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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남강유역은 청동기시대 전기간에 걸친 유구와 유물이 조사되어 시간적 변화양상
을 파악하기에 매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 중에 송국리문화의 주거형태인
송국리식주거지가 조성될 시점의 남강유역은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
게 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송국리식주거지의 변화양상과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
여 평면형태, 내부시설, 면적, 출토유물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평면형태는 장단축비와 외형적 특징을 통해 방형계와 원형계로 대별되
며, 중복관계와 배치양상 등을 통해 볼 때, Ⅰ형에서 Ⅳ형으로 의 순차적인 변화상
이 간취된다. 그리고 평면형태 Ⅲ형인 주거지가 조성되는 시점에 남강유역의 환호
취락이 최대 규모로 발전하였으며, 이후 원형계인 Ⅳ형으로 변화하며 점차 쇠퇴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시설은 AㆍBㆍCㆍD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평면형태를 참
고할 때, 평면형태가 Ⅰ~Ⅳ형으로 변화하면서 내부시설도 다양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타원형수혈 외측에 주혈이 배치된 C형이 평면형태 Ⅲ형 주거지에 가장
많이 채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주거지 면적은 소형ㆍ중형ㆍ대형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대체로 소형에서 중ㆍ대형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출토유물에
있어서는 지역색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데, 송국리식주거지가 조성되기 이전 시기
의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이중구연토기와 서부경남지역의 특징적인 토기인 횡침선
문토기가 공반되고 있다.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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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지난 1995년에서 1999년까지 진행
된 남강댐 수몰지구에 대한 발굴조
사결과, 구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
까지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종류의
유구와 유물이 출토되어 우리나라
선사ㆍ역사시대의 문화복원과 아울
러 청동기시대 연구에 있어 아주 중
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임이 밝
혀졌다.
남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은
크게 환호를 중심으로 형성된 2개
의 취락과 대규모 경작지, 수혈, 매
장유구 등이 확인된다. 이 중 환호
는 옥방 4지구를 중심으로 1개소와
옥방 1ㆍ7지구를 중심으로 1개소가
[도면 1] 남강댐 수몰지구의 문화유적

남강을 따라 동ㆍ서쪽에 양분되어
있다. 그리고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주로 환호 내측에 위치하며 환호 외측에 위치하는 주거지는 소수에 불과하다. 발굴
조사된 주거지는 총 400여동이며 청동기시대 조기와 전기에 해당되는 주거지는 약
30동 정도이나, 청동기시대 후기의 송국리식주거지는 방형계가 약 350여동, 원형계
가 약 20여동이다1). 이와 같이 남강유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조기에서 후기까지 전시
간대의 주거지가 나타나며, 앞서 언급한 2개의 환호취락이 중심이 되는 시간대는
청동기시대 후기의 송국리문화단계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남강유역의 청동기시
대 유적 중 대평ㆍ옥방지구에 위치한 8개 유적의 송국리식주거지 190동2)을 대상으
1) 국립진주박물관, 뺷청동기시대의 대평ㆍ대평인뺸, 2002.
배덕환, 뺷韓國 靑銅器時代 住居址 集成-慶尙南道-뺸, 취락연구회, 춘추각, 2004.
______, ｢청동기시대 환호취락의 전개양상｣, 뺷석당논총뺸 제39집,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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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특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및 남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의 조사현황
1. 선행연구
남강유역은 청동기시대의 대규모 환호취락과 다종다양한 형태의 유구와 유물이
조사되어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남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자료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대체로 송국리문화
또는 송국리식주거지의 연구에 따른 지역적인 특징이 파악하는 정도에 불과하였
다3).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03년 고민정4)이 발표한 논문이 주목된다. 그는 남
강유역의 시간적 배경을 유물상을 바탕으로 B.C 10세기를 전후한 시점에서부터 송
국리식 외반구연토기가 사용되는 B.C 5세기 무렵까지를 무문토기시대5) 전기에서
중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남강유역의 자연환경 및 유적의 입지
2) 송국리식주거지 190동은 총 370여동의 주거지 중에서 평면형태와 내부시설 등의 양상을 명확
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李健茂, ｢松菊里型 住居分類試論｣, 뺷擇窩許善道先生停年記念 韓國史論叢뺸, 一潮閣, 1992.
安在晧, ｢松菊里類型의 檢討｣, 뺷영남고고학뺸 11, 영남고고학회, 1992.
李弘種, 뺷靑銅器社會의 土器와 住居뺸, 서경문화사, 1996.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뺷진주 귀곡동 대촌유적뺸, 1998.
김지태, ｢송국리식주거지의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李宗哲, ｢南韓地域 松菊里型住居址에 대한 一考察｣,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김재호, ｢송국리식주거지의 구조와 분포권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한식, ｢우리나라 남부지역의 송국리식주거지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승옥, ｢용담댐 무문토기시대 문화의 전개과정과 특징｣, 뺷용담댐 수몰지구의 고고학뺸, 제11
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발표대회, 호남고고학회, 2003.
, ｢용담댐 무문토기시대 문화의 사회조직과 변천과정｣, 뺷호남고고학보뺸 19, 2004.
, ｢송국리문화의 지역권 설정과 확산과정｣, 뺷금강:송국리형 문화의 형성과 발전뺸, 호
남ㆍ호서고고학회 합동 학술대회, 2006.
,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 뺷한국고고학보뺸 60, 한국고고학회, 2006.
4) 고민정, ｢남강유역 무문토기문화의 변천｣,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5) 앞서 언급했듯이 ‘청동기시대=무문토기시대’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다. 연구사에서는 개별 연구자의 견해를 수용하여 무문토기시대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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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분석하고 경호강, 남강, 덕천강 유역에 이르는 무문토기시대 유적의 주거
지와 출토된 토기, 석기 등을 중심으로 분류를 시도하였다. 주거지는 평면형태와 내
부시설 등을 통해서 크게 3형식으로 분류하였는데, Ⅰ식은 板石部圍石式爐址가 설
치된 장방형주거지(ⅠA2식)와 無施設式爐址가 설치된 세장방형주거지(ⅠB1식), 장
방형ㆍ방형주거지(ⅠB2식)이며, Ⅱ식은 타원형수혈과 양주혈의 위치 및 유무에 따
라서 장방형ㆍ방형주거지(ⅡA2식, ⅡA3식, ⅡB2식, ⅡB3식, ⅡC2식, ⅡC3식)와 원형
주거지(ⅡA4식, ⅡB4식, ⅡC4식)로 구분된다. Ⅲ식은 노지나 타원형수혈이 없는 주
거지이다. 그리고 토기는 기종분류와 문양속성 검토를 통해 시간성과 지역성을 파
악하여 이중구연토기는 남강유역에 한정하여 출토되고, 횡침선문 적색마연토기는
파수부토기, 부리형석기와 함께 영남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로서 지역성을 반영하
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유형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여 선송국리유형에 대응하는
대평리유형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설정한 후, 절대연대자료 및 다른 지역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남강유역에서 4기의 단계를 설정하였다. 또한, 각 단계의 순차적인 변
화상과 중부지방, 동해안지방, 영남내륙지역과의 교류흔적을 추정한 바 있다. 새로
운 유형의 설정을 통해 지역적인 특징을 파악한 것은 좋은 시도였으나, 세밀한 분석
이 미흡하여 송국리식주거지 자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2. 남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와 환호취락
남강유역에서는 총 400여동의 송국리식주거지가 환호와 더불어 2개소의 환호취
락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송국리식주거지에 대한 분석에 앞서 환호취락의 양
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남강유역의 환호는 [도면 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옥방 4지구를 중심으로 1개소와 옥방 1ㆍ7지구를 중심으로 1개소가 남강
을 따라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 설치되어 있다6). 조사결과를 통해 볼 때, 옥방 4지
구와 옥방 1ㆍ7지구의 환호취락은 거의 동일시기의 취락으로 추정된다. 즉 옥방 1

ㆍ7지구는 하류 쪽에 환호취락을 형성하고 상류 쪽에 경작지를 배치하여 생계수단
6) 앞서 언급했듯이 남강유역의 환호취락은 동쪽과 서쪽을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本考에서는
환호취락의 입지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취락으로 임의 구분하였다.
◎동쪽 취락 - 어은 2지구, 옥방 5지구
◎서쪽 취락 - 옥방 1ㆍ2ㆍ3ㆍ7ㆍ8ㆍ9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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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삼았으며, 옥방 4지구
는 환호취락을 중심으로 옥
방 1지구 방향의 사행천이
꺾이는 부분까지를 경작지
로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곡류하는 사행천의 꺾
이는 부분과도 일치하며 부
근의 지형을 고려할 때도 충
분히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
다. 이럴 경우, 옥방 1ㆍ7지
[도면 2] 남강유역 환호의 배치양상

구와 4지구는 경작지를 서로
맞닿게 하여 경계를 나누어

각각의 취락을 영위하거나 공동으로 경작지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
정된다. 송국리식주거지는 환호의 내외측에 설치되었으나, 주로 내측에 위치하며
평면형태를 통해 볼 때, 방형계가 대부분이며 원형계는 소수이다. 또한, 원형계의
경우 옥방 1ㆍ7지구 환호취락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선후관계에 있어서도 환
호와 방형계주거지보다 늦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문
화의 전성기를 영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송국리문화시기의 환호취락에 조성된 송국
리식주거지의 특징과 변화상을 파악하는 것은 당시 문화를 복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연구방법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글에서는 남강유역에서 조사된 송국리식주거
지 약 190여동을 대상으로 평면형태, 내부시설, 면적, 출토유물 등을 분석하여 특징
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Ⅲ. 남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의 특징
주거지는 지상에 노출된 벽체와 지붕의 형태를 복원하여 외형을 검토하고 내부에
설치된 시설과 유물들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주거지의 잔존양상은 대부분 상부구조는 알 수 없으며, 바닥만 일부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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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원상복원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잔존양상이 추정가
능한 속성은 평면형태, 면적, 주혈의 배치양상, 노지 등의 내부시설의 형태, 외부에
나타나는 주구 또는 돌출구의 유무와 형태 등이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주거지의 형
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속성을 분류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그러므
로 본 글에서는 주거지의 보편적인 분류기준인 평면형태와 내부시설의 형태, 면적
을 대상으로 분류를 하고자 한다. 남강유역의 송국리식주거지는 평면형태상 세장방
형ㆍ장방형ㆍ방형 등의 방형계7)와 원형ㆍ타원형 등의 원형계8)로 구분되며, 타원형
수혈과 양주혈 등의 내부시설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주거지의 구조
와 용도 및 성격과 더불어, 시간적ㆍ지역적 특징 또한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평면형태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단축의
비율에 따라 1:1∼1.5:1미만인 경
우는 방형, 1.5:1이상∼2:1미만인
경우는 장방형, 2:1이상은 세장방
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원형
과 타원형의 경우, 주거지의 개
체수가 소수이고, 정형화된 형태
를 파악하기 어려운 관계로 원형
으로 통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도면 3] 남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의 평면형태

결과를 나타낸 것이 [표 1]이다9).

7) 방형계 중, 이른바 말각은 사전적으로 정의가 모호한 기준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타원형 또
는 부정형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말각이라는 개념은 제와하고 장단축비와 방
형이라는 사전적의미를 따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
8) 일반적으로 원형과 타원형을 명확히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 삼국시대 주거지의 경우, 평면형
태가 타원형인 수혈주거지의 지역적 분포와 구조적인 특징이 검출되기 때문에 타원형을 분류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청동기시대는 그 형태가 부정연한 것이 대부분이며 정연한 기준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본 글에서는 모호한 개념을 분석에 도입하여 해석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을 이용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9) 사전적으로 방형은 사각형, 장방형은 직사각형을 뜻한다. 현재 고고학계에서는 외형에 비중을
두어 분류하는 경향이 대부분으로 사전적인 의미에 충실하기 보다는 네모난 것, 넓고 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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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형 주거지

Ⅱ형 주거지

(어은2지구 15호 주거지)

(어은2지구 33호 주거지)

Ⅲ형 주거지

Ⅳ형 주거지

(옥방9지구 44호 주거지)

(옥방7지구 15호 주거지)

[도면 4] 남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의 평면형태

모난 것 등과 같이 눈으로 보았을 때, 인식하는 형태에 치중하여 분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발굴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유구의 속성표에서도 방형과 장방형 등의 분류는 명확한 기
준이 없이 이루어진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선행연구에 있어 개별연구자들마다 방형과 장
방형 등의 분류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비교검토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本考에
서는 전체 대상유구의 장단축비율을 통계화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수치를 통해 방
형, 장방형, 세장방형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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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남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의 각 평면형태별 분포비율
평면형태

분석가능
주거지수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

원형

I

II

III

IV

어은 2지구

45

3

6

36

0

옥방 1지구

26

2

1

19

4

옥방 2,3지구

23

0

2

21

0

옥방 5지구

50

0

7

41

2

옥방 7지구

19

0

4

7

8

옥방 8지구

14

0

0

14

0

옥방 9지구

13

0

2

11

0

총계

190

5

22

149

14

백분율

100(%)

2.6

11.5

78.5

7.4

유적

평면형태가 Ⅰ형(세장방형)인 주거지는 5동(2.6%)으로 매우 적으며, 어은 2지구와
옥방 1지구의 한정된 지역에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Ⅱ형(장방형) 주거지는 22
동(11.6%)으로 Ⅰ형 주거지에 비해 주거지 수는 증가하였지만, 내부양상과 출토유
물에서 Ⅰ형 주거지와 거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Ⅲ형(방형) 주거지는 분석가능 주
거지 총 190동 중에서 149동(78.5%)으로 ⅠㆍⅡ형 주거지에 비해 높은 분포비율을
보인다. 또한, 남강유역내 전 지역에서 Ⅲ형 주거지가 확인되기 때문에 남강유역 송
국리식주거지의 전형적인 형태로 추정가능하다. 이에 반해 평면형태가 원형인 Ⅳ형
주거지는 14동(7.4%)로 매우 적은 편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ⅠㆍⅡㆍⅣ형
주거지에 비해 Ⅲ형 주거지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평면형태를
방형계와 원형계로 대별할 때, 방형계 주거지의 비율이 92.6%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평면형태간 중복양상을 살펴보면, Ⅰ형과 Ⅱ형 주거지간에는 중복양상
이 나타나지 않는다. ⅠㆍⅡ형 주거지의 수가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수도 있
지만, ⅠㆍⅡ형 주거지 사이에는 큰 시기차 없이 거의 동일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Ⅲ형 주거지는 ⅠㆍⅡ형 주거지와 중복양상이 간취되는데, Ⅲ형
인 어은 2지구 31호 주거지가 Ⅱ형인 어은 2지구 32호 주거지의 북단벽을 파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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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었다. 또한, ⅡㆍⅢ형과의 중복양상 외에 Ⅳ형과의 중복양상이 보이는데, Ⅱ
형인 옥방 7지구 16호 주거지를 Ⅳ형인 옥방 7지구 15호 주거지가 파괴하고 조성되
었다. 이상을 통해 본 남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간의 중복양상은 ⅠㆍⅡ형 → Ⅲ형

→ Ⅳ형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양상은 시간성을 반영
하며, 기존의 송국리식주거지의 변화양상과도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 2]는 남강유역의 환호취락에서 나타나는 송국리식주거지의 평면형태
를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Ⅰ형 주거지의 경우 양 취락간의 분포비율은 동쪽이
3.1%, 서쪽이 2.1%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Ⅱ형 주거지는 동쪽 환호취락
에 비해 서쪽 환호취락에서 약간 높게 나타난다. 송국리식주거지 중에서 가장 많은
분포비율을 나타내는 Ⅲ형 주거지는 2개소의 환호취락에서 거의 동일한 분포비율
을 보이는데, 서쪽취락 81%, 동쪽취락 76%로 다른 평면형태의 주거지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미보고된 어은 1지구와 옥방 4지구의
보고가 이루어진다면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10). Ⅳ형 주거지의 분포비율은 서
쪽 환호취락의 경우 2.1%인데 반해, 동쪽 환호취락에서는 12.5%로 월등히 높은 비
율을 보인다. 서쪽취락의 Ⅳ형 주거지가 소형으로 주거지 수도 2동만이 검출된 것
을 감안하면, Ⅳ형 주거지의 중심지는 동쪽취락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방형계 주거
지에 비해 원형계 주거지를 기반으로 하는 취락의 규모가 확연히 축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11)
이상의 양상을 통해 볼 때, 대체로 ⅠㆍⅡㆍⅢ형의 방형계 주거지는 각 환호취락
에서 거의 동일한 비율로 조성되었으나, Ⅳ형 주거지는 동쪽 환호취락쪽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Ⅲ형 주거지들은 환호와의 중복양상을 감안할 때, 환
호를 비롯한 기타유구들과 동일시기로 추정되기 때문에 평면형태 Ⅲ형인 주거지가
설치되는 시점이 남강유역 환호취락의 최대 전성기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평면
형태가 Ⅳ형인 주거지들의 분포위치가 주목된다.

10) 배덕환, 뺷韓國 靑銅器時代 住居址 集成-慶尙南道뺸, 춘추각, 2004.
11) 원형계 주거지의 경우, 발굴조사결과를 토대로 범위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범위를 파
악할 수는 없었다. 현재로서는 원형계 주거지가 조성된 지역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차후 이
와는 다른 양상이 확인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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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남강유역 환호취락과 송국리식주거지의 평면형태 분포비율
평면형태
환호
취락

서

동

유적

주거지 수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

원형

I

II

III

IV

어은 2지구

45

3

6

36

0

옥방 5지구

50

0

7

41

2

총계

95

3

13

77

2

100(%)

100

3.1

13.8

81

2.1

옥방 1지구

26

2

1

19

4

옥방 2ㆍ3지구

23

0

2

21

0

옥방 7지구

19

0

4

7

8

옥방 8지구

14

0

0

14

0

옥방 9지구

13

0

2

11

0

총계

95

2

9

72

12

100(%)

100

2.1

9.4

76

12.5

[도면 5] 방형계 주거지와 원형계 주거지의 분포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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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 취락의 경우 연접한 옥방 1지구와 옥방 7지구에서 확인된 Ⅳ형 주거지가 12
동으로 서쪽 취락의 옥방 5지구에서 확인된 Ⅳ형 주거지 2동과 비교할 때, 주거지
수와 규모, 형태 등에서 차이가 확인되기 때문에, Ⅳ형 주거지의 중심지역이 동쪽
취락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쪽 취락내에서 Ⅳ형 주거지의 중복양상과 분포위
치를 살펴보면, Ⅲ형 주거지와는 시간적ㆍ공간적 차이가 간취된다. Ⅲ형 주거지는
옥방 1ㆍ7지구를 따라 이어진 이중환호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반해, Ⅳ형 주
거지는 환호를 중심으로 하는 배치양상이 아닌 기존의 Ⅲ형 주거지의 분포권에서
남서쪽으로 이격된 지점에 조성되어 있다.

2. 내부시설
일반적으로 송국리식주거지의 가장 큰 특징은 주거지 내부에 설치된 타원형수혈
과 주혈의 배치로서 1차적인 분류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타원형수혈의 기
능은 출토유물과 내부양상 등을 근거로 생업도구를 제작, 보수, 보관하는 작업공 또
는 작업을 위해 물을 모으는 집수구나 화덕의 역할 등 다양하게 파악되고 있다12).
이 중, 남강유역송국리식주거지의 타원형수혈에서는 숫돌과 각종 지석, 석재의 박
편과 미완성석기 등이 확인되고, 석재의 마연과 관련된 흔적이 검출되기 때문에 석
기를 만들기 위한 작업용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어떤 것을
제작했는지의 여부와 어떤 방
식으로 타원형수혈을 이용하
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차
후 자료가 좀 더 축적되어야
정연한 용도와 성격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도면 6] 내부시설의 분류

상과 같은 점을 참고로 하여

12) 김규정, ｢송국리식주거지내 타원형구덩이 기능 검토｣, 뺷硏究論文集뺸 제2호, 호남문화재연구
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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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리식주거지를 분류하는데 있어 중요한 속성인 타원형수혈과 주혈의 배치양상
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글에서는 타원형수혈과 주혈의 배치양상을 평면형태와 단면형태를 기준으로
검토하여 크게 4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도면 6]에 제시된 것과 같이 주혈 없이 타
원형수혈만 설치된 것을 A형, 주혈이 타원형수혈의 내측에 위치하는 것을 B형, 주
혈이 타원형수혈의 외측에 위치하는 것을 C형, 타원형수혈은 없지만 주혈만 설치된
것은 D형으로 설정하였다13).
[표 3] 남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 내부시설의 설치비율
유적

주거지 수

어은 2지구

형식
A

B

C

D

42

4

7

31

0

옥방 1지구

23

6

5

12

0

옥방 2,3지구

18

2

2

14

0

옥방 5지구

46

1

9

31

5

옥방 7지구

18

2

4

12

0

옥방 8지구

13

1

2

10

0

옥방 9지구

10

0

3

7

0

총계

170

16

32

117

5

백분율

100(%)

9.4

18.8

68.8

3

[표 3]은 각 평면형태에 따른 내부시설의 설치비율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타원형
수혈만 설치된 A형은 9.4%, 타원형수혈과 그 내측에 양주혈이 배치된 B형이 18.8%,
타원형수혈과 그 외측에 주혈이 배치된 C형이 68.8%, 타원형수혈은 검출되지 않지

13) 내부시설이 없는 경우, 단순히 평면형태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출토유물상에서 송국리식주거지의 유물양상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주거지들을 제
외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本考에서는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지만, 출토유물상에서 송국리식주거지와 동일한 양상이 간취되는 주거지들을 하나의 형태
로 파악하여 분류에 포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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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양주혈만 설치된 D형이 3%의 분포비율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볼 때, C형의 분
포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남강유역내 개별유적의 경우에도 다른 내부
시설의 형태보다 C형의 분포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타원형
수혈과 외측에 주혈이 배치된 C형이 남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의 전형적인 내부시
설의 형태로 판단된다14).
[표 4] 각 평면형태에 따른 내부시설의 양상
평면형태

내부시설
A

B

C

D

Ⅰ형

2

0

2

0

Ⅱ형

3

3

8

0

Ⅲ형

8

29

98

5

Ⅳ형

3

0

9

0

총계

16

32

117

5

그리고 [표 4]는 평면형태에 따른 내부시설의 분포를 검토한 것이다.Ⅰ형 주거지
는 5동의 분석대상주거지 중에서 내부시설 B형과 D형은 설치되지 않고, AㆍC형만
이 설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Ⅰ형 주거지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내부시설의
양상을 규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Ⅱ형 주거지는 Ⅰ형 주거지에 비해 유
적의 수가 2개소에서 6개소로 증가하며, 분석가능한 주거지의 수도 Ⅰ형이 5동인데
반해, Ⅱ형은 22동으로 증가한다. 내부시설은 D형을 제외한 AㆍBㆍC형이 나타나는
데, Ⅰ형 주거지에서는 설치되지 않은 B형이 검출되며, C형이 설치된 주거지가 Ⅰ
형 주거지에 비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Ⅲ형 주거지에서는 ⅠㆍⅡ형 주거지에
비해 분석가능 주거지의 수가 117동으로 월등히 많으며, 내부시설의 형태도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다. 내부시설은 A∼D형까지 모든 형태가 검출되며, 수량 또한 많아
14) 남강유역을 포함한 영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데 반해, 타지역에서는 소수에 불
과하기 때문에 ‘영남지역형’으로 규정한 연구도 있다.
배덕환,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주거와 마을｣, 뺷영남의 청동기시대 문화뺸, 영남고고학회 제
14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영남고고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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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A형은 ⅠㆍⅡ형 주거지에 비해 수적인 증가와 함께 검출되는 유적의 수도 늘
어난다. 그러나, 개별유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Ⅰ

ㆍⅡ형 주거지에서 나타난 결과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B형은 Ⅱ형
주거지에 비해 20동 이상 증가하였지만, C형의 증가폭에 비해 매우 적은 양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C형은 분석 가능한 Ⅲ형 주거지 117동 중에서 98동의 주거지에
서 확인되는데, Ⅲ형 주거지에 설치되는 내부시설의 표식으로 판단될 수 있을 만큼
매우 높은 설치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 타원형수혈 없이 주혈만 설치된 형식인
D형15)은 옥방 5지구에서만 5동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D형은 대구지역에서 확인되
는 형태로 대구 동천동유적이 발굴조사되면서 그 형태가 알려지게 되었다. 남강유
역에서는 제한된 지역에서 소수만이 조사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Ⅳ형 주거지의 경우, 남강유역의 분석대상유적 중에서 옥방
1ㆍ5ㆍ7지구에서만 검출되며 2개소의 환호취락으로 구분할 때, 서쪽 취락인 옥방 5
지구에서 2동, 동쪽 취락인 옥방 1ㆍ7지구에서 12동이 확인된다. 내부시설은 Ⅲ형
주거지와는 달리 AㆍC형만이 나타난다. 중복양상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Ⅳ형 주
거지가 Ⅲ형 주거지보다 후행하는 것을 고려하면, Ⅳ형 주거지가 조성되는 시점의
송국리식주거지는 내부시설에 있어 전반적으로 간략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러나, 설치비율에 있어서 A형에 비해 C형이 9동의 주거지에서 설치되는 것으로 보
아 Ⅲ형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Ⅳ형 주거지에서도 내부시설 C형이 전형적인 시설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내부시설의 변화양상을 검토해 볼 때, 남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의 내
부시설은 평면형태 Ⅰ형에서 Ⅳ형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시간성을 반영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면적
주거지의 면적은 일반적으로 취락의 규모, 인구수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
15) D형의 경우, 이른바 동천동형주거지에서 검출되는 내부시설의 특징이다. 이러한 내부시설이
설치되는 주거지는 대구 동천동유적을 비롯하여 서변동, 상동, 진천동유적 등에서 조사된 바
있으나 그 수는 소수이다. 동천동형주거지는 동천동유적에서는 대부분 원형주거지이며, 서변
동유적에서는 원형주거지 1동과 나머지는 모두 방형주거지에서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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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져 왔다. 대체로 개별 주거지의 면적이 넓으면 취락내 전체 구성원 즉, 인구수
와 개별 주거지내 거주인원도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주거지의 용도와 성격을 규명하지 않은채, 모든 주거지를 거주용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 청동기시대의 공방이나 창고 등의 시설은
잔존양상을 통해 잠정적으로 파악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기능을 했던 유구가 조
사된 바는 없다. 이는 당시의 수공업체계 등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거지의 면적은 정연하기 보다는 각각
편차가 크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원인은 당시의 건축물이 규모면에서 정형화되
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류에 있어서도 일정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 글에서는 전체 분석대상주거지16)의 면적을 추출하여 평균적인 수치를 뽑아 분
류를 시도한 후, 소형ㆍ중형ㆍ대형으로 구분하였다.17)
[표 5]18)를 살펴보면, 면적이 15㎡ 미만인 소형 주거지는 분석 가능한 주거지 162
동 중에서 50동으로 30.8%의 비율을 차지한다. 그리고 중형 주거지는 총 94동으로
58%이며, 대형 주거지는 18동으로 11.2%이다. 이를 볼 때, 대체로 남강유역 송국리
식주거지는 중형 > 소형 > 대형순의 양상을 보이며, 대형 주거지에 비해 중ㆍ소형
주거지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볼 때, 청동기시대 前期의
주거지에 비해 면적이 상당히 줄어든 것이 확인된다.19)

16) 주거지의 면적을 추출하기 위해서 형태적으로 온전하게 주거지가 잔존하고 있는 것들만을 대
상으로 삼아 자료를 추출하였다.
17) 주거지의 면적은 소형은 15㎡미만, 중형은 15㎡이상~30㎡미만, 대형은 30㎡이상으로 설정하
여 분석대상 주거지에 일괄적용하였다. 배덕환이 언급했던 것처럼 개별 연구자들마다 다른
기준을 설정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비교고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배덕환, 앞의 논문, 2005, p93.
18) 주거지 평면형태가 Ⅳ형인 원형주거지의 경우에는 장단축비를 정확하게 계측하기 어려운 관
계로 본 자료의 검토에서는 제외하였다.
19) 남강유역에 송국리식주거지가 축조되기 이전의 청동기시대 주거지들은 석조식, 무시설식 등
의 노지를 갖추고 8주식, 10주식 이상의 주혈배치양상을 보이며, 각목돌대문토기와 구순각목
공열문토기, 삼각만입촉 등이 검출되는 주거지들이다. 이들 주거지는 대체로 평면형태가 세
장방형ㆍ장방형이며 면적은 83.8~128.5㎡ 정도로 송국리식주거지에 비해 매우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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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남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의 면적 분포비율
유적

주거지 수

어은 2지구

면적
소형

중형

대형

36

19

17

0

옥방 1지구

23

5

12

6

옥방 2,3지구

22

7

14

1

옥방 5지구

46

9

30

7

옥방 7지구

15

4

9

2

옥방 8지구

11

3

6

2

옥방 9지구

9

3

6

0

총계

162

50

94

18

백분율

100(%)

30.8

58

11.2

그리고 주거지의 장단축비와 면적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도면 7]을 살펴보면,
평면형태 Ⅲ형 중, 면적이 중형인 주거지가 가장 많이 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평면형태 Ⅰ형인 주거지에서는 소형만이 설치되며, Ⅱ형 주거지의 경우에는
소ㆍ중ㆍ대형이 모두 나타나지만, 중ㆍ대형에 비해 소형이 주로 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Ⅲ형 주거지에서도 소ㆍ중ㆍ대형이 모두 확인되지만 대체로 소ㆍ중형
이 집중적으로 축조되었다. 소ㆍ중형 중에서도 중형의 비율이 높다. 또한, 대형의
경우에 Ⅲ형 주거지에서 주로 축조된다. 그리고 다음의 [표 6]은 남강유역에 조성된
2개소의 환호취락별로 주거지의 면적분포를 검토한 결과이다. 대체로 각 환호취락
내의 주거지 면적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서쪽 취락에서는 어은
2지구에 소형 주거지가, 옥방 5지구에 중ㆍ대형 주거지가 집중된다. 또한, 서쪽 취
락에서 환호의 중심지역인 옥방 4지구와 연접한 옥방 5지구에 중ㆍ대형 주거지가
위치하고, 상대적으로 환호의 중심에서 떨어진 지점에 해당되는 어은 2지구 쪽에는
소형 주거지가 위치한다. 이러한 양상은 동쪽 취락에서도 간취되는데 환호가 설치
된 중심지역인 옥방 1ㆍ7지구에는 소형 주거지보다는 중ㆍ대형주거지가 주로 설치
되며, 상대적으로 외측인 옥방 2ㆍ3ㆍ8ㆍ9지구에는 소ㆍ중형주거지가 주로 축조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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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장단축비와 주거지의 면적
[표 6] 남강유역 환호취락과 면적의 분포비율
환호취락

서

동

유적

주거지 수

어은 2지구
옥방 5지구

면적
소형

중형

대형

36

19

17

0

46

9

30

7

총계

82

28

47

7

100(%)

100

34.1

57.3

8.6

옥방 1지구

23

5

12

6

옥방 2,3지구

22

7

14

1

옥방 7지구

15

4

9

2

옥방 8지구

11

3

6

2

옥방 9지구

9

3

6

0

총계

80

22

47

11

100(%)

100

27.5

58.7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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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토유물

①어은2지구 7호 주거지, ②어은2지구 32호 주거지, ③ㆍ④어은2지구 33호 주거지, ⑤어은2지구 49호
주거지, ⑥어은2지구 50호 주거지, ⑦옥방5지구 A4호 주거지, ⑧옥방 5지구 A21호 주거지

[도면 8] 남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 출토 이중구연토기

남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에서 출토된 다양한형태의 무문토기에는 공열문, 구순
각목문, 공열문+구순각목문의 복합문, 이중구연, 횡침선문 등의 문양이 시문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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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된 문양에 따라 주거지의 변화양상이 간취되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무문토기
에 시문된 문양에 따라 (a):이중구연, (b):구순각목문, (c):공열문, (b+c):구순각목+공
열문, (d):횡침선문으로 분류하여 검토한 결과, (b):구순각목문, (c):공열문, (b+c):구
순각목+공열문 등은 특징적인 변화양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a):이중구연과 (d):횡
침선문이 시문된 토기는 뚜렷한 특징이 간취된다.
먼저, (a):이중구연은 선행연구결과20)에 의하면 남강유역에서만 확인되는 독특한
형식으로 器高는 12㎝ 내외로 얕고, 口徑이 넓어 器形은 천발형토기와 유사한 것으
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이중구연토기의 등장시점은 송국리식주거지 보다 前시기에
나타나는 無施設式爐址가 설치된 세장방형ㆍ장방형주거지에서도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늦어도 청동기시대 前期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환호취락 성립이
전까지 성행하다가 소멸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분석대상주거지에서 출토된 이중구
연토기를 파악한 결과, 수량은 적지만 평면형태 Ⅰ~Ⅲ형 주거지에서 모두 출토되는
것을 볼 때, 남강유역에 송국리문화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남강유역에 송국리문화가 최전성기를 이룬 시점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d):횡침선문이 시문된 무문토기는 천발형21)의 내외면에 丹을 바르고 마연
한 기종에 시문된다. 토기의 器形상, 동체상부가 강조되어 있으며, 구연부에서 3∼4

㎝ 정도 아래에 1조의 횡침선이 돌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연부는 대체로 내경
하지만, 일부 직립하거나 살짝 외반하는 형태도 나타난다. 그리고 [도면 10]에서 확
인되는 바와 같이 횡침선문이 시문된 토기는 주로 거창, 합천, 진주 등 서부경남 지
역에서 출토되고 있어, 강한 지역성을 반영하는 토기로 추정된다22). 남강유역 송국
리식주거지에서는 평면형태 Ⅲ형 주거지에서만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평면형태 Ⅳ
형 주거지에서는 출토되지 않기 때문에, 횡침선문토기의 소멸시점은 Ⅲ형 주거지가

Ⅳ형 주거지의 교체시점으로 추정된다.23)

20) 고민정, 앞의 논문 2003, p46.
21) 천발형은 심발형토기와 구분하여 대체로 器高가 15㎝ 이하인 발형토기이다.
22) 고민정, ｢무문토기시대 횡침선문 적색마연토기 고찰-형식과 연대, 분포-｣, 뺷咸安 鳳城里遺蹟뺸,
2005.
23) 횡침선문토기의 출현시기는 선행연구결과, 청동기시대 前期로 비정된다. 그러나, 남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내 출토품은 평면형태가 Ⅲ형인 주거지에서만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이
평면형태에 따른 토기문화의 차이인지, 집단의 차이인지는 불분명 하지만, 횡침선문토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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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옥방 1지구 13호 주거지(경), 3:옥방 8지구 5호 주거지, 4ㆍ5:옥방 9지구 33호 주거지,
6:옥방 1지구 4호 주거지(경), 7:옥방 9지구 44호 주거지

[도면 9] 남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 출토 횡침선문토기

강한 지역성을 감안한다면, 지역문화의 특수성 등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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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횡침선문토기의 분포

이상과 같이 송국리식주거지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중, 특징적인 이중구연토기와
횡침선문토기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남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 중, Ⅲ형 주거지
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양이 시문된 토기가 등장하는 양상은 Ⅲ형 주거지가 송국리
식주거지 중에서 가장 발전된 시점에 조성된 것을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Ⅲ형 주거지보다 시간적으로 후행하는 Ⅳ형 주
거지에서는 이중구연과 횡침선문이 시문되는 무문토기는 나타나지 않으며, 원형계
주거지에서 전형적인 송국리문화의 유물인 삼각형석도와 유구석부 등이 공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에서 출토된 무문토기의 변화양상은 주
거지의 변화양상과도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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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남강유역의 송국리식주거지는 평면형태를 통해 볼 때, 방형계와 원형계로 구분된
다. 그리고 중복관계와 배치양상 등을 통해 볼 때, Ⅰ형에서 Ⅳ형으로 분류할 수 있
으며 순차적인 변화상이 간취된다. 또한, 평면형태 Ⅲ형 주거지가 조성되는 시점에
남강유역의 환호취락이 최대 규모로 발전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후 원형계인 Ⅳ형
으로 변화하며 점차 쇠퇴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시설은 AㆍBㆍCㆍD형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평면형태와 같이 검토할 때, 평면형태가 ⅠㆍⅡㆍⅢ형으로 변화하면
서 내부시설의 형태도 다양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타원형수혈과 외측에
주혈이 배치된 C형이 평면형태 Ⅲ형 주거지와 함께 가장 많이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면적은 소형ㆍ중형ㆍ대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체로 소형에서 중ㆍ대형
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출토유물에 있어서는 지역색이 매우 강하게 나타
나는데, 청동기시대 前期에 등장하는 이중구연토기와 지리적으로 남강유역이 속해
있는 서부경남지역에서만 출토되는 횡침선문토기가 출토된다.
이상과 같이 남강유역 송국리식주거지를 분석해 보았다. 남강유역의 송국리식주
거지는 평면형태상 방형계에서 원형계로 변화하는데, 이러한 변화과정속에서 내부
시설, 면적, 출토유물 등도 함께 변화해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출토유물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변화상에 대한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운 부
분이다. 또한, 주거지와 함께 취락의 근간을 이루는 다른 유구와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한계로 생각된다. 차후, 송국리식주거지를 비롯하여 공반유
구, 출토유물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원고투고일자 2009년 4월 17일
원고심사완료 2009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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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 on Songguk-ri Type Dwelling in
Nam River Valley
- Focusing on Daepyeong and Okbang Area -

Nam river valley where remains made at whole Bronze age is exposed has very
good condition to gaze the change of this time. When the Songguk-ri type dwelling
is constructed, Nam river valley is socially changed and developed. I think that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social of those days to grasp the change and character of
Songguk-ri type dwelling. In thesis I examine plane shape, inner equipment, scale
and finding to analyze Songguk-ri type dwellings in Nam river valley.
In conclusion, the plane shape is divided into square and circle through an external
form and proportion of major to minor axis. Four types classified according to its
overlapping and arrange. When dwelling of the plane shape Ⅲ type is constructed,
the entrenched settlement of Nam river valley is highly developed. It is assumed that
after this time, the Ⅳ type dwelling is built and declined gradually.
The inner equipments can be divided into A, B, C, D type. There are C type of
the oval pit and pole-hole in the Ⅲ type dwelling. As the plane shape of dwellings
is changed, the inner equipment gets more various. The scale of dwellings is divided
into ‘Ga’(가) type(small), ‘Na’(나) type(middle), ‘Da’(다) type(large). Usually small
dwelling is changed into more large. The regional differences strongly occur in
findings, I think that potteries with double mouth rim(二重口緣土器) before
Songguk-ri dwelling is constructed and with horizontally lined patterns excavated in
western Gyeongnam are identified. I suggest that the chronology of the Bronze age
in Nam river valley need to be reconsidered according to this results.

30

東亞文化 6號

对于南江流域松局里式居住址小考
- 以大坪和玉房地区为中心 -

南江流域备下了好条件把握时期的变化样子调查经过青铜器时代全期间的遗址和遗
物。其中松局里文化居住形式的松局里式居住址造成时点的南江流域成为社会的多变
化和发展。因而在本文为把握松局里式居住址的变化样子和特点分析它的平面形态，
内部设施，面积，出土遗物。
其结果，平面形态是略分方形系和圆形系因长短轴比和外形的特点，通过重复关系
和安排样子，出现了从Ⅰ型到Ⅵ型顺次的变化样子。还造成平面形态Ⅲ型的居住址
时，南江流域的环濠聚落发展最大的规模，推定以后变化Ⅳ型的圆形系逐渐衰退。内
部设施可以区分AㆍBㆍCㆍD型，参考平面形态所解变化Ⅰ~Ⅳ型而多样内部设施。并
且，在椭圆形竖穴外边安排柱穴的C型解最多采用在Ⅲ型的平面形态居住址。居住址
的面积可以区分小形ㆍ中形․大形，大体解变化从小形到中ㆍ大形。又在出土遗物表
现了强大的地域性，因为在造成松局里式居住址以前时期的居住址出土的二重口缘土
器跟在西部庆南地域特点的土器横针线文土器一起出土，所以现有的编年案对南江流
域青铜器时代文化判断了需要再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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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江流域の松菊里式住居址に対する一考察
- 大坪ㆍ玉房地區を中心に -

南江流域は靑銅器時代の全期間にかけて形成された遺構と遺物が檢出される地域
であり、靑銅器時代の變化相を把握するのにいい條件を揃えている。この中で松菊

里文化の住居形態の松菊里式住居址が造成される時點に南江流域は社會的に多くの
變化と發展を遂げることが分かっている。それからこの時期の住居址である松菊里
式住居址の變化相と特徵を把握することが當時の社會相を明らかにするために、た
いへん重要な鍵と判斷される。それで本考では南江流域の松菊里式住居址を細密に

分析するため、前段階として平面形態、內部施設、面積、出土遺物を對象として檢
討してみた。
その結果、平面形態は長短軸比と外形的形態を通して方形系と圓形系に區分で
き、重複關係は配置樣相等からみると、Ⅰ型からⅣ型に分類できる。そのうえ、Ⅰか
らⅣ型までの順次的な變化相が看取される。また平面形態Ⅲ型の住居址が造成され
る時點に南江流域の環壕聚落が最大規模に發展したことが分かり、その後で圓形系
のⅣ型に變化し、次第に衰退したと推定される。內部施設はAㆍBㆍCㆍDㆍ型に區分
でき、平面形態との関係を檢討してみると、平面形態がⅠ～Ⅳ型に變化しながら內

部施設の形態も多樣になることが分かる。また、橢圓形の竪穴と外側に柱穴が配置
された

C型が平面形態Ⅲ型の住居址と共に、もっとも多く設置されていることが分

かる。住居址の面積はカ型(小)ㆍナ型(中)ㆍダ型(大)に區分でき、おおよそカ型(小)か
らナ型(中)ㆍダ型(大)に變化していくことが分かる。それに出土遺物には地域色が
もっとも強く現れ、松菊里式住居址が造成される前の時期の住居址で二重口緣土器
として地理的に南江流域である西部慶南地域だけで出土する橫針線紋土器が出土す
る。このような樣相から、旣存の南江流域の靑銅器時代の文化に対する編年案は再

考の必要性があると考え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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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時代 封墳築造 方法의 變化 試論
- 大邱 不老洞古墳群을 중심으로 박미정

- 목 차 Ⅰ. 머리말
Ⅱ. 속성 분류
1. 정지공정
2. 매장주체부 구축
3. 봉토공정

Ⅲ. 대구 불로동고분군 91ㆍ93호분 축조과정 검토
1. 정지공정
2. 매장주체부 구축
3. 봉토공정

Ⅳ. 맺음말

대구 불로동고분군 91ㆍ93호분 배치도

三國時代 封墳築造 方法의 變化 試論
- 大邱 不老洞古墳群을 중심으로 -

1)박

미 정*

요 약
봉분축조 과정은 크게 묘역을 조성하는 정지공정, 매장주체부 구축 및 밀봉공정,
봉토공정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각 공정은 각각의 매장주체부 형태나 봉분
의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이를 토대로 봉분의 제속성을 분류ㆍ봉분축조 방법
의 유형을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대구 불로동 91호분과 93호분의 봉분축조 기술
변화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대구 불로동 91ㆍ93호분에서 묘역정지작업은 구지표면을 그대로 이용하던 것에
서 수평면을 조성하는 형태로, 묘광의 형태는 지하식→반지하식→지상식으로, 봉분
축조 방법의 변화는 양파형봉분→수평형봉분→내경형봉분으로의 변화를 상정할 수
있었다.
봉분조성 방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봉분의 형태와 봉분재의 변화인데 수
평형봉분에 비해 내경형봉분에서 주로 30~40cm 가량 크기의 할석이 다량포함된 봉
분재가 이용되고 있고 봉토축조시 구획현상도 내경형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축조방법의 차이는 시기적인 차이일 수도 있으나 봉분의 규모, 지역 및
축조집단의 차이 등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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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918년 일제강점기하에서 가야지역의 수많은 대형 봉분들이 발굴되기 시작1)하여
이제까지 영남지방에서는 많은 대형 봉분들이 조사되었으나 보고서에 封墳築造 過
程을 분석한 사례는 없었고 이 분야의 연구 또한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이
것은 그동안의 고분 연구가 기본적으로 유물과 매장주체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
기 때문이며 발굴조사 방법 역시 봉분 등 외형보다는 내부구조와 유물 등에 집중되
어 있었던 점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2).
그런데, 최근 대형 봉분의 축조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구사례나 조사
사례 등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3)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발굴성과를 토대로
시기적으로 봉분축조 기술의 변화양상을 살피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봉분의 제속
성을 분류하여 이를 토대로 봉분축조 방법의 유형을 설정하고 대구 불로동 91호분
과 93호분을 통해 봉분축조 기술 변화의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대구 불로동 91
호분과 93호분을 선택한 이유는 이들 고분이 하나의 묘역안에 순차적으로 중복ㆍ축
조되어 있으므로 선후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고 세밀한 보고를 통해 봉분축조 과
정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 1916년부터 일본인들에 의해 수많은 유적이 조사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지표조사를 실시하
면서 그중에서도 대형 봉분을 주로 조사하였다. 1920년 양산부부총에 대한 조사나 1921년 금관
총 등의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이후 경주지역의 대형 봉분들이 수도 없이 파괴되기 시작하였
다. 특히 양산부부총 같은 경우는 小川敬吉에 의해 1920년 조사되었지만 무덤구조에 대해 불
명확한 점이 많아서 1990년 동아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재조사 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
도 전면조사는 실시하지 못하고 트렌치조사만을 실시하여 전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는 없었
지만 구획 점토띠와 호석, 주혈 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發掘調査 方法의 문제점은 李熙濬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이희준, ｢解放前의 新羅ㆍ伽耶古墳 發掘方式에 대한 硏究ー日帝下 調査報告書의 再檢討(2)｣
뺷韓國考古學報뺸 24, 1990.
3) 계명대학교박물관, 뺷성주 성산동고분-특별전도록뺸, 1988.
동아대학교박물관, 뺷창녕교동고분군뺸, 1992.
경북대학교박물관, 뺷대구화원성산리 1호분뺸, 2003.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뺷大邱 不老洞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91ㆍ93호분-뺸, 2004.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뺷함안도항리 6호분뺸, 2008.
박미정, ｢삼국시대 봉토분 조사방법론｣, 뺷야외고고학뺸 창간호, 2007.
창원문화재연구소, 뺷창녕 송현동고분군 6ㆍ7호분 발굴조사 개보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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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속성 분류
봉분4)조성 과정은 크게 묘역을 조성하는 整地工程, 매장주체부 구축, 封土工程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봉분축조 방법의 유형 분류는 봉분의 축조공정에 따
라 정지작업의 형태, 매장주체부 설치를 위한 묘광설치, 봉토축조방식 등에 따라 세
분할 수 있다. 이들 제속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지공정
매장주체부를 조성하기 위해 구지표면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정지공정은 특히 봉
분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적인 요인과 매장주체부의 축조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인
다. 즉, 봉분이 위치한 구릉의 경사가 심한 경우 경사면을 정리하여 수평면을 조성
한 후 봉분을 설치하는데 이때 경사면 상부를 깎아 수평면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낮은쪽을 성토하여 수평면을 조성한 후 고분을 축조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세분하면,
A. 구지표면을 그대로 이용한 것.
B. 경사가 높은 쪽을 깎아 수평면을 조성한 것.
C. 경사가 낮은 쪽을 일부 성토하여 수평면을 조성한 것.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대체로 정지작업의 형태는 봉분이 조성된 지역의 지형적인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매장주체부 구축
매장주체부를 구축하고 시신을 매장하는 행위는 봉분 축조의 목적이라 할 수 있
으므로 그 과정이 봉분 축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매장주체부를 설치하
4) ‘墳’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둑, 제방, 언덕을 표현하거나 무덤에 흙을 다져 돋운 부분을 말
하는 것이다. 즉, 매장주체부 구축을 비롯한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 낸 전체적인 외형을 지칭한
다. 일반적으로 삼국시대 무덤은 매장주체부 설치 후 밀봉작업이 이루어지고 높이에 관계없이
어느정도의 성토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본고에서 봉분은 포괄적 의미로서 매장주체부 구축에서 상부 밀봉과 성토작업을 모두 포함
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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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합천 반계제 다-A호분

[도면 2] 합천 옥전 M4호분

기 위한 묘광의 형태와 매장주체부와 봉토의 축조순서 등에 따라 봉분의 축조방법
이 달라지며 특히 묘광의 위치와 매장주체부와 봉토5)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5) 기존에는 매장주체부 상부에 쌓아 올린 흙만을 봉토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봉토의 사
전적 의미가 ‘무덤에서 둥글게 흙을 쌓아 올린 부분’이며 특히 매장주체부가 반지하식 또는 지
상식인 경우는 매장주체부 조성부터 봉토작업이 동시에 한 공정으로 진행되므로 묘광내에 벽
석을 보강하기 위한 보강토를 제외한 벽석구축토도 봉토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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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할 수 있다.
a. 地下式-매장주체부가 봉토 아래 위치
묘광의 형태가 지하식인 경우 매장주체부가 봉토 아래에 위치하므로 매장주
체부 구축작업이 완료된 후 봉토가 설치되며 주로 수혈식석곽묘에서 많이 나
타난다.
b. 半地下式-매장주체부 상부가 봉토 내에 위치
묘광의 형태가 반지하식인 경우 매장주체부 상부와 벽석 구축토를 동시에
쌓아 올리므로 매장주체부 상부가 봉토 내에 위치하며 벽석구축토가 봉토의
기저면을 형성한다.
c. 地上式-매장주체부 전체가 봉토 내에 위치
묘광이 없고 매장주체부가 지상식으로 축조된 경우 매장주체부 조성과 동시
에 벽석 전체를 구축토와 함께 쌓아 올라가므로 벽석구축토가 봉토의 대부분
을 형성한다.

[도면 3] 불로동 91-1호 석곽

[도면 4] 불로동 91-2호 석곽

d. 封土上式-매장주체부가 봉토 상부에 위치
봉토상식은 먼저 봉토를 축조한 후 그 상부에 매장주체부를 구축하므로 매
장주체부가 봉토 상부에 위치하며 매장주체부 설치 이전 구축한 봉토가 실제
봉분의 외형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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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창녕 송현동 6호분 토층도

[도면 6] 고성 율대리 1호분

3. 봉토공정
봉토공정은 매장주체부를 보호하고 봉분의 가시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흙
이나 돌을 다져 높게 쌓아 올리는 작업이다. 봉토공정은 봉토의 축조방식, 봉토단위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봉토의 축조방식은 토층상에서 나타나는 단면형태에 따라 양파형, 수평형, 내경
형, 제방형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ㄱ. 양파형봉분
봉토를 매장주체부를 감싸듯이 계속 겹쳐 쌓는 형태로 ‘土饅頭形’ 또는 ‘다마네기
(=だまねぎ)형’으로도 불리고 있다. 이 중 ‘토만두형’은 봉토의 외형에 근거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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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된 것으로 봉토의 축조방식을 지칭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토층의 단면형태에 근거하여 ‘양파형’(=だまねぎ)으로 지칭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7] 합천 옥전 3호분 토층도

ㄴ. 수평형봉분
봉토축조시 매장주체부 상부에서부터 작업단위6)별로 작업면을 맞추어 수평면을
조성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수평면을 조성하기 위해 흙덩어리를 운반한 후 흙덩어
리를 넓게 펼치면서 다지는 작업을 하게 되므로 단면에서 지그재그상의 교차현상이
뚜렷이 나타난다. 토층단면에서 봉토를 수평하게 쌓아 올라간 것이 확인되므로 ‘수
평형’으로 지칭하도록 한다.

[도면 8] 창녕 교동 1호분 토층도

실제 발굴 과정에서는 매장주체부 함몰에 따라 중앙부의 봉토가 안쪽으로 함몰된
6) 박미정, 전게서
하나의 공정 내에서 한번에 쌓아 올릴 수 있는 흙의 양으로 함안도항리 6호분에서는 70cm 두
께로 나타났다. 작업단위의 구분은 구획에 사용된 표시석이나 이질토의 흔적에 의해 관찰되
는데 작업단위를 기준으로 구획표시석이나 이질토 위치 등이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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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봉분 외연에서는 수평양상이 뚜렷이 확인되
며 봉분 외연에서 함몰부까지 토층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므로 제방형과는 구별된다.

ㄷ. 내경형봉분
매장주체부 상부 봉토 조성시 봉토 외연쪽에서 내연쪽으로 경사지게 쌓아 올리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이용되는 봉분재는 주로 잡석이 많이 포함된 조질토로 지그재그상의 교
차현상이나 구획현상 등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봉토 단면에서 내경면이
확인되므로 봉토 단면의 형태에 근거하여 내경형으로 지칭하도록 한다. 하지만 내
경면은 봉토 전면에서 확인되지 않고 주로 경사 위쪽에서 확인되는 특징이 있다.

[도면 9] 화원 성산 1호분 토층도

ㄹ. 제방형봉분
봉분 외연을 먼저 제방상으로 다져 올려 축조한 후 그 내부를 채워 넣는 형태로
토층 단면 양쪽에 볼록하게 쌓아 올린 형태가 관찰된다.
실제 발굴 과정에서 매장주체부 함몰에 따라 제방부 내부에 채워 넣은 부분이 함
몰된 형태로 나타나지만 원래는 거의 수평에 가깝게 쌓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매장주체부와 약간 떨어져 제방을 쌓으므로 내부 함몰부와 제방부 토층이 단절되는
양상을 보이므로 내경형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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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고성 율대리 1호분

그 외 봉토를 축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기술 차이에 의해 다시 세분
할 수 있는데 먼저 작업단위의 두께나 범위가 일정한 것(1)과 두께나 범위에 일관성
이 없는 것(2)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봉분재7)를 이동한 후 흙덩어리를 넓게 펼치는 작업을 행한 경우는
흙덩어리를 두드리게 되므로 두께가 일정해지고 봉토가 더 견고해지는 경향이 있
다. 하지만 흙덩어리를 운반한 후 넓게 펼치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두드리거
나 다지는 작업을 행하지 않으므로 전자에 비해 두께나 범위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
가 많고 잡석이 포함된 봉분재가 많이 이용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봉토작업 과정에서 구획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①) 표시석8)(②-a)이나
이질토9)(②-b) 등을 이용하여 작업구역을 구획한 경우(②), 석축(③-a)이나 토낭(③
-b)을 쌓아 작업구역을 분할한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표시석(②-a)

이질토(②-b)

석축분할(③-a)

토낭분할(③-b)

7) 박미정, 전게서

8) 구획성토작업의 흔적으로 구획의 경계부근에 50~60cm 정도의 할석을 두어 작업자들이 구획의
공간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구획석의 존재를 통해 구획성토가 작업 전부터 기획을
가지고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창녕송현동 7호분과 함안도항리 6호분 발굴조사 등에서 확
인된 바 있다.
9) 구획이 이루어진 부분에 주변부에 사용된 토재와는 다른 점성이 강한 흑갈색점토 등을 끼워
넣는 것으로 창녕교동 1, 3호분에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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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大邱 不老洞古墳群 91ㆍ93호분 축조과정 검토
Ⅱ장에서 살펴본 봉분의 제속성이 축조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분류요건이 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 봉분 축조방법의 유형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기의 고분이 순차적으
로 좁은 범위에 중복되면서 축조되어 선후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불로동 91호
분과 93호분의 축조과정을 복원하고자 한다.

91호분

93호분

[도면 11] 대구 불로동 91ㆍ93호분 배치도

不老洞古墳群은 일제강점기 1938년 현18호분과 현22호분이 처음으로 발굴조사10)
되면서 달성군 해안면고분으로 불리다가 1963~4년 경북대학교박물관에서 갑ㆍ을호
가 조사된 이후 대구 불로동고분군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현18호분은 봉분 정상
에서 피트상으로 수직 하강하여 매장주체부만 찾는 방식으로 발굴되었고 갑ㆍ을호
는 파괴분이 조사된 것으로 고분조성의 전과정을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하

10) 齊藤 忠, ｢大邱附近に於ける古墳の調査｣, 뺷昭和十三年度 古蹟調査報告뺸, 朝鮮古蹟硏究會,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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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최근 경북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조
91-4

사된 91ㆍ93호분은 매장주체부 조성에서
봉토공정까지 전 공정에 대한 세밀한 조
사와 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보고서에

91-2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봉분축조 과정을
각 공정별로 재구성하고자 한다11). 특히
91-3

91호분은 하나의 묘역안에 4기의 봉분이
중복, 축조되어 있는데 각각의 봉분축조
방법에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91-1

1. 정지공정
91-1~4호분은 하나의 묘역안에 조성되
[도면 12] 91호분 평면 배치도

었지만 매장주체부구축 이전의 정지 방
법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먼저 91-1호

분은 자연 경사면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70cm 정도 깊이로 묘광을 굴착하였다. 다음
으로 축조된 91-2~4호분 조성시에는 구지표면이나 선축된 봉토 일부를 삭토하여 수
평면을 조성한 후 축조하였다. 그 중 91-2호분과 3호분은 각각 30~50cm 정도의 얕
은 묘광을 굴착하여 매장주체부를 조성하였고 91-4호분은 묘광을 거의 굴착하지 않
은 지상식구조이다.
93호분은 구지표면을 깎아 수평면을 조성하여 묘역을 정지한 후 그 중심에 깊이
50~60cm 가량의 장방형 묘광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2. 매장주체부 구축
91, 93호분은 모두 석곽을 내부주체로 하는 봉토분으로 91호는 총 3회에 걸쳐 확
장되었고 93호분은 단독분으로 내부에 석곽 1기가 조성되어 있다.
11) 현장을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므로 유구의 형태나 유물에 대한 분석은 도면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고, 토층에 대한 해석과 봉분조성 방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토층도와 사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봉분축조 과정을 재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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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호분은 지하식으로 묘광 안에 벽석하부를 먼저 구축한 후 옹관을 넣고 자갈
돌을 채우며 피장자와 유물을 안치ㆍ매납하였다. 이후 벽석상부를 쌓아 올리면서
지면이 낮은 남장벽쪽을 석곽구축토와 함께 쌓아 올려 북쪽 생토면과 높이를 맞춰
평탄면을 조성하였다.
91-2호분과 91-3호분 및 93호분은 반지하식으로 묘광안에 벽석하부를 쌓고 벽석
상부는 석곽구축토와 함께 쌓아올렸다. 91-2호분과 93호분에 비해 91-3호분은 묘광
의 깊이가 30cm 가량으로 매우 얕은 것이 특징이다.
91-4곽은 지상식으로 최하단석부터 석곽구축토와 함께 쌓아올렸다.

