을 사용하여 매장하는 목관묘로 유물의 부장은
주로 묘광중상단을 이용한다.

Ⅲ형식은 시신을 안치할 때, 회를 이용하여 매장주체부를 조성하고 대체로 목관
을 사용하여 매장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유물의 부장은 주로 묘광하단을 이용한다.
상기 내용을 모식도로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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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Ⅰ형식

Ⅱ형식

Ⅲ형식

모
식
도

(

: 부장유물 출토 위치,

: 灰)

도면 2. 조선시대 분묘의 형식분류 모식도

Ⅲ. 출토 자기류와의 비교 검토
조선시대 분묘의 시기편년은 기본적으로 자기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
이다. 금번에 설정한 형식에 있어서도 출토된 자기류를 중심으로 각각의 형식별로
기존 선학들의 분류기준과 비교 검토하여 단계를 설정하도록 하겠다.
1단계는 분청사기발과 접시+백자발+청동시가 공반된다. 자기류의 특징을 살펴보
면 구연이 외반하고 측사면이 벌어지는 형태로 분청사기는 상감 및 인화기법을 주
로 이용하고 굽의 형태는 죽절굽이며 백자는 무문에 굽의 형태는 역시 죽절굽이 제
작된다.
2단계는 일부 분청사기발+백자발+접시+청동시가 공반되거나 명기가 부장된다.
자기류의 특징을 살펴보면 구연이 외반하고 측사면이 벌어지는 형태로 분청사기는
인화 및 귀얄기법이 이용되고 굽의 형태는 죽절굽 및 윤형굽이 제작된다. 백자는
굽의 형태가 수직굽으로 제작되며, 백자의 단일부장이 증가한다. 명기의 경우 축소
비율이 일정하며 굽의 형태는 대체로 죽절굽과 수직굽이다. 백자호, 병, 종지 등도
출토되어 백자류의 기종이 다양해진다. 아직까지 분청사기류와 백자류가 공반되나
그 수는 적고, 백자류의 단독부장이 증가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백자발+청동시가 공반된다. 자기류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로 백자류가 출
토되고, 일반 백자류 반상기의 부장량이 감소하며 명기류의 부장이 증가한다. 백자
류는 구연이 수직으로 외반하며 측사면이 오므라든다. 굽받침은 모래받침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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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굽형태는 수직굽과 오목굽이 주류를 이룬다. 명기의 경우 그 축소비율이 부정
확해지고 굽형태가 대체로 평굽화 되고 있다.
4단계는 자기류의 부장이 급감하고, 常平通寶, 일제강점기의 일본전 등 동전이
부장되는 단계이다. 자기류는 백자가 출토되는데, 구연이 직립하며 두께가 두텁고
무거워지고, 굽받침으로 굵은 모래받침이 사용된다.
각 형식별 단계에 따른 출토 자기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계

분청사기

백자

발

접시

①

②

발

접시

1단계

③

2단계

④
①진관동 2지구 C공구 Ⅳ지구 1구역 276호(중), ②, ③진관동 Ⅲ-3구역 1023호(중)
④, ⑤진관동 2지구 C공구 Ⅲ지구 1071호(중)
((중)은 중앙문화재연구원)

⑤

도면 3. Ⅰ형식 단계별 출토 유물
단계

분청사기
발

백자
접시

발

접시

1단계

①

②

③

④

⑤

⑥

2단계

3단계

⑦
①평택 토진리 7호, ②, ③진관동 2지구 C공구 Ⅱ지구 3구역 109호(중)
④남양주 별내 6-6지점 29호, ⑤, ⑥남양주 별내 3지점 27호
⑦남양주 별내 4-4지점 35호
((중)은 중앙문화재연구원, (한)은 한강문화재연구원)

도면 4. Ⅱ형식 단계별 출토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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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
단계

동전
발

접시

3단계

①

4단계

②

③

①남양주 별내 3지점 88호, ②진관동 3지점 회4호(한), ③남양주 별내 3지점 55호
((한)은 한강문화재연구원)

도면 5. Ⅲ형식 단계별 출토 유물

출토된 자기류를 통해 살펴보면 Ⅰ형식은 1~2단계에 주로 축조되다가 이후로 그
축조 수량이 감소하고 있다. Ⅱ형식은 1~3단계까지 축조되고 있어 Ⅰ형식보다는 오
래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4단계부터는 그 축조 수량이 감소한다. Ⅲ형식은 1~2단
계에는 보이지 않고, 3~4단계에 걸쳐 축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Ⅱ형식
을 중심으로 ⅠㆍⅢ형식이 시간적인 차이를 두며 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분기설정
앞장에서는 서울ㆍ경기권역 조선시대 분묘에서 출토된 자기류를 통해 단계설정
을 하였는데, 여기서는 이를 바탕으로 서울ㆍ경기권역 조선시대 분묘의 분기를 설
정하고 분기별 세부 변화양상을 살펴보겠다.
조선시대 분묘는 총 4개 분기로 설정이 가능하다.
제1기는 ⅠㆍⅡ형식의 분묘가 축조되며 자기류의 1단계에 해당된다. Ⅰ형식의 경
우 유물의 부장은 묘광 하단 중 묘광바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Ⅱ형식의 경우 묘광
중단의 보강토 내외와 광중을 중심으로 유물이 부장되고 있는데, 편방에 부장하는
경우도 일부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묘광 바닥 중앙부에 요갱이 설치되
어 있어 고려시대 이래로 요갱을 설치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자기류는 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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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류와 백자류가 공반되는 시기이다. 출토되는 자기류를 통해 15세기~15세기 후반
대로 편년된다. 제1기의 Ⅰ형식 분묘는 서울 진관동 2지구 C공구 Ⅲ지구 1023호
(중), Ⅳ지구 276ㆍ394호(중), Ⅴ지구 79호(중), 남양주 별내 7-1지점 100호, Ⅱ형식
분묘는 화성 삼존리 149호, 안성 신소현동 17호, 남양주 별내 6-1지점 17호, ⅣB식은
남양주 별내 4-5지점 11호 등이다.
제2기는 앞 시기와 마찬가지로 ⅠㆍⅡ형식의 분묘가 동시에 축조되고 있다. 자기
류의 2단계에 해당한다. Ⅱ형식의 경우 유물의 부장 위치에 있어 편방의 조성이 확
산되고 있다. 역시 요갱이 일부 분묘에서 여전히 조성되고 있다. 자기류는 분청사
기류와 백자류가 공반되고 있지만 백자류의 단독 부장이 증가하며 병, 호, 종지, 잔
등도 부장되고 있어 백자류의 기종이 다양해진다. 또한 백자명기의 부장이 시작된
다. 출토되는 자기류를 통해 15세기 후반~16세기대로 편년된다. 제2기의 Ⅰ형식 분
묘는 서울 진관동 2지구 C공구 Ⅲ지구 1071호(중), 평택 장현 79ㆍ84호, 화성 하가등
리 30호, Ⅱ형식 분묘는 서울 진관동 2지구 C공구 Ⅱ지구 3구역 109호(중), 2-B공구
3지점 248호(한), 오산 궐동 5지점 19호, 군포 도마교동 나지점 12호, 남양주 별내
6-6지점 29호, 7-1지점 27호 등이다.
제3기는 Ⅰ형식 분묘의 축조가 감소하며 대부분 Ⅱ형식 분묘가 주류를 이루고,

Ⅲ형식 분묘가 증가한다. 자기류의 3단계에 해당된다. 편방의 조성이 확산되고, 요
갱이 사라진다. 자기류는 백자류만 부장되는데, 일반 반상기류의 부장이 감소하고,
명기의 부장이 급증하는 시기이다. 출토되는 자기류를 통해 17세기~18세기 중반대
로 편년된다. 제3기의 Ⅱ형식 분묘는 서울 진관동 3-C공구 5지점 6호(한) 2지구 C공
구 Ⅱ지구 4구역 67호(중), 2지구 C공구 Ⅰ지구 251호(중), 용인 근삼리 유적 15호
등이다.
제4기는 Ⅱ형식 분묘의 축조가 감소하며 Ⅲ형식이 주형식으로 축조되는 시기로
자기류의 4단계에 해당된다. 유물의 부장은 목관 내부에 주로 이뤄지는데, 이는 제
2~3기의 유물 부장공간이 묘광 중단이었던 것에 반해 제1기의 묘광 하단으로 회귀
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유물 자체의 부장량이 급감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자기류의 경우
간혹 1점 정도가 부장되고, 대부분 동전이 부장되고 있는데, 동전의 수량도 1~5점
정도로 앞 시기에 부장되던 수량에 비해 극히 적다. 게다가 동전의 대부분이 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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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피장자에게 飯含으로서 주어지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출토된 자기류와 동전을 통해 18세기 중반 이후로 편년 가능하다. 제4기의 Ⅲ형식
분묘는 서울 진관동 2지구 C공구 Ⅲ지구 680호(중), 2-B공구 3지점 회4호(한), 남양
주 별내 3지점 55호 등이다.

[표 4] 조선시대 분묘 각 형식별 분기에 따른 존속시기
분기
형식

제1기
(15세기~
15세기 후반)

제2기
(15세기 후반~
16세기)

제3기
(17세기~
18세기 중반)

제4기
(18세기 중반 이후)

Ⅰ

Ⅱ

Ⅲ

분기별로 살펴 볼 때, 제1기는 고려시대의 분묘 축조시 요갱의 축조 및 유물의 부
장에 있어 묘광 하단을 주로 이용하는 전통이 반영되는 Ⅰ형식이 축조되며 새로이
묘광 중단에 유물을 부장하는 Ⅱ형식이 함께 축조되어 新舊의 형식이 공존하는 시
기라고 할 수 있다.
제2기는 Ⅰ형식의 축조가 감소하며 Ⅱ형식의 축조가 확대되어 나간다. 세부적으
로 요갱의 존속 및 묘광 하단의 유물 부장이 잔존하며 편방 조성 및 백자명기 부장
의 시작 등 부분적으로 차별화된 양상을 보여주는 시기이다.
제3기는 Ⅱ형식이 주로 축조되는 시기로 일반 반상기류의 부장이 감소하며 명기
의 부장이 확대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Ⅲ형식의 축조가 증가한다.
제4기에 들어서면서 Ⅱ형식은 그 축조량이 감소하며 이를 대체하여 Ⅲ형식이 주
형식으로 축조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제3기 이래로 예서의 보급 확대와 신분
제적 질서의 혼란이 야기되면서 분묘 축조에 그 영향이 반영되어 제4기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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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조선시대 분묘의 변천
이상에서는 서울ㆍ경기권역 조선시대 분묘의 매장방식과 유물의 부장위치에 따
른 속성분류를 기준으로 형식 분류 및 분기설정을 시도하여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
하는데 주력하였다. 여기서는 추가 속성으로 규모와 장속에 따라 서울ㆍ경기권역의
변천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토광묘의 규모 중에서 길이는 피장자의 신장과 연관
되기도 하지만 깊이와 너비 등은 무덤을 조성하고 상부 봉분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
한다면 규모의 대소에 따라 상당한 노동력의 차이가 필요하므로 이는 피장자 또는
피장자 가족의 신분 및 경제력과 연관지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이 사대부
이상의 신분자가 아닌 무덤이므로 신분적 의미보다는 경제력과 연관이 깊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서울권역과 경기권역을 지리ㆍ행정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금번 분석대
상 중 서울권역은 조선시대에 漢城府에 속한 곳으로 京都의 북쪽에 위치하는 외곽
지역이었다. 행정관으로 正二品 判漢城府使가 파견되던 지역으로 조선시대 정치ㆍ
사회ㆍ경제의 중심지역이다. 그리고 경기권역은 한성부와 연접하는데, 금번 분석대
상유적이 분포하는 지역은 正三品 牧使가 파견되던 양주목과 從三品 府使가 파견되
던 수원ㆍ남양 도호부, 從四品 郡守와 從五品 縣令이 파견되던 안성군과 용인ㆍ오
산ㆍ평택현으로 구분된다. 대체로 지리적으로 한성부를 둘러싸고 있으며 경기권역
에서는 양주목과 수원ㆍ남양 도호부 등지가 사회ㆍ경제의 중심지에 해당한다. 따라
서 이들 권역별로 조사된 조선시대 분묘에 대해 분석한다면 규모, 장속과 함께 당시
중앙집권적인 관료신분제적인 체제하에서 사회ㆍ지리적인 권역의 차이가 조선시대
분묘의 조성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초래하여 어떠한 변천과정과 시기적ㆍ지역적
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1. 규모
1) 서울권역
서울권역의 조선시대 분묘에 대한 조사의 대부분은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을 중심
으로 이뤄진 상태이다. 이곳은 당시 한성부의 북쪽에 위치하며 외곽을 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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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塋地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이 일대에서 조사된 조선시대 분묘는 약
4,200여기로 단일권역에서 조사된 유구수로는 최다이다. 따라서 이들 분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서울권역의 조선시대 분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잔존상태가 양호하며 유물이 출토된 분묘는 963기이고, 이 중 자기류
및 동전 등이 출토되어 그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분묘는 134기이다.
우선 서울권역에서 조사된 조선시대 분묘의 분기에 따라 형식별 점유율을 살펴보
도록 하겠다.
[표 5] 분기에 따른 형식별 점유율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제1ㆍ2기에는

ⅠㆍⅡ형식이 축조되는데, Ⅰ형식과 Ⅱ
형식이 동일하게 축조되다가 점차적으
로 Ⅱ형식이 Ⅰ형식을 대체하게 된다.
조선 후기인 제3기에는 ⅡㆍⅢ형식이 축
조되고, 제4기에는 ⅠㆍⅡㆍⅢ형식이 축
조되고 있어 Ⅲ형식이 축조되기 시작하
여 Ⅱ형식을 대체하게 된다. 제1ㆍ2기에

조사된 분묘가 ⅠㆍⅡ형식에 한정되는 이유는 한성부라는 당시 사회ㆍ경제의 중심
지에 위치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유교적인 가치관에 입각
하여 분묘의 조성에 있어 士大夫와 庶人의 기준에 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
었으며 아직까지 사회 저변에 家禮 등에 명시된 회격묘(Ⅲ형식)의 채택이 미비하
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3기부터는 Ⅲ형식의 채택이 사회 저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제4기에는 Ⅲ형식의 축조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조선 건국의 기본이념인 유교사상의 반영이 제3기 이후로는 사회 저변까지 확고
히 자리 잡게 된다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할 것이다.
묘광의 평균 규모를 살펴보면 Ⅰ형식은 제1기에 길이 152.3㎝, 너비 47㎝, 깊이
37.5㎝, 제2기에 길이 172㎝, 너비 51.2㎝, 깊이 59.8㎝이다. 제2기로 갈수록 묘광의
규모가 커지고 깊이가 깊어짐을 알 수 있다.

Ⅱ형식은 제1기에 길이 220.5㎝, 너비 74.3㎝, 깊이 110.3㎝, 제2기에 길이 203.3㎝,
너비 63.1㎝, 깊이 90.4㎝, 제3기에 길이 223.1㎝, 너비 86.8㎝, 깊이 107.9㎝ 이다. Ⅰ
형식보다는 대체로 규모가 크고 깊이가 깊으며, 제1ㆍ3기에는 규모와 깊이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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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2기에는 규모가 비교적 작고, 깊이가 얕은 것을 알 수 있다.

Ⅲ형식은 제3기에 길이 197㎝, 너비 125㎝, 깊이 72㎝, 제4기에 길이 204.9㎝, 너비
88.4㎝, 깊이 57.8㎝ 이다. Ⅰ형식보다는 크고 깊이도 깊지만 Ⅱ형식보다는 규모가
작고 깊이도 얕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제1기 형식별 장단비

[표 7] 제2기 형식별 장단비

[표 8] 제3기 형식별 장단비

[표 9] 제4기 형식별 장단비

[표 10] 분기에 따른 형식별 평균 깊이

즉, 서울권역에서 조사된 조선시대 분
묘의 규모는 길이 100~250㎝ 미만, 너비
100㎝ 미만4)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
한 길이와 너비의 분포범위로 볼 때, 서
울권역에서는 길이 250㎝, 너비 10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묘를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었으며 특히, Ⅲ형

4) 제3ㆍ4기의 너비가 150㎝를 벗어나게 축조된 분묘의 경우 부부동혈합장묘에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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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경우 길이가 200㎝ 내외 미만으로 축조된 경우는 조사되지 않아 그 길이의 하
한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5) 묘광의 깊이는 Ⅰ형식은 60㎝ 미만, Ⅱ형
식은 80~120㎝ 미만, Ⅲ형식의 경우 50~80㎝ 미만으로 조사되고 있다.

Ⅰ형식의 규모가 제1ㆍ4기와 제2기로 일부 차이가 나타나는데, Π형식의 축조가
보편화되는 시기인 제2기를 중심으로 Ⅰ형식은 庶人 중에서도 비교적 하위집단에
서 축조하는 묘제로 전환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제3기를 지나 제4
기에 그 규모가 다시 커지는 것은 임진왜란 등을 거치면서 야기되는 신분제도의 혼
란으로 하층민의 신분상승이 발생하게 되고, 喪禮와 관련된 喪禮備要, 常變通攷,
四禮便覽 등 禮書의 보급6)이 확대됨에 따라 대체로 분묘의 규모가 보다 규격화
되는 현상의 발생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기권역
경기권역에서 조사된 조선시대 분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경기권역은 수도
인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으로 지리적으로 조선시대 정치ㆍ사회ㆍ경제의 중심
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여타 지역에 비해 한양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
에 없는 위치이다.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 외에도 사회ㆍ경제의 중심지인 牧ㆍ都護

府와 일반 郡ㆍ縣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후 전자를 중심권역, 후자를 일반권역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경기권역에서 대상으로 삼은 조선시대 분묘는
12개 유적으로 중심권역과 일반권역에 각각 6개 유적이 해당된다. 조사된 총 1,283
기의 분묘 중 자기류와 동전이 출토된 분묘는 총 132기이다.
우선 중심권역과 일반권역에서 조사된 조선시대 분묘의 분기에 따라 형식별 점유
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5) 중앙문화재연구원, 은평 진관동 분묘군Ⅴ, 2009.
6) 喪禮備要는 신의경이 찬술하였고, 1620년경 김장생이 여러 대목을 증보, 1648년 김집이 다시
교정하여 간행하였고, 常變通攷는 18세기 후반에 유장원에 의해 편찬되었고, 1830년 후손들
에 의해 간행, 四禮便覽은 이재가 편술하고, 그 증손인 이광정이 1844년에 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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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경기중심권역 분기에 따른 형식별 [표 12] 경기외곽권역 분기에 따른 형식별
점유율
점유율
100%

100%

90%

90%

80%

80%

70%

70%

60%

Ⅰ

60%

Ⅰ

50%

Ⅱ

50%

Ⅱ

40%

Ⅲ

40%

Ⅲ

30%

30%

20%

20%

10%

10%

0%

0%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경기 중심권역과 외곽권역의 구분 없이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제1ㆍ2기에는 Ⅰㆍ

Ⅱ형식이 축조되고 있는데, Ⅱ형식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조선 후기인 제3기에는
ⅡㆍⅢ형식이 축조되고 있어 Ⅲ형식의 축조가 증가하는 시기로 판단된다. 제4기의
경우 경기 중심권역에서는 Ⅲ형식만이 축조되어 제3기부터는 Ⅲ형식의 채택이 사
회 저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제4기에는 Ⅲ형식의 축조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조선 건국의 기본이념인 유교사상의 반영이 제3기 이후로는 사회 저
변까지 확고히 자리 잡게 된다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할 것이다. 반면 경기 외곽권
역에서는 어떠한 형식도 축조되지 않고 있다. 이는 실제 분묘는 축조되고 있으나
경기 중심권역 보다도 유물을 부장 할 수 있는 신분ㆍ경제적 우월자가 상대적으로
없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ㆍ경제적 중심지와의 이격도에 따라서
유물의 부장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곧 신분ㆍ경제적 우월자의 거주
분포와도 관련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다.
경기 중심권역 묘광의 평균 규모를 살펴보면 Ⅰ형식은 제1기에 길이 144㎝, 너비
40㎝, 깊이 23㎝, 제2기에 길이 115㎝, 너비 61㎝, 깊이 29㎝이다. 제2기로 갈수록 묘
광의 규모가 작아지고 깊이는 큰 차이가 없다.

Ⅱ형식은 제1기에 길이 220.3㎝, 너비 79.8㎝, 깊이 100.9㎝, 제2기에 길이 223.2㎝,
너비 80㎝, 깊이 89.9㎝, 제3기에 길이 214.9㎝, 너비 86.4㎝, 깊이 96.4㎝ 이다. Ⅰ형
식보다는 대체로 규모가 크고 깊이가 깊다. 제3기에는 깊이는 비슷하지만 규모가
작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Ⅲ형식은 제3기에 길이 200㎝, 너비 149㎝, 깊이 89㎝, 제4기에 길이 198㎝,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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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깊이 87㎝ 이다. Ⅰ형식보다는 크고 깊이도 깊지만 Ⅱ형식과는 규모에서 큰
차이가 없고, 깊이는 조금 얕다.
경기 외곽권역 묘광의 평균 규모를 살펴보면Ⅰ형식은 제1기에 길이 235.5㎝, 너
비 85.5㎝, 깊이 47㎝, 제2기에 길이 188.5㎝, 너비 65㎝, 깊이 58㎝이다. 제2기로 갈
수록 묘광의 규모가 작아지고, 깊이도 얕아진다.

Ⅱ형식은 제1기에 길이 219.2㎝, 너비 92.9㎝, 깊이 70.3㎝, 제2기에 길이 224.8㎝,
너비 96.5㎝, 깊이 80.2㎝, 제3기에 길이 222.5㎝, 너비 81.5㎝, 깊이 102.5㎝ 이다. Ⅰ
형식보다는 대체로 규모가 크고 제2ㆍ3기로 가면서 깊이가 깊어진다.

Ⅲ형식은 제3기에 길이 229㎝, 너비 82㎝, 깊이 80㎝ 이다. Ⅱ형식과 규모는 차이
가 없지만 깊이는 얕다.

[표 13] 제1기 형식별 장단비

[표 14] 제2기 형식별 장단비

[표 15] 제3기 형식별 장단비

[표 16] 제4기 형식별 장단비(경기중심권역)

상기한 내용으로 볼 때, 경기권역에서 조사된 조선시대 분묘의 규모는 중심권역이
길이 80~300㎝ 미만, 너비 80~150㎝ 미만, 외곽권역이 길이 130~280㎝ 미만, 너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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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분기에 따른 형식별 평균 깊이

~130㎝ 미만으로 조사되고 있다. 묘광의
깊이는 ⅡㆍⅢ형식에서 큰 차이가 없었
으나, Ⅰ형식은 중심권역이 30㎝ 미만,
외곽권역이 40~60㎝ 미만으로 외곽지역
에서 조사된 분묘의 깊이가 더욱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길이와 너비
및 깊이의 분포범위로 볼 때, 외곽권역
보다는 중심권역에서 조성되는 분묘의

규모가 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서울권역과 비교해 볼 때, 경기권역에서
그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ㆍ경제의 중심지와 이격된 거리에 따라 분묘
의 규모에 대한 사회적인 제약의 작용이 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Ⅲ형식의
경우 길이가 200㎝ 내외 미만으로 축조된 경우는 조사되지 않아 서울권역과 마찬가
지로 그 길이의 하한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장속7)
장속은 문헌에 기록된 장송의례 중 下棺단계에 이뤄지는데, 문헌을 살펴보면 천
광과 하관, 성분시까지 다수의 장속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고
고학적 실증자료가 잔존하는 유물부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을 기준으로 삼고
자 크게 下棺祭ㆍ始土祭ㆍ平土祭로 구분하였다.
[표 18] 장속의 종류
장속
하관제

시토제

평토제

내용
목관을 하관하기 이전에 치러지는 장속행위로 묘광 바닥에 동전을 매납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하관후 묘광의 벽면에 설치한 편방이 아니라 하관 이전에 별도의 부장공간을 마련하거나 요갱을
설치하여 유물을 부장하거나, 목관내부에 부장하는 것이다.
하관후에는 주인이 비단을 올리고 목관 상부를 채워 넣은뒤 다시 한 번 后土祭를 지내며 墓誌,
明器 등을 묻는다. 대체로 하관후 유물의 부장은 목관 상부, 보강토 내외부, 편방, 묘광 내부를
충전하는 중 광중(충전토내)에 이뤄지는 경우이다.
시토제 이후 묘광을 지표면까지 흙 등으로 평탄하게 채우고 神主를 작성한 후 봉분을 축조한
다. 봉분축조 이전에 신주를 작성하며 이뤄지는 장속이 平土祭로 제주전(題主奠)이라 하기도 한
다. 주로 묘광상부(묘광내에 잔존하는 봉분토 內)에서 조사된다.

7) 김판석, ｢조선시대 장속연구｣, 동아문화 13호,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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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관제

시토제

평토제
부장 유물 출토 위치

도면 6. 장속에 따른 부장 유물 출토 위치

1) 서울권역
[표 19] 서울권역 분기에 따른 장속 점유율

서울권역에서 조사된 조선시대 분묘
의 부장 유물 출토 위치를 분기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1기에 Ⅰ형식의
경우 A지점 4기, Ⅱ형식의 경우 B지점 4
기이고, 이 중 2개 지점 이상 부장한 경
우는 2기이다. 제2기에 Ⅰ형식의 경우 A
지점 6기이고, 이 중 2개 지점 이상 부
장한 것은 1기가 조사되었다. Ⅱ형식의

경우 B지점 37기이고, 이 중 2개 지점 이상 부장한 것은 12기가 조사되었다. 제3기
에 Ⅱ형식의 경우 B지점 33기이고, 2개 지점 이상 부장한 것은 14기가 조사되었다.

