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동아문화연구원 학술세미나 제15회

2006. 3. 7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제 15 집

2006. 3. 6

동아문화연구원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歷史遺産硏究紀要 創刊號

2003年 6月 發行

弥生ㆍ古墳時代의 建築

宮本長二郞(MIYAMOTO Nagajirou) 著
배덕환ㆍ최경규 譯

目

次

Ⅰ. 머리말･･････････････････････････････････････････････････････････････････････････････････････････････････････････････････････1
Ⅱ. 야요이시대 취락의 건축구성･･･････････････････････････････････････････････････････････････････････････2
Ⅲ. 건축형식의 분류･･･････････････････････････････････････････････････････････････････････････････････････････････････3
1. 평지주거････････････････････････････････････････････････････････････････････････････････････････････････････････････････････3
1) 복옥식 평지주거･･･････････････････････････････････････････････････････････････････････････････････････････････････3
2) 벽립식 평지주거･･･････････････････････････････････････････････････････････････････････････････････････････････････4
2. 수혈주거････････････････････････････････････････････････････････････････････････････････････････････････････････････････････5
1) 주거형식의 특징과 변천･･････････････････････････････････････････････････････････････････････････････････････5
2) 옥내시설････････････････････････････････････････････････････････････････････････････････････････････････････････････････6
3. 굴립주건물지････････････････････････････････････････････････････････････････････････････････････････････････････････････7
1) 분류･･･････････････････････････････････････････････････････････････････････････････････････････････････････････････････････7
2) 량간1간형 평옥건물-A형-･･････････････････････････････････････････････････････････････････････････････････8
3) 다주량간형 평옥건물-B형-･････････････････････････････････････････････････････････････････････････････････9
4) 량간1간형 고상건축-C형-････････････････････････････････････････････････････････････････････････････････10
5) 총주형 고상건축-D형-･･････････････････････････････････････････････････････････････････････････････････････12

- i -

Ⅳ. 야요이시대의 고상건축구조･･･････････････････････････････････････････････････････････････････････････13
1. C형 건축구조･････････････････････････････････････････････････････････････････････････････････････････････････････････13
1) 대인관ㆍ예식-Ca형-･････････････････････････････････････････････････････････････････････････････････････････13
2) 제속식-Cb형-････････････････････････････････････････････････････････････････････････････････････････････････････14
3) 분지식-Cc형-････････････････････････････････････････････････････････････････････････････････････････････････････14
4) 조출주식-Cd형-･････････････････････････････････････････････････････････････････････････････････････････････････15
5) 각주예식-Ce형-･････････････････････････････････････････････････････････････････････････････････････････････････16
6) 옥근창식-Cf형-･････････････････････････････････････････････････････････････････････････････････････････････････16
7) 반원주식-Cg형-･････････････････････････････････････････････････････････････････････････････････････････････････16
2. D형의 건축구조･･････････････････････････････････････････････････････････････････････････････････････････････････････17
1) Da형････････････････････････････････････････････････････････････････････････････････････････････････････････････････････20
2) Db형････････････････････････････････････････････････････････････････････････････････････････････････････････････････････17
3) Dc형････････････････････････････････････････････････････････････････････････････････････････････････････････････････････17
4) Dd형････････････････････････････････････････････････････････････････････････････････････････････････････････････････････18
5) De형････････････････････････････････････････････････････････････････････････････････････････････････････････････････････18
6) Df형････････････････････････････････････････････････････････････････････････････････････････････････････････････････････18

Ⅴ. 맺음말････････････････････････････････････････････････････････････････････････････････････････････････････････････････････19
[부록] 아산 갈매리유적 현장설명회 자료

- ii -

Ⅰ. 머리말
일본의 전통적건축은 목조이다. 그 축부구조물로서의 굴립주는 현재는 전혀 보이
지 않지만 근세까지 주거건축의 주류였다. 죠몬시대에는 수혈주거의 구조적 발전을
따라 야요이시대로 계승되었다. 한편 굴립주건물은 죠몬시대 전기에 발생해서 제사
건축이나 주거로서 보급되었다. 야요이시대는 한층 기술적으로 발전하여 그 양식과
구조가 다양화, 대형화된 일본 선사시대 건축의 하나의 고양기였다.
굴립주건물과 수혈주거의 복원은 각각의 주혈배치상황에서 구조형식을 추정해야
한다. 결국 평면형식, 주혈간 간격, 기둥의 직경, 깊이, 벽 흔적, 측구 등 발굴유구
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시 취락의 입지조건, 건축구성을 고
려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형식과 기능을 결정해야 한다.
굴립주를 주 구조체로 하는 목조건축은 주혈과 수혈바닥 등 평면적인 구조만 남
아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같은 평면형식은 같은 구조형식인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
되었다. 그러나 같은 평면형식의 굴립주건물이라도 주혈 직경과 깊이의 차이에서
평옥과 고상의 구별이 가능하고, 취락구성과 건물형식에서 주거나 창고 등의 기능
차이를 밝힐 수 있게 되었다. 같은 형식의 수혈주거의 경우도 벽립식과 복옥식의
차이, 풀을 덮었는지 흙을 덮었는지의 차이가 있어 주거 폐기 후의 수혈 매몰 토층,
주주 이외의 흔적을 상세히 관찰하는 것에 의해 그 차이를 밝힐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같은 구조에서도 기둥 직경과 깊이의 차이, 기둥배치 차이가 상부구조형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다만 평면적인 유구에서 구체적인 구조형식의 복원에는 한계가 있다. 다행스럽게
도 야요이ㆍ고분시대에는 건축을 표현한 출토유물이 있고, 특히 야요이시대는 출토
건축부재와 소실주거 예가 많아서 고상건축과 수혈주거의 복원연구가 가장 진전된
시대라 할 수 있다.
출토유물에는 야요이시대 조기의 토기와 동탁에 묘사된 건축회화, 야요이시대 말
기의 家形土器, 家形土製品, 고분시대의 家形하니와, 가옥문경 등이 있으며 주로 고
상건축과 평옥건물의 구체적인 외관형식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야요이시대와
동시기의 중국 한대 화상전과 한묘 출토 名器陶楼도 중요한 참고자료이다. 현존하
는 일본의 근세 민가와 인접하는 각 나라의 민족조사보고 예는 선사시대 이래의 전
통형식을 전승하고 있어 주거건축복원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아래에 기재된 야요이시대의 건축에 대한 논고는 이상과 같은 발굴자료에 기초해
서 건축유구에 대한 복원적 해석을 행한 것이다.1)