3. 봉토공정
봉분재는 정지작업과 묘광굴착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할석이 많이 포함된 기반토
와 구지표토, 그 외 암반알갱이가 소량 포함된 점질토 등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각각의 봉토축조 방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91-1곽은 주로 10cm 이하의 점판암이 포함된 기반토와 점판암알갱이가 포함된
명갈색토, 갈색토, 황색토 등 구지표토를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비교적 양질의 점
질토를 이용하여 매장주체부를 감싸듯이 양파형봉분을 조성하였다.
91-2곽은 명갈색토, 암황갈색토 등 양질의 점토와 점판암알갱이가 포함된 구지표
토를 교대로 이용하여 각 작업단위별로 수평면을 이루면서 쌓아 올려 수평형봉분을
조성하였다. 봉분재로 이용된 점판암은 대부분 10cm 이하 크기이며 하나의 작업단
위의 두께는 15~20cm 정도로 일정한 편이다.
91-3곽과 4곽은 밀봉층 상부까지는 양질의 점토를 이용하여 쌓아 올리고 그 상부
는 점판암이 다량 포함된 적황색점토ㆍ적갈색점토ㆍ명갈색점토와 점판암편과 점판
암알갱이가 다량포함 된 기반토를 이용하여 유구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경사지게 쌓
아 올려 내경형봉분을 조성하였다. 봉분재로 이용된 점판암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
으며 30~40cm 정도로 비교적 큰 할석이 포함되어 있으며 작업단위는 91-2호분에 비
해 두꺼운 20~30cm 정도로 추정되나 일정하지는 않다.
93호분은 91-2호분과 유사하게 봉분 정상까지 수평면을 이루면서 성토하였다. 토
재는 동쪽은 5~20cm 크기의 점판암이 포함된 점토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점판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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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이가 포함된 황갈색ㆍ명갈색ㆍ주황색의 양질의 점토를 이용하고 있다. 하나의 작
업단위의 두께는 15~20cm 정도로 일정한 편이다.
[표 1] 91ㆍ93호분 봉분조성방법
속성

정지작업
A

유구
1곽
91
호

B

○

C

묘광
a

b

○

d

ㄱ ㄴ ㄷ ㄹ

○

○

3곽

○

○

4곽

○

1

2

○

봉토 분할 및 구획

①

②-a

②-b ③-a ③-b

○
○

○
○

○

○

작업단위

○

2곽

93호

c

봉토방식

○
○

○
○

○

○

○

○

○

91-4곽

○

91-2곽

91-2곽

91-3곽

91-1곽

[도면 13] 91호분 봉분 토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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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 93호분 봉분 토층도

이상에서 볼 때 93호분은 묘광의 형태, 매장주체부 축조방식, 봉토형태, 봉분재
등에서 91-2곽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봉토의 중복관계에 의한 봉분의 축조 순
서와 봉분의 형태를 고려할 때 대구 불로동 91ㆍ93호분의 축조순서는 91-1호분→
91-2호분ㆍ93호분→91-3호분→91-4호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대구 불
로동 91ㆍ93호분에서 묘역정지작업은 구지표면을 그대로 이용하던 것에서 수평면
을 조성하는 형태로, 묘광의 형태는 지하식→반지하식→지상식으로, 봉분축조 방법
의 변화는 양파형봉분→수평형봉분→내경형봉분으로의 변화를 상정할 수 있다. 또
한 봉분재는 20cm 이하의 점판암알갱이가 포함된 비교적 균질한 것을 이용하던 것
에서 30~40cm 가량의 할석이 다량 포함된 것으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는 한정된 고분에 대한 분석으로 가설일 뿐 추후 이러한 차이점이 축조집단의 차
이 내지는 지역적인 차이인지, 고분의 규모에 따른 차이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고
찰이 필요할 것이다.

Ⅳ. 맺음말
이상에서 봉분의 제속성을 분류ㆍ봉분축조 방법의 유형을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대구 불로동 91호분과 93호분의 봉분축조 기술 변화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대구 불로동 91ㆍ93호분에서 묘역정지작업은 구지표면을 그대로 이용하
던 것에서 수평면을 조성하는 형태로, 묘광의 형태는 지하식→반지하식→지상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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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봉분축조 방법의 변화는 양파형봉분→수평형봉분→내경형봉분으로의 변화를
상정할 수 있었다.
봉분조성 방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봉분의 형태와 봉분재의 변화인데 수
평형봉분에 비해 내경형봉분에서 주로 30~40cm 가량 크기의 할석이 다량포함된 봉
분재가 이용되고 있고 봉토축조시 구획현상도 내경형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축조방법의 차이는 시기적인 차이일 수도 있으나 봉분의 규모, 지역 및
축조집단의 차이 등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봉분축조 방법 변화의 가설을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
었으므로 차후 영남지역의 대형분의 축조 방법에 대한 비교ㆍ분석을 통해 봉분조성
기술에서 드러나는 계층성과 지역성, 축조 집단의 문제 등을 밝히고자 한다.
원고투고일자 2009년 4월 17일
원고심사완료 2009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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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 on the Change of Method Constructing
Mound

The process making mound is divided into three stages-readjusting the land, sealing
up(building a burial part) and constructing mound. The difference of this processes
shows up according to form of burial part and mound. I'm willing to establish the
model for method constructing mound to restore the building process of burial No.
91 and 93 in Bulro-dong which are overlapped.
Burial No. 91 and 93 in Bulro-dong, Daegu have the considerable differences from
the constructing process in spite of same boundary of grave. It is assumed that burial
No. 91-1, 91-2, 91-3 and 91-4 are constructed in order according to overlapping of
mound. I suggest that the burial No. 93 and 91-2 are constructed at the same time
or by same expert because the building way and structure of burial No. 93 is similar
to No. 91-2.
The method constructing mound in the burial No. 91 is changed in the order of
shape of onion, horizontality and inside diameter. The position of burial part is
changed in the order of underground, semi-ground and ground. Next, it is assumed
that the mound material and the work unit change from regular to irregular and
divided-molding method is identified at the horizontal mound phase.
The distinguished character building mound is the change of shape and material.
The zigzag formed by harden process and good earth are identified in the horizontal
mound, differently an irregular soil is used in the inside-diameter mound.
I suggest that this condition emerges from practical need as demand and period
constructing mound after 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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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筑造封坟办法的变化试论

筑造封坟过程可以略分三程序:造成墓域的整地工程，构筑埋葬住体部及密封工程，
封土工程。此各工程显露差异因而各个的埋葬主体部的形态或封坟形态为探视这样筑
造封坟技术的变化样子复原因在窄范围各古墓顺次筑造及重复所可以明确先后关系不
老洞91号坟和93号坟的筑造过程要提示筑造封坟办法的模式。
大邱不老洞91，93号坟不管在同一的墓域顺次的造成封粉，然而相当差异墓域整地
及从筑造办法埋葬主体部到封土造成过程。依据封坟的重复关系91号坟推定筑造91-1
号坟→91-2号坟→91-3号坟→91-4号坟的顺序，因93号坟同一跟91-2号坟筑造办法及结
构所推定筑造了跟91-2号坟类似的时期或为同一技术工人。
在91号坟推定变化了封坟造成办法①洋葱形封坟→②用异质土水平形封坟→③向内
倾形封坟的顺，埋葬主体部位置①地下式→②半地下式→③地上式的顺。以外，封土
材或工作单位是变化从均质，一定的到不规则，区划盛土方式确定从于水平形封坟。
在造成封坟过程显著的特征是封土方式和封土材的变化，在向内倾此为了推定了五
世纪以后增长筑造封坟的要求和土材采取及筑造封坟的缩短期间等如此实用的要求。
形封坟没确定于水平形封坟出现的锯齿形现象依打工作和用优质的土材等，用土材多
量包杂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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封墳築造方法の變化試論

封墳築造の過程は大きく、墓域を造成する整地工程、埋葬主體部の構築および密
封工程、封土工程の三段階に區分することができる。その工程はおのおの埋葬主體
部の形態と封墳の形態によって差異が現れるので、これらの封墳築造の技術の變化
樣相を検討するため、数基の古墳が順次的に、狭い範圍の中で重複しながら築造さ
れ、先後の關係が明らかに分かる不老洞91号墳と93号墳の築造過程を復元して、封

墳築造の方法のモデルを提示する。
大邱不老洞91․93号墳は同一の墓域の中に順次的に造成された封墳にもかかわら
ず、墓域の整地及び埋葬主體部の築造方法から封土造成の過程にかなり差異を見せ
ていることが分かる。封墳の重複關係によって、91号墳は91-1号墳→91-2号墳→91-3

号墳→91-4号墳の順序で築造されたと推定され、93号墳は築造方法と構造が91-2号墳
と同じなので91-2号墳と同一時期、さらに同一技術者によって築造されたと考えられ
る。
91号墳の封墳造成の方法は①玉ねぎ形封墳-②異質土を利用した水平形封墳-③內傾

形封墳の順番であり、埋葬主體部の位置は①地下式-②半地下式-③地上式の順序に變
化すると推定される。次に封土材と作業單位は均質的なもの、一定的なものから不
規則的なものに変わると推定され、區劃盛土の方式は水平形封墳から確認される。
封墳造成の過程の中でもっとも著しい特徵は封土方式と封土材の變化であり、水
平形封墳で土を踏み固める作業によるジグザグ現象、良質の土材の使用等が內傾形
封墳では確認されなく、雜石が多く包含された土材を利用している。これは5世紀の
以降、増える封墳築造の需要と土材の採取及び封墳築造期間の短縮等のような實用
的な要求によると考え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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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安 道項里古墳群 出土 5~6世紀 土器의 整面技法
김보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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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

보 숙*

요 약
함안 도항리고분군의 5-6세기대 수혈식석곽묘 출토 토기를 중심으로 하여 정면기
법 분석 및 형식분류를 시도해 본 결과, 크게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면기법에 있어 1그룹은 깎기, 회전물손질, 물손질 등을 이용하여 기면을 깨끗하
게 마무리하는 1형 정면기법을 취하고, 2그룹은 1그룹의 정면기법과 함께 중대형토
기에서 회전목리문과 타날문을 그대로 남겨 기면에 요철이 형성되어 밑바탕 장식과
같은 2형 정면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1그룹 단계에서 소가야식 토기가 소량 수입되고, 일부 토기에 2형 정면기
법의 표현이 사용되다가 2그룹 단계에서 2형 정면기법이 특정 기종에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한편, 회전목리문과 타날문을 그대로 남겨 기면을 장식효과로 사용하는
방법은 동시기의 소가야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법으로 진주 무촌리유적, 고성
송학동유적 등에 많이 볼 수 있다.
1그룹과 2그룹은 형식분류로 인한 시기구분도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1그룹
인 수혈식석곽묘 출토 토기의 1단계는 대체적으로 5세기 중반대에서 5세기 후반에
해당되고 2단계는 5세기 말엽에서 6세기 전반대에 해당된다.
결론적으로 1단계에서는 기면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하다가, 2단계 이
후에 소가야지역에서 성행한 정면기법, 즉 회전목리문과 타날문의 바탕무늬 장식법
이 일부 기종-특히 장경호와 발형기대, 대호-에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소가야지역과의 토기제작상의 문화교류를 바탕으로 한 사회문화적 선택과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자료정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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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이 1-2단계의 과도기적 단계에 시작하여 2단계로 이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또
한 그 시기는 5세기 후반대에서 6세기 초엽에 활발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진주
무촌리유적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Ⅰ. 머리말
함안지역의 국가형성 시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아직 없지만『三國志』魏書 東
夷傳 韓條에 ‘安邪國’, 弁辰條에서 변진한 24국 중의 하나로 ‘弁辰安邪國’의 명칭이
등장하고 있어 적어도 3세기 이전부터 정치세력집단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시사한
다. 그리고『三國遺事』五伽耶條의 ‘安羅伽倻’라는 명칭을 함안지역의 고대 정치체
를 지칭하는 말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재 아라가야의 중심지로서의 함안지역은 가야읍 일대를 중심으로 아라가야의
왕궁지로 추정되는 伽倻里傳土城址가 그 중앙부에 위치하고, 그 북서쪽에 蓬山城과
서쪽에 선왕고분군, 남쪽으로 남문외고분군, 동쪽에 道項里古墳群, 新暗里古墳群,
伽倻里古墳群, 廣井里古墳群, 新基古墳群 등의 대형고분군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
외 도항리에 초대형의 굴립주 건물지가 조사되었는데, 의례행위나 회의 장소 등 당
시 최상위 지배층의 특수용 건물로 볼 수 있어『日本書紀』繼體皇后23년(529년) 春
3月條에 나타나는 安羅가 주최한 高堂會議 등과 같은 각종 집회와 관련된 시설일
것으로 추정된다.1)
伽倻里傳土城址를 중심으로 한 이들 고분군들은 모두 5세기대부터 영남지역 남
부세력들의 중심체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아라가야 실력자들의 墳墓라고 추정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道項里古墳群은 아라가야의 중심고분군이며 당시 이 지역 최고
수장층의 대표적인 분묘로서 아라가야 정치권력의 상징물로서 조성된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2)
도항리고분군내에서도 삼한시대 목관묘와 수혈식석곽묘, 횡혈식석실묘가 중복되
고 있는데, 목관․목곽묘의 경우 주로 북쪽 능선상에 집중되고3) 유물․유구의 규모
1)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뺷함안 충의공원조성부지내 유적뺸, 2006.
2)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뺷함안 도항리고분군Ⅲ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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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볼 때 아라가야의 중심고분군으로 조성되기 전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고분
군 전역에 분포하는 대형의 수혈식석곽묘는 유물과 유구의 규모에서 아라가야 전성
기 때의 문화양상으로서 아라가야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최근 발굴조사가 증가된 함안 도항리고분군내의 5~6세기 수혈식석곽묘
출토 토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형식분류를 통한 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
별 토기에서 보이는 기술적인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토기
의 형식설정에 있어 형태적 속성을 중심으로 분류, 편년되었으나, 토기 성형의 마지
막 단계인 정면기법을 조합한 분류는 미진하였다. 따라서 함안 도항리고분군내에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5~6세기대 아라가야 토기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함안 도항리고분군 수혈식석곽묘의 현황 및 특징
道項里古墳群은 함안군의 중심지인 가야읍에 위치한 ‘末伊山’이라 불리는 낮은 야
산에 조성되어 있는 고분군으로 사적 제84호인 ‘도항리고분군’과 사적 제85호인 ‘말
산리고분군’으로 나누어져 있어 ‘末伊山古墳群’으로도 불린다. 고분군이 위치한 능
선은 오랜 세월동안 차별침식의 결과로 형성된 잔구성 구릉지로 여항면쪽으로부터
흘러 내리는 함안천에 의해 능선 동쪽편은 가파르게 측방침식되고 서쪽편에는 樹枝
狀으로 溪流가 발달하면서 주능선으로부터 8개의 枝陵線이 뻗어 내려 형성된 곳이
다. 그리고 현재 북쪽 능선에는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철도에 의해 단절되어 있으나
원래 함안 도항리고분군은 하나의 능선이었다.4)[도면 1]
道項里古墳群에 대한 학술적인 조사는 1917년 일제강점기 하에서 이루어진 지표
조사 및 발굴조사5)와 1980년도 이후부터 1990년대에 걸쳐 함안군에서 실시된 지표
조사와 창원대학교 박물관,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통
해 확인된 고분의 수는 113기에 달한다.6) 그 중 최근까지 내부 조사를 실시한 고분
3)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뺷함안 도항리고분군Ⅰ뺸, 1997.
경남고고학연구소, 뺷도항․말산리 유적뺸, 2000.
4) 주1)의 전게서
5) 조선총독부, 뺷古跡調査報告뺸(大正六年度),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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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25기로서, 여기에서 출토된 토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1] 함안 도항리고분군 수혈식석곽묘 현황 및 특징(박미정, 2008)
현
4
구분
호
분

현
6
호
분

현
8
호
분

현
15
호
분

현
현 현
암 파
22
5 54
각 괴
호
호 호
화 분
분
분 분

14
-1
호
분

6
-1
호
분

451
14
38 39 51
-1
-2
호 호 호
번
호
분 분 분
지
분

택
6
6
3 16 지 40
52 31 13
-2
-3
호 호 1 호
호 호 호
호
호
분 분 호 분
분 분 분
분
분
분
중형분 (1棺1槨)

소형분
(無棺有槨)

초대형분 주변 평탄지

초대형분,
대형분 사이

중․대형분
주변

5평 이상

2~4평

2평 이하

1평 이하

구조

뒷채움석, 들보시설

일부 뒷채움석, 들보시설

×

×

공간

토기류부장공간-주피장
자공간-순장자공간
3분할

토기류부장공간-주피장자공간-순장자공간
3분할

유물부장공간주피장자 공간
2분할

×

순장

3~5인의 순장자

2인 이하의 순장자

×

×

유형

초대형분 (1棺2槨)

입지

능선의 돌출부

면적

6) 주 1)의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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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분 1 (1棺1槨)

대형분 2 (1棺1槨)

[도면 1] 함안 도항리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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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혈식석곽묘 출토 토기의 정면기법과 분류
1. 정면기법과 형식분류
분석대상 토기는 수혈식석곽묘 출토 토기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도항리고분
군에서 최근까지 조사된 25기의 수혈식석곽묘 출토품이다. 이 중 5기는 일제시대에
조사되어 기종파악이 어렵거나, 도굴로 인하여 유물이 거의 잔존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에는 제외시키며, 출토량이 많아 형태변화가 민감한 고배와 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토기 성형의 마지막 단계인 정면조정은 기면을 정리하여 외관을 깨끗하게 하거
나, 정면기법의 흔적을 인위적으로 남겨 문양과 같은 장식의 효과를 더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로는 물손질, 회전물손질, 깎기, 긁기가 있고, 후자의 경우는 목리
조정과 타날흔이 있다.
도항리고분군내에서 확인된 정면기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기종별 정면기법
고배(A)

장경호(B)

발형기대(C)

대호(D)

1형

회전깎기,긁기,
목리조정후 물손질,
회전물손질

동체 물손질
회전물손질

회전물손질,
물손질, 깎기

타날 성형후 회전물손질,
물손질

2형

목리문,
박자흔,
회전물손질

동체 회전목리문
회전물손질

회전목리문,
회전물손질

동체 타날문,
회전물손질

[표 2]와 [도면 2]에서 보면, 기면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1형과 기면에 凹凸을 남기
는 2형으로 대별된다. 기종별로 살펴보면, 고배에서는 회전깎기와 회전물손질, 긁기
가 주로 사용된 1형과 기면에 목리문과 박자흔을 선명하게 남긴 2형이 관찰된다.
주로 넓은 면이 있는 배신부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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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개고배

1형

2형

장경호
1형

2형

발형기대
1형

2형

[도면 2] 기종별 정면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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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와 발형기대의 정면기법은 동일한 양상이 관찰되는데, 장경호는 구경부 및
동체부에 물손질․회전물손질로 기면을 깨끗하게 정리한 후 문양을 시문한 것과 타
날성형 후 목리문으로 기면을 정리하고 동체부 전면에 목리조정한 것을 그대로 남
겨 마치 기면에 밑바탕 장식을 한 것 같은 분위기를 취한다. 발형기대에서도 시문
된 문양 밑으로 목리선이 밑바탕 장식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도면 2] 다만
구연부 주위, 돌대 주위로는 회전물손질하여 목리조정된 凹凸이 지워진 상태이다.
대호도 장경호 및 발형기대와 유사한 양상을 띤다. 즉, 기면을 깨끗하게 정리한
것과 요철면을 형성한 것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장경호․발형기대에서는 주로 목리
문이 사용되었으나, 대호에서는 타날문으로서 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성형시
만들어진 타날문을 물손질로 대부분 지웠기 때문에 희미하게 나타나는 것과 타날문
을 그대로 남겨 이것 역시 밑바탕의 장식효과로 사용한 것으로 나눠진다.
그런데 상기한 정면기법의 차이를 보이는 토기들이 출토된 유구를 분류한 결과
[표 3]과 같은데, 기종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즉, 고배에서는 전 유구에 걸쳐
기면을 깨끗이 정리하는 1형의 정면기법으로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6호분에서 출토
된 일부 고배(2점)에서 요철면을 남기는 2형 정면기법이 사용된 것이 동반된다. 그
리고 장경호와 발형기대는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데, 기면을 깨끗하게
하는 1형이 사용된 것과 요철면을 남기는 2형이 사용된 것으로 구분된다. 대호는 1
형이 사용된 것, 2형이 사용된 것이 있는데 1형 속성을 가진 것과 2형 속성을 가진
것이 동반되어 출토된 유구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유구별 정면기법
고배(A)

유구

1형

회전깎기,긁기,
목리조정후 물손질, 회전물손질

38호분, 택지 1호분, 5호분, 54호분, 15호분, 51호분, 6호분,
8호분, 22호분, 6-1호분, 암각화고분, 말산리 451-1유적 1호분

2형

목리문, 박자흔,
회전물손질

6호분

장경호(B)

발형기대(C)

유구

1형

동체 물손질
회전물손질

회전물손질,
물손질, 깎기

38호분, 택지1호분, 5호분, 54호분, 15호분,
51호분, 6호분, 8호분

2형

동체 회전목리문
회전물손질

회전목리문,
회전물손질

22호분, 6-1호분, 암각화고분,
말산리 451-1유적 1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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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D)

유구

1형

타날 성형후 회전물손질, 물손질

6호분, 8호분, 15호분, 54호분, 22호분

2형

동체 타날문, 구경부 주위 회전물손질

22호분, 말산리 1호분, 암각화고분

상기한 정면기법의 분류를 기형과 조합하여 형식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함안 도항리 수혈식석곽묘에서 출토된 고배는 [도면 3]과 같이 기형적인 면
에서 2가지로 형식분류가능하고 A1․A2형식 모두 1형 정면기법이 사용되었다. 그
런데 도항리 고분군의 6호분에서 A2형 고배가 소량(2점) 출토되었는데 이것에서만
2형의 정면기법이 사용되었으며, 그 외의 수혈식석곽묘에서 출토된 고배는 A1․A2
형에 관계없이 1형 정면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A1형

A2형

[도면 3] 유개고배의 형식 분류
B1형

B2형

[도면 4] 장경호의 형식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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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는 경부의 문양대 수와 경부․동체부간의 길이 비율에 따라서 B1․B2형식
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B1형식에서는 1형 정면기법이, B2형식에서는 2형 정면기법
이 사용된다.
발형기대는 구연부의 형태와 배신부의 크기 및 깊이를 기준으로 C1․C2형식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장경호와 마찬가지로 C1형식에서는 1형 정면기법이, C2형식에서
는 2형 정면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C1형

C2형

[도면 5] 장경호의 형식분류

단경호에서는 같은 형식이지만 크기를 달리하여 중형․대형으로 사용되고, 정면
기법에 있어서는 중형․대형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 형식은 구경부의 형태
를 기준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정면기법의 표현을 중심으로 보면, D1형
식에서는 2형 정면기법이 사용된다. 그런데 D2a형식은 중형호에 요철이 있는 2형
기법이지만 대형의 D2a형식과 대형의 D2b형식은 1형 정면기법이 사용된다. 그리고
D3형식에서는 다시 2형의 정면기법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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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형

D2a형

D3형

D2b형

[도면 6] 대호의 형식분류

형식 분류한 것을 토대로 동반관계를 살펴보면 [도면 7, 8]과 같다.
동반관계 1그룹에 해당하는 토기들은 출토유구의 묘제에 있어서도 목곽묘가 사
라지고 수혈식석곽묘가 자리잡은 시기로 목곽묘 출토 토기에 비해 유물의 크기가
대형화된다. 특히, 대형토기류인 장경호, 발형기대, 대호에서 주목할 만하며, 대부
직구호, 파배 등에서도 크기가 커지는 상태이다. 그리고 고배에 있어 목곽묘 단계에
서는 주로 무개고배가 주피장자의 공헌품에 중심을 이루는 데 반해, 수혈식석곽묘
단계에서는 유개고배가 개와 함께 출토되는 비율이 많아지고 주피장자의 공헌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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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중심을 이루며 무개고배는 순장자와 부장되는 양상이다.
세부적인 형태로는 유개고배가 A1형식으로 돌출된 턱과 각부에 3조의 돌대를 돌
린 형태이다. 무개고배는 형태적으로 목곽묘 출토품과 유사하나 크기에 있어 다소
작아지고 그에 따라 부피도 줄어들며 화염형투창의 형태도 작아진다. 장경호에서는
목곽묘 출토품보다 경부가 길어지면서 문양대도 2개로 늘어났으며 동체부의 형태
도 구형에 가까운 B1형식으로서 크기가 상당히 커진 상태이다. 발형기대도 목곽묘
출토품보다 크기가 커지면서 발신부도 보다 넓어진 형태로서 C1형식이며, 대호는
D1․D2a형식이 공존하는데, D2a형식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은 직립하는 구
경부와 견부에 耳形의 파수가 부착되면서 크기도 커지는 것을 말한다.
1그룹의 토기들은 정면기법에서는 주로 회전물손질․물손질과 깎기를 위주로 사
용되어지기 때문에 기면이 깨끗하고 매끈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1형 정면기법) 다
만, 성형시 타날로 제작되는 대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양상이지만 동체부의 타날
문을 물손질로 대부분 지우더라도 기면에 타날흔이 희미하게 잔존한 상태이다.
동반관계 2그룹에 해당하는 유물을 살펴보면 1그룹보다 전체적으로 크기가 다소
작아지고 개배가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유개고배의
경우에 있어서는 형태적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A1형식으로서 배신부의 턱의 형태가
이전의 돌출된 턱에서 짧아져서 배신부와 연결된 형태로 변형되고 각부의 돌대도
중위의 2조와 중하위의 1조로 구성된 3조에서 중위․중하위에 각 1조씩, 모두 2조
로 줄어들었다. 또한 이전의 소형 유개고배가 2그룹에서는 보이지않는다. 무개고배
는 삼각투창의 비율이 많아지면서 화염형 투창도 상부 삼각부가 침선과 같이 간략
화되는 형태가 많아지며 각부의 길이도 짧아진다. 그리고 이전의 소형 대부잔(또는
소형 무개고배)이 사라지고 양적으로 적어진 대부완과 짧아진 무개고배가 형태적으
로 유사해진다. 장경호의 경우에는 B2형식으로서 구경부 길이의 비율이 동체보다
커지고 문양대도 3개로 늘어나며 동체부의 형태도 편구형에 가깝게 변화한다. 발형
기대는 발신부가 다소 낮아지고 구연부가 보다 외반한 형태인 C2형식, 대호는 구연
직하에 턱과 같은 돌대가 부착된 D2b형식과 구연부는 D2b형식과 유사하나 구경부
가 외반하는 D3형식이 등장한다.
2그룹의 토기들은 정면기법에서도 1그룹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장경호와 발형
기대에서 두드러지고, 대호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즉, 장경호․발형기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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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용된 정면기법은 목리조정이 위주를 이루면서 요철을 형성한 2형이며, 대호는
예외적으로 대형에서는 전단계의 방식이 이어지는 1형이 사용된 것(대형의 D1․D2a형
식, D2b형식)과, 2형의 정면기법이 사용된 D3형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호에서는 형식
과 정면기법에서의 공존이 다소 길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특정 기종, 특히 중대형토기류에서 목리문과 타날문을 사용하여 기면에 凹凸을 남겨서
바탕무늬의 장식효과를 보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동반관계에 의한 두 그룹에서 알 수 있듯이, 앞선 정면기법의 분류가
시기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7)

1,2,4,8:54호분 3,9:15호분 5,11:8호분 6,7,10,12,13,14:6호분

[도면 7] 장경호․발형기대․대호를 중심으로 한 동반관계 1형

7) 단, 함안 도항리 고분군에서 조사된 수혈식석곽묘 중에서 38호분(문)의 경우는 출토 토기들이
목곽묘 출토 토기류의 형태와 조합이 동일하기 때문에 목곽묘 축조시기에 등장한 초기의 유구
로 판단되며, 따라서 유물 양상에 있어서도 상기한 동반관계 1그룹보다 앞 단계로 위치지워야
할 것이다. 또한 3호분(경)의 경우도 출토 토기의 양상이 횡혈식석실묘에서 출토되는 토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상기한 동반관계 2그룹보다 더 늦은 단계로 판단되어 각 그룹에서 제외시켰
다. 그래서 38호분(문), 3호분(경)은 유구로서는 수혈식석곽묘이나 유물로서는 목곽묘 출토 유
물 단계, 횡혈식석실묘 출토 유물 단계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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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

11

13

1~3,9,12,13:말산리451-1 10:6-1호분 11:22호분 4~8:암각화

[도면 8] 장경호․발형기대․대호를 중심으로 한 동반관계 2형

2. 정면기법과 지역성
지금까지 1그룹은 전체적으로 기면을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유
행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2그룹은 장경호와 발형기대, 대호를 중심으로 목리조정
과 타날을 이용하여 요철면을 형성함으로써 제작자가 넓은 기면을 의도적으로 은은
하게 장식하기 위한 밑바탕 무늬의 장식화(바탕 패턴화8))로 표현한 것이다. 1․2형
정면기법은 토기성형의 마무리 방법에 있어서 정반대의 표현방식이기 때문에 유행
의 성향이 변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차이는 기종별 형식변화와 함께 동반되
는 것으로 상술하였다.
그런데 상기한 정면기법의 분석 중 고배의 경우는 앞장에서 잠시 언급한 것과 같
이 장경호․발형기대․대호처럼 시기에 따른 변화가 보이지 않고 6호분 출토 유개
8) 주 문양과 대조적인 개념이다. 예를 들면, 개에서 회전목리 후 그 위에 문양을 시문하면 바탕
의 목리문과 시문된 주문양이 어우러지면서 전체가 화려해지는데, 이때 목리문이 바탕 장식의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또한 회전목문 자체로도 장식효과를 내기 때문에 문양으로서 사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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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의 일부(2점)에서 2형의 정면기법이 나타나는데, 이 고배는 형태상에서 보면 2
그룹에 속하지만9) 2그룹의 다른 유구 출토 고배에서는 2형 정면기법(목리조정, 내
박자)이 사용되지 않고, 1그룹의 1형 정면기법(회전물손질, 깎기 등)이 그대로 이어
지고 있다.

[도면 9] 6호분 출토 b형 정면기법 고배

①

②

③
①:6호분 ②:40호분 ③:8호분

[도면 10] 1형군 출토 외래계 토기

9) 6호분의 시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상기의 유개고배에 있어 A1․A2형식이 공
존하나 A1형식의 출토 비율이 월등히 많고 전체적인 동반관계를 고려해 볼 때는 6호분이 1그
룹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아울러 이 유구가 1․2그룹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유구 중
의 하나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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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의 근거로서, 6호분의 동반유물 중 [도면 10]의 ①번과 같은
무개고배가 있다. 이것의 기형은 함안지역의 무개고배와는 다른 것으로서, 내면의
구연단 가까이에 1조의 홈이 있고 배신부의 형태가 완만한 ‘S'자형을 띠며 동시에
삼각투창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각부에 목리문이 남겨져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무개고배는 동시기의 진주 무촌리유적에서 다수 확인된다.[도면 11]
즉 [도면 11]의 진주 무촌리유적 출토 무개고배와 기형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촌리유적 토기들의 정면기법에 있어서도 제작자가 대부분 기종
에 화려한 목리문과 내박자흔, 타날문을 그대로 남겨 바탕 무늬로서의 효과를 표현
하고 있다.
따라서 진주 무촌리유적 출토 무개고배와 동일한 것이 출토되고, 제작방법의 일
부인 정면기법의 표현방식도 함안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토기 제작상의 진주
지역과의 관련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함안 도항리의 수혈식석곽묘 출토
유물 중 1그룹의 동일 시기인 다른 유구에서도 일부 외래계토기, 특히 진주․고성
등의 지역과 관련이 높은 토기가 출토되는 것으로도 유물의 교류는 이미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다.[도면 6]
그래서 진주․고성지역은 소가야지역으로서 이곳에서 많이 출토되는 토기가 함
안지역의 수장층으로 판단되는 무덤에 출현하는 점, [도면 9]의 유개고배 및 2그룹
의 일부 기종(장경호, 발형기대, 대호)에서 함안의 재지적인 기형에 소가야의 토기
문화요소를 띤 정면기법 표현이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함안과 고성․진주
와의 대외적 교류, 그리고 사회문화적 교류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특히 유물의
수입과 같은 지역․국가 차원의 교류와 함께 유물 제작상의 ‘표현의 채용’10)은 개별
적인 공방지 혹은 제작자간의 왕래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 시기는 1그룹에서 소가야식 토기가 소량 유입되다가 1-2그룹의 과도기 때 표
현기법의 문화적 교류가 시작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것은 앞서 언급된 함안 도항리
6호분 출토의 2형 정면기법의 유개고배(2점)는 형식분류에서 A2형식으로 2그룹에
포함되지만, 6호분의 전체적인 동반 유물의 출토 양상과 A1형식 유개고배의 출토
10) ‘표현의 채용’이란, 함안지역내에서도 기술적으로는 다양한 정면기법이 사용된 흔적을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이 내재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최종적인 표현에서 제
작자 혹은 소비자의 성향에 의해 사용되고 사용되지 않고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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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6호분을 1그룹의 마지막 순서로 위치지울 수 있고, 따라
서 2그룹으로 연결되는 과도기에 해당되는 유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도면 11] 진주 무촌리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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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고성 송학동 유적

이후 2그룹에서 재지적인 형태변화 함께 기술적 부분의 정면기법에서의 교류가
이어지면서 무촌리유적과 같이 토기의 기면에 요철면을 형성하여 밑바탕의 패턴화
가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방지 또는 공인들간의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하
고 소비자의 성향도 2형 정면기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형태적
으로는 함안의 양식을 이어오지만 기술적으로는 중대형 기종에 표현의 전환이 이루
어졌기 때문이다. 즉, 2그룹에서부터 장경호․발형기대․대호를 중심으로 목리문과
타날문이 이전과는 달리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목리문과 타날문은 그 이전단계
부터 함안에서도 사용된 재지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그 사용과 표현에 있어 선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3. 시기구분
아라가야의 고분에 대한 기존의 토기 연구자들의 편년을 기준으로 참고하여 수혈
식석곽묘 출토품의 시기를 구분하도록 하겠다.
이성주11)는 마산 현동유적 출토 토기를 기준으로 아라가야 토기를 Ⅰ~Ⅴ기로 구
분하였는데, 본고에 해당하는 토기문화는 이성주의 편년안 Ⅲ기와 Ⅳ기로 위치지울

11) 이성주 외 3인, ｢아라가야 중심고분군의 편년과 성격｣, 뺷한국상고사학보뺸 10, 1992.

74

東亞文化 6號

수 있다. 그러나 토기의 동반관계에 있어서는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다. 김정완12)
은 함안권역 내의 종합적인 토기 편년을 시도하여 아라가야의 토기를 9단계로 나누
고 이를 다시 전기(Ⅰ~Ⅳ단계), 중기(Ⅴ~Ⅷ단계), 후기(Ⅸ단계)로 구분하였는데, 본
고에서의 1그룹과 2그룹에 해당되는 단계는 김정완 편년안의 중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단계별 구분이 모호하고, 전기․중기․후기의 문화적 요소는 광범위하게
구분되어 있다. 우지남13)은 함안지역의 4-6세기 중엽의 토기에 대한 편년을 정리하
여 모두 10개의 단계로 나누었다. 본고에서 서술한 1-2그룹은 우지남의 편년안 Ⅶ기
에서 Ⅷ기와 Ⅸ기의 일부에 해당하는데, 대부분 토기의 단계설정이 유사하나 일부
기종에서 동반관계가 모호하고 Ⅸ기에 대한 단계설정의 견해차이를 보고 있다. 박
광춘14)은 함안지역의 토기를 Ⅰ기에서 Ⅶ기로 편년하였는데, 본고에서의 1-2그룹
모두가 제Ⅵ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박광춘의 Ⅵ기를 다시 2단계로 세분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한 연구자들의 편년안을 종합하여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수혈식석곽묘 1단계(1그룹)는 대체적으로 5세기 중반대에서 5세기 후반대(약 5세
기 2/4분기 후반~4/4분기 전반)로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은 1그룹에서 출토된 소가야
계 토기 요소가 5세기 중후반대로 편년되는 진주 무촌리유적, 고성 송학동유적의
수혈식석곽묘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시기를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수혈식석곽묘 38호분의 경우 유물의 양상이 목곽묘 출토품과 유사하기 때
문에 38호분을 목곽묘-수혈식석곽묘의 공존기로 위치지울수 있으며 따라서 1단계에
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겠다.
수혈식석곽묘 2단계(2그룹)는 5세기 말엽에서 6세기 초반대(5세기 4/4분기 중후
반~6세기 1/4분기 전중반)로 설정할 수 있다. 그것은 암각화고분에서 출토된 토기
의 동반유물 양상이 모두 2그룹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일부 무개고배에서 단각화와
함께 함안지역 무개고배의 가장 큰 특징인 배신부의 돌대가 없어지고 흔적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무개고배는 14-1호분과 3호분에서 출토되는 단
각화된 1단의 유개고배, 무개고배와 형태적 계통을 같이 한다. 그리고 14-1호분과 3
호분의 고배, 파배, 개배, 대부직구호, 대호 등의 동반유물 양상이 횡혈식석곽묘인
12) 김정완, 뺷함안권역 도질토기의 편년과 분포변화뺸, 경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4
13) 우지남, ｢함안지역 출토 도질토기｣, 뺷도항리․말산리 유적뺸, 경남고고학연구소, 2000.
14) 박광춘, ｢아라가야 토기의 편년적 연구｣, 뺷함안 도항리 6호분뺸,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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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도항리 47호분 출토 토기와 같은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14-1호분, 3호분, 47
호분은 묘제 변화의 공존기에 축조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그룹의 암각화고분
은 14-1호분, 3호분과 동일한 묘제이지만, 출토 토기의 양상이 14-1호분, 3호분보다
앞서기 때문에 먼저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시기가 횡혈식석실묘가 등장하기
직전의 6세기 초반대(6세기 1/4분기 전중반)로 생각된다. 부가적으로 2그룹의 암각
화고분 및 이후의 14-1호분, 3호분에서도 무개고배가 출토되는 것으로 볼 때 함안지
역에서는 무개고배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을 알 수 있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함안 도항리고분 5~6세기대 수혈식석곽묘 출토 토기를 중심으로 하여
정면기법을 기초로 형식과 시기 설정을 시도해 보았다.
먼저 수혈식석곽묘 출토 토기는 유물의 형식과 정면기법의 차이에서 볼 때, 크게
동반관계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그룹은 수혈식석곽묘 1단계와 2
단계로 시기구분이 가능하다.
먼저 1그룹의 1단계는 유개고배가 A1형식으로 돌출된 턱과 각부에 3조의 돌대를
돌린 형태이다. 무개고배는 형태적으로 목곽묘 출토품과 유사하나 크기에 있어 다
소 작아지고 그에 따라 부피도 줄어들며 화염형투창의 형태도 작아진다. 장경호에
서는 목곽묘 출토품보다 경부가 길어지면서 문양대도 2개로 늘어났으며 동체부의
형태도 구형에 가까운 B1형식으로서 크기가 상당히 커진 상태이다. 발형기대도 목
곽묘 출토품보다 크기가 커지면서 발신부도 보다 넓어진 형태로서 C1형식이며, 대
호는 D1․D2a형식이 공존하는데, D2a형식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데, 직립하는
구경부와 견부에 耳形의 파수가 부착되면서 이 역시 크기도 커진 상태이다. 정면기
법에서는 주로 회전물손질․물손질과 깎기를 위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기면이
깨끗하고 매끈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1형 정면기법) 그것은 성형시 타날로 제작되
는 대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양상으로서, 동체부의 타날문을 물손질로 대부분 지
우기 때문에 기면에 타날흔이 희미하게 잔존한 상태이다.
2그룹에 해당하는 2단계는 1단계보다 전체적으로 크기가 다소 작아지고 개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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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유개고배의 경우에 있어서는
형태적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이전의 배신부의 턱의 형태가 돌출된 턱에서 짧아져서
배신부와 연결된 형태로 변형되고, 각부의 돌대도 중위 2조, 중하위 1조로 구성된
3조에서 중위․중하위 각 1조씩, 모두 2조로 줄어든 A2형식을 띤다. 무개고배는 삼
각투창의 비율이 많아지면서 화염형투창도 상부 삼각부가 침선과 같이 간략화되는
형태가 많아지며 각부의 길이도 현저히 짧아진다. 그리고 이전의 소형 대부잔이 사
라지고 양적으로 적어진 대부완과 짧아진 무개고배가 형태적으로 유사해진다. 장경
호의 경우에는 B2형식으로서 구경부 길이가 동체보다 길어져 구경부 비율이 높아
지고 문양대도 3개로 늘어나며 동체부의 형태가 편구형에 가깝게 변화하며 동체부
외면에 목리문을 사용하여 일정하게 밑바탕 무늬장식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발형
기대는 발신부가 다소 낮아지고 구연부가 보다 외반한 형태인 C2형식인데, 정면기
법에서 장경호와 마찬가지로 기면에 목리조정으로 인해 요철이 형성되어 시문된 문
양과 함께 장식효과를 더하고 있다. 대호는 구연 직하에 턱과 같은 돌대가 부착된
D2b형식과 구경부가 외반하는 D3형식이 등장하며 D3형식에서 타날을 이용한 바탕
장식 효과를 내고 있다.
정면기법에 있어서 2단계의 토기들은 1단계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장경호
와 발형기대에서 목리조정을 이용한 것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대형호에서는 1형 정
면기법이 사용되어 기면에 凹凸이 희미한 상태인 것(대형의 D1․D2a형식, D2b형
식)과, D3형식의 대호는 2형의 정면기법으로서 기면의 요철이 바탕무늬처럼 잔존한
상태이다. 이것은 특정 기종인 대형토기류에서 목리문과 타날문을 사용하여 기면에
凹凸을 남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상기한 단계설정에서 보이는 정면기법의 차이는 1단계에서 소가야식 토기가 소
량 유입되다가, 1-2단계의 과도기에서 시작하여 2단계 이후로 토기제작상의 문화교
류, 주로 토기 제작자 또는 공방간의 교류가 빈번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1그
룹에서 소가야의 토기가 소량 출토되고, 소가야식의 정면기법 표현이 2그룹에서 특
정 기종에 채택되어 제작되어지기 때문이다. 즉 장경호와 발형기대, 대호가 재지적
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제작기법에서는 요철을 이용한 바탕무늬 장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토기제작상의 문화교류를 바탕으로 한 사회문화적 선택과 성향이
변화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그 영향과 교류는 진주지역 무촌리유적과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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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교류는 1-2단계의 과도기적인 시점(6호분)에서 시작하여 2단계에 성행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시기는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초반 가량으로 판단된다.
원고투고일자 2009년 4월 17일
원고심사완료 2009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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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ment Technique of Pottery Excavated in
Dohang-ri Tumulus of Ham-an between 5 and 6C

I try to analyze the adjustment technique of potteries excavated in the stone-lined
tomb of Dohang-ri, Haman and divided into two groups. First type group is used by
fettling, water-spinning, water-handling and the surface is adjusted cleanly. Second
type group is used by spinning wood grain and paddling in large and medium
pottery with adjustment of first type group like a pattern ornament.
Few So-Gaya type potteries are flowed at first type group phase and the adjustment
technique which is similar to second type group of potteries is used but these are
small in quantity. On the other hand, the method of second type like spinning wood
grain and paddling is usually used in So-Gaya at the same time, shows up in
Muchon-ri site of Jinju and Songhak-dong site of Goseong.
The formal difference of first and second type is accompanied. In other words, the
first type group is formed between early and late 5C. The second type group
corresponds to early 6C.
In conclusion, the method cleanly-adjusting surface is used in the first group. The
adjustment technique prevalent in So-Gaya like the standardized ornament of spinning
wood grain and paddling is actively used in some potteries-jar with long neck, bowl
stand and large jar. I suggest that the social-cultural choice and propensity based on
cultural relationship with So-Gaya is changed at the transitional period. Moreover, this
phenomenon is the most active at late 5C and specially is related to Muchon-ri site
of Ji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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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咸安道项里古墓群出土5-6世纪土器的表面调整技法

结果分析了对表面调整技法以5-6世纪代的竖穴式石椁墓出土土器为中心，可略分一
型群和二型群的二组，一型群采取器面清纯结束办法用刨器面，回转式修水，修水
等，二型群采取跟一型群的正面技法一起用办法就像器面的纹样装饰如此模式在中大
形土器原封留下回转木理文和打捺文。
但在一型群少量流入小伽耶式土器，某些土器用表面调整技法的表现跟二型群一样
却出现太少量。原封留下回转木理文和打捺文用办法就像器面的装饰效果是在同时期
的小伽耶地区主要用的表现法并可以见在晋州武村里遗址，固城松鹤洞遗址等。
一型群和二型群陪同形态的分别。即在竖穴式石郭墓出土土器中的一型群属于大体
从五世纪前中半代到五世纪后半代又二型群属于六世纪前半代。
结论在一型群用器面清纯结束办法，二型群以后在小伽耶地区盛行的表面调整技法
即依在某些器种-尤为长颈壶和钵形器台及大壶积极用回转木理文和打捺文的模式化装
饰办法时，社会文化的选择和趋向依据跟小伽耶地区土器制作的文化交流推定变化了
在一型群和二型群的过渡时期的阶段。并且其时期推定了在五世纪后半代活跃尤为判
断了跟晋州武村里遗址的关联性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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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安道項里古墳群の出土5～6世紀土器の整面技法

咸安道項里古墳群の5~6世紀代の竪穴式石槨墓出土の土器を中心に整面技法を分析
してみた結果、大きく1型群と2型群の二つのグループ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1型群
は篦削り、回転撫で、撫で等を利用して器面をきれいに仕上げする方法を使い、2型

群は1型群の整面技法と共に中大型土器に回轉刷毛目と叩き目をそのまま残して、紋
樣裝飾として使用する方法である。
さて、1型群の段階で小加耶式土器が小量流入し、一部の土器のなかで2型群と同
じ整面技法の表現が使われているが、その數量は少ない。一方、回轉刷毛目と叩き

目をそのまま残して裝飾效果に使う方法は同時期の小加耶地域で主に使用される表
現法であり、晉州武村里遺跡、固城松鶴洞遺跡等で多く見られる。
1型群と2型群は時期的な差異もある。即ち、竪穴式石槨墓の出土土器の1型群は大

體的には5世紀前中半代から5世紀後半代に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2型群は6世紀前
半代の時期である。
結論的には1型群では器面をきれいに整える方法が使われたが、2型群の後では小
加耶地域で盛行した整面技法、つまり、回轉刷毛目と叩き目のパタン化の裝飾方法
が一部の器種-特に長頸壺、鉢型器臺、大壺-に積極的に使われることを見ると、小加

耶地域との土器製作上の文化交流を背景とした社會文化的の選擇と性向が1型群と2
型群の過渡期的な段階から變化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さらに、その時期は5世紀後
半代に、もっとも活潑化したと推定され、特に、晉州武村里遺跡との關聯性が高い
と判斷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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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귀산동유적 유구배치도

경남지역 조선분묘의 규모에 대한 일고찰

1)김

판 석*

요 약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축적된 15~17세기대 경상남도 지역의 조선시대 분묘자료를
토대로 각 분묘군의 配置狀態, 墓壙規模, 出土遺物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분
묘의 규모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ㆍ경제적인 영향과, 향후 조선분묘의 조사과정에서
분묘의 규모를 일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
으로 유적별 분묘의 규모에 따른 분류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조선분묘의 규모는
비교적 일정한 수치를 기준으로 유물의 부장양상, 분포상태가 구분되고 있다. 따라
서 조선분묘의 규모에 대해 길이 150㎝, 너비 40㎝ 이하는 소형, 길이 151~250㎝, 너
비 41~100㎝는 중형, 길이 251㎝, 너비 101㎝ 이상은 대형으로의 구분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무덤의 축조는 기본적으로 피장자의 신장을 기준으로 한다. 당시의 평균 신장1)이
지역마다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인데, 분묘의 규모, 유물의 부장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피장자의 신장차이 이외의 다른 요소가 분묘의 축
조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요소는 피장자의 사회적인 신분차이와 경제력
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피장자의 신분, 즉 班常의 차이에 의해 분묘의 규모
가 대ㆍ중ㆍ소형으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유물의 부장은
중형의 분묘에서 다량 출토되고 있어 이러한 유물의 부장하는데 있어서는 경제력이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1) 창원 귀산동유적에서 잔존목관의 평균 규모는 길이 168.6cm, 너비 44.9cm이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당시의 평균 신장은 160cm 내외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김판석, ｢창원 귀산동유적 분묘유
구 소고｣, 뺷昌原 貴山洞 朝鮮墳墓群뺸,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8, p.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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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선분묘에 반영된 분포상과 유물부장 등은 그 축조규모와 더불어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데, 이는 그 규모의 대ㆍ중ㆍ소와 결합되는 유물의 부장상태, 분
포양상이 비록 묘지명 등이 출토되지 않는 분묘라 하더라도 어떤 요소에 의해 영향
을 받아 축조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Ⅰ. 머리말
조선은 고려말 새로운 신분계층인 신진사대부가 형성되어 불교중심의 가치관을
배척하고 性理學에 의한 儒家思想이라는 새롭고 엄격한 가치관을 정치적 이념으로
수용하면서 건국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은 조선의 社會ㆍ經濟ㆍ政治的인 부
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조선시대의 喪葬儀禮 역시 이러한 변화에 편승하
게 된다. 그 대표적인 변화로는 이전까지 축조되던 石槨ㆍ石室墓와 火葬墓의 쇠퇴
를 꼽을 수 있다. 왕실에서는 石材를 사용한 묘제가 일부 이용되고 있지만 사대부
계층에서는 점차 灰隔(槨)墓로 교체되게 된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고문헌에도 기록
되어 있어2) 발굴조사에서 나타난 埋葬風習과 비교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이후 16~17세기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으로 인해 社會ㆍ經濟ㆍ政治的으로 다시금 대
대적인 격변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신분질서의 문란은 무덤의 축조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즉 무덤의 입지, 규모, 부장품 등에 있어 班常의 차이만이 아닌 경제력
에 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 뺷太宗實錄뺸 卷12 6年(1406년) 閏7月 28日 (乙酉)
命大臣禮葬, 禁用石室. 政府啓 前朝之法, 大臣禮葬, 許用石室. 謹按石室之制, 禮典所無, 只勞生
人, 無益死者. 乞依文公家禮, 只用灰隔, 勿用石室. 從之.
뺷太宗實錄뺸 卷 3518年(1424년) 正月 11日 (壬戌)
命自今宗親以下禮葬, 除石室用灰隔.
뺷世宗實錄뺸 卷105 26年(1444년) 7月 12日 (己未)
傳旨戶曹 自今大臣之卒, 葬用石灰, 除禮葬外, 一品六十石, 正二品五十石, 從二品四十石, 毋得
啓聞, 依式題給.
뺷世宗實錄뺸 卷108 27年(1445년) 5月 16日 (己丑)
傳旨戶曹 宗親不在禮葬之限者, 正從三品, 給石灰四十石. 四品以下, 三十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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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분묘와 관련한 연구는 墓制의 특징을 槪括하거나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
하여, 개별유적에서 분묘의 構造와 遺物을 중심으로 한 編年硏究, 특정 지역을 대상
으로 분묘의 구조적 특징이나 변화양상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축적된 15~17세기대 경상남도 지역의 조선시대 분묘자료를
토대로 각 분묘군의 墓壙規模, 出土遺物 등을 분석하여, 분묘의 규모에 반영되어 있
는 사회ㆍ경제적인 영향과, 향후 조선분묘의 조사과정에서 분묘의 규모를 일괄적으
로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유적별 분묘의 규모
에 따른 분류를 시도하도록 하겠다.

Ⅱ. 朝鮮時代 墓制와 墳墓遺蹟
1. 朝鮮時代 무덤의 名稱
조선시대의 무덤에 대해서는 그동안 통상 ‘民墓’라고 지칭해 왔다. 이에 대해서는
최호림이 “민묘란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행하는 모든 매장형식을 의미하나, 여기서
말하는 민묘란 특정한 지역이나 특수한 신분계층에서 행해지거나 사용되는 것이 아
니고, 흔히 민간에서 무덤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장 보편적인 분묘를 뜻한다. 경제적
으로나 신분적인 구별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민묘라
고 할 때, 그 묘제는 외형이 둥글고 지하구조가 복잡하지 않으며, 부장품도 그렇게
많지 않은 무덤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바 있다.3) 정의도는 민묘라는 명칭에 대한
개념규정을 통하여 밝히고 있으며,4) 최종규는 새로이 ‘朝鮮墓’5)라고 명명하고 있다.
물론 민간에 유행하는 무덤이라는 것과 조선이라는 시기적 개념을 반영하는 것도
좋으나 실제적으로 무덤의 구조에 대한 반영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시
대의 무덤은 瑩域을 갖추고, 봉분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 형태로 한다. 뺷朝鮮王朝實
錄뺸 등에 따르면 관품에 따라 분묘의 크기를 한정하고 있으며6), 뺷家禮뺸에는 분묘에
3) 최호림, ｢조선시대 묘제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3, p.36
4) 정의도, ｢朝鮮前期 청동숟가락 연구｣, 뺷동아시아문물연구소 제97회 월례연구발표회뺸, 2004.
정의도, ｢韓國古代靑銅匙箸 硏究-고려시대｣, 뺷石堂論叢뺸 第38輯, 石堂學術院, 2007.
5) 최종규, ｢朝鮮墓 餘滴｣, 뺷진주 무촌 Ⅱ뺸, 2004, p.218.
6) 뺷太宗實錄뺸 7卷 4年(1404년)甲申/永樂2年3月29日(庚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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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혹자가 “墳과 墓는 어찌 다릅니까?”라고 묻자 “墓는 瑩域을 말하고, 墳은 곧 쌓은
흙이 높이 일어난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光武紀｣에 이르기를 “墳을 만드는 데
는 다만 조금 높음을 취하여 사방으로 물이 흘러가게만 하면 된다. 옛사람들은 墳을
아주 높고 크게 하고 壙中은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하였는데 아무 생각이 없
는 것이다. 지금의 법령에 1品 이상은 封墳을 높이 1丈 2尺으로 하였는데 역시 좀
높다.”고 하였다.’7)

따라서 고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참조해 보면 조선시대의 무덤은 고대의 ‘古墳’과
는 다른 개념을 갖고 축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墳’은 봉분을 덮은 무
덤을 의미하며, 이는 조선시대 무덤이 봉분을 조성하고 있는 점과 구조적인 면에서
일맥상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무덤의 명칭에 대해
시기와 무덤의 구조가 모두 드러나는 ‘朝鮮墳墓’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조선
분묘의 가장 큰 특징은 현존하는 封墳과 그 瑩域 및 埋葬主體部에 있기 때문이다.

2. 朝鮮時代 墓制
조선시대 묘제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석축묘, 토광직장묘, 토광목관묘, 회
격묘, 옹관묘, 화장묘 등이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 고고학적 발굴조사에서 확인되는
묘제도 그러하여, 굴광후 묘광내에 별다른 시설 없이 시신을 안치하는 土壙直葬墓,
시신을 목관에 넣어 안치하는 土壙木棺墓, 매장주체부를 灰隔으로 조영하고 그 안
에 시신을 棺 또는 槨에 넣어 안치하는 灰隔墓8), 甕을 이용하여 시신을 매장하는

命禮曹詳定各品及庶人墳墓禁限步數: 一品墓地方九十步, 四面各四十五步; 二品方八十步; 三品
方七十步; 四品方六十步; 五品方五十步; 六品方四十步; 七品至九品方三十步; 庶人方五步. 已上
步數, 竝用周尺. 標內田柴火焚, 一皆禁止. 用前朝 文王 三十七年定制也.
7) 뺷家禮뺸 卷第五 喪禮二 治葬 遂穿壙
問:墳與墓何別. 曰:墓想是塋域 墳卽封土隆起者. 光武紀云 爲墳但取其稍高 四邊能走水 足矣.
古人墳極高大 壙中容得人行也 沒意思. 今法令一品以上墳得高一丈二尺, 亦自儘高矣.
8)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러한 묘제에 대해 灰槨墓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뺷家禮뺸에
는 매장주체부에 灰隔을 사용하는 墓라고 지칭되어 있어 본고에서는 灰隔墓라는 명칭을 사용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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甕棺墓, 시신을 火葬하여 유골을 壺에 넣고 매장하는 火葬墓 등으로 파악 하고 있으
며, 이에 대해서는 연구자간에 큰 이견은 없는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토광직장묘와 토광목관묘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살펴보
겠다.
1) 土壙直葬墓
토광직장묘는 지면을 굴착한 후 묘광내에 별다른 시설 없이 시신을 안치하는 것
으로 일반 서민계층에서 주로 사용하던 묘제로 추정되며, 일부지역에서는 ‘破棺‘이
라는 葬俗의 한가지로 이용하였다.
창원 귀산동유적에서 조사된 토광직장묘는 偏旁9)이 설치되거나, 내부에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네 벽을 따라 골을 파서 중앙부를 장방형의 시상대처럼 튀어나오게
한 경우도 한 기가 조사되어, 분석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토광직장묘
에도 일반적인 구조 이외에 특이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土壙木棺墓
토광목관묘는 토광직장묘와 함께 널리 이용되던 묘제로 지면을 굴착하여 설치한
묘광에 시신을 목관에 넣어 안치한 것이다. 보강토의 형태와 굴착방법에 따라 다양
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편방을 설치하여 유물을 부장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김해 어방동유적에서 조사된 74호는 길이 440cm, 너비 280cm 이상으로 다
른 토광목관묘보다 규모가 대형인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 그 피장자가 비교적 상위
신분자이거나 경제적으로 우월자일 것으로 판단된다.

3. 朝鮮時代 墳墓 遺蹟
1) 사천 덕곡리유적10)

9) 유물을 부장하는 공간으로는 坑과 偏旁이 있다. 지금까지는 龕室 혹은 壁龕이라는 용어를 주
로 이용해 왔는데 뺷家禮뺸에 보면 偏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10) 慶南考古學硏究所, 뺷泗川 德谷里 遺蹟(1)-구릉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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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덕곡리유적은 사천시 용현면 475-2번지 일대로 해발 30~50m 내외의 네 갈래
로 뻗은 구릉의 남서쪽 말단부와 구릉 사이에 펼쳐진 3개의 곡간지로 이루어져 있
다.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동기시대 석곽묘, 지상식 건물
지, 조선분묘, 수혈이 조사되었다. 조선분묘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총 81기가 조사
되었다. 그 중에는 목관의 사용여부에 따라 크게 토광목관묘와 토광직장묘로 구분
되며, 회격묘 또한 소수이지만 확인되고 있다. 출토유물로는 자기, 청동시, 관정 등
이 있다. 조선분묘 중 토광직장ㆍ목관묘는 총 76기가 보고되었다.
2) 사천 선인동유적11)
선인동유적은 사천읍의 동북부로 경상남도 사천시 선인동 213번지 일원이다. 조
사구역내의 중앙부에는 곡부가 형성되어 있고 그 양 옆으로 해발 35~50m 내외의
동쪽과 서쪽에 위치하는 구릉의 남쪽사면에 입지해 있다.
본 유적에서 조사된 묘제는 석축묘, 토광목관묘, 토광목관묘 등 다양하다. 묘역의
조성시기는 출토유물로 미루어 고려초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단절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총 150여기의 무덤이 조사되었으나, 조선분묘 중 토광직장ㆍ목관묘
는 총 32기가 보고되었다.
3) 고성 신전리유적12)
고성 신전리유적은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고성군 대하면 신전리 산 72-2번지 일대
에 해당한다. 고성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
다. 조사구역은 蓮花山(526m)의 해발 180~185m 상의 남서사면 하단부에 형성된 두
개의 구릉 정상부와 양측 경사면에 속한다. 조선분묘 22기가 조사되었는데 유구는
동쪽구릉에 13기, 서쪽구릉에 9기가 구릉의 사면부을 따라 등고선과 직교되게 조성
되어 있으며, 출토되는 자기류로 살펴본 분묘군의 조성시기는 15~16세기이다.
조선분묘 중 토광직장ㆍ목관묘는 총 22기가 보고되었다.