Ⅲ형식은 A지점 3기가 조사되었다. 제4기에 Ⅰ형식의 경우 A지점 3기, Ⅱ형식의 경
우 B지점 1기, Ⅲ형식의 경우 A지점 9기가 조사되었다.
이상을 요약하면 제1기에 Ⅰ형식은 하관제 중심, Ⅱ형식은 시토제 중심으로 이뤄
지고 있는데, 하관제와 시토제가 균등하게 이뤄지고 있다. 제2ㆍ3기에 Ⅰ형식은 역
시 하관제 중심, Ⅱ형식은 시토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체로 하관제보다는 시
토제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기가 되면 시토제보다는 하관제로 중
심 장속이 변경된다. 이러한 양상은 부장되는 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른 차이에서
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대체로 동전만이 부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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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별 유행하는 장속의 변화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장속이 이뤄지는 단계에서 2개
지점 이상 유물을 부장하는 경우가 일부 관찰되고 있는데, 피장자가 경제적으로 보
다 우월한 신분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 경기권역
경기 중심권역에서 조사된 조선시대 분묘의 부장 유물 출토 위치를 분기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1기에 Ⅰ형식의 경우 A지점 1기, Ⅱ형식의 경우 B지점 10기
이다. 제2기에 Ⅰ형식의 경우 A지점 4기이고, Ⅱ형식의 경우 B지점 43기이고, 이 중
[표 20] 경기 중심권역 분기에 따른 장속
점유율

2개 지점 이상 부장한 것은 1기가 조사
되었다. 또한 유물의 부장이 묘광상단
(봉분토 內)에서 이뤄진 유구도 3기 조
사가 되었는데, 이는 평토제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그 수가 적어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제3
기에 Ⅱ형식의 경우 B지점 10기이고, Ⅲ
형식은 A지점 1기가 조사되었다. 제4기
에 Ⅲ형식의 경우 A지점 1기가 조사되

었다.
이상을 요약하면 제1~3기에 Ⅰ형식은 하관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제4기가
되면 시토제가 사라지고, 하관제 위주로 이뤄지는데, 제2기에는 일부 평토제도 이
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부장되는 유물의 종류 외에도 경제적인 영향
이 더 크게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서울권역과 유사하게 당 권역에서 경제
적으로 보다 우월한 신분자들이 더 많은 종류 및 수량의 유물을 부장할 수 있는 시
토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되며 서울권역보다 일찍부터 이
러한 양상이 관찰되는 것은 분묘 축조에 있어 보다 사회적인 제재가 적었기 때문이
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경기 외곽권역에서 조사된 조선시대 분묘의 부장 유물 출토 위치를 분
기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1기에 Ⅰ형식의 경우 A지점 2기, Ⅱ형식의 경우 B
지점 11기이다. 제2기에 Ⅰ형식의 경우 A지점 4기이고, Ⅱ형식의 경우 B지점 1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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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경기 외곽권역 분기에 따른 장속
점유율

이다. 제3기에 Ⅱ형의 경우 B지점 2기이
고, Ⅲ형식은 A지점 1기가 조사되었다.
제4기에는 해당하는 유구는 없었다.
이상을 요약하면 전 시기에 걸쳐 Ⅰㆍ

Ⅲ형식은 하관제, Ⅱ형식은 시토제가 중
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다만 하관제의 비중이 시기가 지나
면서 점점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타지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부장되는 유물의 종류에 따른 차이에
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시기별 유행하는 장속의 변화상 속에서 상대
적으로 경제적으로 우월한 신분자가 그만큼 적었다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3. 조선시대 분묘의 변천과정
지금까지 서울ㆍ경기권역의 조선시대 분묘에 대해 매장방식, 유물의 부장위치,
장속, 규모 등의 제속성에 따라 형식 및 분기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여
기서는 시기별로 서울과 경기권역의 특징을 분류하겠다.
우선 규모이다. 제1기에는 권역의 구분없이 ⅠㆍⅡ형식만 축조되는데, 묘광의 평
균 규모는 일반적으로 Ⅱ형식이 크고 깊이가 깊다. 다만, Ⅰ형식 중 경기 외곽권역
에 축조되는 경우 그 규모가 Ⅱ형식보다 크게 축조되고 있다. 제2기에도 권역에 관
계없이 ⅠㆍⅡ형식이 주로 축조되고 있다. Ⅰ형식은 서울과 경기 외곽권역보다 경
기 중심권역에서 분묘의 규모가 작고, Ⅱ형식은 서울권역이 경기권역에 비해 묘광
의 평균 규모가 작다. 대체적으로 깊이는 Ⅱ형식이 깊다. 제3기에는 ⅡㆍⅢ형식의
분묘가 축조되고 있는데, 서울과 경기 중심권역에서는 Ⅲ형식보다 Ⅱ형식 분묘의
묘광 평균 규모가 크게 조성되고 있으며 깊이도 깊다. 경기 외곽권역에서는 형식에
따른 평균 규모는 비슷하나 Ⅱ형식의 분묘가 더 깊게 조성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4기가 되면 서울권역에서는 ⅠㆍⅡㆍⅢ형식이 모두 축조되고 있으나 Ⅲ형식은 서
울권역을 비롯하여 경기 중심권역에서만 조사되고 있다. 분묘 축조에 있어 ⅠㆍⅡ
형식은 그 수가 급감하고, Ⅲ형식이 주형식으로 축조된다. 평균 규모는 Ⅰ형식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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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작고, ⅡㆍⅢ형식은 대동소이하다.
분묘의 평균 규모에 있어 대체로 서울권역보다는 경기권역이, 경기권역 중에서도
경기 외곽권역의 것들이 보다 크게 축조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각 권역
별 장단비의 분포양상을 살펴보면 제3기를 거쳐 제4기가 되면 일정한 분포권역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분기별 형식에 따른 권역별 분묘의 규모 및 출토유물
분기

형식

Ⅰ

제1기

Ⅱ

Ⅰ

제2기

Ⅱ

Ⅱ
제3기

Ⅲ

제4기

권역

묘광 평균규모(㎝)
(길이×너비×깊이)

출토유물

장속

서울

152.3×47×37.5

분청사기발ㆍ접시, 백자발ㆍ종지, 청동시

하관제

경기중심

144×40×23

분청사기접시, 청동시, 철협

하관제

경기외곽

235.5×85.5×47

분청사기접시, 백자발, 청동시

하관제

서울

220.5×74.3×110.3

분청사기발, 백자발, 청동시

시토제

경기중심

220.3×79.8×100.9

도기호, 분청사기발ㆍ접시ㆍ병ㆍ종지
백자발ㆍ접시ㆍ종지ㆍ병ㆍ호, 청동합, 청동시저

시토제

경기외곽

219.2×92.9×70.3

분청사기발ㆍ접시, 백자발ㆍ접시ㆍ종지ㆍ호,
청동합, 청동시, 동전

시토제

서울

172×51.2×59.8

백자발ㆍ접시ㆍ종지ㆍ호, 백자명기, 청동시, 동경

하관제

경기중심

115×61×29

분청사기발, 백자발ㆍ접시, 청동시

하관제

경기외곽

188.5×65×58

분청사기접시, 백자접시ㆍ종지, 청동환

하관제

서울

203.3×63.1×90.4

백자발ㆍ접시ㆍ종지ㆍ잔ㆍ호ㆍ병, 청동시저,
청동환

시토제

경기중심

223.2×80×89.9

백자발ㆍ접시ㆍ종지ㆍ잔, 청동시, 청동합, 동전

시토제
평토제

경기외곽

224.8×96.5×80.2

백자발ㆍ접시ㆍ종지ㆍ병, 청동시, 청동합

시토제

서울

223.1×86.8×107.9

백자병ㆍ호ㆍ접시ㆍ잔, 백자명기, 청동시저, 동경,
동전

시토제

경기중심

214.9×86.4×96.4

백자발ㆍ접시ㆍ종지, 백자명기, 청동시, 동전

시토제

경기외곽

222.5×81.5×102.5

백자발ㆍ접시ㆍ호ㆍ종지, 청동합, 청동시

시토제

서울

197×125×72

동전

하관제

경기중심

200×149×89

동전

하관제

경기외곽

229×82×80

백자잔

하관제

Ⅰ

서울

182.7×58.7×67

동전

하관제

Ⅱ

서울

204×48×86

백자발

시토제

서울

204.9×88.4×57.8

백자발, 동전

하관제

경기중심

198×70×87

동전

하관제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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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장 유물과 장속이다. 제1기에는 Ⅰ형식에 부장되는 유물이 권역에 상관
없이 대체로 분청사기류와 백자류 발과 접시, 청동시가 주를 이루고, Ⅱ형식에 부장
되는 유물은 분청사기류와 백자류의 발과 접시, 청동합, 청동시 등이 부장되고 있는
데, 경기 중심권역에서는 분청사기류와 백자류 모두 병ㆍ호ㆍ종지 등의 기종이 추
가되며 경기 외곽권역에서는 백자류의 기종만이 추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장속은

Ⅰ형식에서는 묘광하단에 유물을 부장하는 하관제가 주로 이뤄지며 Ⅱ형식에서는
묘광중단에 유물을 부장하는 시토제가 주로 이뤄지며 일부 요갱이 축조되고 있다.
또한 새로이 묘광중단에 편방을 조성하여 유물을 부장하기 시작한다. 즉, 고려시대
분묘의 요갱 축조 전통과 새로이 편방을 축조하는 신구 형식이 공존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제2기가 되면 Ⅰ형식에서 유물의 부장은 서울권역에서는 분청사기가
사라지지만 경기권역에서는 분청사기류도 잔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종은 대
체로 발과 접시류가 중심을 이루며 서울권역에서는 명기의 부장이 시작된다. Ⅱ형
식에서 유물의 부장은 분청사기류가 사라지고 전 권역에서 백자류가 부장된다. 형
식에 관계없이 자기류의 기종에 병ㆍ호ㆍ종지ㆍ잔 등이 추가되어 다양화되는 시기
이다. 장속은 제1기와 마찬가지로 Ⅰ형식에서는 하관제, Ⅱ형식에서는 시토제가 주
로 이뤄지고 있다. 여전히 요갱이 설치되고 있으며 편방이 점차 보편화되는 시기이
다. 특히 경기 중심권역 Ⅱ형식의 일부에서는 묘광상단(봉분토 內)에서 유물이 출토
되고 있어 묘광을 모두 충전하고 봉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유물을 부장하는 평토
제가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제3기가 되면 제2기까지 조성되던 요갱이 사라진다.
유물의 부장은 Ⅱ형식의 경우 여전히 백자류가 부장되는데 일반 반상기류의 부장은
감소하고, 백자명기의 부장이 보편화되는 시기이다. Ⅲ형식의 경우 유물의 부장에
있어 박장이 시작되어 자기류의 경우 백자발 1점 정도가 부장되는 양상을 보이며
대부분 동전만이 소량 부장된다. 장속은 Ⅱ형식에서는 시토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Ⅲ형식에서는 주로 하관제가 이뤄지고 있다. 평토제는 나타나지 않는다. 제4기가
되면 형식에 상관없이 유물의 부장은 박장이 보편화되는 시기로 간혹 백자발이 부
장되나 대체로 동전만이 소량 부장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모에 있어 제1ㆍ2기에 사회ㆍ지리적인 권역에 따라 형식별로 차이가 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심지인 서울권역에서 분묘가 보다 작은 규모로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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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부장 유물에 있어서는 경기권역을 중심으로 기종의 다양화가 먼저 나타난다.
즉, 분묘 축조와 유물의 부장에 있어 사회적인 제재가 서울권역에서 경기권역보다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둘째, 백자명기의 부장이 서울권역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문헌에 따른 분묘
축조에 대한 방식의 접목은 역시 중심지인 서울권역이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이
라고 판단된다.
셋째, 유물의 부장에 있어 2개 지점 이상을 선정하여 부장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권역에서는 제1~3기, 경기 중심권역에서는 제2기를 중심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분묘의 규모 등은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규제에 의해 크게 축조할 수는 없으
나 유물의 부장위치를 2개 지점 이상을 선정하는 것이 신분적ㆍ경제적으로 비교적
우월한 피장자들의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제3기가 되면서 분묘의 규모와 깊이가 점차 규격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자기류 중 반상기류의 부장량이 감소하고, 백자명기의 부장이 보편화되며 薄葬이
시작된다.
다섯째, 제4기에는 박장이 자리 잡아 유물의 부장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극소량의
백자류와 동전만이 부장되게 된다.

Ⅵ. 맺음말
이상, 서울ㆍ경기권역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분묘에 대해 그 형식을 설정하고 변
천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분묘는 유물이 출토되는 경우보다 출토되지 않
는 경우가 많아 모든 분묘에 대한 검토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분
류를 통하여 서울과 경기권역에 국한되지만 분묘의 축조 및 부장유물의 공반관계,
장속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수도 한양을 중심으로 서울권역은 조선 건국과 함께 엄격한 유교사상에 입각하여
분묘가 축조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유물의 부장에 있어서도 보다 다양한 기
종이 부장되고 있어 경제적인 중심지로서의 역량이 분묘의 축조에도 반영되는 일면
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 경기권역에서도 중심권역과 외곽권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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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당시의 한양이라는 중심지에서 크게 이격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규
범에서 벗어나 분묘의 규모 등이 보다 크게 축조되었으며 보다 다양한 유물이 부장
되는 등 규모나 유물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형식 분류를 통해 분기에 따른 변화상을 살펴본 결과 묘광 내부의 구조적인 부분
에 있어 유물을 부장하는 지점으로 고려시대부터 이어지던 요갱이라는 전통이 소멸
됨과 동시에 편방이라는 새로운 유물부장 공간이 발생하는 시점에 대한 정확한 이
해를 할 수 있었으며 보편적으로 상례에 대한 예서가 보급되는 17세기를 기점으로
축조되는 분묘에 있어 지역에 상관없이 대동소이한 규격으로 축조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장속이 이뤄지는 변화상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제2기에 최
고조에 이르러 이후로 쇠퇴함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규모와 장속 등으로 피장자의
신분ㆍ경제적 우월성이 간취되는 요소를 알 수 있었다,
서울ㆍ경기권역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분묘의 형식을 분류하고 그 전개과정을 살
펴보았는데, 추후 다른 지역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지역에 따른 조선시대 분묘의
변화상을 살펴본다면 전국적인 전개과정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추후 자료를 검토할 것을 기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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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Burials of Chosun Dynasty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Kim phan-seok
I try to classify formations by burying methods and location for remains in burials
of Seoul and Gyeonggi Province. On the basis of this material, I set up chronology.
I examine changes of each phase and analyze this development. I prove differences
betwee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how wooden coffin burials of Chosun dynasty
inherited and developed. The difference is identified in scale and funeral manners by
classifying formations of burials though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re
geographically close. Examining each period, the burials of formationⅠ and Ⅱ are
constructed, Yogaeng used in burials of Goryeo dynasty's tradition survives and the
method burying remains left and right begins at primary stage(Beteen 15C and
middled 15C). The burials are constructed relatively smaller in Seoul, capital than
center of Gyeonggi province and its outskirts. Because the burial's difference in
central power's regulation occurs by distance. Next time I will try to study this
phenomenon comparing other regions. In the Funeral manners, Haguanje is
mainstream, Sitoje in Gyeonggi province is superior in numbers. At secondary
stage(Between latter 15C and 16C), the burials of formationⅠ and Ⅱ also are
constructed. The scale is similar but depth of the burials in Seoul is deeper than
Gyeonggi province. The porcelains of various kinds and small Myeonggi begins to be
buried. The structure of burials progress variously, Yogaeng transmitted from Goryeo
dynasty disappear from Gyeonggi province, the method burying remains left and right
becomes more common. Sitoje in funeral manners goes on growing rapidly,
Pyeongtoje emerges in the partial Gyeonggi province. At tertiary stage(Between 17C
and middle 18C) the burials of formation Ⅱ and Ⅲ are mainly constructed, the scale
of burial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is practically the same. The buried rem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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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ase in Quantity and replace with Myeonggi. Sitoje in the funeral manners still
remains in force like a previous stage. At quaternary stage(After middle 18C), the
burials of formationⅠ and Ⅱ declines, the burials of formation Ⅲ begin more
common. Most remains are buried in small quantities except porcelains and coins.
About one porcelain begins to be buried. The remains rapidly decrease in quantity,
location of burying remains is restricted inside the coffin. Haguanje in the funeral
manners is formed.
It is the next research subject that I will study this phenomenon of all Chosun
region.
Key words : Seoul and Gyeonggi province, formation, phase, scale, burying remains,
funeral manner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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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尔․京畿地区朝鲜时代坟墓的展开
金判 硕
以首尔ㆍ京畿圈域为中心的朝鲜时期坟墓的埋葬方式及遗物的副葬位置，做为标准
试图形式分类。以此为标准，进行了编年。还有按分期的变化相做检讨，分析了其展
开样相。通过对于以前时期就开始筑造下来的叫土壙墓的墓祭在朝鲜时代是如何继承
发展下来的研究，可了解到随着分期在首尔ㆍ京畿地区内也呈现着差异。即，按形式
分类的规模和葬俗适用等方面上是地理性连接的地区也发生着差异。对此按分期查
看，第1期(15~15世纪后半)筑造ⅠㆍⅡ型坟。残存着的腰坑是高丽时代的传统，以此
可以了解到根据文献才开始筑造起了偏旁，偏旁是遗物副葬的位置。并且当时是以首
都的汉阳为中心分布的坟墓规模比京畿中心圈域进而京畿外郭圈域分布的坟墓相对少
一些，与社会ㆍ经济中心地的离隔距离在规制坟墓规模等，因确立朝鲜前期中央集权
性王权社会的抑制力差异的结果，从而确保资料。这样的内容提供了秋后与其他地区
间的比较签定课题。葬俗主要实行下棺祭，京畿圈域里实行占优势的始土祭。到第2期
(15世纪后半~16世纪)仍以ⅠㆍⅡ形式筑造为主。其规模上虽与前一期大同小异，但可

以看出首尔地区的坟墓更深广一些的样相。可以了解到副葬的瓷器种类多样化起来，
开始了名叫明器的小型器种的副葬。而且随着构造的多样化进展，从京畿圈域的高丽
时代传下来的腰坑传统要素开始消失，普遍化了副葬遗物的偏旁位置。葬俗上急增了
始土祭，京畿圈域上出现了一些平土祭。到第3期(17~18世纪中半)主要筑造ⅡㆍⅢ形
式坟墓。坟墓的规模大同小异，这与首尔ㆍ京畿圈域无关。副葬的遗物数量呈现逐渐
减少的趋势，但白磁明器代替了这些。葬俗上与前一时期相同，办理着多数的始土
祭。到第4期(18世纪中半后) 急速减少起ⅠㆍⅡ形式筑造， 普及Ⅲ形式筑造 。部分瓷
器类和铜币除外，大部分遗物的副葬形成少略化、薄葬。瓷器类的数量也不过一件左
右的极少数。是遗物的副葬急减、副葬位置也局限在木棺内部的时期。葬俗形成下棺
祭。这种现象给朝鲜全地区的影响或对不同点的比较及检讨是另一个硏究课题。
主题语 : 首尔ㆍ京畿圈域, 形式, 分期, 规模, 遗物副葬, 葬俗, 中心地

68

東亞文化 17號

ソウル․京畿圈域の朝鮮時代墳墓の展開
金判 碩
ソウルㆍ京畿圈域を中心に、朝鮮時代の墳墓の埋葬方式と遺物の副葬位置を基準
として型式分類と編年を行った。そして、各分期による變化様相の檢討を行い、そ
の展開樣相を分析した。前時期から築造されてきた土壙墓という墓制が、朝鮮時代
にどのように繼承されて發展していったのかについて檢討した結果、各分期に、ソウ
ルㆍ京畿地域のなかにも違いがあることがわかった。すなわち、型式分類による規模
と葬俗の適用等において、地理的に隣接した地域であっても違いが生じている。
これを分期別にみると、第1期(15~15世紀の後半)には、ⅠㆍⅡ型式の墳墓が築造さ
れ、高麗時代の傳統である腰坑等がまだ殘存する。文獻に記された遺物の副葬位置
である偏旁が造成されはじめることがわかる。また、當時の首都である漢陽を中心に

分布する墳墓の規模が、京畿の中心圈域、さらに京畿の外郭圈域に分布する墳墓よ
り相對的に小さいことから、社會ㆍ經濟の中心地との距離が墳墓の規模等を規制す
ることが明らかとなった。それは朝鮮前期の中央集權的王權社會の確立にもとづく

抑制力の差による結果と理解できる。このような內容を他地域との比較を通じて檢
證することが今後の課題である。葬俗としては下棺祭が主に行われ、京畿圈域では
始土祭が數的に優勢である。
第2期(15世紀 後半~16世紀)に入ると、やはりⅠㆍⅡ型式が主に築造される。規模
においては前時期と大同小異であるが、ソウル圈域の墳墓はさらに深廣化する樣相
がみられる。副葬される磁器類の器種が多樣になり、新たに明器という小形器種が

副葬されはじめる。また、構造の多樣化が進み、京畿圈域では高麗時代から続いて
きた傳統要素である要坑が消滅しはじめ、遺物を副葬する位置として偏旁が普遍化
する。葬俗としては始土祭が急增し、京畿圈域の一部では平土祭が現れる。

第3期(17~18世紀 中半)に入ると、ⅡㆍⅢ型式の墳墓が主型式として築造され、墳
墓の規模はソウルㆍ京畿圈域とも大同小異である。副葬される遺物の數量が減少す
る傾向がみられるが、白磁明器の副葬がこれに代わる。葬俗は以前と同様に始土祭
が多く行われている。

서울․경기권역 조선시대 분묘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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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期(18世紀の中半以後)に入ると、ⅠㆍⅡ型式の築造が急激に減少し、Ⅲ型式の
築造が普遍化する。一部の磁器類と銅錢等を除いて、遺物の副葬が少くなり、薄葬
が行われる。磁器類の數量も1点前後とごく少数になる。遺物の副葬が激減し、副葬

位置も木棺の內部に限られる時期である。葬俗は下棺祭が行われる。
このような現狀が朝鮮の全地域に及んだ影響であったのか、あるいはその相違點
に対する比較・檢討は今後の硏究課題である。
キーワード：ソウルㆍ京畿圈域、型式、分期、規模、遺物副葬、葬俗、中心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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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요이사회의 조직과 그 성층화
-커뮤니케이션·우발성·네트워크溝口孝司

야요이 Ⅴ기부터 고분시대 개시기에 걸쳐서의
취락·분묘구조, 사회조직의 변천

야요이사회의 조직과 그 성층화
- 커뮤니케이션 ․ 우발성 ․ 네트워크 -

1)溝口孝司

著*

배덕환 譯**

요 약
본 논문은 야요이사회의 주요한 조직적 특질의 하나가 거주단위로서의 취락을 통
합하는 조합의 존재이며 그 기능에 의거한 種들의 커뮤니케이션의 유지ㆍ재생산을
위한 기구의 생성과 변용이 야요이사회의 역사적 변용의 실태였음을 논하였다.
주제어 : 커뮤니케이션, 성층화, 중심화, 네트워크분석, 야요이시대

Ⅰ.
‘계층화’란 사회변화의 한 양상이다. 이것에 대해 기술하고, 그 요인에 대해 분석
하기 위해서는 ‘사회’란 무엇인가? 사회의 ‘변화’란 어떠한 변화인가? ‘계층화’란 무엇
의 어떠한 변화인가? 의 정립이 전제적으로 필요하다.1)
* (재)日本 九州大學校 比較社會文化硏究院 基層構造講座 准敎授.
**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단장
1) 이하의 논문은 본 논문 준비과정에서 읽었던 원고에서 지면의 제한에 따라 일부를 삭제한 것
이다. 같은 이유에서 요지, 도표, 인용, 참고문헌, 논문 집편자명 등의 서지정보를 대폭 삭제,
축소할 수밖에 없었음을 명확히 밝히고 싶다. 또한 민족지적 사례는 더욱 광범위해 인용에 어
려움이 있어 표준적인 교재로서 정평이 난 Johnson, A. and Earle, T,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ies : from foraging group to agrarian stat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과
비교적 ‘단순’한 사회집단이 대규모 집주단위를 구성한 최근의 민족 예로서 Tuzin, D,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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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란 복수의 개인의 행동으로 생겨나는 種의 질서로 기술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서인가? 이것은 어떤 것마다 일정의 형태로 발생되어
계속되는 것으로 기술할 수 있다. 여기서의 ‘어떤 것마다’가 둘 이상의 신체에 의해
‘교환’되면 ‘커뮤니케이션’과 ‘접속’이란 말로 바꿀 수 있다.2) 커뮤니케이션의 접속에
는 일정의 相互豫期(이러한 장면에서 이러한 인물은 이렇게 일어나 춤을 출 것이다
: 이러한 장면에서 이러한 인물은 스스로가 이렇게 일어나 춤을 출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등)와 다양한 매개(커뮤니케이션매개)가 개재된다.3)
이들 예기와 매개의 복합을 ‘구조’로 부른다면, 사회의 변화라는 것은 이러한 ‘구
조’의 변화이며 ‘계층화’란 이러한 ‘구조’변화의 한 양상으로서 기술가능하다. 고고자
료는 이러한 ‘구조’ 중 커뮤니케이션 자체와 그 매개의 물적흔적을 다루고 있다. 광
의의 진화주의적 인류학의 ‘발전단계’4)는 커뮤니케이션의 접속이 필요로 하는 시공
간적 영역의 확장ㆍ복합화의 정도를 그 지표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그러한 확장ㆍ
복합화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기능’이 그때마
다 필요하게 되며 산출된 것에 따라서 각 발전단계의 특징이 구성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소위 ‘제사행위’의 성대화 흔적은 자연령과 조상령이라는 관
념적 구축으로서의 ‘초월존재’와의 접촉에 매개된 ‘共/協同性’의 제도화된 환기의 흔
적인 경우를 상정하지 않으면 절대 ‘성층화’의 상징으로 전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커뮤니케이션 접속의 필요영역의 시공간적 확장ㆍ복합화로의 대응으로서의 공
동성의 강화와 성층화는 ‘기능적으로 동일’하다. 접속영역의 확장ㆍ복합화에 대해
커뮤니케이션의 구조를 평등적으로 유지한 채, 제도적ㆍ형식적 강화로 대응하는 것
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이다. 雙分組織 등의 평등적ㆍ호수적5) 교환조직의 제도화

complexity in the making : a case study among the Arapesh of New Guinea, London, Routledge,
2001을 주로 참조했다. 본 논문에 대해서 비판적임과 동시에 놀랄만큼 생산적인 코멘트를 해
준 高瀨克範, 考古學硏究會 第56回 總會 硏究集會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森岡秀人, 光本順, 山
田康弘, 林正憲, 石村智, 下垣仁志, 後藤明 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 ル-マン, ニクラス, 社會システム理論(上), 桓星社厚生閣, 1995.(Luhmann, N, Soziale systeme,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84.)
3) ル-マン, ニクラス, 社會システム理論(上), 桓星社厚生閣, 1995.(Luhmann, N, Soziale systeme,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84.)
4) サ-ヴィス, エルマン, 未開の社會組織, 弘文堂, 1979.(Service, E., Primitive social organization,
New York, Random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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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도의 형식화가 특정 초월존재의 매개=제사와 결부되어 고양된 경우에 관찰되
는 거대한 신전의 건조행위6) 등이 이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형건물7)’이나 ‘대형
분구묘’(예를 들면 吉野ヶ里유적 吉野ヶ里 구릉지구 Ⅱ구 분구묘(吉野ヶ里 북분구
묘))8)는 ‘성층화’확인의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Ⅱ.
사회의 ‘변화’와 ‘진화’의 방식을 모델화하기 위해 에밀 듀르케임의 ‘기계적’연대와
‘유기적’연대의 개념을 도입해 보자.9) ‘기계적’연대란 소위 ‘環節社會’의 양상에 해당
하여 기본적으로는 균일한 조직시스템이 지렁이의 마디처럼 병렬된다. 이것에 비해
‘유기적’연대는 분업을 통해 사회단위≒조직시스템끼리 상호의존적으로 결합한다.