1) 본고에서 인용한 발굴조사자료와 분석데이타는 「日本原始古代の住居建築」(中央公論美術出版, 1998)에 소개한
것이지만 그 후의 신자료를 더해서 야요이ㆍ고분시대의 건축에 대해서 재정리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이하의 주
기는 신자료만 그 출전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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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야요이시대 취락의 건축구성
죠몬시대에 동일본에 편재하였던 취락은 야요이시대에는 일본열도 전역에 미쳐
도작수전개척의 진행에 따라 취락은 충적평야로 진출하고 저습지에 적당한 고상주
거건축과 평지주거취락이 조영되었다.
서일본의 지형은 급격한 산지이기 때문에 하천은 급류이고, 수혈주거에 적당한
하안단구와 구릉대지는 구주지방 등 일부 지방을 제외하면 적어서 죠몬시대의 대규
모 취락유적이 서일본에 적은 것은 이러한 자연제방에 의존한 것으로 생각한다.
서일본의 도작농경에 적합한 高溫多雨한 기후는 가경지를 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서 협소한 산능이나 산복에 취락을 경영하고 곡수전이나 충적평야의 수전개척이 진
행되어 진다. 북부구주지방은 일본에서 가장 이르게 죠몬시대 만기 말에 수전개척
이 행해진 지역으로 福岡縣 粨屋町 江辻遺蹟 등 고상창고를 구비한 취락유적이 있
다. 福岡市 板付Ⅰ遺蹟(야요이시대 전기)은 치수를 위한 水濠를 취락 주위에 두른
환호취락을 형성해서 야요이시대 거점취락의 선구 예가 되고 있다. 동시대 전기의
高知縣 南國市 田村遺蹟은 충적평야의 하천자연제방 상에 입지하고 그 취락형태는
죠몬시대의 계통을 잇지만 평옥건축이나 고상창고는 도작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야요이시대 중기에는 충적평야의 취락유적 예가 증가한다. 靜岡縣 掛川市 原川遺
蹟(중기 전엽), 岡山縣 百間川 今谷遺蹟(중기), 愛知縣 春日井市 勝川遺蹟(중기 후
엽)은 고상창고를 공반하는 고상주거 취락 예로 福岡市 湯納遺蹟(후기)은 산상의 수
혈주거취락과 산록하천 연안의 고상창고가 set가 되는 유적이다.
新灣縣 柏崎市 下谷地遺蹟(중기 중엽)은 平屋建物ㆍ高床倉庫ㆍ伏屋式 平地住居의
취락구성, 靜岡市 登呂遺蹟ㆍ汐入遺蹟(후기)은 복옥식 평지주거와 고상창고의 취락
구성, 富山縣 福岡町 下老子笹川遺蹟(후기 후반)은 복옥식 평지주거만으로 구성된
취락이다.
이와 같이 야요이시대 전기에서 후기에 걸쳐 충적평야로 진출한 취락의 주거형식
과 취락구성은 지방 차가 큰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서일본의 산간부나 구릉상
에 조영된 취락의 주거는 수혈주거가 주류로 이에 고상창고가 공반되고 대규모 취
락에서는 평옥건물을 취락의 중심시설로 하고 있다.
中部東海地方과 北陸地方은 서일본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東北地方의 야요이취
락유적 예는 적다. 동일본의 다른 지방의 야요이 취락은 죠몬시대의 전통을 계승한
수혈주거 주체의 취락구성을 가지고 타 주거형태와는 복합되지 않는 점에서 서일본
과는 크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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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축형식의 분류
선사시대의 건축을 평지주거, 수혈주거, 굴립주건물로 대분류하고 평지주거와 수
혈주거를 각각 복옥식과 굴립식으로, 굴립주건물을 평옥건물과 고상건물로 소분류
하고 이 분류에 따라서 야요이시대의 건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도-1]은 야
요이ㆍ고분시대의 주거단면 모식도로 지붕의 경사는 흙을 덮은 것을, 빗금친 것은
풀을 덮은 것을 나타낸다.

[도-1] 평지주거(上)ㆍ수혈주거(下) 단면모식도

1. 平地住居
1) 伏屋式 平地住居
지붕을 지상에 덮은 주거 형태로 구조적으로 AㆍB형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A형은 主柱 2개로 棟木을 지지하고, 棟木과 지표면 사이에 垂木을 배치하고, 奇棟
屋根 또는 切妻屋根을 만든 형태이다. B형은 주주 4~6개의 기둥 위에 桁ㆍ梁을 짜
서 梁 위의 合掌에 棟木을 지탱하고, 棟木ㆍ桁ㆍ지상 사이에 垂木을 배치해서 奇棟
屋根 또는 入母屋根을 만든 형태이다.

A형은 죠몬시대 만기(鳥取縣 上菅莣神原遺蹟ㆍ新灣縣 靑田遺蹟)에 출현하여 일본

해 연안지방에 분포한다. 즉 주주 2개의 형식은 同지방의 수혈주거로서 야요이시대
에서 고분시대 전기에 보급된다.2)
B형은 야요이시대 중기부터 말기에 걸쳐서 충적평야에 진출한 취락의 주거형태
로서 同지방의 수혈주거와 같은 구조형식을 가진다. 北陸地方과 靜岡縣에는 주거
주위에 大溝를 두른 예가 많은데, 床面과 大溝 사이에 성토하여 수혈모양의 상면을
만들고, 성토 위에 垂木을 받쳐서 草葺屋根(登呂遺蹟), 또는 土葺屋根(下老子笹川遺
2) 宮本長二郞, 「上菅忘神原置蹟の住居遺蹟」, 『上菅忘神原遺蹟』, 鳥取縣敎育文化財團, 1999
〃
, 「靑田遺蹟の住居と集落」, 『靑田遺蹟シンポジウム資料集』, 新灣縣埋藏文化財調査事業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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蹟)으로 床面을 덮은 형태이다.3) 하노자세천유적의 대형 소실주거 S105는 主柱 5
개와 床周緣部 사이에 탄화수목재와 소토가 밀집하고, 주주내부의 상면에는 탄화재
와 소토가 없는 것으로부터 屋根上半草葺, 下半土葺의 二段屋根式으로 생각된다.[도-2]

[도-2] 富山縣 下老子笹川S105 복원도

수혈주거 취락유적에서는 大溝를 설치하지 않고 주주만 검출되며 수혈주거와 공
반되는 예가 많다. AㆍB형 모두 수혈주거와 공존하는 경우는 주주혈만 검출되며
복옥식 평지주거로 인식되지 않고 의미불명의 유구로서 보고되어져 있는 것이 현상
이므로 야요이ㆍ고분시대의 취락복원에 있어 금후 주의해야할 부분이다. 또한 大溝
付 평지주거에는 주주가 없고 대구만 존재하는 소형주거가 있고 대구와 주주가 없
는 소형의 복옥식 평지주거의 존재도 이론적으로는 성립한다. 죠몬시대에는 유물만
출토되고 수혈주거가 없는 유적이 죠몬시대를 통해서 다수 존재하고 복옥식 주거에
의한 단기 체제형의 캠프적인 주거를 상정하고 있지만 야요이시대에는 AㆍB형 모
두 정주취락 혹은 수혈주거와 복합되어 정착되어져 있었다고 생각된다.

2) 壁立式 平地住居
주거의 측벽에 構造柱를 사용하지 않고 가는 벽지주를 좁은 간격으로 땅에 얕게
세우거나 지상에 늘어 세워 수평재의 木舞를 등간격으로 벽지주에 결부시킨 벽구조
로서 옥내의 주주와 함께 지붕을 지지하는 형태이다.
3) 등여유적은 2000년의 재조사에 의해 종래 수혈주거로 되었던 수혈상면은 점질토와 목탄층을 교차매몰한 戻(옆
문)이며, 床面을 외부지표면과 같은 높이로 하고 床面 주위의 성토 제방대 위에 지붕을 덮은 복옥식 평지주거
인 것이 밝혀 졌다.
『特別史蹟登呂遺蹟發掘調査報告書Ⅱ』, 靜岡市敎育委員會, 2001
「下老子笹川遺蹟B地區下層遺蹟」, 『埋藏文化財調査紀要-平成9年度』, 富山縣文化振興財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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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거는 주주없는 원형평면, 중형은 타원형평면, 대형은 방형평면으로 주주 2
개로 棟木을 지지하고 奇棟屋根으로 한다.
이 형태는 죠몬시대 중ㆍ후기의 新灣縣에 보급되어 죠몬시대 만기 말의 福岡縣
江辻遺蹟에서는 수혈주거와 고상창고를 공반하는 도작취락의 主주거이지만, 야요이
시대에는 長崎縣 壹岐原の辻遺蹟(중기), 大阪府 池上曾根遺蹟(중기 후), 佐賀縣 吉
野ヶ里遺蹟(후기 후), 滋賀縣 伊勢遺蹟(후기 후) 등의 환호취락유적에 한해서 존재하
고 일반 취락에는 보급되지 않는다.4)
그러나 群馬縣 黑井峯遺蹟ㆍ中筋遺蹟(고분시대 후기)에는 수혈주거와 복합되어
농촌취락을 구성하고 滋賀縣 穴太遺蹟(6세기 말)에서는 정방형 평면의 토벽구조의
벽립식 평지주거나 부뚜막 초석건물 등 도래인 취락이라고 생각되는 유구 예가 있
어 선사시대에는 단속적으로 중국대륙이나 조선반도에서의 도래인에 의해 이입된
주거였다고 생각된다.