11) 慶南考古學硏究所, 뺷宣仁洞 朝鮮墓群뺸, 2001.
12) 慶南文化財硏究院, 뺷固城 薪田里 民墓群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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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해 대청유적13)
김해 대청유적은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67-1, 월촌리 산79
번지 일대로, 해발 47~50m 내외의 구릉 동쪽사면에 조선분묘가 삼한시대 주거지와
함께 소수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조선분묘는 대부분 규모가 크고 열을 지으며 밀집해서 배치되어 있어
一家의 분묘군으로 판단된다. 조선분묘 중 토광직장ㆍ목관묘는 총 10기가 보고되었
다.
5) 김해 덕산리유적14)
김해 덕산리유적은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67-1, 월촌리 산79
번지 일대로, 해발 20~40m 내외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리는 동ㆍ서쪽의 구릉
사면을 따라 8개군으로 분포한다.
조사결과 토광목관묘, 토광직장묘와 석축묘 등의 묘제가 조사되었으며, 삼국시대
낙동강 주변에서 유행하던 횡구식석실묘가 명맥을 유지하여 조선시대의 묘제에 보
이고 있다는 것은 이번 조사에서 커다란 성과였다. 또한 옹관묘와 목관 주위에 조
개껍질과 마사토를 혼합하여 채운 회격묘도 있었다.
이곳에서 출토된 분청사기는 66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인화문을 제외하고, 모두
귀얄문이다. 조선분묘 중 토광직장ㆍ목관묘는 총 268기가 보고되었다.
6) 김해 어방동유적15)
김해 어방동유적은 경남 김해시 어방동 984-204 일대에 해당된다. 해발 260~280m
내외의 구릉 정상부에서 남동쪽과 동쪽으로 뻗은 구릉사면을 따라 무문토기시대의
유구와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는 탄요 외 조선분묘가 확인되었다. 어방동유적은 무
문토기 취락이 중심이 되는 유적이나, 통일신라시대와 조선시대의 유구도 다수 확
인되어 이 일대가 무문토기시대 이래 인간이 계속 활동하고 있었던 지역임을 알 수
있다.
13) 釜山大學校博物館, 뺷金海 大淸遺蹟뺸, 2002.
14) 東亞大學校博物館, 뺷金海 德山里民墓群뺸, 1995.
15) 慶南考古學硏究所, 뺷金海 漁防洞 無文時代 高地性聚落遺蹟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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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분묘는 조사구역 전역에 걸쳐 확인되지만, 특히 남사면과 서북쪽 곡부에 집
중되어 분포한다. 모두 등고선과 직교하게 조영되었으며, 평탄한 면에 위치한 것들
은 남-북향을 장축으로 하였다. 출토유물은 확인된 70여기의 분묘 가운데 자기, 청
동시, 관정 등이 출토되었지만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조선분묘 중 토광직장ㆍ목관묘는 총 57기가 보고되었다.
7) 진주 무촌유적16)
진주 무촌유적은 경남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산 29-2번지에 해당된다. 조사구역
은 해발 30~70m 내외의 구릉지대인 Ⅰ지구와 평지의 Ⅱ지구로 나뉘며, 조선분묘는
총 321기가 보고되어 있다. 1, 3 구릉에서 집중되어 있고, 능선부에 비교적 규모가
큰 무덤들이 경사면을 따라 열상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대부분 편방이 설치되어 있
어 이러한 배치상을 보여주는 경우 一家의 분묘군으로 이용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
다. 조사된 수량이 많은 만큼 토광직장묘와 토광목관묘 이외에 태실묘와 화장묘 등
다양한 묘제가 조사되었다. 출토유물은 발과 접시가 합으로 조합되어 출토되는 경
우가 많았으며, 구슬 등의 장신구류와 인장도 출토되었다. 조선분묘 중 토광직장ㆍ
목관묘는 총 306기가 보고되었다.
8) 창원 귀산동유적17)
창원 귀산동유적은 마산시 우산동과 창원시 귀산동을 연결하는 마창대교 접속도
로 건설공사 부지로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창원시 귀산동 산 25번지 일대이다. 해발
25~62m 내외의 남서쪽 구릉사면에 축조되었다.
유구는 청동기시대 석곽묘, 고려시대 토광묘, 조선분묘 등이 조사되었다. 청동기
시대 석곽묘와 조선분묘는 가지구에 집중분포하며, 나지구와 다지구에서는 등고선
방향에 따라 수평과 수직적 배열관계를 유지하면서 분포하고 있다.
조선분묘는 토광직장묘와 토광목관묘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 회격묘가 존
재한다. 조선분묘 중 토광직장ㆍ목관묘는 총 106기가 보고되었다.

16) 慶南考古學硏究所, 뺷晋州 武村 ⅠㆍⅡ뺸, 2004.
17)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뺷昌原 貴山洞 朝鮮墳墓群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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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밀양 금포리유적18)
밀양 금포리유적은 행정구역상 경남 밀양시 초동면 금포리 100-11번지 일원으로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뻗어나오는 해발 14~16m 내외의 구릉말단부에 6기가 밀집
되어 분포하고 있어 一家의 분묘군으로 파악된다. 4기의 회격묘와 2기의 토광묘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회격묘는 뺷家禮뺸와 뺷國朝五禮儀뺸 등의 문헌에서 소개된 축조
방법과 좋은 비교자료이다.
토광묘와 회격묘의 회격내에 목곽과 목관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조사되었다.
회격묘가 중심으로 총 6기가 조사되었는데 토광목관묘는 2기가 보고되었다.
10) 밀양 귀명리유적19)
밀양 귀명리유적은 상기한 금포리유적의 북쪽으로 연접한 해발고도 20~30m 내외
의 동일 구릉에 위치하는 곳으로 행정구역명이 금포리에서 귀명리로 바뀌는 지점이
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이 금포리 구간을, 경남고고학연구소에서 귀명리 구간을
나눠 조사하였다.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묘역으로 지속적으로 이용되던 곳
으로 구릉상부에 64기가 분포하고 있어 금포리와 연접하면서도 다른 성격의 분묘군
으로 파악된다. 조선분묘 중 토광직장ㆍ목관묘는 64기가 보고되었다.

Ⅲ. 各 遺蹟別 墳墓 分析20)
1. 分布狀態
조선시대 분묘군의 입지는 대부분 낮은 구릉의 비교적 평탄한 사면으로 되어 있

18)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뺷密陽 金浦里遺蹟뺸, 2008.
19) 慶南考古學硏究所, 뺷密陽 貴明里 三國時代 무덤군 無文土器時代ㆍ朝鮮時代뺸, 2008.
20) 사천 덕곡리유적, 김해 어방동유적, 진주 무촌유적 등 일부 보고서는 본문 및 고찰에 유구의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도면상으로 규모를 측정, 정리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따라
서 원보고자의 계측치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진주와 김해의 경우 일제시대 묘지대장을 찾아 분묘군의 정체성을 더욱 파악하고자 하였
으나, 진주시의 경우 6ㆍ25 전란에 소실되었고, 김해시에도 남아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여 분
묘군의 축조집단에 대한 파악은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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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고에서 살펴볼 유적들도 대부분 해발 30~70m 내외인 구릉의 저평한 정상부에
서 나지막한 구릉 사면을 따라 형성되어 있고, 고성 신전리유적과, 김해 어방동유적
만이 해발 100m 이상의 구릉 정상부에서부터 구릉사면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이러
한 분묘군들은 구릉사면에 일정한 배치양상을 띠며 조성되어 있다.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띠는데 列狀配置(가유형)와 密集配置(나유형)이다. 특히 열상배치는 구릉 상
부에서 말단부로 등고선과 직교되게 열상배치되는 경우(가-Ⅰ유형)와 동일 해발고
도상에 등고선과 평행하게 열상배치되는 경우(가-Ⅱ유형)로 구분된다. 이러한 유형
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마도 同一家系내에서의 行列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피
장자의 신분이 밝혀진 일부 분묘군의 이장시 나타나는 분묘의 배치는 기본적으로
높은 항렬자가 구릉 상부, 낮은 항렬자가 말단부로 열상배치되고, 동일항렬자는 동
일 해발고도상에 수평상으로 열상배치되는 규칙성을 확인할 수 있다.21)
1) 사천ㆍ고성지역
사천 선인동유적에서 분묘군은 서쪽구릉에 크게 3개군, 동쪽구릉에 1개군이 가유
형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분포상태로 볼 때, 동쪽구릉은 一家, 서쪽구릉은 親
族集團의 분묘군이 입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덕곡리유적에서는 2ㆍ3ㆍ4구릉에 각기 군집을 이루고 있는데, 2ㆍ3구릉에는 가-Ⅱ유
형의 배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4구릉에는 가-Ⅰ유형의 배치가 중심을 이룬
다. 이러한 배치상과 관련되어 4구릉에 입지하고 있는 분묘는 비교적 대형이 많다. 각
구릉별로 가-Ⅱ유형으로 배치된 분묘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 동일항렬자들의 분묘가 집
중되고 있는 지역으로 親族集團에 의해 축조된 분묘군으로 판단된다.
고성 신전리유적에서는 북ㆍ남으로 갈라지는 구릉사면을 따라 분묘가 가-Ⅰ유형
으로 분포하고 있다. 남쪽구릉에 입지하고 있는 분묘들이 북쪽구릉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
사천ㆍ고성지역의 분묘군은 주로 남ㆍ남서쪽 구릉사면에 입지하고 있다. 특히 가
유형으로 배치된 경우가 많다.
21) 全州柳氏 선산에 대한 이장시 분묘의 배치상태를 보면 구릉 상부에서 말단부로 열상배치가
기본이며, 일부 인접한 구릉의 평탄사면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全北大學校博物館, 뺷조선시
대 무덤과 껴묻거리뺸, 2000.)

94

東亞文化 6號

[도면 1] 사천 선인동유적 유구배치도

[도면 2] 사천 덕곡리유적 유구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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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고성 신전리유적 유구배치도

2) 김해지역

[도면 4] 김해 덕산리유적 유구배치도

96

東亞文化 6號

김해 덕산리유적은 일정한 면적에 다수의 분묘가 여러 군집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어, 아마도 친족집단이나 일가의 분묘군 보다는 여러 집단이 함께 사용한 유적으
로 판단된다. 대부분 가유형으로 배치되는 것들과 나유형으로 배치되는 것들이 혼
재되어 있는 상태로 구릉 상부에는 가유형이 일부 보이고 있지만 구릉 하부로 내려
오면서 나유형과 혼재되어 있어 정확하게 그 양상을 구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러한 배치상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 그 축조시기의 차이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
으로 판단되며, 가유형은 대체로 구릉의 상부에서 보이고 있어 이 지역을 선점하였
던 집단의 분묘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나유형으로 축조양상이 변화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덕산리에서는 석실묘도 조사가 되었는데 백자와 귀얄문분
청사기 등이 출토되고, 대부분이 등고선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조성되어 있어 조선
시대 전기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일반 토광직장묘ㆍ토광목관묘에 비해
구릉 상부쪽에 입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도면 5] 김해 대청유적 유구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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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유적에서는 동쪽 구릉사면을 따라 가유형으로 분묘들이 분포하며, 소수만이
조성되어 있어 一家의 분묘군으로 판단된다.
어방동유적에서는 2개의 분묘군이 구릉의 정상부인 해발 227m 선상에서 ‘T’자상
으로 교차되며 가유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조사구역 내의 북쪽에 위치하는 곡부를
중심으로 동쪽사면에 일부 나유형으로 축조된 분묘들이 보이고 있다. 구릉 정상부
의 이러한 배치상태로 볼 때, 가유형으로 축조된 분묘군이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판
단되어 친족집단의 분묘군으로 보여지며 일부 나유형의 배치상을 보이는 분묘군은
전자와는 다른 집단이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6] 김해 어방동유적 유구배치도

이상의 김해지역 분묘군은 대체로 남ㆍ동ㆍ북동쪽 구릉사면에 주로 입지하고 있
으며, 가유형이 기본적인 분묘들의 배치양상이지만 덕산리유적에서는 나유형이 혼
재하고 있어 가ㆍ나유형의 구분이 어렵다. 어방동유적은 구릉정상부에 축조된 42호
를 중심으로 동-서축과 남-북축으로 분묘들이 가유형으로 조성되어 있어 一家의 분
묘군이 世代에 따라 해발고도를 달리하면서 조성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배치상이라
고 판단된다. 반면 북쪽 곡부에 형성된 소규모의 분묘군은 나유형으로 배치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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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전술한 분묘군과는 다른 家系의 분묘군으로 판단된다.
3) 진주지역
진주 무촌유적은 3개 구릉(1ㆍ2ㆍ3구릉)의 서사면 및 남서사면에 각각 가ㆍ나유
형으로 분묘들이 분포하고 있어 구릉마다 독립된 분묘군으로 판단된다. 2구릉보다
는 1ㆍ3구릉에 다수의 분묘가 입지해 있다. 특히 3구릉에는 1ㆍ2구릉에 비해 비교
적 대형인 분묘들이 집중되고 있어 피장자의 신분ㆍ경제적으로 차이에 따라 구릉을
구분하여 별도의 묘역을 설정하였을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구릉사면의 상부
에서 하부로 내려오면서 기본적으로 가-Ⅰ유형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하부로 내려갈
수록 가-Ⅱ유형의 배치가 증가해 同一家系의 同一行列者들의 무덤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2구릉에는 나유형에 가깝게 분묘들이 배치되어 있다. 분묘군을 축
조한 집단은 분묘의 배치양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집단내의 여러 가계일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7] 진주 무촌유적 유구배치도

대체로 서ㆍ남서사면에 입지하며 동-서축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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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원지역
창원 귀산동유적에서는 구릉의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뻗은 구릉사면을 따라 가-

Ⅰ유형으로 배치된 것과 서쪽 구릉사면의 해발 30~40m 내외에 나유형으로 배치되
어 있는 두 가지 양상으로 분묘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분포양상은 분묘를 가-

Ⅰ유형으로 축조한 집단과 나유형으로 축조한 집단이 시기를 달리하며 조성한 것으
로 판단되는데, 출토유물로 그 시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아마도 16세기 전후
로 임진왜란 등에 의한 사회ㆍ경제적 혼란상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구릉
하부에 나유형으로 축조된 분묘군의 경우 가유형의 분묘군 하부에 혼재되어 축조되
고 있기 때문에 그 축조집단이 다르다고 판단된다.

[도면 8] 창원 귀산동유적 유구배치도

5) 밀양지역
밀양 금포리유적은 남서쪽 구릉사면 말단부에 방형묘 1기를 포함해서 6기의 분묘
만이 가유형으로 묘역을 이루며 축조되어 있다. 一家의 독립된 분묘군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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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명리유적은 금포리유적의 북쪽에 연접해 있는 구릉 남서쪽 사면에 위치히며,
크게 2개의 분묘군이 나유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금포리유적과 인접해있지만 분묘
의 배치상태나 출토유물상으로 볼 때, 금포리유적과는 다른 집단이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9] 밀양 금포리유적 유구배치도

[도면 10] 밀양 귀명리유적 유구배치도

밀양지역의 분묘군은 대체로 저평한 남서쪽 구릉사면에 입지하고 있다. 동일구역
내에 청동기~삼국시대에 이르는 분묘군이 형성되어 있어 오랜기간동안 묘역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유형으로 조성된 금포리유적의 경우 一家의 분묘군으
로 판단되며, 나유형으로 축조된 귀명리유적의 경우 창원 귀산동유적과 마찬가지로
다른 축조집단에 의해 조성된 분묘군으로 판단된다. 특히 배치상과 출토유물로 보
아 상호간 신분차가 뚜렷이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에 의해 분묘의 배치양상이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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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각 유적별 입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사천지역은 주로 남ㆍ남서쪽 구릉사면에, 고
성지역은 남서쪽 구릉사면에, 진주지역은 서ㆍ남서쪽 구릉사면에, 김해지역은 남ㆍ
동쪽 구릉사면에, 창원지역은 남서쪽 구릉사면에, 밀양지역은 남서쪽 구릉사면에
분묘군이 입지하고 있어 대체로 남ㆍ남서쪽으로 뻗은 저평한 구릉사면이 집중적으
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墓壙規模
무덤의 축조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바로 사람의 身長이라고 생각한다.
棺의 제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국 棺의 크기가 墓壙의 크기에도 영향
을 주었을 것이다.22) 즉, 묘광을 특별한 이유없이 피장자의 신장보다 길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23) 하지만 일부 조선분묘의 경우 묘광의 규모가 큰 경우가 종종 조
사되는데, 이렇게 규모가 큰 분묘가 갖는 성격에 대해서는 사회적 신분이 높다거나
경제력이 우수한 사람의 분묘로 설명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조선분묘군을 조사
하다 보면 같은 지역이라도 분묘군의 입지에 따라 묘광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
고, 양질의 유물이 부장되어 있는 분묘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

22) 뺷太宗實錄뺸에 보면 “대소 인민은 부모상(父母喪)에 쓸 관곽(棺槨)은 시신(屍身)이 들어갈 만큼
하게 하고, 높고 크게 하지 말게 하소서”라 하고 있으며, 뺷家禮뺸에서는 관의 크기에 대해 “머
리 부분은 크고 발 쪽은 작게 하여 겨우 몸을 넣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 있다.
뺷太宗實錄뺸 24卷, 12年(1412년) 壬辰/永樂 10年11月14日(乙未)
乙未/司憲府上疏:一, 大小人於父母喪, 棺槨僅可容身, 不必高大.
뺷家禮뺸 券4 喪禮 1.初終條. 治棺條
護喪命匠 擇木爲棺 油杉爲上 柏次之 土杉爲下 其制方直 頭大足小 僅取容身 勿令高大及爲虛
簷高足 內外皆用灰漆 內仍用瀝靑溶瀉 厚半寸以上 以煉熟秫米灰 鋪其底 厚四寸許 加七星板
底四隅 各釘大鐵環 動則以大索 貫而擧之
23) 뺷家禮뺸에 보면 “사람들의 분묘와 광중과 관과 곽은 모두 너무 크게 해서는 안 된다. 광중은
관이 겨우 들어갈 정도면 되고, 곽은 관이 겨우 들어갈 정도면 좋다”고 하고 있어 당시 묘광
의 크기를 일부러 피장자의 신장보다 그리 크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뺷家禮뺸 券5 喪禮 2.治葬. 遂穿壙條
人家墓壙棺槨 切不可太大 當使壙僅能容槨 槨僅能容棺乃善 去年此間 陳家墳墓 遭發掘者 皆
緣壙中太闊 其不能發者 皆是壙中狹少 無著脚手處 此不可不知也 此間墳墓 山脚低卸 故盜易
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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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도 한다.24)
경남지역에서 조사된 대단위의 조선시대 분묘군은 사천지역에 사천 덕곡리와 선
인동유적(이후 덕곡리 2ㆍ3ㆍ4구릉, 선인동 동ㆍ서쪽구릉으로 명명), 고성지역에 신
전리유적(이후 신전리로 명명), 김해지역에 김해 덕산리, 김해 어방동, 김해 대청유
적(이후 덕산리, 어방동, 대청으로 명명), 진주지역에 무촌유적(이후 무촌 1ㆍ2ㆍ3구
릉으로 명명), 창원지역에 귀산동유적(이후 귀산동으로 명명), 밀양지역에 금포리ㆍ
귀명리유적(이후 금포리, 귀명리로 명명) 등이 있다.25) 각각의 지역별로 조사된 분
묘들 중 본고에서는 회격묘를 제외한 토광묘26)를 중심으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가

ㆍ나유형의 배치상과도 관련하여 묘광의 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길이에 따른 분포상태
각 유적에서 조사된 분묘들의 묘광 길이 및 분포상태는 아래 [표 1]과 같다.
총 947기의 분묘중 길이가 150cm 이하에 24.7%, 151~250cm 사이에 64.4%, 251cm

24) 이런 경우는 권세 있는 一家의 무덤군이 이장 등에 의해 개장되었을 때 뚜렷하게 조사되는데,
안동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한 김흠조 부부합장묘, 전북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한 전주유씨
분묘군 등이 이에 속한다. (全北大學校博物館, 2000, 뺷조선시대 무덤과 껴묻거리뺸.)
반면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창원 귀산동유적과 가음정동유적의 예는 동일지역
에서도 분묘의 규모와 부장된 유물의 질적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자료이다. 창원지역에서 조사된 두 유적을 유구의 규모와 출토 유물(자기류, 청동기명류 등)
로 비교해 볼 때, 창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가음정동유적에서는 유구의 규모가 큰 경우
(사람의 신장을 160cm라고 가정했을 경우 묘광의 길이를 대략 180~200cm 정도로 추정할 수
있겠고, 너비는 90cm 이하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실제 조사시 관의 규모
가 파악되는 경우 대부분이 250×100cm 미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길이가 250cm 이상, 너비
가 100cm 이상의 것들을 규모가 큰 유형으로 파악하였다.)가 전체의 약 40% 정도이고, 매우
양질의 자기류 등이 출토되고 있는 반면, 창원시의 외곽에 있는 귀산동유적에서는 유구의 규
모가 큰 것들이 전체의 약 9.9% 정도이며, 가음정동유적 출토품보다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자기류와 청동기류가 출토되고 있다. 즉, 같은 창원지역 내에서도 그 입지와 피장자의 신분
에 따라 유구의 규모나 부장 유물의 질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뺷昌原 貴山洞 朝鮮墳墓群뺸, 2008.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뺷昌原 加音丁洞 複合遺蹟(上)뺸, 2008.
25) 이 중 김해 대청유적과 밀양 금포리유적의 경우는 대단위 분묘군은 아니지만 一家의 무덤으
로 판단되어 대단위로 조사된 분묘군과의 비교자료로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26) 본고에서는 토광직장묘ㆍ토광목관묘 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토광직장묘ㆍ토광
목관묘의 구분은 보고서에 표기된 것을 중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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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 10.9%의 분묘들이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길이 150cm 이하는 소형, 151~
250cm 사이는 중형, 251cm 이상은 대형으로 구분 가능할 것이다.
[표 1] 각 유적별 묘광길이에 따른 유구분포표
길이
유적명

50
~100

101
~150

151
~200

201
~250

덕곡리
2구릉
덕곡리
3구릉
덕곡리
4구릉
선인동
동쪽구릉
선인동
서쪽구릉

3
(10%)

1
(4.5%)
16
(5.9%)

10
(33.3%)
7
(36.8%)
2
(7.4%)
3
(14.3%)
1
(9.1%)
3
(13.6%)
54
(20.1%)

0

0

0

2
(18.2%)

대청

0

0

금포리

0

0

귀명리

1
(1.6%)

6
(9.4%)
2
(6.1%)
10
(15.9%)
1
(10%)
41
(30.8%)
18
(34%)
30
(25%)
190
(20.1%)

9
(30%)
8
(42.1%)
6
(22.3%)
5
(23.8%)
4
(36.4%)
7
(31.8%)
83
(30.9%)
10
(21.7%)
5
(45.4%)
1
(10%)
1
(16.7%)
14
(21.8%)
9
(27.3%)
25
(39.7%)
2
(20%)
33
(24.8%)
13
(24.5%)
22
(18.4%)
257
(27.2%)

7
(23.3%)
4
(21.1%)
17
(62.9%)
12
(57.1%)
5
(45.4%)
9
(40.9%)
105
(39.1%)
20
(43.5%)
4
(36.4%)
7
(70%)
3
(50%)
33
(51.6%)
18
(54.5%)
21
(33.3%)
7
(70%)
32
(24.1%)
17
(32%)
32
(26.7%)
353
(37.2%)

신전리
덕산리
어방동
남사면
어방동
곡부

귀산동
가ㆍ다지구
귀산동
나지구
귀산동
기타
무촌 1구릉
무촌 2구릉
무촌 3구릉
계

104

0
1
(3.7%)
0
0

0
0
0
13
(9.8%)
3
(5.7%)
6
(5%)
44
(4.6%)

東亞文化 6號

251
~300

301
~350

351
~400

401~

계

0

1
(3.4%)

0

0

30

0

0

0

0

19

0

0

0

27

0

0

0

21

0

0

0

11

1
(3.7%)
1
(4.8%)
1
(9.1%)
1
(4.6%)
8
(3%)
13
(28.3%)

1
(4.6%)
1
(0.5%)
2
(4.3%)

0

0

22

1
(0.5%)

0

268

0

1
(2.2%)

45

0

0

0

0

11

0

0

0

10

2
(20%)
2
(33.3%)
9
(14%)
4
(12.1%)
7
(11.1%)

0

0

0

6

1
(1.6%)

0

0

64

0

0

0

33

0

0

0

63

0

0

0

0

10

12
(9%)
2
(3.8%)
25
(20.8%)
63
(9.3%)

2
(1.5%)

0

0

133

0

0

0

53

4
(3.3%)
12
(1.3%)

1
(0.8%)
2
(0.2%)

0

120

1
(0.1%)

946

길이가 250cm 이하인 중ㆍ소형 분묘들은 사천과 고성지역에 95.4%가, 김해지역
에 91.6%가, 진주지역에 80.8%, 창원지역에 90.6%가, 밀양지역에 82.9%가 분포한다.
반면 251cm 이상인 대형의 분묘들은 사천과 고성지역에 4.6%가, 김해지역에 8.4%
가, 진주지역에 19.2%, 창원지역에 9.4%가, 밀양지역에 17.1%가 분포한다. 따라서
사천과 고성지역보다 진주와 김해, 창원, 밀양지역에 비교적 대형의 분묘가 다수 분
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묘의 배치상에 따라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유형의 평균 길이는 사천지역이
184.6cm, 고성지역이 193.7cm, 김해지역이 238.4cm, 진주지역이 185cm, 창원지역이
214.2cm, 밀양지역이 241cm이다. 나유형의 평균 길이는 사천지역이 201.2cm, 김해
지역이 188.3cm, 진주지역이 175.3cm, 창원지역이 198.3cm, 밀양지역이 211.5cm이
다.
2) 너비에 따른 분포상태
각 유적에서 조사된 분묘들의 묘광 너비 및 분포상태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각 유적별 묘광너비에 따른 유구분포표
너비
유적명

~40

41~
60

61~
80

81~
100

101~
120

121~
140

141~
160

161~
180

181~
200

201~

계

2
(7%)

0

0

0

1
(3%)

0

0

30

덕곡리
2구릉

7
12
8
(23.3%) (40%) (26.7%)

덕곡리
3구릉

4
5
6
4
(21.1%) (26.3%) (31.5%) (21.1%)

0

0

0

0

0

0

19

덕곡리
4구릉

3
5
14
2
(11.1%) (18.5%) (51.9%) (7.4%)

2
(7.4%)

1
(3.7%)

0

0

0

0

27

0

0

0

0

0

21

1
(9.1%)

0

0

0

0

11

9
9
3
1
(40.9%) (40.9%) (13.6%) (4.6%)

0

0

0

0

22

2
(0.7%)

1
(0.4%)

선인동
동쪽구릉

0

7
8
5
1
(33.3%) (38.1%) (23.8%) (4.7%)

선인동
서쪽구릉

0

5
4
1
(45.4%) (36.4%) (9.1%)

신전리

0

덕산리
어방동
남사면

0

0

22
77
94
45
21
(8.2%) (28.7%) (35.1%) (16.8%) (7.8%)
0

6
(13%)

4
(1.5%)

4
11
8
9
2
2
(8.7%) (23.9%) (17.4%) (19.6%) (4.35%) (4.35%)

1
1
268
(0.4%) (0.4%)
0

4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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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너비
유적명

~40

어방동
곡부

0

대청

0

1
(10%)

금포리

0

0

귀명리

41~
60

61~
80

2
4
(18.1%) (36.4%)
1
(10%)

81~
100

101~
120

121~
140

141~
160

161~
180

181~
200

201~

계

0

3
(27.4%)

0

2
(18.1%)

0

0

0

11

2
(20%)

5
(50%)

1
(10%)

0

0

0

0

10

0

1
(16.7%)

0

0

6

1
(1.6%)

1
(1.6%)

1
(1.6%)

2
(3.1%)

1
(1.6%)

64

1
1
2
1
(16.7%) (16.7%) (33.4%) (16.7%)

3
8
26
17
4
(4.7%) (12.5%) (40.6%) (26.5%) (6.2%)

귀산동
가ㆍ다지구

4
(6.3%)

17
(27%)

12
15
13
1
(19.1%) (23.8%) (20.6%) (1.6%)

1
(1.6%)

0

0

0

63

귀산동
나지구

1
(3%)

0

8
13
8
3
(24.2%) (39.4%) (24.3%) (9.1%)

0

0

0

0

33

귀산동
기타

0

0

0

0

0

0

0

10

6
42
46
17
13
(4.5%) (31.6%) (34.6%) (12.8%) (9.8%)

2
(1.5%)

3
(2.3%)

1
(0.7%)

1
(0.7%)

2
(1.5%)

133

19
15
10
4
(35.8%) (28.3%) (18.9%) (7.5%)

3
(5.7%)

2
(3.8%)

0

0

0

53

9
(7.5%)

6
(5%)

0

0

4
120
(3.4%)

잘못된
계산식
(2%)

잘못된
계산식
(0.7%)

잘못된
계산식
(0.4%)

잘못
잘못된
된
계산식
계산
(1.3%)
식

무촌 1구릉
무촌 2구릉

0

무촌 3구릉

1
(0.8%)

계

18
(15%)

6
(60%)

3
(30%)

1
(10%)

21
37
24
(17.5%) (30.8%) (20%)

잘못된 잘못된
잘못된 잘못된 잘못된
194
계산식 계산식
계산식 계산식 계산식
(20.5%)
(11.8%) (3.8%)
(5.4%) (23.7%) (30.4%)

총 947기의 분묘중 너비 40cm 이하에 5.4%, 41~100cm 사이에 75.6%, 101cm 이상
에 20%의 분묘들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너비 40cm 이하는 소형, 41~100cm 사이
는 중형, 101cm 이상은 대형으로 구분 가능할 것이다.
너비가 100cm 이하인 중ㆍ소형 분묘들은 사천과 고성지역에 92.3%가, 김해지역
에 80.5%가, 진주지역에 75.8%, 창원지역에 74.5%가, 밀양지역에 80%가 분포한다.
반면 101cm 이상인 대형의 분묘들은 사천과 고성지역에 7.7%가, 김해지역에 19.5%
가, 진주지역에 24.2%, 창원지역에 25.5%가, 밀양지역에 20%가 분포하고 있어 사천
과 고성지역보다는 진주와 김해, 창원, 밀양지역에 비교적 대형의 분묘가 다수 분포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묘의 배치상에 따라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유형의 평균 너비는 사천지역이
65.5cm, 고성지역이 88.5cm, 김해지역이 113.8cm, 진주지역이 85.3cm, 창원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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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cm, 밀양지역이 95.9cm이다. 나유형의 평균 너비는27) 사천지역이 64.7cm, 김해
지역이 92.9cm, 진주지역이 76cm, 창원지역이 78.9cm, 밀양지역이 86.5cm이다.

3. 出土遺物
각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덕곡리유적은 4기의 토광묘에서 白磁類 2점, 粉靑沙器類 6점, 靑銅器皿 1점이 출
토되었다. 2구릉에서는 자기류가 출토되지 않았으며 청동기명 1점과 靑銅匙 2점만
이 출토되었다. 3구릉에서는 백자 2점, 분청사기 6점과 청동시 6점이 출토되었고, 4
구릉에서는 청동시 3점만이 출토되었다. 자기류는 2구릉에서만 출토되고 있으며,
분묘군내에서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곳이다. 백자가 출토된 유구는 길이
210cm, 너비 83cm이고, 분청사기가 출토된 유구의 평균 규모는 길이 182.5cm, 너비
57.5cm이며, 청동기명이 출토된 유구는 길이 125cm, 너비 70cm이다. 대부분 유물이
부장되지 않고 있는데 유물이 출토되는 경우에는 청동시가 모두 출토되고, 백자발,
분청사기발, 분청사기접시가 조합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그 출토예가 극히 소수이
기 때문에 정확한 공반관계는 알기 어렵고 단순히 飯床器와 청동시가 조합을 이룬
다고 판단된다. 자기류는 하동 백련리요지 생산품과 유사하다.
선인동유적은 7기의 토광묘에서 백자류 4점, 청동기명 6점이 출토되었다. 동쪽구
릉에서는 백자류 2점과 청동기명 6점, 청동시 18점 등이, 서쪽구릉에서는 백자류 2
점, 청동시 7점 등이 출토되었다. 백자가 출토된 유구의 평균 규모는 동쪽구릉에서
길이 227cm, 너비 70cm이고, 서쪽구릉에서 길이 226.5cm, 너비 98cm이다. 청동기명
은 동쪽구릉에서만 출토되고 있으며 평균 규모는 길이 202.5cm, 너비 71cm이다. 기
본적으로 청동시가 부장되어 있으며, 백자발, 백자접시, 백자병 등 백자류만 출토되
고 있다. 자기류는 양 구릉에서 동일하게 출토되고 있지만, 동쪽구릉에서 청동기명
의 부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역시 반상기와 청동시가 조합을 이루고 있다. 자
기류는 경산 음양리요지 등 지방요 생산품과 유사하다.

27) 고성지역에서 나유형으로 축조된 조선분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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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천 덕곡리유적 유물출토 유구속성표
굴광규모
유구 구 조

길이 너비 토기

2

목관묘 147 64

6

목관묘 183 64

출

토

유

물

배치
백자 백자 백자 백자 분청 분청 분청 청동 청동
철제 기타 상태
동경
발 접시 완 잔 발 접시 소병 합 시/저
협 유물
1/0

가

발1

25 목관묘 255 136

1

27 토광묘 196 48

1/0

가

2/0

가

1/0

가

31 목관묘 207 56
39 목관묘 216 61

1/0

42 목관묘 193 100 완1

가

청자병

가

청자병
경질토기편,
청자유병

관정 가

43 목관묘 234 98

1/0

51 목관묘 170 30

2

1

가

1/0

관정 가

1/0

관정 가

1/0

가

61 목관묘 219 90

1/0

가

63 목관묘 255 105

1/0

가

2/0

관정 가

53 목관묘 182 45
58 목관묘 195 85

2

2

2

67 토광묘 195 60

2

77 목관묘 189 76

1/0

1

1/0

가

78 목관묘 206 85

1/0

가

1/0

관정 가

88 목관묘 111

1/0

가

42

91 목관묘 206 60
93 목관묘 158 70

1
1

1/0

가

1/0

관정 가

1/0

1

가

96 토광묘 132 49

1/0

가

98 목관묘 227 84

1/0

가

104 목관묘 214 100

1/0

105 목관묘 203 60

1/0

106 목관묘 217 68

2

1/2

110 목관묘 206 68

1

가

2

1

관정 가

가

1/0

관정 가
가

154 목관묘 198 60

1/0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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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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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주옥

관정 가

51

141 토광묘 212

청자병

옥,청동족집게

관정 가

115 목관묘 195 80
132 목관묘 240 86

청자병

관정 가

82 목관묘 198 66

95 목관묘 214 54

청자병

반지 가

19 목관묘 125 70

63 목관묘 210 83

비고

청자병,백자병

백자유병

[표 4] 사천 선인동유적 유물출토 유구속성표
굴광규모
유구 구 조

길이 너비 토기

출

토

유

물

배치
백자 백자 백자 백자 분청 분청 분청 청동 청동
철제 기타 상태
동경
발 접시 완
잔
발 접시 소병 합 시/저
협 유물

25 목관묘 255 136

1

2/0

67 토광묘 195 60

2

1/0

93 목관묘 158 70

1

1/0

95 목관묘 214 54

1
2

1/2

132 목관묘 240 86

1

1/0

154 목관묘 198 60

가
1

1/0

106 목관묘 217 68

1/0

비고

1
2

1

가
조옥,
주옥
청동집게
가
동곳 1
관정,
청자병,
가
옥
백자병
관정

가

관정

가 백자유병
가

신전리유적은 9기의 토광묘에서 백자류 23점, 분청사기류 4점, 청동기명 3점이 출
토되었다. 백자가 출토된 유구의 평균 규모는 길이 189.6cm, 너비 84.4cm이고, 분청
사기가 출토된 유구는 길이 236cm, 너비 88cm이다. 백자와 분청사기가 공반되는 유
구의 평균 규모는 길이 190cm, 너비 83cm이며, 청동기명이 출토된 유구의 평균 규
모는 길이 163.3cm, 너비 80cm이다. 백자발과 백자접시, 청동시가 조합을 이루며
출토된다. 자기류는 산청 방목리와 하동 백련리요지 생산품과 유사하여 지방산 백
자의 16C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부 백자의 경우 광주 번천리 5호 출토품과
유사하다.
덕산리유적은 65기의 토광묘에서 백자류 64점, 분청사기류 49점, 청동기명 13점
이 출토되었다. 백자가 출토된 유구의 평균 규모는 길이 204.5cm, 너비 74.5cm이고,
분청사기가 출토된 유구의 평균 규모는 길이 160.6cm, 너비 64.1cm이다. 백자와 분
청사기가 공반되는 유구의 평균 규모는 길이 201cm, 너비 77.3cm 이며, 청동기명이
출토된 유구는 길이 186.2cm, 너비 82.6cm이다. 백자발과 백자접시, 백자접시와 백
자종지, 백자접시와 분청사기접시, 분청사기발과 분청사기접시의 네 가지 조합이
나타난다. 분묘의 평균 규모에 따라 정리해보면 백자발과 백자접시가 공반될 경우
길이 217.3cm,너비 76.3cm이고, 백자접시와 백자종지가 공반될 경우 길이 219cm,
너비 74.6cm이고, 백자접시와 분청사기접시가 공반될 경우 길이 206.8cm, 너비
81.8cm이며, 분청사기발과 분청사기접시가 공반될 경우 길이 189cm, 너비 72.9c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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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에 관계없이 백자류로만 조합을 이루는 경우는 규모가 비슷하며 크지만, 백자
류와 분청사기류, 분청사기류로만 조합을 이루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자기류는 대체로 김해지역의 지방요 생산품과, 산청 방목리, 하동
백련리, 진해 웅천 등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자기류들도 출토되고 있다. 다른 지역
에 비해 驛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근접해 있어, 역을 통해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된
자기류의 유입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표 5] 고성 신전리유적 유물출토 유구속성표
굴광규모
유구 구 조

출

길이 너비 토기

4 토광묘 216

90

6 토광묘 188

병1

토

유

물

배치
백자 백자 백자 백자 분청 분청 분청 청동 청동
철제 기타 상태
동경
발 접시 완
잔
발 접시 소병 합 시/저
협 유물

비고

2

1/0

관정

가

80

2

1/0

관정

가

12 토광묘 224

96

3

1/0

관정

가

13 토광묘 236

88

1/0

관정

가

15 토광묘 220

86

1/0

관정

가

16 토광묘 180

1/0

구슬

가
가 백자유병

2

1
2

병1

1

2

90

2

2

19 토광묘 140

66

1

3

20 토광묘 160

80

21 토광묘 150

70

1
1

발1

1
병1

1/0

1

관정

발1

1/0

1

구슬 가

발1

1/0

관정

청동집게
장식1
동곳1

가

[표 6] 김해 덕산리유적 유물출토 유구속성표
굴광규모
유구 구 조

길이 너비 토기

출토유물

배치
백자 백자 백자 백자 분청 분청 분청 청동 청동
철제 기타 상태 비고
동경
발 접시 완
잔
발 접시 소병 합 시/저
협 유물

1 목관묘 206 72

1

1/0

관정

가

4 목관묘 203 60

1

1/1

관정

가

관정

가

관정

가

13 목관묘 245 109

2

15 목관묘 215

1

74

22 토광묘 120 40
23 목관묘 200 58
24 목관묘 203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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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1

1

가
1/0

관정

가

1/0

관정

가

굴광규모
유구 구 조

길이 너비 토기

출토유물

배치
백자 백자 백자 백자 분청 분청 분청 청동 청동
철제 기타 상태 비고
동경
발 접시 완
잔
발 접시 소병 합 시/저
협 유물

28 목관묘 190 50
29 목관묘 215

75

1

1

나

2

32 목관묘 224 78

1

36 목관묘 225 80

1

51 목관묘 232 92

1

58 목관묘 213

73

2

60 목관묘 183

83

관정
1

1

2

61 토광묘 155

47
70

1

66 목관묘 184

94

1

1

1

70 목관묘 239 85

86 목관묘 207 75

79

101 목관묘 220 72

1

1
1

관정

가

1/0

가

1/0

가

가

1

1/0

관정

가

1

가

1
1
1

140 목관묘 231

70

2

149 토광묘 127

53

150 목관묘 182

67

1

156 토광묘 92

78

1

1/1

1

1/0

1

1/1

관정

가
가

관정

가
가

관정

가
가

2

1
1

1/1
1/0

1

2

구슬

가
관정

1

1

반지

가

55

78

나

1/0

131 토광묘 114

144 목관묘 215

관정

1/1

112 목관묘 240 88

142 목관묘 243 67

나

1

82

나

2

1

47

130 목관묘 240 84

나
관정

1
1

103 목관묘 220 86

115 목관묘 213

나

나

1

102 토광묘 230 48

105 토광묘 126

나

1

88 목관묘 217 101

92 목관묘 165

관정

1/0

68

44

나

나

1
1

83

관정

2

1

89 토광묘 124

0/1

1/1

46

90 목관묘 212

나
나

1/1

76 목관묘 189 107

87 목관묘 195

관정
관정

1/0

구슬

나

1/1

1

63 목관묘 214

73 토광묘 201

1

1/1
1/1

1

2

2

1

가
관정

가

관정

가
가

2

가
1/0

관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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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광규모
유구 구 조

길이 너비 토기

160 목관묘 240 78
172 토광묘 102

출토유물

배치
백자 백자 백자 백자 분청 분청 분청 청동 청동
철제 기타 상태 비고
동경
발 접시 완
잔
발 접시 소병 합 시/저
협 유물
1

관정

55

1

173 토광묘 120 46

1/0

가
나

2

나

178 목관묘 207 103

1

1/0

관정

가

179 목관묘 201

77

1

1/0

관정

가

182 목관묘 167 127

1

1/0

관정

가

관정

가

183 목관묘 165

72

184 목관묘 205 82
185 목관묘 187

2
1

83

1

186 목관묘 170 80

1

187 목관묘 202 74

2

93

1

189 토광묘 134

65

2

198 목관묘 216

87

2

2

200 목관묘 208 50

1

2

210 목관묘 212

1

2
1

84

209 목관묘 230 74

2

1/1

가

1/0

가

1/0

188 목관묘 216

201 목관묘 176

2

1/0

관정

가

관정

가

관정

가

1

1

1

1

1

가

1

1/0

가

1/0

가
관정

가

관정

가

관정

가

1/0

81

1

212 목관묘 200 93

1

214 목관묘 216

73

1

1

215 목관묘 241

56

2

1

1/0

1

가

1/0

가

1

1/0

218 목관묘 250 105

1

1/0

관정

가

222 목관묘 180 68

1

1/0

관정

나

1

1/0

나

1/0

나

238

?

130 83

246 토광묘 180 46

1
1

구슬

관정

가

구슬

어방동유적은 4기의 토광묘에서 백자류 5점, 청동기명 1점이 출토되었다. 남사면
에 가유형으로 배치된 분묘에서 모든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백자가 출토된 유구의
평균 규모는 길이 248cm, 너비 111.6cm이고, 청동기명이 출토된 유구는 길이
260cm, 너비 112cm이다. 백자발과 백자종지가 조합을 이루며 출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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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김해 어방동유적 유물출토 유구속성표
굴광규모
유구 구 조
3

출

길이 너비 토기

유

물

배치
백자 백자 백자 백자 분청 분청 분청 청동 청동
철제 기타 상태 비고
동경
발 접시 완
잔
발 접시 소병 합 시/저
협 유물

목관묘 225 80

10 목관묘 229 85

토

1

1/0

1

1

1/0

관정

1/0

관정

1

1

68 탄곽묘 260 112

1

73 토광묘 290 170

가
가
가
가

대청유적은 4기의 토광묘에서 백자류 6점, 분청사기류 2점, 청동기명 1점이 출토
되었다. 백자가 출토된 유구는 길이 220cm, 너비 80cm이고, 분청사기가 출토된 유
구는 길이 230cm, 너비 103cm이다. 백자와 분청사기가 공반되는 유구는 길이
175cm, 너비 60cm이며, 청동기명이 출토된 유구의 규모는 길이 227cm, 너비 110cm
이다. 기본적으로 청동시와 자기류가 출토된다. 자기류는 산청 방목리요지 생산품
과 유사하다. 다만 10호에서 출토된 백자발의 경우 관요 생산품을 모방하여 지방에
서 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8] 김해 대청유적 유물출토 유구속성표
굴광규모

유구 구 조

출 토 유 물
배치
백자 백자 백자 백자 분청 분청 분청 청동 청동
철제 기타 상태 비고
길이 너비 토기
동경
발 접시 완
잔
발 접시 소병 합 시/저
협 유물

2

토광묘 200

8

목관묘 230 103

58

1

발1

9

목관묘 220

80

2

10 토광묘 175

60

1

12 목관묘 227

110

1

1/0

가

1/0

관정 가 철편

3

관정 가
1
1

1/0

가

1/0

관정 가

백자
병

무촌유적은 107기의 토광묘에서 백자류 123점, 분청사기류 14점, 청동기명 12점
이 출토되었다. 1구릉에서는 백자 9점, 분청사기 4점이, 2구릉에서는 백자 26점, 분
청사기 1점이, 3구릉에서는 백자 88점, 분청사기 9점이 출토되고 있어 대부분의 자
기류는 3구릉에 집중되고 있다. 백자가 출토된 유구의 평균 규모는 1구릉에서 길이
189.6cm, 너비 82.9cm, 2구릉에서 길이 168.7cm, 너비 73cm, 3구릉에서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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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cm, 너비 93.9cm이다. 분청사기가 출토된 유구의 평균 규모는 1구릉에서 길이
122cm, 너비 83cm, 3구릉에서 길이 133.5cm, 너비 93.9cm이다. 백자와 분청사기가
공반되는 유구의 평균 규모는 1구릉에서 길이 113cm, 너비 68cm, 2구릉에서 길이
221cm, 너비 122cm, 3구릉에서 길이 224.3cm, 너비 93cm이다. 청동기명이 출토된
유구의 평균 규모는 1구릉에서 길이 204.3cm, 너비 75.3cm, 2구릉에서 길이 184cm,
너비 74cm, 3구릉에서 길이 226.4cm, 너비 99.8cm이다. 유물이 출토되는 분묘 중 3
구릉에 분포하는 분묘의 평균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분묘의
배치상과 관련하여 가유형 중에서도 수평상배치(가-Ⅱ유형)보다 열상배치(가-Ⅰ유
형)되는 경우에 좀 더 많은 유물이 부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백자발과 백자
접시, 백자접시와 백자종지, 백자발과 분청사기접시가 조합을 이루며 출토된다. 자
기류는 진주 효자리, 산청 운리ㆍ방목리, 하동 백련리 요지 등에서 생산된 제품과
유사하다. 3구릉의 5ㆍ57ㆍ77호에서 출토된 백자류의 경우 관요계이거나 관요제품
을 모방한 지방요지 생산품으로 보여 진다. 무촌유적에서는 대부분 백자류가 부장
되고, 분청사기류의 부장이 소수인 점에서 다른 유적과 차이가 보이고 있다.
[표 9] 진주 무촌유적 유물출토 유구속성표
굴광규모

유구 구 조

출토유물
배치
백자 백자 백자 백자 분청 분청 분청 청동 청동
철제 기타
상태
길이 너비 토기
동경
발 접시 종지 잔
발 접시 소병 합 시/저
협 유물

비고

1구릉
1

직장묘 113 68

3

직장묘 162 56

6

직장묘 132

8

직장묘 122 83

1

1
1

1

가
가

2
1

21 목관묘 254 90

67

1/0

가

1/0

가

1/0

67

2

24 목관묘 216 92
25 목관묘 151

가 분청종지

1/0

41

18 목관묘 242 100
22 직장묘 151

1/0

1

가

편방

가

편방

30 목관묘 250 115

1/0

33 목관묘 249 112

1/0

가

편방

1

가

편방

가

편방

1

가

편방

가

편방

1/0

40

110 목관묘 257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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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
1/0

53 목관묘 258 114

편방

1/0
1/0

29 목관묘 225 114

93 직장묘 78

1

동전

가 동전 구슬
1

1/0

1

가

굴광규모

유구 구 조

출토유물
배치
백자 백자 백자 백자 분청 분청 분청 청동 청동
철제 기타
상태
길이 너비 토기
동경
발 접시 종지 잔
발 접시 소병 합 시/저
협 유물

115 목관묘 239 85
154 직장묘 106 32

1

1/0

1

1/0

가

1

비고
편방

가

156 목관묘 212 85

가

158 화장묘 123 130

가

동전

가

편방

2구릉
5

목관묘 184 74

1

39 목관묘 235 79

1

1/0

가

편방

1/0

가

편방

1

1/0

나

2

1/0

나

1/0

나

46 목관묘 256 110
50 목관묘 126 67

1

57 목관묘 232 92

1

58 직장묘 151

58

61 직장묘 177

74

62 목관묘 135

81

67 직장묘 111

53

1

1/1

2

1

1

1/0

나

1/0

나

1/0

나

70 직장묘 140 72

1

1

72 직장묘 173 46

1

1

1/0

나

1/0

나

73 화장묘 194

71

89 목관묘 128 100

1

1

1

1

1

1

나

가

92 목관묘 228 121
97 목관묘 222 102
99 직장묘 114

48

101 화장묘 178

71

1/0

102 목관묘 149 82

1

1

111 목관묘 162 56

1

가
가

1

1/0

가

1/0

가

1/0

가

1

1/0

가

113 목관묘 128 60

1

1/0

나

115 화장묘 123 64

1

1/0

117 목관묘 227 122

1/0

126 직장묘 215 50

1

128 목관묘 221 122

1

1

편방

편방

나
1

가

1/0

나

1/0

나

3구릉
3

목관묘 232 90

5

목관묘 272 100

6

목관묘 295 140

9

목관묘 246 118

1
1

12 목관묘 213 80

1

1

1

1/1

가

1/0

가

1/0

가

1/0

가

편방

1/0

가

편방
편방

13 목관묘 262 120

1

1

1/0

가

14 목관묘 253 94

1

2

2/0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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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광규모

유구 구 조

출토유물
배치
백자 백자 백자 백자 분청 분청 분청 청동 청동
철제 기타
상태
길이 너비 토기
동경
발 접시 종지 잔
발 접시 소병 합 시/저
협 유물

15 목관묘 271 100

1

17 목관묘 227 68
18 목관묘 225 94

1
1

1
2

21 목관묘 269 145
1

1/0

1

가

1/0

1

가

1
1

36 직장묘 172

1

73

1/0

가

1/0

가

1/0

1

가

편방

2/0

1

가

편방

1/0

1

가

3

1/0

가

1/0

가

1/0

41 목관묘 277 120

1

1/1
2

1/0

가
가

1

가

44 직장묘 105 59

1/0

가

46 목관묘 130 60

1/0

가

1/0

가

1/0

가

1/0

가

49 목관묘 295 132
57 목관묘 273 136

1
1

1

1

60 직장묘 150 56

1

61 목관묘 224 96

1

1

1/0

가

62 목관묘 180 88

1

1

1/0

가

170 106

1/0

가

65 목관묘 247 104

1/0

가

64

?

66 목관묘 292 102

1

1/0

67 직장묘 126 99
69 목관묘 266 123

1

1

1

1/0

73 목관묘 145 89
74 직장묘 102 46

1

1

76 목관묘 315 124
77 목관묘 220 99

87 목관묘 183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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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
가

1

1/0
1

84 직장묘 144 63
85 목관묘 166 78

가

1

1/0

1/0
1

가
1

1/0
1/0
2

78 목관묘 286 119
79 목관묘 173 82

1

1
2

편방 2

1

1

42 목관묘 237 94

편방

1

28 목관묘 237 101
2

가

1

25 목관묘 233 126

31 직장묘 100 46

가

1/0
3

2

편방

가

1

24 목관묘 225 88

29 목관묘 250 103

1

1/0

1

23 직장묘 138 50

26 목관묘 277 131

가

1/0
1

20 직장묘 244 115
22 목관묘 252 100

1/1

비고

가
가

1

가

1/0

가

1/0

가

1/1

가

1/0

가

굴광규모

유구 구 조

출토유물
배치
백자 백자 백자 백자 분청 분청 분청 청동 청동
철제 기타
상태
길이 너비 토기
동경
발 접시 종지 잔
발 접시 소병 합 시/저
협 유물

91 목관묘 110 80

1

92 직장묘 147 66

1

1

가
1/0

가

93 목관묘 170 102

1

1/0

가

94 목관묘 149 85

1/0

가

1/0

가

1/0

가

95 목관묘 225 108

1

97 목관묘 188 78

1

1

98 목관묘 214 115

1

99 목관묘 235 101

1

2

1

1

100 목관묘 278 143
105 목관묘 120 76

2

107 목관묘 163 95

1

1

1

97

1

2

1

110 목관묘 52

46

57

1

1

1/0

가

1/0

가
가
가

1

1/0

가

1/0

가

1/0

가

1

1

1

1

2

1

153 목관묘 199 105

1
1

1

167 목관묘 276 112

1

편방

편방

가
1/0

149 목관묘 209 81

가

1/0

148 목관묘 225 108

169 목관묘 240 102
168목관묘 246 127
1

가
1

1/0

1

130 100

편방

가

1

143 목관묘 305 120

157 목관묘 252 152

가

가

81

151 목관묘 220 86

1

2

140 목관묘 278 118
?

1/0

1/0
1

127 목관묘 206 98

141

가

1/0
1

119 직장묘 150 81

138 직장묘 173

가

1

가

1

118 목관묘 157 105
123 목관묘 95

1

1

109 목관묘 191

116 목관묘 226 84

1/1
1/0
1/0

106 목관묘 170 68

비고

1

가

1/0

가

1/0

가

1/0

가

1/1

가

2/0

가

1/0

1

가

1

1/0

1

가

1

1/0

1

가

편방

귀산동유적은 42기의 토광묘에서 백자류 52점, 분청사기류 24점, 청동기명 8점이
출토되었다. 가유형에서 백자 20점, 분청사기 1점, 청동기명 3점, 나유형에서 백자
29점, 분청사기 22점, 청동기명 4점이 출토되었다. 백자발과 백자접시, 백자발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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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기접시, 분청사기발과 분청사기접시가 조합을 이루며 출토된다. 분묘의 평균
규모로 살펴보면 백자류 단일부장일 때 길이 195cm, 너비 79.2cm이고, 백자류와 분
청사기류가 공반될 때 길이 181.6cm, 너비 61.8cm이며, 분청사기류만 단일부장될
때 길이 191.7cm, 너비 52.75cm이다. 백자류만 부장될 때 분묘의 규모가 제일 크며,
분청사기류만 부장될 때 전자와 분묘의 길이는 비슷하나 너비가 작아지고 있고, 백
자류와 분청사기류가 공반될 때 분묘의 규모가 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의 자기류는 산청 방목리ㆍ진해 웅천요지 출토품과 유사하여 지방가마에서 생산된
자기류가 주류를 이룬다. 다만 연질백자와 함께 보다 양질의 경질백자류가 출토되
고 있다.
[표 10] 창원 귀산동유적 유물출토 유구속성표
굴광규모

유구 구 조

출토유물
배치
백자 백자 백자 백자 분청 분청 분청 청동 청동
철제 기타
상태
길이 너비 토기
동경
발 접시 종지 잔
발 접시 소병 합 시/저
협 유물

3 목관묘 188

74

4 목관묘 230

90

6 목관묘 167

70

1

1

1/0

나

1
1

가

1

7 목관묘 277 134

1

1/0

가

1/0

가

8 목관묘 193

73

1/0

가

21 목관묘 169

82

1/0

나

1/0

가

23 목관묘 206 107

1

24 목관묘 211

88

1

28 목관묘 127

82

2

31 목관묘 220

84

1

35 목관묘 230

87

1

36 목관묘 197

114

37 목관묘 187

79

44 목관묘 206

77

45 목관묘 130

36

49 목관묘 214

96

50 목관묘 197

92

1

1/0
1/0

1
1

1

가
1

나

1/0

나

1/0

나

1

1/0

나 청동거울

1

1/0

나

1

1/0

가

1/0

가

1/0
3

1

1/0

2

1

1/0

가

52 목관묘 182 100

2

2

1/0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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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청귀얄
문잔1,
청동반지 2

분청사기
귀얄문잔
철제바늘 1,
가
청동집게 1
가

51 목관묘 194 100

118

환옥

1

2

1

봉분

2
1
1

1

1

1

비고

굴광규모

유구 구 조

출토유물
배치
백자 백자 백자 백자 분청 분청 분청 청동 청동
철제 기타
상태
길이 너비 토기
동경
발 접시 종지 잔
발 접시 소병 합 시/저
협 유물

53 목관묘 195

72

54 직장묘 208

59

1

81

1/0

나

1/0

나

1

1/0

가

1

1/0

나

1
1

61

2

68 직장묘 176

54

71 목관묘 191

85

1

1

1/0

1

1/0
1

1

1/0

73 목관묘 206

70

78 목관묘 216

71

81 목관묘 209

92

1

82 목관묘 224

97

1

83 목관묘 195

64

1

84 목관묘 186

72

3

97

1

1

91 목관묘 143

39

1

1

1
1

98 직장묘 201

57

1

1

102 목관묘 209

68

2

3

1

1

67

가 유약발린돌

1/0

가 청동반지

1

1/0

가

1

78

86

가

1

1/0

1

85 목관묘 204

110 목관묘 220

가
1

가 청동반지

86 목관묘 236

106 직장묘 164

가
가

1

64 목관묘 265 103
66 직장묘 164

1/1
1

55 목관묘 173 106
60 목관묘 195

1

비고

가

1/0

가

1

1/0

가

1

1/1

가

1/0

가
가

1
1

1

청동반지
청동집게

1

1/0

가

1/0

가

1/0

가

금포리유적은 3기의 분묘에서 백자류 19점, 청동기명 2점이 출토되었다. 하지만
모두 회격묘에서 출토되고 있어 비교대상에서는 제외하겠다.
귀명리유적28)은 4기의 토광묘에서 분청사기류 1점, 청동기명 3점이 출토되었다.
분청사기가 출토된 분묘의 규모는 길이 153cm, 너비 72cm로 비교적 작다. 청동기명
이 출토된 분묘의 규모는 길이 251cm, 너비 87.3cm 이다. 분청사기는 진주 효자리,
산천 운리요지 생산품과 유사하다.

28) 보고자는 출토되는 유물 중 조선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도기병의 명칭을 청자병으로
하고 있어 자기류가 청자류와 분청사기류로 파악되나 청자병을 청자류로 분류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백자류와 분청사기류만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청자병은 생
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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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밀양 금포리유적 유물출토 유구속성표
굴광규모
유구 구 조

출

길이 너비 토기

토

유

물

배치
백자 백자 백자 백자 분청 분청 분청 청동 청동
철제 기타 상태
동경
발 접시 종지 잔
발 접시 소병 합 시/저
협 유물

1

회곽묘 280 130

합1

3

1

1/0

가

2

회곽묘 242 120

합1

2

1

1/0

구슬 가

3

회곽묘 220 170

가

[표 12] 밀양 귀명리유적 유물출토 유구속성표
굴광규모
유구 구 조

출

길이 너비 토기

68 토광묘 285

96

117 토광묘 330

80

142 토광묘 235 110
230 토광묘 210

토

유

물

배치
백자 백자 백자 백자 분청 분청 분청 청동 청동
철제 기타 상태 비고
동경
발 접시 종지 잔 발 접시 소병 합 시/저
협 유물
1

1

나
1

나

224 토광묘 260 100
70

255 토광묘 153

72

271 토광묘 258 100
274 토광묘 190

88

294 토광묘 210

56

295 토광묘 160

60

349 토광묘 265

92

나
나

85

241 토광묘 228

구슬

동전
1
1
1

1

나
나

1/0

동곳

나

1/0

동곳

나

1/1
1

나
나

1

1/0

나

1/0

나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분묘가 가유형으로 배치될 때 나유형으로 배치된 분
묘보다 유물의 부장이 다량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유형으로
배치된 분묘에는 관요생산품이거나 지방요에서 관요계의 것을 모방하여 만든 양질
의 백자류가 부장되고 있다. 또 조선시대에는 고가품에 속하는 鍮器製品인 청동기
명의 부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결국 분묘의 규모 및 유물의 부장에 있어 가유
형으로 배치되는 분묘가 나유형으로 배치되는 분묘보다 우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지역적으로 볼 때 가ㆍ나유형 모두 사천ㆍ고성지역보다는 김해ㆍ밀양ㆍ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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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진주지역에서 보다 규모가 크고 양질의 유물이 부장되고 있다.
지방요지별 주요생산품과 각 유적에서 출토된 자기류는 [표 1329)ㆍ14]와 같다.
[표 13] 주요 窯址 생산품
요지명

주 요 생 산 품

산청
방목리

산청
운리

진주
효자리

하동
백련리

경산
음양리

울산
방리

관요계

* 축척부동

29) 조선관요박물관, 뺷조선관요와 지방백자뺸, 2005.
국립진주박물관, 뺷조선 지방사기의 흔적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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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유적별 출토자기류
유적명

출 토 자 기 류

사천
덕곡리

사천
선인동
고성
신전리
김해
덕산리
김해
어방동
김해
대청

진주
무촌

창원
귀산동

밀양
금포리

밀양
귀명리

* 축척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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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結論
지금까지 각 유적에서 유물이 출토된 조선분묘를 중심으로 분포상태와 규모, 출
토유물을 살펴보았다. 상기한 유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체로 조선분묘는 해발
30~70m 내외인 남ㆍ남서쪽 낮은 구릉의 비교적 평탄한 사면에 구릉의 저평한 정상
부에서 나지막한 구릉 사면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분묘들은 일정한 형태를
가지며 분포하고 있는데 바로 열상배치와 밀집배치이다. 특히 열상배치되는 경우는
구릉의 정상부에서 말단부로 수직적인 형태를 보이는 것과 동일해발고도상에 등고
선에 나란하게 조성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배치상의
차이는 同一家系내에서의 行列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며 유물의 부장양상과 분묘
의 규모에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분묘의 규모는 대체로 대ㆍ중ㆍ소형으로 구분되며, 소형은 길이 150㎝, 너비 40㎝
이하, 중형은 길이 151~250㎝, 너비 41~100㎝, 대형은 길이 251㎝, 너비 101㎝ 이상
인 경우에 해당된다. 규모가 중ㆍ대형인 경우 대체로 열상배치되는 분묘군에 포함
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형의 경우 밀집분포에 주로 포함된다.30)
각 규모에 따른 유물의 출토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947기의 분묘중
규모가 소형인 분묘에서는 0.4%, 중형인 경우 26.4%, 대형인 경우 7.6%에서만 유물
이 출토되고 있다. 각 규모내에서 살펴보면 소형인 경우 8%, 중형인 경우 35.5%, 대
형인 경우 37.5%에서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유물 출토상태는 분묘의 규모
가 소형보다는 중형, 중형보다는 대형일 때 비교적 유물을 부장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다.
분묘의 규모와 유물의 출토상태에 따른 분포상태는 아래 표와 같다.