前者에서는 개개의 조직시스템 내부의 질서는 생활전반의 유사ㆍ공유에 기초하는
평등성ㆍ공동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지만, 조직시스템끼리의 관계는 상호의 等質性
에 따라 시의심과 부단한 경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10) 이것에 의해 발생한 개별
의 알력은 그 내적ㆍ조직적 등질성에 따라서 종종 적대되는 조직시스템 총체로의
모욕으로서 인식되며, 많은 민족지에 의하면 종종 적대자의 저주, 습격에 의한 살해
등의 ‘복수적’수단으로 해결된다.11) 또한 기계적 연대에서는 광의의 가족적 집단은
5) 互酬 : 개인 또는 집단간에 서로 물품이나 역무를 교환하여 상호관계가 갱신ㆍ지속되는 것.
6) 예를 들면, 뉴기니아의 아라페시족은 인생의례시의 호수적 상호부조ㆍ증여관계를 기저로 하는
쌍분조직을 다층적으로 설정하는 것에 따라 1,500명을 넘는 거주집단의 유지와 주변 집단과의
알력 시 발휘되는 단결로 나타나는 강력한 통합을 세습적 수장은커녕 명확한 빅맨적 인물도
없이 달성하고 있다. 여기서는 남성만이 참가가 허용되는 컬트적 의례가 발달하였으며 거대한
신전의 정기적인 수축이 주요한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Tuzin, D, Social complexity in the making : a case study among the Arapesh of New Guinea,
London, Routledge, 2001.
7) 廣瀨和雄ㆍ伊庭 功, 弥生の大型建物とその展開, サンライズ出版, 2006.
8) 佐賀縣敎育委員會, 吉野ヶ里遺跡, 1997.
溝口孝司, ｢墓前のまつり｣, 日本の信仰遺跡, 雄山閣, 1998.
9) デユルケム, E.(井伊玄太郞 譯), 社會分業論(上ㆍ下), 講談社, 1989.(Durkheim, E, De la
division du travail social, Paris, Alcan, 1893.)
10) Tuzin, D, Social complexity in the making : a case study among the Arapesh of New Guinea,
London, Routledge, 2001.
11) Malinowski, B, Argonauts of the western Pacific, Long Grove, Illinois, Wavelan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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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등질성, 그것으로 촉진된 자립성에 따라서 조건이 허용되면 분산되는 경향이 있
고, 일정 이상 수의 가족적 집단 내지는 일정 이상 규모의 집단이 ‘집주한다’, ‘협동
한다’,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래도 있음직하지 않은 것이다.12)
그러한 있을 것 같지도 않는 사태가 실현되는 ‘환경’의 전형적인 예로서 가족집단
이 散居되는 것의 위험증대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쟁집단에 의한 습격ㆍ
살육이 이 종의 위험인자의 주요한 것이지만13), 이것이 빈발할 경우 대규모 집주
또는 방어취락 형성이 위험을 낮추기 위한 원인으로서 선호되는 경우가 많다.14) 그
리고 이러한 집주형태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집주단위를 구성하는
복수의 조직시스템간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원인의 창출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원인으로서 조직시스템간의 관계를 a)호수원리에 기초한 상호급부/부
조관계의 제도화에 따라 평등적으로 유지ㆍ재생산하는 방식(예 : 쌍분조직의 발
달15)-이하 ‘共同性方式’으로 칭한다), b)조직시스템간의 관계/조직시스템 성원간의
관계를 비대칭화하고, 사회관계의 조정ㆍ분쟁해결을 ‘상위층’에 위임하는 것에 의해
성층적으로 유지ㆍ재생산하는 방식(이하 ‘成層化方式’으로 칭한다)은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기능적으로 동일하다. 後者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능력에 기초한 위신의 축
적에 의거한다. 소위 “빅맨시스템”과 특정친족조직 분절의 멤버십에 의해 생득적으
로 계층과 권리가 규정되는 ‘치프돔’적 성층화의 양자가 존재하고, 前者에서 後者로
의 진화적 이행이 일반적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공동성방식’과 ‘성층화방식’은 그
완만한 형태에 있어서는 집주형태의 계절적 변용에 연계해서 하나의 조직시스템이
교차 채용되는 조직원리로서 공존하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면 산거기와 집주기의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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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original published in 1922).
Tuzin, D, Social complexity in the making : a case study among the Arapesh of New Guinea,
London, Routledge, 2001.
Johnson, A. and Earle, T,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ies : from foraging group to agrarian
stat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Johnson, A. and Earle, T,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ies : from foraging group to agrarian stat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Johnson, A. and Earle, T,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ies : from foraging group to agrarian stat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Tuzin, D.(Social complexity in the making : a case study among the Arapesh of New Guinea,
London, Routledge, 2001)는 쌍분조직의 기능적 특질과 이득에 초점을 둔 민족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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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해안의 원주민 집단16))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Ⅲ.
죠몬시대 전기 이후의 취락에 보이는 거주공간의 環狀의 구조화가 일상적 커뮤니
케이션에 있어서 공존성≒공동성의 반복적 확인과 대응하고, 복수위상에 미치는 분
절구조가 규모ㆍ내용을 달리하는 공동체적 집단(corporate groupings), 예를 들면 리
니지, 포족, 쌍분조직 등에 해당할 가능성은 일찍이 지적된 것이다.17) 이것들이 공
간적으로 대칭배치되는 것은 개개의 위상에서 이것들의 관계가 호수원리에 기초한
상호급부/부조를 기반으로 한 것임을 시사한다. 환상취락을 발달시키지 못했던 西

日本에 있어서도 熊本縣 上南部취락18)이나 福岡縣 山鹿墓地19) 등 생활ㆍ매장공간
의 환상구성은 원리로서 넓게 공유되었을 것이다. 또한 죠몬취락을 구성하는 중층
적 공간분절 상호간에는 규모의 차가 보이며 그것이 분절(아마 半族, 리니지 내지는
서브 리니지 등에 해당한다)된 개개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것으로 일찍이 지적되었
다.20) 小論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규모의 불균등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위의 공간배치에 있어서는 그것들이 속하는 개개의 위상에 일정의 대칭성이 계속
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사정, 예를 들면, 혼인전략의 성공ㆍ실패의
누적 등에 따라 이들 단위 간에 실태적인 비대칭적 관계가 싹트기 시작해도 대칭적
공간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지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과 같은 배려가 없
었음을 시사한다. 전체적으로 죠몬시대 거주집단의 일정 규모 또는 집단통합의 유
지는 호수적 상호급부/부조관계를 기초로 한 ‘공/협동성’의 강화=‘공동성방식’에 의
해 달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6) Johnson, A. and Earle, T,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ies : from foraging group to agrarian stat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17) 田中良之, ｢出自表示論批判｣, 日本考古學 5, 1998.
, ｢土器が語る繩文社會｣, 北九州市立考古博物館硏究紀要 6, 1999.
18) 富田紘一, ｢上南部遺跡出土土偶の觀察｣, 森貞次郞博士古稀記念古文化論集(上卷), 1982.
19) 田中良之, ｢山鹿貝塚墓地の再檢討｣, 下條信行先生退官記念論文集 地域ㆍ文化の考古學,
2008.
20) 谷口康浩, ｢環狀集落と部族社會 : 前ㆍ中期の列島中央部｣, 繩文社會論(上), 同成社,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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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몬취락(이나 매장/제사시설)과 동일한 양상으로 야요이취락의 대부분도(주로
전기후반/말 이후의 것은) 복수 거주단위의 집합에 의해 구성된다.(近藤義郞의 ‘집
합체’)21) 단, 개개의 취락에서 이들의 규모는 취락규모가 대규모인 것 정도로 산재
되는 경향에 있는 것이 얼핏 보인다는 점에 주목해두고 싶다.22) 또한 이러한 거주
단위 개개에 개별 묘역이 부속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보이고 있다.23) 결과적으로
죠몬취락에서는 환상구조의 한 구성요소로서 일체적 공간을 구성했던 묘역이 집단
단위로 분리되는 점도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죠몬취락의 공간구조화 원리의 중핵을
띄었던 중층적 대칭성과 일체성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을 고
찰하기 위해 야요이취락 형성과정의 일반적 양상에 대해 개관해둘 필요가 있다. 야
요이 조기~Ⅰ기에 출현하는 초창기의 농경취락에서부터 대부분의 거주단위가 Ⅰ기
후반/말~Ⅱ기에 걸쳐 ‘분촌’한다.(분촌현상과 그 함의를 지적한 古典에 대해서는 近

藤義郞의 논문이 있다)24) 이것이 기존 취락주변의 인구지지력(carrying capacity)의
한계에 의한 것인지 그 외의 요인에 의한 것인지의 검토는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되
지만, 이 현상이 인간집단의 거주환경의 다양화로 나타난 것은 확실하다. 즉, 각 장
소에 만들어진 수전에는 토양ㆍ급배수환경을 시작으로 한 차이, 그 외 돌발적 사태
등에 의한 생산량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다. 西日本 각지의 야요이취락 분포동태
의 검토가 야요이Ⅰ기 후반/말~Ⅱ기에 걸쳐서 취락 수의 급격한 증대와 분포범위의
확산, 덧붙여 ‘단명’인 취락과 계속되는 취락으로 분화하는 사실(최근의 대표적인 논
문으로서 小澤, 久住 참조)25)은 취락입지의 다양화가 이러한 수전의 생산성을 포함
한 다양한 요인으로 취락개개의 ‘잠재력’ 차이를 창출한 것을 시사한다. 그러한 요
인 속에서 증가한 취락이 형성되는 것처럼 되었으며 친족조합을 주요한 매개ㆍ유대
로 한 네트워크26)가 그 속에서 개개 취락의 ‘중심성(centrality)’의 차이를 촉진시킨
21) 近藤義郞, 前方後園墳の時代, 岩波書店, 1983.
22) 예를 들면, Ⅳ기 단계의 佐賀縣 吉野ヶ里遺跡에서 거주집단간의 규모 차를 상기하고 싶다.
佐賀縣敎育委員會, 吉野ヶ里遺跡, 1997.
23) 小澤佳憲, ｢弥生集落の動態と劃期 : 福岡縣春日丘陵域を對象として｣, 古文化談叢 44, 2000.
24) 近藤義郞, ｢弥生文化の發達と社會關係の變化｣, 日本の考古學 Ⅲ, 河出書房新社, 1966.
25) 小澤佳憲, ｢集落形態からみた弥生時代前半期の社會｣, 古文化談叢 45, 2000.
久住猛雄, ｢弥生時代後期の福岡平野周邊における集落動態(1) 近年の硏究動向の批判的檢討
から｣, 市史硏究ふくおか 5, 2010.
26) サ-ヴィス, エルマン, 未開の社會組織, 弘文堂, 1979.(Service, E., Primitive socia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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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확실하였을 것이다.(도 1 : 그림 중 A, B, C의 오른쪽 상단의 타원 속에 병열된
3개의 원이 조합에 해당한다) 또한 이것에 관련된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개개의 취락
을 구성하는 리니지적 단위(도 1 : x-A=x취락의 A리니지, y-B=y취락의 B리니지)간에
도 우열차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이것이 개개 거주단위의 규모차이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성은 사회학에 있어서 사회네트워크이론27)의 중심개념 중 하
나이다. 사회네트워크이론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개 단위(nodes) 각각의 속성을
분석적으로 괄호에 기입하여 맞추게 되며 재생산된 다양한 교섭(edges)이 발생되는
관계성 속에서 개개의 단위가 다른 것에 비해 位相構造的(topological)으로 가지는
다양한 영향력에 주목한다.
예를 들면, 보다 많은 단위
와의 사이에서 교섭을 체결
한 단위는 다른 것에 비해
보다 큰 중심성을 가진다.
또한 단위끼리의 왕래에 있
어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빈도가 높은 단위가
‘매개자’로서 다른 단위보다
도 높은 중심성을 가지게 된
다.28) 이것은 뒤에서 행할 구 도 1. 중심적 대형취락 생성의 메카니즘과 성층화의 단서

New York, Random House.)
田中良之, ｢出自表示論批判｣, 日本考古學 5, 1998.
Johnson, A. and Earle, T,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ies : from foraging group to agrarian
stat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溝口孝司, ｢西からの視點｣, シンポジウム記錄 5, 考古學硏究會, 2006.
27) Hanneman, R.A. and Riddle, M, Introduction to social network methods. Riverside, CA,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published in digital form at http://faculty.ucr.edu/~hanneman/), 2005.
金光 淳, 社會ネットワ-ク分析の基礎 : 社會的關係資本論にむけて, 勁草書房, 2003.
28) Hanneman, R.A. and Riddle, M, Introduction to social network methods. Riverside, CA,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published in digital form at http://faculty.ucr.edu/~hanneman/), 2005.
金光 淳, 社會ネットワ-ク分析の基礎 : 社會的關係資本論にむけて, 勁草書房,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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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네트워크분석의 기초적 개념으로서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촌 개시기(Ⅰ기 후반)부터 생겨난 거주단위간의 각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개개 취락의 ‘편리성’으로서의 중심성이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 창출ㆍ인식되
며, 어쩌면 쌍계적, 선택거주적 출자ㆍ혼후거주시스템29)과 조합네트워크에 매개되
어 이주ㆍ인구이동의 집적에 따른 특정취락의 대규모화=중심적 대규모취락의 형성
에 연관된 것으로 생각된다.30)(도 1)
또한 이러한 복수종류의 차이의 생성과 심화를 통해 촉진되었을 취락간의 경쟁은
때로는 원한이나 그 해결책으로서 매복과 소규모 기습 등을 중심으로 한 폭력행사
를 빈발하게 하고(예 : 福岡縣 小郡市지역, 筑紫野市지역의 야요이ⅡㆍⅢ기 묘지출
토 인골에 많이 나타나는 상흔은 筑紫野市 永岡유적과 같이 그 대부분이 등쪽에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31) 일정규모의 집단끼리의 충돌ㆍ백병전에 의한 사망자라고
는 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그 결과로서 복수개별 거주집단이 모이는 집주경향이
더욱 조장되었을 것으로도 추측된다. 그리고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대규모 집주는
그것이 기능적 요구에 의해 촉진된 것이었다고 해도 환절적, ‘기계적’연대양상에서
는 “있음직하지 않은” 사태인 것에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무엇인가의 원인창출
내지는 선호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원인을 특정짓기 위해 北部九州지

29) 田中良之, ｢墓地から見た親族ㆍ家族｣, 古代史の論点 2, 小學館, 2000.
30) 北部九州 현해탄연안지역의 2개의 초대형 취락인 三雲유적군과 須玖유적군 중 그 내용이 비
교적 명확한 후자를 보면(井上義也, ｢須玖遺跡群の集落構造｣, 第58回埋藏文化財硏究集會 弥
生時代後期の社會變化, 2009), 취락을 구성하는 거주단위 수는 조ㆍ전기의 6기에서 중기전
반에는 약 42기로 급증하고 있다. 또한 須玖유적이 남쪽 모서리의 병목지점에 위치하는 福岡
平野에는 그 외에도 須玖유적군과 같은 규모를 가진 比惠ㆍ那珂유적군도 거의 Ⅲ기에 규모
를 급격히 증대시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福岡平野 내에서 인구증대와 분촌현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소위 ‘龜ノ甲타입’의 옹형토기의 속성레벨 제요소가 筑紫平野
地域에서 현해탄연안지역으로 수용되어 폭 넓은 변화를 내포하는 城ノ越式 옹형토기가 야요
이Ⅱ기인 점을 생각하면, Ⅱ기~Ⅲ기에 중심성과 그것에 부속되는 다양한 이점을 증대시킨 須
玖유적군이나 比惠ㆍ那珂유적군과 筑紫平野를 포함한 福岡平野 주변 제평야에서도 조합적
유대 또는 쌍계적, 선택거주적 출자ㆍ혼후거주시스템(田中良之, ｢墓地から見た親族ㆍ家族｣,
古代史の論点 2, 小學館, 2000)에 따라(溝口孝司, ｢弥生時代の社會｣, 現代の考古學6 : 村落
と社會の考古學, 朝倉書店, 2001ㆍ｢西からの視點｣, シンポジウム記錄 5, 考古學硏究會,
2006ㆍ｢弥生社會の組織｣, 弥生時代の考古學 8, 同成社, 2008) 인구이동이 일어났을 가능성
이 지적된다.
31) 中橋孝博, ｢永岡遺跡出土の弥生時代人骨｣, 永岡遺跡Ⅱ, 筑紫野市敎育委員會,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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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Ⅲ기 이후 명확화된 중심적 대규모취락에서만 확인되는 행위의 흔적 내지는
시설에 대해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초대형묘지, 2. 구획묘, 3. 소위 ‘대형건물’이다.(도 1)
초대형묘지는 야요이Ⅱ기에 출현하여 야요이Ⅳ기 말/Ⅴ기 초두까지 존속하는 예
가 많다.(예 : 佐賀縣 吉野ヶ里유적 志波屋四の坪, 福岡縣 筑紫野市 隈ㆍ西小田유적
제2ㆍ3지점 등32)) 이것들의 대부분은 야요이Ⅱ~Ⅲ기에는 필자가 분류한 列墓의 공
간구성을 보이며 야요이Ⅲ기 이후 系列墓의 군집으로 이행한다.33)(도 2)
열묘의 공간구조 형성과정의 복원결과는 이것이 a)列狀공간의 형성에 의한 葬列
조직의 공간적 제도화, b)개별의 매장기회에 있어서 묘지전체의 공간구성 질서가
준수되어 가는 것, c)이러한 질서공간이 개별의 매장기회마다 장송참가자에게 눈으
로 확인되는 것 등을 실현하여 ‘공ㆍ협동적’공간ㆍ‘평등적’공간인 것을 명확화했
32) 溝口孝司, ｢西からの視點｣, シンポジウム記錄 5, 考古學硏究會, 2006.
33) 溝口孝司, ｢福岡縣筑紫野市永岡遺跡の硏究 : いわゆる二列埋葬墓地の一例の社會考古學的再
檢討｣, 古文化談叢 34, 1995.
, ｢福岡縣甘木市栗山遺跡C群墓域の硏究 : 北部九州弥生時代中期後半墓地の一例の
社會考古學的檢討｣, 日本考古學 2, 1995.
, ｢二列埋葬墓地の終焉 : 弥生時代中期(弥生Ⅲ期)北部九州における墓地空間構成原
理の變容の社會考古學的硏究｣, 古文化談叢 38, 1997.
, ｢カメ棺墓の移り變わり｣, 平成10年度福岡市博物館特別企劃展 : 弥生人のタイム
カプセル, 福岡市博物館, 1998.
, ｢墓前のまつり｣, 日本の信仰遺跡, 雄山閣, 1998.
, ｢北部九州の墓制｣, 季刊考古學 67, 1999.
, ｢葬送｣, 用語解說 現代考古學の理論と方法 Ⅲ, 同成社, 2000.
, ｢墓地と埋葬行爲の變容 : 古墳時代の開始の社會的背景の理解のために｣, 古墳時
代像を見なおす : 成立過程と社會變革, 靑木書店, 2000.
, ｢弥生時代の社會｣, 現代の考古學6 : 村落と社會の考古學, 朝倉書店, 2001.
, ｢西からの視點｣, シンポジウム記錄 5, 考古學硏究會, 2006.
, ｢弥生時代中期北部九州地域の區畵墓の性格 : 浦江遺跡第5次調査區區畵墓の意義
を中心に｣, 九州大考古學硏究室50周年記念論文集(上卷), 九州大考古學硏究室50周年記念論
文集刊行會, 2008.
, ｢弥生社會の組織｣, 弥生時代の考古學 8, 同成社, 2008.
Mizoguchi, K. An archaeological history of Japan, 40,000 BC to AD 700.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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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4)(도 3-B)
이것에 대해 계열묘는 그 형성에 있어서
기존의 특정매장으로의 장송참가자의 의식집
중을 필연으로 하는 것처럼 매장위치ㆍ방법
이 선택ㆍ반복되어졌다.35)(도 3-C) 이것은 계
열묘 형성의 개별 기회로서의 매장행위에 의
식된 것은 실제 매장되는 인물과 선행된 묘
에 매장된 인물과의 어떤 관계이며, 이것의
반복으로 형성된 계열묘에 의해 물상화된 것
은 어떤 종의 ‘계보적(genealogical)’인 의식이
라는 것이다.36)(도 3-C)
이상은 장송의례라는 인생의례 중에서도 그
체험반복과 공유의 불가능성에서 특이한 위
도 2. 야요이시대 묘지공간 적립의
분류(溝口 1999)

치에 있는 ‘죽음’에 매개된 사회관계의 확인
기회37)로서 공ㆍ협동성과 평등성을 전제로

한 커뮤니케이션에서 개별성ㆍ계보성을 전제로 한 커뮤니케이션으로의 이행이 발

34) 溝口孝司, ｢福岡縣筑紫野市永岡遺跡の硏究 : いわゆる二列埋葬墓地の一例の社會考古學的再
檢討｣, 古文化談叢 34, 1995.
, ｢二列埋葬墓地の終焉 : 弥生時代中期(弥生Ⅲ期)北部九州における墓地空間構成原
理の變容の社會考古學的硏究｣, 古文化談叢 38, 1997.
35) 溝口孝司, ｢福岡縣甘木市栗山遺跡C群墓域の硏究 : 北部九州弥生時代中期後半墓地の一例の
社會考古學的檢討｣, 日本考古學 2, 1995.
, ｢カメ棺墓の移り變わり｣, 平成10年度福岡市博物館特別企劃展 : 弥生人のタイム
カプセル, 福岡市博物館, 1998.
Mizoguchi, K. Genealogy in the ground : observations of jar burials of the Yayoi period, northen
Kyushu, Japan, Antiquity, 2005.
36) 溝口孝司, ｢福岡縣甘木市栗山遺跡C群墓域の硏究 : 北部九州弥生時代中期後半墓地の一例の
社會考古學的檢討｣, 日本考古學 2, 1995.
, ｢カメ棺墓の移り變わり｣, 平成10年度福岡市博物館特別企劃展 : 弥生人のタイム
カプセル, 福岡市博物館, 1998.
Mizoguchi, K. Genealogy in the ground : observations of jar burials of the Yayoi period, northen
Kyushu, Japan, Antiquity, 2005.
37) 溝口孝司, ｢葬送｣, 用語解說 現代考古學の理論と方法 Ⅲ, 同成社,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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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되었음을 시사한다.
동일양상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의 변용은 상위층의 매장역으로서
의 ‘구획묘’에서도 확인된다.(도 2)
열묘와 존속기간을 거의 중복시키
면서, 대부분 예외 없이 중심적 대
형취락 부속의 초대형 열묘 부근
에 한정된 ‘구획묘Ⅰ’38)(도 2)에 서
는 중앙매장(예외 없이 최대 묘갱
을 가지고, 매장용기<옹관/목관>
의 규모ㆍ부장품의 유무/내용 등
질적ㆍ양적내용에서 탁월하다)을
일정간격으로 배치하고, 중앙매장
방향으로 삽입하는 모양의(도 2)

도 3. 장송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공동성’
확인에서 ‘계보의식’ 확인으로의 방식변천

옹관의 묘갱으로의 매납을 반복하는 것에 의해 그곳에 매장된 인물 개개를 계보적
으로 구슬 꿰듯이 종단하는 타입의 관계가 아닌, 중앙매장 피장자의 존재(와 그 기
억)에 매개되면서 그것들의 인물을 횡단하는 타입의 공ㆍ협동성이 표상ㆍ재확인되
었던 것으로 추측된다.39)(도 3-A)
이것에 대해 그 내부에 만들어진 묘장이 형성한 공간구조가 계열묘의 집합에 의
해 구성된 ‘구획묘Ⅱ’(도 2 : 이것도 초대형묘지 부근에 존재하는 경우가 태반이
다40))에서는 구획묘Ⅰ과는 대조적으로 개별적 계보성이 표상ㆍ재확인되었던 것으