2. 竪穴住居
1) 주거형식의 특징과 변천
수혈주거는 지면에 수혈을 파서 반지하식의 상면을 만들기 때문에 구릉대지나 하
안단구, 하천자연제방토 등 배수가 양호한 토지를 선택해서 취락을 조영한다. 야요
이시대의 서일본에 전개되는 수혈주거취락은 대지가 많은 구주지방을 제외하고 협
소한 미근토 나 급사면의 산복을 단상으로 절토 및 성토 정지해서 취락을 만든 소
위 고지성취락유적이 많다.
동일본의 수혈주거는 죠몬시대에 주류가 되는 주주 4개가 야요이시대로 계승되
어, 전ㆍ중기의 타원형에 가까운 동장방형 평면에서 후기의 말각방형을 거쳐 고분
시대에는 방형평면으로 변화한다.
서일본에 새로이 전개된 수혈주거는 원형평면이다. 규모에 비례해서 주주 0~17
개를 원형으로 배치하는 형식은 죠몬시대와는 달라서 도작에 동반되어 이입된 형식
으로 생각된다. 이 형식은 야요이시대 전기부터 전기에 걸쳐 서일본에 넓게 분포하
고, 중기 후반에는 소형주거에 방형평면이 주류가 되어 동일본과는 축을 같이해서
고분시대로 계승된다.
단 남구주지방의 전ㆍ중기의 花弁形 평면형태와 大分縣의 후기의 방 2칸 주주배
치, 일본해 연안지방의 주주 2개 등 지역색이 강한 주거도 존재한다.
4) 강십유적은 수혈주거 11동, 굴립주건물 6동, 대형특수건물 1동의 구성에 의한 취락으로 보고되었다.(新宅信久,
「渡來系稻作集落-江辻遺蹟-で發見された大型建物について」, 『月刊考古學ジャ-ナル9』, 1994) 同유적에는 상기
유구 이외에 동시대의 소형수혈군이 중복되며, 이들 대부분은 소형의 원형평면 벽립식 평지주거로 복원가능하
다. 대형특수건물은 최대규모의 주거이다. 池上曾根유적의 원형 토담상유구의 수혈군도 강십유적 대형 벽립식
주거와 같은 형식으로 복원가능하다.(宮本長二郞, 「弥生時代の祭祀建築と外來文化」, 『邪馬台國への海の道』,
大阪府立弥生文化博物館, 1995) 原の辻유적과 吉野ヶ里유적 북내곽에서는 수혈주거와 복합하고, 伊勢유적에서는
1지구에 집중해서 벽립식 평지주거가 조영되었다.

- 5 -

야요이시대의 수혈주거는 그 초기 단계에서 동일본과 서일본은 크게 다르지만,
후기에는 전국적으로 같은 형식으로 통일되는 경향이 있으며 왜국통일로 향한 사회
상황이 그 경향을 추진한 것으로 생각한다.
수혈주거는 평지주거와 같은 양상으로 복옥식과 벽립식이 있으며, 모두 죠몬시대
부터 계승된 형식이지만 야요이시대에는 복옥수혈주거가 주류가 된다. 벽립식수혈
주거는 거점취락의 대형주거에 한정되어 수장거관의 권위를 나타내는 형식으로서
야요이ㆍ고분시대에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단 죠몬시대와는 달리 야요이시대의
측벽지주는 벽립식 평지주거와 같은 양상으로 주구내에 남은 굴립, 또는 바로 세우
기 위해 불가 얼마 안되는 흔적밖에 남지 않은 예가 많다.
복옥식 수혈주거는 고지성취락의 산복사면에 입지하는 경우, 풀지붕으로는 우수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흙지붕이 많았다는 것이 소실주거 예의 탄화수목재가 밀집
한 배열상황과 소토의 존재에서 입증되었다. 또한 흙지붕 전면을 덮은 예와 지붕하
반부의 주주와 수혈벽간을 흙으로 덮고 지붕하반부의 주주내부를 풀로 덮은 이단복
옥식의 예가 있다.

2) 屋內施設
야요이시대 수혈주거의 옥내시설에는 베드상유구, 노지, 저장혈, 중앙수혈, 주구가
있다.5)
베드상유구는 수혈에 연해서 만든 폭 약 1m, 높이 10cm 정도의 土壇으로 베드
나 座所로서의 기능 외에 제단이나 물건을 두기 위해 이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중기에 발생해서 후기의 구주지방에 많이 보급되어 表日本側의 관동지방까지 분포
하지만 구주이외의 보급률은 낮고, 고분시대 중기이후에 쇠퇴한다. 토단을 만들지
않은 경우는 수혈벽을 따라 상면이 중앙부에 비해 연약하고, 잔 가지나 삼 등의 풀
을 펼쳐 놓아 베드상으로 만든 것으로 확인되는 예가 있으며, 베드상유구의 보급률
은 낮았지만 그 형식에서 토단이외의 배치형식을 알 수 있다.6)
노지는 상면중앙을 얕게 판 지상노이다. 노지의 보유율은 전국평균으로 전기
27%, 중기 48%, 후기 64%이고, 시대의 하강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보유
율의 지방차는 동일본은 80%이상으로 높고 서일본은 大阪府의 80%미만, 이외는
20~50%로 낮다. 전기나 서일본의 노지 보유율이 낮은 것은 옥외 노를 조리용, 옥
내 노는 불씨보존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만 舊유구면은 삭평되어
옥내 노의 유존 예는 적다.
옥내저장혈은 중기에는 관동지방의 50%가 주목되는 외에 전국적으로는 보유율이
낮아 20%이하로 옥외저장혈이 주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후기에는 동일본에서 증
5) 베드상유구는 주) 1의 拙著 제 10장의 도-3, 노지 보유율은 같은 장 표-2, 저장혈 보유율은 표-7에 의거한다.
6) 群馬縣 黑井峯遺蹟(고분시대 후기)의 C49ㆍ78주거에서는 조죽과 판의 압흔이 벽 가장자리의 바닥면에 1m폭으
로 남아있으며 평지주거에도 베드상유구의 존재가 실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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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지만 서일본의 보유율은 중기와 변함없다.
저장혈은 죠몬시대 이래 견과류등을 식료저장고로서 사용하여 야요이시대 전ㆍ중
기로 계승되어져 옥내ㆍ외의 저장혈을 쌀의 저장용으로 이용했다고 생각된다. 단
야요이시대의 옥내저장혈은 전국적으로 수혈벽에 치우쳐 위치하고 소규모인 예가
많아 식료저장고가 아니라 주구와 연결되어 배수용의 저수기능을 가지고 있었을 가
능성이 있고 저장혈의 규모, 위치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다른 것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옥외 저장혈은 고상창고의 보급과 공반해서 쇠퇴한다.
중앙수혈은 서일본의 야요이시대 전ㆍ중기의 수혈주거에 특유의 시설로 후기에
방형평면으로 변화하면서 소멸되어 벽에 치우친 저장혈이 출현한다. 또 중앙수혈과
주구를 연결하는 구나 중앙수혈에서 옥외로 연장되는 구가 존재하는 예가 있고 후
기의 방형평면으로 변화된 후에도 저장혈에 같은 바닥 구가 존재하는 것에서 중앙
수혈이나 저장혈의 기능은 바닥구와 함께 수혈상면의 건조를 지속하기 위한 배수시
설이었다고 생각된다.
주구는 수혈벽면을 따라 깊이 10cm정도의 얕은 구로 벽립식 수혈주거의 벽지주
혈을 구 바닥에 남기는 측벽흔적이 대형주거 예에 있다. 그 이외의 주구는 배수구
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저장혈이나 중앙수혈에 접속되는 예나 옥외로의 암거배수구
를 가진 예도 있다. 우기의 수혈벽면에서의 침수의 다소에 의해 주구의 유무의 차
가 있다. 경사면 입지의 경우는 사면의 상위측에만 주구를 설치한 예가 있고 암거
배수구나 바닥구의 예는 적은 것으로 봐서 우기의 수혈내로의 침수는 적지만 상면
의 건조를 지속하기 위해 주구를 설치했다고 생각된다.