30) 다만 일부 중형은 밀집분포에도 포함이 되며, 일부 소형의 경우 동일해발고도상에 등고선과
나란하게 열상배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유소아묘의 하나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또한 굴장을 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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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분묘의 규모와 유물출토상태에 따른 분포상태

위 [표 15]와 같은 분묘의 규모와 유물의 출토상태에 따른 분포는 조선시대 분묘
군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형태로31) 그 이유는 아마도 시기적인 사회ㆍ경제상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분묘가 조사되는 유적의 시기는 대부분 15~17세
기대에 해당되며, 이 시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조선사회에 있어 양반
제의 혼란 등 다방면에 걸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

ㆍ경제적인 혼란기와 더불어 무덤의 규모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보여 진
다. 특히 보다 양질의 유물이 중형급 분묘에서도 출토되고 있고, 대형의 분묘군 보
다 중형의 분묘군에 더 많은 유물이 부장되고 있는 현상에서 분묘의 축조시 그 규
모는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신분적인 영향이 더 크게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31) 김한상은 사천 덕곡리, 진주 무촌, 김해 덕산리유적에서 조사된 분묘에 대한 통계로, 묘광의
규격이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적에서 중형에 속하는 유구가 가장 일반적인 규
격이라고 말하고 있다.(김한상, ｢사천 덕곡리 구릉유적 출토 조선묘에 관한 소고｣, 뺷사천 덕
곡리 유적 Ⅰ뺸, 경남고고학연구소, 2006, pp.185-199.) 이에 필자는 사천ㆍ김해ㆍ진주ㆍ창원지
역에서 조사된 유적 8곳의 묘광 규모에 따른 분석결과 각 분묘군마다 무덤의 규모가 3개군으
로 구분되는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이것이 분묘군 내에서의 구분이라고 할 수
도 있겠지만, 규모와 분포상, 출토유물을 복합적으로 살펴볼 때, 대체로 동일한 수치에서 그
룹화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조선분묘의 규모를 어느 정도 보편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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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이 분묘의 규모에 따른 구분이 단순히 분묘군 내에서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으로 파악할 수 도 있겠지만, 보다 다수의 분묘를 분석한 결과 일정한 수치를
기준으로 조선분묘 중 토광묘의 크기가 대ㆍ중ㆍ소형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분묘의
배치상태와 유물의 출토상태를 적용해서 살펴보았을 때 해당 분묘군의 축조집단에
대한 사회ㆍ경제적인 영향력이 파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김해 덕산리유적의
경우 대청유적이나 어방리유적보다 경제적인 영향력이 우세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사회적(신분차이)인 영향력이 우세한 지역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경남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유적을 중심으로 조선분묘의 규모와 관련하
여 유적의 입지, 규모, 출토유물의 조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무덤은 일반적으로 피장자의 신장에 맞게 조성한다. 하지만 어방동ㆍ무촌ㆍ귀산
동유적을 볼 때 실제로는 같은 분묘군 내에서도 배치상태가 가유형인 경우 나유형
보다 분묘의 평균 규모가 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시의 평균 신장32)이
지역마다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인데, 분묘의 규모와 유물의 부장에 있어서 차이
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 피장자의 신장차이 이외의 다른 요소가 관여한 것으로 판단
되며 이러한 요소는 유적을 조성한 집단내에 속한 피장자의 사회ㆍ경제적인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一家의 분묘군으로 보여지는 김해 대청유적, 밀양 금
포리유적에서 평균 길이 251cm 이상인 분묘는 각각 20%, 33.3%, 평균 너비 101cm
이상인 분묘는 각각 60%, 66.8%로 타 유적에 비해 월등히 높다. 반면 유물의 부장은
중형의 분묘에서 다량 출토되고 있어 조선분묘는 그 규모에 경제적인 영향보다 신
분차이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유물의 부장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분묘에 반영된 분포상과 유물부장 등은 그 축조규모와 더불어 당시의 사회상
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그 규모의 대ㆍ중ㆍ소와 결합되는 유물의 부장
32) 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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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분포양상이 비록 묘지명 등이 출토되지 않는 분묘라 하더라도 어떤 요소에 의
해 영향을 받아 축조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
다.
앞에서 살펴본 유적들에 대한 조선분묘의 규모를 살펴보았을 때, 비교적 일정한
수치를 기준으로 유물의 부장양상, 분포상태가 구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출토유물, 분포양상 등과 더불어 사용될 조선분묘의 규모에 대해 길이 150

㎝, 너비 40㎝ 이하는 소형, 길이 151~250㎝, 너비 41~100㎝는 중형, 길이 251㎝, 너
비 101㎝ 이상은 대형으로의 구분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치라고 판단된
다.
본고는 조선분묘의 조사과정에서 분묘의 규모를 일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제시한 조선분
묘의 규모에 대한 기준은 향후 조선분묘의 연구과정에서 보다 심화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보다 더 많은 자료, 특히 문헌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
과, 필자가 미천하여 논지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지만, 향후 좀 더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검토할 것을 기약하도록 하겠다.
원고투고일자 2009년 4월 17일
원고심사완료 2009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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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 on Scale of Burial in Gyeongnam
Province at Joseon Dynasty
As the new gentry at late Gorye dynasty were constituted, Buddhism was dismissed
and Confucianist's idea(儒家思想), that is Sung Confucianism(性理學), was accepted,
Joseon dynasty was established. This new phenomenon has an effect on society,
economy and politics of Joseon dynasty and the funeral service also was changed.
Society, politics and economy is suddenly changed when Japanese Invasion(壬辰倭
亂) and Chinese Invasion(丙子胡亂) occurred between 16 and 17C. Specially, the
confused rank system has influences on the burials. In other words the location,
scale, remain of tomb are different because of wealth unbound to status.
In thesis I analyze the burial scale, finding and Korean foot of each tumulus based
on burial material of Joseon dynasty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between 15 and
17C. Indeed, I try to classify burials by scales. As a result, burying aspect and
distribution of remains are different in accordance with the size of burials. Therefore
as the scale of burials, the small size is 150㎝(the major axis)×40㎝(the minor axis)
or less, the medium size is 151~250㎝×41~100㎝ and the large size is 251㎝×101㎝
or more. I suggest that this classification can be universally applicable.
The standard for constructing burials is basically corpse's stature. The then the
average stature is similar at each region but the difference of size and finding occurs.
Finally, the size of burials is determined not by corpse's stature but other factor,
namely social rank. Additionally, the scale of burials is divided into large, middle,
small one by the nobles and the commoners. On the other hand, many remains are
excavated in the middle burial, I think that this aspect is related to wealth.
The distribution and the burying aspect Etc. identified at Joseon dynasty reflect the
scale and the social aspect. Although a memorial inscription isn't excavated, I suggest
that the distribution and burying of remains related to scale can be the useful material
for constructing the bu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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对于庆尚南道地区朝鲜坟墓的规模小考

此文分析了在目前为止基础积累15~17世纪代庆尚南道地区的朝鲜时代坟墓资料各
坟墓群的安排状，态墓圹规模，出土遗物等，试图分类各遗迹坟墓的规模反映社会·
经济的影响的坟墓的规模和在往后朝鲜坟墓的调查过程为坟墓的规模备下整批区分方
案的基础工作的一环。其结果朝鲜坟墓的规模基准比较一定数值区分遗物的随葬面
貌，分布情况。因而朝鲜坟墓的规模区分;长 150厘米，宽 40厘米 以下是小型，长
151~250厘米，宽 41~100厘米是中型，长 251厘米，宽 101厘米以上是大型; 判断了普

遍的适用数值。坟墓的筑造是基本的基准在被葬者的身长。当时平均身长各地域一
样，但跟着坟墓的规模和遗物的随葬会表现差异。结果被葬者的身长差异以外别的要
素判断干预坟墓的筑造，这样的要素是可以表示被葬者的社会的身分差异。即被葬者
的身分，班常的差异会表现坟墓的规模大中小型的差异。反面，遗物的随葬多量出土
中型的坟墓，这样遗物的随葬判断大部分是受经济力的影响。朝鲜坟墓反映分布样子
和随葬遗物等跟筑造规模一起反映当时的社会相,其规模的大中小结合遗物的随葬情
况，分布样子即使不出土墓志铭坟墓，所以受影响由于如何要素筑造判断根据可以应
用的资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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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南地域の朝鮮墳墓の規模に対する一考察

朝鮮は高麗末に新しい身分階層の新進士大夫が形成され、佛敎中心の價値觀を捨
てて性理學による儒家思想と言う新しく、嚴格な價値觀を收容しながら建國した。
このような新しい價値觀は朝鮮の社會ㆍ經濟ㆍ政治的な部分に大きな影響を与え、

特に、朝鮮時代の喪葬儀禮にもこのような變化に對應することになる。その後、1
6～17世紀には壬辰倭亂と丙子胡亂によって社會ㆍ經濟ㆍ政治的に大々的な変化が生
じる。その中で身分秩序の紊亂は墳墓の築造に大きな影響を受ける。つまり、墳墓
の立地․規模․副葬品等に身分(班常)の差異だけでなく經濟力の差異も現れる。

本考には今まで蓄積された15～17世紀代の慶尙南道地域の朝鮮時代の墳墓資料を
基にして、各墳墓群の墓壙規模、出土遺物、實際に適用された尺度等を分析し、墳
墓の規模に反映されている社會ㆍ經濟的な影響を把握し、向後、朝鮮墳墓の調査過
程で墳墓の規模を一括的に 區分する方策を立てる基礎作業の一環として、遺跡別の
墳墓の規模による分類を試みた。その結果、朝鮮墳墓の規模は比較的に一定な數値
を基準に、遺物の副葬樣相、分布狀態が區分されている。したがって朝鮮墳墓の規

模は長さ150㎝、幅40㎝の以下は小型、長さ151～250㎝、幅41～100㎝は中型、長さ
251㎝、幅101㎝以上は大型としての區分は普遍的に適用できる數値だと判斷され
る。

墳墓の築造は基本的には被葬者の身長を基準とする。當時の平均身長33)が地域ご
とに大きく異ならないが、墳墓の規模と副葬品に差異が現れるのが分かった。結

局、被葬者の身長の差異以外の別の要素が墳墓の築造に關與したと判斷され、これ
らの要素は被葬者の社會的な身分的な差異と見られる。即ち、被葬者の身分（班

常）の差異によって墳墓の規模が大ㆍ中ㆍ小型で現れると考えられる。反面、副葬
品は中型の墳墓から多量出土し、このような遺物の副葬樣相は經濟力の影響があっ
たと判斷される。
33) 昌原貴山洞遺跡では殘存木棺の平均規模は長さ168.6cm、幅44.9cmである。これで見ると、當時の
平均身長は160cm內外であると判斷する。(金判碩, 2008, ｢昌原貴山洞遺跡墳墓遺構小考｣, 뺷昌原
貴山洞朝鮮墳墓群뺸,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p.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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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ように朝鮮墳墓に反映された分布相と遺物副葬等は築造規模と共に、當時の

社會相を反映し、これはその規模の大ㆍ中ㆍ小型と結合する遺物の副葬狀態․分布
樣相が墓誌銘等が出土しない墳墓としても、ある要素によって影響をうけて築造さ
れたかを判斷する根據に使用できる資料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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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질토기의 성립과 왜계토기
-3~4세기의 가야ㆍ신라와 왜의 교류관계坂野和信

- 목 차 머리말

2. 도질장경호와 소형기대

Ⅰ. 한국 남부의 土師器와 土師器系 토기

3. 내만구연옹의 계보와 변천과정

1. 土師器와 土師器系 토기
2. 신라에서 출토되는 왜계유물의 특징
과 경향

Ⅳ. 도질토기
1. 瓜形 단경호의 분류와 변천과정
2. 삼각돌기부 단경호와 양이호

3. 가야지역의 土師器

Ⅱ. 낙동강 하구역의 두 개의 창구

3. 도질토기 성립의 학설

Ⅴ. 도질토기와 금관가야의 왜계토기

1. 김해의 土師器系 토기의 특징과 성격

1. 금관가야의 吉備系 소형 옹

2. 부원동유적의 土師器系 토기

2. 토기형식의 비교와 고분의 실연대

3. 부산지역의 土師器系 토기

3. 도질토기와 土師器의 연동

4. 낙동강 하구역에 있어서 두 세력

4. 영남지역 土師器系 토기의 의미

Ⅲ. 금관가야와 왜의 절충기법 토기
1. 호와 기대

5. 吉備系 소형옹 부장의 의미
後 記

월성로 29호분 출토 土師器系 토기

도질토기의 성립과 왜계토기
- 3~4세기의 가야 ․ 신라와 왜의 교류관계 -

1)坂野和信*

최 경 규** 譯

요 약
한반도 남부의 사회와 열도의 사회와의 관계는 북부구주 이외에도 일본해측의 山
陰(島根ㆍ鳥取縣)ㆍ北陸지역(石川縣)에 금관가야 교역루트가 있었다. 3세기 후엽~4
세기 초엽의 山陰系 옹과 北陸系 옹이 김해ㆍ부산ㆍ마산지역의 해안선에 연한 취락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다.
왜의 주된 교섭상대는 낙동강 하구역을 거점으로 하는 서안의 금관정권과 동안의
부산세력이다. 이 두 정권(政體)은 금관을 맹주로 하나의 결집된 금관가야를 구성
하는 정체라고 생각된다. 동서 두 세력의 우위성의 배경은 대외적으로는 일본ㆍ중
국 등과의 해상교통ㆍ교역이며 반도 내부에는 낙동강을 통한 내륙부로의 하천교통
에 의한 물자의 우송 및 교역이다. 이와 같이 국내외로 “2중의 중계교역”을 전개하
여 경제적 우위성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금관가야는 국제 교역도시으로서의 기능
을 가진 사회조직이었다고 추정된다.
금관가야와 왜의 절충기법토기는 내만구연옹으로 대표되지만, 그 성립기에 있어
서 저부의 제작기법에 일부 “저부 압출기법”이라는 布留式 토기의 특징이 확인된다.
그러나 주된 기법은 금관가야의 도질토기와 공통된 “저부 타날기법”으로 생산되었
다. 내만구연옹의 제작은 布留式系 옹류의 形式(form)이 쌍방의 교류 결과, 금관가
야에 도입되었다고 생각된다.
* 埼玉大學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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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관가야의 토기와 土師器와의 관계에는 복잡한 문제점이 있다. 왜에서는 소형
환저발과 소형 기대의 기본적 기종구성이 고분시대 전기의 종말기인 4세기 후엽에
급속히 쇠퇴한다. 한편, 금관가야에서는 열도의 움직임과는 크게 다르게 도질 소형
호와 소형 기대의 기종구성이 급속히 성행한다. 오히려 4세기 후반에는 도질 소형
호가 최성기를 맞고, 영남지역의 고분군에도 다량 부장되면서 독자의 전개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양국의 기종구성에 있어서 큰 차이와 금관가야 독자의 전개는 이
러한 사회에 4세기 중경부터 후엽에 큰 획기와 태동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결국, 한
일 쌍방에 독자의 움직임이 전개되고, 양국에 있어서 토기형식의 전개방향에 큰 차
이가 확인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태동은 금관가야와 왜가 소원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지역사회의 내재적 발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유는 5세기 초두에
도질토기문화권으로서 결정적 영향을 받은 일본에서 須惠器 생산이 개시되기 때문
이다.
신생 도기인 도질토기 성립에 공반된 토기제작기법의 변용은 무문 타날기법의 도
입이다. 이번에 검토한 자료로 보는 한, 고식의 소형 단경호는 3세기 후반(3/4분기)
경으로 편년할 수 있다. 한편, 고식 도질양이호의 성립은 3세기 전반으로 소급될 가
능성이 높다. 이 시기에 삼국시대가 성립되었다고 생각한다.
금관가야의 고분군에 부장된 岡山縣의 吉備系 소형 옹은 한반도 남부의 국제교류
관계의 획기인 3세기 전반~후반의 왜와의 교류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이다.
또한 방제 重圈紋日光鏡과 庄內式 中頃 병행기의 吉備系 소형 옹은 공반관계가 확
인되어 중권문일광경의 하한이 고분시대 초기, 3세기 中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금관가야의 고분군에 吉備系 소형 옹의 부장이 시작되는 시기와 겹치는 것이 중요
한데, 이것으로 吉備가 개재된 루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종래, 일본의 학설에는 畿內 헤게모니에 의해 열도가 지배되고, 외교권이 장악되
었다고 설명되어져 왔다. 그러나 본론에서 전개한 하나의 결론은 3세기 중경~후엽
의 왜의 동태는 한반도 남부와의 교섭ㆍ교역에 북부구주와 吉備ㆍ出雲ㆍ北陸세력
이 개재되었다는 것이 확실하고, 畿內정권이 전면에 나서 외교교섭을 전개한 것은
아니라는 역사적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畿內정권이 금관가야와 직접교섭을 개시하는 단계는 금관가야의 수장층에 위신재

136

東亞文化 6號

로서 증여된 왜제 巴形ㆍ筒形동기ㆍ鏡ㆍ銅鏃 등의 부장이 개시된 시기와 거의 일치
하는 布留式 토기 성립기와 중복되는 3세기 후엽이다.
고분시대 전기에 철수요의 증대에 따른 영남지역으로부터의 철수입에 의존하는
왜의 기본적 사회구조 및 이를 유지하는 원활한 교섭을 위해, 畿內정권은 금관가야
정권에게 다량의 위신재를 증여하였다고 생각된다.
크게 구분해서 3세기 후반인 庄內式 후반의 열도에는 고식도질토기의 영향을 받
아 “도질토기 문화권”을 형성하고, 일본해를 內海로 하는 장거리교역에 의해 반도와
열도가 연동하는 “공동사회구조”기반이 성립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도질토기
문화권의 형성은 한반도의 삼국시대 성립이라는 큰 획기의 영향이며, 열도의 대형
전방후원분의 성립과도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도질토기 문화권으로서 양 지
역의 사회적 동태를 나타내는 역사적 획기로 볼 수 있다.

머리말
본 논문은 한반도 남부와 열도와의 교류관계의 실태를 밝히는 것이 과제이다. 열
도에 계보를 가진 土師器ㆍ土師器系 土器와의 공반관계가 확인되는 신라ㆍ가야, 특
히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3~4세기의 토기에 대해서 분석한다.
뺷도질토기의 성립과 왜계토기뺸라는 논문제목에서처럼 일본의 土師器 편년를 기
준으로 와질토기ㆍ도질토기와의 토기형식의 비교검토를 행한다. 別稿에서는 토기
분석을 바탕으로 그 자체를 영남지역에 대입하여, 원삼국시대 후반기에서 삼국시대
전기의 토기편년을 전개할 예정이다.
왜계토기라는 ｢바늘구멍｣에 비유되듯 극히 소량의 자료를 가지고 삼국시대 전기
(3~4세기)의 토기편년을 시도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제교류관계의 일단으로 양국의 학문적 괴리와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양국 상호 土器形式과 그 型式의 비교검토를 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고대 한일교류관계를 파악하고 인식하는 것이 고고학의 방법론으로서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제와 같이 ｢3~4세기의 가야ㆍ신라와 왜의 교류관계｣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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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낙동강 하류역에 있어 도질토기의 성립은 한반도 남부에서의 삼국시대 형성이
라는 역사적 획기일 뿐만 아니라, 3세기 전반에 성립되는 “도질토기문화권” 형성의
계기로, 한반도와 열도가 連動하는 역사적 성격을 가지고, 동아시아의 역사적 동태
의 인식에 대해 새로운 시점과 분석개념을 전개시킬 수 있는 사건이었을 것이다.
금후, 한국의 토기편년연구가 발전하기 위해 본고가 하나의 포석이 되었으면 한
다. 그리고 열도의 土師器와 관련된 土器型式에 대해 논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서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왜의 畿內(近畿)지역은 주로 현재의 大阪府와 奈良縣域으로 비
교적 좁은 범위이다. 그리고 도질토기ㆍ와질토기는 도질ㆍ와질로 생략해서 부르기
로 하겠다.

Ⅰ. 한국 남부의 土師器와 土師器系 토기
1. 土師器와 土師器系 토기
낙동강 하구역에 있어 일본의 土師器ㆍ土師器系 토기에 대해서는 1993년 안재호
에 의해서 ｢土師器系 軟質土器考｣1)가 발표되어 일본고고학회에도 그 성과가 알려
지게 되었다. 현재 왜계토기 연구는 2005년에 ｢韓半島から出土する倭關聯文物｣2)에
상세하게 낙동강하구 양식화 과정이 나타나 있다. 이 논문은, 상기한 ｢土師器系 軟
質土器考｣를 발표한 후에 새롭게 발굴조사 성과를 더해, 현 상황에서 낙동강하구역
의 土師器風 연질토기가 망라되어 있다.(표 1)
낙동강하구역의 동안과 서안에는 두 세력이 존재했다고 생각된다. 하구역의 서측
에 위치하는 대성동ㆍ양동리ㆍ예안리고분군으로 대표되는 김해세력과 부산지역의
동래복천동ㆍ노포동고분군으로 대표되는 부산세력이다. 이 두 개의 정권(政體)이
김해세력의 대성동ㆍ양동리고분군을 맹주로 하여 김해와 부산지역이 하나로 결집
되어 고대 금관가야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3)
1) 安在晧, ｢土師器系軟質土器考｣, 뺷伽倻と古代東アジア뺸, 新人物往來社, 1993.
2) 安在晧, 뺷韓半島에서 출토된 倭關聯文物-3~6世紀를 중심으로-뺸, 景仁文化社, 2005.
3) 坂野和信, ｢畿內と東國の古墳中期における韓半島系食器｣, 뺷考古學雜誌뺸 第89卷 第3号,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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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낙동강하구역과 금관가야는 서쪽의 김해와 동쪽의 부산으로 한정되는 좁
은 지역의 정체로 파악된다. 그리고 안재호의 연구성과를 참고로 土師器로서의 요
소가 강한 것을 예로 들기로 한다.
영남지역에서 출토되는 土師器系 토기와 近畿지역의 庄內式ㆍ布留式 토기, 중부
瀨戶內의 岡山縣 酒津式 토기, 日本海側(東海側)의 島根縣의 的場ㆍ鍵尾式 토기, 北
陸지역의 月影ㆍ古府式 토기 등과의 토기형식 관계를 필요에 따라 비교하겠지만 拙
著 제1장 ｢土師器の成立と陶質土器文化圈の形成｣4)에 근거한다.

[표 1] 3세기 후반~5세기 전반의 금관가야 土師器系 토기(註 문헌1의 표1을 전재)
p220
4) 坂野和信, 뺷古墳時代の土器と社會構造뺸, 東京, 雄山閣,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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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왜계 토기는 주로 일본해측(남해ㆍ동해)의 해안선에 연한
지역과 낙동강 하류역ㆍ남강유역에 분포하는 경향5)이 보인다.(도면 1) 즉, 해상교
통과 하구교통의 중층구조를 가진 교통로의 결절점으로 교역의 거점이 전개되고 그
곳에 왜인를 포함한 사람들이 집중된 결과라고 생각된다.6)

[도면 1] 한국 남동부 왜계유물 출토 유적(註 문헌5의 도1을 전재)
1:월성로고분군, 2:황남리고분, 3:옥전고분군, 4:사도리, 5:도항리고분군, 6:현동고분군, 7:삼동동고분
군, 7:가음정동유적, 9:양동리고분군, 10:용원유적, 11:대성동고분군, 12:부원동유적, 13:수가리유적,
14:예안리고분군, 15:복천동고분군, 16:동래패총

한반도 남부에서 土師器와 土師器系 토기의 구별과 차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
면, 土師器로 보이는 것은 ①열도에서 생산된 유입품, ②열도의 土師器 제작기술과
5) 高久健二, ｢韓國の倭系文物｣, 뺷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倭と伽倻の交流뺸, 國立歷史民俗博物館硏
究報告 第110集, 2004.
6) 주)4의 뺷앞의 책뺸, (2007). 중층구조의 교통로는 ｢終焉. 總括と展望｣의 개념도4(p.476)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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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 形式ㆍ型式이 이입되어 왜인이 거주한 한반도에서 생산된 두 가지 타입이 있
다. 한반도 남부에서 대다수를 점하는 土師器系 토기는, ①한반도에서 생산된 제품
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②태토를 제외하고 土師器 제작기술ㆍ조정수법 등 모든 기
술을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 아니라, 생략이 인정되는 것. 혹은 ③형태의 유사점이
인정되는 토기. ④土師器에 일반적으로 공반되는 요소 중 일부가 생략되고 차이점
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하 왜계토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2. 신라에서 출토되는 왜계유물의 특징과 경향
1) 왜계토기의 특징
경주지역에서는 월성로고분군7), 황성동고분군8)에서 土師器와 土師器系 토기가
출토되었다. 월성로 31호분의 土師器와 土師器系 토기(도면 2) 및 왜계 유물로 월성
로 29호분에서 왜제 석천(도면 2-9ㆍ10)이 출토되었다. 이 왜제 석천은 시기검토가
필요하다.
월성로 31호분의 土師器 고배 A류(도면 2-8)와 土師器系 소형 기대(도면 2-4~6)에
는 큰 시기차가 지적된다. 庄內式系 土師器 고배 A류(도면 2-8)는 庄內式 Ⅱ기 古相
의 고배 A류(도면 11-4) 병행기로 3세기 전엽으로 편년할 수 있는 토기형식이다.
한편, 土師器系의 소형 발과 소형 기대가 조합되는 토기조성은 近畿지역뿐만 아
니라 열도 東西의 고분성립기부터 전기고분에 해당되는 부장품으로서, 庄內式과 布
留式 전반기 토기의 기본적 특징이다. 한반도 남부의 고분군에는 도질토기 이외에
는 土師器系 토기가 조합된 부장예는 보기 힘들다. 이 토기형식을 제작기법에 의거
해서 비교 검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X｣자형 기대의 각부에는 3방향(도면 2-4ㆍ5ㆍ7)과 4방향(도면 2-6)에 원
형 투공이 있다. 특히 3방향의 원형투공은 近畿지역에 한정되며, 일반적으로 열도
의 東西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대와 조합되는 소형 발(도면 2-1~3)은 한반
도 남부에 일반적으로 보이는 평저이다.

7) 윤용진 외, 뺷경주월성로고분군뺸, 국립경주박물관ㆍ경북대학교박물관, 1990.
8) 안재호, 뺷경주황성동고분군뺸, 동국대학교 경주박물관 연구총서 8책,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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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영남지역의 土師器ㆍ土師器系 토기와 近畿지역의 土師器(1)
1~8:월성로 31호분, 9ㆍ10:월성로 29호분, 11:奈筤縣 纏向유적 辻지구 토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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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발(도면 2-1)의 관찰 결과, 적색안료(뱅가라:산화 제2철)가 확인된다.적색안
료는 월성로 29호분의 왜제 석천(도면 2-9)에도 보이며, 왜의 제사나 풍습과 공통점
이 인정된다. 월성로 31호분의 土師器系 토기는 일본의 고분시대 전기의 토기조성
과 소형 기대의 특징 및 한국의 토기제작기법이 절충된 토기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앞서 지적했듯이 庄內式 고배 A류(도면 2-8)는 유입품일 가능성이 있고, ｢X｣자
형 기대(도면 2-4~6)와는 약 반세기 정도의 시기차를 가진다. 그 근거로서 ｢X｣자형
기대(도면 2-11)는 庄內式 Ⅱ기 古相단계(도면 18)에 성립하는 토기형식이다. 월성
로 31호분의 소형 기대(도면 2-4~6)는 도면 15-15에 나탄난 바와 같이 近畿의 布留
式Ⅰ기 新相~Ⅱ기 古相에 성립하는 것이다. 월성로 31호분의 ｢X｣자형 기대(도면
2-4~6)의 계보를 만약 고배 A류(도면 2-8)와 동일 시기인 庄內式 Ⅱ기 古相의 ｢X｣자
형 기대 C류(도면 2-11)에 구한다면, 월성로 31호분의 연대는 3세기 전엽으로 소급
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월성로 31호분 부장품에는 도질 광구대형옹과 도질 대형양이호의 성립
이 보인다. 이러한 대형 도질토기의 성립은 별고에서 서술할 예정이지만, 대성동 18
호분ㆍ13호분9) 단계로 庄內式 Ⅱ기 古相(3세기 전엽)으로 소급될 수는 없다. 결국,
월성로 31호분 부장품인 土師器系 ｢X｣자형 기대(도면 2-4~6)는 奈良縣 纏向遺蹟 辻
地區 토광 SK14(도면 15-15)출토 ｢X｣자형 소형 기대와 유사한 토기형식이고, 布留式

Ⅰ기 新相~Ⅱ기 古相으로 비정된다. 시기는 4세기 초두~전엽이다.
2) 왜제 석천의 특징과 연대관
석천은 팔에 거는 환상의 장신구이다. 외경 8cm 전후, 내경 5~6cm, 녹색 응회암
을 소재로 한 녹로제품으로 경질의 벽옥제도 있지만 녹색 응회암제가 일반적이다.
월성로 29호분 석천(도면 2-9)은 일본의 분류의 한 예로서 ｢석천 단면형 변천모식
도｣(도면 3-1~5), ｢석천 형식분류｣(도면 4)와 비교하면 도면 3에서는 2류, 도면 4에
서는 aⅡ류가 된다. a류는 석천 고유의 장식이고, Ⅰ류ㆍⅡ류를 1기로 시기구분하고
있다.10) 그리고 차륜석의 영향에 의해 성립된 bㆍc형식은, a형식보다 후출하고, 차
륜석과의 관계에서 c형식이 오히려 후출하는 형식이라고 생각된다. 석천은 a→b→c
9) 신경철ㆍ김재우, 뺷대성동고분군뺸 Ⅱ, 경성대학교박물관 연구총서 제7집, 2000.
10) 蒲原宏行, ｢腕輪形石製品｣, 뺷古墳時代の硏究8-古墳Ⅱ 副葬品-뺸, 雄山閣,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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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변화한다.
왜제 석천은 1기의 가장 오랜 형식은 아니지
만, ⅣㆍⅤ류(도면 4)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여 2기로 편년할 수 있다. 성립기인 1기
는 짧은 기간이며, 고분출토 추형석ㆍ차륜석ㆍ
석천 등 3가지 조합으로 布留式 토기 Ⅰ기로 비
정된다. 그리고 2기는 布留式 토기 Ⅱ기, 3기는
布留式 토기 Ⅱ기에서 Ⅲ기로 병행된다. 이러한
석제 장신구는 일찍이 일본의 布留式 토기편년
에 의해서 1기(4세기 전엽)ㆍ2기(4세기 중엽)ㆍ3
기(4세기 후엽)의 역년대가 부여되어 있다.
근년, 布留式 토기성립기의 연대는 연륜연대
법과 AMS법 C14연대에 의거해서 실연대가 비

[도면 3] 석천 단면형
변천모식도(註 문헌10의 도24 전재)

정되어 있다. 양자의 측정치로는 약 30년의 차
이가 보이며, 연륜연대는 A.D. 280년경, AMS는 A.D. 250년경이다. AMS법 C14연대
는 토기가 사용ㆍ소비된 시점에서 수목의 수령이 가산되기 때문에 실연대보다 올라
간 연대치가 구해진다. 그리고 연륜연대는 수목이 벌채된 연대가 구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반된 유물의 상한에 가까운 연대가 된다. 이와 같이 각 연대측정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11) 따라서 庄內式 토기의 종말기는 3세기 후엽
혹은 그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다.
열도의 土師器는 1990년 이전의 토기 연대관보다 20~30년 전후 올려보고 있다.
월성로 29호분 출토 왜제 석천의 연대는 4세기 초두~전엽으로 볼 수 있다.
3) 도질단경호
황성동 25호분 출토 도질 소형 단경호(도면 5-4)는 구연부가 크게 외반하고 견부
가 강하게 벌어진 것으로 동체부는 낮은 無花果形이다. 이 타입은 A류와 B류로 구

11) 近畿지역을 주체로 야요이시대~고분시대 전기의 토기연대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 있다.
다음 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 大阪文化財センター, 뺷古式土師器の年代學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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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된다. A류는 외반하는 짧은 구연부로 동체부가 높은 무화과형이고, 대성동 29호
분(도면 5-6)에서 출토되었다. B류는 황성동 25호분에서 출토된다. 무화과형 단경호
AㆍB류라고 칭한다.

[도면 4] 석천의 형식분류(註 문헌10의 표9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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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1~5ㆍ7~11:경주 황성동 25호분, 6:대성동 29호분

146

東亞文化 6號

무화과형 단경호의 성형기법상의 특징은 구연부는 녹로 물손질수법이지만, 도면
5-11과 같이 강하게 벌어진 견부에서부터 동체부에 집중하고, 폭이 좁은 빗과 같은
도구로 정성스럽게 마연한 것이 관찰된다. 이 특징적인 수법은 견부를 강하게 벌어
지게 하기 위해 내면에서 내박자 등으로 압력을 가할 때, 외면에 생기는 작은 균열
을 보수한 재조정의 흔적으로 생각된다. 이 제작기법은 A류인 대성동 29호분12)의
도질 단경호에도 같은 흔적이 확인된다. 또한 동체부 내외면에 점토띠를 윤적 성형
한 흔적이 미세하게 보이는 등 고식도질토기의 “점토띠 윤적기법”이 확인된다.
4) 왜계 유물의 연대와 그 의미
황성동 25호분에서도 土師器系 환저발 2개체가 출토(도면 5-1ㆍ2ㆍ7ㆍ8)되었다.
구연부가 외반하는 타입이지만 동체부 외면에는 폭이 약간 넓은 횡방향의 마연이
짧고 성글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구연부가 외반하는 타입의 발은 서일본 土師器
의 계보에서는 보이지 않는 型式이고 기형상 土師器와 비교하기도 어렵다. 폭이 넓
고 짧은 횡방향 마연은 와질 노형토기에 일반적으로 보이는 기법이며 직접적으로
土師器와의 관계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한편, 환저발에는 월성로 31호분의 소형 발과 같은 적색의 채색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적색으로 발색되는 태토를 선택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함께 부장
된 평저발(도면 5-3ㆍ9)과 비교해도 한층 빨갛게 발색되는 것에서 적색으로 발색시
킨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게다가 평저발(도면 5-3ㆍ9ㆍ10)은 저부를 약간 둥글게 마
무리한 것이다. 주목해야 하는 점은 동체부 하위에 기 내면에서 조정이 잘되지 않
아 구멍이 난 흔적(도면 5-9ㆍ10)이 보인다는 것이다. 부장될 때에는 仮器로서, 그
기능이 결실된 것으로 생각된다.
열도의 고분에는 규모의 여하에 관계없이 부장ㆍ공헌되는 호 등의 토기류에 적색
塗彩나 仮器化하기 위해 천공을 뚫는 제사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행위이다.
신라에는 土師器系 토기의 부장에서 열도와 공통된 제사행위가 확인되는 것은 고
분의 피장자의 출자와도 관계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한 바대로 土師器系 환저발
의 계보를 서일본에서 구하기는 어렵다.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로 도질 단경

12) 신경철ㆍ김재우, 뺷대성동고분군뺸Ⅰ, 경성대학교박물관 연구총서 제 4집,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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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ㆍ와질 양이호(도면 5-4ㆍ5)가 있다.
영남지역에서 와질 양이호의 출토 예는 한정되어 있다. 본고 제4장 2항에서 상세
히 설명하겠지만, 도질 양이호의 변천과정을 참고한다면, 도면 19에 나타낸 바와 같
이 김해 회현동유적13) 2지구 Ⅴ층 출토(도면 19-13) 양이호의 耳형태와 유사하다.
이러한 토기 型式의 비교검토에 의해 황성동 25호분의 연대를 3세기 후엽으로 추
정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일본의 고분과 동일한 제사행위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
로 보아 그 영향은 인정되지만, 반드시 왜의 제사행위가 신라에 도입되었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

3. 가야지역의 土師器
1) 왜계 토기의 특징과 시기
가야지역의 왜계 토기는 낙동강 하구역의 금관가야와 남강유역의 창원지역의 두
지역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금관가야와 다른 가야지역에서는 3세기 중엽~4세
기 전엽에 유입품인 土師器가 많이 출토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낙동강 하
구역 서측의 고김해만 연안지역에서는 회현동유적ㆍ봉황대유적ㆍ부원동유적ㆍ수가
리유적ㆍ신방리유적에 土師器와 土師器系 토기가 집중하여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하구역 동측의 부산ㆍ기장지역에도 土師器와 土師器系 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창원지역에서는 2004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 의해 고김해만의 서단에 위치하
는 창원 동중학교유적14)에서 庄內式 Ⅱ기 병행기의 土師器 고배(도면 7-1ㆍ2~5)가
출토되었다. 창원 동중학교유적(도면 6)은 2007년과 2008년에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土師器의 기법으로 제작된 많은 토기와 성립기의 도질토기가 출토된 바
있어 발굴성과가 앞으로 기대된다.
동중학교유적 출토의 土師器 고배(도면 7-1)는 각부 내면의 주상부에 깍기, 裾部
내면에는 타날이 명료하게 확인된다. 마연은 시도되지 않았지만, 다른 수법의 특징
도 土師器와 일치한다.(도면 7-2~5)
13) 경남발전연구원역사문화센터, 뺷김해 회현동 소방도로구간 내 유적뺸, 2004.
14)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뺷창원 동중학교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뺸, 2006. 新명
칭 : 신방리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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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畿지역인 奈良縣 纏向遺蹟15)
(도면 7-6~8)과 大阪府久寶寺遺蹟16)
(도면 7-9~12)에서 출토된 土師器 고
배 G류를 선택하여 토기형식을 비
교하고자 한다. 각부의 모양에 따라
庄內式 Ⅱ기 新相인 纏向遺蹟 東田
地區 토광 5호 출토 고배 G류(도면
7-7)와 동중학교유적의 고배(도면
7-1)는 유사하다. 土師器 고배 G류
(도면 7-1)는 배신부가 결실되었기
때문에 纏向 遺蹟 東田地區 토광 3
호 출토 庄內式 고배 B류(도면 7-6)

[도면 6] 창원 동중학교유적 발굴조사지
(註 문헌14의 도1을 전재)

일 가능성도 있다. 고배 B류(도면
7-6)는 주상부가 약간 가는 것이 특징이다.
고배 G류(도면 7-7)는 庄內式 후반기의 庄內式 Ⅱ기 新相에 성립하고, 布留式 토
기에 계보가 계승되는 토기형식이다. 纏向遺蹟 東田地區 南溝 中層 출토 고배 G류
(도면 7-8)는 각부가 두껍고 짧아지는 동시에 각 거부도 짧아지는 특징을 가진 庄內
式 종말기~布留式 성립기의 토기형식이다. 따라서 동중학교유적 출토 고배 G류(도
면 7-1)는 이 시기로 내려오지는 않는다.
近畿지역에서도 大和(奈良盆地)와 河內ㆍ和泉(大阪灣 沿岸南部)의 土師器에는 지
역차가 있기 때문에 河內의 土師器와도 비교된다. 창원 동중학교유적 출토 고배 G
류(도면 7-1)는 大阪府 久寶寺遺蹟의 大溝 304 출토 고배 G류(도면 7-9~10)와 비교
해 약간 새로운 요소가 보인다. 이 고배는 纏向遺蹟 東田地區 토광5호 출토(도면
7-7)보다 고식이다. 그리고 久寶寺遺蹟 堤 724 출토 고배 G류(도면 7-11ㆍ12)는 東田
地區 南溝 中層 출토 고배 G류(도면 7-8)와 거의 동시기의 것이다. 즉, 창원 동중학

15) 石野博信ㆍ關川尙功, 뺷纏向-奈良縣 櫻井市 纏向遺蹟の調査뺸, 奈良縣立 檀原考古學硏究所,
1976.
16) 西村步, 뺷久寶寺遺蹟ㆍ龍華地區發掘調査報告書뺸 Ⅳ, 大阪文化財센터 調査報告書 第118集,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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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영남지역의 土師器ㆍ土師器系 토기와 近畿지역의 土師器(2)
1. 1~5:창원 동중학교유적 15트렌치 포함층, 6:纏向유적 東田지구 토광3, 7:東田지구 토광5, 8:東田지
구 南溝 남부 중층, 9~12:大阪府 久宝寺유적(9ㆍ10 大溝304, 11ㆍ12 堤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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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유적의 고배 G류(도면 7-1)는 庄內式 Ⅲ기로 내려오지 않고, 庄內式 Ⅱ기 新相 병
행기인 3세기 중경으로 편년할 수 있다.
2) 왜계 토기의 경향과 의미
왜, 영남지역에서 창원에 3세기 중경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倭의 중추부인 畿內와
의 교류관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土師器가 존재하는가? 엄밀히 따져 보면, 동중
학교유적의 고배도 유입품이 아닌것으로 생각된다. 왜인이 창원지역에서 제작한 것
이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는 남지만 결국, 왜인의 왕래 혹은 이주해서 생활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한반도 남부에 유입품을 제외한 土師器系 토기의 대부분에 제작기법과 형태적 속
성에는 생략기법 등 제작기법상에서 韓日 折衷土器가 확인된다. 생략기법에는 마
연, 장식에는 원공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절충토기는 열도의 토기 形式(form)과 반
도의 제작기법으로 구성된다. 반대로 形式(form)은 한반도 남부이지만, 왜의 土師器
제작기법에 의해 만들어진 시루 등이 보인다. 절충기법 토기의 전형적인 예를 제Ⅲ
장에서 살펴보겠다.
土師器技法의 “생략현상”은 왜인의 한반도 남부로의 이주기간이 길고, 한반도계
기법과 문화 및 재지사회의 사람들과의 접촉에 따른 영향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
각된다. 土師器의 생략현상에 의해 왜인의 지역사회 모습을 알 수 있다. 즉, 왜인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재지사회에 흡수되어 그들만의
사회적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창원지역에 한정해 취락유적에서 출토된 畿內 土師器系 토기는 庄內式 후반기~
布留式 토기 성립기의 고배에 집중되는 경향이 보인다. 고향의 土器型式이 고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세기 중경에서 후말엽에 있어서 초기 단계의 畿內
系 이주민은 고향의 토기형식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
다.
한반도 남부사회와 열도의 사회와의 연계는 畿內지역에 한정되었던 것은 아니다.
다음 제Ⅱ장에서 전개하는 山陰系 옹(島根ㆍ鳥取縣)ㆍ北陸系 옹(石川縣)은 김해ㆍ
부산의 취락유적에서도 출토되고, 일본해측의 山陰ㆍ北陸과 금관가야 루트가 개방
되어 있었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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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낙동강 하구역의 두 개의 창구
1. 김해의 土師器系 토기의 특징과 성격
낙동강 하구역 서측에 위치하는 김해 회현동유적17)ㆍ봉황대유적18)ㆍ김해부원동
유적19)은 고김해만에 면한 구릉의 남단부와 그 동측에 인접해서 거의 동시기에 조
영된 유적이다. 부원동ㆍ봉황대유적은 모두 삼국시대인 3세기 후엽에서 5세기 전엽
을 중심으로 조영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봉황대유적의 북측 구릉부에는 대성동
고분군이 위치한다.(도면 8) 고김해만에 면한 부원동ㆍ봉황대유적은 대성동고분군
의 피장자들의 생활기반으로 생각된다. 최근 회현동유적은 봉황대유적에 포함되어
있지만 본고에서는 보고서의 인용대로 양자로 나누어서 기술하고자 한다.
1) 회현동유적의 土師器系 토기
회현동유적에서 출토된 土師器ㆍ土師器系 토기는 열도의 일본해측, 山陰지역(島
根ㆍ鳥取縣)ㆍ北陸지역(石川縣)과 近畿지역(大阪府ㆍ奈良縣)의 세 지역으로 구분해
서 살펴볼 수 있다. 北陸系 옹 A류(도면 9-1), 山陰系 옹 A류(도면 9-2), 畿內系 소형
환저발 G류(도면 9-3), 서일본계 옹(도면 9-4)이다. 좁은 발굴구역이지만, 2지구 Ⅴ
층에서 열도내 세 지역의 土師器系 토기가 모두 출토되었다.

Ⅴ층 출토 北陸系 옹(도면 9-1)은 石川縣 漆町遺蹟20) B2구 토기폐기장 상층 출토(도
면 9-5)의 옹 A류와 유사한 토기 형식이다. 石川縣의 北陸系 옹 A류(도면 9-5)는 山陰지
역의 영향을 받아서 성립한 것이고, 山陰系 옹 A류(도면 9-8)와 유사점도 확인된다. 하
지만 구연부 형태와 동체부 외면의 타날수법에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Ⅴ층 출토 北陸
系 옹(도면 9-1)은 도면 10의 月影Ⅱ식 옹 A류21)에 계보를 구할 수 있다. 北陸과 山陰은
四隅突出形 고분의 분포역으로 묘제에서도 공통점이 인정된다.
月影式은 北陸지역의 고분시대 성립기 토기형식의 표식으로 Ⅰ기와 Ⅱ기로 구분
17)
18)
19)
20)
21)

주 13)의 뺷앞의 책뺸, (2004).
서영남, 뺷김해봉황대유적뺸, 부산대학교박물관 연구총서 제23집, 1998.
심봉근, 뺷김해부원동유적뺸, 동아대학교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5책, 1981.
田島明人, 뺷漆町遺蹟뺸Ⅰ, 石川縣立 埋藏文化財センター, 1986.
谷內尾晋司, ｢北加賀における古墳出現期の土器について｣, 뺷北陸の考古學뺸, 石川考古學硏究
會誌 第26號,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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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부원동ㆍ봉황대유적과 대성동ㆍ구지로고분군의 위치도
(註 문헌12의 도1을 전재)
1:대성동고분군, 2:구지로분묘군, 3:봉황대유적, 4:회현리패총, 5:김수로왕릉, 6:부원동유적, 7:대
성동요지, 8:구지봉 및 지석묘, 9:구산동고분, 10:내동지석묘, 11:화정분묘군

(도면 10)되어 있다. Ⅰ기는 대체로 庄內式 전반기(3세기 전반), Ⅱ기는 庄內式 후반
기(3세기 후반)와 병행하는 시기이다. 古府グルビ式은 布留式 Ⅰ기 병행기(3세기 후
말~4세기 초두), 高畠式은 布留式 Ⅱ기 古相 병행기(4세기 전엽)이다. 덧붙여서 石
川縣 下安原海岸遺蹟에서는 약 500점의 옹을 분류한 결과, A류 약 52%, B류 약
29%, C류 약 11%, E류 약 2%라고 보고되어 있다.
2지구 Ⅴ층 출토 山陰系 옹 A류(도면 9-2)는 布留式 토기 성립기의 奈良縣 纏向遺
蹟 辻地區 토광 4호 하층 출토 山陰系 옹(도면 9-7)과 동일 형식이다. 그리고 島根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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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영남지역의 土師器ㆍ土師器系 토기와 서일본의 土師器(1)
1~3:회현동유적 2지구 Ⅴ層, 4:동 2지구 Ⅴ층 22수혈주거, 5ㆍ6:石川県 漆町遺蹟 8群B2區 土器溜
上層, 7ㆍ10ㆍ11:奈良県 纏向遺蹟 辻地區 土壙4下層, 8:島根県 神原神社古墳 埋納土壙, 9:鳳凰臺
遺蹟 28號 土廣, 12:奈良県 布留杣之内遺蹟 1層, 13:福岡県 西新町遺蹟 97號 竪穴住居, 14:大阪府
久宝寺遺蹟 堤724, 15ㆍ17ㆍ18:纏向遺蹟 辻地區 土壙7, 16:大阪府 萱振遺蹟 井戸SE03

154

東亞文化 6號

神原神社古墳22) 매납갱 출토(도면 9-8)의 옹 A류 토기형식과도 유사하다. 이 고분의
수혈식 석실에서는 景初 3년명(A.D. 239) 삼각연신수경이 출토되었다. 매납갱은 수
혈식 석실의 동측에 접해있고 남북방향의 수혈식 석실의 주축과 동일축으로 설치되
어 있다. 회현동유적 Ⅴ층 출토 山陰系 옹은 布留式 Ⅰ기 古相인 3세기 후말엽 병행
기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시기의 山陰系 옹은 김해 수가리유적23) Ⅳ층에도 확인
된다. 금관가야지역에서 山陰系 옹이 출토되는 시기는 布留式 Ⅰ기 병행기에 집중
되는 경향이 있다.

[도면 10] 石川縣 고분시대 전기의 옹형 토기
(庄內式 후반기~布留式 전반기 : 註 문헌21의 도7을 전재)

다음으로 소형 환저발 G류(도면9-3)는 布留式 Ⅰ기 新相 병행기의 토기형식이다.
일반적으로 횡방향 마연이 치밀하게 베풀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타입은 布留
式 토기의 토기형식을 분류하는 지표중 하나이다. 소형 환저발 G류의 布留式 성립
기의 Ⅰ기 古相에서 Ⅱ기 古相으로의 토기형식의 변화를 나타낸다. 도면 9-11→12→
13→14의 형식변천을 거쳐, 布留式 정형화 단계 4세기(1/4분기)의 布留式 Ⅱ기 古相
의 지표인 유단구연 K류(도면 9-15)로 형식변화한다.
22) 島根縣加茂町敎育委員會, 뺷神原神社古墳뺸, 2002.
23) 김해 수가리유적 Ⅳ층 출토 山陰系 옹은 신경철교수 덕분에 실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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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동유적 Ⅴ층 출토 布留式 소형 환저발 G류(도면 9-3)는 약간 낮은 기형이지
만, 福岡縣 西新町遺蹟24) 97호 수혈주거 출토(도면 9-13)의 布留式 Ⅰ기 新相 병행
기의 토기형식과 유사하다. 아울러 布留式 토기 성립기의 소형 환저발 H류(도면
9-10)는 新相인 환저발 Ⅰ류(도면 9-16)→Ⅱ기 古相의 I류(도면 9-17)로 변화하는 토
기형식이다. 그리고 月影Ⅱ식에는 Ⅰ기 古相 병행기의 소형 환저발 H류(도면 9-6)가
공반되고 있다. 布留式 정형화 단계의 纏向遺蹟 辻地區 토광 7호(도면 9-15ㆍ17)에
는 도질토기를 모방한 소형 단경호(도면 9-18)가 공반되는 것이 주목된다.
요약하면, 김해 회현동유적 Ⅴ층 출토 및 同 유적 22호 수혈주거 출토의 토기군은
畿內의 布留式 Ⅰ기 古相에서 新相과 병행하는 토기형식이다. 그 시기는 3세기 말
엽에서 4세기 초두로 편년할 수 있다. 도질토기 성립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布
留式 Ⅱ기 古相인 4세기(1/4분기) 단계에는 이미 大和에서 한반도 남부의 도질토기
를 모방한 土師器 생산이 개시되었다는 것이다.
2) 봉황대유적의 土師器系 토기
봉황대유적 28호 토광출토 布留式系 옹 E류(도면 9-9)는 布留式 성립기의 토기로
보인다. 구연단부의 내면이 두꺼워지기 이전의 형태로, 단부 내면이 약간 둥글게 처
리되어 있다. 동부 내면은 깍기, 외면은 목리조정으로 타날흔은 보이지 않는다. 近
畿의 布留式 성립기에는 庄內式 이후의 동체부 외면에 타날(도면 11-8)을 남기는 C
류와 목리조정(도면 11-9)한 D류의 두 가지 제작기법으로 구분되는 것이 특징이다.
한반도 남동부의 布留式系 옹은 타날기법이 아닌 후자인 목리수법 타입이 많다. 布
留式 Ⅰ기 古相에서 同 新相의 토기형식이며, 3세기 후말엽~4세기 초두로 편년할
수 있다.
布留式系 옹 E류는 도면 19-10에 나타낸 도질 단경호와 공반된다. 이 단경호는 견
부에 작은 삼각형상의 돌기를 양쪽에 붙인 “삼각돌기부 단경호”이다.
동체부 전체가 둥근 求胴形이고, 기벽이 얇고 균일하게 제작되었다. 이 도질 단경
호의 시기는 상기한 布留式 옹 E류와의 공반관계에 의해 늦어도 布留式Ⅰ기 新相인
4세기 초두로 생각된다.

24) 重藤輝行, 뺷西新町遺蹟뺸 Ⅱ, 福岡縣 埋藏文化財報告書 第154集,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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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영남지역의 土師器ㆍ土師器系 토기와 서일본의 土師器(2)
1ㆍ13:김해 부원동유적 A구 Ⅴ층, 2ㆍ14~16:奈良縣 坂田寺 하층, 3:부원동유적 C구, 4:大阪府 久宝寺
유적 井戶SE531, 5:奈良縣 纏向유적 辻지구 토광1, 6ㆍ7:부원동유적 A구 Ⅳ층, 8ㆍ9:纏向유적 辻지구
토광4 하층, 10:大阪府 萱振유적 井戶SE03, 11:大阪府 小若江北유적, 12:纏向유적 辻지구 토광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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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완성된 도질토기가 늦어도 4세기 초두에는 성립된다는 것이다. 제

Ⅳ장에서 도질 소형호의 성립에 대해 다루겠지만, 와질토기와 공통되는 제작기법이
아니며, 이미 토질토기로서 “무문타날”의 삼각돌기부 단경호가 완성되었다는 것이
주목된다.

2. 부원동유적의 土師器系 토기
1980년 김해지역에서의 삼국시대의 토기연구에 관한 큰 연구성과가 확인된다. 부
원동유적 발굴조사에 의한 심봉근의 토기편년25)이다. 한국 내에 심봉근에 의한 토
기연구 성과가 이후 하나의 기점이 된다. 이 연구성과에 현재 일본에서의 토기형식
학 연구의 성과를 교차시켜, 김해지역의 土師器와 土師器系 토기의 분석과 고찰을
행하고자 한다.
1) 부원동 A구 Ⅴ층 土師器系 토기
부원동유적 A구 Ⅴ층 출토 土師器 이중구연호(도면 11-1)는 열도의 山陰(島根ㆍ
鳥取縣)지역에 계보를 가진다. 이 타입의 山陰系 호는 近畿지역의 大阪府나 奈良縣
의 고분시대 전기의 유적에서도 가끔 출토된다. 奈良縣 坂田寺 하층 출토26)(도면
11-2), 동시기의 大阪府 八尾市 矢作遺蹟 등에서도 볼 수 있다. 坂田寺 하층의 山陰
系 호와 布留式 고배 G류(도면 11-2ㆍ14~16)는 布留式 Ⅱ기 古相인 4세기 전엽(1/4
분기)으로 편년된다.
山陰系 이중구연호(도면 11-1)는 기형과 태토 및 제작기법상, 일본에서의 유입품
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원동 A구 Ⅴ층 출토 고배의 배부(도면 11-13)는 布留式

Ⅰ기 新相에서 布留式 Ⅱ기 古相(도면 11-14ㆍ15)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고배의 각
부(도면 13-15)는 주상부 내면이 부풀어 있는 것으로 機內지역에는 보이지 않는 형
태이며 畿內와 금관가야 지역의 절충기법으로 보인다. 또 북부구주계의 土師器(도
면 13-4ㆍ36)가 Ⅴ층에서 Ⅲ층에 연속적으로 확인된다.
이하, 부원동유적A구 Ⅴ층~A구 Ⅰ층을 부원동Ⅴ층ㆍⅣ층ㆍⅢ층ㆍⅡ층ㆍⅠ층으로
25) 주)19의 뺷앞의 책뺸, (1981). 한국출토 土師器 연구의 출발점이 된 기초연구이다.
26) 木下正史, ｢飛鳥地域出土の古式土師器｣, 뺷考古學雜誌뺸 第60卷 第2號,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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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하기로 한다.
2) C구 출토 土師器系 토기
부원동 C구 출토 고배류에는 다른 시기의 것이 확인된다. 고배의 각부(도면 11-3)
에는 庄內式 고배 A류로 보인다. 이 타입의 고배는 도면 11-4ㆍ5에 제시한 바대로
짧은 주상부와 거부가 굴곡되어 크게 넓어지는 형태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庄內
式 Ⅱ기 古相의 고배 A류(도면 11-4)는 주상부 안이 채워져 있으며, Ⅱ기 新相의 고
배 A류(도면 11-5)의 주상부는 안이 비어있다. C구의 고배 A류(도면 11-3)는 주상부
가 비어있으며 새로운 요소가 확인된다. C구의 고배 A류의 시기는 庄內式 Ⅱ기의
新相(도면 11-5)에 가까운 타입이지만, 새로운 요소도 보인다. 따라서 庄內式 Ⅱ기
新相 병행기 이후인 3세기 후엽으로 볼 수 있다.
C구 출토의 고배(도면 13-16)는 A구 Ⅴ층과의 출토 층위상 관계가 불명확하지만
각부의 거부에 ｢L｣자상의 단을 만들지 않고, 크게 벌어지는 기형으로 각부 아래에
원공을 4개소 뚫은 특징을 가진다. 이 土師器는 近畿 以西의 계보를 잇는 토기가 아
니며, 넓게 보아 北陸ㆍ東海(愛知縣) 지역의 토기로 보인다. 이 고배의 시기는 庄內
式 Ⅲ기 병행기인 3세기 후엽으로 편년된다.
3) 부원동 A구 Ⅳ층 출토 土師器系 토기
부원동 A구 Ⅳ층 출토 布留式系 토기는 소형 환저발 J류와 옹 E류가 확인된다. 소
형 환저발 J류(도면 11-6)는 布留式 토기의 중핵을 이루는 기종이다. 庄內式 성립기
의 기형은 첨저로 왜에 있어 土師器 성립의 지표로, 庄內式 토기 성립기(Ⅰ기)인 3
세기 초두로 소급된다.(도면 18)
부원동 Ⅳ층 출토 소형 환저발 J류(도면 11-6)는 구연부가 짧고 동체부가 약간 낮
은 특징을 가진다. 구연부가 내만하고 크게 벌어지며, 布留式 Ⅱ기 古相의 纏向遺蹟
SK11 출토 소형 환저발 J류(도면 15-14)와 비교해서 약간 신식 요소가 확인된다. 동
시에 구연부는 내만하는 기미가 보이지만, 아주 미비하여 土師器系 토기로 보인다.
布留式 Ⅱ기 中相의 久寶寺南遺蹟27) SD45 상층 출토 소형 환저발 D류(도면 15-11)

27) 一瀨和夫, 뺷久寶寺南-久寶寺ㆍ加美遺蹟の調査-뺸, 大阪文化財センター,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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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사이에 위치시킬 수 있는 토기형식이다.
布留式 土師器 옹 E류(도면 11-7)는 내면 깍기와 布留式 토기의 특징인 구연단부
의 내면이 두꺼운 기형과 제작기법, 두 가지 특징에서 布留式 옹이라는 것은 확실하
다. 태토로 보아 제작지도 大阪府 生駒山西麓(河內)일 가능성이 높으며, 일본에서
유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纏向遺蹟 辻地區 토광 SK7 출토 옹 E류(도면 11-12)
와 비교해서 구연단부의 내면 두께는 거의 같지만 내면 깍기가 시작되는 위치가 경
부의 하위에 있는 등 약간 새로운 경향이 보인다. 그러나 경부주변 외면에 사방향,
견부 외면에는 횡방향의 목리가 확인된다. 목리조정이 횡방향 물손질로 재조정되어
목리흔이 잘 보이기 않기 때문에 실측도에는 목리흔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목리조
정의 수법상의 특징은 布留式 Ⅱ기 古相의 小若江北遺蹟의 E류(도면 11-11) 등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다. 부원동 Ⅳ층은 4세기 중엽(2/4분기), 布留式 Ⅱ기 古相~中
相의 시기에 비정될 수 있다.
4) 부원동 A구 ⅡㆍⅢ층 출토 土師器系 토기
다음으로 부원동 A구 Ⅲ층 출토 土師器는 北陸系 옹ㆍ소형기대와 직구호 B류(도
면 12-1~3)이다. 土師器系 옹(도면 12-1)은 구연부 하단에 稜을 만드는 타입으로 北
陸系 옹(石川縣域)의 특징이 보인다. 소형기대(도면 11-2)도 배부가 작고 깊은 점에
서 北陸系 土師器일 가능성이 있다.
직구호 B류에 대해서 제Ⅲ장 1항에서 정리함으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부원동 Ⅲ
층 B류(도면 12-3)는 布留式 Ⅱ기 中相 병행기인 4세기 중경으로 생각된다.
부원동 Ⅱ층 출토 고배(도면 12-8)는 배부 특징으로 볼 때, 布留式系 土師器이다.
이 토기형식은 奈良縣 上ノ井手遺蹟28) SD031(도면 12-4~7)출토 및 飛鳥 藤原宮 下
層29) SD192(도면 12-9~11)의 土師器와 비교할 수 있다. 부원동 Ⅱ층 출토 고배(도면
12-8)는 구연부와 저부의 접합기법이 SD192 고배(도면 12-11)와 공통점이 인정된다.
결국, 飛鳥 藤原宮 下層 SD192와 병행하는 布留式 Ⅱ기 新相의 토기형식인 부원동

Ⅱ층 출토의 토기류는 4세기 후말엽으로 편년할 수 있다.