38) 溝口孝司, ｢カメ棺墓の移り變わり｣, 平成10年度福岡市博物館特別企劃展 : 弥生人のタイム
カプセル, 福岡市博物館, 1998.
, ｢北部九州の墓制｣, 季刊考古學 67, 1999.
, ｢弥生時代中期北部九州地域の區畵墓の性格 : 浦江遺跡第5次調査區區畵墓の意義
を中心に｣, 九州大考古學硏究室50周年記念論文集(上卷), 九州大考古學硏究室50周年記念論
文集刊行會, 2008.
39) 溝口孝司, ｢墓前のまつり｣, 日本の信仰遺跡, 雄山閣, 1998.
40) 溝口孝司, ｢福岡縣甘木市栗山遺跡C群墓域の硏究 : 北部九州弥生時代中期後半墓地の一例の
社會考古學的檢討｣, 日本考古學 2, 1995.
, ｢カメ棺墓の移り變わり｣, 平成10年度福岡市博物館特別企劃展 : 弥生人のタイ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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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측가능하다.(도 3-C) 이들 구획묘가 北部九州지역에서 단위지역의 중심적 대
규모취락의 특이한 속성의 하나인 것은, 이것들이 그것에 기인한 대규모 집주, 즉
‘기계적 연대’상황에서 환절적으로 병존하는 개별 거주집단간 또는 중심적 대규모취
락을 중심으로 하여 타취락으로도 확산되어 그것들의 상위단위≒친족집단 기초의
조합(클랜/서브클랜적 출자집단)간의 관계 정리ㆍ매개에 중대한 기능을 담당한 것
을 상정하게 한다.41) 이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즉,
1) 北部九州지역의 지역단위의 중심적 대규모취락에 있어서 대규모 집주 또는 이
것들을 교점으로 하여 추출되면서 형성된 취락네트워크의 내적안정은 야요이Ⅱㆍ

Ⅲ기에서는 공ㆍ협동성과 평등성의 장송커뮤니케이션에 매개된 구조화ㆍ제도화=
‘공동성방식’에 의해 유지ㆍ재생산되었다.
2) 야요이Ⅳ기가 되면, 대규모 집주와 취락네트워크는 대형건물로 구체화ㆍ표상
된다.(후술) ‘공동성방식’과 함께 개별적 계보성의 표상ㆍ物象化에 기반해서 유지ㆍ
재생산된다.
2)는 사회 성층화의 기반이 되며 출자집단 분절의 재산과 권리의 계승단위로서의
추출과의 관련성을 상정하게 한다. 왜냐하면 어떤 종의 ‘상위층’묘역인 것이 분명한
‘구획묘Ⅱ’에서 몇 개 단위의 계보성이 물적표현의 대상으로 되었다는 것이다.42)(도
2ㆍ3-C) 이것은 이러한 계보적 심도를 가진 집단단위의 사이에 상하관계가 생기기
시작한 것(‘성층화방식’의 맹아)을 나타낸다.43) 그러나 중요한 것으로서 야요이Ⅳ기
단계의 北部九州의 중심적 대규모취락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상위층의 명확한 차

カプセル, 福岡市博物館, 1998.
Mizoguchi, K. Genealogy in the ground : observations of jar burials of the Yayoi period, northen
Kyushu, Japan, Antiquity, 2005.
41) 溝口孝司, ｢弥生社會の組織とカテゴリ-｣, 弥生時代の考古學 8, 同成社, 2008.
42) 溝口孝司, ｢福岡縣甘木市栗山遺跡C群墓域の硏究 : 北部九州弥生時代中期後半墓地の一例の
社會考古學的檢討｣, 日本考古學 2, 1995.
, ｢墓地と埋葬行爲の變容 : 古墳時代の開始の社會的背景の理解のために｣, 古墳時
代像を見なおす : 成立過程と社會變革, 靑木書店, 2000.
, ｢弥生時代の社會｣, 現代の考古學6 : 村落と社會の考古學, 朝倉書店, 2001.
Mizoguchi, K. Genealogy in the ground : observations of jar burials of the Yayoi period, northen
Kyushu, Japan, Antiquity, 2005.
43) Mizoguchi, K. Genealogy in the ground : observations of jar burials of the Yayoi period, northen
Kyushu, Japan, Antiquit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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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상위층 커뮤니케이션시스템의 분화흔적, 즉, 무엇인가의 구획시설로 표시된
거주구역의 존재, 또는 특정거주집단으로의 저장시설의 집중 등은 확인할 수 없
다.44) 이것은 반대로 클랜적 출자집단의 특정분절(리니지/서브클랜)이 재산과 권리
의 계승단위로서 추출되어지는 것이며, 또한 그것들 간에 상하관계가 발생한다고
해도(도 3), 그것은 사회관계 정렬의 집약적 확인의 장으로서의 장송커뮤니케이션
에서는 표시ㆍ물상화된 것이지만, 일상적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적극적인 표현의 대
상이 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이것과 관련되어 중심적 대규모취락의 다른 하나의 특유속성으로서 대형건물의
성격은 중요하다. 야요이Ⅲ기 이후 그 존재를 현저화시킨 대형건물의 조형은 야요
이시대 개시기의 江辻유적 중앙의 건물45)로 소급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46), 그 발
상의 기원은 한국 이금동유적의 대형굴립주건물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47) 이 건
물은 거주역에서 구별된 열상묘지에 근접해서 존재하여 사자와의 접촉을 매개하는
기능을 담당한 건물이었던 것은 확실하다.48) 江辻유적에서는 죠몬시대 환상취락의
44) 단, 福岡縣 志摩町(現 伊都市) 一の町유적 건물군(河合 修, 一の町遺跡發掘調査槪要, 志摩
町敎育委員會, 2009)을 Ⅲ기에 개시된 ‘거관적인 기능이나 제전 또는 창고 등도 공존’시킨 구
역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久住猛雄, ｢北部九州における特定環溝區畵と大型建物の展開｣,
弥生の大型建物とその展開, サンライズ出版, 2006) 또한 久住猛雄은 초대형건물을 중심으
로 한 같은 양상의 ‘중추역’의 복수존재를 福岡縣 福岡市 比惠ㆍ那珂遺蹟에서 추정하고 있
다.(久住猛雄, ｢福岡平野比惠ㆍ那珂遺跡群 : 列島における最古の都市｣, 弥生時代の考古學
8, 同成社, 2008) 또한 그는 이러한 현상이 福岡平野와 系島平野 부근에 집중되는 것에서, 이
들 지역에서는 소위 ‘상위층’의 안정적 추출이 다른 인접지역에 앞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
다.(2010년 4월 久住猛雄씨의 교시) 중요한 것은 그가 지적하는 현상은 北部九州지역 내에서
도 국지적으로 선행발현된 현상이라는 사실이며 이 시기를 ‘성층화방식’으로의 이행기로 보
는 필자의 所說에 변경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문제는 이들 초대형건물을 포함한
구역이 실제로 추출ㆍ안정화된 상위층의 거주구역인지? 또는 ‘공동성방식’의 물상화로서의
공동시설이었는지?의 변별방법의 고안일 것이다. 예를 들면, 一の町유적 건물군은 구역으로
서의 존속시기 폭이 상당히 길다(확인된 범위에서의 주요 건물은 須玖Ⅰ式에서도 오래된 것
이어서 적어도 후기초두까지 존재한다(河合 修, 一の町遺跡發掘調査槪要, 志摩町敎育委員
會, 2009)는 점에서 무엇인가의 공공/공동시설이었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부정할 수 없다.
45) 新宅信久, ｢江辻遺跡の槪要｣, 九州考古學會ㆍ嶺南考古學會 第1回合同考古學會 : 資料編,
1994.
46) 小澤佳憲, ｢玄界灘沿岸地域の弥生時代前半期集落の樣相 : 居住形態の變遷を中心に｣, 第55
回埋藏文化財硏究集會 發表要旨集, 2006.
47) 慶南考古學硏究所, 泗川 梨琴洞遺蹟, 2003.
48) 西日本 일원부터 東日本의 일부에 존재하는 소위 대형건물의 대부분은 여기서 언급한 北部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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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심구조의 중앙에 위치하는 매장군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사자와의 접촉을 매개하
는 것으로 생각되는 건물이 만들어졌다. 벽체부 기둥흔의 중복은 이 건물이 동일위
치에서 몇 번인가 만들어졌다 폐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49) 이것은 이 건물과
의 구조적 유사성이 지적되고50), 柚比本村유적 대형굴립주건물(야요이Ⅳ기~Ⅴ기
초두)이 적어도 5번에 걸쳐서 개축51)된 것과 공통되어 본 건물의 기능적 연속조건
으로서 그 개축행위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근거에
서 이 종의 대형건물이 묘지에 근접하거나, 또는 근접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자와의
접촉에 관련된 공간인 점, 이것이 폐쇄공간을 형성하는 점에서 보면, 그 공간에 들
어가는 것을 허락받은 것과 허락받지 못한 것과의 차이를 표시하는 구축물임과 동
시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은 것끼리는 사자/조상신의 이미지에 매개되어 강한 공
동의식이 양성되는 것과 같은 성격의 구축물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그러한
구축물의 빈번한 개축 그 자체가 사자와의 접촉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어떤 ‘효력’의
갱신기회임과 동시에 공동의식의 갱신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추론된다.(상술한 신전
건조행위를 상기하고 싶다52)) 그렇다면 이러한 건물의 중심적 대규모취락에 있어서
야요이Ⅳ기의 빈번한 건설53)은 장송커뮤니케이션의 구조가 성층화되어가는 것과는

49)
50)
5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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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의 예처럼 묘역에 근접하는 것만은 아니다. 또한 北部九州地域에 있어서도 여기서 언급한
건물과 건축구조를 유사하게 하면서 주변에 청동기 생산유적이 집중되는 등, 사자(내지는 조
상신)와의 접촉ㆍ매개 이외의 기능을 상정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존재한다.(久住猛雄, ｢福岡平
野比惠ㆍ那珂遺跡群 : 列島における最古の都市｣, 弥生時代の考古學 8, 同成社, 2008) 그러
나 이들에 공통되는 속성으로서 주목되는 것은, 이것들이 모두 a)광물→금속기, b)나락→벼/
벼이삭, c)死→(再)生 이라는 다양한 것의 ‘변용(transformation)’에 관련되고, 또한 그것을 상징
적으로 표현하고, 매개하는 ‘장’으로서 기능했을 가능성이다. a), b), c)는 각각 상호 어떤 종의
변환관계에도 있다. 즉 광물 : 금속기 ↹ 나락 : 벼/벼이삭 ↹ 死 : 再生 이라는 二項對立體系
상호의 변환관계의 성립이 상정되는 것이다. 江辻건물이 그 후의 대형건물의 전개 원형이며
그 주요한 기능이 c)의 표현과 매개였던 것으로 본다면, 대형건물이 그 확산과 함께 그 기능
ㆍ성격을 a)ㆍb)를 포함한 것으로 분화되었다고해도 그 근저적 성격으로서 언제나 c)를 유지
하고 있었던 것은 충분히 생각되는 것이다.
新宅信久, ｢江辻遺跡の槪要｣, 九州考古學會ㆍ嶺南考古學會 第1回合同考古學會 : 資料編,
1994. 6호 굴립주건물의 기둥흔 중복에 주목.
小澤佳憲, ｢玄界灘沿岸地域の弥生時代前半期集落の樣相 : 居住形態の變遷を中心に｣, 第55
回埋藏文化財硏究集會 發表要旨集, 2006.
佐賀縣敎育委員會, 柚比本村遺跡群3 : 柚比本村遺跡(1ㆍ2區), 2003.
Tuzin, D, Social complexity in the making : a case study among the Arapesh of New Guinea,
London, Routledg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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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그것이야말로 다른 한편에서 강조된 공동성ㆍ평등성의 물상화인 것으로도
생각된다. 또한 이것은 진행되어가는 성층화가 아직 느슨한, 최소한의 것이었다는
장송관련 정보가 시사하는 것과도 부합한다.
결국 상술한 것과 같은 과정, 즉 중심적 대규모취락의 출현과 확대는 그 자체의
유지 또는 그것에 의존하는 네트워크의 유지를 위한 원인의 생성을 필요로 했다.
그것은 중심적 대형취락에 거의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대형건물과 열묘ㆍ구획묘Ⅰ
로 표상되는 정도로서 처음에는 주로 ‘공동성방식’의 강조에 의존하는 것이었다.(그
의미로 대형건물, 열묘ㆍ구획묘Ⅰ은 모두 기능적으로 같다) 그러나 야요이Ⅲ기 이
후의 양상은 ‘성층화방식’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것과 동시에 중심적 대형취락 거
주자와 그것을 둘러싼 중소취락 거주자, 또는 중심적 대형취락 거주자간에도 관계
의 성층화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구체상에 대해서는 후술하고자 한다.

Ⅳ.
상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야요이Ⅳ기 단계의 사회 성층화는 소위 창시기의 그것
(초기불평등 : emergent hierarchisation)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또한 일상
적 커뮤니케이션구조의 명료한 성층화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는 성질의 것이었다.
그러나 北部九州지역에서는 소위 ‘厚葬墓’(三雲南小路ㆍ須玖岡本)를 정점으로 하는
어느 종의 성층적 질서가 적어도 옹관묘장이 공유된 지역에 매장시설, 용기, 부장품
의 내용 등으로 나타난 질적ㆍ양적 차이라는 형태로 관찰되는 것이 下條信行54)과

中園 聰55) 등에 의해 지적되었다. 이러한 질서, 즉, x)단위지역 내에서는 중심적 대
규모취락과 그 외 중소규모취락 간에, y)단위지역 간에 있어서는 중심적 대규모취
락간에 그 리더의 매장에 있어서 부장품, 그 외의 물상화된 요소의 양적ㆍ질적 차이

53) 久住猛雄, ｢北部九州における特定環溝區畵と大型建物の展開｣, 弥生の大型建物とその展開,
サンライズ出版, 2006.
54) 下條信行, ｢北部九州弥生中期の國家間構造と立岩遺跡｣, 兒嵨隆人先生喜壽記念古文化論叢,
1991.
55) 中園 聰, ｢墳墓に現れた意味 : 特に弥生時代中期後半の甕棺墓にみる階層性について｣, 古文
化談叢 44,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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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표상된 질서의 내실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前漢鏡과

鐵戈라는 후장묘 피장자가 소
속된 집단(三雲유적ㆍ須玖유적
의 거주자)에 따라 무엇인가의
형태로 증여된 것이 확실한 품
목을 부장품으로 가진 墓葬(주
로 옹관묘)에 리더를 매장한
집단을 단위로 하며, 인접 단
위 간에는 기본적으로 교류=교
도 4. 야요이Ⅳ기단계 北部九州의 前漢鏡ㆍ鐵戈
보유매장을 연결한 네트워크

섭이 존재한 것으로 조정하고,
이것에 옹관의 지역 간 유사도

등을 가미해서(도 4) 인접행렬을 작성 후, 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중심성’
을 측정했다.56)(도 5~9)
중심성 계산에 있어서는 1)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2)보나시치 중심성
(Bonacich centrality), 3)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4)도달 중심성(Reach
centrality), 5)매개 중심성(Flow Betweenness centrality)을 각각 산출했다.

56) 계산은 UCINET Ver. 6.239(Borgati, S.P., Everett, M.G. and Freeman, L.C., Ucinet for Windows
: Software for social network analysis. Harvard, MA., Analytical Technologies, 2002)에서 실시하
였다. 네트워크도면의 작성은 상기에 탑재된 NetDraw소프트웨어로 실시하였다. 산출작업의
구체는 Hanneman, R.A. and Riddle, M., Introduction to social network methods. Riverside, CA,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published in digital form at http://faculty.ucr.edu/~hanneman/),
2005. 10장 참조. Bonacich Centrality 계산 시의 Beta parameter (attenuation factor)는 +0.5로 했
다.(상기 10장. Degree centrality : Bonacich's Approach) 이상은 아래(小論 Ⅵ장)의 야요이Ⅴ기
후반, 야요이Ⅵ기~고분시대 개시기의 중심성 계산에서도 동일하다. 각각의 계산식의 함의의
상세와 그것에 기초한 각 단위의 순위결과의 상세한 이해와 상호비교에 대해서는 별고를 준
비 중이다. 二日市峯 주변의 道場山유적, 東小田峯유적 주변의 吹田유적에서는 각각 철과가
출토되었지만, 각 약 1.5㎞, 2.3㎞로 근접하고 있어서 단위로 독립해서 취급하지는 않았다. 또
한 발표당일에는 Aigenvector centrality의 점수도 표시했었지만, 제1 수치의 기여치가 낮았기
(13.5% : 전체 경향의 반영도가 대단히 낮았다) 때문에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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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9. 네트워크 중심성 순위

1)은 어떤 단위와 교섭을 공유하는 단위의 수, 2)는 어떤 단위와 직접교섭을 가진
단위가 가지고 있는 그 외 단위와의 연결 정도, 3)은 어떤 단위에서 다른 모든 단위
와의 거리(경유되는 교섭의 수)의 총합, 4)는 어떤 단위에서 다른 모든 단위를 각각
방문할 때에 이동하는 최단거리(경유하는 교섭의 수)를 산출하여 계수화한 것(수치
가 큰 정도가 다른 단위 각각과 ‘가까움’), 5)는 어떤 단위에서 어떤 단위로 이동할
때에 그 단위를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될 확률로 대략 정리할 수 있다.57)

57) Hanneman, R.A. and Riddle, M, Introduction to social network methods. Riverside, CA,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published in digital form at http://faculty.ucr.edu/~hannema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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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아래와 같이 밝혀졌다.(각각의 도에서 중심성 상위 5위까지를 그물처럼
연결하고 있다)
1) 須玖ㆍ三雲은 대부분의 중심성 계산식에서 항상 일정하게 높은 수치를 보이지
만, 二塚山, 吉野ヶ里, 六の幡, 二日市峰, 立岩, 東小田峰, 隈ㆍ西小田, 吉武, 有田도
계산치에서 상위 5위에 들며 須玖ㆍ三雲보다 상위가 되는 것도 많다. 이 중 二塚山,

吉野ヶ里는 항상 일정하게 높은 순위를 점한다.
2) 단위간의 교섭의 ‘매개’정도를 수량화한 매개 중심성에서 須玖는 두드러진 수
치를 보이고, 立岩, 六の幡, 吉野ヶ里, 二塚山이 뒤를 잇는다.
이상은 전한경과 철과를 중심으로 하여 부장품으로 표상된 네트워크 속에서 발생
한 각 단위의 중심성의 고저와 부장품 조립구성의 성층질서 속의 고저가 상관되면
서도 몇 개의 중요한 포인트에서 불일치가 보임을 가리킨다. 즉, ①須玖의 중심성이
매개 중심성에서 두드러지는 점, 그 외의 계산식에서도 보나시치 중심성이 엿보이
며 일정하게 상위 5위에 들어가는 점, 또한 ②東小田峰이라는 작은 후장묘적 내용
을 가지며58), 게다가 주변에 몇 개의 동경부장 옹관이 존재하는 묘지, 또는 총 10개
의 전한경을 가지거나 그 속에 6개의 전한경과 동검이라는 후장묘에 준하는 내용을
가진 10호 옹관을 포함한 立岩堀田墓地, 복수의 전한경을 부장한 二塚山墓地 등도
몇 개의 계산식에서 상위 5위에 들어가는 점, 덧붙여서 ③전한경과 함께 須玖ㆍ三

雲과 같은 양상으로 동검을 부장한 二日市도 같은 상황인 점, 이상의 3가지 이유는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후장묘인 三雲南小路의 중심성은 玄

界灘沿岸지역에 병렬하는 단위 중에서는 높은 편이지만, 어느 계산식에서도 須玖의
매개 중심성처럼 두드러진 수치를 보이지는 않는다.(근접, 도달, 매개의 각 중심성
에서 상위 5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오히려 吉野ヶ里유적이나 二塚山(玄界灘沿岸
에서 背振山系를 넘어 佐賀平野에 이르는 관문지역), 東小田峰(玄界灘沿岸에서 二

日市地峽을 넘어 筑紫平野에 이르는 관문지역)과 같은 내륙부의 교통요지에 위치하
는 단위와 비교하면 그 중심성이 높지는 않다. 이것은 부장품 성층에 있어서 최상
위에 해당하는 2개의 단위, 즉 須玖와 三雲에 대해서 須玖유적의 위치는 그 매개자
58) 高倉洋彰, ｢前漢鏡にあらわれた權威の象徵性｣, 國立歷史民俗博物館硏究報告, 1993.
溝口孝司, ｢墓地と埋葬行爲の變容 : 古墳時代の開始の社會的背景の理解のために｣, 古墳時
代像を見なおす : 成立過程と社會變革, 靑木書店,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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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중심성이 높은(매개 중심성에서 현저히 높은 수치) 것으로 설명가능하지만,

三雲유적은 그 네트워크 중심성이 ‘비교적 높다’는 정도로서 높이 사이에 일정의 불
일치가 존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불일치’는 같은 유적 부장품 조립구성의 성층
질서 속에서 최고의 위치, 또는 그 취락규모(40ha 이상) 등에서도 상정되는 종들의
위상ㆍ내용의 상호교섭/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대단히 높은 중심성이 전한경으로 상
징되는 ‘외부’로부터의 승인독점에 현저하게 의존하는 것이어서 네트워크 중심성과
유적 주위의 농업생산력, 또는 어느 종의 무력(寺擇 薰은 ‘여러 나라의 전쟁을 거친
이도국과 나국의 왕좌를 승리로 얻은 공동체’, ‘군사력’으로 표현하였다59)) 등의 요
인에 반드시 의존한 것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결국 옹관묘장이 공유된 지역에 매
장시설, 용기, 부장품의 내용 등으로 나타난 질적ㆍ양적차이로 표상되는 어느 종의
성층적 질서는, X)네트워크의 위상구조에 의해 취락간에 발생하는 중심성 차이와,
Y)‘외부’로부터의 승인독점의 양자가 복합적인 결과로서 나타난 것으로 설명가능하
며 상술한 것처럼 그 외의 요인을 개재시킬 필요는 없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의 성층화는 야요이Ⅱ기의 분촌에 의해 발생한 취락환경의 차이를 초기조
건으로 해서 창출된 취락의 대소 차와 취락네트워크의 위상구조, 그것에 기초해서
대형화한 취락의 ‘중심화’를 계기로 생겨났다.
2) 대규모취락에 있어서 집주의 집약적 발달은 그것을 유지할 원인을 필요로 한
다. 처음에는 공ㆍ협동성, 평등성의 강화ㆍ제도화를 방식(=‘공동성방식’)으로 하고,
그 후 커뮤니케이션구조의 성층화(특정인물ㆍ그룹의 이야기ㆍ판단 우위의 부여화=
‘성층화방식’)로 이행을 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3) 漢四郡의 설치에 기인하는 본격적 ‘외부’의 분절과 그 매개의 표상으로서의 위
신재적 부장품조립의 출현에 강하게 자극되면서 커뮤니케이션 접속영역의 광역화
와 복합해서 ‘성층화방식’으로의 이행이 개시되었다. 이 움직임 속에서 나타난 부장
품 조립으로 표상되는 지역간/집단간 성층은, X)생성한 취락네트워크의 위상구조로
창출된 중심성 차이=커뮤니케이션 매개자로서의 위치 값의 차이와, Y)‘외부’로부터
의 자극독점의 복합에 의해 인도된 것으로 설명가능하다.