3. 굴립주건물
1) 분류
굴립주건물은 굴립주를 축부구조재로 하여 측주로 사용한 건축으로서 평옥건물과
고상건물이 있다. 야요이시대의 평옥건물은 梁間 1칸형(A형)과 多柱梁間型(B형)으
로, 고상건물은 梁間 1칸형(C형)과 總柱형(D형)으로 나눌수 있다.[도-3]
평면형식은 장방형이며 桁ㆍ棟木이 붙은 장변방향을 桁行, 梁이 붙은 단변방향을
梁行이라 한다. 평면규모는 柱間數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항행에 4개, 량행에 3
개의 주가 붙은 경우는 항행 3칸, 량행 2칸이 된다.
A형과 C형은 량행 1칸, 항행 1칸 이상으로 하는 같은 평면형식이다. 그 판별방
식은 일반적으로 굴립주의 깊이가 지상의 기둥 높이에 비례해서 A형은 낮고 C형은
깊은 것, A형은 C형보다 기둥간격이 좁고 불규칙해서 기둥 폭이 가는 것으로부터
판별가능하다.
량행 측면 중앙에 동지주가 없는 형식을 A0ㆍC0형, 량행 측면에서 떨어져 獨立棟
持柱를 세우는 형식을 A1ㆍC1형, 량행측면 외측에 접해서 近接棟持柱를 세우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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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A2ㆍC2형, 량행측면의 주근 중앙에 壁心棟持柱를 세우는 형식을 A3ㆍC3형, C0
형의 동지주 방향에 側柱와 柱筋을 나열해서 측주보다 직경이 가늘고 깊이가 얕은
床束을 가진 형식을 C4형으로 한다.
B형은 량행측면을 3칸이상으로 하여 주간 간격과 높이는 량행과 비슷하고 奇棟
造 또는 入母屋造의 지붕을 가진다. 즉 야요이ㆍ고분시대의 량행 2칸의 예는 모두
A2ㆍA3형에 속하는 切妻屋根의 건물이다.
D형은 항행, 량행 모두 2칸 이상으로 측주와 주근을 갖추어 옥내에도 기둥을 배
치한 총주형식이다.

[도-3] 굴립주건물 평면유형

2) 梁間1間型 平屋建物-A형-[도-4]
A형은 죠몬시대 중기이후 新灣縣을 중심으로 주거로서 보급되고 新灣縣 栢崎市
下谷地遺蹟(야요이 중기 전)에서는 A형을 복옥식 평지주거 취락의 중심적인 건물로
서 죠몬시대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또 鳥取縣 米子市 長山馬籠遺蹟 SB8(중기
말), 鳥取縣 關金町 大山池遺蹟 SB8(중기 말), 愛知縣 朝日遺蹟 SB3은 A형의 항행
측면에 좁은 처마 차양이 붙은 형식으로 야요이시대의 새로운 경향을 나타낸다.
A0형은 서일본에 많은 고지성취락의 좁고 세장한 段狀敷地에 적합한 주거로서 수
혈주거나 C0형 고상창고와 복합취락을 형성하고 A형에서는 유구 예가 가장 많다.
岡山縣 糘山遺蹟(중기 후)은 산의 능선에 전개되는 수혈주거 취락으로 대형의 A0형

건물[도-4-2]이나 C0형 창고를 공반하면서 취락의 중앙부에 위치한 중심시설이다.
또 長崎縣 原辻遺蹟(중기) SB2[도-4-5]는 C0형 祭殿 SB1[도-7-14]과 직렬하고
脇殿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A1형의 확실한 야요이시대의 유구 예는 없고 大山池 SB9[도-6-5]는 평면적으로
는 A1형이라고도 생각되지만 주혈 깊이는 A2형의 SB8[도-4-10] 보다도 깊고 확실
히 C1형의 특징을 나타낸다. 야요이시대에는 C1형이 祭殿의 주류를 이루고 獨立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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持柱가 祭殿의 상징으로서, 또 A형 祭殿은 脇殿으로 취급되어졌기 때문에 A1형은
적고 고분시대의 岡山縣 土井 1호 건물 뿐이다.
A2형의 유구로는 大阪府 池上曾根遺蹟 SB2(중기 후), 大山池 SB2ㆍ8(중기 말),
大阪府 若江北遺蹟 SB501(중기), 福岡縣 辻田西遺蹟 T3호(중기), 滋賀縣 伊勢遺蹟
SB2(중기 후) 등이 있다. A0형은 량행 2~3m로 좁게 마주보고 A2형은 4~7.5m로
넓고 屋內棟持柱 를 가지며 대형이 많다.
A0형의 原の辻 SB2는 C0형 祭殿SB1 보다 대규모(량행 4.5m)이지만 주혈 깊이는
SB1보다 얕고 후세에 삭평되어 주혈바닥이 아주 얕으며, 량행규모로 봐서 近接棟
持柱穴이 삭평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原の辻 SB2는 池上曾根 SB2, 伊勢 SB2
와 함께 C형 祭殿에 부속되는 A2형 脇祭殿으로서 기능하고 다른 A2형유구에 대해
서도 처마 차양의 특수한 형식이나 규모로 보아 祭殿에 준하는 취락의 중심적인 역
할을 담당한 기능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A2형은 고분시대에는 A3형과 함께
4면 처마 차양이 붙은 祭殿의 身舍에 채용되었으며, 율령시대 이후에는 일반취락의
주거로서 서일본에 보급된다.
A3형은 新灣縣 下谷地遺蹟 SB7 이외에는 한쪽 妻側(벽쪽?)을 A3형, 다른 쪽을 A2
형으로 한 예가 下谷地 SB2ㆍ6, 長山馬籠 SB8에 있고 또한 A형의 한쪽 妻側面 중
앙에 얕은 주혈을 남긴 예가 소형유구에서 비교적 많이 확인된다.
A형의 동지주는 일반적으로 얕은 굴립이다. 굴립 깊이가 지상주 높이에 비례하는
것은 구조체로서의 側柱이며, 棟持柱는 구조적으로는 棟木을 지지하는 기능으로, A2
형은 梁측면에 棟持柱를 고정하고 A3형은 妻側과 일체화하는 것에 의해 처마지붕의
구조적 안정을 가지는 기능이 있다. 또한 C1형 祭殿과 같이 독립 기둥으로서 깊이
굴립할 필요성이나 상징으로서 주 직경을 크게 할 필요도 없는 A2ㆍA3형의 동지주
는 얕게 굴립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동시에 한 쪽의 妻側에만 동지주를 세우면서
처마지붕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상과 같이 A형건물은 주거로서의 기능 외에 처마차양을 붙인 건물과 대형건물
은 제전과 취락의 중심시설로서 사용되었다.

3) 多柱梁間型 平屋建物-B형-[도-5]
B형은 야요이시대에 출현하는 新형식의 건물로서 高知縣 南國市 田村遺蹟(전기
전)의 량행 3~4칸, 항행 5~6칸의 유구가 가장 오래된 예이다[도-5-4].
福岡市 吉武高木 SB2(중기 초)는 항행 6칸, 량행 5칸, 屋內棟持柱 2개가 붙은 건
물과 항행 5칸, 량행 4칸의 2동이 같은 위치에서 중복되고[도-5-1], 佐賀縣 鳥栖
市 柚比本村遺蹟(중기 후)에서는 5×3칸, 5×4칸, 6×5칸, 8×5칸의 4동이 같은 위
치에 중복된다[도-5-2]. 兩유적은 모두 수장묘에 수반하는 건물로서 장송의례와
조령제 등을 행한 묘역제전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鳥取縣 大山町 妻木晩田遺蹟 SB41(후기)7)은 4×3칸 身舍의 항행에 2면 차양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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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붙은 형식의 건물로서 대형 壁立式 수혈주거를 공반하여 首長居館域을 구성하고
수장의례를 행한 祭政殿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도-5-3].
B형은 상기 이외에 福岡市 久保園遺蹟 SB1(중기 후)ㆍ雀居遺蹟 SB222(후기 후)
ㆍ鹿兒島市 王子遺蹟 SB6(중기 말)ㆍ前畑遺蹟 SB1(중기 말) 등의 예가 있으며[도
-5-5~8] 환호취락의 제전이나 祭政殿으로서 구주지방을 중심으로 보급되었고, 고
분시대에는 근기지방과 중부ㆍ관동지방의 호족거관으로 진출한다.
B형의 특징은 평면이 정방형에 가깝고 대형의 경우에는 床面 중앙에 1~2개의 屋
內棟持柱를 세운 것이다. 동지주 2개를 세운 위치가 상면중앙에 가까운 예나 동지
주 1개로 짧은 동지주를 지지하는 예는 奇棟造 지붕으로서 북구주지방에 분포하며,
동지주 2개가 妻側에 가깝게 세운 예는 入母屋造의 지붕으로, 고분시대에 近畿地
方, 靜岡縣에 출현하는 예는 入母屋造가 많다.