28) 주)25의 뺷앞의 책뺸, (1981).
29) 주)28의 뺷앞의 책뺸,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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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영남지역의 土師器ㆍ土師器系 토기와 서일본의 土師器(3)
1~3:김해 부원동유적 A구 Ⅲ층, 4~7:奈良縣 上ノ井手유적 구SD031, 8:김해 부원동유적 A구 Ⅱ층,
9~11:奈良縣 飛鳥藤原宮유적 溝SD912

5) 김해 부원동유적의 토기편년
여기서는 도면 13에 나타낸 부원동유적 출토 연질토기 편년을 상세히 검토한 결
과, 拙著 뺷古墳時代の土器と社會뺸30)에 나타낸 부원동 토기편년의 연대관을 약간 소
급시켜 변경하는 것이 한국의 토기편년을 연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부원동유적 C구는 3세기 후엽~4세기, A구 Ⅴ층은 4세기 전엽을 4세기 초두~전엽
: 布留式 Ⅰ기 新相~Ⅱ기 古相, 同 Ⅳ층 = 4세기 중엽(2/4분기) : 布留式 Ⅱ기 古相~
中相, 同 Ⅲ층 = 4세기 중경 : 布留式 Ⅱ기 中相, 同 Ⅱ층 = 4세기 말엽 : 布留式Ⅱ기
新相~Ⅲ기 古相, 同 Ⅰ층 = 5세기 초두~5세기 전엽 : 布留式 Ⅲ기 新相. 그 결과, 부
원동 Ⅲ층과 Ⅳ층과의 시기차는 적고, 부원동 Ⅲ층은 4세기(3/4분기)로 편년할 수
30) 坂野和信, ｢韓半島嶺南と吉備ㆍ大和の土器編年と竝行關係｣, 뺷古墳時代の土器と社會構造뺸,
2007, p.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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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도면 15)
이상과 같이 변경하면, 부원동 Ⅰ층 병행기에 보이는 금관가야의 기종구성의 큰
변화는 별고에 서술하겠지만, 금관가야 정권의 위기와 사회 내부변화로서 일본해
(동해)를 內海로 하는 왜와 상호 연동된 큰 사회변동이며 4세기 말~5세기 초두에 새
로운 역사적 획기가 구해지는 것에 연결된다.

3. 부산지역의 土師器系 토기
1) 동래패총의 土師器系 토기
1980년의 부원동유적 발굴조사에서 13년이 지난 1993년에 부산시 동래패총의 조
사31)가 이루어졌다. 4×4m의 트렌치 3개소의 좁은 면적의 발굴조사였지만, 3세기 후
말엽에서 4세기 초두의 山陰系ㆍ北陸系의 토기와 布留式 토기를 위주로 土師器와
土師器系 토기가 출토되었다. 특히, Ⅷ층 F구와 Ⅹ층 F구에서는 소파편이지만, 山陰
系 토기와 布留式系 옹이 많이 출토되었다.
동래패총에서 출토된 布留式 토기는 도면 14의 Ⅷ층에서는 구연단부 내면이 작고
두껍게 직립한 布留式 Ⅰ기 新相의 옹 E류(도면 2-2~5)가 많이 출토되고 있다. 그리
고 소형 환저발 G류(도면 14-1)도 보인다. 또한 Ⅸ층에서는 山陰系 옹 A류(도면
14-7)가 출토되고 있다. 이 山陰系 옹 A류는 본장 제 1항에서 설명하였다. 김해 회
현동유적 Ⅴ층 출토 布留式 Ⅰ기 古相 병행기의 山陰系 옹(도면 9-2)과 비교하면 구
연부 하단의 단이 둔하여 약간 새로운 경향으로 생각된다.
F구 Ⅷ층에서는 도질 양이단경호(도면 14-6)가 출토되었고 도질토기의 연대를 규
정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별고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고식 도질토기의 연대
관을 고찰하기 위한 자료중 하나이다. 즉, 부산 동래패총 F구 Ⅷ층과 Ⅸ층은 布留式

Ⅰ기 新相 병행기인 3세기 말~4세기 초두로 편년할 수 있다.
2) 동래패총의 土師器系 토기의 연대와 성격

Ⅷ층보다 하층인 F구 Ⅹ~ⅩⅡ층의 토기조성(도면 14-8~13)은 상층의 Ⅷ층과는 다

31) 홍보식, 뺷부산의 삼한시대유적과 유물Ⅰ-동래패총-뺸, 부산광역시립박물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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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 김해 부원동유적 AㆍC구의 연질토기 편년
Ⅴ층:4세기 초두~전엽ㆍ布留式 Ⅰ기 新相~Ⅱ기 古相, Ⅳ층:4세기 중엽ㆍ布留式 Ⅱ기 古相~中相, Ⅲ
층:4세기 중경ㆍ布留式 Ⅱ기 中相, Ⅱ층:4세기 후말엽ㆍ布留式 Ⅱ기 新相~Ⅲ기 古相, C區:3世紀 後
葉~4世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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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 그러한 토기조성에 옹류는 많지만, 소형기대의 각부(도면 14-10), 직구호(도면
14-12)가 확인되고 기종구성이 다양화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옹류는 山陰
系 소형옹(도면 14-8), 北陸系 옹 BㆍE류(도면 14-9ㆍ13), 布留式系 옹 E류(도면
14-11)이다. 이와 같이 土師器系 토기의 出自는 앞서 서술한 회현동유적 출토 土師
器系 토기와 같이 열도의 세 지역이라는 것이 양자에 공통되는 특징이다.

[도면 14] 영남지역의 土師器ㆍ土師器系 토기와 서일본의 土師器(4)
1~6:부산 동래패총 F구 Ⅷ층, 7:同 유적 F구 Ⅸ층, 8~12:同 유적 F구 Ⅹ층, 13:同 유적 Ⅻ

직구호(도면 14-12)는 일본에서의 지역적 계보를 구하기는 어렵다. 횡마연으로 조
정된 점과 기형은 土師器의 특징을 보이지만 구연부와 동체부와의 접합부에는 재성
형이 시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부 내면에 구연부의 말단이 튀어나와 있다. 일
반적으로 土師器에는 이 돌기는 재조정해 잘라 낸다. 구연부와 동체부의 접합기법
은 도면 15-2ㆍ3ㆍ6ㆍ10에 나타나듯이 土師器의 제작기법의 전부는 아니지만, 내면
돌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기벽도 두꺼운 점으로 보아 유입품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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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층보다 하층의 土師器는 Ⅷ층 출토의 옹류와 비교해서 고식의 布留式 토기 성
립기의 토기군이다. 문제점은 김해지역과 같이 山陰系 토기(도면 14-7) 및 北陸에서
도 출토량이 적은 北陸系 옹 EㆍB류(도면 14-9ㆍ13)가 출토된다는 것이다.
야요이시대 이래 북부구주와의 교역관계를 바탕으로 3세기 후엽~4세기 초두에는
山陰ㆍ北陸지역의 사람들이 낙동강 하구역의 서안인 김해와 동안인 부산지역에 왕
래하거나 혹은 이주해서 생활한 것을 말한다. 결국, 금관가야에는 하구역의 서안과
동안에 두 개의 도입로와 대외교섭의 창구가 존재하고, 일본해를 內海로 해서 교역
을 담당한 두 개의 중핵적 거점이 존재했다고 생각된다.
낙동강 하구역의 서안과 동안에서 출토되는 고식 土師器는 왜의 布留式 토기 성
립기인 Ⅰ기로 소급되는 토기형식인 것이 역사적 의의이자 문제점이다. 3세기 후말
엽의 畿內정권과 금관가야 정권과의 교류ㆍ교역관계에 있어서도 주목해야 할 사건
이다. 布留式 토기 성립기에는 일본해에 면한 山陰ㆍ北陸지역과 금관가야와의 교섭

ㆍ교역 루트가 확보되었다는 것이 이상의 검토에서 밝혀졌다. 금관가야는 북부구주
와 畿內정권(政體)과의 정치적 관계와 경제적 교역 이외에도 일본해를 內海로 해서
山陰ㆍ北陸지역과도 교류하며, 다면적 외교ㆍ교역활동을 행한 국제교역 시장이었
다는 것이다.

4. 낙동강 하구역에 있어서 두 세력
왜와 금관가야의 교섭에는 낙동강 하구역의 동안과 서안에 두 세력이 존재한다.
하구역의 서측에 위치하는 대성동ㆍ양동리ㆍ예안리고분군을 대표하는 금관정권 및
부산지역의 동래 복천동ㆍ노포동고분군으로 대표되는 세력이다. 이 두 정권(政體)
은 제Ⅰ장 1항에서도 서술했듯이 금관을 맹주로서 하나로 뭉친 금관가야를 구성하
는 정체였다고 생각된다.
낙동강 하구역을 거점으로 하는 동서 두 세력의 우위성의 배경은 대외적으로는
남해ㆍ동해ㆍ황해의 해상교통ㆍ교역과 반도 내부에는 낙동강을 이용한 내륙부로의
물자 우송로를 확보해 교역을 행하고, 국내외에 “2중의 중계교역”을 전개하는 경제
적 우위성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금관가야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하여 기술ㆍ
문화교류 및 종합적으로 정보가 집중되는 조건이 정비된 국제 교역시장으로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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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가진 사회조직이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왜와의 대외교섭ㆍ교역에는 금관가야정권의 특징중 하나인 철생산을 기축으로
해서 일본해를 內海로 하는 “중계교역”을 통해 3세기에서 5세기 초두의 금관가야를
맹주로 하는 가야번영의 배경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리고 신라와 왜와의 교류관계
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지적할 수 있다.
왜와의 대외교섭과 교류의 부산물의 일부로서 사람들의 왕래나 이주를 나타내는
물증이 土師器ㆍ土師器系 토기이고, 다음으로 설명하는 금관가야와 왜의 절충기법
의 토기를 들 수 있다.
가끔 畿內의 布留式 토기는 왜의 중부 瀨戶內의 吉備를 중심으로 하는 酒津式 토
기와 山陰지역의 島根(出雲)의 的場式ㆍ鍵尾式 토기에 계통ㆍ계보를 가진 토기조성
으로 이것들이 大和에서 재구축되어 성립한 것이다.32)
제Ⅳ장에서 서술했듯이 사실, 吉備의 酒津式 소형 옹과 유사한 소형 옹은 금관가
야에 있어 대형 목곽묘의 성립기인 3세기 중경~후반의 부장품으로 이 지역 수장층
분묘에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Ⅲ. 금관가야와 왜의 절충기법 토기
한반도 남부에서의 도질토기의 성립과 동태는 머리말에서 서술한 대로 3세기 중
엽 이래의 왜와 연동된 “역사적 파동”으로서 열도에 반영되어 庄內式 토기의 변화와
布留式 토기의 성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반도에서 출토되는 열도의 土
師器에 대해서 살펴보면 상호 교류의 결과, 한반도 남부의 도질토기ㆍ연질토기의
기종구성에는 공통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적어도 반도가 영향을 받은 국면도 확인된
다. 그러나 土師器의 토기형식의 반영에 대해서는 금관가야에서도 그 실체를 아직
해명하기는 어렵다.
절충기법토기는 한일 양국의 토기조성(기종구성)과, 토기형식을 비교검토하는 소
재의 하나이고, 양국의 사회와 문화가 반영된 것이다. 금관가야 절충토기의 주된 기
종은 연질 직구호와 소형 기대이다.(도면 16-1ㆍ3ㆍ4ㆍ6ㆍ7ㆍ9) 그리고 土師器系 연
32) 坂野和信, ｢內海交易と陶質土器文化圈の成立｣, 뺷古墳時代の土器と社會構造뺸, 2007, p.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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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옹은 내만구연옹 A류와 B류(도면 17)이다.
앞서 요점을 정리하면, 금관가야에서는 늦어도 4세기 전엽에는 土師器의 기종구
성과 유사한 도질 소형 기대, 연질 소형 기대가 성립하며 기형과 장식에는 차이가
인정된다. 소형 도질 장경호와 연질 직구호도 4세기 전반에는 성립한다. 또한 4세기
중엽에는 도질 소형 환저호와 도질 소형 기대의 조합이 일반화되는 것이 큰 특징이
다.
이와 같이 금관가야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절충기법의 土器形式(form)과 型式
(type)이 확인된다. 여기서는 절충기법토기의 전형예로서 금관가야의 연질 직구호
와 소형 기대, 도질 소형 호류 및 연질 내만구연옹의 제작기법과 계통ㆍ계보에 대해
서 고찰하고자 한다.

1. 호와 기대
1) 유입직구호의 계보
우선, 土師器 직구호에서 유입된 것(A류)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 전라북도의 출
토예로 유입품이기 때문에 참고예로서 다루고자 한다.
전북 고창군 상두리 출토 직구호33)(도면 15-1)는 수집품으로 보인다. 직구호의 수
법은 구연부 내외면을 횡마연한 후, 외면은 세밀한 종마연, 동부에서 저부는 마연
후, 폭이 약간 넓은 횡마연이 베풀어져 있다. 동부는 중앙에 최대경을 가지고, 저부
는 환저이다. 기형과 수법을 비교할 수 있는 토기형식은 近畿지역의 庄內式 종말
기~布留式 성립기인 도면 15-2ㆍ3의 직구호 A류이다.
庄內式 종말기에서 布留式 Ⅰ기 古相의 직구호 A류(도면 15-2)는 구연부와 경부
의 접합부에 작은 홈을 만든 것과 저부가 작고 뾰족한 것이 특징이다. 유입 직구호
A류(도면 15-1)에는 이 두 가지 특징은 보이지 않지만 기형의 전체적인 특징에는 유
사점도 확인된다. 다음 형식인 布留式 Ⅰ기 古相~新相의 직구호 A류(도면 15-3)와는
기형에 유사점이 많이 보인다. 다음으로 새로운 형식인 布留式 Ⅰ기 新相~Ⅱ기 古
相의 직구호 A류(도면 15-6)와는 동체부의 형태에 큰 차이가 보인다. 이 타입은 동

33) 부산복천박물관, 뺷특별전 고대아세아문물교류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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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부 하위에 최대경을 만드는 것이 특징으로 도면 15-1과는 크게 다르다.

[도면 15] 영남지역의 土師器ㆍ土師器系 토기와 近畿지역의 土師器(3)
1:고창군 상두리 채집품, 2:纏向유적 東田지구 남구(남부) 토층 상층, 3~5:久寶寺南유적 토광45, 6~9:
同 유적 井戶SE601, 10~13:同 유적 溝SD45, 14ㆍ15:纏向유적 辻지구 토광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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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 직구호 A류의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畿內의 직구호 A류와 공반관계가
인정되는 토기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도면 15-3~13)
大阪府 久寶寺南遺蹟34) 토광 SK45 출토 직구호 A류(도면 15-3)는 소형 환저발 D

ㆍG류(도면 15-4ㆍ5)와 공반한다. 소형 환저발 D류는 庄內式 Ⅲ기에서 계보를 계승
하고 있다. 또한 소형 환저발 G류의 성립은 布留式Ⅰ기 新相의 지표중 하나이다.
(도면 18)
다음으로 시기가 내려가는 久寶寺南遺蹟35) 우물 SE601 출토 직구호 A류(도면
15-6)에는 ｢X｣자형 기대(도면 15-7), 소형 환저발 F류ㆍ소형환저발 K류(도면 15-8ㆍ

ㆍ9)가 공반하고 있다. 이 직구호 A류와 ｢X｣자형 기대(도면 15-6ㆍ7)에는 조합(세트)
관계가 인정된다. 그리고 纏向遺蹟 辻地區 토광14에도 소형 환저발 J류와 ｢X｣자형
기대의 조합(도면 15-14ㆍ15)이 확인된다. 이러한 토기형식의 바로 다음은 布留式

Ⅱ기 古相의 久寶寺南 SD45 상층출토 土師器(도면 15-10~13)를 지표로 한다.
유입 직구호 A류는 개체간의 차이를 살펴봤을 때, 布留式 Ⅰ기 古相(3세기 후말
엽) 범주의 토기형식으로 생각된다.
2) 절충기법 호류의 특징과 변천과정
절충기법의 직구호는 금관가야에서 생산된 것이고, 직구호 B류로 분류한다. 절충
기법의 직구호 B류는 부원동 Ⅴ층의 도질 소형 기대ㆍ소형 고배의 성립과의 관계도
고려해서 布留式 Ⅰ기 新相에 시작되고, 布留式 Ⅱ기 新相까지 5단계로 구분해서
파악할 수 있다.(도면 16)
1단계는 도면으로 제시하기 어려우나, 2단계인 복천동 42호분36)의 직구호 B1류
(도면 16-1)의 경부에는 홈이 조성된 고식의 양상을 띤다. 그러나 경부가 크고, 동체
부는 낮은 편구형상이다. 近畿지역의 土師器에는 보이지 않는 타입이다. 제작기법
의 특징은 기내외 전면에 약간 성근 횡마연이 베풀어져 있다. 직구호의 동체부 내
면을 횡마연한 예는 열도의 土師器에는 보이지 않는다. 土師器의 마연에 대한 의식
과 금관가야지역의 와질토기의 제작기술이 복천동 42호분의 직구호 B1류(도면
34) 주)29의 뺷앞의 책뺸, (1981).
35) 주)26의 ｢앞의 글｣, (1974).
36) 安在晧, ｢土師器系軟質土器考｣, 뺷伽倻と古代東アジア뺸, 新人物往來社,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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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에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복천동 42호분의 직구호 B류와 기대는 공반되지 않지만, 수부가 넓은 복천동 71
호분의 연질기대(도면 16-6)와 같은 타입의 기대가 조합된다고 생각된다. 후속되는
토기형식으로 4세기 전엽으로 편년할 수 있다.
금관가야에서는 동시기로 생각되는 畿內의 직구호 A류(도면 15-10)와는 기형의
차이가 크다. 오히려 吉備系 직구호 A류(도면 16-2)는 소형 환저발 K류(도면 16-18)
와 공반되는 것으로, 이 직구호 A류의 홈과 동체부의 형상과 관련성이 엿보인다. 布
留式 Ⅱ기 古相~中相 병행의 4세기 전엽~중경이다. 그러나 금관가야에서는 열도의
土師器와 관련되면서 다른 방향성을 가진 토기형식의 전개가 확인된다.
3단계는 2단계의 복천동 42호분 직구호 B1류의 계보와 직접 연결되는 직구호는
현재 자료부족으로 도면을 제시할 수 없다.
4단계는 대성동 35호분37) 출토와 부원동유적38) Ⅲ층 출토의 직구호 B2류(도면
16-3ㆍ4)를 들 수 있다. 대성동 35호분 직구호 B1류(도면 16-3)은 후술하는 도질 장
경호ㆍ소형 기대(도면 16-12ㆍ13)와 공반관계가 인정된다. 이 직구호 B1류(도면
16-3)의 특징은 경부는 선행형식과 같이 크지만, 동체부는 그에 비해 작다. 그러나
제작수법은 구연부에서 동체부 상반까지는 마연을 의식한 긁기풍의 가는 선이 얕고
정성스럽게 시문되어 있으며 마치 土師器의 정치한 횡마연 수법이 행해진 것과 같
이 조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土師器와의 관계가 없지 않지만 土師器와의 토기형식
의 차이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4단계 중에서도 약간 새로운 경향인 직구호 B류는 부원동 Ⅲ층 출토 직구호 B2류
(도면 16-4)이다. 소형으로 큰 경부에 반해 동체부는 작고, 2단계보다 한층 작아지는
타입이다. 결국, 직구호 B류에 있어서 토기형식의 변화의 방향성은 동체부의 모양
에 두드러지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직구호 B류의 형식변화는 2단계 : 복천동 42호분(도면 16-1)→2단계→3단계 : 대
성동 35호분(도면 16-3)→부원동 Ⅲ층 출토(도면 16-4)의 순서로 변화된다고 생각된
다.

37) 주)9의 뺷앞의 책뺸, (2000).
38) 주)34의 뺷앞의 책뺸,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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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 영남지역의 土師器ㆍ土師器系 토기와 서일본의 土師器(5)
1:복천동 42호분, 2ㆍ18:岡山縣 加茂政所유적 60호 수혈주거, 3ㆍ12ㆍ13:대성동 35호분, 4ㆍ19~21:부
원동유적 A구 Ⅲ층, 5:월성로 31호분, 6ㆍ10:복천동 71호분, 7ㆍ8:복천동 57호분, 9:대성동 47호분,
11:예안리 77호분, 14~17:부원동 Ⅴ층, 22~25:부원동유적 A구 Ⅱ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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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질기대의 변천과정과 연대
직구호 B류의 기대로 생각되는 土師器系 ｢X｣자형 기대(도면 16-5ㆍ6ㆍ7ㆍ9)의 변
천과정을 설명해 보자. 이미 이 기대의 계보에 대해서는 제1장 2항에서 서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변천과정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양호한 자료가 많지 않기 때
문에 금관가야와는 다른 지역인 신라의 월성로 31호분 출토 ｢X｣자형 기대(도면
16-5)를 참고해서 부가하고자 한다.

｢X｣자형 기대는 낮은 대각으로 수부가 크고 넓은 특징을 가진다. 금관가야에서는
직구호 B류(도면 16-1ㆍ3ㆍ4)와 세트가 되는 기대는 크기와 저부의 형태로 볼 때,
연질 ｢X｣자형 기대로 생각된다. 이 기대의 수법은 마연을 시문한 것(도면 16-6ㆍ7)
과 그렇지 않은 타입(도면 16-5ㆍ9)이 확인되기 때문에 마연의 유무에 의해 시기차
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X｣자형 기대의 편년적 위치에 관해서는 이미 검토한 1단계의 월성로 31호분(도
면 16-5)과 3단계의 부원동 Ⅲ층기의 토기형식과 같다. 5단계의 복천동 57호분39)의
기대(도면 16-7)는 土師器系의 소형 환저발 Ⅰ류(도면 16-8)와의 공반관계가 확인된
다. 이 소형 환저발 Ⅰ류는 앞서 설명한 飛鳥藤原宮 下層 SD192의 소형 환저발 Ⅰ
류(도면 12-9ㆍ10)에 가까운 것이다. 또한 布留式 Ⅱ기 中相의 奈良縣 上ノ井手遺
蹟40) SD031의 同 Ⅰ류(도면 12-4ㆍ5)보다 새로운 토기형식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5
단계는 飛鳥의 土師器와 복천동 57호분 양자의 소형 환저발 Ⅰ류와의 비교에 의해
布留式 Ⅱ기 新相인 4세기 후말엽으로 편년할 수 있다.
기대의 형식은 변화가 늦어 토기형식의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정리해 보기로
한다. 1단계 : 월성로 31호분(도면 16-5)→2단계 : 복천동 42호분 병행기(○)→3단계
: 복천동 71호분(도면 16-6)→4단계 : 대성동 35호분 병행기(○)→5단계 : 복천동 57
호분(도면 16-7)ㆍ대성동 47호분(도면 16-9) 등 5단계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와 같이 금관가야에서는 직구호 B류와 ｢X｣자형 기대는 土師器와 관계되면서도 독
자의 전개과정이 인정된다.

39) 이재현, 뺷동래 복천동고분군뺸 Ⅲ, 부산대학교박물관 연구총서 제19집, 부산대학교박물관,
1996.
40) 주) 26의 ｢앞의 글｣,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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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질장경호와 소형기대
금관가야의 도질 소형기대는 열도의 土師器 소형 환저발과 소형기대와의 세트관
계와는 다른 기종구성이다. 소형 기대는 소형 환저발과의 세트관계가 아니라, 도질
장경호 혹은 도질 소형호와 조합되는 기종구성이 일반적이다. 이 소형 기대와의 조
합이 문제점인 동시에 금관가야의 특징을 나타내는 토기형식(form)이다.
1) 장경호ㆍ소형기대의 특징과 변천과정
금관가야에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도질 장경호와 소형 기대의 변천과정은 열도의
土師器의 동태와는 한층 거리를 둔 전개가 확인된다. 여기서는 주로 도질 장경호와
도질 소형 기대의 변천과정에 대해서 기술한다.
1단계의 부원동유적 Ⅴ층에서는 도질 소형 기대(도면 16-14)와 고배(도면 16-15)
및 연질 기대(도면 16-16ㆍ17)에 후속 계보는 보이지 않는다.
비교적 크기가 큰 소형 고배(도면 16-15)에는 기대와 같이 구연부와 저부의 경계
에 돌선을 1조 돌리고 있지만, 평저에 가까운 저부이다. 각부는 기대와 같은 형태로
보인다. 도질 소형 기대의 성립기에 조합, 도질 소형호의 확실한 양상은 불명확하
다. 그러나 도질 소형호의 성립은 소형 기대의 존재에 의해서 부원동유적 Ⅴ층기로
소급될 것이다.
2단계의 도질 장경호(도면 16-10ㆍ11)는 열도에는 보이지 않는 금관가야 독자의
전개가 확인된다. 이 토기형식에는 상기의 기대와 공통된 돌선이 구연부의 상위에
1조 돌아가는 것이 특징이다. 이 특징은 3ㆍ4단계의 소형호(도면 16-20ㆍ21ㆍ22ㆍ2)
에도 보이고 도질 장경호ㆍ소형고배ㆍ기대와 소형호의 장식기법에는 일관된 공통
점이 확인된다.
복천동 71호분41)의 도질 장경호(도면 16-10)는 크기가 약간 크고 구연부의 돌선
이 강한 독특한 타입이다. 예안리 77호분의 도질 장경호(도면 16-11)와 비교해서 3
단계 중에서는 2단계에 가까운 고식의 도질 장경호로 보인다.
도질 장경호는 직구호 B류와 같이 경부가 크고, 견부는 약간 부푼 형태이며, 동체
부는 구경보다 약간 넓은 정도이고 저부는 작고 평저이다. 동체부가 구형화되는 경
41) 신경철, ｢영남출토의 土師器系 토기｣, 뺷3ㆍ4세기 일한토기의 제문제뺸, 교류학술회의,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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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토기 형식변화의 방향성이다.
4단계의 자료로 대성동 35호분의 도질 장경호와 소형 기대(도면 16-12ㆍ13)의 조
합에 의해 도질 소형 기대(도면 16-13)에는 도질 장경호가 조합되는 기종구성으로
생각된다. 이 기종구성이 소형 기대의 존재에 의해 부원동 Ⅴ층기의 1단계로 소급
될 가능성이 있다.
도질 장경호와 소형 기대의 위치에 관해서는 이미 검토한 4단계의 대성동 35호분
출토품(도면 16-12ㆍ13)이 현재의 자료로서는 연대의 하한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
이다. 이 토기형식의 시기는 4세기 중경이다. 5단계의 복천동 57호분의 기대(도면
16-7)는 이미 지적한 土師器系 소형 환저발 Ⅰ류(도면 16-8)와의 공반관계가 인정되
는 것으로 4세기 후엽이다.
2) 도질 장경호의 연대와 문제점
부원동 Ⅲ층ㆍⅡ층에서는 소형 장경호(도면 16-20~23)와 소형 기대(도면 16-24)
및 소형 고배(도면 16-25)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부원동 Ⅲ층에는 土師器와 유사한
도질의 소형 환저발 J류(도면 16-19)가 확인된다.
도질 소형 호의 구연부에는 장경호와 같이 돌선이 1조 돌려져 있다. 土師器에 없
는 금관가야지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토기형식이다. 부원동 Ⅲ층 출토의 소형 호(도
면 16-20ㆍ21)는 강한 돌선이 돌려져 눈에 띤다. 이에 반해서 Ⅱ층 출토 소형 장경호
(도면 16-22ㆍ23)는 돌선이 약하고 동체부가 편구형상으로 낮아 토기형식에 변화가
확인된다. 이러한 소형 호는 각부가 가늘고 높으며, 삼각상의 투창을 3방향에서 뚫
은 도질 소형 고배(도면 16-24)와 조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원동 Ⅱ층 출
토 소형 고배(도면 16-25)는 저부가 圓弧상이고 크기가 큰 환저의 장경호(도면
16-12) 등에 후속되는 호의 기대에도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부원동 Ⅲ층 출토의 土師器系 소형 환저발 J류(도면 16-19)는 구연부가 내만하는
타입으로 부원동 Ⅳ층 출토 소형 환저발 J류(도면 11-6)의 후속계보이다. 이 소형 환
저발 J류는 4단계로 편년할 수 있으며, 부원동유적 Ⅲ층의 시기 즉, 布留式 Ⅱ기 中
相인 4세기 중경(2/4분기)이다.
문제점은 왜에 있어 土師器 본래의 토기조성인 소형 환저발과 소형 기대의 기종
구성이 布留式 Ⅱ기 新相인 4세기 후엽에 급속히 쇠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布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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式 Ⅲ기 古相인 4세기 말경에는 이미 붕괴된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두 시기는 고분
시대 전기의 기종구성(토기조성)이 크게 변하는 고분시대 중기로 이행하는 단계이
다.42)
한편, 금관가야의 부원동 Ⅱ층에서는 상기와 같이 도질 장경호와 소형기대의 세
트관계가 확인된다. 금관가야에서는 오히려 부원동 Ⅲ층 = 布留式 Ⅱ기 中相 병행
기에 도질 소형 호가 최성기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국의 기종구성의 큰
차이는 열도와 반도와의 교류관계를 깊이 있게 고찰하면 금후 문제점이 된다.

3. 내만구연옹의 계보와 변천과정
김해와 부산지역의 내만구연옹(도면 17-1~11)에 대해서 土師器와 금관가야의 토
기형식과의 관계를 서술해 보자. 내만구연옹에는 A류와 B류의 두 가지 타입이 있
다. 양 타입은 布留式 성립기에 시작되고 布留式 Ⅱ기 新相까지 4단계로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다.
옹의 구연부가 내만하는 특징은 제Ⅱ장 2항에서 설명한대로 布留式 성립기에 시
작하는 土師器의 특징이다.(도면 11-10) 또한 저부가 첨저인 특징은 동시기의 庄內
式系 옹(도면 11-8)에서도 확인된다. 금관가야의 내만구연옹은 동체부가 卵형의 A
류와 견부를 물손질한 B류 두 가지 타입이 확인된다. 하지만 현재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1) 내만구연옹 A류의 계보와 제작기법
A류 성립기의 김해 대성동 13호분 출토 내만구연옹(도면 17-1)은 동체부에 환상
의 파수를 부착한 것이고, 그러한 옹은 열도에 보이지 않는다. 영남지역의 내만구연
옹에는 환상파수가 많이 보인다.
도면 11-8ㆍ9에 내만구연에서 저부가 첨저인 것은 布留式 성립기에 있어서 옹의
“2면적 특징” 그 자체이다. 즉, 庄內式 토기 이래의 첨저의 계보와 布留式 Ⅰ기 古相
에 시작하는 구연부의 내만화가 반영된 것이다.
42) 坂野和信, ｢大和の古墳前期から中期への土器型式の變遷｣, 뺷古墳時代の土器と社會構造뺸,
2007,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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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대성동 13호분 출토 내만구연옹(도면 11-1)은 布留式 Ⅰ기 古相(도면
11-8ㆍ10)과 계보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내만구연옹 A류의 계
보는 복천동 93호분ㆍ복천동 71호분ㆍ복천동 57호분ㆍ김해 구지로 9호분43)ㆍ김해
대성동 47호분(도면 17-2~6)에 확인된다.
A류의 계보는 1단계 : 대성동 13호분→2단계 : 복천동 93호분→3단계 : 복천동 71
호분→4단계 : 복천동 57호분과 구지로 9호분ㆍ김해 대성동 47호분의 4단계로 구분
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 순서에 따라 토기형식도 변화한다고 생각된다.
1단계 : 내만구연옹 A류에 있어서 토기형식의 변천과정 특징은 구연부의 변화에
보인다. 대성동 13호분 A류(도면 11-1)는 布留式 토기의 구연부와 유사하다. 그러나
布留式 토기의 제작기법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저부 타날기법이 보인다. 내만구연옹
A류의 성립기 제작기법의 특징은 동체부 외면이 목리가 아닌 무문 타날이고 그 내
면에는 타원형의 내박자 흔적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결국, 제작기법은 어디까지나
한반도 남부의 도질토기 등의 기법적인 특징을 받아들여 제작한 것이며, 布留式 토
기 양식의 일부가 서일본에서 도입되었다고 생각된다.
2단계인 복천동 93호분(도면 17-2)는 현재 자료로서는 직접적으로 A류에 연결시
킬 수 없다. 이 타입은 금관가야에서의 기술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작기법에도 변화가 보이고 동체부 외면의 상반부는 무문타날, 하위에
격자타날, 저부 내면에 내박자흔이 보인다.
3단계인 복천동 71호분 단계(도면 17-3)에서는 구연부가 현저히 짧아지고, 강하게
내만하는 기형으로 크게 변화한다. 이 경향과 특징이 과장되고 더욱 다양화되는 형
식이 다음의 4단계이다.
4단계에서는 내만구연옹 A류가 다양화되고, 금관가야에서의 계보가 계승되고 있
다. 복천동 57호분(도면 17-4)ㆍ구지로 9호분(도면 17-5)ㆍ대성동 47호분(도면 17-6)
등의 토기형식이 확인된다. 복천동 57호분에서는 제작기법에도 변화가 보인다. 동
체부는 격자 타날로 성형된 후에 동체부 상반이 성글게 재조정되어 있다. 또한 기
능면에서는 대성동 47호분의 소형 내만구연옹(도면 17-6)에 이르러서도 환상파수가
부가되고 있다. 이 옹의 기능에는 대성동 13호분의 내만구연옹 A류(도면 17-1) 성립

43) 신경철ㆍ김재우, 뺷김해 구지로분묘군뺸, 경성대학교박물관 연구총서 제3집,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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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 영남지역의 내만구연옹
1:대성동 13호분, 2:복천동 93호분, 3:동래 복천동 93호분, 4:동래 복천동 57호분, 5:구지로 9호분, 6:
대성동 47호분, 7:봉황대유적 27호 수혈주거, 8:예안리고분 31호분, 9:부산 화명동고분 채집품, 10:구
지로 15호분, 11:예안리 120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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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후의 전통이 계승되어 있다. 구지로 9호분(도면 17-5)에는 동체부 하부가 부풀
어져 있기 때문에 A류와 후술하는 B류와의 중간 타입이라고 생각된다.
4단계의 복천동 57호분의 A류(도면 17-4)에는 본장 제1항에서 서술한 대로, 금관
가야에서 생산된 布留式 Ⅱ기 新相 병행기의 소형 환저발 I류(도면 16-8)와 기대(도
면 16-7)가 공반되고 있다. 그리고 대성동 47호분에도 소형 기대(도면 16-9)가 공반
된다. 따라서 4단계의 시기는 4세기 후말로 편년할 수 있다.
2) 내만구연옹 B류의 계보와 제작기법
B류 성립기의 김해 봉황대유적 27호 수혈주거 출토 내만구연옹(도면 17-7)의 특
징은 견부를 마연하였고 저부는 환저이다. B류는 성립 당초부터 A류와는 다른 토기
형식(form)이다. 이 특징은 B류의 성립당초부터 종말기까지의 일관된 모습이다.(도
면 17-7~10)
1단계 : B류 성립기의 특징은 저부내면에 布留式 토기제작기법의 “저부 환저 압
출기법”에 공반된 지압흔이 확인된다. 이 저부 내면의 지압흔은 저부를 환저로 압
출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畿內와 吉備의 土師器 제작기법에 있어서 특징적 기법이
다. 이 “저부 환저 압출기법”은 한반도 남부에 있어 와질 단경호의 성립에 공반되며
전통적 “저부 환저 타날기법”이 아닌 내만구연옹 B류는 열도 유래의 제작기법에 의
해서 제작된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기술적 특징이다.
절충기법 토기의 문제점으로 중요한 것은 내만구연옹 B류의 성립기에 한해서 布
留式 토기의 저부 성형기법과 동일기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금관가야에 있어서
布留式 계보의 토기 제작기법은 성립기에 한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은 명확하
다. 즉, 왜인이 관여한 布留式系 옹 B류의 저부 압출기법은 布留式 성립기인 3세기
후말엽의 한정된 시기에 집중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2단계 : 도면 17-8에 나타난 내만구연옹 B류는 A류와 같이 금관가야의 일반적 토
기제작기법에 의해 제작되었다. A류의 기술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지만, 2
단계의 예안리 31호분44)의 B류(도면 17-8)에는 A류의 복천동 93호분(도면 17-2)과
같이 저부 내면에 환저 타날기법과 공반하며 타원형 내박자흔이 보인다.

44) 신경철ㆍ안재호, 뺷김해예안리고분군뺸Ⅰ, 부산대학교박물관유적조사보고 제8집,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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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부산 화명동고분군45)의 B류(도면 17-9)는 채집품으로 확실치 않지만, 3단
계로 추정된다. 내만구연옹 B류는 3단계에 종식되고, 다음 부원동 Ⅱ층 병행기에서
는 토기형식에 큰 변화가 보인다.
A류 4단계 병행기인 구지로 15호분(도면 17-10)은 동체부 하반부가 결실되었기
때문에 환저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절충기법의 옹으로 보인다. 구연부는 내만
하지 않고 외경하고 있다. 그리고 예안리 120호분46)의 내만구연옹 B류(도면 17-11)
는 동체부 하반부에서 저부에 격자타날이 되어 있고, 저부도 평저화되어 있다. 구연
부가 내만화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금관가야의 토기제작기법과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구연부가 내만화되는 현상은 도입기 노형기대의 내만구연부와 공통되는
것이고, 布留式 토기와의 맥락은 이미 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내만구연옹 B류의 계보는 1단계 : 김해 봉황대유적 27호 수혈주거(도
면 17-7), 2단계 : 예안리 31호분 단계(도면 17-8), 3단계 : 부산 화명동 채집품(도면
17-9)까지로 살펴볼 수 있다. 4단계 병행기의 B류, 구지로 15호분(도면 17-10)은 B류
계보에서 연장된 형식변화로 보인다. 그러나 예안리 120호분(도면 17-11)에는 계보
가 확인되지 않는다.
예안리 120호분 B류(도면 17-11)의 구연부는 김해 구지로 9호분ㆍ15호분ㆍ33호분

ㆍ35호분, 복천동 57호분 출토 노형기대의 구연부에 유사예가 보인다. 그리고 노형
기대 구연부의 내만화는 이미 내만구연옹 A류와 같이 대성동 13호분 출토 노형기대
에도 보인다.
3) 내만구연옹의 연대와 성격
고분에 부장된 내만구연옹은 토기류 부장품의 기종구성의 일부이고, 내만구연옹
의 시기는 이미 검토한 도질 장경호ㆍ소형 호ㆍ연질 기대와의 공반관계에 의해서
찾을 수 있었다. 또한 노형기대와 도질 양이호 등과의 반출관계가 확인되는 것이
많고 주된 부장품의 토기형식과의 비교검토에 의해서 연대를 도출할 수 있다.
내만구연옹 A류 성립기의 대성동 13호분 출토 내만구연옹(도면 17-1)은 내만구연
옹 A류의 성립에 대해서 설명한 대로, 布留式 성립기의 “2면적 특징”이 반영된 토기
45) 김정학ㆍ정징원, 뺷부산화명동고분군뺸, 부산대학교박물관유적조사보고 제2집, 1979.
46) 안재호, 뺷김해예안리고분군뺸 Ⅱ, 부산대학교박물관유적조사보고 제15집,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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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이다. 따라서 布留式 토기편년47)에 의해서 그 성립기인 布留式 Ⅰ기 古相 : 3세
기 후말엽으로 편년할 수 있다.
다음으로 2단계인 복천동 93호분 A류(도면 17-2)는 적극적인 편년작업을 행할 자
료가 없다. 그러나 3단계와의 토기형식의 차이에 의해 4세기 전엽으로 추정된다.
3단계의 시기는 제 Ⅲ장 2항에서 검토한 복천동 71호분의 도질 장경호(도면
16-10)의 편년에 의해 4세기 중엽에 둘 수 있다.
A류 종말기의 4단계는 복천동 57호분(도면 17-4)과 대성동 47호분(도면 17-6) 및
구지로 9호분(도면 17-5)의 연대와 동시기이고 4세기 후엽으로 편년할 수 있다.
이상의 검토 결과, 금관가야의 내만구연옹 AㆍB류에 있어 열도와 반도의 절충기
법 토기는 어디까지나 금관가야의 토기제작기법의 특징과 환상파수에 보이듯이 그
기능을 살린 것이다. A류와 B류는 제작기법과 기능면에 따라 布留式 토기와 비교한
다면, A류는 布留式 토기의 형식을 도입한 것이고, B류는 성립기에 있어서 저부의
제작기법에 일부 “저부 압출기법”이라고 하는 布留式 토기의 특징이 확인된다. 그러
나 주체적 기법은 AㆍB류 함께 금관가야의 도질토기와 공통된 제작기법인 “저부
압출기법”이며 이 기법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다.
따라서 내만구연옹 AㆍB류의 제작은 왜인이 직접적으로 관여된 것이 아닌, 布留
式系 옹류의 형식(form)만이 금관가야에 도입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3세기 후
말엽에서 4세기 후엽까지 4단계의 각 시기에 해당하는 토기형식이 금관가야 사람들
에 의해 전개되었다고 생각된다.

Ⅳ. 도질토기
도질토기에는 와질 계보의 기법을 계승한 도질 “유문타날”(승석문타날ㆍ격자타날

ㆍ평행타날)과 신생 도기의 기법인 도질 “무문타날”의 양자가 확인된다. 후자인 무
문타날 기법이 도질토기의 성립에 있어서 결정적 변화이다. 와질토기의 환원염 소
성ㆍ환저라는 기본적 기술은 도질토기에 계승ㆍ발전되었다. 도질토기의 제작기법

47) 坂野和信, ｢布留式土器成立期の特徵｣, 뺷古墳時代の土器と社會構造뺸, 2007,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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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內式土器成立

脚部中實
尖り底
筒形器台

器台部擴大化
Ⅹ脚器台成立

陶質土器の成立
脚部中空
丸底
器台部擴大

丸底顯在化

布留式成立
丸底完成

期

布留式Ⅱ期古相 : 定形化

[도면 18] 일본 야요이시대 종말기와 고분시대 성립기~고분 전기 토기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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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와질토기의 저부 타날기법에 의한 환저의 제작기법과 일치할 뿐 아니라, “점토띠
윤적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도질토기에는 와질토기의 전통적 제작기법을 계승하는 유문 도질토기와 무문 도
질토기가 확인된다. 이 2계통의 기법에 의한 도질토기는 거의 동시에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무문 타날기법의 계통ㆍ계보는 제Ⅰ장 2항에서 설명한 소형의 “무
화과형 단경호”에도 확인된다. 이 무화과형 단경호는 도질토기의 성립기에 있어 제
2획기로 보이는 김해 대성동 29호분ㆍ황성동 25호분 단계의 도질 소형 단경호의 하
나의 타입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낙동강 하구역의 土師器系 토기와의 반출관계가 확인되는 고식도질토
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노포동ㆍ예안리ㆍ대성동고분군의 일부와 동
래패총ㆍ회현동유적ㆍ봉황대유적 출토의 도질토기이다. 또한 별고와 연계될 수 있
도록 도질토기에 대해서 필자의 일정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1. 瓜形 단경호의 분류와 변천과정
도질토기의 성립에 관해서 금관가야에서 가장 주목되는 도질토기는 소형 단경호
와 양이호이다. 그 일례로서 예안리 74호분48) 출토 소형 단경호(도면 19-1)를 들 수
있다. 저부는 환저이고 견부가 넓은 瓜形 동체부를 만든 것이다. 이 타입을 “과형
단경호”로 호칭한다. 이 토기형식은 자료가 부족하고, 그 전용을 밝히는 것은 어렵
지만 다음과 같이 대략 5단계로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다.
1단계 : 예안리 74호분 출토 과형 단경호는 노형기대와 대부유개호와도 공반관계
가 확인된다. 이 과형 단경호는 현재의 자료로 보는 한 이 타입으로서 최고식이라
생각된다. 3세기 후반의 3/4분기경으로 보인다.
2단계 : 1단계의 토기형식에 연결되는 것은 예안리 160호분49)과 예안리 99호분50)
인 소형의 과형 단경호(도면 19-2ㆍ3)이다. 예안리 74호분과 같이 노형기대와 대부
유개호와의 공반관계가 인정되며 예안리 160호분ㆍ99호분에서는 도질 양이호가 반

48) 주)44의 뺷앞의 책뺸, (1985).
49) 주)46의 뺷앞의 책뺸. (1993).
50) 주)49의 뺷앞의 책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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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고 있다. 노형기대와 대부유개호와의 비교에 의해 예안리 160ㆍ99호분의 과형
단경호(도면 19-2ㆍ3)의 시기는 예안리 74호분 출토 과형 단경호(도면 19-1)보다 새
롭고 회현동유적 2지구 Ⅴ층 출토 과형 단경호(도면 19-4ㆍ5)와 비교해서 고식인 것
이 판명된다. 결국, 예안리 160호분(도면 19-3), 예안리 99호분은 3세기 후엽으로 편
년할 수 있다.
3단계 : 회현동유적 2지구 Ⅴ층 출토 과형 단경호(도면 19-4ㆍ5)이다. 제 Ⅱ장 1항
에서 설명한 대로 同 유적 Ⅴ층은 布留式 Ⅰ기 古相~新相 병행기이며, 그 시기는 늦
어도 4세기 초두이다. 그리고 2지구 Ⅴ층 21호 수혈주거 출토 과형 단경호(도면
19-6)와 土師器系 토기와 공반하지는 않지만, 2지구 Ⅴ층의 과형 단경호(도면 19-5)
와 유사한 소형으로 동시기로 보인다. 덧붙이자면 枡形 도질 평저배(도면 19-7)가
반출되고 있다. 고식 승형 배의 예로 그 법량이 주목된다.
4단계 : 4단계의 계보는 복천동 60호분51)출토 과형 단경호(도면 19-8)이다. 노형
기대를 공반하고 4세기 중경으로 편년된다.
5단계 : 복천동 57호분 출토 과형 단경호(도면 19-9)는 제 Ⅲ장 1항에서 지적한 바
대로 布留式 Ⅱ기 新相 병행기의 소형 환저발 Ⅰ류(도면 16-8)를 반출하고 4세기 후
엽으로 편년할 수 있다.
과형단경호의 변천과정은 구연부와 동체부에 변화의 방향성이 나타난다. 즉, 성
립 당초는 구연단부 외면에 약간 작은 凹部를 만든다. 이 구연단부의 조성이 3단계
의 회현동유적 2지구 Ⅴ층(도면 19-4ㆍ5), 同 유적 21호 수혈주거 출토 과형 단경호
(도면 19-6)까지 계승되고 있다.
5단계에서는 구연단부가 작게 만들어지고 그 하단에 돌선을 돌린 타입으로 변화
하고 있다. 그리고 동체부의 변화의 방향성은 장동화 된다.
1단계에서 5단계의 과형단경호의 변천과정은 양이호의 변천과정과도 공통된 부
분이 확인된다. 양이호는 과형 단경호와 비교해서 개성이 강하고 그 변천과정은 한
층 복잡하며 3세기~4세기의 도질토기 편년의 지표가 된다.

51) 주)39의 뺷앞의 책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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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9] 영남지역의 土師器와 도질토기
1:예안리 74호분, 2:예안리 160호분, 3:예안리 99호분, 4ㆍ5ㆍ12ㆍ13:회현동유적 Ⅴ층, 6ㆍ7:동 유적
21호 수혈주거, 8:복천동 60호분, 9:복천동 57호분, 10:봉황대유적 28호 토광, 11:예안리 90호분, 14:
동래패총 F구 Ⅷ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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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각돌기부 단경호와 양이호
1) 삼각돌기부 단경호
土師器系 토기와의 공반관계가 확인되는 삼각돌기부 단경호는 봉황대유적 28호
토광(도면 19-10)출토품과 예안리 90호분(도면 19-11)에도 보인다. 전자는 제 Ⅱ장 1
항에서 설명한 대로, 布留式系 옹 E류(도면 19-9)와 반출된 것이다. 이 삼각돌기부
단경호의 동체부는 구형으로 기벽도 얇고 단정하게 정리된 정치한 것으로 이미 완
성된 도질토기이다. 또한 삼각돌기가 경부에서 떨어진 위치에 있는 것이 특징이다.
봉황대유적 28호 토광의 삼각돌기부 단경호는 과형 단경호인 3단계로 편년하는
회현동유적Ⅴ층ㆍ同 유적 21호 수혈주거 출토 과형 단경호(도면 19-4ㆍ5ㆍ6)와 동일
시기이다. 布留式 Ⅰ기 古相~新相 병행기이고, 그 시기는 늦어도 4세기 초두로 편년
된다.
예안리 90호분의 삼각돌기부 단경호(도면 19-11)는 일견, 봉황대유적 28호 토광
출토품과 동일 형식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자를 비교하면, 전자는 경부에 가까
운 위치인 견부에 삼각돌기를 붙인 타입이다. 그리고 견부가 약간 부푼 것으로 장
동화 경향이 보이며, 새로운 방향성이 인정된다. 또한 삼각돌기가 경부에 가까운 위
치로 이동하는 변화의 경향은 양이호에도 확인되는 토기 형식변화의 방향성이다.
예안리 90호분 삼각돌기부 단경호(도면 19-11)는 노형기대와 양이호와 공반되며 4
세기 전엽으로 편년할 수 있다.
2) 양이호
취락유적 출토 양이호에 대해 살펴보면, 회현동유적 2지구 Ⅴ층 출토(도면 19-12

ㆍ13)품은 삼각형 耳(도면 19-12)와 각형 耳(도면 19-13)이고, 紐를 통과하기 위한 耳
에 2가지 타입의 耳形이 확인된다. 이 각형과 삼각형의 耳形이 양이호의 성립기에
서 확인된다. 각형 耳와 양이호는 동래패총 F구 Ⅷ층 출토 양이호(도면 19-14)에서
출토되고 있다. 후자인 양이호의 이형은 전자인 2지구 Ⅴ층의 각형 耳(도면 19-13)
와 같이 견부에 대비해 수직이 아니며, 예각으로 부착된 것이 특징이다. 동시에 각
형 耳의 변형 타입이며, 둥근 기미를 보이는 環상의 역자상 ｢U｣자형 耳이다. 양자
의 구연부는 외반하고 외경하는 단부에 작은 凹部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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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구 Ⅴ층의 삼각형 耳의 양이호(도면 19-12)는 선행하는 양동리 58호분52)의 양
이호의 계보를 잇는 타입이며, 예안리 99호분 양이호와 유사하다. 그리고 2지구 Ⅴ
층의 각형 耳의 양이호(도면 19-13)는 선행형식인 대성동 29호분 양이호의 다음 계
보에 연결되는 타입이다.
동래패총 F구 Ⅷ층 출토 대형 양이호(도면 19-14)는 대성동 13호분에도 확인된다.
전자는 대형 양이호 성립기의 타입이고, 그 후속계보는 후자인 대성동 13호분에서
확인된다. 후속된 대형 양이호의 특징은 장동화가 두드러져 ｢U｣자형 이부가 경부에
가까운 위치에 붙은 것이다. 여기서는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엽으로 보이는 양이
호의 변천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질토기 성립에 관한 논의
로 옮기고자 한다.

3. 도질토기 성립의 학설
한국고고학계에서는 신경철에 의해서 布留式 토기성립기 Ⅰ기 古相의 연대는 ｢서력
280년 전후에 놓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한국에서 나타난 布留式 토기 성립기의
편년은 이미 한일 공통인식이라고 생각된다.(도면 18) 또한 양이호가 중국 하남성
월주요 도자기의 영향을 받아서 西晉 성립기에 중국 북방에서 생산되었다는 견해를
채용해서 서진 성립기 이후에 ｢낙동강 하류역에 있어서 도질토기의 등장시기｣가 설
정되었다. 그리고 도질토기의 성립연대는 ｢서력 280년 전후에 놓는 것이 가장 안정
된 연대일 것이다｣53)라고 하였다.
庄內式 Ⅱ기 新相 末에서 Ⅲ기와 영남 Ⅰ기가 중복된 시기라고 하면, 서력 260년
대에서 270년대에 영남 Ⅰ기가 소급될 가능성도 높다.54) 이것은 ｢낙동강 하류역에
있어서 도질토기의 등장시기｣가 소급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庄內式 후반기는 기
술한 대로 도질토기 성립기의 제 2의 획기에 상당한다고 생각된다.
신경철은 도질토기의 성립에 관해서 뺷김해 예안리고분군뺸Ⅰ에서 다음과 같이 보
고하고 있다. 예안리 74호분 출토의 과형 단경호(도면 19-1)에 대해서 ｢도질제품 발

52) 주)6의 뺷앞의 책뺸, (2007).
53) 신경철, ｢영남출토 土師器系 토기｣, 뺷3ㆍ4세기 일한토기의 제문제뺸, 국제학술회의, 2001, p.3.
54) 坂野和信, ｢陶質土器文化圈構想｣, 뺷古墳時代の土器と社會構造뺸, 2007, p.31. 도5,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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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의 도질토기｣, ｢도질토기의 발현기를 규명하는 최고식 도질토기｣로 인정하고
상세한 보고를 하고 있다.55)
그러나 뺷伽倻と古代東アジア뺸에서는 예안리 74호분을 김해 대성동 29호분보다 1
단계 새로운 예안리 160호분과 동일시기에 놓고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수정 이유
는 ｢대성동 29호분의 묘제를 중시해 Ⅰ류 목곽묘의 범주에 넣었다-그 후 파괴를 담
당한 최초의 목곽묘와-부장유물(북방계-필자)의 특징에서 Ⅱ류 목곽묘로 분류｣56)하
고 있다. 그 결과, 예안리 74ㆍ160호분은 Ⅱb 목곽묘로 분류되었다. ｢Ⅱa 단계는 3
세기 말, Ⅱb의 古ㆍ新단계, Ⅱc의 古ㆍ新단계는 각각 4세기 1/4, 2/4, 3/4, 4/4분
기｣57)로 편년된다.
여기에 도질토기의 성립에 관한 사실인식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이 있다고 생
각된다. 결국, 대성동고분군의 대형목곽묘의 성립 연대를 내려서 이해하기 위해 대
성동 29호분은 파괴를 전제로 하는 Ⅰ류에서 Ⅱ류로 변경된 결과, 도질토기의 성립
연대 그 자체가 변경된 것이다.

Ⅴ. 도질토기와 금관가야의 왜계토기
낙동강 하구역에 있어서 제Ⅳ장 1항에서 서술한 대로 신생 도기로서의 특징적인
무문타날 도질토기가 성립한다.
도질토기의 성립은 종래의 한국고고학의 통설인 중국 서진과의 외교교섭ㆍ교류
의 결과가 아닌 원삼국시대와 삼국시대의 성립을 크게 구분하는 한국사회 내부에서
의 변화의 결과로 생각된다. 그리고 원삼국시대 종말기~삼국시대 성립이라는 역사
적 획기로서 위치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도질토기의 성립은 한반도 사회의 내부발전의 결과이고 사회변혁을 나타내는 지
표이다. 이 역사적 맥락과 획기는 그 후에 전개된 고식도질토기에 의해 3세기 중엽
에서 4세기에 걸친 여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55) 주)48의 뺷앞의 책뺸, (1985).
56) 申敬澈, ｢伽倻成立期前後の諸問題｣, 뺷伽倻と古代東アジア뺸, 新人物往來社, 1993, p.152.
57) 주)56의 ｢앞의 글｣, (1993),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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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0] 吉備系 소형 옹과 영남지역 고분 출토 소형 옹
1ㆍ4:岡山縣 津寺유적 토기폐기장13, 3:百問川原尾島유적 井戶2, 2ㆍ5:(10-a), 6:足守川加茂B유적 46
호 수혈주거, 7ㆍ13ㆍ15:津寺유적 218호 수혈주거, 8:노포동 6호분, 9:예안리 74호분, 10:福岡縣 西新
町유적 57호 수혈주거, 11:福岡縣 西新町유적 58호 수혈주거, 14:(10-b), 16~18:대성동 29호분, 19:津
寺유적 215호 수혈주거, 20:예안리 99호분, 21:예안리 16호분, 22:足守川矢部南유적 62호 수혈주거,
23:(10-c), 24:예안리 132호분 (註 문헌 59 10-aㆍ10-bㆍ10-cㆍ10-d 도4를 일부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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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성립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한반도의 국제교류관계에 비하면, 반
도와 열도와의 교류관계는 그 일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왜계토기와 금관가야와의
관계에서 착안해야만 하는 점은 금관가야에 있어서 도질토기 성립기에는 한반도 남
부와 열도와의 교섭ㆍ교역ㆍ교류가 한층 활발히 전개되고 새로운 역사적 계기가 형
성된다는 것에 있다.
아마 낙동강 하류역에서 도질토기의 성립은 한국의 국제교류관계의 획기를 나타
내며 중국의 위ㆍ촉ㆍ오 삼국시대 성립기(220년 전후) 이후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
지 않은 시기일 것이다.