59) 寺擇 薰, 日本の歷史 第2卷 : 王權誕生, 講談社,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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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층적 커뮤니케이션구조로의 이행 개시이전에도 공ㆍ협동성과 평등성의 표
상은 ‘대형건물’의 수축에 의해 반복적 강화ㆍ물상화의 대상으로 된 집합적 死者/조
령이미지의 비대라고 할 수 있을 형태로 유지ㆍ지지되어 갔다. 즉, ‘공동성방식’도
존속ㆍ세련되었다. 이것은 ‘성층화방식’만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의 유지가 곤란하였
던 것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西日本으로 시점을 옮기면 瀨戶內海 일원의 주요평야, 東海岸의 제평야, 濃尾平
野 서부는 대형건물의 지평선을 구성함과 동시에60) 강도의 강약은 있지만, 모두 분
촌현상이 관찰되어 야요이 중기에 北部九州에서 발생한 제조건과 유사한 상황이 진
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주구묘는 군집하지만, 그것들이 종종 계열로 정리되는 것은
이미 많은 지적이 있었다.61) 또한 개개의 계열을 구성하는 주구묘간에 규모의 대소
가 있는 것이나 비교적 대규모인 주구묘를 포함한 계열이 묘지 내에서 집중되는 경
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음도 지적되었다.62) 이것들은 특정단위의 어떤 종의 ‘强勢

化’를 시사하지만, 그러한 강세화가 계속되는(예를 들면 대형 방형주구묘가 몇 개
모여서 연결되는 계열을 구성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은 北部九州지역에 있어서 매
장계열=계보적 단위의 불안정63)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즉 주구묘 설정/건설 시에
는 ‘강세화’로의 조건이 존재해도, 그것이 안정적으로 재생산되지 않고 일반적 단위
로 되돌아간다. 즉 어떤 종의 ‘빅맨 시스템적(달성적 성취) 성층화방식’과 대형건물
로 표상되는 ‘공동성방식’64)의 복합에 따른 취락의 대규모화, 사람ㆍ물자ㆍ정보의
유통량 증대로의 대응이 기능적으로 선호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바꾸어 말하면,
집단내ㆍ집단간 관계/커뮤니케이션매개의 필요 증대에 대해 西日本 일원에서는 ‘공
동성방식’의 강화ㆍ형식화에 따른 기능적 대응이 선호되었다. 그것은 유통량 증대
에 따른 사회관계의 ‘유기적 연대화’ 경향의 발현에 의해 ‘성층화방식’의 선호경향
60) 廣瀨和雄ㆍ伊庭 功, 弥生の大型建物とその展開, サンライズ出版, 2006.
61) 寺擇 薰, ｢靑銅器の副葬と王權の形成 : 北部九州と近畿にみる階級形成の特質(Ⅰ)｣, 古代學
硏究 121, 1990.
62) 寺擇 薰, ｢靑銅器の副葬と王權の形成 : 北部九州と近畿にみる階級形成の特質(Ⅰ)｣, 古代學
硏究 121, 1990.
63) 溝口孝司, ｢福岡縣甘木市栗山遺跡C群墓域の硏究 : 北部九州弥生時代中期後半墓地の一例の
社會考古學的檢討｣, 日本考古學 2, 1995.
64) 森岡秀人, ｢弥生集落の新動向(Ⅸ) : 小特集 ‘大和ㆍ和泉地域における集落の樣相’によせて｣, み
ずほ,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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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美유적 1호 방형주구묘 등으로 나타난다)을 나타내지만, 그것이 형식화되는 조
건65)은 樂浪郡 등의 ‘他者’로서의 고대제국과의 정기적 접촉기회를 가진 北部九州
지역 이외에서는 개화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Ⅴ.
이상에서 나타난 것처럼 야요이Ⅳ기까지의 西日本에서의 사회 성층화는 근본적
으로 공/협동성의 환기에 매개되어 재생산된 것처럼 완만한 것이었음과 동시에 北

部九州지역에 있어서 단위지역의 중심적 대규모취락 간에 발생한 성층적 관계는 三
雲ㆍ須玖취락(주로 前者)에 의해 ‘외부’에서의 허용의 독점으로도 강하게 촉진된 것
이었다. 따라서 ‘외부’인 前漢帝國이 불안정할 때, 그것과의 접촉의 물상화로서 장송
커뮤니케이션에 동원된 부장품 조합인 前漢物財의 공급이 멈추면 이 위상의 성층화
는 흔들리게 된다. 야요이Ⅳ기 말에서 Ⅴ기 전반에 걸쳐서 西日本 일원에 나타나는
취락시스템의 동요66)는 왕망의 新나라 건국에 따른 漢제국의 주변통합체 경영방침
의 변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67) 이러한 사태를 거쳐 後漢제국의 부흥과 함
께 네트워크도 부활하게 된다. 이것은 반복적이지만, 생성된 성층화경향의 취약성
을 시사하는 것이며, Ⅴ기 후반 이전 증대되는 커뮤니케이션ㆍ물류, 또는 금속기 생
산의 확대로 상징되는 외부의존재의 유통 확대는 단위끼리의 교섭과 호수관계의 설
정 등을 통해 상호관계를 조정하는 것과 같은 네트워크의 규모확대와 단위간 관계
의 ‘유기적 연대’화 경향의 심화를 촉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예를 들면, Ⅴ기
후반에 들어 比惠ㆍ那珂유적 등에서 보이는 近畿 중추부계토기 등이 나타내는 인적
이동의 활발화 등으로 여실히 증명된다. 또한 이 시기가 되면 千塔山유적에서 나타
나는 것처럼 출자집단에서 분리된(리니지 내지는 서브리니지) 규모의 집단이 취락

65) Mizoguchi, K. An archaeological history of Japan, 40,000 BC to AD 700.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2.
66) 小澤佳憲, ｢弥生集落の動態と劃期 : 福岡縣春日丘陵域を對象として｣, 古文化談叢 44, 2000.
久住猛雄, ｢弥生時代後期の福岡平野周邊における集落動態(1) 近年の硏究動向の批判的檢討
から｣, 市史硏究ふくおか 5, 2010.
67) 溝口孝司, ｢弥生社會の組織とカテゴリ-｣, 弥生時代の考古學 8, 同成社,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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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매장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일상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일반층과 분
리되며 그 커뮤니케이션에는 취락규모의 생산물의 관리ㆍ분배도 포함되는 것과 같
은 명시적 성층화경향이 발생하게 된다.68)
동시에 장송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성인(남녀) 4~5구, 乳ㆍ幼兒/小兒 2∼3구를
피장자로 하는 구획묘Ⅲ(도 2)69)의 광역출현과 매장 그 자체의 감소로 나타나는 것
처럼 일반층으로의 어떤 종의 ‘사치금지70)’를 생각하게 하는 사태가 表裏一體로 진
행된다. 구획묘Ⅲ에 있어서 유ㆍ유아/소아는 소규모이면서 성인과 같은 시설(대부
분 석관)에 매장되는 경우가 많고, 그들의 지위가 생득적인 그것(ascribed status)이
되었던 것을 시사한다.71) 이것은 매장 그 자체의 감소와 복합되어 특정 출자집단분
리(리니지/서브리니지)의 상위층으로서의 명료한 표시(도 2ㆍ10)와 장송커뮤니케이
션 시스템의 상위층과 하위층의 명료한 분화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획묘Ⅲ은 중심적 대형취락의 한쪽 모서리에 복수가 형성된 경우(井原鑓溝72),

向田73))가 있는 반면, 중심적 대형취락을 구성하는 거주집단이 개별로 구획묘Ⅲ을
형성한 예(須玖唐梨74), 三雲寺口75))와 중ㆍ소규모취락 중 유력 거주집단이 구획묘
68) 武末純一, ｢倉庫の管理主體｣, 兒嶋隆人先生喜壽記念古文化論叢, 1991.
溝口孝司, ｢墓地と埋葬行爲の變容 : 古墳時代の開始の社會的背景の理解のために｣, 古墳時
代像を見なおす : 成立過程と社會變革, 靑木書店, 2000.
69) 溝口孝司, ｢カメ棺墓の移り變わり｣, 平成10年度福岡市博物館特別企劃展 : 弥生人のタイム
カプセル, 福岡市博物館, 1998.
, ｢北部九州の墓制｣, 季刊考古學 67, 1999.
, ｢墓地と埋葬行爲の變容 : 古墳時代の開始の社會的背景の理解のために｣, 古墳時
代像を見なおす : 成立過程と社會變革, 靑木書店, 2000.
친족조직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다.
田中良之, 古墳時代親族構造の硏究, 柏書房, 1995.
70) 溝口孝司, ｢弥生時代の社會｣, 現代の考古學6 : 村落と社會の考古學, 朝倉書店, 2001.
71) 溝口孝司, ｢カメ棺墓の移り變わり｣, 平成10年度福岡市博物館特別企劃展 : 弥生人のタイム
カプセル, 福岡市博物館, 1998.
, ｢北部九州の墓制｣, 季刊考古學 67, 1999.
, ｢墓地と埋葬行爲の變容 : 古墳時代の開始の社會的背景の理解のために｣, 古墳時
代像を見なおす : 成立過程と社會變革, 靑木書店, 2000.
, ｢弥生時代の社會｣, 現代の考古學6 : 村落と社會の考古學, 朝倉書店, 2001.
72) 江崎靖隆ㆍ楢崎直子, 三雲ㆍ井原遺跡, 前原市敎育委員會, 2006.
73) 毛利哲久(編), 穂浪地區遺跡群4, 穗波町敎育委員會, 1992.
74) 春日市敎育委員會, 須玖唐梨遺跡, 1988.
75) 福岡縣敎育委員會, 三雲遺跡Ⅳ,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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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을 형성한 예(千塔山76))도 있
는 등 양상은 복잡화된다.(도 10)
중심적 대형취락의 한 모서리의
복수 구획묘Ⅲ에는 취락을 구성
하는 복수의 상위리니지 성원이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
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중ㆍ소규모취락의 유력리니지 성
원이 Ⅲ기, Ⅳ기의 구획묘 피장 도 10. 야요이Ⅴ기부터 고분시대 개시기에 걸쳐서의
자의 경우와 같은 양상으로 이곳
취락ㆍ분묘구조, 사회조직의 변천
에 매장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어느 쪽이라도 중심적 대형취락의 유력리니지 성원을 정점으로 하면서 대형취락과
중ㆍ소형취락을 횡단하는 클랜적 조합내부에서도 리니지단위의 분리의 명료화와
성층화가 진전되고, 취락을 포함한 지역사회 전체를 단위로 하는 성층화가 개시되
었을 가능성이 높다.(도 10)
구획묘Ⅲ을 형성할 정도의 위치를 확립한 리니지는 상호에게 엘리트 커뮤니케이
션 시스템을 구성ㆍ공유할 정도의 안정성의 획득을 통해서 상위 조합화하였을 가능
성도 있다.77) 즉, 중심적 대형취락의 유력리니지와 중ㆍ소규모취락의 유력리니지가
동일 조합을 구성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여기서는 실체적인 경우(유력리니지가
실제로 동일 클랜에 속하는 경우)와 가설적인 경우(각 유력리니지가 엘리트 커뮤니
케이션 시스템의 공유를 통해서 클랜적인 조합을 형성하는 경우)의 양자가 있지만,
실증적 검토는 어렵다. 어느 쪽이라도 리니지단위의 명료한 분리와 상위 조합형성
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광역화ㆍ복합화와 상호매개적으로 진행되며 그것에 의
해서 발생빈도가 낮은 광역커뮤니케이션 접속의 부담경감이 다시 상호매개적으로
진행되어 광역커뮤니케이션복합을 기능적으로 지탱하였음이 확실할 것이다.78)

76) 中牟田賢治(編), 千塔山遺跡, 基山遺跡發掘調査團, 1978.
77) 溝口孝司, ｢墓地と埋葬行爲の變容 : 古墳時代の開始の社會的背景の理解のために｣, 古墳時
代像を見なおす : 成立過程と社會變革, 靑木書店, 2000.
78) 溝口孝司, ｢墓地と埋葬行爲の變容 : 古墳時代の開始の社會的背景の理解のために｣, 古墳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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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그러면 近畿중추지역(河內平野ㆍ奈良盆地)은 후속하는 고분시대에는 엘리트 커
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속에서 어떻게 중심화한 것인가?
그러한 관점에서 Ⅴ기 후반기,

Ⅵ기~고분시대 초두의 각각의
상황에 대해 列島외부(“Mainland
Asia” : 도 11-AㆍB그래프 중 A,
이하 동일), 北部九州지역(筑紫
: B), 山陰中部지역(出雲 : C),

中部瀨戶內北岸지역(吉備 : D),
도 11. 야요이Ⅴ기 후반(A), Ⅵ기~고분시대
개시기(B)의 네트워크

山陰東部지역(丹波 : E), 東部瀨
戶內南岸지역(讚岐ㆍ河波 : F),

近畿중추부(河內ㆍ大和 : G), 北陸지역(越 : H), 東海지역(尾張 : I), 東海以東지역(J)
을 단위로 설정하고, 주로 토기ㆍ부대정보의 이동ㆍ확산에 기초해서 점의 인정(도
11-A : 야요이Ⅴ기 후반, B : Ⅵ기~고분시대 초두)과 인접행렬을 작성하여 각각의 네
트워크 중심성을 계산(도 12~16 : Ⅴ기 후반, 17~21 : Ⅵ기~고분시대 개시기, 각 중
심성의 상위 5위까지를 도면 속에서 망상으로 연결하였다)하여 그 변화양상을 분석
하였다.79)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代像を見なおす : 成立過程と社會變革, 靑木書店, 2000.
Mizoguchi, K. An archaeological history of Japan, 40,000 BC to AD 700.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2.
, Nodes and edges : a network approach to hierarchisation and state formation in Japan,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28-1, 2009.
79) 분석의 상세는 Mizoguchi, 2009를 참조. 이하의 서술도 출처는 상기문헌인 것에서 기술에 관
한 인용은 이것을 따라주기 바란다. 결과의 해석에 대해서는 아래의 논문과 일부 중복된다.
溝口孝司, ｢墓地と埋葬行爲の變容 : 古墳時代の開始の社會的背景の理解のために｣, 古墳時
代像を見なおす : 成立過程と社會變革, 靑木書店, 2000.
Mizoguchi, K. An archaeological history of Japan, 40,000 BC to AD 700.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2.
, Nodes and edges : a network approach to hierarchisation and state formation in Japan,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28-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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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21. 네트워크 중심성 순위
(도 12~16 : 야요이Ⅴ기 후반, 도 17~21 : 야요이Ⅵ기~고분시대 개시기)

1) 야요이Ⅴ기~고분시대 초두에 일관해서 近畿중추부와 筑紫의 중심성이 높고,

出雲, 吉備가 이것에 이어진다. 야요이Ⅴ기에는 계산식에 따라서는 出雲이 近畿ㆍ
筑紫보다 상위에 오는 경우도 있다.
2) 야요이Ⅵ기~고분시대 초두가 되면 出雲ㆍ吉備 중에서 吉備의 위치가 낮아지
고, 이것에 대신하여 尾張ㆍ越 등이 상위에 들어가는 계산식이 산출된다.
이상은 우선 近畿중추부의 중심성이 발생된 네트워크=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있
어서 최고의 ‘매개자’로서의 위치에 기초한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近畿중추부의 중
심화가 철 등의 생활필수재의 독점의 결과로는 얻을 수 없다80)라는 최근의 고고학
적 성과와도 일치한다. 즉 새롭게 생성된 광역네트워크 중에서 近畿중추부의 최고
의 매개자로서의 위치 값(topological value)이 우선 창출되고81), 그 매개=재물ㆍ사

80) 村上恭通, ｢鐵器生産ㆍ流通と社會變革｣, 古墳時代像を見なおす : 成立過程と社會變革, 靑
木書店, 2000.
81) 그 의미로서 近畿중추부(河內湖南岸지역ㆍ大和盆地)의 사회조직이 다른 곳에 선행해서 특이
하게 그 복잡화ㆍ성층화를 진전시켰다는 것은 인과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다. 형성된 광역네트
워크 중에서 위치 값의 상승단서로서 다른 점(상술 B~J)과의 특질한 구조가 있다면 고분시대
개시기에 있어서 近畿중추부의 중심화는 가능할 것이다.
溝口孝司, ｢墓地と埋葬行爲の變容 : 古墳時代の開始の社會的背景の理解のために｣, 古墳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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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교환을 포함한 광역화한 커뮤니케이션의 접속을 위해 ‘참조점’ㆍ‘매개’로서 새
로운 ‘위신재’ 조합의 창출과 배포ㆍ수용이 생기며, 그것에 의해 생활필수재=철 소
재ㆍ제품 등의 유통ㆍ배포의 중심화로의 이행, 또는 각 조합 상위층 단위 상호간의
경쟁으로의 이행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각지에 있어서 개시기 전방후
원분ㆍ후방분의 광역적 내지는 편중된 분포와 다수분포도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吉備ㆍ出雲의 상대적 위치의 저하나 尾張ㆍ越의 상대적 상
승(도 17~21) 등을 네트워크 중심성 동향이 반영하고 있다82)는 것은 야요이ㆍ고분
과도기의 지역간 관계의 대부분이 광역화ㆍ복합화된 커뮤니케이션ㆍ네트워크 구조
그것에 규정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러한 의미에서 고분시대 개시기의 장송커뮤니케
이션 시스템의 재생산이 ‘의례관리83)’에 의해서 가능해진 것으로 생각하는가? ‘의례
공유’에 의해 그 재생산이 매개되었던 것84)으로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답으로는 후자일 개연성이 높다. 왜냐하면 近畿중추부의 우위의 그것은 동일지역의
네트워크 중심성의 창출에 규정된 것이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에 의한 결과로서

近畿중추부에서 개발된 ‘위신재’가 상징적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배포되었다고 하
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측에서는 시스템의 광역화ㆍ복잡화에 따라서 곤란화된 커
뮤니케이션의 접속유지를 용이화한다는 동기부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구조가 다르면, 예를 들면 瀨戶內海가 없었다고 하면 다른 중심성 순위
가 창출되어 近畿중추부 이외의 지역이 중심화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의미에서
해당 단계의 近畿중추부의 중심성은 더욱이 그 높은 매개자적 위치에 기인해서 창
출된 것이어서 다른 점의 거동으로의 실체적 관여는 ‘강한 영향력’ 정도에 머물렀을
代像を見なおす : 成立過程と社會變革, 靑木書店, 2000.
Mizoguchi, K. Nodes and edges : a network approach to hierarchisation and state formation in
Japan,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28-1, 2009.
82) Mizoguchi, K. Nodes and edges : a network approach to hierarchisation and state formation in
Japan,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28-1, 2009.
83) 福永伸也, ｢古墳の出現と中央政權の儀禮管理｣, 考古學硏究 46-2, 1999.
84) 溝口孝司, ｢墓地と埋葬行爲の變容 : 古墳時代の開始の社會的背景の理解のために｣, 古墳時
代像を見なおす : 成立過程と社會變革, 靑木書店, 2000.
Mizoguchi, K. An archaeological history of Japan, 40,000 BC to AD 700.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2.
, Nodes and edges : a network approach to hierarchisation and state formation in Japan,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28-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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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타당하다.85)
상위층 조합의 형성, 주역으로서의 상위층 리니지의 명확화와 상호경쟁, 그것들
이 촉진한 네트워크 광역화, 그 유지의 기능적 필요성의 증대, 그리고 그 중에서 새
로운 네트워크 중심성 차이의 창출이 상호매개ㆍ촉진되어86) 고분시대가 개시되었
다.87)
[역자부기] 본 논문은 溝口孝司, 考古學硏究 第57卷 第2號(通卷226號), 2010. 9에
수록된 내용이다. 본인이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일본 구주대학교 비교사회문화
연구원에 방문연구원으로 체류 시 많은 관심과 함께 흔쾌히 번역을 허락해주신 溝

口孝司 교수님에게 본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며, 번역오류 등에 대
해서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으로 두고자 한다.

원고투고일자
게재확정일자

2014년 09월 30일
2014년 10월 13일

85) 溝口孝司, ｢墓地と埋葬行爲の變容 : 古墳時代の開始の社會的背景の理解のために｣, 古墳時
代像を見なおす : 成立過程と社會變革, 靑木書店, 2000.
86) 溝口孝司, ｢墓地と埋葬行爲の變容 : 古墳時代の開始の社會的背景の理解のために｣, 古墳時
代像を見なおす : 成立過程と社會變革, 靑木書店, 2000.
Mizoguchi, K. An archaeological history of Japan, 40,000 BC to AD 700.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2.
, Nodes and edges : a network approach to hierarchisation and state formation in Japan,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28-1, 2009.
87) 개시기ㆍ전반기 고분은 조직시스템간 관계/커뮤니케이션유지의 ‘공동성방식’과 ‘성층화방식’
의 양자의 융합적 체현ㆍ물상화의 정점이었다. ‘고분기술 복합’(고분의 건설ㆍ고분에의 엘리
트매장을 둘러싸고, 그것에 매개된 종들의 노동ㆍ커뮤니케이션의 통합적 총체)은 일정 이상
으로 광역화ㆍ복잡화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접속유지를 위해 선호된 기술이어서 그것이
새로운 기술(‘관료제 기술복합’)에 진화적으로 교체하기 까지는 기능이 계속되었다.
본 보고 직전에 岩永省三, ｢彌生時代における首長層の成長と墳丘墓の發達｣, 九州大學綜合
硏究博物館硏究報告 8, 2010을 입수할 수 있었다. 주로 본 보고의 ⅤㆍⅥ에 해당하는 부분
을 정밀히 검토한 역작이었다. 본 보고에서 언급할 수 없었지만, 필자의 기존논문을 기본적
으로 의거한 본 보고 ⅤㆍⅥ의 내용을 변동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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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and Stratification of Yayoi Society
- Communication․Contingency․Network Mizoguchi Koji
This paper is disserted that the primary organized characteristic of Yayoi society is
the union combining dwellings as residential unit, and besides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organization for maintenance and reproduction of its
communication is the historic condition of Yayoi society.
Key words : communication, stratification, centralization, network analysis, Yayoi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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弥生社会的组织及其成层化
- 通讯․偶发性․联网 沟口孝司
本论文论述了弥生社会的有组织性主要特质的一种是作为居住单位，集落统一是组
合的存在，依据其功能为了种类的沟通模式的维持及再生产，机构的产生和变容将是
弥生社会的历史性变容的实态。
主题语 : 通讯, 成层化, 中心化, 联网分析, 弥生时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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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生社會の組織とその成層化
- コミュニケ-ション ․ 偶發性 ․ ネットワ-ク溝口孝司

要旨 : 小論は彌生社會の主要な組織的特質の一つが, 居住單位としての集落を橫斷するソダ
リティ-の存在であり,その機能に依據する種々のコミュニケ-ションの維持ㆍ再生産のため
の機構の生成と變容が,彌生社會の歷史的變容の實態であったことを論じる.
キ-ワ-ド : コミュニケ-ション, 成層化, 中心化, ネットワ-ク分析, 彌生時代

Ⅰ.
‘階層化’とは, 社會の變化の一樣態である. これについて記述し, その要因について分析するため
には, ‘社會’とは何か, 社會の‘變化’とはどのような變化か, ‘階層化’とは何のどのような變化か, の定
位が 前提的に必要である.1)
‘社會’とは, 複數の個人の行動に生じる種の秩序と記述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 それではこれは, 具
體的にはどのような秩序か? これは, あるものごとが一定のやり方でおこなわれ續けること, と記述できよ
う. ここでの‘あるものごと’が, 二つ以上の身體による‘やりとり’とすれば, これは‘コミュニケ-ション’とその
1) 以下の小論本文は, 報告時に準備し(ずいぶん早口に)讀み上げた原稿から, 紙幅の制限により一
部を削ったものである. 同樣の理由から, 要旨も最小限のものとせざるをえなかった. 圖表も大
幅に削除ㆍ縮小した. また, 引用ㆍ參考文獻も, 論文集編者名等の書誌情報を削除するなどせざ
るを得なかった. 以上ご了解いただきたい. また, 民族誌的事例については, その博捜ㆍ悉皆的
引用はもとより, スタンダ-ドなテキストブックとして定評あるJohnson, A. and Earle, T,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ies : from foraging group to agrarian stat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と, 比較的‘單純’な社會集團が大規模集住單位を構成する最近
の民族例として, Tuzin, D, Social complexity in the making : a case study among the
Arapesh of New Guinea, London, Routledge, 2001を主に參照した. 報告に對して批判的, かつ
すばらしく生産的コメントをいただいた高瀨克範氏, シンポシウムにおいて意見をたたかわせ
ていただいた森岡秀人, 光本順, 山田康弘, 林正憲, 石村智, 下垣仁志, 後藤明の各氏に感謝の意.
を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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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接續’と言い換えることができる.2) コミュニケ-ションの接續には, 一定の相互豫期(このような場面にお
いて, このような人物は, ごのように振る舞うだろう ; このような場面において, このような人物は自分がこ
のように振춤る舞을うと豫測しているだろう, など)と, そのさまざまな媒介(コミュニケ-ションㆍメディア)が
介在する.3) これら豫期と媒介の複合を‘構造’とよぶならば, 社會の變化とはこのような‘構造’の變化で
あり, ‘階層化’とは, このような‘構造’の變化の一樣態として記述できよう. 考古資料は, このような‘構造’
のうち, コミュニケ-ションそのものの物的痕跡と, その媒介の物的痕跡をあつかっている. 廣義の進化
主義的人類學の‘發展段階’4)は, コミュニケ-ションの接續が必要となる時空間的領域の擴張ㆍ複
合化の程度をその指標の一つとするということができるが, そのような擴張ㆍ複合化にもかかわらずコ
ミュニケ-ションの接續を可能とするさまざまな‘機能’がそのつど必要となり, 生み出されることによって, 各
發展段階の特徵が構成される, と言い換えることも可能である.
ここで注意が必要なのは, いわゆる‘祭祀行爲’の盛大化の痕跡は自然靈と祖靈といった, 觀念的
構築としての‘超越存在’との接觸に媒介された‘共/協同性’の制度化された喚起の痕跡である場合も
想定されねばならず, かならずしも‘成層化’の表徵と前提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すなわち,
コミュニケ-ションの接續の必要領域の時空間的擴張ㆍ複合化への對應として, 共同性の强化と成
層化は, いわば‘機能的に等價’である. 接續領域の擴張ㆍ複合化に對して, コミュニケ-ションの構
造を平等的に保ったまま制度的ㆍ形式的强化により對應することも, 一定程度は可能なのである. 雙
分組織等の, 平等的ㆍ互酬的交換組織の制度化ㆍ高度の形式化が, 特定の超越存在の媒介=
祭祀と結びついて高揚した場合に觀察される巨大なカルトᆞハウス建造行爲5)などは, この例である.
すなわち‘大型建物6)’や‘大型墳丘墓’(例えば吉野ヶ里遺跡吉野ヶ里丘陵地區Ⅱ區墳丘墓(吉

2) ル-マン, ニクラス, 社會システム理論(上), 桓星社厚生閣, 1995.(Luhmann, N, Soziale
systeme,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84.)
3) ル-マン, ニクラス, 社會システム理論(上), 桓星社厚生閣, 1995.(Luhmann, N, Soziale
systeme,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84.)
4) サ-ヴィス, エルマン, 未開の社會組織, 弘文堂, 1979.(Service, E., Primitive social
organization, New York, Random House.)
5) 例えば, ニュ-ギニアのアラペシュ族は, 人生儀禮時の互酬的相互扶助ㆍ贈與關係を基軸とする
双分組織を多層的に設定することによって, 1,500人を超える居住集團の維持と, 近隣集團との
軋轢において發揮される團結に示される强力な統合を, 世襲的首長はおろか, 明確なビッグマ
ン的人物ももつことなく達成している. ここでは男性のみが參加を許されるカルト的儀禮が發
達しており, 巨大なカルトㆍハウスの定期的な立て替えがその主要な一部を 構成していた.
Tuzin, D, Social complexity in the making : a case study among the Arapesh of New
Guinea, London, Routledge, 2001.
6) 廣瀨和雄ㆍ伊庭 功, 弥生の大型建物とその展開, サンライズ出版,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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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ヶ里 北墳丘墓))7)は, ‘成層化’確認の十分條件ではないことを强調したい.