4) 梁間1間型 高床建築-C형-[도-6ㆍ7]
C형은 죠몬시대 전기에 거점취락의 묘역제전으로서 C0형이 발생하고, 죠몬 후기
에 동지주가 붙은 C1형 祭殿이 출현한다. 야요이시대에는 九州地方에 C0형 제전이
계승되며 다른 지방에는 C1형 제전이 보급된다.

C0형 대형유구 예는 長崎縣 原の辻遺蹟 SB1(중기), 福岡縣 筑紫野市 隈 ㆍ西小田

遺蹟(중기), 福岡市 雀居遺蹟 SB50(후기 후), 佐賀縣 吉野ヶ里遺蹟(후기 후), 滋賀縣
伊勢遺蹟 SB6(후기 후), 京都市 大藪遺蹟 SB1(후기) 등이 있다[도-7-11ㆍ14~17].
모두 환호취락 또는 그것에 준하는 유적이다. 原の辻遺蹟 SB1과 雀居SB50은 祭殿,
吉野ヶ里遺蹟에는 망루, 대형창고, 제전으로 대부분 C0형이 있으며, 伊勢遺蹟에서는
C0형 외에 C1형, C3형 등 다른 형태의 제전이 공존하여 다른 제사를 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C1형은 前項에 기제한 것처럼 제전으로 사용되며, 유구 예는 兵庫縣 尼崎市 武庫
庄遺蹟(중기 후), 池上曾根遺蹟 SB1(중기 후), 德島縣 西長峯遺蹟(중기 후), 鳥取縣
名和町 茶畑山島遺蹟 SB5(중기 중~후기 전), 佐賀縣 栗東町 下鈎遺蹟 A區 SB01ㆍ
G구 SB01(후기 후), 下長遺蹟 SB01ㆍ03(후기 말), 伊勢遺蹟 SB4ㆍ5ㆍ7ㆍ8ㆍ9ㆍ
12(후기 후), 滋賀縣 新旭町 針江川北遺蹟 SB03(후기 말), 靜岡縣 小笠原町 東原田
遺蹟 SH10(후기 후~고분 초)이 있다.8)
C1형의 량행규모는 최소 3.0m(茶畑山島)에서 최대 8.5m(武庫庄)까지 대소 다양
하여 제사를 주관하는 수장층의 세력이나 기술력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동
지주의 량행측면에서 돌출되는 량행의 1/2을 기준으로 한 예와 그 기준의 1/2이하
7) 「妻木晩田遺蹟發掘調査報告Ⅰ」, 大山町敎育委員會, 2000

8) 「武庫庄遺蹟第36次調査現地說明會資料」, 尼崎市敎育委員會, 1996. 7
「茶畑山遺蹟發掘調査記者發表資料」, 名和町敎育委員會, 1998. 3. 19
「下長遺蹟現地說明會資料」, 守山市敎育委員會, 1997. 9. 7
東原田遺蹟의 자료는 小笠町敎育委員會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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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예로 세분되며, 양식적인 차도 인정된다. 단 전자의 동지주는 내경하고(伊勢
ㆍ針江川北) 후자는 직립(東原田)하고 棟木直下의 동지주의 돌출은 양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C2형은 제전으로서 C1형과의 복합형식이 下鈎 A區 SB01[도-7-9], 下長 SB03
[도-7-12]에 있지만 C2형만의 유구 예는 없다.
C3형은 伊勢 SB01[도-7-18]이 유일한 예이고, 그 외 C1형과의 복합형식이 下鈎
G區 SB01[도-6-7]에 있다. 伊勢 SB01은 같은 유적의 中央祭場의 正殿으로 A2형
SB02를 脇殿으로 하며, 독립동지주가 없는 형식에서 祭政殿이었던 것으로 생각된
다. C3형의 구조는 처마 중앙주가 C1ㆍC2형과 같은 동지주가 아니라 側柱와 束柱로
서 束柱 위에 台輪(단면 장방형의 판상재)을 짜맞추고, 台輪 위에 角柱를 세운 형식
이다. 상세한 것은 뒤에 기술하겠지만 D형의 구조형식의 영향을 받아 야요이시대
후기 후엽에 발생한 형식으로 생각된다9).
C4형은 C0형과 같은 구조형식으로 량행 4m이상의 C0형의 棟通에 高床大引을 지
지하는 床束을 세운 형식이다. 지름이 얇은 상속을 얕게 굴립했기 때문에 후세의
삭평을 받아서 유구 예는 희박하지만 佐賀縣 川奇吉原遺蹟 SB12(후기 전), 大阪市
阿倍野筋遺蹟(후기 말~고분시대 초두)의 2예만이 있으며(도-7-19ㆍ20) 대형의 C
형 창고유구에는 곡류 등의 중량에 견디기 위한 구조의 C4형이 대부분인 것으로 생
각한다.10)
이상의 C형의 대형유구 예에는 屋內棟持柱를 가진 예가 있다. C1형은 동지주의
간격이 길기 때문에 동목을 2개 또는 3개 붙여서 그 繼手부분을 옥내동지주로 지
지하는 형식으로 池上曾根 SB01, 武庫庄遺蹟, 伊勢 SB4ㆍ5ㆍ7ㆍ8ㆍ9ㆍ12, 東原田
SH10의 예가 있으며 C1형과 C2ㆍC3형의 복합형식은 옥내동지주를 겸해서 성립한
것으로 생각된다.
C0형의 옥내동지주의 유구 예는 雀居 SB50[도-7-15]가 1本柱의 奇棟造이며, 伊
勢 SB06[도-7-17]이 2本柱의 入母屋造, 大藪 SB01이 妻側 내측에 접하는 2本柱
의 切妻造로 한 지붕형식이 옥내동지주의 배치에서 상정된다.11) C형과 유사한 예
는 없지만 옥내동지주의 배치형식은 B형과 같은 분포경향을 나타낸다.
이상은 C형의 대형유구에 대해서 기술했지만 량행 2~3m의 소형유구가 도작의
보급에 동반되어 고상창고 나 米倉으로 일반취락에 출현한다. 고상주거취락은 C0형
이 靜岡縣 原川遺蹟(중기 전)과 岡山市 百間川今谷遺蹟(중기)에, C2형이 愛知縣 勝
9) 伊勢遺蹟 SB01은 주) 1의 논문에 總柱型 高床建築으로 하였지만 屋內 棟通 3개소의 주혈은 북측 조사구에 대
응하는 주혈이 平成11年度의 조사에서 검출되어 桁行 2칸의 C0형으로 판명되었다.

10) 阿部野橋筋遺蹟은 杉本厚典, 「阿倍野筋遺蹟で見つかった大型掘立柱建物蹟」, 『葦火78號』, 大阪市敎育委員會,
1999
11) 大藪遺蹟은 京都市 南區 久世殿城町에 소재하며 평성13년 11월~12월 대수유적조사단의 발굴조사에 의해 야
요이시대 후기의 굴립주건물(桁行 3칸 8.5m, 梁行 2칸 6.4m)이 발견되었다. 妻側中央柱는 妻側柱筋보다 내측
약 50cm에 있고 柱筋 직경은 40cm로 다른 側柱 직경 35cm보다 큰 것에서 棟持柱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 건
물은 梁間 1間型 高床建築의 屋內棟持柱이고 妻側面에 근접하는 것에서 切妻造屋根으로 볼 수 있다. 본 자료는
동 조사단의 小泉信吾씨에게서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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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遺蹟(중기 후)에 예가 있다. 모두 충적평야에 입지하여 水害 등의 재해를 받기 쉽
기 때문에 취락유구 예는 적지만 고상창고를 동반하여 중기에는 넓게 분포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야요이시대 후기에는 충적평야의 취락은 복옥식 평지주거가 주류
가 된다.
C0형의 소형 고상창고는 서일본에서 동부지방에 걸쳐서 수혈주거와 평지주거의
일반취락에도 보급되어 고분시대 전기까지 계속된다. 1994년에 집계한 야요이시대
부터 고분시대의 굴립주건물유구 724동 중 량간 1칸의 건물(AㆍC형)은 590동
(81.5%), 그 중 량행 1~2칸의 소형은 456동(77.3%)이고 항행 4칸 이상의 대형은
겨우 39동(6.6%)이다.12) 이 경향은 米倉으로서의 소형 고상창고의 보급과 환호취
락의 제전 등으로서의 대형 고상건축의 보급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상과 같이 C형 고상건축은 죠몬시대부터 계승되며, 도작문화의 이입과 함께 새
로운 형식도 가미되어 제전, 창고, 주거로서 야요이시대 고상건축의 주류를 점한다.