1. 금관가야의 吉備系 소형 옹
일본의 瀨戶內海에 면한 岡山縣 지역(중부 瀨戶內)의 고분시대 초기의 土師器는
酒津式 토기로 불리고 있다. 이 酒津式 토기는 모기 유충(일본 명칭은 ‘보우후라’)과
유사한 이중구연(복합구연) 옹(도면 21)으로 대표된다. 이 복합구연의 酒津式 옹은
구연부의 제작이 크게 다르고, 素口緣의 소형 옹을 吉備系 소형 옹(도면 20)이라 칭
한다. 吉備系 소형 옹은 소형 옹이라고 생략하기도 한다. 이 소형 옹은 瀨戶內海에
대안하는 四國의 讚岐(香川縣域) 등에 있어서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후술하듯이
吉備와 讚岐의 제염생산은 야요이시대 중기에 시작하고 고분시대를 통해서 서일본
에서도 집중적으로 제염이 행해진 지역이다.58)
본장에서는 瀨戶內의 吉備系 소형 옹이 금관가야의 고분군에 부장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한반도 남부의 국제교류관계의 획기인 3세기 전반~후반기에 있어서 왜와
의 교류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이다.
금관가야의 吉備系 소형 옹은 부산 노포동 6호분(도면 20-8), 김해 예안리 74호분
(도면 20-9), 대성동 29호분(도면 20-16~18), 예안리 99호분ㆍ160호분ㆍ132호분(도면
20-20ㆍ21ㆍ24)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土師器系 토기가 출토되는 취락유적에서는
그 영향이 일부 확인된다.

58) 山口和雄(監修), 뺷日本鹽業體系뺸, 日本鹽業硏究會,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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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吉備系 소형 옹의 분류
吉備系 소형 옹은 도면 20과 같이 A~F류의 6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법량의 대소
에 의해 1ㆍ2라는 번호를 붙였다. 소형 옹에 공통된 특징은 구연부가 ｢く｣자상으로
외반하고 저부가 작은 “첨저”, 혹은 “환저”로 제작된 것이다. 성형기법은 목리를 구
연 내외면과 동체부 외면에 실시하고, 동체부 내면은 깍기 혹은 목리로 조정한다.
또한 저부 내면에는 손가락으로 압출한 지압흔이 남는 수법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吉備系 소형 옹은 3세기 전반에서 4세기 초까지 吉備지역
을 중심으로 생산된 것으로, 분포역은 四國지역에도 확인된다. 그리고 畿內와 吉備

ㆍ四國을 포함한 瀨戶內 지역과의 교류관계에 의해서 고식의 소형 옹에는 일부 평
행타날이 시도되는 것이 보인다.
한편, 吉備지역에 고분시대 전기의 토기편년은 일상생활에서의 사용빈도가 높은
酒津式 옹의 분류를 기본으로 하고 庄內式 Ⅱ기 古相~布留式 Ⅱ기 古相 병행기까지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酒津式 ｢10기a, 10기b, 10기c, 10기d, 10기e｣59)이다.
본고에서는 도면 21에 나타낸 대로, 酒津式 옹은 종래의 분류기준이 아닌, 5단계
의 변천과정으로 구분해서 정리한다. 그리고 酒津式 토기는 近畿의 庄內式 토기와
布留式 토기의 소형 환저발ㆍ기대ㆍ고배 등의 기종구성에 공통점이 인정되기 때문
에 양국의 토기형식의 병행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종래의 시기구분인 10기b와 10기c와의 사이에 하나의 단계를 추가해서 토기형식
을 설정한다. 따라서 1단계(10기a), 2단계(10기b), 3단계, 4단계(10기c), 5단계(10기d)
가 된다. 결국, 금관가야의 吉備系 소형 옹을 비교검토하기 위해 현재, 이 지역의
고분에서 출토되지 않는 布留式 Ⅱ기 古相 병행기의 ｢吉備 10기e｣를 생략하고 반대
로, 필요한 부분의 土師器 편년의 정밀도를 높이는 분류수법이다.
2) 酒津式 옹의 분류와 병행관계
酒津式 옹의 제작기법의 기본은 도면 21에 나타낸 대로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
벽을 아주 얇게 만든 것이고, 내면은 모두 깍기 조정한 것이다. 동시에 저부는 지압
으로 압출한 기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내면에는 지압흔이 확인된다. 이 제작기법
59) 高橋護, ｢彌生時代終末期の土器編年｣, 뺷硏究報告뺸 9, 岡山縣立博物館,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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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Ⅲ장 2항에서 지적한 布留式 토기의 제작기법과 동일하다.

[도면 21] 酒津式 옹의 변천과정
1:岡山縣 津寺유적 토기폐기장13, 2:津寺유적 218호 수혈유구, 3:津寺유적 215호 수혈유구, 4:(10-c),
5:百問川澤田유적 21호 수혈유구

한편, 吉備의 저부 압출기법은 이미 畿內의 庄內式 토기의 성립단계로 소급되어
채용ㆍ도입된 것이 큰 특징이다. 열도에서 생산된 토기의 “최신기법”이 畿內의 庄內
式 옹에 최초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吉備의 酒津式 옹의 성립기에 확인되는 것이
열도의 土師器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酒津式 옹(도면 21)의 토기 형식변화의 개요는 저부가 작은 평저에서
첨저로 다시 환저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또한 동체부와 저부의 제작방법에서 토기
형식의 변화가 나타난다. 토기형식의 변천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酒津式 옹 1단계(도면 21-1)는 작은 평저로 견부를 강조되게 만들고, 동체 하반부
가 좁은 것이 특징이다. 2단계(도면 21-3)는 첨저로 견부가 강조되지 않는다. 3단계
(도면 21-3)에는 동체부가 크게 강조되고, 환저에 가까운 첨저이며 저부가 크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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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된다. 이 단계에 酒津式 옹이 크게 변화한다. 4단계(도면 20-4)는 장동으로 저부
가 환저화 된다. 5단계는 구연부의 凹線이 생략되고 동체부가 구형화 된다. 또한 구
연부의 凹線은 간격이 좁고 치밀한 것에서 성글게 되는 것이 형식변화의 방향성이
다.
畿內와 吉備지역의 토기형식의 병행관계를 보면 酒津式 1단계에는 畿內의 庄內
式 토기와 동일한 기종인 소형 기대 A류ㆍ소형 고배 C류(도면 20-4ㆍ5)가 확인된다.
이러한 토기형식의 비교에 의해서 酒津式 1단계~5단계와 庄內式~布留式 토기와의
병행관계를 알 수 있다.
우선 논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酒津式 토기와 庄內式ㆍ布留式 토기와의 병행관계
를 정리하고자 한다. 酒津式 1단계 = 庄內式 Ⅱ기 古相(3세기 전엽), 同 2단계-庄內
式 Ⅱ기 新相, 同 3단계 = 庄內式 Ⅲ기, 同 4단계 = 布留式 Ⅰ기 古相, 同 5단계 =
布留式 Ⅰ기 新相(3세기 말~4세기 초엽)이다.(도면 18ㆍ20)

2. 토기형식의 비교와 고분의 실연대
吉備系 소형 옹은 酒津式 2단계에 대부분 모든 기종구성(도면 20-6ㆍ13ㆍA~F)이
성립하고 토기형식의 획기가 형성된다. 이 소형 옹의 기종구성이 성립하는 단계에
김해ㆍ부산지역의 고분에 부장이 시작된다. 土師器系 토기가 특히 3세기 전반~후반
기의 금관가야의 수장층의 부장품으로서 확인되는 것에 한일교류관계의 복잡한 사
정이 있다고 생각된다.
1) 庄內式 Ⅱ기 新相 병행기
금관가야에서 가장 고식 타입은 酒津式 2단계의 노포동 6호분 출토 吉備系 소형
옹 B1류(도면 20-8)이다. 동체부 외면에 목리와 ｢평행 압날(타날)｣을 했다고 보고되
어져 있다. 보고서의 도면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동체부 내면의 조정수법은

｢목리 조정흔｣을 시도한 후, 물손질로 ｢정면｣하고, “긴 목리흔”이 제거되었다고 설
명되어 있다.60)
1단계의 B류는 소형 B2류(도면 20-2)가 확인되고, 외면에 성근 목리흔이 보인다.
60) 윤병용ㆍ송계현, 뺷부산노포동유적뺸Ⅱ, 부산직할시립박물관보고서 제3책, 1998,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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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부 외면에 성근 평행타날이 시도된 吉備系 소형 옹은 福岡縣 西新町遺蹟61) 57
호 수혈 주거적에서 C1류(도면 20-10)가 확인되었다. 吉備系 소형 옹 C1류(도면
20-10)에는 평행 타날이 일부 보인다. 吉備系 E류(도면 20-12)에도 평행 타날이 일부
나타나지만, 타날은 吉備系 소형 옹의 본래 기법은 아니다.62) 그러나 畿內와 吉備
와의 교류관계에 의해서 庄內式의 타날 기법의 도입이 岡山縣域에서 확인된다.(도
면 20-12) 더욱이 吉備系 토기는 大阪의 河內, 奈良의 大和盆地를 중심으로 출토량
이 많고 山陰系 토기와 함께 특출한 존재이다.
노포동 6호분 출토 B1류(도면 20-8)는 近畿의 庄內式 토기의 타날 기법과 吉備지
역의 기법을 절충해서 북부구주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노포동 6호분 출
토 소형 옹 B1류(도면 20-8)는 복잡한 경로를 거쳤다고 생각되고, 북부구주의 博多
灣을 경유해서 吉備系의 사람들이 왕래 혹은 이주하여 금관가야에서 생산했을 가능
성을 지적할 수 있다.
酒津式 1단계의 A1류(도면 20-1)는 동체부 외면에 종방향 목리, 내면에는 동체부
상위에 횡방향 깍기, 그 하부에 종방향 깍기가 행해져 있다. 그 후속 계보가 2단계
의 예안리 74호분의 A2류(도면 20-9)이고, 酒津式 옹과 같이 전형적인 吉備系 소형
옹이다. 이 단계의 吉備系 소형 옹에는 동체부 내외면에 “긴 목리흔”을 보이는 A1류
(도면 20-6)도 확인된다. 특히 酒津式 2단계의 소형 옹 제작기법에는 다양성이 보이
고 변화가 많은 기형과 제작수법의 성립이 특징중 하나이다.
한편, 2단계에는 소형 옹 EㆍF류(도면 20-12ㆍ13)와 소형 환저발 D류(도면 20-14)
및 소형 고배 G류(도면 20-15)가 확인된다. 소형 옹 A2류ㆍF류ㆍ소형 고배 G류(도
면 20-7ㆍ13ㆍ15)는 津寺遺蹟63) 218호 수혈주거에서 출토된 것이고, 도면 22에 나타
낸 소형 방제경인 重圈紋日光鏡과의 공반관계가 확인된다.
吉備의 소형 환저발 D류(도면 20-14)는 이 시기에 등장하는 기종이고, 토기형식의
지표가 된다. 도면 21-2에 나타낸 2단계의 酒津式 옹은 첨저라는 것이 특징이다. 酒
津式 2단계의 예안리 74호분 소형 옹 A2류(도면 20-9)는 吉備系 소형 옹의 계보를
계승한 것이고, 庄內式 Ⅱ기 新相 병행기로 편년된다.
61) 福岡縣敎育委員會, 뺷西新町遺蹟뺸 Ⅳ, 福岡縣文化財報告書 第168集, 2002.
62) 岡山縣文化財保護協會, 뺷足守川加茂 B遺蹟뺸, 岡山縣埋藏文化財報告 94. 1995.
63) 中野雅美, 뺷津寺遺蹟뺸 5, 岡山縣埋藏文化財報告 127, 岡山縣文化財保護協會,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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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庄內式 Ⅲ기 병행기
酒津式 2단계 직후의 토기형식이 3단계이다. 酒津式 3단계에 대성동 29호분의 吉
備系 소형 옹(도면 20-16~18)이 위치한다.
대성동 29호분에는 A2ㆍB2ㆍC2 3종류의 吉備系 소형 옹(도면 20-16ㆍ17ㆍ18)이
확인된다. 吉備系 소형 옹과 기형 및 제작기법의 특징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A2류
(도면 20-16)는 동체부 아래가 넓고 저부가 첨저, 내면에는 지압흔도 확인된다. 이
계보는 선행하는 예안리 74호분의 A2류(도면 20-9)에도 보인다.
B2류(도면 20-17)의 특징은 동체부 외면에 성근 목리, 내면에는 목리를 지운 종방
향의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이 기법에 의해 만들어진 B류는 앞서 지적한 노포동
6호분 출토 B1류(도면 20-8)와 예안리 99호분의 B2류(도면 20-20) 및 예안리 132호
분의 B1류(도면 20-24)에도 보인다. 이와 같이 B류는 공통된 제작기법에 의해서 제
작되었다. 그러나 소형 옹 B류의 동체부 내면의 조정수법은 吉備에는 확인되지 않
는다.
한편, C2류(도면 20-18)는 동체부 외면에 성글게 평행 타날되어 있고 저부 내면에
는 지압흔이 보인다. 이 수법은 西新町遺蹟 58호 수혈주거의 C1류(도면 20-10)와 吉
備의 소형 옹에서 확인된다.
대성동 29호분의 소형 옹 B2류(도면 20-17)에는 노포동 6호분의 선행 계보 B1류
(도면 20-8)와 후속 계보 예안리 99호분의 B2류(도면 20-20)가 확인된다. 그리고 C2
류(도면 20-18)에는 선행한 西新町遺蹟 58호 수혈주거 C1류(도면 20-10)가 각각 확
인된다. 따라서 대성동 29호분 吉備系 소형 옹(도면 20-16~28)은 酒津式 2단계의 예
안리 74호분보다 느리고, 예안리 99호분보다 고식으로 볼 수 있다.
酒津式 3단계에는 津寺遺蹟 215호 수혈주거 출토 소형고배 C류(도면 20-19)와 酒
津式 옹(도면 21-3)이 출토되었다. 이 酒津式 옹은 환저에 가까운 첨저이고 저부가
큰 타입이다. 庄內式 Ⅲ기 병행기이며 대성동 29호분의 吉備系 소형 옹도 이 시기
로 편년된다.
3) 布留式 Ⅰ기 병행기
酒津式 4단계는 예안리 99호ㆍ160호분64) 출토 B2ㆍF류(도면 20-20ㆍ21)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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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리 99호분의 B2류(도면 20-20)는 상기와 같이 3단계인 대성동 29호분의 B2류(도면
20-17)의 후속 계보인 동시에 예안리 132호분의 B1류(도면 20-24)에 선행하는 계보
이다. 그리고 예안리 160호분 출토 F류(도면 20-21)는 동체부의 외면에 목리한 후,
주로 횡방향의 성근 마연, 내면에도 일부 사방향으로 마연되어 있다. 마연수법의 옹
은 酒津式 옹에 보이는 특징으로 도면 21-1ㆍ2ㆍ4의 동체부 외면에 종방향의 마연
이 확인된다.
그러나 일상생활용 자비도구에 마연이 이루어진 옹은 서일본에서도 드물다. 예안
리 160호분 출토 F류(도면 20-21)의 관찰 결과, 그으름이나 2차 가열된 흔적이 보이
지 않는다. 이것은 부장을 의식해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토기형식은 2단
계의 津寺遺蹟 218호 수혈주거의 F류(도면 20-13)의 후속 계보이다. 이 단계의 吉備
系 소형 옹은 足守川矢部南向遺蹟65) DㆍE류(도면 20-22ㆍ23)에도 확인된다. 무엇보
다 酒津式 2단계인 DㆍE류(도면 20-11ㆍ12)의 후속 계보이다.
4단계의 酒津式 옹(도면 21-4)에는 큰 변화가 보이고, 환저화가 완성된다. 예안리
99호ㆍ160호분은 布留式 Ⅰ기 古相 병행으로 편년된다.
다음으로 5단계는 吉備系 소형 옹 D류ㆍE류(도면 20-25ㆍ26)의 최종 형태로 종언
을 맞는다. 그리고 吉備에 있어서 布留式 Ⅰ기 新相의 기종구성인 소형 환저발 J류
와 소형 고배(도면 20-27ㆍ28)의 조합 및 소형 환저발 K류(도면 20-29)가 성립한다.
예안리 132호분 출토 B1류(도면 20-24)의 기법은 이미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지
만, 이 타입에 공통된 제작기법을 사용한 것이다. 예안리 132호분은 布留式 Ⅰ기 新
相 병행기로 편년된다.
酒津式 2단계인 노포동 6호분에는 吉備系 소형 옹 B류의 성립과 5단계에 이르는
예안리 132호분의 B류 소형 옹의 계보 및 토기형식의 계승은 금관가야에 있어서 吉
備와의 계속적인 연결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중요한 것은 吉備系 소형 옹도 기본적으로 절충기법의 토기와 같이 土師器와 동
일 사례는 적고 각 단계의 소형 옹은 일본에서의 유입품이 아닌 금관가야에서 제작
된 土師器系 토기이다.

64) 주)50의 뺷앞의 책뺸, (1993).
65) 岡山縣文化財保護協會, 뺷足守川矢部南向遺蹟뺸, 岡山縣埋藏文化財報告 94,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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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형 옹과 중권문일광경
津寺遺蹟 218호 수혈주거 출토 소형방제경
인 중권문일광경(도면 22)은 鏡面의 1/6 정도
가 결실된 파경이다. 原鏡은 중국 前漢의 중
권문일광경이다. 열도에서의 분포역은 북부
구주에서 동으로, 瀨戶內지역 以東에 분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사례는 중권문일
광경의 분포범위와도 일치한다.
酒津式 2단계의 소형 옹 A2류ㆍF류ㆍ소형
고배 G류(도면 20-7ㆍ13ㆍ15)와 酒津式 옹(도
면 21-2)과의 공반 관계가 확인된다. 3세기의
수혈주거지에서 경이 출토되는 사례는 서일
본에서도 드믈다. 酒津式 토기와 경과의 공
반 관계에 의해서 토기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으며, 경의 하한 시기도 추정할 수 있다.
소형방제경의 연대는 일본의 야요이시대 후
기후반~고분시대 초기인 2세기 후엽~3세기

[도면 22] 津寺유적 218호 수혈주거
출토 파경

중경으로 추정된다.
즉, 酒津式 2단계의 소형 옹과 酒津式 옹은 방제 중권문일광경의 하한에 가까운
3세기 중경이고, 庄內式 Ⅱ기 新相과 동시기(A.D. 240~260년경, 도면 18)라고 생각
된다. 酒津式 2단계는 금관가야의 고분군에 吉備系 소형 옹의 부장이 시작되는 시
기와 같다. 또한 도질토기의 성립은 앞서 서술한 예안리 74호분 출토 과형 단경호
는 양이호나 소형 단경호를 제외하면, 현재의 자료로 보는 한 최고식으로 3세기 후
반의 3/4분기로 편년할 수 있다.

3. 도질토기와 土師器의 연동
그럼, 김해 양동리ㆍ부산 노포동ㆍ울산 하대고분군66)에는 별고에서 논하는 3세
기 전반으로 소급되는 도질 양이호ㆍ단경호가 존재한다. 영남지역에서 도질토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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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되는 시기는 3세기 전반으로 생각된다.
酒津式 옹은 3단계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은 앞서 지적했다. 酒津式 3단계의 동
태는 庄內式 토기 Ⅲ기에 시작되는 庄內式 옹의 환저화와 연동되어 변화하는 동시
에 토기형식의 하나의 획기가 된다. 이와 같이 서일본에 있어서 3세기 후엽의 옹류
가 환저화 되는 계기는 일찍이 금관가야에서 도질토기가 성립된 이후의 일이며 그
성립보다 확실히 1단계 이상 느리다.
반도 남부의 도질 단경호ㆍ양이호는 求形 동체 “저부 타날기법”이고, 열도의 酒津
式 후반기 및 庄內式 후반기의 옹은 “저부 압출기법”에 의해 환저로 제작된 것이다.
이와 같이 양자의 제작기법에는 큰 차이가 보이고 반도와 열도의 관계는 일견 멀다
고 생각된다. 그리고 양자의 제작도구와 소성기법의 차이 즉, 반도와 열도와의 토기
제각기술 수준 차이는 확연하다. 그러나 옹의 기벽을 아주 얇게 구형으로 제작하는
열도의 토기제작기법으로 보면, 고식 도질토기와의 관계는 철저한 求胴 환저화와
토기의 경량화 및 강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적 정점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양자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土師器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열도의 土師器 그 자체의 성립에 연결되는 소형
환저발(도면 18-BㆍCㆍD)의 환저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형발의
환저화는 옹류의 환저화에 선행되는 庄內式 Ⅱ기 新相(도면 18)과 酒津式 2단계(도
면 20-14)의 시기에 확인된다. 庄內式 Ⅱ기 新相에 시작되는 소형발의 첨저발에서
환저화로의 큰 줄기는 영남지역에서 고식 도질토기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된
다.
열도의 소형 환저발은 고분제사와의 관계를 가진 표징적 토기형식이고, 대형 전
방후원분 성립기에 일상 생활용구인 옹류에 앞서 변화를 발생시킨 것에 의미가 있
다. 그리고 기내의 소형발의 환저화는 본장 2항에서 지적한 대로 금관가야의 고분
군에 吉備系 소형 옹 A2ㆍB1류(도면 20-9ㆍ8)의 부장이 시작되는 시기와도 일치한
다. 다음 단계에 도질 단경호ㆍ양이호 등 호류의 토기형식이 본격적으로 열도의 토
기 형식에 파급되고 열도의 제작기법에 의해서 庄內式 옹과 酒津式 옹이 환저화 되
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土師器의 환저화 현상은 옹류에 그치지 않고 장식호ㆍ素구

66) 이재현, 뺷울산하대유적뺸-고분Ⅰ-, 부산대학교박물관 연구총서 제20집,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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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류에도 확인된다.
이와 같이 반도와 열도의 일련의 관계를 가진 도질토기의 성립과 土師器의 변화
라고 하는 상징적 사건은 양자의 관계가 3세기 중엽~후엽에 두드러진다는 것이 특
징이다. 한반도 남부와 열도 서측과의 관계는 제Ⅲ장 2항에서 서술한 절충기법의
내만구연옹의 성립에 의해서 3세기 후말엽에는 한층 긴밀한 교섭ㆍ교류관계를 이
룬다는 것이 명시되었다.

4. 영남지역의 土師器系 토기의 의미
제Ⅰ장 3항과 Ⅱ장에서 서술한 대로 영남지역의 土師器系 토기는 열도의 庄內式
후반기의 토기와 새로 성립된 布留式 토기가 연속적으로 확인되는 것에 의미가 있
다. 연속된 畿內系 土師器의 토기양식의 존재는 초기 단계의 畿內系 주민이 자유롭
게 반도와 열도를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1) 布留式 옹과 내만구연옹의 관계
내만구연옹의 최초의 계보와 계기는 布留式 성립기의 옹류에 구할 수 있다. 금관
가야와 畿內와의 교류관계를 나타내는 절충기법의 내만구연옹 AㆍB류는 布留式系
옹의 형식(form)을 도입해 제작되었다. 제Ⅲ장 2항에서 서술한 내만구연옹 A류는
布留式 Ⅰ기 古相의 옹과 계보가 연결된다. B류의 제작기법은 “저부 환저 압출기법”
에 공반된 지압흔이 확인된다.
내만구연옹 B류 성립기는 열도에서 유래된 제작기법에 의해서 절충기법의 토기
가 제작되고 있다. 내만구연옹 B류 성립기에 국한된 시기에 布留式ㆍ酒津式 토기의
저부 성형기법과 동일 저부 압출기법이라는 것이 주목되는 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금관가야에 布留式 계보 토기의 제작기법은 성립기에 한정된 일회
성의 현상에 머무른 것은 확실하다. 즉, 왜인이 관여한 布留式系 옹 B류의 저부 압
출기법 혹은 A류 성립기의 형식이 布留式 토기와 유사한 점은 布留式 성립기의 3세
기 후말엽의 한 시기에 집중되는 것이 특징이다.
중요한 것은 4세기 초에는 내만구연옹 AㆍB류가 함께 금관가야의 도질토기와 공
통된 기법에 의해 제작되고 4세기 후반에는 한층 두드러져 布留式 토기와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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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토기형식의 전개가 보인다는 것이다.
2) 금관가야와 畿內사회의 변화
土師器系 토기가 금관가야의 고분에 부장된 사례는 제Ⅲ장 1항에서 설명한 월성
로 31호분의 ｢X｣자형 기대, 布留式 Ⅰ기 新相 병행(4세기 초엽)의 복천동 71ㆍ57호
분, 대성동 47호분, 절충기법의 직구호 B류는 布留式 Ⅱ기 古相의 복천동 42호분(4
세기 전엽), 4세기 중경의 복천동 71호분, 布留式 Ⅱ기 中相의 대성동 35호분(4세기
2/4분기)에 나타나지만 결코 많은 수량이라고 할 수 없다. 직구호 B류와 X자형 기
대는 畿內나 吉備의 土師器와의 관련과 비교해서 영남지역의 도질 장경호와의 관계
가 강하고 土師器의 영향은 적은 기종이다.
금관가야의 토기와 土師器와의 관계에서는 복잡한 문제점이 있다. 왜에서는 대형
전방후원분 성립기 이래, 土師器의 기본적 토기조성인 소형 환저발과 소형 기대의
기종구성이 고분시대 전기 종말기, 布留式 Ⅱ기 新相의 4세기 후엽에 급속히 쇠퇴
한다. 畿內에서는 布留式 Ⅲ기 古相의 4세기 말경에는 이미 소형 발과 소형 기대의
조합이 붕괴되고, 전기고분의 제사형태가 해체ㆍ변화되는 것에서 이해 가능하듯이
畿內사회에 큰 변화가 발생되고 있다. 열도의 4세기 후엽은 다음 고분시대 중기로
이행하는 단계이다.
한편, 금관가야에서는 열도의 움직임과는 크게 다른 도질 소형 호와 소형 기대의
기종구성이 급속히 성행한다. 오히려 금관가야에서는 부원동 Ⅲ층 = 布留式 Ⅱ기
中相 병행기에 도질 소형 호가 최성기를 맞고, 영남지역의 고분군에도 풍부하게 부
장되는 것과 같이 독자의 전개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열도의 소형 환저발과 소형 기대의 기종구성이 급속하게 쇠퇴하는 움직임을 보이
고 반대로 금관가야의 도질 소형 호와 소형 기대의 기종구성이 급속하게 성행한다.
양국의 기종구성의 큰 차이는 금관가야 독자의 전개가 4세기 중경에서 후엽에 큰
획기와 태동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요약하면, 4세기 후반에는 한일 쌍방에 독자의 움직임이 전개되고, 양국에 토기
형식의 전개방향에 큰 차이가 보인다. 이러한 역사적 동태는 금관가야와 왜가 소원
해 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두 지역사회의 내재적 발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4세기 말엽~5세기 초두의 열도에서는 “도질토기문화권”으로 한반도 남부의 결정적

도질토기의 성립과 왜계토기

199

영향을 받은 도질토기 계보의 須惠器 생산이 개시되는 것을 본다면 결코 양자의 외
교교섭이나 교역관계가 破錠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다.67)

5. 吉備系 소형 옹 부장의 의미
1) 금관가야와 吉備의 선구적 역할
吉備와 瀨戶內 對岸의 讚岐는 야요이시대 중기에 시작되는 일본에서도 유수의 제
염업이 운영된 지역이다.68) 이 전통을 가진 瀨戶內 지역의 제염생산을 집약해 관리
하는 조직이 전방후원분 성립기에 형성되었으며, 이 때에 영남지역에 수출하는 교
역활동이 행해졌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영남지역과 일본해를 內海로 하는 교역활동
에 의한 吉備의 선진적 역할이 주목된다.
酒津式 토기 전반기에 吉備는 한반도 남부와 북부구주, 瀨戶內 및 畿內를 연결하
는 “중계교역”을 전개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畿內는 瀨戶內에 面한 吉
備의 지리적 환경을 이용하여 한반도 남부와의 해상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吉備와
의 정치적 연합관계를 연결하였을 것이다.
吉備는 瀨戶內의 四國 讚岐, 일본해측의 出雲 등과 연휴하고, 북부구주와 畿內를
연결하는 “瀨戶內 교역권”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관가야와의 선구적 교섭ㆍ
교류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교역권의 형성이 吉備정권 성립의
배경이 되었다고 본다.
한반도 남부사회와 열도의 사회와의 연결은 제Ⅱ장에서 논한 대로 3세기 후말
엽~4세기 초두에는 일본해측의 山陰(島根ㆍ島取縣)과 北陸(石川縣ㆍ富山縣)에 독자
의 금관가야 루트가 열려져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吉備와 出雲의 특수기
대의 공유관계로 볼 때, 고분제사에도 공통점이 확인된다. 즉, 양자는 각각 瀨戶內
와 일본해측에서의 교역권과 교류관계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우위성을 공유하
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근년, 한국에서의 취락유적 발굴조사성과를 부가한다면, 낙동강 중류역의 창녕
계성유적에서는 瀨戶內에 面한 四國의 讚岐 등에 출자를 둔 土師器인 대형 이중구
67) 坂野和信, ｢列島における陶質土器文化圈の形成｣, 뺷古墳時代の土器と社會構造뺸, 2007, p.422.
68) 주)58의 뺷앞의 책뺸,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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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도면 23)가 출토되고 있다. 四國의
瀨戶內측에 출자를 둔 대형 이중구연호
는 열도에서는 畿內의 河內지역에 집중
적으로 도입된 운반ㆍ저장에 적합한 용
기이다. 布留式 Ⅱ기 中相 병행의 4세기
중경으로 편년된다.
보고에 따르면, 수혈주거의 형태는 3
세기의 ｢원형계｣에서 4세기에는 ｢원형
계｣와 더불어 ｢방형계｣가 많아지고 ｢방
형계｣ 수혈주거는 5세기로 편년된다고
한다.69) 하나의 사례이지만, 영남지역의
방형수혈주거 형태의 취락유적은 늦어
도 4세기 후반으로 소급될 가능성이 있
다.
瀨戶內와 낙동강 중류역에서 내륙부

[도면 23] 창녕 계성리유적 8호 주거지
출토 대형호

의 창녕이 교류하고 讚岐系 등의 왜인이
土師器 대형 호에 특산품인 염 등의 생활필수품을 가지고 왕래 혹은 이주한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4세기 후반의 瀨戶內와 낙동강 중류역과의 교역ㆍ교
류관계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2) 금관가야와 왜의 관계
3세기 중경 새로운 왜의 움직임에서 중요한 점은 야요이시대 이래의 독자요소를
가진 北部九州와 한반도 남부의 1대1의 교류관계라는 것에서 3세기 중경에는 이와
는 질적으로 다른 “교역센터”가 3세기 중경에 博多灣에 面한 西新町遺蹟에 형성되
었다는 것이다. 이 교역센터에는 3세기 후반~4세기 전엽의 畿內ㆍ出雲ㆍ吉備의 토
기가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출토량으로 볼 때, 서일본 세지역의 사람들이 빈번히 왕

69) 兪炳琭, ｢最近の成果からみた嶺南地域の4~5世紀の三國時代聚落｣, 뺷日韓集落の硏究뺸 第4回共
同硏究會, 2008, p.132ㆍ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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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고 이동한 것이 확실하다. 한반도 남부의 와질 단경호ㆍ도질토기, 시루 등의 연
질토기와 수혈주거에 부뚜막의 도입도 확인된다. 한반도 남부에서의 생활양식이 집
약적으로 이입되고 그들의 왕래와 이주도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博多灣岸의 西新 교역센터는 서일본과 한반도 남부를 방사상으로 연결하는 다면
적 교역관계를 전개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교역센터는 고분시대 초기에는 종
래의 北部九州와 한반도 남부와의 1대1의 교역관계를 넘어 한반도 남부의 畿內ㆍ出
雲ㆍ吉備를 연결하는 지역에도 확대되어 다면적으로 질과 양적인 면에서 중계교역
의 핵으로 기능한 것이다.
西新 교역센터는 국제교역 도시인 금관가야와의 유사점도 보인다. 그러나 北部九
州지역은 금관가야와는 사회적 배경이 다르고 고분시대 초기에 현저한 권력의 집중
이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 北部九州는 거의 같은 규모로 동질의 정치체가 형성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博多灣岸에서의 중계교역의 핵은 형성되었지만 열도
의 권력이 집중된 것은 아니며 반도와 열도를 연결하는 중간지역의 역할만 한 것으
로 생각된다.
한편, 종래의 학설에서는 畿內 헤게모니에 의해서 열도가 지배되고 외교권이 장
악되었다고 설명되어져 왔다. 그러나 본론에서 전개한 하나의 결론으로 3세기 중
경~후엽 왜의 동태는 한반도 남부와의 교섭ㆍ교역에 北部九州와 吉備ㆍ出雲세력이
개재된 것은 명확하고 畿內정권이 전면에 나서 외교교섭이 전개된 것은 아니라는
역사적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열도에서는 3세기에 사회적 복합화가 진행된 畿內사회의 우위성이 영남지역과의
누적적 교류ㆍ교역의 계보를 가진 吉備와 연휴하고 吉備를 파트너로 하는 畿內ㆍ吉
備연합정권이 왜를 대표하는 정치체로서 성립한다. 그러나 畿內정권이 금관가야와
직접적으로 교섭을 개시하는 단계는 대성동ㆍ양동리고분군의 피장자에 위신재로서
증여한 왜제 파형동기ㆍ통형동기ㆍ경ㆍ동촉 등의 부장이 개시된 시기와 거의 일치
하는 布留式 토기 성립기와 동일한 시기이다.
왜의 고분시대 전기에 철수요의 증가와 영남지역에서의 철수입에 의존하는 왜의
기본적 사회구조 아래 원활한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畿內정권에서는 금관가야정권
에게 다량의 위신재를 증여했다고 생각된다.
3세기 후반의 庄內式 후반기~布留式 성립기의 열도는 고식도질토기의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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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도질토기 문화권”이 형성되고, 일본해를 內海로 하는 장거리교역에 의해 반도와
열도가 연동된 “공동사회구조”기반이 성립되었다. 도질토기 문화권의 형성은 반도
에 있어서 삼국시대 성립이라는 큰 획기의 영향이고 열도에서는 대형 전방후원분의
성립되는 시기로 양 지역의 사회적 동태를 나타내는 역사적 획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열도의 사회기반 움직임과 대형 전방후원분의 조영 및 반도의 대형 목곽묘의
성립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庄內式 후반기의 반도와 열도의 연동된 움직임은 시야를 넓혀 본다면
도질토기의 성립기에 한정되지 않고, 동아시아의 “대륙계 토기문화권” 움직임의 일
부이며 야요이시대 후기 이후 한일 양국의 역사적 관계로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後 記
2008년 8월 초순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단기유학하
여 일본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체험과 감개가 소생의 가슴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신세진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다.
이번 뺷東亞文化뺸 학술지 제6호에 연구성과의 일부를 발표하는 기회를 주신 신용
민원장님의 배려와 은혜에 감사드린다. 또한 연구원에서의 연구 발표때 날카로운
지적과 가르침은 부족하지만 금회의 논문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연구원의 지진영, 배덕환, 조상훈, 최경규, 김기현씨를 비롯해 유학기간의 생활과
학술연구를 지원해 준 연구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울러 자료조사에 협력해 준 각 지역의 대학교, 박물관 및 고고학연구기관과 직
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황성동 25호분 관계 자료의 게재를 흔쾌히 승낙해
주신 동국대학교의 안재호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신용민원장의 2008년 11월 22일 이사장 취임을 축하하는
논문으로 하고 싶다. 그리고 배덕환씨의 단장 취임도 아울러 축하드린다.
그리고 본 논문은 최경규씨가 한국어로 번역하였음을 명기하며 감사드린다.
2008년 12월 吉日
원고투고일자 2009년 3월 3일
원고번역완료 2009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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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ion of Stoneware and Japan-originated
Pottery
- The Relations of Gaya․Shilla and Japan between 3 and
4C -

There is the route of Gumgwan Gaya in Japan namely Yamakage(山陰)[Sinema(島
根)ㆍTotori(鳥取)

province)

and

Hokurigu(北陸)

[Ishigawa(石川)

province],

represen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The Yamakage and Hokurigu
type pottery made between late 3C and early 4C is excavated in coastal dwellings of
GimhaeㆍBusanㆍMasan region.
The japanese negotiation companions are western Gumgwan Gaya and eastern
Busan based on the estuary of Nakdong river. I think that two political organizations
compose Gumgwan Gaya concentrated as one. The superiority of eastern and
western powers is not only the marine trade and traffic with Japan and China etc. but
also transportation and commerce using Nakdong river. Like this aspect, Gumgwan
Gaya internally and externally has the economic superiority from the duplex
intermediate trade. Additionally, it is assumed that Gumgwan Gaya is the social
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market.
The compromised pottery of Gumgwan Gaya and Oae(倭) represents the pottery
inside-bent rim(內灣口緣甕) but the character of Huru(布留) type pottery named
bottom-pressed technique is identified. The independent technique is beating bottom
like Gumgwan Gaya's stoneware. I suggest that the production of the pottery
inside-bent rim is the consequence of interchange.
Gumgwan Gaya's pottery and Hajiki(土師器) have complicated problems. The small
bowl with circular bottom and pottery stand are rapidly declined at late 4C of early
Tomb age. On the other hand, the small jar and the small pottery stand get prevalent
in Gumgwan Gaya, contrary to the trend of the Japanese Islands. The small jar
reaches the high watermark at late 4C and the unique expansion aspect are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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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is stonewares are buried in the tombs of Youngnam area. It is noted that the
pottery formation and Gumgwan Gaya's own development were an epochal event
and indication between middle and late 4C. Finally, korean and Japanese special
movement evolves and the development of stonewares is different.
But I think that this historical phenomenon is not estranging the two from each
other but raising the internal development of two regions. Because Sueki(須惠器) is
produced in Japan importantly influenced as stoneware-cultural area.
The change making pottery is the introduction of beating technique with no
pattern. Examining this materials, I suggest that the old small short-necked jar is made
at late 3C. On the other hand, the old jar with two ears may be produced at early
3C. I think that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is formed at this age.
The kibi(吉備)type small pottery of Okayama(岡山) buried in tumulus of Gumgwan
Gaya is the evidence for exchange between Korea and Japan from early and late 3C.
Moreover, the copper mirror(仿製 重圈紋日光鏡) and the kibi type small pottery
accompany. It is assumed that the copper mirror begin to be made from middle 3C.
It is important to bury the kibi type small pottery in tomb of Gumgwan Gaya at the
same time. Kibi can be one route from this aspect.
In japanese traditional theory, the islands and diplomatic right are controlled by
Kinai hegemony. But it is one conclusion from main subject that japanese movement
between middle and late 3C is related to northern Kushu(九州), Kibi, Izmo(出雲) and
Hukuriku(北陸). I disclose the historical truth that Kinai government in front doesn't
take the leadership in diplomatic negotiations.
The phase that Kinai power begins the direct negotiation with Gumgwan Gaya
corresponds to the time burying japanese tail-shaped(巴形)ㆍtrunk-shaped(筒形)
copper implement, mirror and arrow head etc. as prestige goods at late 3C producing
Huru(布留)type pottery.
I suggest that Kinai regime which depends on the iron import from Youngnam
region because of the increased demand at early Tomb age gives Gumgwan Gaya
many prestige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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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panese islands influenced by the old stoneware constructs the cultural area
of stoneware at late 3C(shonai type phase). The community system that peninsula
and islands are linked by the long-distance trade is built. The formation of stoneware
cultural area effected by Three States in korean peninsula. This cultural area is
formed by the epoch-making consequence, making period of Three states in korean
peninsula and corresponds to the construction of the keyhole-shaped tomb.
Moreover, the stoneware culture is the historical great change as the social movement
of two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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陶质土器的成立和倭系土器
- 关于3~4世纪伽耶ㆍ新罗与倭的交流关系 -

韩半岛南部社会和列岛社会的关系北部九州以外有金官伽耶交易渠道在日本海侧的
山陰(岛根ㆍ岛取县)ㆍ北陆地区(石川县)。在沿着金海，釜山与马山地区海岸线的聚落
遗址出土从三世纪后半到四世纪初半的山陰系瓮和北陆系瓮。
倭的住交涉相对是当据点洛东江河口域以西岸的金官政权和东岸的釜山势力。这两
政权(政体)被认为成盟主金官组成政体一个结集的金官伽耶。东西两势力优势的背景
是以对外的海上交通和交易跟日本和中国等，在半岛内部依通洛东江的河川交通到内
陆部的物资运送及交易。如此开展以国内外"二重的中继交易"可以得到了经济的优
势。并且推定了金官伽耶具有以国际交易市场的功能的社会组织。
金官伽耶和倭的折衷技法土器代表口缘向内倾形瓮却在成立期的底部制作办法有些
确定了布留式土器特点的"底部压出技发"。然而主体的技法生产了跟金官伽耶陶质土
器共通"底部打捺技法"。口缘向内倾形瓮的制作想引进了布留式系瓮类形式给金官伽
耶以双方交流的结果。
在金官伽耶土器和土师器的关系有复杂问题的焦点。在倭小型丸底钵和小型器台的
基本器种构成急速地衰退了于四世纪后半以古坟时代前期的最后期。一方面在金官伽
耶跟列岛的动态不同陶质小型壶和小型器台的器种构成急速地流行了。反而在四世纪
后半陶质小型壶邀最盛期并而在岭南地区古墓群多量随葬所可以确定了独立的展开样
子。在于两国器种构成的巨差异和金官伽耶独立的展开透露了在这样的社会从四世纪
中半到后半有重大的划时期和萌动。结果在于韩日双方展开了独立的动态并在于两国
土器形式的展开方向确定了巨差异。
然而这样历史的萌动并不意味金官伽耶和倭疏远了，可以观了两地域社会内在的发
展结果。理由为了于五世纪开头开始须惠器生产在日本以陶质土器文化圈受决定的影
响。
于新生陶器的陶质土器成立共半土器制作技法的内容是采用无纹打捺技法。通这次
研究的资料的限古代小型短经壶可以编年以三世纪后半顷(第三季度)。一方面古代陶
质两耳壶的成立是溯及以三世纪前半的可能性高。想这时期成立了三国时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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随葬于金官伽耶古墓群的冈山县吉备系小型瓮是表现交流关系跟倭的证据在韩半岛
南部国际交流关系划期从三世纪前半到后半期。并且仿制重圈纹日光镜和庄内式中顷
并举期吉备系小型瓮是确定了共伴关系所重圈纹日光镜的下限可推定以古坟时代初期
即三世纪中顷。并且重要是重合得随葬开始时期以吉备系小型瓮在于金官伽耶古墓群
所可观暗藏着吉备的渠道中一。
于老日本学说来说明了支配列岛并执掌外交权依据畿内霸权。然而于本论展开的一
个结论是从三世纪中顷到后叶倭的动态于交涉和交易跟韩半岛南部暗藏着确实以北部
九州和吉备和出云及北陆势力并且可确定了畿内政权干预先头不展开外交交涉的历史
实相。
畿内政权跟金官伽耶开始直接交涉的阶段是三世纪后半即赠与金官伽耶首长层的威
信材即倭制造巴形及筒形铜器，镜，铜镞等的随葬开始时期大半一致并重复了布留式
土器成立期。
于古坟时代前期因此铁需要的增加依存了铁输入从岭南地区以倭的基本社会结构及
为了维持此的顺利交涉所想畿内政权多量的威信材赠与金官伽耶政权。
想大区分以三世纪后半即庄内式后半的列岛形成了"陶质土器文化圈"受古式陶质土器
的影响而依据日本海用内海的长距离交易成立了半岛与列岛连动的"共同社会结构"基
盘。这样陶质土器文化圈的形成是巨划期影响即韩半岛三国时代成立并且时期的一致
跟列岛大型前方后圆坟的成立。并且作为陶质土器文化圈可观表现两地区社会动态的
历史划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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陶質土器の成立と倭系土器
－3~4世紀の伽倻ㆍ新羅と倭の交流関係 －

70)坂野和信*

要 約
韓半島南部の社会と列島の社会との繋がりは、北部九州以外にも日本海側の山陰
(島根ㆍ鳥取県)ㆍ北陸地域(石川県)に金官伽倻交易ルートが開かれていたことが指摘
できる。３世紀後葉~４世紀初葉の山陰系甕と北陸系甕が、金海ㆍ釜山ㆍ馬山地域の

海岸線に沿った聚落遺蹟から出土していること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
倭との主な交渉相手は、洛東江河口域を拠点とする西岸の金官政権と東岸の釜山
勢力である。この二つの政権(政体)は、金官を盟主として一つにまとまりをもつ、金
官伽倻を構成する政体と考えられる。東西二つの勢力の優位性の背景は、対外的に
は日本ㆍ中国等との海上交通ㆍ交易であり、半島内部には、洛東江を通して内陸部
への河川交通に拠る物資の輸送及び交易である。このように國内外に“二重の中継ぎ

交易”を展開する経済的優性を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また、金官伽倻は、國際交易
都市としての機能をもつ社会組織であったことが推定できる。
金官伽倻と倭の折衷技法土器は、内湾口縁甕に代表されるが、その成立期におい
て、底部の製作技法に一部“底部押し出し技法”という、布留式土器の特徴が認められ
る。しかし、主体的技法は、金官伽倻における陶質土器と共通する“底部叩き出し技

法”で生産されたものである。内湾口縁甕の製作は、布留式系甕類のform(形式)が、
双方の交流の結果、金官伽倻に導入されたと考えられる。
金官伽倻の土器と土師器との関係には複雑な問題点がある。倭では、小型丸底鉢

* 埼玉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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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小型器台の基本的器種構成が、古墳時代前期終末期の４世紀後葉に急速に衰退す
る。一方、金官伽倻では列島の動きとは大きく異なり、陶質小型壺と小型器台の器

種構成が急速に盛行する。むしろ、4世紀後半には陶質小型壺が最盛期を迎え、嶺南
地域の古墳群にも豊富に副葬されるように、独自の展開をみることができる。この両
國の器種構成の大きな差異と、金官伽倻独自の展開は、この社会に4世紀中頃から後
葉に大きな画期と動態があったことを示す。つまり、韓日双方に独自の動きが展開
され、両國における土器形式の展開方向に大きな差異とズレが認められる。
しかし、この歴史的動態は、金官伽倻と倭が疎遠になったことを意味するのではな
く、二つの地域社会の内在的発展の結果である。何故なら、5世紀初頭には陶質土器

文化圏として、決定的影響を受ける日本での須恵器生産が開始されているからであ
る。

新生陶器である陶質土器の成立に伴う土器製作技法の変容は、無紋叩目技法の導
入である。今回検討した資料でみる限り、古式の小型短頚壺は、3世紀後半の(3/4分
期)頃の時期に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一方、古式陶質両耳壺の成立は3世紀前半
に遡る可能性が高い。この時に三国時代が成立したと考えられる。

金官伽倻の古墳群に副葬された岡山県の吉備系小型甕は、韓半島南部の國際交流
関係の画期である３世紀前半~後半期における倭との交流関係を示す一つの証拠であ
る。また、傍製重圏紋日光鏡と庄内式中頃併行期の吉備系小型甕には、供伴関係が

認められ、この鏡の下限は古墳時代初期、3世紀中頃に推定できる。そして、金官伽
倻の古墳群に吉備系小型甕の副葬が始まる時期と重なっていることが重要で、吉備
が介在するルートも指摘できる。

従来、日本の学説では、畿内ヘゲモニーに拠って列島が支配され、外交権が掌握
されたと説明されていた。しかし、本論で展開した一つの結論として、３世紀中頃~

後葉の倭の動態は、韓半島南部との交渉ㆍ交易に、北部九州と吉備ㆍ出雲ㆍ北陸勢
力が介在したことが明らかであり、畿内政権が前面に出て外交交渉が展開される出
来事ではない、歴史的実態を知ることができる。
畿内政権が金官伽倻と直接交渉を開始する段階は、金官伽倻の首長層に威信財と
して、贈与された倭製巴形ㆍ筒形銅器ㆍ鏡ㆍ銅鏃等の副葬が開始される時期と、ほ
ぼ一致する布留式土器成立期と重なる3世紀後葉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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倭の古墳時代前期における鐵需要の高まりと、嶺南地域からの鐵輸入に依存する
倭の基本的社会構造、及びこれを支える円滑な交渉を行うために、畿内政権から金
官伽倻政権への多量の威信財の贈与が行われたと考えられる。
大きく分けて３世紀後半の庄内式後半期には、列島は古式陶質土器の影響を受け
る“陶質土器文化圏”が形成され、日本海を内海とする長距離交易に拠って、半島と列

島が連動する“共同社会構造”基盤が成立したと考えられる。この陶質土器文化圏の形
成は、韓半島における三国時代成立という大きな画期の影響であり、列島の大型前
方後円墳成立期と一致する時期である。また、陶質土器文化圏として、両地域の社
会的動態を現す歴史的画期である。

はじめに
本論は、韓半島南部と列島との交流関係の実態を明らかにすることが課題であ
る。

列島に系譜をもつ土師器ㆍ土師器系土器との伴出関係が認められる新羅ㆍ伽倻、
特に金官伽倻の主として、3世紀~4世紀の土器について分析する。
表題に挙げた『陶質土器の成立と倭系土器』は、日本の土師器編年を基準にし
て、瓦質土器ㆍ陶質土器との土器型式の比較検討を行う。別稿では、土器分析の軸

足そのものを嶺南地域に移して、原三国時代後半期から三国時代前期の土器編年を
展開する予定である。
倭系土器というごく僅かな資料によって、「針の穴」の喩えがあるように、三國時
代前期(3~4世紀)の土器編年を試みることは、方法論的危うさを伴うことを否定でき
ない。しかし、國際学術交流関係の一端として、両國の学問的乖離と限界を少しで
も進歩させ、乗り越えるために、両國相互の土器形式と、その型式の比較検討を行
いたい。このように、古代日韓交流関係を把握し認識することが、考古学の方法論
として有効と考えられる。

本研究の目的は、副題の通り「3~4世紀の伽倻ㆍ新羅と倭の交流関係」である。特
に、洛東江下流域における陶質土器の成立は、韓半島南部での三国時代の形成と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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う歴史的画期のみならず、3世紀前半に成立する“陶質土器文化圏”形成の契機とし
て、半島と列島が連動する歴史的性格をもつ、東アジアの歴史的動態の認識につい
て、新たな視点と分析概念が展開できる事柄であろう。

今後、韓國の土器編年研究が発展するために、本稿が一つの布石になればよいと
考えている。また、列島の土師器は、関連する土器型式について、論旨を損なわな
い限り丁寧に説明を行いたい。

本稿の倭における畿内(近畿)地域は、主として現在の大阪府と奈良県域の比較的狭
い範囲である。また、陶質土器ㆍ瓦質土器は陶質ㆍ瓦質と省略して呼称することが
ある。

Ⅰ. 韓國南部の土師器と土師器系土器
1. 土師器と土師器系土器
洛東江河口域における日本の土師器ㆍ土師器系土器については、1993年に安在晧
氏によって「土師器系軟質土器考」1)が発表され、日本考古学会にもその成果が知ら
された。現在の倭系土器研究では、2005年に「韓半島における倭系文物」2)に詳しく

「洛東江河口様式化過程」が示されている。この論文は、上記した「土師器系軟質
土器考」を発表した後に、新たな発掘調査成果を加えて、現状で洛東江河口域の
「土師器風軟質土器」が網羅されている(第1表)。
洛東江河口域の東岸と西岸には、二つの勢力が存在したと考えられる。河口域の
西側に位置する大成洞ㆍ良洞里ㆍ禮安里古墳群に表徴される金海勢力と、釜山地域
の東莱福泉洞ㆍ老圃洞古墳群に代表される釜山勢力である。この二つの政権（政

体）が金海勢力の大成洞ㆍ良洞里古墳群を盟主として、金海と釜山地域が一つにま
とまり、古代金官伽倻を構成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3)。

1) 安在晧「土師器系軟質土器考」『伽倻と古代東アジア』新人物往来社、1993
2) 安在晧『韓半島から出土する倭関連文物』「－3~6世紀を中心に－」景仁文化社、2005
3) 坂野和信「畿内と東国の古墳中期における韓半島系食器」『考古学雑誌』第89巻 第3号、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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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稿の洛東江河口域と金官伽倻については、西側の金海と東側の釜山にまとまり
をもつ、狭い地域の政体として把握する。また、安在晧氏の研究成果を参考に、土

師器としての要素が強く認められるものを取り挙げる。
嶺南地域から出土する土師器系土器と、近畿地域の庄内式ㆍ布留式土器、中部瀬
戸内の岡山県酒津式土器ㆍ日本海側(東海側)の島根県の的場ㆍ鍵尾式土器ㆍ北陸地
域の月影ㆍ古府式土器等との土器型式の関係を比較検討する。また、本稿の庄内式
ㆍ布留式土器の器種分類は、土器型式を比較するため必要に応じて行うが、拙著第
１章「土師器の成立と陶質土器文化圏の形成」4)にしたがっている。

第1表 3世紀後半~5世紀前半の金官伽倻土師器系土器(註文献1の表1を転載)
4) 坂野和信『古墳時代の土器と社会構造』東京 雄山閣、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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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半島南部地域における倭系土器は、主として日本海側(南海ㆍ東海)に面する海岸
線に沿った地域と、洛東江下流域ㆍ南江流域に分布する傾向5)が認められる( 第1
図)。即ち、海上交通と河川交通の重層構造をもつ交通路の結節点に交易の拠点が展
開され、そこに倭人を含めた人々が集中した一つ結果であると考えられる6)

第1図 韓国南東部出土の倭系遺物出土遺蹟（註文献5の図1を転載）
1：月城路古墳群、 2：皇南里古墳、 3：玉田古墳群、 4：沙道里、 5：道項里古墳群、 6：縣洞古遺
跡、 7：三東洞古墳群、 8：加音丁洞遺跡、 9：良洞里古墳群、 10：龍院遺跡、 11：大成洞古墳
群、 12：府院洞遺跡、 13：水佳里遺跡、 14：礼安里古墳群、 15：福泉洞古墳群、 16：東萊貝塚

韓半島南部における土師器と土師器系土器の區別と差異について簡単に説明す
る。土師器とみられるものは①列島で生産された輸入品、②列島の土師器製作技術

5) 高久健二「韓国の倭系遺物」『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倭と伽倻の交流』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
究報告 第110集、2004
6) 前掲註4と同じ。重層構造の交通路は「終章 総括と展望」概念図4ｐ476参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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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土器形式ㆍ型式が移入されて、倭人に拠って韓半島で生産された二つのタイプが
ある。韓半島南部で大半を占める土師器系土器は、①韓半島で生産された製品であ
ることを前提とする。②胎土を除いて、土師器製作技術ㆍ調整手法の総てが現され
て製作されたものではなく、省略が認められるもの。或いは、③形態の類似点が認め
られる土器。④土師器に一般的に伴う要素の一部が欠落し、違いが認められるもの
である。以下に倭系土器について具体的検討を行う。

2. 新羅の倭系遺物の特徴と傾向
1) 倭系土器の特徴

慶州地域では、月城路古墳群7)、隍城洞古墳群8)から土師器と土師器系土器が出土
している。月城路31號墳の土師器と土師器系土器(第2図)、及び倭系遺物として月城

路29號墳からは、倭製石釧(第2図9ㆍ写真10)が出土している。この倭製石釧は、時期
の検討が必要である。
さて、月城路31號墳の土師器高坏A類(第2図8)と土師器系小型器台(第2図4~6)には、

大きな時期差が指摘できる。庄内式系土師器高坏A類(第2図8)は、庄内式Ⅱ期古相の
高坏A類(第11図4)併行期、３世紀前葉に位置づけられる土器型式である。
一方、土師器系の小型鉢と小型器台が組み合う土器組成は、近畿地域だけでな
く、列島東西の古墳成立期から前期古墳への副葬品として、庄内式と布留式前半期

土器の基本的特徴である。韓半島南部の古墳群においては、陶質土器以外では土師
器系土器の希な組み合わせの副葬例である。この土器型式を製作技法に拠って比較
検討することは難しい。
しかし、「X」字形器台の脚部には、３方向(第2図4ㆍ5、写真7)と４方向(図6)に円

形穿孔が施されている。特に３方向の円形穿孔は、近畿地域に限らず列島の東西に
一般的に認められるものである。しかし、器台と組み合う小型鉢(図1~3_は、韓半島
南部に一般的にみられる平底である。

7) 尹容鎮 他『慶州月城路古墳群』國立慶州博物館ㆍ慶北大学校博物館、1990
8) 安在晧『慶州隍城洞古墳群』東国大学校慶州博物館研究叢書８冊、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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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図 嶺南地域の土師器ㆍ土師器系土器と近畿地域の土師器(1）
1~8：月城路31號墳 9ㆍ10：月城路29号墳 11：奈良県纏向遺蹟辻地区土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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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型鉢(第2図1)には観察の結果、赤色塗彩(ベンガラ：酸化第二鉄)が確認できる。
赤色塗彩は次に述べるとおり、月城路29號墳の倭製石釧(図9)にもみられ、倭の祭祀
や風習との共通点が認められる。月城路31號墳の土師器系土器は、日本の古墳時代

前期の土器組成と小型器台の特徴、及び韓國の土器製作技法が折衷された土器型式
とみることができる。

一方、先に指摘したとおり、庄内式高坏A類(第2図8)は、輸入品の可能性があり、
「X」字形器台(図4~6)とは、約半世紀の時期差を伴う。その根拠として「X」字形器
台(図11)は、庄内式Ⅱ期古相(第18図)に成立する土器型式である。月城路31号墳の小
型器台(図4~6)は、第15図15に示すとおり、近畿の布留式Ⅰ期新相~Ⅱ期古相に成立
するものである。月城路31號墳の「X」字形器台(図4~6)の系譜を、仮に、高坏A類
(図8)と同様の時期である庄内式Ⅱ期古相の「X」字形器台C類(第2図11)に求めるとす
れば、月城路31號墳の年代は３世紀前葉に遡らざるを得ないからである。

次に月城路31號墳の副葬品には、陶質広口大型甕と陶質大型両耳壺の成立が認め
られる。これらの大型陶質土器の成立は、別稿で述べるが、大成洞18號墳ㆍ13號墳9)

段階であり、庄内式Ⅱ期古相(3世紀前葉)に遡ることは考え難い。つまり、月城路31
號墳の副葬品である土師器系「X」字形器台(第2図4~6)は、奈良県纏向遺蹟辻地區土
壙SK14(第15図15)出土の「X」字小型器台と類似する土器型式であり、布留式Ⅰ期新
相~Ⅱ期古相に比定できる。その時期は、４世紀初頭~前葉であろう。
2) 倭製石釧の特徴と年代観

石釧は腕に通してはめる環状の装身具である。外径8㎝前後、内径5~6㎝、緑色凝
灰岩を素材にした轆轤製品で、硬質の碧玉製もあるが緑色凝灰岩製が一般的であ
る。

月城路29號墳の石釧(第2図9)は、日本の分類の一例として「石釧断面形変遷模式
図」(第3図1~5)、「石釧型式分類」(第4図)と比較すれば、第3図では２類、第4図で
はaⅡ類となる。a類は石釧固有の装飾であり、Ⅰ類ㆍⅡ類を１期として時期區分され
ている10)。また、車輪石の影響によって成立したb型式ㆍc型式は、a型式より後出
9) 申敬澈ㆍ金宰佑『大成洞古墳群Ⅱ』慶星大学校博物館研究叢書第７輯、2000
10) 蒲原宏行「腕輪形石製品」『古墳時代の硏究』8古墳Ⅱ副葬品 雄山閣、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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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車輪石との関係からc型式が、更に後出の型式と考えられている。石釧は、a型式

→b型式→c型式へと変化する。
倭製石釧は1期の最も古い型式ではないが、Ⅳ
類ㆍⅤ類(第4図)に降るものではないことも明らか
であり、2期に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成立期
の1期は短い期間であることが指摘され、古墳出

土の鍬形石、車輪石、石釧の三つの組み合わせ
で、布留式土器Ⅰ期に比定されている。また、2

期は布留式土器Ⅱ期、３期は布留式土器Ⅱ期から
Ⅲ期併行とされている。これらの石製装身具は、
かつて日本の布留式土器編年によって、1期(4世

紀前葉)ㆍ2期(4世紀中葉)ㆍ3期(4世紀後葉)の歴年
代が与えられていた。
近年、布留式土器成立期の年代は、年輪年代
法とAMS法C14年代に拠って実年代が推定されて

第3図 石釧断面形変遷模式図
(註文献10の図24を転載)