Ⅱ.
社會の‘變化’と‘進化’のメカニズムをモデル化するために, ここで, エミ-ルㆍデユルケ-ムにならって,
‘機械的’連帶と‘有機的’連帶の槪念を導入しよう.8) ‘機械的’連帶とは, いわゆる‘環節社會’の樣相に
相當し, そこでは, 基本的に等質な組織システムが, ミミズの體節のように竝列する. これに對して,
‘有機的’連帶においては, 分業を通じて, 社會單位≒組織システムどうしが相互依存的に結合する.
前者においては,

個々の組織システム內部の秩序は生活全般の類似ㆍ共有に基づく平等性ㆍ共

同性において特徵づけられるが, 組織システムどうしの關係は相互の等質性により, 猜疑心と不斷の
競爭に特徵づけられる.9) これらによって生じる個別の軋轢は, その內的ㆍ組織的等質性によって, し
ばしば敵對する組織システム總體への侮辱として認識され, 多くの民族誌によればしばしば敵對者の
呪詛, 襲擊による殺害等の‘復讐的’手段によって解決される.10) また, 機械的連帶においては, 廣義
の家族的集團は, その等質性, それにうながされた自立性ゆえに, 條件がゆるせば離散する傾向に
あり, 一定以上の數の家族的集團, ないしは一定以上の規模の集團が‘集住する’, ‘協同する’, ‘共
同體を形成する’ことは, 實は, とてもありそうにないことなのである.11)
そのようなありそうもない事態が實現する‘環境’の一典型例로として, 家族集團が散居することのリス
クの增大があげられる. 具體的には, ライバル集團による襲擊ㆍ殺戮が, この種のリスクㆍファクタ-の
主要なものであるか12), これが頻發するような場合, 大規模集住と/あるいは防禦集落形成が, このよ
7) 佐賀縣敎育委員會, 吉野ヶ里遺跡, 1997.
溝口孝司, ｢墓前のまつり｣, 日本の信仰遺跡, 雄山閣, 1998.
8) デユルケム, E.(井伊玄太郞 譯), 社會分業論(上ㆍ下), 講談社, 1989.(Durkheim, E, De la
division du travail social, Paris, Alcan, 1893.)
9) Tuzin, D, Social complexity in the making : a case study among the Arapesh of New
Guinea, London, Routledge, 2001.
10) Malinowski, B, Argonauts of the western Pacific, Long Grove, Illinois, Waveland Press,
1984 (original published in 1922).
11) Tuzin, D, Social complexity in the making : a case study among the Arapesh of New
Guinea, London, Routledge, 2001.
Johnson, A. and Earle, T,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ies : from foraging group to
agrarian stat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12) Johnson, A. and Earle, T,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ies : from foraging group to
agrarian stat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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うなリスクを下げる機序として選好される場合が多い.13) そして, このような集住形態が維持され, 發展
するためには,

大規模集住單位を構成する複數の組織システム間の關係を平和的に維持するため

の機序の創發が必要となる. このような機序として, 組織システム間の關係を, a)互酬原理に基づく相
互給付/扶助關係の制度化により, 平等的に維持ㆍ再生産するモ-ド(例 : 雙分組織の發達14)-以
下 ‘共同性モ-ド’と呼稱する) と, b)組織システム間の關係/組織システム成員間の關係を非對稱化
し, 社會諸關係の調整ㆍ紛爭解決を‘上位層’にゆだねることによって, 成層的に維持ㆍ再生産する
モ-ド(以下 ‘成層化モ-ド’と呼稱する)は, すでに述べたように機能的に等價である. 後者については,
個々人の能力に基づく威信の蓄積に依據する. いわゆる“ビッグマンㆍシステム”と, 特定親族組織
分節のメンバ-シップによって生得的に階層と權利が規定される‘チ-フダム’的成層化の兩者が存在
し, 前者から後者への進化的移行が一般的に措定される. しかし, ‘共同性モ-ド’と‘成層化モ-ド’は,
そのル-ズな形態においては, 集住形態の季節的變容にあわせて, 一つの組織システムが交互に採
用する組織原理として共存する場合もある(例えば散居期と集住期のNorth-west coast indigenous
groups15))點は 注意が必要である.

Ⅲ.
繩文時代前期以降の集落にみられる居住空間の圓環狀の構造化が, 日常的コミュニケ-ションに
おける共存性≒共同性の反復的確認と對應し, 複數位相にわたるその分節構造が, 規模ㆍ內容を
異にする共同體的集團(corporate groupings), たとえばリネ-ジ, 胞族, 雙分組織等に相當する
可能性はつとに指摘されるところである.16) これらが空間的に對稱的に配置されることは, 個々の位
相におけるこれらの關係が,

互酬原理に基づく相互給付/扶助を基盤するものであったことを示唆す

る. 環狀集落を發達させることのなかった西日本においても, 熊本縣上南部集落17)や福岡縣山鹿墓
13) Johnson, A. and Earle, T,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ies : from foraging group to
agrarian stat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14) Tuzin, D.(Social complexity in the making : a case study among the Arapesh of New
Guinea, London, Routledge, 2001)は雙分組織の機能的特質と利得に焦點をあてた民族誌であ
る.
15) Johnson, A. and Earle, T,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ies : from foraging group to
agrarian stat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16) 田中良之, ｢出自表示論批判｣, 日本考古學 5, 1998.
, ｢土器が語る繩文社會｣, 北九州市立考古博物館硏究紀要 6, 1999.
17) 富田紘一, ｢上南部遺跡出土土偶の觀察｣, 森貞次郞博士古稀記念古文化論集(上卷),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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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18)など, 生活ㆍ埋葬空間の環狀構成は原理として廣く共有されていたようだ. また, 繩文集落を構
成する 重層的空間分節相互のあいだに規模の差がみとめられ, それが分節(おそらくは半族, リネジ, ないしはサブㆍリネ-ジ等に相當する) 個々の盛衰と關連するであろうことはすでに指摘されてい
る.19) 小論とのかかわりで重要な事實は, このような規模の不均等にもかかわらず, これらの單位の空
間配置においては, それらが屬する個々の位相において, 一定の對稱性が維持されつづけることであ
る. このことは, さまざまな事情, 例えば婚姻戰略の成功ㆍ不成功の累積などによって, これらの單位
間に實態的な非對稱的關係が萌芽しても, これが對稱的空間配置に影響をあたえることはなかった,
ないしは與えることのないような配慮がなされたことを示唆する. 全體として, 繩文時代居住集團の一定
の規模, また集團統合の維持は, 互酬的相互給付/扶助關係をベ-スとした‘共/協同性’の强化=‘共
同性モ-ド’によって達成されていた推測される.
繩文時代集落(や埋葬/祭祀施設)と同樣, 彌生時代集落の多くも(殊に前期後半/末以降のそ
れは), 複數の居住單位の集合により構成される.(近藤義郞の‘集合體’)20) ただし, 個々の集落のに
おけるこれらの規模は, 集落規模が大規模なものほどばらつく傾向にあるがうし, 點に現時點で注目
しておきたい.21) また, このような居住單位個々に個別の墓域が付屬する場合が一般的にみとめら
れ22), 結果として, 繩文集落においては, 環狀構造の一構成要素として一體的空間を構成していた
墓域が集團單位に分離する點も重要である. 全體として, 繩文集落空間の構造化原理の中核をな
していた重層的對稱性と一體性が確認できなくなるのである. このような變化の要因の考察のために,
彌生集落の形成過程の一般的樣相について槪觀しておく必要がある. 彌生早期からⅠ期に出現し
た初源期の農耕集落から, 多くの居住單位がⅠ期の後半/末からⅡ期にかけて‘分村’する.(分村現
象とその含意の指摘の古典については : 近藤1966)23) これが, 旣存集落周辺の人口支持力
(carrying capacity)の限界によるものかかか, その他の要因によるものかの檢討は別におこなわれな
ければならないが, この現象が, 人間集團の居住環境の多樣化として結果したことは確實である. す
なわち, 各所に設けられた水田には, 土壤ㆍ給排水環境をはじめとする差異, その他, 突發的事態
等による, 生産量の差異が生じたであろう. 西日本各地の彌生集落分布動態の檢討が, 彌生Ⅰ期
18) 田中良之, ｢山鹿貝塚墓地の再檢討｣, 下條信行先生退官記念論文集 地域ㆍ文化の考古學,
2008.
19) 谷口康浩, ｢環狀集落と部族社會 : 前ㆍ中期の列島中央部｣, 繩文社會論(上), 同成社, 2002.
20) 近藤義郞, 前方後園墳の時代, 岩波書店, 1983.
21) 例えば, Ⅳ期段階の佐賀縣 吉野ヶ里遺跡における居住集團間の規模差を想起されたい.
佐賀縣敎育委員會, 吉野ヶ里遺跡, 1997.
22) 小澤佳憲, ｢弥生集落の動態と劃期 : 福岡縣春日丘陵域を對象として｣, 古文化談叢 44, 2000.
23) 近藤義郞, ｢弥生文化の發達と社會關係の變化｣, 日本の考古學 Ⅲ, 河出書房新社,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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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半/末からⅡ期にかけて一樣に集落數の急激な增大と分布範圍の擴散, 加 えて, ‘短命’な集落と
繼續する集落へと分化する事實(最近のケ-スㆍスタディとして小澤2000b,

久住2010參照)24)は,

集落立地の多樣化が, このような, 水田の生産性を含むさまざまなファクタ-において, 集落個々の‘ポ
テンシャル’の差異を創發したこと
を示唆する.

そのようなファクタ-

のなかで, こうして增加した集落
が形成するようになった, 親族ソ
ダリティを主要な媒介ㆍ紐帶とす
るネットワ-ク25)が, その中に個々
の集落の‘中心性(centrality)’
の差異の創發をうながしたことも
確かであろう.(圖1 : 圖中 A,
B, C, 圖中右上上楕圓中に竝
列する三つの圓がソタリティにあ

圖 1. 中心的大型集落生成のメカニズムと成層化の端緖

たる) また, これに關連するさまざ
まな要因によって, 個々の集落を構成するリネ-ジ的單位(圖 1 : x-A=x集落のAリネ-ジ, y-B=y
集落, Bリネ-ジ) 間にも優劣差が生じ始め, これが個 々の居住單位の規模差につながっているもの
と考えられる.
ここでいう中心性とは, 社會學における社會ネットワ-ク理論26)の中心槪念のひとつである. 社會
ネットワ-ク理論は, ネットワ-クを構成する個々の單位(ノ-ド : nodes) それぞれの屬性は分析的に
24) 小澤佳憲, ｢集落形態からみた弥生時代前半期の社會｣, 古文化談叢 45, 2000.
久住猛雄, ｢弥生時代後期の福岡平野周邊における集落動態(1) 近年の硏究動向の批判的檢討
から｣, 市史硏究ふくおか 5, 2010.
25) サ-ヴィス, エルマン, 未開の社會組織, 弘文堂, 1979.(Service, E., Primitive social
organization, New York, Random House.)
田中良之, ｢出自表示論批判｣, 日本考古學 5, 1998.
Johnson, A. and Earle, T,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ies : from foraging group to
agrarian stat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溝口孝司, ｢西からの視點｣, シンポジウム記錄 5, 考古學硏究會, 2006.
26) Hanneman, R.A. and Riddle, M, Introduction to social network methods. Riverside, CA,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published in digital form at http://faculty.ucr.edu/∼
hanneman/), 2005.
金光 淳, 社會ネットワ-ク分析の基礎 : 社會的關係資本論にむけて, 勁草書房,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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括弧入れした上で, れらのあいだに取り結ばれ, 再生産されるさまざまな交涉(エッジ : edges)が創發
する關係性のなかで, 個々のノ-ドが他にたいして位相構造的(topological)に持つようになるさまざま
な影響力に注目する. 例えば, より多くのノ-ドとのあいだにエッジを取り結ぶノ-ドは, 他に對してより大き
な中心性をもつ. また, ノ-ド同士の行き來において通過しなければならない頻度の高いノ-ドガ, ‘媒介
者’として, 他のノ-ドよりも高い中心性をもつ, ということになる.27) これは後でおこなう具體的ネットワ-ク
分析の基礎的 槪念ので記憶に留めておいていただきたい.
このように, 分村開始期(Ⅰ期後半)から生じた居住單位間の諸種のコミュニケ-ションを通じて,
個々の集落の‘利便性’としての中心性が トライㆍアンドㆍエラ-的過程をへて創發ㆍ認識され, おそ
らくは雙系的, 選擇居住的出自ㆍ婚後居住システム28)とセダリティㆍネットワ-クに媒介されての移住
ㆍ人口移動の集積による特定集落の大規模化=中心的大規模集落の形成につながったと考えられ
る.29)(圖 1)
また, このような複數種類の差異の生成と深化を通じて促進されたであろう集落間の競爭は, ときに
怨恨や, その解決として, おそらく待ち伏せや, 小規模の奇襲等を中心とする暴力の行使を頻發させ
(例 : 福岡縣 小郡市地域, 筑紫野市地域の彌生ⅡㆍⅢ期墓地出土人骨に多く含まれる受傷人
骨は, その多くが背面からの受傷を示し<例 : 筑紫野市永岡遺跡30)>, 一定規模の集團どうしの
27) Hanneman, R.A. and Riddle, M, Introduction to social network methods. Riverside, CA,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published in digital form at http://faculty.ucr.edu/∼
hanneman/), 2005.
金光 淳, 社會ネットワ-ク分析の基礎 : 社會的關係資本論にむけて, 勁草書房, 2003.
28) 田中良之, ｢墓地から見た親族ㆍ家族｣, 古代史の論点 2, 小學館, 2000.
29) 北部九州玄界灘沿岸地域の二つの超大型集落, 三雲遺跡群と須玖遺跡群のうち, その內容が比
較的明らかになっている後者を見ると(井上義也, ｢須玖遺跡群の集落構造｣, 第58回埋藏文化
財硏究集會 弥生時代後期の社會變化, 2009), 集落を構成する居住單位數は, 早ㆍ前期の6か
ら中期前半の約42へと激增している. また, 須玖遺跡がその南奧のボトルㆍネックに位置する
福岡平野には, 他に, 須玖遺跡群と同樣な規模を持つ比惠ㆍ那珂遺跡群があり, やはりⅢ期に
その規模を急激に增大させるようである. このような現象は, 福岡平野內における人口增大と
分村現象のみで說明できない可能性が强い. いわゆる‘龜ノ甲タイプ’の甕形土器の屬性レベル
の諸要素が筑紫平野地域から玄界灘沿岸地域へと受容され, 幅廣いバリエ-ションを內包する
城ノ越式甕形土器が形成されるのが彌生Ⅱ期のことであることなどを考えると, Ⅱ期∼Ⅲ期
に, 中心性とそれに付隨する種々のアドバンテ-ジを增す須玖遺跡群や比惠ㆍ那珂遺跡群へと,
筑紫平野を含む福岡平野周辺諸平野からも, ソダリティ的紐帶を通じて, また, 雙系的, 選擇居
住的出自ㆍ婚後居住システム( 田中良之, ｢墓地から見た親族ㆍ家族｣, 古代史の論点 2, 小學
館, 2000)に促されて(溝口孝司, ｢弥生時代の社會｣, 現代の考古學6 : 村落と社會の考古學,
朝倉書店, 2001ㆍ｢西からの視點｣, シンポジウム記錄 5, 考古學硏究會, 2006ㆍ｢弥生社會の
組織｣, 弥生時代の考古學 8, 同成社, 2008), 人口移動がおこった可能性が指摘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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衝突ㆍ白兵戰による死者ではかならずしもないことを示唆する), その結果として, 複數個別居住集團
が集まっての集住傾向がさらに助長されたことも推測される. そして, 先にのべたように, 大規模な集住
は, それが機能的要求にうながされたものであったとしても, 環節的, ‘機械的’連帶樣相においては,
“ありそうにない”事態であるので, これを維持するためのなんらかの機序の創發ないしは選好があったと
想定される. このような機序を特定するために, 北部九州地域においてⅢ期以降明確化する中心的
大規模集落のみに確認される行爲の痕迹ないしは施設について列擧するならば, 以下をあげることが
できよう.

1. 超大型墓地, 2. 區畵墓, 3. いわゆる‘大型建物’である.(圖 1)

超大型墓地は, 彌生Ⅱ期に出現し, 彌生Ⅳ期末/Ⅴ期初頭まで存續する例が多い.(例 : 佐賀
縣 吉野ヶ里遺跡志波屋四の坪, 福岡縣筑紫野市隈ㆍ西小田遺跡第2ㆍ3地點など31)) これらの
多くは, 彌生Ⅱ∼Ⅲ期には, 筆者の分類の列墓の空間構成をとり, 彌生Ⅲ期以降, 系列墓の群集
へと移行する.32)(圖 2)

30) 中橋孝博, ｢永岡遺跡出土の弥生時代人骨｣, 永岡遺跡Ⅱ, 筑紫野市敎育委員會, 1990.
31) 溝口孝司, ｢西からの視點｣, シンポジウム記錄 5, 考古學硏究會, 2006.
32) 溝口孝司, ｢福岡縣筑紫野市永岡遺跡の硏究 : いわゆる二列埋葬墓地の一例の社會考古學的再
檢討｣, 古文化談叢 34, 1995.
, ｢福岡縣甘木市栗山遺跡C群墓域の硏究 : 北部九州弥生時代中期後半墓地の一例の
社會考古學的檢討｣, 日本考古學 2, 1995.
, ｢二列埋葬墓地の終焉 : 弥生時代中期(弥生Ⅲ期)北部九州における墓地空間構成原
理の變容の社會考古學的硏究｣, 古文化談叢 38, 1997.
, ｢カメ棺墓の移り變わり｣, 平成10年度福岡市博物館特別企劃展 : 弥生人のタイム
カプセル, 福岡市博物館, 1998.
, ｢墓前のまつり｣, 日本の信仰遺跡, 雄山閣, 1998.
, ｢北部九州の墓制｣, 季刊考古學 67, 1999.
, ｢葬送｣, 用語解說 現代考古學の理論と方法 Ⅲ, 同成社, 2000.
, ｢墓地と埋葬行爲の變容 : 古墳時代の開始の社會的背景の理解のために｣, 古墳時
代像を見なおす : 成立過程と社會變革, 靑木書店, 2000.
, ｢弥生時代の社會｣, 現代の考古學6 : 村落と社會の考古學, 朝倉書店, 2001.
, ｢西からの視點｣, シンポジウム記錄 5, 考古學硏究會, 2006.
, ｢弥生時代中期北部九州地域の區畵墓の性格 : 浦江遺跡第5次調査區區畵墓の意義
を中心に｣, 九州大考古學硏究室50周年記念論文集(上卷), 九州大考古學硏究室50周年記念
論文集刊行會, 2008.
, ｢弥生社會の組織｣, 弥生時代の考古學 8, 同成社,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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列墓の空間構造形成過程の復元結果は, これが, a)
列狀空間の形成による葬列の組織の空間的

制度化,

b)個々の埋葬機會において, 墓地全體の空間構成秩
序が遵守されつづけること, また, c)このような秩序空間
が, 個々の埋葬機會ごとに, 葬送參加者にビジュアルに
確認されること, などを實現する, ‘共ㆍ協同的’空間ㆍ
‘平等的’空間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33)(圖 3-B)
これに對して, 系列墓は, その形成において, 旣存の
特定埋葬への葬送參加者の意識の集中を必然とするよ
うな埋葬位置ㆍ方法が選擇ㆍ反復されている. 34)(圖
3-C) このことは, 系列墓形成の個々の機會としての埋
葬行爲において意識されるのは, まさに葬られようとする人
物と先行する墓に埋葬された人物とのなんらかの關係で
圖 2. 彌生時代墓地空間積立の
分類(溝口1999より)

あり,

これらの反復によって形成される系列墓によって物

象化されるのは, ある種の‘系譜的(genealogicalな)’意

識であるということになる.35)(圖 3-C)

Mizoguchi, K. An archaeological history of Japan, 40,000 BC to AD 700.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2.
33) 溝口孝司, ｢福岡縣筑紫野市永岡遺跡の硏究 : いわゆる二列埋葬墓地の一例の社會考古學的再
檢討｣, 古文化談叢 34, 1995.
, ｢二列埋葬墓地の終焉 : 弥生時代中期(弥生Ⅲ期)北部九州における墓地空間構成原
理の變容の社會考古學的硏究｣, 古文化談叢 38, 1997.
34) 溝口孝司, ｢福岡縣甘木市栗山遺跡C群墓域の硏究 : 北部九州弥生時代中期後半墓地の一例の
社會考古學的檢討｣, 日本考古學 2, 1995.
, ｢カメ棺墓の移り變わり｣, 平成10年度福岡市博物館特別企劃展 : 弥生人のタイム
カプセル, 福岡市博物館, 1998.
Mizoguchi, K. Genealogy in the ground : observations of jar burials of the Yayoi period,
northen Kyushu, Japan, Antiquity, 2005.
35) 溝口孝司, ｢福岡縣甘木市栗山遺跡C群墓域の硏究 : 北部九州弥生時代中期後半墓地の一例の
社會考古學的檢討｣, 日本考古學 2, 1995.
, ｢カメ棺墓の移り變わり｣, 平成10年度福岡市博物館特別企劃展 : 弥生人のタイム
カプセル, 福岡市博物館, 1998.
Mizoguchi, K. Genealogy in the ground : observations of jar burials of the Yayoi period,
northen Kyushu, Japan, Antiquit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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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は, 葬送儀禮という, 人生儀禮の
なかでも, その體驗反復と共有の不可
能性から特異な位置づけにある‘死’に媒
介された社會關係の確認機會36)におい
て, 共ㆍ協同性と 平等性を前提とする
コミュニケ-ションから, 個別性ㆍ系譜性
を前提とするコミュニケ-ションへの移行
が生じたことを示唆する.
同樣なコミュニケ-ション構造の變容
は, 上位層の埋葬域としての ‘區畵墓’に
おいても確認される.(圖 2) 列墓とその
存續其間をほぼ重複させつつ,

その存

在はほぼ例外く中心的大型集落付屬
の超大型列墓近傍に限られる‘區畵墓

圖 3. 葬送コミュニケ-ションにおける
‘共同性’確認から ‘系譜意識’の確認へのモ-ド變遷

Ⅰ’37)(圖 2)においては, 中央埋葬(例
外なく最大の墓坑を有し, 埋葬容器<甕棺/木棺>の規模ㆍ副葬品の有無/內容等, 質的ㆍ量的
內容において卓越する)を一定の間隔をあけてとりまき, 中央埋葬方向へと揷入するかたちでの(圖 2),
甕棺の墓坑への埋納を反復することによって, そこに埋葬される人物個々を系譜的に數珠つなぎに縱
斷するタイプの 關係ではなく, 中央埋葬被葬者の存在(とその記憶)に媒介されながら, それらの人物
を橫斷するタイプの共ㆍ協同性が表象ㆍ再確認されたことが推測される.38)(圖 3-A)
これに對して, その內部に設けられる墓葬の形成する空間構造が, 系列墓の集合によって構成さ
れる‘區畵墓Ⅱ’(圖 2 : これも超大型墓地近傍に存在する場合が, 大半である39))においては, 區

36) 溝口孝司, ｢葬送｣, 用語解說 現代考古學の理論と方法 Ⅲ, 同成社, 2000.
37) 溝口孝司, ｢カメ棺墓の移り變わり｣, 平成10年度福岡市博物館特別企劃展 : 弥生人のタイム
カプセル, 福岡市博物館, 1998.
, ｢北部九州の墓制｣, 季刊考古學 67, 1999.
, ｢弥生時代中期北部九州地域の區畵墓の性格 : 浦江遺跡第5次調査區區畵墓の意義
を中心に｣, 九州大考古學硏究室50周年記念論文集(上卷), 九州大考古學硏究室50周年記念
論文集刊行會, 2008.
38) 溝口孝司, ｢墓前のまつり｣, 日本の信仰遺跡, 雄山閣, 1998.
39) 溝口孝司, ｢福岡縣甘木市栗山遺跡C群墓域の硏究 : 北部九州弥生時代中期後半墓地の一例の
社會考古學的檢討｣, 日本考古學 2,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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畵墓Ⅰとは對照的に, 個別的系譜性が, 表象ㆍ再確認されたことが推測されるのである.(圖 3-C)
これら區畵墓が, 北部九州地域における單位地域における中心的大規模集落の特異な屬性のひと
つであることは, これらが, それらにおける大規模集住, すなわち, ‘機械的連帶’狀況において環節的
に竝存する個別居住集團間の, また, 中心的大規模集落を中心として他集落にもひろがるそれらの
上位單位≒親族集團ベ-スのソダリティ(クラン/サブクラン的出自集團)間の關係の整序ㆍ媒介に
重大な機能をはたしたことを想定させる.40) 以上を 總合すると, つぎのようなモデルを提示することがで
きよう. すなわち,
1)北部九州地域の地域單位の中心的大規模集落における大規模集住, また, これらを‘ノ-ド’とし
て析出しつつ形成された集落ネットワ-クの內的安定は, 彌生ⅡㆍⅢ期においては, 共ㆍ協同性と平
等性の葬送コミュニケ-ションに媒介された構造化ㆍ制度化=‘共同性モ-ド’によって維持ㆍ再生産さ
れた.
2)彌生Ⅳ期になると, 大規模集住と集落ネットワ-クは, 大型建物に體現ㆍ表象される.(後述) ‘共
同性モ-ド’とともに, 個別的系譜性の表象ㆍ物象化に基つぎ維持ㆍ再生産されるようになった.
2)は, 社會の成層化の基盤となる, 出自集團分節の, 財と權利の繼承單位としての析出とのかか
わりを想定させる. なぜなら, ある種の‘上位層’の墓域であることが間違いない‘區畵墓Ⅱ’において, い
くつかの單位の系譜性が物的表現の對象となっているからである.41)(圖 2ㆍ3-C) このことは, このよ
うな系譜的深度をもった集團單位のあいだに, 上下の關係が生じはじめていること(‘成層化モ-ド’の萌
芽)を示す.42) しかし, 重要なことに, 彌生Ⅳ期段階の北部九州の中心的大規模集落において, 日
常生活における上位層の明確な差異化≒上位層コミュニケ-ションㆍシステムの分化の痕迹, すなわ