5) 總柱型 高床建築-D형-[도-8]
D형은 야요이시대에 출현하는 형식으로 도작과 함께 이입된 것으로 생각한다. 유
구 예에는 奈良縣 唐古ㆍ鍵遺蹟(중기 초두)13), 靜岡縣 東原田遺蹟 SB05(후기~고
분), 吉野ヶ里遺蹟 SB1194(후기 후), 福岡縣 平塚川添遺蹟 SB102(후기), 鳥取縣 妻
木挽田遺蹟(후기)의 예가 있다. D형은 중기 초두에는 출현하지만 妻木挽田遺蹟의
전신인 茶畑山島 SB5 나 東原田遺蹟의 전신인 祭殿 SB10은 C1형이며 D형 제전은
후기 이후에 보급된다.
야요이시대의 D형 제전의 상기 5예는 평면형태에서 두 개의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唐古ㆍ鍵遺蹟[도-8-1], 東原田 SB05[도-8-4], 平塚川添 SB102[도-8-3]의
3예는 량행 2칸, 항행 4~5칸의 장방형평면이고, 唐古ㆍ鍵遺蹟은 독립동지주를 가
지며 平塚川添遺蹟은 근접동지주를 가진다. 吉野ヶ里 SB1194[도-8-2]는 3칸, 妻
木挽田遺蹟은 2칸의 정방형 평면이다.
장방형 평면의 동지주가 붙은 D형 제전은, 제전으로 고분시대에 계승되며[도
-8-6ㆍ9ㆍ10], 정방형과 정방형에 가까운 D형 평면규모는 고분시대 중기 이후에
대형화되어 고상창고로서 보급된다[도-8-5ㆍ7ㆍ8ㆍ11].
D형 고상창고는 대형건축에 적당한 구조형식으로 야요이시대 중기 초두에 제전
으로 출현하였지만 야요이시대에는 제전으로서만 일부 지방에 보급되는 것에 그치
며, 야요이시대 후기 후반에 보급되기 시작하여 고분시대 중기에는 제전, 창고의 주
류는 C형에서 D형으로 이행한다.

12) 주) 1 논문의 제5장, 표-2. 굴립주건물 평면형태의 시기별 棟數表에 의거.

13) 「唐古ㆍ鍵遺蹟第74次發掘調査」, 田原本町敎育委員會, 1999. 9. 記者發表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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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야요이시대의 고상건축구조
수혈주거나 평지주거의 구조는 죠몬시대를 계승해서 큰 변화는 없지만, 도작문화
의 이입에 공반해서 새로 이입된 건축기술은, 쌀을 수납하는 고상창고나 고상주거
를 보급시키는 것과 동시에 환호취락의 제사건축(際殿)의 대형화를 초래한다. 本項
에서는 야요이시대의 고상건축의 구조형식에 대해서 前項의 평면형식분류과와 관련
시켜서 고찰하기로 한다.

1. C型 건축구조[도-9ㆍ10ㆍ11]
C型 평면형식의 분류는 棟持柱의 유무와 위치에 의해서 행했지만, 구조형식의 분
류는 高床을 받치는 橫架材의 大引이나 根太(마루귀틀)를 지지하는 방법의 차이에
의해서 분류한다. 이 분류는 출토 건축부재에 의해서 적어도 Ca~Cg型의 7形式이
야요이시대에 존재하는 것이 밝혀졌다.
C型 건축에 공통되는 구조상의 특징은 床大引이나 臺輪을 가로지른 형식으로 이
軸部構造를 桁行방향으로 반복해서 규모를 무한정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7形式은 梁行규모나 기둥 직경의 차이, 기능에 의해서 달리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구조형식의 존재는 1민족에서 1~2形式을 사용하는 민
족건축예로 보아, 죠몬시대에 성립된 고상건축형식을 포함해서 近隣 제민족의 이주

에 의한 영향으로 생각되고 그 軸部형식은 동아시아․동남아시아 도작문화권의 고상
건축과 공통되는 루트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다.

1) 大引貫ㆍ枘式-Ca형Ca型은 側柱에 방형 貫穴을 뚫고, 大引貫이나 大引枘를 꽂아 大引 위에 마루귀틀
을 배치하고, 床材를 받치는 형식이다.
출토 部材例는 長崎縣 原の辻遺蹟

출토의 大引材(야요이 중기), 島根縣 松江市

上小紋遺蹟 출토의 柱ㆍ桁ㆍ壁板材(야요이 말기)가 있다.
原の辻遺蹟의 大引材(圖11-2)는 丸太材의 상면을 평평하게 깍고, 중앙에 棟持柱
를 받치는 枘穴이 있고, 棟持柱와 側柱間에는 壁木舞穴을 등간격으로 배치한다. 大
引 兩端에는 枘를 돌출시키고, 枘의 측면 중간정도에 小孔을 뚫는다. 이 소공은 기
둥에서 枘가 빠지지 않게 側柱에도 소공을 뚫어서 빗장으로 멈추게 하기 위한 것으
로 込栓穴이라고 말한다.[도-12-3]14)

込栓止는 초석 위에 세우는 기둥을 고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반을 땅속에 묻어서

고정하는 굴립주에는 불필요한 형식이다. 초석건물이 보급되어 있었던 中國 漢代의
14) 「原の辻遺蹟」 原の辻調査事務所調査報告書 第5集, 長崎縣敎育委員會,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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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이입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上小紋遺蹟의 출토 건축재는 모두 水田 側溝의 側板․桁으로 轉用된 것이다. 柱材

[도-10-10]는 直徑 16cm로, 縱 21.7m, 幅 6.5m의 貫穴의 10cm 上方, 貫穴과 직

교하는 측면에 폭․깊이 모두 2.6cm의 구가 상방으로 이어져 있다. 이 貫穴은 폭의
3배 이상을 종장으로 하는 형상으로 보아 단면 18×6cm의 大引貫을 삽입하고, 楔
止(문설주 멈춤)로 하는 형식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大引貫형식의 棟持柱는 佐賀縣
菜田유적 출토재[도-10-6]이나, 和歌山縣 野田地區유적 출토재[도-10-7]와 같은

형태로서, 棟持柱 하단을 大引貫으로 輪薙込해서 받치는 형식이다. 大引貫의 예는

大分縣 安國寺유적 출토재[도-11-6]가 있다.15)
貫穴上方의 溝는 橫板을 柱頭部에서 움푹 들어가는 板溝로서, 현재까지 계속되는
橫板壁의 기법이다. 大引貫과 판구의 간격에 根太(마루귀틀)를 배치하고, 마루귀틀
상의 床板은 橫板壁 側面에 胴付하는 형식이다.[도-12-1]
이 大引貫ㆍ根太ㆍ板溝의 軸部形式은 중국 절강성의 톤族의 고상창고와 같은 형
식이다. 同창고의 妻側面은 횡판벽 上中央에 棟束을 세우는 형식으로 상기의 菜田
ㆍ野田地區遺蹟 출토재는 직경이 가는 것에서 棟束이었을 가능성이 강하다.