いる。両者の測定値には、約30の年代差がみら
れ、年輪年代はAD280年頃、AMSはAD250年頃としている。AMS法C14年代は、土器
が使用ㆍ消費された時点での樹木の樹齢が加算されるため、実年代より遡る年代値
が求められることになる。また、年輪年代は、樹木が伐採された年代を求めることに
なり、一般的に供伴する遺物の上限近い年代となる。このように、何れの年代測定
にも限界があることを認識している。しかし、布留式土器成立期は、４世紀に降る
ことはないと考えられる11)。したがって、庄内式土器の終末期は３世紀後葉、或い
はそれ以前に遡る。

列島の土師器は、1990年以前の土器年代観より20~30年前後、遡らせて位置づける
ことができる。月城路29號墳出土の倭製石釧の年代は、４世紀初頭~前葉に求めるこ
とができる。
11) 第3図 石釧断面形変遷模式図(註文献10の図24を転載)近畿地域を主体に、弥生時代~古墳時代
前期の土器年代について検討が行われている。次の文献を参考にしている。『古式土師器の
年代学』大阪文化財センター、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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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図 石釧の型式分類(註文献10の表9を転載）

3) 陶質短頚壺

隍城洞25號墳出土の陶質小型短頚壺(第5図4)は、口縁部が大きく外反し、肩部が
強く張り出すもので、胴部は低い無花果形である。このタイプはA類とB類に分けら
れる。A類は外反する短い口縁部で、胴部が高い無花果形であり、大成洞29号墳(第5

図6)から出土している。B類は上記の隍城洞25號墳出土である。“無花果形短頚壺”A類
ㆍB類と呼称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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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図 1~5ㆍ7~11：慶州隍城洞25号墳、6：大成洞29号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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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花果形短頚壺の成形技法の特徴は、口縁部は轆轤ナデ手法のみであるが、写真
11に示す通り、強く張り出す肩部から胴部に集中して、幅の狭い箆状工具による丁

寧な箆磨き仕上げが観察できる。この特徴手法は、肩部を強く張り出させるため
に、内面から当て具等で圧力をかける際に、外面に生じた細かい亀裂を補修する再

調整の痕跡と考えられる。この製作技法は、A類の大成洞29號墳12)の陶質短頚壺に
も、同様の仕上げ痕が認められる。また、胴部内外面には、粘土帯を輪積み成形し
た痕跡が僅かにみられ、古式陶質土器の“粘土帯輪積み技法”が認められる。
4) 倭系遺物の年代とその意味

隍城洞25號墳からも土師器系丸底鉢が２個体出土(第5図1ㆍ2ㆍ写真7ㆍ8)してい
る。口縁部が外反するタイプであるが、体部外面には、やや幅の広い横方向の箆磨
きが小刻みに粗く施されている。この口縁部が外反するタイプの鉢は、西日本の土

師器の系譜にはみられない型式であり、器形に拠って土師器と比較することは難し
い。幅の広い小刻みな横箆磨きは、瓦質爐形土器に一般的に施される技法であり、

直ちに土師器との関係を求めなくともよいと思われる。
一方、丸底鉢には月城路31號墳の小型鉢のような赤色塗彩はみられない。しか
し、赤く発色する胎土を選択して造られた可能性がある。同時に副葬された平底鉢
(第5図3ㆍ写真9)と比較しても、一層赤く発色していることから、赤く発色させる意

図を読み取ることができる。ちなみに平底鉢(第5図3ㆍ写真9ㆍ10)は、平底をやや丸
く仕上げている。注目すべき点は、胴部下位に内面から打ち欠いて、穿孔した痕跡
(写真9ㆍ10)が認められることである。副葬する際に仮器として、その機能を欠失さ
せたものと考えられる。

列島の古墳には、その規模の如何に関わらず、副葬ㆍ供献される壺等の土器類
に、赤色塗彩や仮器化するために、穿孔を施す祭祀行為は、一般的に認められる行

為である。
新羅における土師器系土器の副葬に際して、列島と共通する祭祀行為が認められ
ることは、古墳の被葬者の出自とも関わることである。しかし上記した通り、土師器

12) 申敬澈ㆍ金宰佑『大成洞古墳群Ⅰ』慶星大学校博物館研究叢書第４輯、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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系丸底鉢の系譜を西日本に求めることは難しい。年代を推定する手掛かりは、陶質
短頸壺ㆍ瓦質両耳壺(第5図4ㆍ5)である。
嶺南地域で瓦質両耳壺の出土例は限定されている。したがって、陶質両耳壺の変
遷過程を参考にみれば、第４章２項で詳しく説明するが、第19図に示すとおり、金
海會峴洞遺蹟13)２地區Ⅴ層出土(第19図13)両耳壺の耳形に類似する。
これらの土器型式の比較検討に拠って、隍城洞25號墳の年代は、３世紀後葉に求
めることができる。韓國においても日本の古墳と同様の祭祀行為は一部存在してお
り、その影響は認められるが、必ずしも倭の祭祀行為が新羅に導入されたとは言い

切れない。

3. 伽倻地域の土師器
1) 倭系土器の特徴と時期

伽倻地域の倭系土器は、洛東江河口域の金官伽倻と南江流域の昌原地域の二つの
地域に分けてみることができる。金官伽倻と伽倻では、３世紀中葉~４世紀前葉の時
期に、輸入品の土師器が多く出土していることが特徴である。特に、河口域西側の
古金海湾岸地域では、會峴洞遺蹟ㆍ鳳凰臺遺跡ㆍ府院洞遺蹟ㆍ水佳里遺蹟ㆍ新方里
遺蹟に集中して、土師器と土師器系土器が出土している。また、河口域東側の釜山
ㆍ機張地域にも土師器と土師器系土器が出土している。
昌原地域では、2004年に古金海湾の西端に位置する昌原東中学校遺蹟14)が「東亞文
化財研究院」に拠って試掘調査され、庄内式Ⅱ期併行期の土師器高坏(第7図1ㆍ写真
2~5)が出土している。昌原東中学校遺蹟(第6図)は、2007年と2008年に本格的発掘調

査が行われ、多くの土師器の技法に拠る土器と成立期の陶質土器が出土しており、
その発掘成果が今後期待される。

東中学校遺蹟出土の土師器高坏(第7図1)は、脚部内面の柱状部に箆削り、裾部内
面には刷毛目が明瞭に認められる。箆磨きは施されてないが、それ以外の手法の特
13)『金海會峴洞消防道路区間内遺蹟』慶南發展研究院歴史文化センター調査報告書第10冊、2004
14) 裵徳煥ㆍ趙相勲『文化遺蹟試掘調査報告書』昌原中學校新築敷地内(財)東亞文化研究院発掘
調査報告書 第４輯、2006。新名称：新方里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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徴も土師器と一致する(第7
図写真2~5)。
近畿地域の奈良県纏向
遺蹟15)( 第7 図6~8)と、大
阪府久宝寺遺跡16)( 第7 図
9~12) 出土の土師器高坏G

類を挙げて土器型式の比
較を行う。脚部の形状に
拠って、庄内式Ⅱ期新相
の纏向遺蹟東田地區土壙5

出土の高坏G類( 図7)と、
東中学校遺蹟の高坏(図1)
は類似する。土師器高坏G

類(図1)は杯部が欠失する

第6図 ●印昌原東中学校遺蹟発掘調査地

ため、同東田地區土壙3出

(註文献14の図1を転載

土の庄内式高坏B類(第7図6)の可能性を僅かに残している。高坏B類(図6)は、脚柱状
部がやや細身であることが特徴である。
高坏G類(図7)は、庄内式後半期の庄内式Ⅱ期新相に成立し、布留式土器に系譜が
継承される土器型式である。同東田地區南溝中層出土の高坏G類(図7)は、脚部が太
くかつ短くなると共に、脚部の裾も短くなる特徴をもつ庄内式終末期~布留式成立期
の土器型式である。したがって、東中学校遺跡出土の高坏G類(図1)は、この時期に

降るものではない。
近畿地域においても大和(奈良盆地)と河内ㆍ和泉(大阪湾岸南部)の土師器では、地
域差があるため河内の土師器とも比較する。昌原東中学校遺蹟出土の高坏G類(図1)
は、大阪府久宝寺遺蹟の大溝304出土の高坏G類(第7図9ㆍ10)と比較してやや新しい

15) 石野博信ㆍ関川尚功『纏向－奈良県桜井市纏向遺跡の調査』奈良県立橿原考古学研究所、
1976
16) 西村歩『久宝寺遺跡ㆍ竜華地区発掘調査報告書Ⅳ』大阪文化財センター調査報告書 第118
集、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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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図 嶺南地域の土師器ㆍ土師器系土器と近畿地域の土師器(2)
1~5：昌原東中学校遺蹟15トレンチ包含層 6：纏向遺蹟東田地区土壙3 7：東田地区土壙5、8：東田
地区南溝南部中層 9~12大阪府久宝寺遺蹟(9ㆍ10大溝304、11ㆍ12堤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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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素がみられる。この高坏は、纏向遺蹟東田地區土壙5出土(図7)より古式である。ま
た、久宝寺遺蹟堤724出土の高坏G類(図11ㆍ12)は、東田地區南溝中層出土の高坏G類
(図8)と、ほぼ同時期のものである。即ち、昌原東中学校遺蹟の高坏G類(図1)は、庄

内式Ⅲ期に降るのではなく、庄内式Ⅱ期新相併行期の３世紀中頃に位置づけること
ができる。
2) 倭系土器の傾向と意味

何故、嶺南地域の中でも昌原には、３世紀中頃に遡る倭の中枢部である畿内との
交流関係を直接的に示す土師器が存在するのか。厳密にみれば、東中学校遺蹟の高
坏も輸入品ではないと考えられる。倭人が昌原地域で製作したものであることには、
疑問の余地がない。つまり、倭人が往来、或いは移住して生活したことが、前提と
なる出来事である。

韓半島南部における輸入品以外の土師器系土器の大半は、製作技法と形態的属性
に何らかの省略、或いは、製作技法に韓日の折衷土器が認められる。例えば、省略

技法では箆磨き、装飾では円孔等の省略である。折衷土器は列島の土器形式(form)と
半島の製作技法が認められる。その逆にformは韓半島南部であるが、倭の土師器製
作技法に拠って造られた甑等がみられる。折衷技法の土器は、典型例を第Ⅲ章で展
開する。
土師器の“省略現象”は、倭人の韓半島南部への移住期間が長く、韓半島系技術と文
化、及び在地社会の人々との接触に拠る影響が強かったためと考えられる。この土
師器技法の省略現象に拠って、倭人の地域社会での様子を知ることができる。即
ち、倭人が地域社会から孤立して生活していたのではなく、在地の社会に溶け込み
つつ、彼らの社会的役割があったと考えられる。

昌原地域に限らず、聚落遺蹟の畿内土師器系土器は、庄内式後半期~布留式土器成
立期の高坏に集中する傾向が認められる。故郷の土器型式が高坏に顕在化している
ことが特徴である。３世紀中頃から後末葉における初期段階の畿内系移住民は、故

郷の土器型式を基本的に認識していることが指摘できる。
韓半島南部の社会と列島の社会との繋がりは、何も近畿地域に限られたことでは
ない。次の第Ⅱ章で展開する山陰系甕(島根ㆍ鳥取県)ㆍ北陸系甕(石川県)は、金海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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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の聚落遺蹟からまとまって出土し、日本海側の山陰ㆍ北陸と金官伽倻ルートが
開かれていたことも指摘できる。

Ⅱ. 洛東江河口域における二つの窓口
1. 金海の土師器系土器の特徴と性格
洛東江河口域西側に位置する金海會峴洞遺蹟17)ㆍ鳳凰臺遺跡18)ㆍ金海府院洞遺
蹟19)は、古金海湾に面した丘陵の南端部とその東側に隣接して、ほぼ同時期に営ま
れた遺蹟である。府院洞ㆍ鳳凰臺遺蹟は共に三國時代の３世紀後葉から５世紀前葉
の時代を中心に営まれたと考えられる。また、鳳凰臺遺跡の北側丘陵部には、大成

洞古墳群が位置する(第8図)。古金海湾に面する府院洞ㆍ鳳凰臺遺蹟は、大成洞古墳
群の被葬者を支えた生活基盤を形成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近年、會峴洞遺蹟は鳳
凰臺遺跡に含まれているが、本稿では報告書の引用の都合により、両者に分けて記
述する。
1) 會峴洞遺蹟の土師器系土器
さて、會峴洞遺蹟から出土した土師器ㆍ土師器系土器は、列島の日本海側、山陰

地域(島根県ㆍ鳥取県)ㆍ北陸地域(石川県ㆍ富山県)と、近畿地域(大阪府ㆍ奈良県)の
三つの地域に分けてみることができる。北陸系甕A類(第9図1)、山陰系甕A類(第9図
2)、畿内系小型丸底鉢G類(第9図3)、西日本系甕(第9図4)である。狭い発掘區域であ
るが、２地區Ⅴ層から列島内の三つの地域の土師器系土器がまとまって出土してい
る。

Ⅴ層出土の北陸系甕(図1)は、石川県漆町遺蹟20)B2區土器溜り上層出土(図5)の甕A
類に類似する土器型式である。石川県の北陸系甕A類(図5)は、山陰地域の影響を受

17)
18)
19)
20)

前掲註13と同じ
徐姈男『金海鳳凰臺遺跡』釜山大学校博物館研究叢書 第23集、1998
沈奉謹『金海府院洞遺蹟』東亜大学校博物館 古蹟調査報告 第五冊、1981
田島明人『漆町遺跡Ⅰ』石川県立埋蔵文化財センター、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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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図 府院洞ㆍ鳳凰臺遺跡と大成洞ㆍ龜旨路古墳群の位置図(註文献12の図1を転載)
1：大成洞古墳群、2：龜旨路墳墓群、3：鳳凰臺遺蹟、4：會峴里貝塚、5：金首露王陵、6：府院洞
遺蹟、7：大成洞窯址、8：龜旨峰 및 支石墓、9：龜山洞古墳、10：內洞支石墓、11：화정墳墓群

けて成立したものであり、山陰系甕A類(図8)との類似点も認められる。しかし、特に

口縁部の形状と胴部外面の刷毛目手法に差異を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Ⅴ層出土の
北陸系甕( 図1)は、第10図の月影Ⅱ式甕A類21)に求めることができる。北陸と山陰
は、四隅突出型古墳の分布域で、墓制にも共通点が認められる。

月影式は、北陸地域における古墳時代成立期の土器型式の標識で、Ⅰ期とⅡ期に
區分(第10図)されている。Ⅰ期は概ね近畿の庄内式前半期(3世紀前半)、Ⅱ期は庄内
式後半期(3世紀後半)と併行する時期である。古府クルビ式は、布留式Ⅰ期併行期(3
世紀後末~4世紀初頭)、高畠式は布留式Ⅱ期古相併行期(４世紀前葉)である。ちなみ

21) 谷内尾晋司「北加賀における古墳出現期の土器について」『北陸の考古学』石川考古学研究
会々誌 第26号、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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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石川県下安原海岸遺蹟では、総数約500点の甕の分類結果、A類約52％、B類約2
9％、C類11％、E類2％であると報告されている。

第9図 嶺南地域の土師器ㆍ土師器系土器と西日本の土師器(１)
1~3：會峴洞遺蹟2地区Ⅴ層 4：同2地区Ⅴ層22竪穴住居 5ㆍ6：石川県漆町遺蹟8群B2区土器溜り上層
7ㆍ10ㆍ11：奈良県纏向遺蹟辻地区土壙4下層 8：島根県神原神社古墳埋納土壙 9: 鳳凰臺遺跡28号
土壙 12：奈良県布留杣之内遺蹟1層 13:福岡県西新町遺蹟97號竪穴住居 14：大阪府久宝寺遺蹟堤724
15ㆍ17ㆍ18：纏向遺蹟辻地区土壙7 16:大阪府萱振遺蹟井戸S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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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地區Ⅴ層出土の山陰系甕A類(第9図2)は、布留式土器成立期の奈良県纏向遺蹟辻

地區土壙4下層出土の山陰系甕( 図7)と同一型式である。また、島根県神原神社古
墳22)埋納坑出土(図8)の甕A類の土器型式とも類似している。この古墳の竪穴式石室
からは、景初三年銘(AD239)の三角縁神獣鏡が出土している。埋納坑は、竪穴式石室
の東側に接して、南北方向の竪穴式石室の主軸と同一軸に設置されている。會峴洞

遺蹟Ⅴ層出土の山陰系甕は、布留式Ⅰ期古相の３世紀後末葉併行期と考えられる。
また、この時期の山陰系甕は、金海水佳里遺蹟23)Ⅳ層においても認められる。金官

地域で山陰系甕が出土する時期は、布留式Ⅰ期併行期に集中する傾向がみられる。

第10図 石川県古墳時代前期の甕形土器
(庄内式後半期~布留式前半期：註文献21の図7を一部転載)

次に、小型丸底鉢G類(第9図3)は、布留式Ⅰ期新相併行期の土器型式である。一般
的に横箆磨きが緻密に施されることが特徴である。このタイプは、布留式土器の土
器型式を分類する指標の一つである。小型丸底鉢G類の布留式成立期のⅠ期古相から
Ⅱ期古相への土器型式の変化を示す。第9図11→12→13→14の型式変遷を経て、布留
式定形化段階４世紀(1/4分期)の布留式Ⅱ期古相の指標である有段口縁K類(図15)へと

22)『神原神社古墳』島根県加茂町教育委員会、2002
23) 金海水佳里遺蹟Ⅳ層出土の山陰系甕は、申敬澈氏にお世話になり実見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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型式が変遷する。
會峴洞遺蹟Ⅴ層出土の布留式小型丸底鉢G類(図3)は、やや浅い器形であるが、福
岡県西新町遺蹟24)97號竪穴住居出土(図13)の布留式Ⅰ期新相併行期の土器型式に近
似する。ちなみに、布留式土器成立期の小型丸底鉢H類第9図10は、新相の丸底鉢I類
(図16)→Ⅱ期古相のI類(図17)へと変化する土器型式である。また、月影Ⅱ式には、Ⅰ

期古相併行期の小型丸底鉢H類(図6)が供伴している。更に、布留式定形化段階の纏
向遺蹟辻地區土壙7(図15ㆍ17)には、陶質土器を模倣した小型短頚壺(図18)が伴出し
ていることが指摘できる。

要するに、金海會峴洞遺蹟Ⅴ層出土、及び同遺蹟22號竪穴住居出土の土器群は、
畿内の布留式Ⅰ期古相から新相と併行する土器型式である。その時期は、３世紀後
末葉から４世紀初頭に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陶質土器成立との関係で重要なこ
とは、布留式Ⅱ期古相４世紀(1/4分期)段階には、既に、大和で韓半島南部の陶質土

器を模倣した土師器生産が始まっていると言う点である。
2) 鳳凰臺遺跡の土師器系土器
28號土壙出土の布留式系甕E類(第9図9)は、布留式成立期の土器とみられる。口縁

端部の内面肥厚が顕在化する以前の形態で、端部内面が極小さく丸められている。
胴部内面箆削り、外面は刷毛目調整で叩き目はみられない。近畿の布留式成立期に
は、庄内式以来の胴部外面に叩き目(第11図8)を残すC類と、刷毛目調整(第11図9)D

類の二つの製作技法に分かれることが特徴である。韓半島南東部の布留式系甕は、
叩き目技法ではなく、後者の刷毛目手法のタイプが遙かに多い。布留式Ⅰ期古相か
ら同新相の土器型式であり、３世紀後末葉~４世紀初頭に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

布留式系甕E類(図９)は、第19図1０に示す陶質短頚壺と伴出している。この壺は肩
部に小さく三角形状の突起を双方に貼り付けた“三角突起附短頚壺”である。胴部全体
が丸く球胴形で、器壁が薄く均一に整えられる端正な造りである。この陶質短頚壺
の時期は、上記した布留式甕E類との伴出関係に拠って、降っても布留式Ⅰ期新相の

４世紀初頭の時期である。

24) 重藤輝行『西新町遺蹟Ⅱ』福岡県埋蔵文化財報告書 第154集、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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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図 嶺南地域の土師器ㆍ土師器系土器と西日本の土師器(2)
1ㆍ13：金海府院洞遺蹟A区Ⅴ層 2ㆍ14~16：奈良県坂田寺下層 3：府院洞C區 4：大阪府久宝寺遺蹟井
戸SE531 5：奈良県纏向遺蹟辻地区土壙1 6ㆍ7：府院洞遺蹟A区Ⅳ層 8ㆍ9：纏向遺蹟辻地区土壙4下
層 10：大阪府萱振遺蹟井戸SE03 11：大阪府小若江北遺蹟 12：纏向遺蹟辻地区土壙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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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要なことは、完成された陶質土器が遅くとも４世紀初頭には成立していること
が指摘できる点である。第Ⅳ章で陶質小型壺の成立について述べるが、瓦質土器と

共通する製作技法ではなく、既に、陶質土器として“無紋叩目”の三角突起附短頚壺が
完成していることに着目する。

2. 府院洞遺跡の土師器系土器
1980年当初、金海地域での三國時代の土器研究に関する大きな研究成果が認めら
れる。府院洞遺蹟の発掘調査による沈奉謹氏の土器編年25)である。この韓國内にお
ける土器研究成果が、今後の一つの基点となる。この研究成果に現在、日本での土

器型式学研究の成果を重ねて、金海地域の土師器と土師器系土器の分析と考察を
行ってみたい。
1) 府院洞A區Ⅴ層の土師器系土器

府院洞遺蹟A區Ⅴ層出土の土師器二重口縁壺(第11図1)は、列島の山陰(島根ㆍ鳥取
県)地域に系譜の起源をもつ。このタイプの山陰系壺は、近畿地域の大阪府や奈良県
の古墳時代前期の遺蹟からもしばしば出土する。奈良県坂田寺下層出土(第11図2)、

同時期の大阪府八尾市矢作遺蹟等にみることができる。坂田寺下層26)の山陰系壺と
布留式高坏G類(11図2ㆍ14~16)は、布留式Ⅱ期古相であり、４世紀前葉(1/4分期)に位
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
山陰系二重口縁壺(1図)は、器形と胎土および製作技法からみて、日本からの輸入
品とみることができる。また、府院洞A區Ⅴ層出土の高坏の杯部(第11図13)は、布留
式Ⅰ期新相から布留式Ⅱ期古相(第13図14ㆍ15)の特徴を備えている。また、高坏の脚
部(第13図15)は、柱状部内面が膨らむもので、畿内地域には認められない形態であ
り、畿内と金官地域の折衷技法とみられる。また、北部九州系の土師器(第1３図4ㆍ
36)が、Ⅴ層からⅢ層に継続的に認められる。

以下、府院洞遺蹟A區Ⅴ層~A區Ⅰ層を、府院洞Ⅴ層ㆍ府院洞Ⅳ層ㆍ府院洞Ⅲ層ㆍ
25) 前掲註19と同じ。韓国出土の土師器研究の出発点になった基礎研究である。
26) 木下正史「飛鳥地域出土の古式土師器」『考古学雑誌』第60巻 第2号、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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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院洞Ⅱ層ㆍ府院洞Ⅰ層と省略して記すことがある。
2) C區出土の土師器系土器
C區出土の高坏類には、時期が区別できるものが認められる。高坏の脚部(第１１

図3)は、庄内式高坏A類とみられる。このタイプの高坏は、第11図4ㆍ5に示す通り、
短い柱状部と屈曲して大きく裾が拡がる脚部である。この特徴をもつ庄内式Ⅱ期古
相の高坏A類(図4)は、柱状部が中実であり、Ⅱ期新相の高坏A類(図5)では中空であ
る。C區の高坏A類(図3)は、柱状部が中空であり新しい要素が認められる。C區の高

坏A類の時期は、庄内式Ⅱ期新相(図5)に近いタイプであるが、新しい要素もみられ
る。したがって、庄内式Ⅱ期新相併行期以降であり、３世紀後葉に求められる。
C區出土の高坏(第１３図16)は、A區Ⅴ層との出土層位の関係が不明であるが、脚

部の裾に「L」字状の段を造らずに、大きく拡がる器形で、脚下方に円孔を四カ所穿
つ特徴をもつ。この土師器は近畿以西の系譜の土器ではなく、広く北陸ㆍ東海(愛知

県)地域の土器とみられる。この高坏の時期は、庄内式Ⅲ期倂行期の３世紀後葉の時
期であろう。
3) 府院洞A區Ⅳ層出土の土師器系土器

府院洞A區Ⅳ層出土の布留式系土器は、小型丸底鉢J類と甕E類が認められる。小型
丸底鉢J類(第11図6)は、布留式土器の中核をなす器種である。庄内式成立期の器形は
尖り底で、倭における土師器そのものの成立の指標として、庄内式土器成立期(Ⅰ期)
の3世紀初頭に遡る(第18図)。

府院洞Ⅳ層出土の小型丸底鉢J類(図6)は、口縁部が短く、体部がやや浅いという特
徴をもつ。口縁部が内湾して大きく開く、布留式Ⅱ期古相の纏向遺蹟SK11出土の小
型丸底鉢J類(第15図14)と比較して、やや新しい要素が認められる。同時に口縁部は
内湾を意識するが、ごく僅かであり、土師器系土器とみられる。布留式Ⅱ期中相の
久宝寺南遺蹟27)SD45上層出土の小型丸底鉢D類(第15図11)との間に位置づけられる土
器型式である。

27) 一瀬和夫『久宝寺南－久宝寺ㆍ加美遺跡の調査－』大阪文化財センター、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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布留式土師器甕E類(11図7)は、内面箆削りと布留式土器の特徴である口縁端部の
内面肥厚という、器形と製作技法の二つの特徴から布留式甕であることは確実であ
る。胎土に拠って、製作地も大阪府生駒山西麓(河内)の可能性が高く、日本からの輸

入品とみることができる。また、纏向遺蹟辻地區土壙SK7出土の甕E類(11図12)と比
較して、口縁端部の内面肥厚はほぼ同様であるが、内面箆削りが始まる位置が頸部
の下位であり、やや新しい傾向がみられる。しかし、外面の頸部周辺に斜め、肩部
には横方向の刷毛目が認められる。この刷毛目が横撫でに拠って再調整され、刷毛

目が見えにくいため、実測図では刷毛目が示されていない。この刷毛目の手法的特
徴は、布留式Ⅱ期古相の小若江北遺蹟のE類(図11)等の手法に類似する。府院洞Ⅳ層
は、4世紀中葉(2/4分期)、布留式Ⅱ期古相~中相の時期に比定することができる。
4) 府院洞A區Ⅲ層ㆍⅡ層出土の土師器系土器

次に、府院洞A區Ⅲ層出土の土師器は、北陸系甕ㆍ同系小型器台と直口壺B類(12図
1ㆍ2ㆍ3)である。土師器系甕(12図1)は、口縁部下端に稜を造るタイプで北陸系甕(石

川県域)の特徴がみられる。小型器台(図2)も杯部が小さく深い点から、北陸系土師器
の可能性がある。

直口壺B類については、第Ⅲ章１項でまとめて述べるため、ここでは、府院洞Ⅲ層
のB類(第12図3)は、布留式Ⅱ期中相併行期の４世紀中頃の時期が考えられることを

示しておきたい。
府院洞Ⅱ層出土の高坏(第12図8)は、杯部の特徴から布留式系土師器である。この
土器型式は、奈良県上ノ井手遺蹟28)SD031(第12図4~7)出土、及び飛鳥藤原宮下層29)
SD192(12図9~11)の土師器と比較することができる。府院洞Ⅱ層出土の高坏(図8)は、

口縁部と底部の接合技法にSD192の高坏(図11)と共通点が認められる。つまり、飛鳥
藤原宮下層SD192と併行する布留式Ⅱ期新相の土器型式であり、府院洞Ⅱ層出土の土
器類は、4世紀後末葉に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

28) 前掲25と同じ
29) 前掲28と同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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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図 嶺南地域の土師器ㆍ土師器系土器と西日本の土師器(2)
1~3：金海府院洞遺蹟A区Ⅲ層 4~7：奈良県上ノ井手遺蹟溝SD 031 8：金海府院洞遺蹟A区Ⅱ層 9~1
1：奈良県飛鳥藤原宮下層溝SD 912

5) 金海府院洞遺蹟の土器編年
ここでは、第13図に示す府院洞遺蹟出土の軟質土器編年を詳細に検討した結果、

拙著『古墳時代の土器と社会構造』30)で示した、府院洞土器編年の年代観を若干遡
らせて変更することが、韓国の土器編年を研究するためによいと考える。

府院洞遺蹟C区は3世紀後葉~4世紀、A區Ⅴ層は、４世紀前葉を４世紀初頭~前葉：
布留式Ⅰ期新相~Ⅱ期古相、同Ⅳ層＝４世紀中葉(2/4分期)：布留式Ⅱ期古相~中相、
同Ⅲ層＝４世紀中頃：布留式Ⅱ期中相、同Ⅱ層＝４世紀後末葉：布留式Ⅱ期新相~Ⅲ
期古相、同Ⅰ層＝5世紀初頭~5世紀前葉：布留式Ⅲ期新相。
その結果、府院洞Ⅲ層とⅣ層との時期差が短くなり、府院洞Ⅲ層は４世紀(3/4分

期)に位置づけられることを指摘しておきたい(第13図)。
30) 坂野和信『古墳時代の土器と社会構造』第１章、第2表 「韓半島嶺南と吉備ㆍ大和の土器編
年と併行関係」ｐ40参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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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のように変更すれば、府院洞Ⅰ層併行期にみられる金官伽倻における器種構
成の大きな変容は、別稿で述べるが、金官伽倻政権の危機と社会の内部変容とし
て、日本海(東海)を内海とする倭と相互に連動した大きな社会変動であり、４世紀

末~５世紀初頭に、新たな歴史的画期が求められることに繋がる。

3. 釜山地域の土師器系土器
1) 東莱貝塚の土師器系土器
1980年の府院洞遺蹟発掘調査から13年経た1993年に釜山市東莱貝塚の調査31)が行
われた。4m×4ｍのトレンチ3箇所の狭い面積の発掘調査であったが、３世紀後末葉か
ら４世紀初頭の山陰系ㆍ北陸系の土器と布留式土器を主体とする土師器と土師器系

土器が出土した。特にⅧ層F區とⅩ層F區からは小破片であるが、山陰系土器と布留
式系甕が多く出土している。
東莱貝塚から出土した布留式土器は、第14図に示すとおり、Ⅷ層からは口縁端部
内面が小さく肥厚して立ち上がる布留式Ⅰ期新相の甕E類(第14図2~5)が多く出土し
ている。また、小型丸底鉢G類(図1)もみられる。Ⅸ層からは、山陰系甕A類(図7)が出

土している。この山陰系甕A類は、本章第１項で説明した、金海會峴洞遺蹟Ⅴ層出土
の布留式Ⅰ期古相併行期の山陰系甕(第9図2)と比較して、口縁部下端の段が鈍くな
り、やや新しい傾向がみられる。
F區Ⅷ層からは、陶質両耳短頚壺(図6)が出土しており、陶質土器の年代を規定する

手掛かりを得ることができる。別稿で詳しく説明するが、古式陶質土器の年代観を
考察する素材の一つである。即ち、釜山東莱貝塚F區Ⅷ層とⅨ層は、布留式Ⅰ期新相
併行期の３世紀末~４世紀初頭に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
2) 東莱貝塚の土師器系土器の年代と性格

Ⅷ層より下層のF區Ⅹ~ⅩⅡ層の土器組成(第14図8~13)は、上層のⅧ層とは異なる。
その土器組成に甕類は多いが、小型器台の脚部(図10)、直口壺(図12)が認められ、器

31) 洪潽植『釜山の三韓時代遺跡と遺物Ⅰ－東莱貝塚－』釜山壙域市立博物館、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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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図 金海府院洞遺蹟AㆍC區の軟質土器編年
Ⅴ層：４世紀初頭~前葉ㆍ布留式Ⅰ期新相~Ⅱ期古相 Ⅳ層：４世紀中葉：布留式Ⅱ期古相~中相 Ⅲ
層：４世紀中頃ㆍ布留式Ⅱ期中相 Ⅱ層：4世紀後末葉ㆍ布留式Ⅱ期新相~Ⅲ期古相 C区:3世紀後葉~4
世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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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構成が多様化することを指摘できる。また、甕類は山陰系小型甕(図8)、北陸系甕B
ㆍE類(図13ㆍ9)、布留式系甕E類(図11)である。このように土師器系土器の出自は、
先に述べた會峴洞遺蹟出土の土師器系土器と同様に列島の三つの地域であること
が、両者に共通する特徴である。

第14図 嶺南地域の土師器ㆍ土師器系土器と西日本の土師器(4)
1~6：釜山東莱貝塚F區Ⅷ層 7：同遺蹟F區Ⅸ層 8~12：同遺蹟F區Ⅹ層 13：同遺蹟區ⅩⅡ層

直口壺(図12)は、日本での地域的系譜を求めることが難しい。横箆磨きで調整され
る点と器形は、土師器の特徴である。しかし、口縁部と胴部との接合部には、再成

形が施されないため、頸部内面に口縁部の末端がとびだしている。一般的に土師器
では、この突起は再調整して削り取られるものである。口縁部と胴部の接合技法
は、第15図2ㆍ3ㆍ6ㆍ10に示す通り、土師器の製作技法の総てではないが、内面突起
は認められない。また、器壁も厚いことから輸入品ではないとみ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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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層より下層の土師器は、Ⅷ層出土の甕類と比較して、古式の布留式土器成立期
の土器群である。問題点は、金海地域と同様に山陰系土器(第1４図7)、及び北陸でも

出土量の少ない北陸系甕E類ㆍB類(図9ㆍ13)が出土していることである。
弥生時代以来の北部九州との交易関係に加えて、３世紀後葉~４世紀初頭には、山
陰ㆍ北陸地域の人々が、洛東江河口域の西岸金海と東岸釜山地域へ往来し、或いは
移住して生活したことを物語る。つまり、金官伽倻には、河口域の西岸と東岸に二
つの導入路と対外交渉の窓口が存在し、日本海を内海にして、交易を営む二つの中

核的拠点が存在したと考えられる。
洛東江河口域の西岸と東岸域から出土する古式土師器は、倭の布留式土器成立期
のⅠ期に遡る土器型式であることが、歴史的意義をもつ問題点である。３世紀後末

葉の畿内政権と金官伽倻政権との交流ㆍ交易関係においても、着目すべき出来事で
ある。布留式土器成立期には、日本海に面する山陰ㆍ北陸地域と金官伽倻との交渉

ㆍ交易ルートが確保されていたことが、以上の検討に拠って明らかである。金官伽倻
は、北部九州と畿内政権(政体)との政治的関係と経済的交易以外にも、日本海を内

海として、山陰ㆍ北陸地域とも交流し、多面的外交ㆍ交易活動を行う国際交易都市
であったことが特筆できる。

4. 洛東江河口域における二つの勢力
倭と金官伽倻の交渉には、洛東江河口域の東岸と西岸に二つの勢力が存在する。
河口域の西側に位置する大成洞ㆍ良洞里ㆍ禮安里古墳群を代表する金官政権、及び
釜山地域の東莱福泉洞ㆍ老圃洞古墳群に代表される勢力である。この二つの政権(政
体)は、第Ⅰ章１項でも述べたが、金官を盟主として一つにまとまりをもつ、金官伽
倻を構成する政体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
洛東江河口域を拠点とする東西二つの勢力の優位性の背景は、対外的には南海ㆍ
東海ㆍ黄海の海上交通ㆍ交易と、半島内部には、洛東江に拠る内陸部への物資の輸
送路を確保して交易を行い、國内外に“二重の中継ぎ交易”を展開する経済的優性を指
摘することができる。また、金官伽倻は、人々が頻繁に往来することに拠る技術ㆍ文
化交流、及び総合的に情報が集中する条件が整った、國際交易都市としての機能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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もつ社会組織であったことが推定できる。

対倭との対外交渉ㆍ交易では、金官伽倻政権の特質の一つである鉄生産を基軸と
して、倭との日本海を内海とする“中継ぎ交易”が、３世紀から５世紀初頭の金官伽倻
を盟主とする伽倻繁栄の背景として浮かび上がってくるのである。また、新羅と倭と
の交流関係についても、同様のことが指摘できる。

倭との対外交渉と交流の副産物の一部として、人々の往来や移住を示す物証が土師
器ㆍ土師器系土器であり、次に説明する金官伽倻と倭の折衷技法の土器を挙げるこ
とができる。
そもそも畿内における布留式土器は、倭の中部瀬戸内の吉備を中心とする酒津式

土器と、山陰地域の島根(出雲)の的場式ㆍ鍵尾式土器に系統ㆍ系譜をもつ土器組成
として、これらを大和で再構築を行って成立したものである32)。

第Ⅳ章で述べるとおり、事実、吉備の酒津式小型甕と類似する小型甕は、金官伽
倻における大型木槨墓の成立期である３世紀中頃~後半の副葬品として、この地域の
首長層墳墓に少なからずみることができる。

Ⅲ. 金官伽倻と倭の折衷技法土器
韓半島南部での陶質土器の成立と動態は、「はじめに」で述べた通り、３世紀中
葉以来の倭と連動した“歴史的波動”として、“列島に照射”され庄内式土器の変容と、
布留式土器の成立に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る。また、半島における列島の土師器に
ついてみれば、相互交流の結果、韓半島南部の陶質土器ㆍ軟質土器の器種構成に
は、共通性も認められるため、少なからず半島が影響を受ける局面も認められる。し
かし、土師器の土器型式の反映については、金官伽倻においても、その実体像を未
だに解明することができない。

折衷技法土器は、韓日両國の土器組成(器種構成)と、土器型式を比較検討する素
材の一つであり、両國の社会と文化が反映されたものである。金官伽倻の主な折衷
技法の土器は、軟質直口壺と小型器台である(第16図1ㆍ3ㆍ4、6ㆍ7ㆍ9)。また、土師
32) 坂野和信『古墳時代の土器と社会構造』第6章1節2項「内海交易と陶質土器文化圏の成立」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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器系軟質甕は、内湾口縁甕A類とB類(第17図)である。
要点を先にまとめて述べると、金官伽倻では、遅くとも４世紀前葉には、土師器
の器種構成と類似する陶質小型器台、軟質小型器台が成立している。しかし、器形
と装飾には相違が認められる。小型の陶質長頸壺と軟質直口壺も４世紀前半には成

立している。また、４世紀中葉には、陶質小型丸底壺と陶質小型器台の組み合わせ
が、一般化することが大きな特徴である。
このように金官伽倻では、多様で複雑な折衷技法の土器形式(form)と、その型式
(type)が認められる。ここでは、折衷技法土器の典型例として、金官伽倻の主に軟質

直口壺と小型器台、陶質小型壺類、及び軟質内湾口縁甕の製作技法と系統ㆍ系譜に
ついて考察する。

1. 壺と器台
1) 輸入直口壺の系譜
まず、土師器直口壺で輸入されたもの(A類)について検討を行う。全羅北道の出土

例であるが、輸入品であるため、参考例として扱うことにしたい。
全北の高敞郡상두里出土の直口壺33)(第15図ㆍ写真1)は、採取品とみられる。直口
壺の手法は、口縁部内外面に横箆磨きの後に、外面は細い縦箆磨き、胴部から底部
には、箆削りの後にやや幅の広い横箆磨きが施される。胴部は中央に最大径を造
り、底部は丸底である。この器形と手法が比較できる土器型式は、近畿地域の庄内

式終末期~布留式成立期の第15図2と3の直口壺A類である。
庄内式終末期から布留式Ⅰ期古相の直口壺A類(図2)は、口縁部と頸部の接合部に
小さい括れ部を造ること、及び底部が小さく尖り気味である点が特徴である。輸入
直口壺A類(写真1)には、この二つの特徴はみられない。しかし、器形の全体的特徴に
は類似点も認められる。次の型式である布留式Ⅰ期古相~新相の直口壺A類(図3)と
は、器形に類似点が多く認められる。次の新しい型式である布留式Ⅰ期新相~Ⅱ期古

相の直口壺A類(図6)とは、胴部の形状に大きな違いが認められる。このタイプは、胴

33)『特別展 古代亜細亜文物交流』釜山特別地区福泉博物館、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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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の下位に最大径を造ることが特徴で、写真1とは大きく異なっている。

第15図 嶺南地域の土師器ㆍ土師器系土器と近畿地域の土師器(3)
1：高敞郡상두里採集品 2：纏向遺蹟東田地区南溝(南部)上層 3~5：久宝寺南遺蹟土壙45 6~9：同遺蹟
井戸SE601 10~13同遺蹟溝SD45 14ㆍ15：纏向遺蹟辻地区土壙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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輸入直口壺A類の位置づけを明確にするために、畿内の直口壺A類と伴出関係が認
められる土器類について、簡単に説明する(第15図3~13)。大阪府久宝寺南遺蹟34)土

壙SK45出土の直口壺A類(図3)は、小型丸底鉢D類ㆍG類(図4ㆍ5)を伴っている。小型
丸底鉢D類は、庄内式Ⅲ期からの系譜を継承するものである。また、小型丸底鉢G類
の成立は、布留式Ⅰ期新相の指標の一つである(第18図)。

次に、時期が新しい久宝寺南遺蹟35)井戸SE601出土の直口壺A類(第１５図6)には、
「X」字形器台(図7)、小型丸底鉢F類ㆍ小型丸底鉢K類(図8ㆍ9)が伴っている。この直
口壺A類と「X」字形器台(図6ㆍ7)には、組み合わせ(セット)関係が認められる。ま
た、纏向遺蹟辻地区土壙14にも、小型丸底鉢J類と「X」字形器台の組み合わせ(図14

ㆍ15)が認められる。この直後の土器型式は、布留式Ⅱ期古相の久宝寺南SD45上層出
土の土師器(第15図10~13)を示すことができる。
輸入直口壺A類は、個体差を勘案すれば、布留式Ⅰ期古相(３世紀後末葉)の範疇の
土器型式と考えられる。
2) 折衷技法壺類の特徴と変遷過程

折衷技法の直口壺は、金官伽倻で生産されたものであり、直口壺B類に分類する。
折衷技法の直口壺B類は、府院洞Ⅴ層の陶質小型器台ㆍ小型高坏の成立との関係も考
慮して、布留式Ⅰ期新相に始まり、布留式Ⅱ期新相まで五つの段階に區分して把握
することができる(第16図)。

一段階は図示できないが、二段階の福泉洞42號墳36)の直口壺B1類(第16図1)の頸部
には、括れ部が造られ古式の様相を示す。しかし、頸部が太く胴部は低い偏球形状
である。近畿地域の土師器にはみられないタイプである。技法の特徴は、器体の内

外全面にやや粗い横箆磨きが施されることである。直口壺の胴部内面に横箆磨きを
施す例は、列島の土師器にはみられない。土師器の箆磨きの意識と金官伽倻地域の
瓦質土器の製作技術が、福泉洞42號墳の直口壺B1類(図1)に反映された結果と考えら
れる。
34) 前掲註25と同じ
35) 前掲註26と同じ
36) 安在晧 「土師器系軟質土器考」『伽倻と古代東アジア』新人物往来社、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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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泉洞42號墳の直口壺B類と器台は伴出していないが、受け部が広い福泉洞71號墳
の軟質器台(第16図6)と、同じタイプの器台が組み合うものと考えられる。後続の土

器型式から４世紀前葉に位置づけられる。
金官伽倻では、同時期と考えられる畿内の直口壺A類(第15図10)とは、器形の差異
が拡がっている。むしろ、吉備系直口壺A類(第16図2)は、小型丸底鉢K類(図18)と供

伴するものであり、この直口壺A類の括れ部と胴部の形状に関連がみられる。布留Ⅱ
期古相~中相併行の４世紀前葉~中頃である。しかし金官伽倻では、列島の土師器と
関連しつつ、異なる方向性をもつ土器形式の展開が認められる。
三段階は二段階の福泉洞42號墳の直口壺B1類の系譜と直接繋がる直口壺は、現
在、資料不足で図示できない。
四段階は、大成洞35號墳37)出土と府院洞遺蹟38)Ⅲ層出土の直口壺B2類(第16図3ㆍ
4)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大成洞35號墳の直口壺B1類(図3)は、後述する陶質長頚壺

ㆍ小型器台(12ㆍ13)と供伴関係が認められるものである。この直口壺B1類(第16図3)
の特徴は、頸部は先行型式と同様に太いが、胴部の張り出しが小さくなることであ
る。しかし、その手法は、口縁部から胴部上半には、箆磨きを意識した掻き目風の

細い条線が浅く丁寧に施されており、あたかも土師器の緻密な横箆磨き手法が行わ
れたかのように仕上げている。このように、土師器との関係は無縁ではないが、土師

器との土器型式の差異は、更に拡大している。
四段階の中でもやや新しい傾向の直口壺B類は、府院洞Ⅲ層出土の直口壺B2類(図
4)である。法量が小さいもので、太い頸部に対して胴部の張り出しが、二段階より一

層小さくなるタイプである。つまり、直口壺B類における土器型式の変化の方向性
は、胴部の形状に顕在化していることが指摘できる。

直口壺B類の型式の変化は、二段階：福泉洞42號墳(図1)→二段階○→三段階：大
成洞35號墳(図3)→府院洞Ⅲ層出土(図4)の順にしたがって変化すると考えられる。
3) 軟質器台の変遷過程と年代

直口壺B類の器台と考えられる土師器系「X」字形器台(第16図5ㆍ6ㆍ7ㆍ9)の変遷
37) 前掲註11と同じ
38) 前掲註19と同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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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図 嶺南地域の土師器ㆍ土師器系土器と西日本の土師器(5)
1：福泉洞42號墳 2ㆍ18：岡山県加茂政所遺蹟60号竪穴住居 3ㆍ12ㆍ13：大成洞35號墳 4ㆍ19~21:府院
洞遺蹟A區Ⅲ層 5：月城路31號墳 6ㆍ10：福泉洞71號墳 7ㆍ8：福泉洞57號墳 9：大成洞47號墳 11：禮
安里77號墳 14~17:府院洞Ⅴ層 22~25：府院洞遺蹟A區Ⅱ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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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程を説明する。既に、この器台の系譜については、第１章２項で述べたので省略
して、その変遷過程を検討する。良好な資料に恵まれないため、敢えて、金官伽倻
とは地域が異なる新羅の月城路31號墳出土の「X」字形器台(図5)を参考として加え
ることにしたい。

「X」字形器台は、低脚で受け部が大きく拡がる特徴をもつ。金官伽倻では、直口
壺B類(第16図1ㆍ3ㆍ4)とセットになる器台は、法量と底部の形状からみて、軟質
「X」字形器台と考えられる。この器台の手法は、箆磨きを施すもの(図6ㆍ7)と、そ
うではないタイプ(図5ㆍ9)が認められるため、箆磨きの有無に拠って時期差を推定す
ることは難しい。

「X」字形器台の位置づけに関しては、既に検討した一段階の月城路31號墳(図5)
と、三段階の府院洞Ⅲ層期の土器型式が定点となる。更に、五段階は福泉洞57號

墳39)の器台(図7)は、土師器系の小型丸底鉢I類(図8)との供伴関係が認められる。こ
の小型丸底鉢I類は、既述した飛鳥藤原宮下層SD192の小型丸底鉢I類(第12図9ㆍ10)に

近似するものである。また、布留式Ⅱ期中相の奈良県上ノ井手遺蹟40)SD031の同I類
(12図4ㆍ5)より、新しい土器型式と考えられる。つまり五段階は、飛鳥の土師器と福

泉洞57號墳の両者の小型丸底鉢I類の比較に拠って、布留式Ⅱ期新相の４世紀後末葉
に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

器台の型式は変化が遅く、土器型式の指標にはなりにくいが整理する。一段階：
月城路31號墳(図5)→二段階：福泉洞42號墳併行期(○)→三段階：福泉洞71號墳(図6)
→四段階：大成洞35號墳併行期(○)→五段階：福泉洞57號墳(図7)ㆍ大成洞47號墳(図
9)の五つの段階に変化するものとみられる。このように金官伽倻では、直口壺B類と

「X」字形器台は、土師器と関係しつつも独自の展開過程が認められる。

2. 陶質長頸壺と小型器台
金官伽倻の陶質小型器台は、列島の土師器小型丸底鉢と小型器台とのセット関係
とは異なる器種構成である。小型器台は、小型丸底鉢とのセット関係ではなく、陶
39) 李在賢『東莱福泉洞古墳群Ⅲ』釜山大学校博物館 研究叢書 第19輯 釜山大学校博物館、1996
40) 前掲註25と同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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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長頸壺、或いは陶質小型壺と組み合う器種構成が一般的である。この小型器台と
の組み合わせが問題点であると同時に、金官伽倻の特質を現す土器形式(form)であ
る。
1) 長頸壺ㆍ小型器台の特徴と変遷過程

金官伽倻では先に述べた通り、陶質長頚壺と小型器台の変遷過程は、列島の土師
器の動態とは、一層の距離を置いた展開が認められる。ここでは主として、陶質長
頚壺と陶質小型器台の変遷過程について述べる。
一段階の府院洞遺蹟Ⅴ層からは、陶質小型器台(第16図14)と高坏(第16図15)、及び
軟質器台(図16ㆍ17)が出土している。小型器台は陶質ㆍ軟質の何れも受け部の下端に
突線を一条巡らすことが特徴である。脚部は大きく拡がり下端に段を造る。軟質小
型高坏(図17)は、脚部が拡がるものである。小型器台(図14)には、後続系譜も認めら
れる。しかし、軟質小型器台(図16ㆍ17)に後続系譜はみられない。

比較的法量が大きい小型高坏(第16図15)にも、器台と同様に口縁部と底部の境に突
線を一条巡らしているが、平底に近い底部である。脚部は器台と同様の形状とみら
れる。陶質小型器台の成立期に組み合う、陶質小型壺の確実な様相は不明である。
しかし、陶質小型壺の成立は、小型器台の存在に拠って、府院洞遺蹟Ⅴ層期に遡る
ことであろう。

二段階の陶質長頸壺(第16図10ㆍ11)は、列島にはみられない金官伽倻独自の展開が
認められる。この土器型式には、上記した器台と共通する突線が、口縁部の上位に
一条施されることが特徴である。この特徴は、三ㆍ四段階の小型壺(図20、21ㆍ22、
23)にもみられ、陶質長頸壺ㆍ小型高坏ㆍ器台と小型壺の装飾技法には、一貫する共

通点が認められる。
福泉洞71號墳41)の陶質長頸壺(図10)は、やや法量が大きく、口縁部の突線が強く
引き出されて、目立つタイプである。禮安里77號墳の陶質長頸壺(図11)と比較して、
三段階の中では、二段階に近い古式の陶質長頸壺とみられる。
陶質長頚壺は、直口壺B類と同様に頸部が太く、肩部はやや張り出すが、胴部は口

41) 申敬澈「嶺南出土の土師器系土器」『3ㆍ4世紀日韓土器の諸問題』交際學術会議、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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径を僅かに上回る程度で、底部は小さい平底である。胴部が球形化する傾向が土器
型式の変化の方向性である。
四段階の資料であるが、大成洞35號墳の陶質長頚壺と小型器台(図12ㆍ13)の組み合
わせに拠って、陶質小型器台(図13)には、陶質長頚壺が組み合う器種構成と考えられ
る。この器種構成が、小型器台の存在に拠って、府院洞Ⅴ層期の一段階に遡る可能

性がある。
陶質長頚壺と小型器台の位置づけに関しては、既に検討した四段階の大成洞35號
墳出土(図12ㆍ13)が、現在の資料では、年代の下限として一つの定点となる。この土
器型式の時期は４世紀中頃である。更に、五段階の福泉洞57號墳の器台(図7)は、既
に指摘した、土師器系小型丸底鉢I類(図8)との供伴関係が認められるものであり、４

世紀後葉である。
2) 陶質長頸壺の年代と問題点

府院洞Ⅲ層ㆍⅡ層からは、小型長頚壺(第16図20~23)と小型器台(図24)、及び小型
高坏(図25)が出土している。また、府院洞Ⅲ層には、土師器と類似する陶質の小型丸
底鉢J類(図19)が認められる。
陶質小型壺の口縁部には、長頸壺と同様に突線が一条施されている。土師器には
ない、金官伽倻地域の特徴を示す土器型式である。府院洞Ⅲ層出土の小型壺(図20ㆍ
21)は、強く突線が引き出され目立っている。これに対してⅡ層出土の小型長頚壺(図
22ㆍ23)は、突線が弱く胴部が偏球形状に低くなり、土器型式に変化が認められる。
これらの小型壺は、脚部が細くて高い、三角状の窓を三方向に穿つ陶質小型高坏(図
24)と組み合うものと考えられる。また、府院洞Ⅱ層出土の小型高坏(図25)は、底部
が円弧状であり法量の大きい丸底の長頸壺(図12)等と、後続する壺の器台にも使用さ
れたとみられる。

府院洞Ⅲ層出土の土師器系小型丸底鉢J類(図19)は、口縁部が内湾するタイプで、
府院洞Ⅳ層出土の小型丸底鉢J類(11図6)の後続系譜である。この小型丸底鉢J類は四
段階に位置づけられ、府院洞遺蹟Ⅲ層の時期、即ち、布留式Ⅱ期中相の４世紀中頃
(2/4分期)である。

問題点は、倭において土師器本来の土器組成である小型丸底鉢と小型器台の器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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構成が、布留式Ⅱ期新相の４世紀後葉に急速に衰退することである。そして、布留
式Ⅲ期古相の４世紀末頃には、既に崩壊することが明らかである。これらの二つの時
期は、古墳時代前期の器種構成(土器組成)が、大きく変容する古墳時代中期へ移行
するさなかにある段階である42)。

一方、金官伽倻の府院洞Ⅱ層では上記の通り、陶質長頚壺と小型器台のセット関
係が認められる。金官伽倻では、むしろ、府院洞Ⅲ層＝布留式Ⅱ期中相併行期
に、陶質小型壺が最盛期を迎えるからである。したがって、両國の器種構成の大き
な差異は、列島と半島との交流関係を深く考える際に、今後の問題点となる。

3. 内湾口縁甕の系譜と変遷過程
金海と釜山地域の内湾口縁甕(第17図1~11)について、土師器と金官伽倻の土器型
式との関係を述べる。内湾口縁甕には、A類とB類の二つのタイプが認められる。両
タイプは布留式成立期に始まり、布留式Ⅱ期新相まで、概ね、四つの段階に區分し
て整理することができる。

甕の口縁部が内湾する特徴は、第Ⅱ章２項で説明した通り、布留式成立期にはじ
まる土師器の特徴である(第11図10)。また、底部が尖り底である特徴は、同時期の庄

内式系甕(11図8)に認められるものである。金官伽倻の内湾口縁甕は、胴部が卵形のA
類と、撫で肩の肩部をもつB類の二つのタイプが認められる。ただし、資料が不足し
ている。
1) 内湾口縁甕A類の系譜と製作技法
A類成立期の金海大成洞13號墳出土の内湾口縁甕(第17図1)は、胴部に環状把手を

附けて機能するものであり、この機能をもつ甕は列島にはみられない。嶺南地域の内
湾口縁甕には環状把手が多く認められる。
さて、第11図8ㆍ9に示す通り、内湾口縁で底部が尖り底であることは、布留式成

立期における甕の“二面的特徴”そのものである。即ち、庄内式土器以来の尖り底の系
42) 坂野和信『古墳時代の土器と社会構造』第2章4節3項「大和の古墳前期から中期への土器型式
の変遷」ｐ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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譜と、布留式Ⅰ期古相に始まる口縁部の内湾化が反映されたものである。
重要なことは、大成洞13號墳出土の内湾口縁甕(図1)は、布留式Ⅰ期古相(第11図8
ㆍ10)と系譜の繋がりが指摘できる点である。この内湾口縁甕A類の系譜は、福泉洞
93號墳ㆍ福泉洞71號墳ㆍ福泉洞57號墳ㆍ金海龜旨路9號墳43)ㆍ大成洞47號墳(第17図2

ㆍ3ㆍ4ㆍ5ㆍ6)に認められる。
A類の系譜は、一段階：大成洞13號墳→二段階：福泉洞93號墳→三段階：福泉洞71號

墳→四段階：福泉洞57號墳と龜旨路9號墳ㆍ金海大成洞47號墳の四段階に區分して把握
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順序にしたがって、土器型式も変化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

一段階：内湾口縁甕A類における土器型式の変遷過程の特徴は、口縁部の変化にみ
ることができる。大成洞13號墳のA類(図1)は、布留式土器の口縁

部に類似している。しかし、布留式土器の製作技法とは、基本的に異なる底部叩き
出し技法である。内湾口縁甕A類の成立期製作技法の特徴は、胴部外面が刷毛目でな
く、無紋叩き目であり、その内面には楕円形の当て具痕が観察できる。つまり製作

技法は、あくまでも韓半島南部の陶質土器等の技法的特徴を活かした造り方であ
り、布留式土器様式の一部が西日本から導入されたと考えられる。

二段階の福泉洞93號墳(第17図2)は、現在の資料では直接的にA類に繋がらない。
このタイプは金官伽倻での技術的要素が強く現れていることが特徴である。製作技

法にも変化が認められ、胴部外面の上半部は無紋叩き目、下位に格子叩き目、底部
内面には当て具痕がみられる。
三段階：福泉洞71號墳段階(図3)では、口縁部が著しく短くなって、更に強く内湾
する器形に大きく変化している。この傾向と特徴が、誇張されて更に多様化する型

式が次の四段階である。
四段階では内湾口縁甕A類が多様化して、金官伽倻での系譜が継承されている。福
泉洞57號墳(図4)、龜旨路9號墳(図5)、大成洞47號墳(図6)等の土器型式が認められ
る。福泉洞57號墳では、製作技法にも変化が認められる。胴部は格子叩きで成形さ
れた後に、掻き目に拠る再調整が胴部上半に加えられている。また機能面では、大

成洞47號墳の小型内湾口縁甕(図6)に至っても、環状把手が附けられている。この甕

43) 申敬澈ㆍ金宰佑『金海龜旨路墳墓群』慶星大学校博物館 研究叢書 第3輯、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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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図 嶺南地域の内湾口縁甕
1：大成洞13号墳 2：福泉洞93號墳 3：東莱福泉洞93号墳 4：東莱福泉洞57号古墳 5：龜旨路9號墳
6：大成洞47號墳 7：鳳凰臺遺跡27号竪穴住居 8：禮安里古墳31号墳 9：釜山華明洞古墳採取品 10：
龜旨路15號墳 11：禮安里120號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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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機能には、大成洞13號墳の内湾口縁甕A類(図1)成立期以来の伝統が継承されてい
る。龜旨路9號墳(図6)には、胴部に下膨が認められるため、A類と後述するB類との

中間的タイプと考えられる。
四段階の福泉洞57號墳のA類(第17図4)には、本章第１項で述べた通り、金官伽倻
で生産された布留式Ⅱ期新相併行期の小型丸底鉢I類(第16図8)と器台(第16図7)が

伴っている。また、大成洞47號墳にも小型器台(第16図9)が供伴している。したがっ
て、四段階の時期は４世紀後末に位置づけられる。
2) 内湾口縁甕B類の系譜と製作技法
B類成立期の金海鳳凰臺遺跡27號竪穴住居出土の内湾口縁甕(第17図7)の特徴は、

肩部が撫で肩で底部は丸底である。B類は成立の当初よりA類とは異なる土器形式
(form)である。この特徴はB類の成立当初から終末期までの一貫した姿である(第17図
7~10)。

一段階：B類成立期の特徴は、底部内面に布留式土器製作技法の“底部丸底押し出
し技法”に伴う指圧痕が認められることである。この底部内面の指圧痕は、底部を丸

底に押し出すために施す、畿内と吉備の土師器製作技法における特徴的技法であ
る。この“底部丸底押し出し技法”は、韓半島南部における瓦質短頚壺の成立に伴う、

伝統的“底部丸底叩き出し技法”ではなく、内湾口縁甕B類は、列島由来の製作技法に
拠って、製作されていることが最も大きな技術的特徴である。
折衷技法土器の問題点として、重要なことは、内湾口縁甕B類の成立期に限って、
布留式土器の底部成形技法と同一技法が指摘できる点である。しかし、金官伽倻に
おける布留式系譜土器の製作技法は、成立期に限られた一過性の現象に留まってい
ることも明らかである。即ち、倭人が関与する布留式系甕B類の底部押し出し技法
は、布留式成立期の3世紀後末葉の一時期に限られた時期に集中している点が特徴で
ある。