, ｢カメ棺墓の移り變わり｣, 平成10年度福岡市博物館特別企劃展 : 弥生人のタイム
カプセル, 福岡市博物館, 1998.
Mizoguchi, K. Genealogy in the ground : observations of jar burials of the Yayoi period,
northen Kyushu, Japan, Antiquity, 2005.
40) 溝口孝司, ｢弥生社會の組織とカテゴリ-｣, 弥生時代の考古學 8, 同成社, 2008.
41) 溝口孝司, ｢福岡縣甘木市栗山遺跡C群墓域の硏究 : 北部九州弥生時代中期後半墓地の一例の
社會考古學的檢討｣, 日本考古學 2, 1995.
, ｢墓地と埋葬行爲の變容 : 古墳時代の開始の社會的背景の理解のために｣, 古墳時
代像を見なおす : 成立過程と社會變革, 靑木書店, 2000.
, ｢弥生時代の社會｣, 現代の考古學6 : 村落と社會の考古學, 朝倉書店, 2001.
Mizoguchi, K. Genealogy in the ground : observations of jar burials of the Yayoi period,
northen Kyushu, Japan, Antiquity, 2005.
42) Mizoguchi, K. Genealogy in the ground : observations of jar burials of the Yayoi period,
northen Kyushu, Japan, Antiquit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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ち, なんらかの區畵施設にマ-キングされた居住區域の存在, また, 特定居住集團への貯藏施設の
集中等は確認されない.43) このことは, 反に, クラン的出自集團の特定分節(リネ-ジ/サブクラン)が,
財と權利の繼承單位として, 析出されつつあり, また, それらのあいだに上下の關係が生じつつあったと
しても(圖 3), それは, 社會關係の整序の集約的確認の場としての葬送コミュニケ-ションにおいては
表示ㆍ物象化されつつあるものの, 日常的コミュニケ-ションにおいては積極的な表現の對象とはなら
ないような性格のものであったことを示唆する.
このこととの關連において, 中心的大規模集落のもうひとつの特有屬性としての大型建物の性格は
重要である. 彌生Ⅲ期以降その存在を顯著なものとする大型建物の祖型は, 彌生時代開始期の江
辻遺跡中央の建物44)にさかのぼると考えられるが45), その發想の起源は, 例한えば朝鮮半島梨琴
洞遺跡の大型掘立柱建物にもとめられよう.46) 同建物は居住域から區別された列狀の墓地に近接
して存在しており, 死者との接觸を媒介する機能を果たす建物であったことは確がである.47) 江辻遺
43) ただし, 福岡縣志摩町(現 伊都市)一の町遺跡建物群(河合 修, 一の町遺跡發掘調査槪要, 志
摩町敎育委員會, 2009)をⅢ期に開始される‘居館的な機能や, 祭殿, あるいは倉庫なども共存’
させるセクタ-として理解する見解もある..(久住猛雄, ｢北部九州における特定環溝區畵と大
型建物の展開｣, 弥生の大型建物とその展開, サンライズ出版, 2006) また, 久住猛雄は, 超大
型建物を中心とする同樣な‘中樞域’の複數存在を福岡縣福岡市比惠ㆍ那珂遺跡において推定
している.(久住猛雄, ｢福岡平野比惠ㆍ那珂遺跡群 : 列島における最古の都市｣, 弥生時代の考
古學 8, 同成社, 2008) また, 同氏は, これらの現象が, 福岡平野と系島平野近傍に集中するこ
とから, これらの地域においては, いわゆる‘上位層’の安定的析出が他の隣接地域に先んじて
進行したと考えておられるという.(同氏より敎示, 2010年4月) 重要なのは, 久住氏の指摘する
現象は, 北部九州地域內においても局地的に先行發現した現象であるという事實であり, この
時期を‘成層化モ-ドへの移行期であるとする筆者の所說に變更の必要はないものと考える. 問
題は, これらの超大型建物を含むセクタ-が, 實際に析出ㆍ安定化した上位層の居住セクタ-で
あったのか, あるいは‘共同性モ-ド’の物像化としての共同施設だったのかの辨別方法の案出
ㆍ洗練であろう. 例えば, 一の町遺跡建物群は, セクタ-としてのその存續時期幅が大變なが
い.(確認された範圍での主要建物は須玖Ⅰ式でも古相のものから, すくなくとも後期初頭まで
存在する(河合 修, 一の町遺跡發掘調査槪要, 志摩町敎育委員會, 2009) ことから, なんらか
の公共/共同施設であった可能性も現狀で否定できない.
44) 新宅信久, ｢江辻遺跡の槪要｣, 九州考古學會ㆍ嶺南考古學會 第1回合同考古學會 : 資料編,
1994.
45) 小澤佳憲, ｢玄界灘沿岸地域の弥生時代前半期集落の樣相 : 居住形態の變遷を中心に｣, 第55
回埋藏文化財硏究集會 發表要旨集, 2006.
46) 慶南考古學硏究所, 泗川 梨琴洞遺蹟, 2003.
47) 西日本一圓から東日本の一部に存在するいわゆる大型建物の多くは, ここであげた北部九州例
のように墓域に近接するわけではない. また, 北部九州地域においても, ここであげた建物と
建築構造を類似させつつ, 近傍に靑銅器生産痕跡が集中するなど, 死者(ないしは祖靈)との接
觸ㆍ媒介以外の機能を想定させるものも多く存在する.(久住猛雄, ｢福岡平野比惠ㆍ那珂遺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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跡では繩文時代の環狀集落の求心構造の中央にあかれた埋葬群を置き換えるかのうように, 死者と
の接觸を媒介すると思し建物が建てられる. 壁體部の柱痕の重複は, この建物が同一位置で, いく
どか建て替えられた可能性を示사す.48) このことは, この建物との構造的類似性が指摘される49), 柚
比本村遺跡 大型掘立柱建物(彌生Ⅳ期∼Ⅴ期初頭)の, すくなくとも五度にわたる建て替え50)と共
通し, 本建物の 機能的繼續の條件として, その建替行爲そのものが重要な役割をはたしていたことを
示唆する. 以上の 根據から, この種の大型建物が, 墓地に近接する, また近接しない場合でも死者
との接觸にかかわる空間であること, また, これが閉鎖空間を形成するものであることからすれば, その
空間に入ることを許されるものと許されざるものとの差異を表示する構築物であると同時に, 入ることを
許されたものどうしのあいだには, 死者/祖靈のイメ-ジに媒介されて, 强い共同意識が釀成されるような
性格の構築物であったと推測される. また, そのような構築物の頻繁な建替そのものが, 死者との接觸
により得られるなんらかの‘效力’の更新の機會であるとともに, 共同意識の更新の機會でもあったことが
演繹されるのである.(上述のカルトㆍハウス乾造行爲を想起さたい.)51) だとすると, このような建物の,
中心的大規模集落における彌生Ⅳ期の頻繁な建設52)は, 葬送コミュニケ-ションの構造が成層化し
つつあるのとはうらはらに, もしくは, そうであるからこそ, 他方で强調された共同性ㆍ平等性の物象化
であるとも推測される. また, このことは, 進行しつつある成層化が, いまだゆるやかな, ミニマムなもので
あったという, 葬送關連情報の 示すところとも整合する.

48)
49)
50)
5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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群 : 列島における最古の都市｣, 弥生時代の考古學 8, 同成社, 2008) しかし, これらに共通す
る屬性として注目されるのは, これらがいずれも, a)鑛物→金屬器, b)稻籾→稻/稻穂, c)死→
(再)生というさまざまな‘變容(transformation)’に關連し, また, それらを象徵的にマ-キング
し, 媒介する‘場’として機能した可能性である. a), b), c)はそれぞれ相互にある種の變換關係に
もある. すなわち, 鑛物 : 金屬器 ↹ 稻籾 : 稻/稻穂 ↹ 死 : 再生という二項對立體系相互の變
換關係の成立が想定されるのである. 江辻建物が, その後の大型建物の展開の原型であり, そ
の主要な機能がc)のマ-キングと媒介であったとすれば,大型建物が, その擴散とともにその機
能ㆍ性格を, a)ㆍb)を含むものへと分化させていったとしても, その根底的性格として常にc)
を維持していたことは十分に考えられることである.
新宅信久, ｢江辻遺跡の槪要｣, 九州考古學會ㆍ嶺南考古學會 第1回合同考古學會 : 資料編,
1994. 6號掘立柱建物, 柱痕の重複に注目.
小澤佳憲, ｢玄界灘沿岸地域の弥生時代前半期集落の樣相 : 居住形態の變遷を中心に｣, 第55
回埋藏文化財硏究集會 發表要旨集, 2006.
佐賀縣敎育委員會, 柚比本村遺跡群3 : 柚比本村遺跡(1ㆍ2區), 2003.
Tuzin, D, Social complexity in the making : a case study among the Arapesh of New
Guinea, London, Routledge, 2001.
久住猛雄, ｢北部九州における特定環溝區畵と大型建物の展開｣, 弥生の大型建物とその展開,
サンライズ出版,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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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ずれにせよ, 上述のような過程, すなわち, 中心的大規模集落の出現と擴大は, それ自體の維
持, また, それに依存するットワ-クの維持のための機序の生成を必要とした. それは中心的大型集落
にほぼ排他的に存在する大型建物や, 列墓ㆍ區畵墓Ⅰに表象される通り, 當初は主に‘共同性モド’の强調に依據するものであった.(その意味で, 大型建物, 列墓ㆍ區畵墓Ⅰはすべて機能的に等
價である) しかし, 彌生Ⅲ期以降, 樣相は‘成層化モ-ド’の上昇へと傾斜してゆく. それと同時に, 中
心的大型集落居住者とそれを取り卷く中小集落居住者, また, 中心的大型集落居住者どうしのあい
だにも, 關係の成層化がきざしたと推測される. その具體相について, 以下見ることとしよう.

Ⅳ.
上記が示すように,

彌生Ⅳ期段階の社會の成層化は,

いわゆる創發期のそれ(emergent

hierarchisation)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 それはまた, 日常的コミュニケ-ション構造の明瞭な成層化に
は, いまだ十分にいたらないような性質のものであった. しかし, 北部九州地域においては, いわゆる‘厚
葬墓’(三雲南小路ㆍ須玖岡本)を頂点とする, ある種の成層的秩序が, 少なくとも, 甕棺墓葬の共
有される地域に, 埋葬施設, 容器, 副葬品の內容等に現れた質的ㆍ量的差異というかたちで觀察さ
れることが,

下條信行氏53)や中園聰

氏54)などにより指摘されている. このよう
な秩序, すなわち, x)單位地域內にお
いては中心的大規模集落とその他中
小規模集落間に, y)單位地域 間にお
いては, 中心的大規模集落間に, その
リ-ダ-の埋葬における副葬品, その他
の物象化された要素における量的ㆍ質
的差異によって表象された秩序の內實
について檢討するために,

前漢鏡と鐵

戈という, 厚葬墓被葬者の所屬する集

圖 4. 彌生Ⅳ期段階北部九州の前漢鏡ㆍ鐵戈
保有埋葬をノ-ドとするネットワ-ク

53) 下條信行, ｢北部九州弥生中期の國家間構造と立岩遺跡｣, 兒嵨隆人先生喜壽記念古文化論叢,
1991.
54) 中園 聰, ｢墳墓に現れた意味 : 特に弥生時代中期後半の甕棺墓にみる階層性について｣, 古文
化談叢 44, 1991.

야요이사회의 조직과 그 성층화

117

團(三雲遺蹟ㆍ須玖遺蹟の居住者)によって,

なんらかの形で贈與されたことが確からしい品目を副

葬品として有する墓葬(主として甕棺墓)にリ-ダ-を埋葬した集團をノ-ドとし, 隣接ノ-ド間には基本的
に交流=交涉が存在したと措定し, これに甕棺の 地域間類似度等を加味して(圖 4) 隣接行列を作
成し, ネットワ-ク分析をおこなって, それぞれの‘中心性’を測定した.55)(圖 5∼9)
中心性計算においては, 1)Degree centrality, 2)Bonacich centrality, 3)Closeness
centrality, 4)Reach centrality, 5)Flow Betweenness centralityをそれぞれ算出した. 1)は,
あるノ-ドとエッジを共有するノ-ドの數, 2)は, あるノ-ドと直接交涉をもつノ-ドが有연するその他のノ-ド
とのつながりの度合い, 3)は, あるノ-ドから他のべてのノ-ドとの距離(經由せねばならないエッジの數)
の總和, 4)は, あるノ-ドから他のぐべてのノ-ドをそれぞれ訪れるときに移動せねばならない最短距離
(經由せねばならないエッジの數)を算出し係數化したもの(數値の大きいものほど他のエッジそれぞれと
‘近い’), 5)は, あるノ-ドからあるノ-ドに移動するときに, そのノ-ドを經由しなければならない確率, とお
おまかに整理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56)
その結果, 以下のことが明らかとなった.(それぞれの圖で, 中心性の上位5位までを網掛けしてい
る.)
1)須玖ㆍ三雲は, 多くの中心性計算式においてコンスタントに高い數値を示すが, 二塚山, 吉
野ヶ里, 六の幡, 二日市峰, 立岩, 東小田峰, 隈ㆍ西小田, 吉武, 有田も計算値において上位5
位に入 り, 須玖ㆍ三雲より上位になることも多い. ことに, 二塚山, 吉野ヶ里はコンスタントに高位を占

55) 計算は, UCINET Ver. 6.239(Borgati, S.P., Everett, M.G. and Freeman, L.C., Ucinet for
Windows : Software for social network analysis. Harvard, MA., Analytical Technologies,
2002)にておこなった. ネットワ-ク圖の作成は, 同上搭載のNetDrawソフトウェアにておこ
なった. 算出作業の具體は, Hanneman, R.A. and Riddle, M., Introduction to social network
methods. Riverside, CA,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published in digital form at
http://faculty.ucr.edu/ ~hanneman/), 2005, Chapter10參照. Bonacich Centrality計算の際の
Beta parameter (attenuation factor)は+0.5とした.(同Chapter10, Degree centrality :
Bonacich's Approach) 以上は下記(小論Ⅵ章)の彌生Ⅴ期後半, 彌生Ⅵ期∼古墳時代開始期の
中心性計算においても同樣である. それぞれの計算式の含意の詳細と, それにもとづく各ノドのランキング結果の詳細な讀み取りと相互比較については別稿を準備中である. 二日市峯
近傍の道場山遺跡, 東小田峯遺跡近傍の吹田遺跡からは, それぞれ鐵戈が出土しているが, そ
れぞれ約1.5㎞, 2.3㎞と近接しているのでノ-ドとして獨立した扱いはなかった. また, 發表當
日には, Aigenvector centralityのスコアも示していたが, 第1ファクタ-の寄與値が低い
(13.5% : 全體傾向の反映度が非常に低い)ため, 除外した.
56) Hanneman, R.A. and Riddle, M, Introduction to social network methods. Riverside, CA,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published in digital form at http://faculty.ucr.edu/
~hannema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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める.
2)ノ-ド同士のコンスタントの‘媒介’の度合いを數量化するBetweenness centralityにおいて, 須
玖は圖拔けた數値を示し, 立岩, 六の幡, 吉野ヶ里, 二塚山がこれに次ぐ.

以上は, 前漢鏡と鐵戈を中心
とする副葬品に表象されるネットワ
-ク中において創發した各ノ-ドの
中心性の高低と, 副葬品アセン
ブリッジ構成の成層秩序中の高
低が相關しつつも, いくつかの重
要なボイントにおいてずれを見せ
ていることをしめす. すなわち, ①
須玖の中心性が, Betweenness
圖 5∼9. ネットワ-ク中心性ランキング

centralityにおいて圖拔けている

こと, その他の計算式においてもBonacichi centralityをのぞき, コンスタントに上位5位に入っている
こと, また, ②東小田峰という, ミニ厚葬墓的內容を持ち57), なおかつ周辺にいくつかの銅鏡副葬甕
棺が存在した墓地, また, 總計10面の前漢鏡を持ち, また, その中に同6面と銅劍という, これも, 厚葬
57) 高倉洋彰, ｢前漢鏡にあらわれた權威の象徵性｣, 國立歷史民俗博物館硏究報告, 1993.
溝口孝司, ｢墓地と埋葬行爲の變容 : 古墳時代の開始の社會的背景の理解のために｣, 古墳時
代像を見なおす : 成立過程と社會變革, 靑木書店,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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墓に準ずる內容をもつ10號甕棺を含む立岩堀田墓地, 複數の前漢鏡副葬埋葬を含む二塚山墓地
なども, いくつかの計算式において上位5位に入っていること, 加えて, ③前漢鏡とともに, 須玖ㆍ三雲
同樣, 銅劍を副葬していた二日市も同樣なこと, 以上3點は, このことをよく示している. しかし, もう一つ
の厚葬墓な三雲南小路の中心性は, 玄界灘沿岸地域に竝列するノ-ド中では高いものではあるもの
の, いずれの計算式においでも須玖のBetweenness centralityのようにずぬけた數値を示さない.
(Closeness, Reach, Betweennessの各centralityにおいて, 上位5位にはいっていない.) むしろ,
吉野ヶ里遺跡や二塚山(玄界灘沿岸から背振山系を越えて佐賀平野にいたるゲ-トウェイ地域), 東
小田峰(玄界灘沿岸から二日市地峽を越えて筑紫平野にいたるゲ-トウェイ地域)といった,

內陸部

の交通要地に位置するノ-ドと比較するならば, その中心性は高くはない. このことは, 副葬品成層に
おける最上位に座る二つのノ-ド, すなわち須玖と三雲について, 須玖遺跡の位置はその媒介者とし
ての中心性の高さ(Betweenness centralityにおける顯著な高値)によって說明できるものの, 三雲
遺跡については, そのネットワ-ク中心性の‘比較的高い’といった程度の高さとの間に, 一定のずれが
存在することをしめす. この‘ずれ’は, 同遺跡副葬品アセンブリッジ構成の成層秩序中における最高の
位置, また, その集落規模(40ha以上)等からも想定される, 種々の位相ㆍ內容の相互交涉/コミュニ
ケ-ションにおける非常に高い中心性が, 前漢鏡に象徵される‘外部’へのアクセスの獨占に顯著に依
據するものであって, ネットワ-ク中心性と遺跡周圍の農業生産力, また, ある種の武力(寺擇薰は‘ク
ニグニの戰爭をへてイト國とナ國の座を勝ち得てきた共同體’,

‘軍事力’と表現する.58))等のファクタ-

にかならずしも依據するものではなかったことを示唆する. 要するに, 甕棺墓葬の共有される地域に, 埋
葬施設, 容器, 副葬品の內容等に現れた質的ㆍ量的差異に表象されるある種の成層的秩序は,
X)ネットワ-クの位相構造によって集落間に創發した中心性差異と , Y)‘外部’へのアクセスの獨占の
兩者の複合の結果みちびかれたものとして, 說明が可能であり, 上述のようなその他のファクタ-を介
在させる必要はかならずしもない.
これを整理すると, 以下のようになる.
1)社會の成層化は, 彌生Ⅱ期の分村によって生じた集落環境の差異を初期條件として創發た集
落の大小差と集落ネットワ-クの位相構造, それらに基づく, 大型化した集落の‘中心化’を契機として
生じた.
2)大規模集落における集住の集約的發達は, それを維持する機序を必要とし, 當初は共ㆍ協同
性, 平等性の强化ㆍ制度化をそのモ-ド(=‘共同性モ-ド’)とし, その後 , コミュニケ-ション構造の成

58) 寺擇 薰, 日本の歷史 第2卷 : 王權誕生, 講談社,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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層化(特定人物ㆍグル-プの發話ㆍ判斷の優位の所與化=‘成層化モ-ド’)へと移行を開始したと考
えられる.
3)漢四郡の設置に起因する本格的‘外部’の分節と, その媒介の表象としての, 威信財的副葬品
アセンブリッジの出現に强く刺激されつつ, コミュニケ-ションの接續領域の廣域化と複合して‘成層化
モ-ド’への移行が開始された. この動きのなかで現れた, 副葬品アセンブリッジに表象される地域間/
集團間成層は, X)生成した集落ネットワ-クの位相構造により創發する中心性差異=コミュニケ-ショ
ン媒介者としての位置價の差異と, Y)‘外部’へのアクセスの獨占の複合によりみちびかれたものとして
說明できる.
4)成層的コミュニケ-ション構造への移行の開始以降も, 共ㆍ協同性と平等性の表象は, ‘大型建
物’の建て替えにより反復的强化ㆍ物象化の對象となる集合的死者/祖靈イメ-ジの肥大というかたち
で 維持ㆍ支持されつづけた. すなわち, ‘共同性モ-ド’も存續ㆍ洗練された. これは, ‘成層化モ-ド’
のみによるコミュニケ-ションの維持が困難であったことによるものと考えられる.
西日本に視點を移すと, 瀨戶內海一圓の主要平野, 東海岸の諸平野, 濃尾平野西部は, 大型
建物ホライズンを構成するとともに59), 强度の强弱はあるものの, いずれも分村現象が觀察され, 彌生
中期において, 北部九州に創發した諸條件に類似した狀況が進行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 周溝墓な
群在するが, それらがしばしば系列に整理されることはすでに多く指摘されるところである. 60) また,
個々の系列構成する周溝墓間に規模の大小があることや, 比較的大規模な周溝墓を含む系列が,
墓地內において集中する傾向を示す場合があることも指摘されている.61) これらは, 特定單位のある
種の‘强勢化’を示唆するが, そのような强勢化が繼續する(例えば大型方形周溝墓がいくつも集まっ
て延々たる 系列を構成する)場合が少なかったことは, 北部九州地域における埋葬系列=系譜的單
位の不安定62)と構造的に類似する. すなわち, 周溝墓設定/建設時には‘强勢化’への條件が存在
しても, それが安定的に再生産されず, 一般的單位にもどる. すなわち, ある種の‘ビッグマンㆍシステム
的(達成的achieved)成層化モ-ド’と, 大型建物に表象される‘共同性モ-ド’63)の複合による, 集落
59) 廣瀨和雄ㆍ伊庭 功, 弥生の大型建物とその展開, サンライズ出版, 2006.
60) 寺擇 薰, ｢靑銅器の副葬と王權の形成 : 北部九州と近畿にみる階級形成の特質(Ⅰ)｣, 古代學
硏究 121, 1990.
61) 寺擇 薰, ｢靑銅器の副葬と王權の形成 : 北部九州と近畿にみる階級形成の特質(Ⅰ)｣, 古代學
硏究 121, 1990.
62) 溝口孝司, ｢福岡縣甘木市栗山遺跡C群墓域の硏究 : 北部九州弥生時代中期後半墓地の一例の
社會考古學的檢討｣, 日本考古學 2, 1995.
63) 森岡秀人, ｢弥生集落の新動向(Ⅸ) : 小特集 ‘大和ㆍ和泉地域における集落の樣相’によせて｣,
みずほ,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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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大規模化, 人ㆍ物財ㆍ情報の流通量增大への對應が機能的に選好さ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 い
いかえるならば, 集團內ㆍ間關係/コミュニケ-ションの媒介の必要の增大に對して, 西日本一圓にお
いては, ‘共同性モ-ド’の强化ㆍ形式化による機能的對應が選好された. それは, 流通量增大による
社會關係の‘有機的連帶化’傾向の發現によって, ‘成層化モ-ド’の選好傾向(加美遺跡1號方形周
溝墓などに示される)を生み出してはいたが, それが形式化する條件64)は, 樂浪郡等の, ‘他者’として
の古代帝國との定期的接觸機會をもった北部九州地域以外では開花しなかったといえよう.