2) 際束式-Cb형Cb型은 床束을 側柱에 붙여서 床大引을 받치는 형식이다. 福岡縣 筑紫野市隈․西
小田유적[도-7-11]은 桁行2間의 桁行 軸線上, 側柱와 같은 掘形內에 際束을 파서
세운다. 兩妻側의 際束은 側柱의 외측에 세우고, 梁行에 床大引을 걸쳐놓는 형식이
기 때문에, 床大引 중앙의 동지주는 近接동지주가 된다. 福岡市 雀居SB50[도
-7-15]은 東側北에서 2번째의 柱掘形內에서 本柱礎板据付蹟의 북으로 접해서 小礎
板과 際束이 유존하고, Cb型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Cb型 유구예로는 新灣縣 長岡市 藤橋유적(죠몬 후기), 德島縣 阿波町 西長
峰유적SB01[도-6-8]에 際束이 존재했다고 한다.(조사담당자로부터 청취) Cb型은
조사자에게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에서 床束흔적을 검출해도 다른 시기건물
의 중복되고, 또는 검출되지 않는 예가 많다.

際束의 현존민족건축은 인도네시아․슨바섬의 D형고상주거에 예가 있다.

3) 分枝式-Cc型Cc型은 側柱에 가지의 밑을 남겨서 받치는 형식이다.
출토주재는 東京都 東村山市 下宅部유적(죠몬시대 후기), 福岡縣 那珂君休유적(야
요이 후기), 靜岡縣 山木유적(야요이 후기) 외, 고분시대의 예가 있다.
那珂君休遺蹟 출토의 3개의 柱材는 [도-9-5], 모두 가지 상부의 柱 측면을 뚫어
15) 「安國寺遺蹟」, 國東町文化財調査報告書 第4集, 國東町敎育委員會,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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床大引의 안정을 좋게 하고, 거기에 枝의 직하에 鼠返盤用의 얕은 溝를 돌린다. 그
중의 1개의 주재는 枝側과 직교하는 측면에 25cm 간격의 壁木舞穴을 설치한 隅柱
로, 床大引을 屋 내측에 걸쳐 近接동지주를 받치고, 妻側 외면을 草壁으로 한다. 다
른 2예에는 壁木舞穴은 없고, 木舞를 柱 측면으로 결합해서 草壁으로 하는 米倉이
다.
下宅部遺蹟16)과 山木遺蹟[도-9-2]의 3개의 주재에는 鼠返盤用의 溝가 없고, 柱
직경이 가는 것에서 고상주거 등의 米倉 이외의 건물에 사용된다고 생각된다. Cc型
의 현존 건축예는 없지만, 죠몬시대에서 고분시대의 일반취락으로 보급된 형식일
것이다.

4) 造出柱式-Cd형Cd型은 床 하부를 圓柱로 하고, 床 상부의 각주를 원주에서 돌출시켜, 角柱 頭部
에서 鼠返盤, 梁行臺輪, 桁行臺輪을 순차 떨어뜨려, 臺輪 위에서 벽과 床板을 받치
는 형식이다.
1947-50년의 靜岡市 登呂遺蹟(야요이 후기)의 조사에서, 전도된 상태로 발견된
건축부재에서 그 형식이 밝혀지게 되었고, 현지에 복원되어 있다.
Cd型의 출토주재는 등여유적 외에 靜岡縣 山木유적(야요이 후기)ㆍ臺유적(야요이

말기~고분초기), 福岡縣 湯納유적(야요이 후기)ㆍ下月隈C유적(야요이 후기후)ㆍ那珂
君休遺蹟(야요이 후기), 佐賀縣 吉野ヶ里유적(야요이 후기), 靜岡縣 南谷유적(야요이
후기~고분전기), 三重縣 納所유적(고분시대)이 있다.17)
登呂ㆍ山木ㆍ臺ㆍ湯納ㆍ南谷유적 출토재[도-9-1ㆍ2, 도-10-1ㆍ2]의 角柱 단면

은 2對1의 五平形이고, 那珂君休․下月隈C․納所유적의 角柱 단면은 정방형 혹은 정방

형에 가깝다.[도-9-4ㆍ5,10-5] 야요이시대의 鼠返盤의 중앙 枘穴은 장방형으로 동
시대 후기 후반 이후의 鼠返盤 枘穴은 정방형으로 변화하고, 동시에 枘穴 직경이
커지고, Cd型 軸部형식과 側壁형식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那珂君休․下月隈C유적 출토주재는 角柱 하단에 鼠返盤 두께를 남기고 大引貫穴을

설치하고, 梁行臺輪의 下面에 大引材를 보강하는 형식이다. 下月隈C출토재에는 鼠

返盤과 대륜 보강의 大引을 一木으로 만든 예가 있고[도-11-4], 이 鼠返盤과 大引
이 분리되어 성립한 형식이 상기 2예이다.[도-12-4]
吉野ヶ里 출토 주재[도-9-3]의 造出柱는 圓柱로 상하 원주보다 측면 둘레가
1cm 가늘게 鼠返盤을 받치고, 그 상부에 大引枘穴을 설치하는 Ca型의 변화형이다.
Cd型의 현존건축예는 없고, 야요이시대의 소형 고상창고에 보급된 형식이라고 생
16) 「下宅部遺蹟1998年度發掘調査慨報」, 東村山市遺蹟調査會, 에 完形柱材의 사진이 揭載되어 있다.
17) 那珂君休遺蹟第3次調査지점출토 柱材는 「那珂久平遺蹟Ⅱ」 福岡市埋藏文化財調査報告書 第163集, 1987, 下
月隈C유적제4차조사출토재는 1999년 5월, 福岡市 敎育委員會에 의해 자료제공. 佐賀縣 吉野け里遺蹟 전수일
본목지구 제222조사구 출토주재는 佐賀縣 敎育委員會에서 자료제공. 靜岡縣 南谷遺蹟 출토주재는 「南谷遺蹟
建物編1」 浜岡町埋藏文化財調査報告書 第8集,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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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5) 角柱枘式-Ce형Ce型은 Cd型의 발전형으로 床 상부의 각주를 床 하부의 원주와는 별재로서, 각
주하부에 枘를 돌출시키고, 臺輪을 통해서 圓柱 頭部의 枘穴에 삽입, 고정하는 형식
이다. 이 형식은 Db型 고상건축의 軸部형식을 C型으로 응용한 것으로, 두꺼운 각주
를 臺輪上에 세우고, 횡판벽으로 하는 際殿 등의 격식 높은 C3형건물에 채용되었다
고 생각된다.
柱頭에 角枘穴을 가진 D型의 柱材라고 생각되는 예가, 京都府 長岡宮蹟 출토재(8
세기)에 있고, 또, C3型 상층의 妻中央에 사용되었다고 생각되는 角柱材가 靜岡縣
上土유적(야요이 후기)에 출토되고, 각주재의 상반부를 五平으로 돌출시키고 있다.
[도-10-9] 이 五平柱는 平梁을 관통해서 棟木을 지지하는 형식으로, 타이 남부의
고상건축(주거ㆍ사원)에 현존한다.

平桁ㆍ平梁의 출토예는 佐賀縣 菜田유적(야요이 전기․圖11-1), 巡見道유적(야요

이~고분ㆍ도-11-9), 石川縣 太田 시탄다유적(7세기ㆍ도-11-8)이 있다.18) 島根縣
上小紋유적출토의 圓桁[도-11-3]과 함께 야요이ㆍ고분시대의 건축에 구별되어 사
용되었을 것이다.

6) 屋根倉式-Cf형Cf型은 柱頭部에 桁․梁을 걸쳐, 桁ㆍ梁의 양단부를 날개처럼 내어서, 桁ㆍ梁 선단
에 垂木을 걸쳐 切妻 지붕의 처마끝을 받치는 형식이다.
兵庫縣 有年原田中유적(야요이 후기~고분) 출토 주재[도-10-4]는 柱頭部를 결입
해서 桁을 받치는 형식, 佐賀縣 吉野ヶ里유적(야요이 후기후)출토주재[도-9-3]은
柱頭部에 鼠返盤과 桁을 향하는 2중 枘를 돌출시키는 柱하단의 결입은 枕木에 輪薙
込 이음법이다. 前者는 주거, 後者는 米倉이라고 상정된다.