二段階：第17図8に示す内湾口縁甕B類は、A類と同様に金官伽倻の一般的土器製
作技法に拠って製作されている。A類の記述との重複を避けるため省略するが、二段
階の禮安里31號墳44)のB類(図8)には、A類の福泉洞93號墳(図2)と同様、底部内面に
丸底叩き出し技法に伴う、楕円形当て具痕がみ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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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段階：釜山華明胴古墳群45)のB類(図9)は採集品であり、確かではないが三段階
と推定される。内湾口縁甕B類は三段階で終息し、次の府院洞Ⅱ層併行期では、土器

型式に大きな変化が伴っている。
A類四段階併行期の龜旨路15號墳(図10)は、胴部下半が欠失するため、丸底か否か

判断できないが、折衷技法の甕とみられる。口縁部は内湾するのではなく外傾して
いる。また、禮安里古墳の120古墳46)の内湾口縁甕B類(図11)は、胴部下半から底部
に格子叩き目が施され、底部も平底化している。口縁部が内湾化している以外に
は、金官伽倻の土器製作技法との差異は認められない。この口縁部が内湾化する形

状は、別稿で説明する通り、同時期の爐形器台の内湾口縁部と共通するものであ
り、布留式土器との脈略は、既に途絶えている。
このように内湾口縁甕B類の系譜は、一段階：金海鳳凰臺遺跡27號竪穴住居(図
7)、二段階：禮安里31號墳段階(図8)、三段階：釜山華明胴採取品(図9)まで辿ること
ができる。四段階併行期のB類、龜旨路15號墳(図10)は、B類系譜の延長の型式変化
とみられる。しかし、禮安里120號墳(図11)には系譜が辿れない。

禮安里120號墳のB類(図11)の口縁部は、金海龜旨路9號墳ㆍ15號墳ㆍ33號墳ㆍ35號
墳、福泉洞57古墳群出土の爐形器台の口縁部に類似例をみることができる。また、
爐形器台の口縁部内湾化は、既に、内湾口縁甕A類と同様に、大成洞13號墳出土の爐
形器台にも指摘できる。
3) 内湾口縁甕の年代と性格

古墳に副葬される内湾口縁甕は、土器類副葬品の器種構成の一部であり、内湾口
縁甕の時期は、既に検討した陶質長頸壺ㆍ小型壺ㆍ軟質器台との供伴関係に拠って
も導くことができる。また、爐形器台と陶質両耳壺等との伴出関係が認められるも
のが多く、主な副葬品の土器型式との比較検討に拠って年代を導き出すことができ
る。

内湾口縁甕A類成立期の大成洞13號墳出土(第17図1)は、内湾口縁甕A類の成立につ
44) 申敬澈ㆍ安在晧『金海禮安里古墳群Ⅰ』釜山大学校博物館遺蹟調査報告 第8輯、1985
45) 金延鶴ㆍ鄭溌元『釜山華明洞古墳群』釜山大学校博物館遺蹟調査報告 第2輯、1979
46) 安在晧『金海禮安里古墳群Ⅱ』釜山大学校博物館遺蹟調査報告 第15輯、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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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て説明した通り、布留式成立期の“二面的特徴”が反映された土器型式である。した
がって、布留式土器編年47)に拠って、その成立期である布留式Ⅰ期古相：３世紀後

末葉に求めることができる。
次に、二段階の福泉洞93號墳A類(図2)は、積極的な位置づけを行う資料に恵まれな
い。しかし、三段階との土器型式の差異に拠って、４世紀前葉と推定される。

三段階の時期は、第Ⅲ章２項で検討した福泉洞71號墳の陶質長頸壺(第16図10)の位
置づけに拠って、４世紀中葉に求めることができる。
A類終末期の四段階は、福泉洞57號墳(第17図4)と大成洞47號墳(図6)、及び龜旨路9

號墳(図5)の年代と同時期であり、４世紀後葉に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
以上の検討の結果、金官伽倻の内湾口縁甕AㆍB類における列島と半島の折衷技法
土器は、あくまでも、金官伽倻の土器製作技法の特徴と環状把手にみられるよう
に、その機能を活かすものである。A類とB類は、製作技法と機能面に拠って、布留

式土器と比較すれば、A類は布留式土器の形式を導入したものであり、B類は、成立
期において底部の製作技法に、一部“底部押し出し技法”という、布留式土器の特徴が
認められる。しかし、主体的技法は、A類ㆍB類共に金官伽倻における陶質土器と共
通する製作技法である“底部叩き出し技法”であり、この技法に拠って生産されたもの
である。
したがって、内湾口縁甕A類ㆍB類の製作は、倭人が直接的に関わったのではな
く、布留式系甕類のform(形式)のみが金官伽倻に導入されたと考えられる。そして、

３世紀後末葉から４世紀後葉まで、四段階の各時期に亘る土器型式が金官伽倻の
人々に拠って展開されたと考えられる。

Ⅳ. 陶質土器
陶質土器には、瓦質系譜の技法を継承する陶質“有紋叩目”(縄蓆文叩目ㆍ格子叩目
ㆍ平行叩目)と、新生陶器の技法である陶質“無紋叩目”の両者が認められる。後者の
無紋叩目技法が陶質土器の成立における決定的変容である。瓦質土器の還元焔焼成
47) 坂野和信『古墳時代の土器と社会構造』第1章1節3項「布留式土器成立期の特徴」ｐ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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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內式土器成立

脚部中實
尖り底
筒形器台

器台部擴大化
Ⅹ脚器台成立

陶質土器の成立
脚部中空
丸底
器台部擴大

丸底顯在化

布留式成立
丸底完成

期

布留式Ⅱ期古相 : 定形化

第18図 日本の弥生時代終末期と古墳成立期~古墳前期の土器編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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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丸底という基本的技術は、陶質土器に継承ㆍ発展された。陶質土器の製作技法
は、瓦質土器の底部叩き出し技法に拠る丸底の製作技法と一致するだけでなく“粘土

帯輪積技法”である。
陶質土器には瓦質土器の伝統的製作技法を継承する有紋陶質土器と無紋陶質土器
が認められる。この二系統の技法に拠る陶質土器は、ほぼ同時に成立した可能性が

高い。無紋叩き目技法の系統ㆍ系譜は、第Ⅰ章２項で示した通り、小型の“無花果形
短頚壺”にも認められる。この無花果形短頚壺は、陶質土器の成立期における第二の
画期とみられる金海大成洞29號墳ㆍ隍城洞25號墳段階の陶質小型短頚壺の一つのタ
イプとみられる。
ここでは洛東江河口域の土師器系土器との伴出関係が認められる古式陶質土器に
ついて、簡単にまとめる。老圃洞ㆍ禮安里ㆍ大成洞古墳群の一部と、東莱貝塚、會

峴洞遺蹟ㆍ鳳凰臺遺跡出土の陶質土器である。また、別稿へ繋ぐためにも、陶質土
器について筆者の一定の見解を示しておきたい。

1. 瓜形短頚壺の分類と変遷過程
陶質土器の成立に関して、金官伽倻で最も注目される陶質土器は、小型短頚壺と
両耳壺である。その一例として、禮安里74號墳48)出土の小型短頚壺(第19図1)を挙げ
る。底部は丸底で、肩部が張り出す瓜形の胴部を造るものである。このタイプを“瓜

形短頚壺”と呼称する。この土器型式は、資料が不足しており、その全容を明らかに
することは難しいが、以下に説明する通り、概ね五段階に區分して整理することが
できる。

一段階：禮安里74號墳出土の瓜形短頚壺は、爐形器台と臺附有蓋壺とも供伴関係
が認められるものである。この瓜形短頚壺は、現在の資料でみる限り、このタイプと
して最古式と考えられる。３世紀後半の3/4分期頃の時期とみられる。

二段階：一段階の土器型式に繋がるものは、禮安里160號墳49)と禮安里99號墳50)の

48) 前掲註43と同じ
49) 前掲註45と同じ
50) 前掲註45同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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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型の瓜形短頚壺(図2ㆍ3)である。禮安里74號墳と同様に爐形器台と臺附有蓋壺との
供伴関係が認められ、更に、禮安里160號墳ㆍ99號墳からは、陶質両耳壺が伴出して
いる。爐形器台と臺附有蓋壺との比較に拠って、禮安里160ㆍ99號墳の瓜形短頚壺(19

図2ㆍ3)の時期は、禮安里74號墳出土の瓜形短頚壺(図1)より新しく、會峴洞遺蹟２地
區Ⅴ層出土の瓜形短頚壺(19図4ㆍ5)と比較して、古式であることが判明する。つま
り、禮安里160號墳(図3)、禮安里99號墳は、３世紀後葉に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

三段階：會峴洞遺蹟２地區Ⅴ層出土の瓜形短頚壺(図4ㆍ5)である。第Ⅱ章１項で説
明した通り、同遺蹟Ⅴ層は、布留式Ⅰ期古相~新相併行期であり、その時期は降って
も４世紀初頭である。また、２地區Ⅴ層21號竪穴住居出土の瓜形短頚壺(図6)は、土

師器系土器は伴っていないが、２地區Ⅴ層の瓜形短頚壺(図5)と類似する小型のもの
で、同時期とみられる。ちなみに、枡形の陶質平底杯(図7)が伴出している。古式枡

形杯の例として、その法量が注目される。
四段階：四段階の系譜は、福泉洞60號墳51)出土の瓜形短頚壺(図8)である。爐形器
台を伴うものであり４世紀中頃に位置づけられる。
五段階：福泉洞57號墳出土の瓜形短頚壺(図9)は、第Ⅲ章１項で指摘したとおり、
布留式Ⅱ期新相併行期の小型丸底鉢I類(第16図8)を伴うものであり、４世紀後葉に位
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
瓜形短頚壺の変遷過程は、口縁部と胴部に変化の方向性が現れている。即ち、成
立当初は口縁端部外面に、ごく小さく凹部を造る。この口縁端部の造り方が、三段
階の會峴洞遺蹟2地區Ⅴ層(第19図4ㆍ5)、同遺蹟21號竪穴住居出土の瓜形短頚壺(図6)
まで継承されている。

四段階では、福泉洞60號墳(図8)の口縁端部に凹部は造られず、端面が外傾してい
る。ただし、福泉洞60號墳タイプは、三段階との型式的繋がりが不明瞭であり、今

後、資料を補充する必要がある。
五段階では、口縁端部が小さく摘み上げられ、その下端に突線が巡るタイプに変
化している。そして、胴部の変化の方向性は長胴化である。
一段階から五段階の瓜形短頚壺の変遷過程は、両耳壺の変遷過程とも共通する部

51) 李在賢『東莱福泉洞古墳群Ⅲ』釜山大学校博物館 研究叢書 第19輯、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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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図 嶺南地域の土師器と陶質土器
1：禮安里74號墳 2：禮安里160號墳 3：禮安里99號墳 4ㆍ5ㆍ12ㆍ13：會峴洞遺蹟Ⅴ層 6ㆍ7同遺蹟21
号竪穴住居 8：福泉洞60號墳 9：福泉洞57號墳 10：鳳凰臺遺跡28号土壙 11：禮安里90號墳 14：東莱
貝塚F區Ⅷ層

258

東亞文化 6號

分が認められる。別稿で説明するが、両耳壺は瓜形短頚壺と比較して、個性が豊で
その変遷過程は一層複雑であり、3世紀~４世紀の陶質土器編年の指標となる。

2. 三角突起附短頚壺と両耳壺
1) 三角突起附短頚壺

土師器系土器との供伴関係が認められる三角突起附短頚壺は、鳳凰臺遺跡28號土
壙(第19図10)出土と、禮安里90號墳(第19図11)にみられる。前者は、第Ⅱ章１項で説
明した通り、布留式系甕E類(第9図9)と伴出したものである。この三角突起附短頚壺
の胴部は、球形であり器壁も薄く端正に整えられる精緻な造り方で、既に完成され
た陶質土器である。また、三角突起が頸部から離れた位置にあることが特徴であ
る。

鳳凰臺遺跡28號土壙の三角突起附短頚壺は、瓜形短頚壺の三段階に位置する會峴
洞遺蹟Ⅴ層ㆍ同遺蹟21號竪穴住居出土の瓜形短頚壺(第19図4、5ㆍ6)と同一時期であ
る。布留式Ⅰ期古相~新相併行期であり、その時期は降っても４世紀初頭に位置づけ
られる。

禮安里90號墳の三角突起附短頚壺(図11)は、一見、鳳凰臺遺跡28號土壙出土と同
一型式のものとみられる。しかし、両者を比較すると、前者は頸部に近い位置の肩
部に、三角突起を貼り付けるタイプである。そして肩部がやや張り出すもので、長胴
化傾向がみられ、新しい方向性が認められる。また、三角突起が頸部に近い位置に
移動する変化の傾向は、両耳壺にも認められる土器型式の変化の方向性である。禮
安里90號墳の三角突起附短頚壺(図11)は、爐形器台と両耳壺を伴っており、４世紀前
葉に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
2) 両耳壺

聚落遺蹟出土の両耳壺についてみると、會峴洞遺蹟２地區Ⅴ層出土(第19図12ㆍ13)
は、三角形耳(図12)と角形耳(図13)であり、紐を通すための耳に二つのタイプの耳形
が認められる。この角形と三角形の耳形が両耳壺の成立期から認められる。角形耳
の両耳壺は、東莱貝塚F區Ⅷ層出土の両耳壺(第19図14)から出土している。後者の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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耳壺の耳形は、前者の２地區Ⅴ層の角形耳(図13)のように、肩部に対して垂直ではな
く、鋭角に附けられることが特徴である。同時に角形耳の変形タイプであり、丸みを
もつ環状で逆字の「U」字形耳である。両者の口縁部は外反し、外傾する端部に小さ
く凹部が造られる。

２地區Ⅴ層の三角形耳の両耳壺(図12)は、先行する良洞里58墳52)の両耳壺の系譜
を引き継ぐタイプであり、禮安里99號墳の両耳壺と類似するものである。また、２地

區Ⅴ層の角形耳の両耳壺(図13)は、先行型式である大成洞29號墳の両耳壺の次の系譜
に繋がるタイプとみられる。

東莱貝塚F區Ⅷ層出土の大型両耳壺(図14)は、大成洞13號墳にも認められる。前者
は大型両耳壺成立期のタイプであり、その後続系譜は、後者の大成洞13號墳に認め
られる。後続の大型両耳壺の特徴は、長胴化が顕在化して、「U」字形耳が頸部に近
い位置に附けられるものである。ここでは、３世紀後半から４世紀前葉にみられる両

耳壺の変遷過程の一部を示すことに留めて、次の陶質土器成立に関する議論に遷り
たい。

3. 陶質土器成立の学説妙
韓國考古学界では、申敬澈氏に拠って、布留式土器成立期のⅠ期古相の年代は、
「西暦280年前後に置くこと」が示された。この韓国から示された布留式土器成立期
の位置づけは、概ね韓日の共通認識と考えられる(第18図)。また、両耳壺が中国河南

省の越州窯陶磁器の影響を受けて、西晋成立期に中国北方で生産されたとの見方を
採用して、西晋成立期以後に「洛東江下流域において陶質土器の登場時期」が設定
された。そして、陶質土器の成立年代は、「西暦280年前後に置くことが最も安心に

値する年代であろう」53)とした。
庄内式Ⅱ期新相末からⅢ期と嶺南Ⅰ期が重なる時期とすれば、西暦260年代から
270年代に嶺南Ⅰ期が遡る可能性が高い54)。このことは、「洛東江下流域において陶
52) 前掲註6と同じ
53) 申敬澈「嶺南出土の土師器系土器」『3ㆍ4世紀日韓土器の諸問題』国際学術会議ｐ31
54) 坂野和信『古墳時代の土器と社会構造』「第１章2節4項陶質土器文化圏構想」ｐ31第5図、ｐ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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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土器の登場時期」が遡ることを意味する。そして、庄内式後半期は、既述の通
り、陶質土器成立期の第二の画期に相当すると考えられる。
さて、申敬澈氏は陶質土器の成立に関して、『金海禮安里古墳群Ⅰ』で次のよう
に報告を行っている。禮安里74號墳出土の瓜形短頚壺(第19図1)について「陶質製品

発生器期の陶質土器」、「陶質土器の発現期を究明する最古式陶質土器」として認
めて、率直に鋭く報告している55)。
しかし、『伽倻と古代東アジア』では、禮安里74號墳を大成洞29號墳より、一段

階新しい禮安里160號墳と同一時期に位置づけて考察している。この変更理由は、
「大成洞29號墳の墓制を重視し、Ⅰ類木槨墓の範疇に入れた――その後破壊を担当
する最初の木槨墓と――副葬遺物(北方系筆者)の特徴からⅡ類木槨墓に分類」56)さ
れている。その結果、禮安里74號墳と禮安里160號墳は、Ⅱ類b木槨墓に分類され
た。「Ⅱ類a段階は３世紀末、Ⅱ類bの古ㆍ新段階、ⅡCの古ㆍ新段階は、各々４世紀
の1/4、2/4、3/4、4/4分期」57)に位置づけられた。
ここに陶質土器の成立に関する事実認識との齟齬が発生する要因があったと考え
られる。つまり、大成洞古墳群の大型木槨墓の成立年代を下げて理解するために、

大成洞29號墳は、破壊を前提とするⅠ類からⅡ類に変更された。その結果、陶質土
器の成立年代、そのものが変更されたのである。

Ⅴ. 陶質土器と金官伽倻の倭系土器
洛東江河口域において、第Ⅳ章１項で述べた通り、新生陶器としての特質である
無紋叩目陶質土器が成立する。
陶質土器の成立は、従来の韓國考古学の通説である中國西晋との外交交渉ㆍ交流
の結果ではなく、原三國時代と三國時代の成立を大きく區分する韓國社会内部での

変容の結果であると考えられる。そして原三國時代終末期~三國時代成立という歴史

55) 申敬澈『金海禮安里古墳群Ⅰ』釜山大学校博物館遺蹟調査報告第8輯、1985ｐ283ㆍP284
56) 申敬澈「加耶成立期前後の諸問題」『加耶と古代東アジア』新人物往、1993p152、
57) 前掲註56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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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画期として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
陶質土器の成立は、韓半島社会の内部発展の結果であり、その社会変革を現す指
標である。この歴史的脈絡と画期は、その後に展開される古式陶質土器に拠って、
３世紀中葉から４世紀に亘って数回の段階に区分することができる。
三國時代成立に伴い飛躍的に展開する韓半島の國際交流関係に比べれば、半島と
列島との交流関係は、その一端に過ぎない。しかし、倭系土器と金官伽倻との関係
で、着目すべき点は、金官伽倻における陶質土器成立期には、韓半島南部と列島と
の交渉ㆍ交易ㆍ交流が一層豊かに展開され、新たな歴史的契機が形成されたとこで
ある。
おそらく、洛東江下流域における陶質土器の成立は、韓國の國際交流関係の画期
を示す、中國の魏ㆍ濁ㆍ呉の三國時代成立期(220年前後)以後で、その成立期から間
もない頃のことであろう。

1. 金官伽倻の吉備系小型甕
日本の瀬戸内海に面する岡山県地域(中部瀬戸内)の古墳時代初期の土師器は、酒
津式土器といわれている。この酒津式土器は、蚊の幼虫(和名ボウフラ)に類似した二
重口縁(複合口縁)甕(第21図)に代表される。この複合口縁の酒津式甕とは、口縁部の
造りが大きく異なる、素口縁の小型甕を吉備系小型甕(第20図)と呼称する。吉備系小
型甕は、小型甕と省略することがある。この小型甕は、瀬戸内海の対岸にあたる四
国の讃岐(香川県域)等においても、少なからずみることができる。後述するように、
吉備と讃岐の製塩生産は弥生時代中期に始まり、古墳時代を通して、西日本でも集
中的に製塩が行われた地域である58)。
本章では、瀬戸内の吉備系小型甕が、金官伽倻の古墳群に副葬されていることに
着目する。韓半島南部の國際交流関係の画期である３世紀前半~後半期における倭と
の交流関係を示す一つの証拠である。

金官伽倻の吉備系小型甕は、釜山老圃洞6號墳(第20図8)、金海禮安里74號墳(図
9)、大成洞29號墳(図16~18)、禮安里99號墳ㆍ160號墳ㆍ132號墳等に小型甕(図20ㆍ21
58) 山口和雄監修『日本塩業体系』日本塩業研究会、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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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4)が認められる。また、土師器系土器が出土する聚落遺蹟では、その影響が一部
に認められることも指摘できる。
1) 吉備系小型甕の分類

吉備系小型甕は、第20図に示す通り、A類~F類の六種類に分類できる。その法量の
大ㆍ小に拠って、1ㆍ2の番號を加える。小型甕に共通する特徴は、口縁部が「く」
の字に外反し、底部が小さく尖る“尖り底”、或いは“丸底”に造られることである。そ
の成形技法は、刷毛目を口縁部の内外面と胴部外面に施し、胴部内面は箆削り、或
いは、刷毛目で調整される。また、底部内面には、指で押し出すための指圧痕が残
る手法が一般的である。
このような特徴をもつ吉備系小型甕は、3世紀前葉から4世紀初めまで、吉備地域
を主体に生産されたもので、その分布域は、対岸の四国地域にも認められる。ま
た、畿内と吉備ㆍ四国を含めた瀬戸内地域との交流関係に拠って、古式の小型甕に
は、一部分に併行叩き目が施されるものがみられる。

一方、吉備地域にける古墳時代前期の土器編年は、日常生活での使用頻度が高い
酒津式甕の分類を基本に、庄内式Ⅱ期古相~布留式Ⅱ期古相併行期まで、五段階に區
分されている。酒津式「10期aㆍ10期bㆍ10期cㆍ10期dㆍ10期e」59)である。
本稿では、第21図1~5に示す通り、酒津式甕は従来の分類基準ではなく、五段階の
変遷過程に區分して整理する。また、酒津式土器は、近畿の庄内式土器と布留式土
器の小型丸底鉢ㆍ器台ㆍ高坏等の器種構成に共通が認められるため、両者の土器型
式の併行関係を把握することができる。
従来の時期區分である10期bと10期cとの間に、一つの段階を加えて土器型式を設
定する。したがって、一段階(10期a)、二段階(10期b)、三段階、四段階(10期c)、五段
階(10期d)となる。つまり、金官伽倻の吉備系小型甕を比較検討するために、現在、
この地域の古墳から出土していない、布留式Ⅱ期古相併行期の「吉備10期e」を省略
して、逆に、必要な部分の土師器編年の精度を高める分類手法である。

59) 高橋護「弥生時代終末期の土器編年」『研究報告』9 岡山県立博物館、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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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図 吉備系小型甕と嶺南地域の古墳出土小型甕
(第20図) 1ㆍ4：岡山県津寺遺蹟土器溜り13 3：百間川原尾島遺蹟井戸2 2ㆍ5：(10-a)6：足守川加茂B
遺蹟46号竪穴住居 7ㆍ13ㆍ15：津寺遺蹟218号竪穴住居 8：老圃洞6號墳 9：禮安里74號墳 8：老圃洞
6号墳 9：禮安里74号墳 10：福岡県西新町遺蹟57号竪穴住居 11：西新町遺蹟58号竪穴住居 14：
(10-b)16~18：大成洞29號墳 19：津寺遺蹟215号竪穴住居 20：禮安里99号墳 21：禮安里160号墳 22:足
守川矢部南遺蹟62号竪穴住居 23：(10-C)24：禮安里132號墳 25~29：(10-d)(註文献 59 10-aㆍ10-bㆍ
10-cㆍ10-d図4 を一部転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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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酒津式甕の分類と併行関係

酒津式甕の製作技法の基本は、第21図に示す通り、熱効率を高めるために、器壁を
極限まで薄く仕上げており、内面は総て箆削りである。同時に底部は、指圧に拠る
押し出し技法で造り出されるため、内面には指圧痕が認められる。この製作技法
は、第Ⅲ章２項で指摘した布留式土器の製作技法と同一である。

一方、吉備の底部押し出し技法は、既に、畿内の庄内式土器の成立段階に遡って
採用ㆍ導入されていることが大きな特徴である。列島で生産される土器の“最新技法”
が、畿内の庄内式甕に最初に採用されるのではなく、吉備の酒津式甕の成立期に認
められることが、列島の土師器成立における重要な視点である。

第21図 酒津式甕の変遷過程
1：岡山県津寺遺蹟土器溜り13 2：津寺遺蹟218号竪穴住居 3：津寺遺蹟215号竪穴住居 4：(10-C)5：
百間川沢田遺蹟21号竪穴住居

酒津式甕(第21図)の土器型式変化の概要は、底部が小さい平底、次に、尖り底から
丸底に変化する過程である。また、胴部と底部の造り方に、土器型式の変化が現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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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いる。その土器型式の変遷過程について、簡略に説明する。

酒津式甕一段階(図1)は、小さい平底で肩部に張り出しを造り、胴下半部が窄まる
ものである。二段階(図2)は、尖り底で肩部の張り出しは造られない。三段階(図3)に
は、胴部が大きく張り出し、丸底に近い尖り底で、底部が大きい造りである。この

段階に酒津式甕が大きく変容することが指摘できる。四段階(第20図4)は、長胴で底
部が丸底化する。五段階は、口縁部の凹線が省略され、胴部が球形化する造りであ
る。また、口縁部の凹線は、間隔が狭く密に施されるものから、次第に粗くなること
が、型式変化の方向性である。

畿内と吉備地域の土器型式の併行関係をみると、酒津式一段階には、畿内の庄内
式土器と同一の器種である小型器台A類ㆍ小型高坏C類(20図4ㆍ5)が認められる。こ
れらの土器型式の比較に拠って、酒津式一段階~五段階と、庄内式~布留式土器との

併行関係を知ることができる。
先に論旨を明確にするために、酒津式土器と庄内式ㆍ布留式土器との併行関係を
整理する。酒津式一段階＝庄内式Ⅱ期古相(３世紀前葉)、同二段階＝Ⅱ期新相、同
三段階＝庄内式Ⅲ期、同四段階＝布留式Ⅰ期古相、同五段階＝布留式Ⅰ期新相(３世
紀末~４世紀初葉)である(第18ㆍ20図参照)。

2. 土器型式の比較と古墳の実年代
吉備系小型甕は、酒津式二段階にほとんど総ての器種構成(第20図6ㆍ1３ㆍA~F類)
が成立し、土器型式の画期が形成されている。この小型甕の器種構成が成立する段

階に、金海ㆍ釜山地域の古墳への副葬が始まることを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土師
器系土器が、特に３世紀前半~後半期の金官伽倻の首長層の副葬品として認められる
ことに、韓日交流関係の複雑な事情が潜んでいると考えられる。
1) 庄内式Ⅱ期新相併行期

金官伽倻における最も古式タイプは、酒津式二段階の老圃洞6號墳出土の吉備系小
型甕B１類(第20図8)である。胴部外面に刷毛目と「平行押捺」(叩き目)を施すと報告
されている。また、報告書の図面には、表現されていないが、胴部内面の調整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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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木理調整痕」を施した後に、撫でに拠って「整面」され、“息の長い刷毛目”が

消去されていることも記載されている60)。
一段階のB類は、更に小型のB2類(図2)が認められ、外面に粗い刷毛目が施されて
いる。また、胴部外面に粗い平行叩き目が施される吉備系小型甕は、福岡県の西新

町遺蹟61)57號竪穴住居跡にC1類(図10)が認められる。この吉備系小型甕C1類(図10)に
は、平行叩き目が一部に施されている。吉備のE類(図12)にも平行叩き目が一部にみ
られるが、叩き目は吉備系小型甕の本来の技法ではない62)。しかし、畿内と吉備と
の交流関係に拠って、庄内式の叩き目技法の導入が岡山県域においても認められる
(図12)。ちなみに吉備系土器は、大阪の河内、奈良の大和盆地を中心に出土量が多
く、山陰系土器と共に目立つ存在である。

老圃洞6號墳出土のB1類(図8)は、近畿の庄内式土器の叩き目技法と吉備地域の技
法を折衷して、北部九州で造られたものと考えられる。つまり、老圃洞6號墳出土の
小型甕B1類(図8)は、複雑な経路を辿ったと考えられ、北部九州の博多湾経由で吉備
系の人々が往来、或いは移住して、金官伽倻で生産した可能性を指摘することがで
きる。

酒津式一段階のA1類(第20図1)は、胴部外面に縦刷毛目、内面は胴部上位に横箆削
り、その下部に縦箆削りが施される。この後続系譜が二段階の禮安里74號墳のA2類
(図9)であり、酒津式甕と同様の典型的な吉備系小型甕である。この段階の吉備系小

型甕には、胴部内外面に“息の長い刷毛目”を施すA1類(図6)もみられる。特に、酒津
式二段階の小型甕製作技法には多様性がみられ、変化に富む器形と手法の成立が特
徴の一つである。
一方、二段階には、小型甕EㆍF類(図12ㆍ13)と小型丸底鉢D類(図14)、及び小型高
坏G類(図15)認められる。小型甕A2類ㆍF類ㆍ小型高坏G類(図7ㆍ13ㆍ15)は、津寺遺
蹟218號竪穴住居63)から出土したものであり、第22図に示す小型傍製鏡の重圏紋日光
鏡との供伴関係が認められる。

60) 尹炳鏞ㆍ宋桂鉉『釜山老圃洞遺蹟Ⅱ』釜山直轄市立博物館報告書 第3冊、1988、p14
61)『西新町遺蹟Ⅳ』福岡県文化財報告書 第168集福岡県教育委員会、2002
62)『足守川加茂B遺跡』岡山県埋蔵文化財報告 94 岡山県文化財保護協会、1995
63) 中野雅美『津寺遺跡5』岡山県埋蔵文化財報告127岡山県文化財保護協会、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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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備の小型丸底鉢D類(図14)は、この時期に登場する器種であり、土器型式の指標
となる。また、第21図2に示す二段階の酒津式甕は、尖り底であることが特徴であ
る。酒津式二段階の禮安里74號墳の小型甕A2類(図9)は、吉備系小型甕の系譜を継承
するものであり、庄内式Ⅱ期新相併行期に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
2) 庄内式Ⅲ期併行期

酒津式二段階直後の土器型式が三段階である。この酒津式三段階に大成洞29號墳
の吉備系小型甕(第20図16~18)が位置づけられる。

大成洞29號墳には、A2ㆍB2ㆍC2の３種類の吉備系小型甕(16ㆍ17ㆍ18図)が認めら
れる。吉備系小型甕と器形、及び製作技法の特徴がほぼ一致している。A2類(図16)
は、胴部が下膨れで底部が尖り底、更に内面には指圧痕もみられる。この系譜は、

先行する禮安里74號墳のA2類(図9)にもみることができる。
B2類(図17)の特徴は、胴部外面に粗い刷毛目、内面には刷毛目を消す縦方向の撫
でに拠って「整面」されることである。この技法に拠って造られるB類は、先に指摘
した老圃洞6號墳出土のB1類(図8)と、禮安里99號墳のB2類(図20)、及び禮安里132號

墳のB1類(図24)に認められる。このようにB類は、共通する製作技法に拠って造られ
ている。しかし、この小型甕B類の胴部内面の調整手法は、吉備には認められないも
のである。

一方、C2類(図18)は、胴部外面に粗く平行叩きが施され、底部内面には指圧痕が
認められる。この手法は西新町遺蹟58號竪穴住居のC1類(図10)と吉備の小型甕にみ
ることができる。

大成洞29號墳の小型甕B2類(図17)には、老圃洞6號墳の先行系譜B1類(図8)と、後
続系譜の禮安里99號墳のB2類(図20)が認められる。また、C2類(図18)には、先行する
西新町遺蹟58號竪穴住居のC1類(図10)がそれぞれ認められる。したがって、大成洞29
號墳の吉備系小型甕(図16~18)は、酒津式二段階の禮安里74號墳より新しく、禮安里
99號墳より古式であることが指摘できる。

酒津式三段階には、津寺遺蹟215號竪穴住居出土の小型高坏C類(図19)と、酒津式
甕(第21図3)が出土している。この酒津式甕は、丸底に近い尖り底で、底部が大きい
タイプである。庄内式Ⅲ期併行期であり、大成洞29號墳の吉備系小型甕もこの時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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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
3) 布留式Ⅰ期併行期

酒津式四段階は、禮安里99號ㆍ160號墳64)出土のB2ㆍF類(図20ㆍ21)である。禮安
里99號墳のB2類(図20)は、上記の通り、三段階の大成洞29號墳のB2(図17)の後続系譜
であると同時に、禮安里132號墳のB1類(図24)に先行する系譜である。また、禮安里
160號墳出土のF類(図21)は、胴部の外面刷毛目の後に、横方向を主とする粗い箆磨
き、内面にも斜め方向の箆磨きが一部に施されている。箆磨き手法の甕は、酒津式

甕に認められる特徴で、第21図1ㆍ2ㆍ4の胴部外面に縦箆磨きが認められる。
しかし、日常生活の煮炊きの道具に箆磨きを施す甕は、西日本でも希である。更
に、禮安里160號墳出土のF類(図21)は、観察の結果、煤や二次加熱を受けた痕跡が認
められないことが指摘できる。予め副葬を意識して造られた可能性がある。この土器

型式は、二段階の津寺遺蹟218號竪穴住居のF類(図13)の後続系譜である。この段階の
吉備系小型甕は、足守川矢部南向遺跡65)DㆍE類(図22ㆍ23)も認められる。何れも酒
津式二段階のDㆍE類(図11ㆍ12)の後続系譜である。
四段階の酒津式甕(第21図4)には、大きな変化が認められ、丸底化が完成してい
る。禮安里99號ㆍ160號墳は、布留式Ⅰ期古相併行に位置づけられる。

次に、五段階は吉備系小型甕D類ㆍE類(図25ㆍ26)の最終形態が認められ、終焉を
迎える。また、吉備において、布留式Ⅰ期新相の器種構成である小型丸底鉢J類と小
型高坏(図27ㆍ28)の組み合わせ、及び小型丸底鉢K類(図29)が成立している。禮安里
132號墳出土のB1類(図24)の技法は、既に説明したので省略するが、このタイプに共

通する製作技法に拠るものである。禮安里132號墳は、布留式Ⅰ期新相併行に位置づ
けられる。

酒津式二段階の老圃洞６號墳における吉備系小型甕B類の成立と、五段階に至る禮
安里132號墳のB類小型甕の系譜及び土器型式の継承は、金官伽倻における吉備との
継続的繋がりを示す一つの証拠となるであろう。
重要なことは、吉備系小型甕も基本的に折衷技法の土器と同様に、土師器と同一
64) 前掲註46と同じ
65) 뺷足守川矢部南向遺跡뺸 岡山県埋蔵文化財報告 94 岡山県文化財保護協会、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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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事例は少なく、何れの段階の小型甕も日本からの輸入品ではなく、金官伽倻で造
られた土師器系土器である。
4) 小型甕と重圏紋日光鏡

津寺遺蹟218號竪穴住居出土の小型傍製鏡である重圏紋日光鏡(第22図)は、鏡面の
1/6程度の破鏡である。原鏡は、中國前漢の重圏

紋日光鏡である。列島での分布域は、北部九州
より東で、瀬戸内地域以東に分布することが知
られる。本事例は、重圏紋日光鏡の分布範囲と
も一致する。

既述の通り、酒津式二段階の小型甕A2類ㆍF
類ㆍ小型高坏G類(第20図7ㆍ13ㆍ15)と、酒津式
甕(第21図2)との伴出関係が認められるものであ
る。３世紀の竪穴住居址から鏡が出土する類例
は、西日本でも希である。酒津式土器と鏡との

供伴関係に拠って、土器の年代が推定できると
同時に、鏡の下限の時期もおおよそ推定でき
る。この小型傍製鏡の年代は、日本の弥生時代

後期後半~古墳時代初期の２世紀後葉~３世紀中
頃に推定される。

第22図
津寺遺蹟218号竪穴住居出土の破鏡

即ち、酒津式二段階の小型甕と酒津式甕は、傍製の重圏紋日光鏡の下限に近い３
世紀中頃であり、庄内式Ⅱ期新相と同時期(AD240~260年頃ㆍ第18図)と考えられる。
この酒津式二段階は、金官伽倻の古墳群に吉備系小型甕の副葬が始まる時期と重
なっている。また、陶質土器の成立は、先に述べた通り、禮安里74號墳出土の瓜形

短頚壺は、両耳壺や小型短頚壺を除いてみれば、現在の資料でみる限り最古式であ
り、3世紀後半の(3/4分期)頃の時期に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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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陶質土器と土師器の連動
さて、金海良洞里ㆍ釜山老圃洞ㆍ蔚山下垈古墳群66)には、別稿で論じる3世紀前半
に遡る陶質両耳壺ㆍ短頚壺が存在している。嶺南地域において、陶質土器が成立す
る時期は、概ね3世紀前半と考えられる。

酒津式甕は三段階に大きく変容したことを先に指摘した。この酒津式三段階の動
態は、庄内式土器Ⅲ期に始まる庄内式甕の丸底化と連動する変容であると同時に、
土器型式の一つの画期である。このように西日本における３世紀後葉の甕類が丸底
化する契機は、既に、金官伽倻で陶質土器が成立した後の出来事であり、その成立
より明らかに一段階以上遅れている。

半島南部の陶質短頚壺ㆍ両耳壺は球胴“底部叩き出し技法”であり、列島の酒津式後
半期及び庄内式後半期の甕は“底部押し出し技法”に拠って丸底に造られるものであ
る。このように、両者の製作技法には、大きな差異がみられ、半島と列島の関係は

一見ほど遠いように考えられる。また、両者の製作工具と焼成技法の差、即ち、半
島と列島との土器製作技術レベルの差は歴然としている。しかし、甕の器壁を極端
に薄く球胴に仕上げる列島の土器製作技法からみえる古式陶質土器との関係は、目

的とする徹底した球胴丸底化と土器の軽量化、及び強度を高めるための技術的頂点
であることが、両者の共通点である。

土師器の変容で重要なことは、列島の土師器そのものの成立に繋がる小型丸底鉢
(第18図BㆍCㆍD)の丸底化が、急速に進行することである。これらの小型鉢の丸底化
は、甕類の丸底化に先行する庄内式Ⅱ期新相(第18図)と酒津式二段階(第20図14)の時

期に認められる。この庄内式Ⅱ期新相に始まる小型鉢の尖底鉢から丸底化への道筋
は、嶺南地域における古式陶質土器の影響を受けた結果と考えられる。

列島の小型丸底鉢は、古墳祭祀との関わりをもつ表徴的土器形式であり、大型前
方後円墳成立期に、日常生活用具の甕類に先んじて、変容が引き起こされたことに
意味がある。また、畿内の小型鉢の丸底化は、本章２項で指摘した通り、金官伽倻
の古墳群に吉備系小型甕A2ㆍB1類(第20図9ㆍ8)の副葬が始まる時期とも一致する。
この次の段階に、陶質短頚壺ㆍ両耳壺等、壺類の土器形式が、本格的に列島の土器
66) 李存賢『蔚山下垈遺蹟－古墳Ⅰ』釜山大学校博物館 研究叢書 第20輯、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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形式に波及し、列島の製作技法に拠って、庄内式甕と酒津式甕が丸底化したと考え
られる。また、土師器の丸底化現象は、甕類に留まらず装飾壺ㆍ素口縁壺類にも認
められることである。
このように、半島と列島の一連の繋がりをもつ陶質土器の成立と土師器の変容と
いう、象徴的出来事は、両者の関係が３世紀中葉~後葉に顕在化したと指摘すること
ができる。更に、韓半島南部と列島西側のとの繋がりは、第Ⅲ章２項で述べた、折

衷技法の内湾口縁甕の成立に拠って、３世紀後末葉には一層緊密な交渉ㆍ交易ㆍ交
流関係になったことが明示されている。

4. 嶺南地域における土師器系土器の意味
第Ⅰ章３項とⅡ章で述べた通り、嶺南地域の土師器系土器は、列島の庄内式後半
期の土器と、新たに成立した布留式土器が連続的に認められることに意味がある。
この連続した畿内系土師器の土器様式の存在は、初期段階の畿内系移住民が、自由
に半島と列島を往来することがきたことの証明である。
1) 布留式甕と内湾口縁甕の繋がり

内湾口縁甕の最初の系譜と契機は、布留式成立期の甕類に求められる。金官伽倻
と畿内との交流関係を示す、折衷技法の内湾口縁甕A類ㆍB類は、布留式系甕のform
(形式)を導入して製作された。第Ⅲ章２項で述べた内湾口縁甕A類は、布留式Ⅰ期古

相の甕と系譜が繋がっていることを指摘できる。また、B類の製作技法は、“底部丸
底押し出し技法”に伴う指圧痕が認められることである。
内湾口縁甕B類成立期は、列島由来の製作技法に拠って、折衷技法の土器が製作さ
れている。内湾口縁甕B類成立期の極限られた時期に、布留式ㆍ酒津式土器の底部成

形技法と、同一の底部押し出し技法であることが指摘できる点である。
しかし同時に、金官伽倻における布留式系譜土器の製作技法は、成立期に限られ
た一過性の現象に留まっていることも明らかである。即ち、倭人が関与する布留式

系甕B類の底部押し出し技法、或いは、A類成立期の形式が布留式土器と類似する点
は、布留式成立期の3世紀後末葉の一時期に時期に集中していることが特徴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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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要なことは、4世紀初めには、内湾口縁甕A類ㆍB類が共に金官伽倻における陶質
土器と共通する技法に拠って製作され、４世紀後半には一層顕在化して、布留式土
器とは異なる独自の土器形式の展開が認められることである。
2) 金官伽倻と畿内社会の変容

土師器系土器が金官伽倻の古墳に副葬された事例は、第Ⅲ章１項で説明した月城
路31號墳の「X」字形器台、布留式Ⅰ期新相併行(４世紀初葉)の福泉洞71號墳ㆍ57號
墳、大成洞47號墳、折衷技法の直口壺B類は、布留式Ⅱ期古相の福泉洞42號墳(４世
紀前葉)、４世紀中頃の福泉洞71號墳、布留式Ⅱ期中相の大成洞35號墳(４世紀2/4分
期)に認められる。しかし、決して多い数量とは言えない。直口壺B類とX字形器台
は、畿内や吉備の土師器との繋がりと比較して、嶺南地域の陶質長頸壺との繋がり
が強く、土師器の影響は少ない器種である。

金官伽倻の土器と土師器との関係では複雑な問題点がある。倭では、大型前方後
円墳成立期以来、土師器の基本的土器組成である小型丸底鉢と小型器台の器種構成
が、古墳時代前期終末期、布留式Ⅱ期新相の４世紀後葉に急速に衰退することであ
る。畿内では布留式Ⅲ期古相の４世紀末頃には、既に小型鉢と小型器台の組み合わ
せが崩壊し、前期古墳の祭祀形態そのものが解体ㆍ変容することから理解できるよ
うに、畿内社会の大きな変容が引き起こされている。この列島の４世紀後葉は、ま
さに次の古墳時代中期へ移行する段階である。

一方、金官伽倻では列島の動きとは大きく異なる陶質小型壺と小型器台の器種構
成が急速に盛行する。むしろ金官伽倻では、府院洞Ⅲ層＝布留式Ⅱ期中相併行期
に陶質小型壺が最盛期を迎え、嶺南地域の古墳群にも豊富に副葬されるように独自
の展開をみることができる。

列島の小型丸底鉢と小型器台の器種構成が急速に衰退する動きとは逆に、金官伽
倻の陶質小型壺と小型器台の器種構成が急速に盛行する。この両國の器種構成の大
きな差異と、金官伽倻独自の展開は、この社会に４世紀中頃から後葉に大きな画期
と動態があったことを示すことに他ならない。

要するに、４世紀後半には、韓日双方に独自の動きが展開され、両國における土
器形式の展開方向に大きな差異とズレが認められる。しかし、この歴史的動態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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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官伽倻と倭が疎遠になったことを意味するのではなく、二つの地域社会の内在的
発展の結果である。この直後の４世紀末葉~五世紀初頭に列島では、“陶質土器文化
圏”として、韓半島南部の決定的影響を受ける陶質土器系譜の須恵器生産が開始され
たことをみれば、決して両者の外交交渉や交易関係が破綻することはなかったと言
えよう67)。

5. 吉備系小型甕副葬の意味
1) 金官伽倻と吉備の先駆的役割
さて、吉備と瀬戸内対岸の讃岐は、弥生時代中期に始まる日本でも有数の製塩業
が営まれた地域である68)。この伝統をもつ瀬戸内地域で生産された製塩生産を集約
し、管理する仕組みが前方後円墳成立期に形成されて、嶺南地域に輸出する交易活

動が行われたと考えられる。ここに嶺南地域と日本海を内海とする交易活動に拠る
吉備の先進的役割が浮かびあがるのである。
酒津式土器前半期に吉備は、韓半島南部と北部九州、瀬戸内、及び畿内を結ぶ“中
継交易”を展開していた可能性が高い。また、畿内は瀬戸内に面する吉備の地理的環
境からも、韓半島南部との海上交通路を確保するために、吉備との政治的連合関係
を結ぶことに意味があった。

吉備は瀬戸内の四国讃岐、日本海側の出雲等と連携し、更に北部九州と畿内を結
ぶ“瀬戸内交易圏”を形成していたが故に、金官伽倻との先駆的交渉ㆍ交流関係が成立
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この交易圏の形成が吉備政権成立の背景となったと考えら
れる。

韓半島南部の社会と列島の社会との繋がりは、第Ⅱ章で論じたように、3世紀後末
葉~4世紀初頭には、日本海側の山陰(島根ㆍ鳥取県)と北陸(石川県ㆍ富山県)に、独自
の金官伽倻ルートが開かれていたことも明らかである。そして、吉備と出雲には、特

殊器台の共有関係からみて、古墳祭祀にも共通点が認められる。即ち、両者は各々
67) 坂野和信『古墳時代の土器と社会構造』第6章総論1節1項 「列島における陶質土器文化圏の
形成」ｐ422
68) 前掲註58と同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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瀬戸内と日本海側での交易圏と交流関係に拠
る様々な優位性を共有していたと考えられ
る。

近年、韓国内の聚落遺蹟の発掘調査成果を
付け加えるならば、洛東江中流域の昌寧桂城
里遺蹟からは、瀬戸内に面する四国の讃岐等
に出自をもつ土師器の大型二重口縁壺(第23

図)が出土している。四國の瀬戸内側に出自を
もつ大型二重口縁壺は、列島では畿内の河内

地域に集中的に搬入されており、運搬ㆍ貯蔵
に適した容器である。布留式Ⅱ期中相併行の

４世紀中頃に位置づけられる。
報告に拠れば、竪穴住居の形態は、3世紀
の「円形系」から、４世紀には「円形系」に

加えて「方形系」が多くなり、「方形系」は

第23図
昌寧桂城里遺蹟8号竪穴住居出土の
大型壺

５世紀の聚落に拡大する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桂城里遺蹟は「方形系」竪穴住居
であることに拠って、５世紀に位置づけられている69)。一つの事例であるが、嶺南地

域の方形竪穴住居形態の聚落遺蹟は、遅くとも４世紀後半に遡る可能性がある。
瀬戸内と洛東江中流域で內陸部の昌寧が交流して、讃岐系等の倭人が、土師器大
型壺に特産品の塩等の生活必需品を蓄えて往来、或いは移住した姿が浮かぶ。この
ように、4世紀後半の瀬戸内と洛東江中流域との交易ㆍ交流関係の一端を垣間見るこ
とができる。
2) 金官伽倻と倭の繋がり
3世紀中頃の新たな倭の動きとして重要な点は、弥生時代以来の独自要素をもつ北

部九州と韓半島南部の1対1の交流関係とは、質的に異なる“交易センター”が3世紀中

69) 兪炳琭「最近の成果からみた嶺南地域の4~5世紀の三国時代聚落」p132、p143『日韓集落の研
究』第4回共同研究会、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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頃に、博多湾に面する西新町遺蹟に形成されたことである。この交易センターに
は、3世紀後半~4世紀前葉の畿内ㆍ出雲ㆍ吉備の土器が集中的に認められる。その出

土量からみて、西日本の三地域の人々が頻繁に往来し、その移住も明らかである。
また、韓半島南部の瓦質短頚壺ㆍ陶質土器、甑等の軟質土器の蓄積、及び竪穴住居
への竈の導入もみられる。韓半島南部からの生活様式が集約的に移入され、彼らの

往来と移住も行われたと考えられる。
博多湾岸の西新交易センターは、西日本と韓半島南部を放射状に結ぶ多面的交易
関係が展開されたことが特徴である。この交易センターは、古墳時代初期には、従
来の北部九州と韓半島南部との1対1の交易関係を越えて、韓半島南部と列島の畿内
ㆍ出雲ㆍ吉備を結ぶ地域に拡大され、多面的で質と量をもつ中継交易の核として位
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
西新交易センターは、國際交易都市である金官伽倻との類似点もみられる。しか
し、北部九州地域は、金官伽倻とは社会的背景が異なり、古墳時代初期に顕著な権

力の集中が認められないことが特徴である。北部九州は、同じ規模でほぼ同質の政
体が形成された可能性が高い。つまり、博多湾岸には中継交易の核は形成された
が、しかし、列島の権力が集中するのではなく、半島と列島を繋ぐ中間地域の役割
を果たしたと考えられる。

一方、従来の学説では、畿内ヘゲモニーに拠って列島が支配され、外交権が掌握
されたと説明されている。しかし、本論で展開した一つの結論として、３世紀中頃~

後葉の倭の動態は、韓半島南部との交渉ㆍ交易に、北部九州と吉備ㆍ出雲勢力が介
在したことが明らかであり、畿内政権が前面に出て外交交渉が展開される出来事で
はない、歴史的実態を知ることができる。

列島では、3世紀に社会的複合化が進んだ畿内社会の優位性が、嶺南地域との累積
的交流ㆍ交易の系譜をもつ吉備と連携し、吉備をパートナーとする畿内ㆍ吉備連合
政権が、倭を代表する政体として成立する。しかし、畿内政権が金官伽倻と直接的
に交渉を開始する段階は、大成洞ㆍ良洞里古墳群の被葬者に威信財として、贈与さ
れた倭製巴形ㆍ筒形銅器ㆍ鏡ㆍ銅鏃等の副葬が開始される時期と、ほぼ一致する布

留式土器成立期と重なる時期である。
倭の古墳時代前期における鉄需要の高まりと、嶺南地域からの鉄輸入に依存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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倭の基本的社会構造と、円滑な交渉を行うために、これに照応する畿内政権から金
官伽倻政権への多量の威信財の贈与が行われたと考えられる。
3世紀後半の庄内式後半期~布留式成立期には、列島は古式陶質土器の影響を受け
る“陶質土器文化圏”が形成され、日本海を内海とする長距離交易に拠って、半島と列

島が連動する “共同社会構造”基盤が成立した。この陶質土器文化圏の形成は、半島
における三国時代成立という大きな画期の影響であり、列島の大型前方後円墳成立
が重なる時期である。陶質土器文化圏として、両地域の社会的動態を現す歴史的画

期である。また、列島の社会基盤の動きと大型前方後円墳の造営、及び半島の大型
木槨墓の成立は、軌を一にする出来事である。
このように庄内式後半期から半島と列島との連動した動きは、視野を広げれば、

陶質土器の成立期に限らず、東アジアの“大陸系土器文化圏”の動態の一部として、弥
生時代後期以来の韓日両國の歴史的関係として、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であろ
う。

あとがき
2008年8月初旬から9月中旬までの２ヶ月に満たない、東亜細亜文化財研究院での

短期留学が終了して、日本では得難い貴重な体験と感慨が小生の胸の内を巡ってい
ることを、お世話になった方々に伝えたい。
そして、今回『東亞文化』学術誌

第6號に研究成果の一部を発表する機会を与え

て頂いた辛勇旻氏の御高配と、その恩恵に感謝いたします。また、研究院での研究

発表に際して、鋭い指摘と教授を賜った事柄は、小生の力不足のため少しではあり
ますが、今回の論文に活かすことができたと思います。

帰國して三ヶ月の間に原稿を執筆するスケジュールでありましたが、研究院の池
振永氏、裵徳煥氏、趙相勲氏、崔景圭氏、金起賢氏をはじめ、留学期間の生活と学
術研究を支援して下さった、研究院全員の皆さんに心から御礼を申し上げます。
また、資料調査に協力して頂いた各地域の大学校、博物館、及び考古学研究機関
と職員の諸氏に感謝します。特に、東國大学校の安在晧氏には、隍城洞25號墳関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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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資料掲載について快諾して頂き、誠にありがたく存じております。

最後になりましたが、本論文を辛勇旻氏の11月22日付け、理事長就任を祝賀する
ための論文にしたいと思います。そして、裵徳煥氏の団長就任を併せて祝福いたし
ます。
なお、本論文は、崔景圭氏の日本語から韓國語への翻訳であることを記して感謝
したい。
2008年 12月 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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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 및 휘보

1. 연 혁
연번

기 간

내 용

1

2007. 4. 23 ~

학술협력체결 -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2

2008. 5. 15 ~

학술협력체결 - 일본 사이타마대학교

3

2008. 8. 22 ~

학술협력체결 - 일본 토야마대학 유기제작 기술 연구회

4

2008. 9. 4 ~ 11. 13

5

2008. 11. 22

6

2009. 3. 19 ~ 11. 26

7

2009. 4. 7 ~

학술협력체결 - 중국 북경사범대학교

8

2009. 5. 29 ~

학술협력체결 -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제1회 시민교양강좌 개최
(고고학으로 바라본 고대인의 삶과 죽음)
개원 5주년 및 제2대 이사장 취임
제2회 시민교양강좌 개최(경남지역의 문화)

2. 간행물
1) 학술지
연번

서명

발행처

발행일

4號

뺷東亞文化뺸 4號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8. 6

5號

뺷東亞文化뺸 5號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8. 12

2) 발간보고서
(1) 지표조사
연번

보고서명

발행처

발행일

89집

밀양시 삼랑진 율동리 공장입지 유도지구
조성사업 지표조사 보고서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8. 9

90집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공장부지조성 지표조사 보고서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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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집

함양군 하림복원공원조성사업 성토용
토취장 조성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8. 10

92집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공장부지조성
지표조사 보고서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8. 11

93집

통영시 광도면 황리 공장부지조성
지표조사 보고서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8. 12

94집

거창군 88올림픽(담양~성산간) 확장공사
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8. 12

95집

산청 왕산사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9. 1

96집

거제 대포항 진입도로 개설구간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9. 1

97집

양산 명곡 컨트리클럽 조성사업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9. 5

98집

남강댐 소문ㆍ속사제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9. 6

99집

진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지표조사 보고서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9. 6

100집

사천 묵곡 토취장 부지 및 진입로 개설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9. 6

(2) 발굴조사
연번

보고서명

발행처

발행일

24집

김해 장유 능동공원 조성부지 내
金海 三文里 陵洞遺蹟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金海市

2008. 7

25집

창원 귀산동 마창대교 접속도로 건설구간
내 昌原 貴山洞 朝鮮墳墓群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現代建設

2008. 9

26집

김해 도서관 증축부지 내
金海古邑城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慶尙南道敎育廳

2008. 10

27집

마산 진북 일반지방 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馬山 鎭北 新村, 網谷里 遺蹟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馬山市

20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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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집

泗川邑城址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泗川市

2008. 11

29집

창원 가음정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昌原 加音丁 複合遺蹟 上․下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昌原市

2009. 1

30집

산청 청암~삼장간 국도 확․포장 구간내
山淸 坮下里 遺蹟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釜山地方國土管理廳

2009. 2

31집

巨濟 廢王城 集水址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巨濟市

2009. 6

32집

晋州 妙嚴寺址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晋州市

2009. 6

3. 학술활동
1) 학술교류
교류기관

교류기간

교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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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원ㆍ연구원ㆍ학생 교류
2) 공동연구 계획 및 실시
3) 학술자료 간행물 및 정보 교환

연보 및 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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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세미나
연번

2

3

강 사

내 용

기 간

반노 마사노부
(일본 사이타마 대학교)
외 다수

1) 가야의 왜계토기와 고분문화-3세
기에서 4세기2) 함안 도항리고분군 6호분출토 토
기 소고
3) 산동성 성지답사 보고
4) 좋은 사진을 만드는 노출과 구도
5) 3D디스플레이ㆍ서울 캐릭터 어페
어 출장보고

2008. 9. 6

이노우에
(일본 카시하라 고고학
연구소) 외 다수

1) 창원 동중 및 기장 고촌 출토 왜
계토기 분석
2) 왜계토기 구분법
3) 한국 내 출토 왜계토기와 일본 토
기자료 소개
4) GIS 출장보고 및 사례발표

2009. 3. 27

3) 해외 유적 답사
연번

답사내용 및 출장자

답사지

기 간

1

유럽 문화답사(17명)

프랑스, 영국

2008. 6. 26 ~ 7. 3

2

중국 광주 학술대회(2명)

중국 광주

2008. 12. 2 ~ 12. 9

3

일본 문화답사(14명)

일본 구주

2009. 2. 4 ~ 2. 7

4

캄보디아 문화답사(46명)

캄보디아 씨엠립

2009. 3. 8 ~ 3. 12

5

중국 유적답사(4명)

중국 산서성, 하남성

2009. 4. 18 ~ 4. 24

6

중국 동북지역 고구려
유적답사(11명)

중국 요령성, 길림성

2009. 5. 8 ~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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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심사

투고논문 심사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동아세아문화재 연구원의 학술지인 뺷동아문화뺸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편집위원회)
1) 뺷동아문화뺸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
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의 자격은 해당분야 연구업적이 많은 전문연구자로 한다.
4)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호선을 통하여 결정한다.
5)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투고 논문에 대한 1차 심사
(2)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3)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게재여부 판정
(4) 기타 학술지 편집에 관한 주요사항
제 3조 (심사위원)
1) 심사위원은 뺷동아문화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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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논문심사결과 보
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심사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투고논문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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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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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 여부를,
2차 심사는 해당 분야 심사위원이 연구 방법ㆍ내용의 적합성과 독창성ㆍ논리전
개의 학술성과 객관성 및 학계 기여도 등 학문의 종합적 성격을 각각 판정하며,
3차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1~2차 ｢투고논문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게재여
부를 최종 판정한다.
제 5조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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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불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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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조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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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에 제출
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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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소유권)
뺷동아문화뺸 게재 논문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 귀속된
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제 8조 (기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투고논문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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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논문 심사결과 보고서

심사논문 제목
심사위원

성 명

연락처

소 속

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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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평가 항목

평가
A

B

C

D

가.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며, 제목이 관련분야의 주제로
적절한가?

Ⅰ. 논문의
체계와 논지 나. 목차와 분량은 적절한가?

다. 일관된 논지를 갖추고 있는가?
라. 전문적인 연구논문의 내용을 갖추었는가?
마. 기존 연구성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Ⅱ. 논문의 바. 기존 연구와 다른 독창적 내용을 담고 있는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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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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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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논문 심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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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견서
1. 선행 연구의 소개ㆍ비판과 연구의 독창성

2. 연구방법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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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연락처

소 속

제출일시

수정거부 사유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수정거부 사유서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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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호, 각 장의 소제목을 14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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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이상으로 작성한다. 편집용지는 가로 190cm, 세로 260cm
로 한다. 글씨체는 바탕 10.5 Point, 줄간격은 180으로 작성하며, 사료는 10 Point, 들
여쓰기 10칸 정도로 하고, 각주는 9 Poin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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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뺷 뺸, 편명이나 단편 글, 논문명은 ｢ ｣, 인용문은 “ ”, 작은
인용문은 ‘ ’, 강조는 < >, 중간점은ㆍ등으로 표기한다.
10) 원고는 논문이 게재된 CD 1매(파일 형태)와 출력본 1부를 제출한다.
11)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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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서의 경우 : 저자, 출판년도, 책명, 출판사 순
(2) 논문의 경우 : 저자, 게재년도, 논문명, 게재지(간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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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뺷서명ㆍ편명뺸의 형식으로 한다.
예 : 뺷논어ㆍ술이뺸, 뺷좌전ㆍ소공뺸, 뺷삼국사기ㆍ신라본기뺸, 뺷고려사ㆍ지리지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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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