Ⅴ.
以上でしめしたとおり, 彌生Ⅳ期までの西日本における社會の成層化は, 本源的に, 共/協同性の
喚起に媒介されて再生産されるような, ゆるやかなものであったと同時に, 北部九州地方における單位
地域の中心的大規模集落間に生じた成層的關係は, 三雲ㆍ須玖集落(殊に前者)による, ‘外部’
へのアクセスの獨占にも, 强く促されるものであった. ゆえに, ‘外部’たる前漢帝國がゆらぎ, それとのコ
ンタクトの物象化として葬送コミュニケ-ションに動員された副葬品アセンブリッジへの前漢物財の供給
が滯ると, この位相の成層化はゆらぐこととなる. 彌生Ⅳ期末からⅤ期前半にかけての, 西日本一圓
に認められる集落システムの動搖65)は, 王莽新の建國による漢帝國の周辺統合體經營方針の變
容に起因するものと思われる.66) このような事態を經て, 後漢帝國の再興とともに, ネットワ-クも復活を
とげる. このことは, 繰り返しとなるが, 生成した成層化傾向の脆弱性を示唆するものであるが, Ⅴ期後
半以降, 增大するコミュニケ-ションㆍ物流, また, 金屬器生産の擴大に象徵される外部依存財の流
通の擴大は, ノ-ドどうしが, 交涉や互酬關係の設定等をつうじて相互關係を調整しあうようなネットワ
-クのスケ-ルの擴大とノ-ド間關係の‘有機的連帶’化傾向の深化をうながしたと考えられる. このこと
は, 例えばⅤ期後半にいたって比惠ㆍ那珂遺跡等でみられるようになる近畿中樞部系土器などが示
す人的移動の活潑化等に如實にあらわれている. また, この時期にいたって, 千塔山遺跡に示される
ように, 出自集團分節(リネ-ジないしはサブㆍリネ-ジ)規模の集團が, 集落內において, 埋葬コミュニ

64) Mizoguchi, K. An archaeological history of Japan, 40,000 BC to AD 700.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2.
65) 小澤佳憲, ｢弥生集落の動態と劃期 : 福岡縣春日丘陵域を對象として｣, 古文化談叢44, 2000.
久住猛雄, ｢弥生時代後期の福岡平野周邊における集落動態(1) 近年の硏究動向の批判的檢討
から｣, 市史硏究ふくおか 5, 2010.
66) 溝口孝司, ｢弥生社會の組織とカテゴリ-｣, 弥生時代の考古學 8, 同成社,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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ケ-ションのみならず日常コミュニケ-ションにおいても一般層から分離され, そのコミュニケ-ションは集
落規模の生産物の管理ㆍ分配も含まれるような, 明示的成層化傾向が生じてくる.67)
同時に, 葬送コミュニケ-ションにおいては, 成人(男女) 4∼5體, 乳幼兒/小兒 2∼3體を被葬者と
する區畵墓Ⅲ(圖 2)68)の廣域出現と, 埋葬そのものの減少に示されるように, 一般層への, ある種の
‘奢侈禁止69)’をおもわせる事態が表裏一體に進行する. 區畵墓Ⅲにおける乳幼兒/小兒は, 小規模
ながら成人同樣の施設(多くの場合石棺)に埋葬される場合が多く, それらの地位が, 生得的なそれ
(ascribed

status)になったことを示唆

する.70) このことは, 埋葬そのものの減少
とあいまって, 特定出自集團分節(リネジ/サブㆍリネ-ジ)の上位層としての明
瞭な表示(圖 2ㆍ10)と葬送コミュニケションㆍシステムの上位層と下位層のそ
れへの明瞭な分化の表徵として理解す
ることが可能である. 區畵墓Ⅲは, 中心
的大型集落の一隅に複數が形成され
る場合(例 : 井原鑓溝71), 向田72))が

圖 10. 彌生Ⅴ期から古墳時代開始期にかけての
集落ㆍ墳墓構造, 社會組織の變遷

67) 武末純一, ｢倉庫の管理主體｣, 兒嶋隆人先生喜壽記念古文化論叢, 1991.
溝口孝司, ｢墓地と埋葬行爲の變容 : 古墳時代の開始の社會的背景の理解のために｣, 古墳時
代像を見なおす : 成立過程と社會變革, 靑木書店, 2000.
68) 溝口孝司, ｢カメ棺墓の移り變わり｣, 平成10年度福岡市博物館特別企劃展 : 弥生人のタイム
カプセル, 福岡市博物館, 1998.
, ｢北部九州の墓制｣, 季刊考古學 67, 1999.
, ｢墓地と埋葬行爲の變容 : 古墳時代の開始の社會的背景の理解のために｣, 古墳時
代像を見なおす : 成立過程と社會變革, 靑木書店, 2000.
親族組織內容については下記論文を參照.
田中良之, 古墳時代親族構造の硏究, 柏書房, 1995.
69) 溝口孝司, ｢弥生時代の社會｣, 現代の考古學6 : 村落と社會の考古學, 朝倉書店, 2001.
70) 溝口孝司, ｢カメ棺墓の移り變わり｣, 平成10年度福岡市博物館特別企劃展 : 弥生人のタイム
カプセル, 福岡市博物館, 1998.
, ｢北部九州の墓制｣, 季刊考古學 67, 1999.
, ｢墓地と埋葬行爲の變容 : 古墳時代の開始の社會的背景の理解のために｣, 古墳時
代像を見なおす : 成立過程と社會變革, 靑木書店, 2000.
, ｢弥生時代の社會｣, 現代の考古學6 : 村落と社會の考古學, 朝倉書店, 2001.
71) 江崎靖隆ㆍ楢崎直子, 三雲ㆍ井原遺跡, 前原市敎育委員會, 2006.
72) 毛利哲久(編), 穂浪地區遺跡群4, 穗波町敎育委員會,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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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る一方, 中心的大型集落を構成する居住集團が個別に區畵墓Ⅲを形成する例(須玖唐梨73),
三雲寺口74))や, 中ㆍ小規模集落中の有力居住集團が區畵墓Ⅲを形成する例(千塔山75))もあり,
樣相は複雜化する.(圖 10) 中心的大型集落一隅の複數基の區畵墓Ⅲには, 集落を構成する複
數の上位リネ-ジ成員が埋葬されている可能性が高いであろう. しかし, 地域社會を構成する中ㆍ小
規模集落の有力リネ-ジ成員が, Ⅲ期, Ⅳ期の區畵墓被葬者の場合と同樣, ここに葬られている可
能性もある. いずれにせよ, 中心的大型集落の有力リネ-ジ成員を頂點としつつ, 大型集落と, 中ㆍ
小型集落を橫斷するクラン的ソダリティ內部でもリネ-ジ單位の分節の明瞭化と成層化が進展し, 集
落を橫斷し, 地域社會全體を單位とする成層化が開始された可能性が高い.(圖 10) 區畵墓Ⅲを
形成しえる位置を確立したリネ-ジは,

相互にエリ-トㆍコミュニケ-ションㆍシステムを構成ㆍ共有する

だけの安定性の獲得を通じて上位ソダリティ化していった可能性もある.76) すなわち, 中心的大型集
落の有力リネ-ジと, 中ㆍ小規模集落の有力リネ-ジが, 同一ソダリティを構成するような場合である.
これには, 實體的な場合(有力リネ-ジが實際に同一クランに屬する場合)と擬制的場合(各有力リネ
-ジがエリ-トㆍコミュニケ-ションㆍシステムの共有を通じてクラン的なソダリティを形成する場合)の兩
者がありえるが, 實證的檢討はむずかしい. いずれにせよ, リネ-ジ單位の明瞭な分節と上位ソダリティ
形成が,

コミュニケ-ションㆍシステ

ムの廣域化ㆍ複合化と相互媒介
的に進行し, それによって, 生起頻
度の低い廣域コミュニケ-ション接
續の負擔の輕減がさらに相互媒介
的に進行して, 廣域コミュニケ-ショ
ン複合を機能的に支えることとなった
圖 11. 彌生Ⅴ期後半(A), Ⅵ期∼古墳時代開始期(B)
のネットワ-ク(本文參照)

ことは確實であろう.77)

春日市敎育委員會, 須玖唐梨遺跡, 1988.
福岡縣敎育委員會, 三雲遺跡Ⅳ, 1983.
中牟田賢治(編), 千塔山遺跡, 基山遺跡發掘調査團, 1978.
溝口孝司, ｢墓地と埋葬行爲の變容 : 古墳時代の開始の社會的背景の理解のために｣, 古墳時
代像を見なおす : 成立過程と社會變革, 靑木書店, 2000.
77) 溝口孝司, ｢墓地と埋葬行爲の變容 : 古墳時代の開始の社會的背景の理解のために｣, 古墳時
代像を見なおす : 成立過程と社會變革, 靑木書店, 2000.
Mizoguchi, K. An archaeological history of Japan, 40,000 BC to AD 700.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2.
, Nodes and edges : a network approach to hierarchisation and state formation in
Japan,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28-1, 2009.

73)
74)
75)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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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それでは, 近畿中樞地域(河內平野ㆍ奈良盆地)は, 後續する古墳時代にむけて, エリ-トㆍコ
ミュニケ-ションㆍネットワ-ク中においてなぜ中心化したのか?
そのような觀點から, Ⅴ期後半期, Ⅵ期∼古墳時代初頭のそれぞれのフェイズについて, 列島外
部(“Mainland Asia” : 圖 11-AㆍBグラフ中のA, 以下同), 北部九州地域(筑紫 : B), 山陰
中部地域(出雲 : C), 中部瀨戶內北岸地域(吉備 : D), 山陰東部地域(丹波 : E), 東部瀨戶
內南岸地域(讚岐ㆍ河波 : F), 近畿中樞部(河內ㆍ大和 : G), 北陸地域(越 : H), 東海地域
(尾張 : I), 東海以東地域(J)をノ-ドとして設定し, おもに土器ㆍ付帶情報の移動ㆍ擴散に基づい
てエッジの認定(圖 11-A : 彌生Ⅴ期後半, B : Ⅵ期∼古墳時代初頭)と隣接行列を作成して, そ
れぞれのネットワ-ク中心性を計算し(圖 12∼16 : Ⅴ期後半, 17∼21 : Ⅵ期∼古墳時代開始期,
各中心性の上位5位までを圖中網掛けした), その變化の樣態を分析した.78)

圖 12∼21. ネットワ-ク中心性ランキング
(圖 12∼16 : 彌生Ⅴ期後半, 圖 17∼21 : 彌生Ⅵ期∼古墳時代開始期)
78) 分析の詳細はMizoguchi, 2009を參照. 以下の敍述も初出は上記文獻であるので, 以下の記述に
關する引用はこちらによられたい. 結果の解釋については下記の論文と一部重複する.
溝口孝司, ｢墓地と埋葬行爲の變容 : 古墳時代の開始の社會的背景の理解のために｣, 古墳時
代像を見なおす : 成立過程と社會變革, 靑木書店, 2000.
Mizoguchi, K. An archaeological history of Japan, 40,000 BC to AD 700.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2.
, Nodes and edges : a network approach to hierarchisation and state formation in
Japan,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28-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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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の結果は以下のごとくである.
1) 彌生Ⅴ期∼古墳時代初頭に一貫して, 近畿中樞部と筑紫の中心性が高く, 出雲, 吉備がこ
れに次く. 彌生Ⅴ期においては, 計算式によっては, 出雲が近畿ㆍ筑紫より上位にくる場合もある.
2) 彌生Ⅵ期∼古墳時代初頭になると, 出雲ㆍ吉備, ことに吉備の位置が低下し, これらにかわっ
て, 尾張ㆍ越などが上位にはいる計算式がでてくる.
以上は, まず, 近畿中樞部の中心性が, 創發したネットワ-ク=コミュニケ-ションㆍシステム中におけ
る最高の‘媒介者’としての位置に基づくことを示す. このことは, 近畿中樞部の中心化が, 鐵などの生
活必需財の獨占の結果ではあり得ない79)という, 最近の考古學的成果とも整合する. すなわち, あら
たに生成した廣域ネットワ-ク中における, 近畿中樞の, 最高の媒介者としての位置價(topological
value)がまず創發し80), その媒介=物財ㆍ人の交換を含む廣域化したコミュニケ-ションの接續のた
めの‘參照點’ㆍ‘媒介’として, あらたな‘威信財’セットの創出と配布ㆍ受容が生起し, それに促されて,
生活必需財=鐵素材ㆍ製品等の流通ㆍ配布の中心化へのドライブ, また, 各ソダリティ上位層單位
相互間の競爭へのドライブがかかったのであろう. このように考えれば, 各地における開始期前方後
圓墳ㆍ後方墳の飛적び地的, ないしは偏った分布や, 多數分布も說明が可能となろう.
考古學的に確認される吉備ㆍ出雲の相對的位置づけの低下や, 尾張ㆍ越の位置づけの相對
的上昇(圖 17∼21)などをも, ネットワ-ク中心性の動向が反映している81)ことは, 彌生ㆍ古墳過渡
期の地域間關係の多くが,

廣域化ㆍ複合化するコミュニケ-ションㆍネットワ-クの構造そのものに規

定されるものであったことを示す. そのような意味で, 古墳時代開始期の葬送コミュニケ-ションㆍシステ
ムの再生産が‘儀禮管理82)’によって可能とされたと考えるか, ‘儀禮共有’によりその再生産が媒介され
た83)と考えるか, という問いをたてれば, 答えは後者である蓋然性が高い. なぜなら, 近畿中樞部の優
79) 村上恭通, ｢鐵器生産ㆍ流通と社會變革｣, 古墳時代像を見なおす : 成立過程と社會變革, 靑
木書店, 2000.
80) その意味で, 近畿中樞部(河內湖南岸地域ㆍ大和盆地)の社會組織が, 他に先行して特異にその
複雜化ㆍ成層化を進展させていたことは, 因果的には必要ない. 形成された光域ネットワ-ク
中における位置價の擔い手として, 他のノ-ド(上述B∼J)との特質な構造があれば, 古墳時代
開始期における近畿中樞部の中心化は可能であった.
溝口孝司, ｢墓地と埋葬行爲の變容 : 古墳時代の開始の社會的背景の理解のために｣, 古墳時
代像を見なおす : 成立過程と社會變革, 靑木書店, 2000.
Mizoguchi, K. Nodes and edges : a network approach to hierarchisation and state
formation in Japan,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28-1, 2009.
81) Mizoguchi, K. Nodes and edges : a network approach to hierarchisation and state
formation in Japan,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28-1, 2009.
82) 福永伸也, ｢古墳の出現と中央政權の儀禮管理｣, 考古學硏究 46-2,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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位そのものは, 同地域のネットワ-ク中心性の創發に規定されたものだったからであり, また, そのことに
よって, 結果として近畿中樞部で開發された‘威信財’が象徵的コミュニケ-ションㆍメディアとして配布
されたとしても, それを用いる側には, システムの廣域化ㆍ複雜化によって困難化したコミュニケ-ション
の接續維持を容易化する, というモ-テイベ-シヨンが存在したからた.
ネットワ-ク構造が異なれば, 例えば, 瀨戶內海がなかったならば, ことなる中心性順位が創發し,
近畿中樞部以外の地域が中心化していたかもしれない. そのような意味で, 當該段階での近畿中樞
部の中心性は, まさに, その高い媒介者的位置に起因して創發출したものであって, 他のノ-ドの擧動
への實體的關與は‘强い影響力’程度のものにとどまっていたであろうと推測するのが妥當である.84)
上位層ソダリティの形成, アクタ-としての上位層リネ-ジの明確化と相互競爭, それらが促したネット
ワ-ク廣域化, その維持の機能的必要性の增大, そして, その中における新たなネットワ-ク中心性差
異の創發が相互媒介ㆍ促進して85), 古墳時代ははじまった.86)

83) 溝口孝司, ｢墓地と埋葬行爲の變容 : 古墳時代の開始の社會的背景の理解のために｣, 古墳時
代像を見なおす : 成立過程と社會變革, 靑木書店, 2000.
Mizoguchi, K. An archaeological history of Japan, 40,000 BC to AD 700.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2.
, Nodes and edges : a network approach to hierarchisation and state formation in
Japan,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28-1, 2009.
84) 溝口孝司, ｢墓地と埋葬行爲の變容 : 古墳時代の開始の社會的背景の理解のために｣, 古墳時
代像を見なおす : 成立過程と社會變革, 靑木書店, 2000.
85) 溝口孝司, ｢墓地と埋葬行爲の變容 : 古墳時代の開始の社會的背景の理解のために｣, 古墳時
代像を見なおす : 成立過程と社會變革, 靑木書店, 2000.
Mizoguchi, K. An archaeological history of Japan, 40,000 BC to AD 700.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2.
, Nodes and edges : a network approach to hierarchisation and state formation in
Japan,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28-1, 2009.
86) 開始期ㆍ前半期古墳は, 組織システム間關係/コミュニケ-ション維持機能の‘共同性モ-ド’と
‘成層化モ-ド’の兩者の融合的體現ㆍ物象化の頂点であった. ‘古墳技術複合’(古墳の建設ㆍ古
墳へのエリ-トの埋葬をめぐっておこなわれ, それに媒介される種々の勞動ㆍコミュニケショの統合的總體)は, 一定以上に廣域化ㆍ複雜化したコミュニケ-ショㆍシステムの接續維
持のために選好されたテクノロジ-であって, それが新たなテクノロジ-(‘官僚制技術複合’)に
進化的に交代するまでは機能し續けた.
本報告直前に, 岩永省三, ｢彌生時代における首長層の成長と墳丘墓の發達｣, 九州大學綜合硏
究博物館硏究報告 8, 2010を入手することができた, 殊に本報告のⅤㆍⅥにあたる部分を丹
念に檢討された勞作である. 本報告で言及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が, 筆者の旣存論文を基本
的に依據した本報告ⅤㆍⅥの內容に變動の必要はないものと考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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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혁
연번

기 간

내 용

1

2011. 4. 6 ~ 2013.

가야고분 축조기법 연구 용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

2012. 2. 10 ~

학술교류협정 - 중국 복건성삼명대학교
-한ㆍ중 문화학술교류

2. 간행물
1) 학술지
연번

서명

발행처

발행일

16號

東亞文化 16號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14.

17號

東亞文化 17號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14. 12

6

2) 발간보고서
연번

보고서명

80집

함안 봉성리 청동기시대 무덤군

81집

밀양 미전리 복합유적Ⅲ

82집

함안 말산리 생활유적

발행처

발행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東亞細亞文化財硏究
미전지구농공단지협동화(주)
東亞細亞文化財硏究
함안군
東亞細亞文化財硏究

2014. 5
2014. 6
2014. 11

연보 및 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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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활동
1) 학술교류
교류기관

교류기간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2007. 4. 23 ~

일본 사이타마대학교
교양학부 및 대학원

2008. 5. 15 ~

상 동

일본 유기제작
기술연구회(토야마대학)

2008. 8. 22 ~

상 동

중국 북경사범대학교

2009. 4. 7 ~

상 동

일본 국립역사민속 박물관

2009. 5. 29 ~

상 동

2010. 12. 29 ~

<경남지역 고려~조선시대 분묘 공동학술
조사>
1) 대상: 고려~조선시대 주요 분묘 중 지정
문화재 35개소
2) 내용: 사진 촬영, 3D 스캔을 활용한 현지
조사 및 피장지와 관련된 문헌조사를 통
한 중근세 분묘의 기초현황자료 구축
3) 2013년 학술보고서 발간예정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4. 6 ~ 2013.

중국 복건성삼명대학교

2012. 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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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내용
1) 교원ㆍ연구원ㆍ학생 교류
2) 공동연구 계획 및 실시
3) 학술자료 간행물 및 정보 교환

<가야고분 축조기법 연구>
1) 대상: 가야권역내 고분
2) 내용: 가야권역내 고분 집성 및
유형분류
3) 2013년 발간예정
1) 한ㆍ중 문화학술교류
2) 연구자의 정기적인 상호방문
3) 문화ㆍ예술ㆍ언어ㆍ학술방면

규
정
및
심
사

학술지 발간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의 학술지인 동아문화의 투고, 심사, 편집 등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
동아문화의 투고, 심사, 편집에 관한 모든 업무는 편집위원회가 관장한다.
제3조 (발간일자)
동아문화의 발행은 매년 2회로 정하며, 발행일은 6월 25일, 12월 24일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동아문화의 편집과 논문심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
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공분야에 대한 업적이 인정되는 자 중에서 연
구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투고논문에 대한 1차 심사
2)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3)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게재여부 판정
4) 기획논문의 집필의뢰
5) 기타 학술지 편집에 관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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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논문 심사)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해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아
세아문화재연구원의 학술활동에 특별히 기여할 수 있는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
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연구윤리)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동아문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8조 (저작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 귀속된
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제9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 (부칙)
본 규정은 2010년 6월 30일부터 발효한다.

제정 : 2008년 6월 15일
개정 : 2010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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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논문 심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의 학술지인 동아문화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심사위원)
1) 심사위원은 동아문화 편집위원 전원 및 접수된 논문과 동일 또는 근접한 학문
분야를 전공하는 외부 학자들 중 소수를 편집위원회 결의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편당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심사위원은 원고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고논문 심사결과 보
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심사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3조 (심사 절차 및 기준)
1) 심사대상은 편집위원회가 공고한 모집기한까지 본원에 제출된 원고에 한한다.
2)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집필을 의뢰한 기획원고와 비평논문 및 서평 등은 일
부의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연구 주제ㆍ분야ㆍ체제ㆍ분량ㆍ논지의 적 합성 여부
를, 2차 심사는 해당 분야 심사위원이 연구 방법ㆍ내용의 적합성과 독창성ㆍ논리
전개의 학술성과 객관성 및 학계 기여도 등 학문의 종합적 성격을 각각 판정하
며, 3차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1~2차 ｢투고논문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게
재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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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심사 결과 판정)
1) 편집위원회는 1차 논문 심사를 통해 게재 가부를 결정하며, 2차 심사를 맡은 심
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적 객관성을 심사하여 ｢투고논문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
(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2) 심사위원은 수정 내용과 게재 불가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2차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1) B등급 이상인 경우: 게재
(2) C나 D등급이 하나인 경우: 수정후 재심사하여 B등급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게재
(3) C나 D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 게재 불가
제5조 (심사 결과 통보)
1) 편집위원회는 투고 원고의 게재 여부를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2차 심사 결과 심사위원의 수정 제의가 있는 경우 투고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정 거부 사유서를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
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정 : 2008년 6월 15일
개정 : 2010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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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논문 심사결과보고서
심사논문 제목
성명
소속

심사위원

연락처
전 공

1. 평가 내용 : A)우수 B)보통 C)미흡 D)많은 문제점이 있음
분야

평가
A B C D

세부 평가 항목

가.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며, 제목이 관련분야의 주제로 적절
한가?
Ⅰ. 논문의
나.
목차와 분량은 적절한가?
체계와 논지
다. 일관된 논지를 갖추고 있는가?
라. 전문적인 연구논문의 내용을 갖추었는가?
마. 기존 연구성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Ⅱ. 논문의
내용

바. 기존 연구와 다른 독창적 내용을 담고 있는가?
사. 사료의 인용과 해석이 정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아. 논리전개는 비약이나 왜곡이 없으며, 객관적인가?
자. 사용된 용어나 개념은 정확한가?
※ 해당되는 곳에 ‘○’나 ‘V’를 표시해 주십시오.

2. 종합평가
A. 게재 가능

B. 수정 후 게재

C. 수정 후 재심사

D. 게재 불가

※ 해당되는 곳에 ‘○’나 ‘V’를 표시해 주십시오.

3. 종합판정 B, C의 경우는 구체적인 지적 사항이나 수정의 방향을, D의 경우는 판정
이유를 다음 장의 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심사결과 보고서는 심사의견서와 함께 우송(또는 E-Mail로 전송)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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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견서

1. 선행 연구의 소개ㆍ비판과 연구의 독창성

2. 연구 방법ㆍ내용 및 논지 전개의 타당성(제목과 목차 설정의 타당성 포함)

3. 자료 활용의 적절성(새로운 자료의 활용 및 기존 자료의 새로운 해석)

4. 기타 수정 사항

5. 연구 결과의 학계 기여도와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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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거부 사유서

심사논문 제목
투고자

성명

연락처

소속

제출일시

수정거부 사유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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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文化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의 학술지인 동아문화에 학술 연구 및 연구
논문을 발표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 및 기준을 규정하여
진정한 학술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저자는 자신이 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마치 자신의 연구결과나 주장
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2)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
의 독창적인 주장인지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
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이중게재

①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
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게재에 해당한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데이
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이중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 이중게
재는 일반적으로 논문의 경우만 해당하며,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일반 학술지에 짧은 서간 형태(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의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 데이터를 추가 또는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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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
계나 어떤 선입견 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
게 취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
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4조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한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
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
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
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의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 2009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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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작성 요령
1) 본문은 한글세대가 읽을 수 있는 쉬운 한국어로 풀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문의 번호는 Ⅰ(로마자), 1(아라비아), 1), (1), ①의 순으로 한다.
3) 글자의 크기는 논문제목을 15호, 각 장의 소제목을 13호로 한다.
4) 연대는 서기로 하고 왕조년으로 표기된 연도일 경우에는 서기를 ( )속에 표기한다.
예 : 順治14년(1657), 민국 44년(1955), 선조원년(1567), 고종원년(1862)
5) 인물의 경우 생몰연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로 표시한다.
6) 문안의 작성은 ｢글 2002｣ 이상으로 작성한다. 글씨체는 바탕 10.5 Point, 줄 간격
은 160으로 작성하며, 사료는 10 Point, 들여쓰기 10칸 정도로 하고, 각주는 9 Point
로, 줄간격은 130으로 한다.
7) 한자병기의 경우 괄호 표시는 한글 명칭과 한자음이 동일한 경우에는 ( )로, 일치
하지 않는 경우는 [ ]로 표기한다.
8)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문교부 고시 제 88-1호: 1988.1)을 따른다.
9) 본문과 각주의 書名은  , 편명이나 단편 글, 논문명은 ｢ ｣, 인용문은 “ ”, 작은
인용문은 ‘ ’, 강조는 < >, 중간점은ㆍ등으로 표기한다.
10) 원고는 논문이 게재된 CD 1매와 출력본 1부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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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재한다.
(1) 저서의 경우: 저자, 책명, 출판사, 출판년도 순
(2) 논문의 경우: 저자, 논문명, 게재지(간행처), 게재년도 순
12) 잘 알려진 사서의 경우에는 저자명을 생략한다.
13) 참고문헌의 순서는 한국, 중국, 일본, 비한자문화권 순서로 하고, 1차 자료를 최우
선으로 기재한다. 논문과 단행본은 구별 없이 연도순으로 한다.
14) 논문 등에 부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목 뒤에 콜론( : )을 쓰고 부제를 적는다.
15) 역주서의 경우 원저자를 역주자 다음의 ( )속에 병기하며, 원전과 역주서의 책명
이 다른 경우에는 역주서 다음의 괄호( )속에 원전도 병기한다.
16) 서명과 편명을 적을 때는 서명<편명>의 형식으로 한다.
예: 논어<술이>, 좌전<소공>, 삼국사기<신라본기>, 고려사<지리지>
17) 각주 항목의 저자명은 한국과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기 원어로 표기한다. 저자가
여러명일 경우 3명까지는 모두 열거하며, 동양인의 경우는 저자명 사이에 중간점

ㆍ을 찍어 구분하고, 서양인의 경우에는 2명이면 ‘◯◯and☆☆’의 형식으로 표기한
다. 4명이상일 경우 맨 처음의 저자명만 적되, 동양의 경우 ‘◯◯외’를, 서양의 경
우에는 ‘◯◯et al.’ 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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