7) 半圓柱式-Cg형Cg型은 床상부의 柱단면을 반원형으로 하는 형식이다. 출토 주재에는 靜岡縣 南
谷유적(야요이후기~고분전기), 大阪府 西大路유적(고분전기), 愛知縣 古照유적(고분
중기)이 있다. 고조유적 출토 목재[도-10-8]는 동일건물의 동지주와 측주가 있는
C2型으로 사용된 한 형식이다.
이 형식의 床구조는 南谷유적Cg型 대형 柱材[도-10-2]의 半圓柱부분의 하단 양
18) 「菜田」, 唐津市文化財調査報告 第5集, 唐津市敎育委員會, 1982.
「巡見道遺蹟」, 唐津市文化財調査報告 第3集, 唐津市敎育委員會,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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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깍아서 圓柱頭部에 胴付部를 가진 것에서 床大引의 양단을 결입하고, 半圓

柱에 輪薙込 형식으로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좁은 半圓胴付部만으로 床大引을 지
지하는 것은 불안정하고, 고분시대에 출토예가 많은 것으로 볼 때, 大引 중앙을 받
치는 床束을 사용한 D型 고상건축에 채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 D형 건축구조
야요이시대의 D형건축은 대형 제전의 유구예만으로는 적고, 또, 이 형식의 출토
주재가 없는 것에서 D형이 보급되는 고분시대의 유구예를 포함한 평면형식과 현존
하는 민족건축에서 그 구조형식을 유추하는 이외의 방법은 없다. 이하는 상정할 수
있는 구조형식을 Da~Df형의 6형식으로 분류하였다.

1) Da형
梁行2間으로 棟通 柱間이 側柱間보다 1간 적은 형식이다. D형에서는 최고의 유

구인 奈良縣 唐古․鍵유적 제14차조사(圖8-1)는, 棟通의 기둥 직경, 掘形 깊이가 측

주와 같은 것에서 側柱․棟通 모두 束柱이고, 3개의 土居桁(臺輪)을 桁行으로 걸쳐서

基臺를 만들고, 기대 위에 다른 구조의 건물을 세우는 基臺式 고상건축이라고 생각
된다. 고분시대에도 桁行측면과 棟通 주간수를 다르게 하는 소형의 유구예가 있다.

2) Db형
기둥 직경이 同村法으로 방안 배치의 束柱 위에 臺輪을 각 柱筋에 井桁狀으로 조
직하는 基臺式 건축으로 측면의 臺輪교차부분에 上層柱 하단의 예를 下層束柱頭部
의 枘穴에 고정하는 형식으로 Ce型과 동일한 軸部형식이라고 생각된다.
유구예는 佐賀縣 吉野け里유적 SB1194[도-8-2] 외, 야요이시대~평안시대의 D
型 고상창고에 주류의 형식이었다고 생각된다.
법륭사 網對藏(평안전기)는 Db型의 초석건물로, 상층의 각주를 臺輪 위에 얕게
枘를 꽂아서 세우는 형식은 굴립주와 초석건물의 구조역학상의 차이를 나타낸다.

3) Dc형
Db型과 동형식의 臺輪式 基臺건축으로 대륜상에 단면 삼각형의 校木을 결합한
校倉, 또는 板校倉이라는 형식으로 나라시대 이후의 초석건물로서 현존하지만, 고분
시대의 D型 굴립주건물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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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d형
Db型과 동일한 평면형식으로 측주와 屋內柱의 모두를 상측의 천정까지 세워 올
린 형식의 고상건축이다. 동남아시아 제국의 고상주거로서 넓게 분포하고, 오키나와
현 首里城 正殿도 이 계통에 속한다. 床구조는 際束式과 寬大引이 상정된다. 야요

이․고분시대의 확인 예는 없지만, D型에서 柱掘形이 깊은 예는 Dd형으로서 검토해
야만 할 것이다. 또, Cb형 고상건축과 같이 발굴조사시에 놓치는 것이 많은 際束이
Dd형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Cb형의 項에서 나타낸 현존건축예로 지적할 수 있다.

5) De형
측주를 통한 기둥, 옥내주를 床束하는 형식으로, 愛知縣 樽味五反田유적 6차조사
(4세기ㆍ도-8-5)와, 大阪府 螢池東유적(5세기 전ㆍ圖8-7) 등의 예가 있다. 床束狀
의 床大引과 측주의 이음법은 枘差하고 혹은 際束의 이형식이라고 생각된다.

6) Df형
지붕을 받치는 측주․모옥주․동지주를 통한 기둥으로서, 床束을 별도로 세우는 형식

으로 和歌山市 鳴滝유적(5세기 전ㆍ도-8-8), 大阪市 難破宮下層유적(5세기 후ㆍ도

-8-11)의 예가 있다. 鳴滝유적은 梁行3間으로 束柱를 배치하고, 梁行을 4등분하는

위치에 壁心동지주와 母屋柱를 세워서 切妻屋根으로 한다. 難破宮하층유적은 梁行
5間을, 梁行4間으로 나눠서 屋內동지주와 母屋柱를 세워서 入母屋造屋根으로 하는
형식이다. De型의 형지동유적은 입모옥조옥근의 棟木을 지지하는 屋內동지주가 있
고, Df型과의 복합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Df型의 옥내동지주의 배치형식은 야요이시대의 대형 平屋건축이나 C型고
상건축에 보이는 형식으로 5세기에 유구가 집중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야요이시대를
계승한다.
이상과 같이, D형 고상건축의 床 지지형식은 기둥으로서 굵은 柱徑의 束柱로 대
륜을 지지하는 a~c형과, 지붕을 지지하는 기둥과 바닥을 바치는 床束을 구별해서
사용하는 d~f형으로 나눌수 있고, 동시에 야요이시대 후기 후반 이후에 보급․발전하
지만, 기본적인 軸部구조는 야요이시대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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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일본의 선사시대의 건축에 대해서, 필자는 1996년에『일본원시고대의 주거건
축』(중앙공륜미술출판)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일본건축의 역사를 체계화하는 시
도였지만, 그 이전의 연구논문을 집대성하고 체계화의 방향을 정하는 데에 지나지
않았다.
본론은, 상기논문을 기초로 그 후의 신자료를 더해서 기술하였다. 야요이시대중기
에서 고분시대전기에 걸쳐서의 시기에는 특히 고상건축부재의 출토예가 많고, 발굴
유구평면에서는 불명확했던 동시대의 건축구조형식과, 전후의 시대를 포함한 변천
이 밝혀지게 되면서 연구는 일진월보의 상황이다.
주거건축의 주류인 수혈주거나 평지주거의 구조형식과 변천에 대해서는 간략한
기술에 머물렀다. 야요이취락은 거점취락에서 일반취락까지 다양한 주거구성을 나
타낸다. 특히, 흔적이 적기 때문에 인지되지 않는 평지주거가 단독으로 혹은 수혈주
거와 복합도는 취락예가 전시대를 통해서 존재하는 것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각시
대의 취락의 정확한 복원은 불가능할 것이다. 고분시대의 굴립주건물의 전개에 대
해서는 次號의 稿를 기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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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갈매리유적 위치도

도면 2. 갈매리유적 유구배치도

도판 1. 수로 및 내부유물 출토상황

도판 2. 수로 및 내부유물 출토상황

도판 3. 수로 및 말목렬

도판 4. 말목 출토상황

도판 5. 우물상 유구

도판 6. 수로 출토 토기류

도판 7. 수로 출토 구연부편

도판 7. 수로 출토 파수부편

도판 8. 수로 출토 내박자ㆍ원형토제품ㆍ방추차

도판 9. 도끼자루 출토상황

도판 10. 지게(추정) 출토상황

도판 11. 절구공이 출토상황

도판 12. 절구공이 출토상황

도판 13. 신발 출토상황

도판 14. 용도미상 목제품 출토상황

도판 15. 창문(추정) 출토상황

도판 16. 문 출토상황

도판 17. 건출부재 출토상황

도판 18. 박 및 박씨 출토상황

도판 19. 가래ㆍ복숭아씨ㆍ밤 출토상황

도판 20. 굴립주 건물지(KB-001)

도판 21. 굴립주 건물지(KB002)

池上曾根遺蹟 復元案(宮本長二郞案)

流造(滋賀縣ㆍ小規大寺社)

左:神明造(伊勢神宮內宮正殿) 右:大社造(神魂神社)

야요이시대의 건물회화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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